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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향류 메탄/공기 확산화염에서 복사모델이 소화한계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수치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기초실험이 병행되었다. 소화약제로는 N2와 CO2가 고려되었으며, 다른 정확도를 갖는 복사모델 OTM과 SNB에

따른 소화농도의 차이가 검토되었다. 주요 결과로서, N2가 첨가된 경우, 복사모델의 정확도에 따라 소화농도의 큰 차이

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복사효과를 갖는 CO2가 낮은 신장율의 화염에 첨가되었을 때, SNB와 같은 예측 정

확도가 높은 복사모델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연료에 첨가된 CO2의 경우 복사모델 SNB와 OTM에 의한 소화농도는

큰 차이를 갖게 된다. 따라서 소화농도 예측을 위해서는 수치해의 정확도와 계산시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복사모델의 선

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Effect of radiation models on the suppression limits in counterflow CH4/air diffusion flame was numerically investi-

gated with fundamental experiments for the numerical validation. N2 and CO2 were considered as extinguishing agents.

The differences in extinguishing concentration between OTM and SNB radiation models which have different accuracy

levels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re is no considerable difference in extinguishing concentration for the N2 dilution as

the radiation models with different accuracy levels were used. As the CO2 having strong radiative effect was diluted in the

low strain flames, however, the radiation model with high predictive accuracy such as SNB should be used. In particular,

the CO2 dilution in fuel stream leads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extinguishing concentration between OTM and SNB

mode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radiation model should be reasonably chosen with the consideration of numeri-

cal accuracy and computational time for the prediction of extinguishing concentration.

Keywords : Counterflow diffusion flame, Extinguishing concentration, Suppression limit, Radiation model

1. 서 론

한정된 연소영역에 소화약제의 분사는 일시적으로 냉각

효과, 질식효과 및 화학족 부촉매효과 등에 의한 소화현상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화과정은 대향류버너

(counterflow burner)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1)

.

대향류 버너는 유속과 관련된 화염의 신장율(strain rate)을

직접 조절하기 용이하고, 화염면의 위치를 조절하기 편리

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염신장율에 따른 소화특

성을 검토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 이를 통해 제어된

화염면을 대상으로 소화약제의 종류 및 연소조건의 변화

에 따른 가스계 소화약제의 평가 및 설계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화재에서의 화염은 주로 부력이 지배적인 낮은 유속조

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대향류화염에서의 소화현상에 관

한 선행연구는 주로 낮은 화염신장율에서 다양한 가스계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및 소화농도의 예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높은 화염신장율에서의 소화현상은 연료/공기의 체

류시간 감소 및 화염 수직방향으로의 열손실 증가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고 알려진 반면에, 낮은 신장율에서의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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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된 화염온도 및 화염체적에 의한 복사 열손실에 의

해 주로 소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3,4)

. 결과적으로 낮은 화

염신장율에서 소화현상 및 소화농도의 정확한 예측을 위

해서는 가스 복사모델의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

화염에서의 복사 열전달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

여 다양한 복사모델이 제시되었으며, 물리적 가정의 타당

성을 포함한 예측 정확도와 계산시간의 관점에서 화염온

도 및 화학종의 농도를 포함한 화염구조의 예측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Park 등
(5,6)
은 대향류 유동장에서 예혼합,

부분예혼합 및 확산화염을 포함한 다양한 연소조건에 대

하여 가장 간단한 모델인 광학적으로 얇은 근사를 이용한

모델, 좁은 밴드모델, 단색선 회색가스가중합법 및 회색가

스 재조합을 이용한 회색가스 가중합법의 차이를 비교·검

토하였다. Bedir 등
(7)

 역시 낮은 화염신장율의 대향류 확

산화염에서 다양한 복사모델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는 좁은 밴드모델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가정이 적용된 다양한 복사모델에 대

한 온도 및 열손실항의 값을 비교하였으며, 정확도와 계산

비용을 고려한 효율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복사모델의 선

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낮은 화염신장율의 조건에서

실험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현재까지 소화농도의 관점에서 다양한 복사모델에

대한 예측 정확도 및 적용한계에 관한 충분한 연구결과가

제공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대향류 메탄/공기 확산화염

에서 연료류 및 공기류에 첨가된 N2 및 CO2 소화약제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는 좁은 밴드모델과 가장

간략화된 광학적으로 얇은 근사모델의 소화농도 예측결과

를 실험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대향류 화염

의 수치계산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광학적으로 얇

은 근사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 및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복사모델의 선정기준은 향후 다양한 연소조

건에서 가스계 소화약제의 소화농도 및 소화원리를 규명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방법 및 조건

본 연구는 대향류 확산화염에서 복사모델에 따른 소화농

도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계산과 동시에

검증을 위한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다. 연료는 메탄(CH4)이

사용되었으며, 가스계 소화약제로는 N2와 CO2가 고려되

었다. Figure 1은 대향류 확산화염의 개략도와 이를 구현

한 대향류 버너의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상부측 및 하부

측 노즐에서는 1 atm과 298 K의 공기 및 연료가 각각 공

급되었다. 하부측 연료노즐 주위에는 N2를 추가적으로 공

급하여 연료가 상부 노즐에서 공급된 공기가 아닌 주위 공

기와의 부차적인 화염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 상

부측 노즐의 가열로 인한 공기류의 예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온도 제어장치를 통해 냉각수의 온도가 일정하도

록 하였다. 공기 및 연료노즐의 내경은 2.7 cm이며, 노즐

간의 거리는 2.5 cm로 고정하였다. 노즐 출구에서의 유속

분포가 균일하도록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메쉬

(mesh)와 직경 3 mm의 유리구슬이 노즐 내부에 설치되었다.

연료, 공기 및 소화약제는 버블 유량계에 의해 보정된

질량유량계(MFC)를 통해 공급되었으며, 대향류 확산화염

의 주요 변수로서 아래 식(1)과 같은 총괄신장률(ag)가 적

용되었다.

(1)

여기서, u와 ρ는 반응물의 속도와 밀도, L은 노즐간의 거

리를 나타낸다. 하첨자 f와 o는 연료류 및 공기류를 의미

한다. 이때 uf와 uo의 절대값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ag의

범위는 부력이 지배적인 화재에서의 화염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10~80) s
−1
이 고려되었다. 소화약제인 N2와 CO2

는 연료류 또는 공기류에 공급되었으며, 소화한계 근처에

서 정확한 소화농도 측정을 위하여 1 ml/min 간격으로 미

세 조절되었다. 동일조건에 대하여 5회 반복실험을 통해

소화농도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가 측정되었다.

Figure 2는 ag = 40 s
−1
의 조건에서 순수 메탄/공기 확산

화염과 공기류에 N2 몰분율 증가에 따른 화염사진을 제시

한 것이다. 그림에서 노즐의 직경 외부에 위치한 화염은

부력에 의해 곡률을 갖게 되지만, 노즐의 직경 내부에서는

ag = 
2 uo

L
---------- 1 + 

uf

uo

-------
ρf

ρo

-----
⎝ ⎠
⎜ ⎟
⎛ ⎞

Figure 1. Schematic and photo of counterflow burner.

Figure 2. Photos of pure CH4/air diffusion flame (left side)

and the flames diluted with N2 in air stream (right side) for

ag = 40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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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균일한 면의 화염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순수 메

탄/공기 화염은 soot의 생성으로 인하여 황염인 반면에, 공

기류에 N2 증가에 따라 화염은 점차적으로 청염으로 변화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치계산 측면에서 soot

의 생성 및 이로 인한 복잡한 복사 열전달의 문제점을 배

제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갖게 되며, 그 결과 소화

농도 예측을 위한 수치계산의 정확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수치계산 방법

1차원 대향류 확산화염에서 소화농도의 예측을 위하여

OPPDIF Code
(8)
가 사용되었다. 수치계산에 필요한 열역학적

물성치와 전달 물성치는 각각 CHEMKIN-II
(9)
와 TRANFIT

Package
(10)
를 이용하였으며, 상세반응기구로는 53개의 화

학종과 325개의 소반응으로 구성된 GRI-v3.0
(11)
이 적용되

었다. 모든 연소조건은 실험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며, 정

확한 소화농도 및 소화 직전의 최대 화염온도를 얻기 위하

여 소화한계 근처에서 N2 및 CO2의 몰분율은 1.0 × 10
−4

간격으로 변화되었다. 격자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종 격자

는 약 550개가 사용되었으며, 이때 격자수의 조절변수인

GRAD와 CURV는 각각 0.03과 0.15가 적용되었다.

낮은 화염신장율의 조건에서 중요시되는 복사 열손실

및 첨가된 CO2의 추가적인 복사 열손실을 고려하기 위한

복사모델로는 다른 정확도를 갖는 optically thin model

(OTM)
(12)
과 statistical narrow band (SNB) 모델

(13)
이 검토

되었다.

OTM은 간략화 된 복사모델로서 화염 및 부근의 가스가

광학적으로 매우 얇아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적용되었으며, 복사열의 생성항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σ는 스테판-볼츠만(Stefan-Boltzmann) 상수이며,

T는 국부온도를, kpl은 가스의 플랑크 평균 흡수계수를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Ju 등
(12)
이 제안한 온도의 다항식으

로 표현되는 식을 이용하여 플랑크 평균 흡수계수를 구하

였다.

좁은 밴드모델(narrow band models)은 좁은 영역의 파

장 밴드두께를 설정하여 그 밴드의 평균 방사율 및 흡수계

수를 나타내는 방법들로, 이들 중 SNB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히 정확한 복사 열전달의 해를 제공

한다고 알려져 있다. 등온 및 등질의 경로길이 Δs에 대한

통과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3)

.

(3)

여기서  및 는 밴드 내의 평균 흡수계수 및 흡수선

의 중첩을 나타내는 인자이며, 이 데이터는 Soufiani 등
(14)

의 제안한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p 및 x는 총압과 해당 화

학종의 몰분율을 나타낸다. 성분 및 온도가 다른 가스를

통과하는 매체의 통과율은 Gurtis-Godson 근사
(15)
를 통해

구하였다
(5)

.

4. 결과 및 고찰

4.1 순수 메탄/공기 확산화염에 대한 복사모델의 영향

소화한계에 대한 복사모델의 영향을 검토하기 이전에,

Figure 3은 상대적으로 높은 화염온도를 갖는 순수 메탄/

공기 확산화염에서 복사모델에 따른 최대 화염온도의 차

이를 도시한 결과이다. 복사모델이 적용되지 않은 단열

(adiabatic)조건에서는 총괄신장률(ag)의 감소에 따라 최대

화염온도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SNB 모델이 적용되었을 때 ag의 감소에 따라 최대

화염온도는 증가되다가 ag = 20 s
−1
의 조건에서 최고값을

보이며, 그 이후 복사 열손실에 의해 최대 화염온도는 감

소하게 된다. OTM의 경우 역시 SNB 모델의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보이지만, ag = 30 s
−1
에서 최대 화염온도의 최고

값을 보여주고 있다. 즉 OTM은 SNB 모델에 비해 전반적

으로 더 증가된 복사 열손실을 초래하며, 그 차이는 ag의

감소에 따라 더욱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B 모델

을 기준으로 단열조건 및 OTM 적용에 따른 최대 화염온

도의 정량적 차이를 비교해보면, ag = 80 s
−1
에서 단열조건

및 OTM은 각각 13 K과 2 K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

면에, 가장 큰 차이가 발생되는 ag= 10 s
−1
에서는 각각 72 K

의 과대 예측과 29 K의 과소 예측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화염온도와 더불어 확산화염의 구조를 결정짓는 화학종

분포에 대한 복사모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4는 비교적 높은 총괄신장율 ag = 80 s
−1

 조건에서 주요 화

− ∇ q = 4kplσ T
∞

4  − T4( )•

τ Δs( ) = − 
βν

π
----- 1 + 

2πpxΔskν

βν

------------------------
⎝ ⎠
⎜ ⎟
⎛ ⎞

⎝ ⎠
⎜ ⎟
⎛ ⎞

exp

kν βν

Figure 3. Maximum flame temperatures as a function of glo-

bal strain rate with different radi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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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과 부 화학종의 몰분율을 도시한 결과이다. 먼저 주요

화학종의 분포(Figure 4(a))를 살펴보면 복사모델의 고려

유무 및 종류와 상관없이 H2O, CO2, CO 및 H2의 분포에

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화염의 열발생, 반응속도

및 소화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OH, H 및 O와

같은 부화학종(또는 radical)의 분포(Figure 4(b))를 살펴보

면, SNB 모델 결과를 기준으로 OTM의 결과는 거의 차이

가 없는 반면에, 단열조건과는 최대 농도의 관점에서 미세

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3에서 언급된 최대 화염온도에서 SNB 모델과

OTM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단열조건은 13 K의 미세

한 차이가 발생된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Figure 5는 복사 열손실이 중요시되는 총괄신장율 ag =

20 s
−1

 조건에서 주요 화학종과 부 화학종의 몰분율을 도시

한 결과이다. 주요 화학종의 경우, SNB 모델과 OTM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단열조건은 복사모델이 적용된 결

과들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열조건

의 경우 복사모델이 적용된 결과에 비해 낮은 CO2 및 높

은 CO, H2 몰분율을 갖게 된다. 부 화학종의 경우에 SNB

모델과 OTM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단열조건과는 더

욱 증가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OH, H 및 O의 최대농

도 경향은 Figure 3에서의 최대 화염온도의 순서인 단열조

건 > SNB > OTM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참고로 Figure

2에서 확인되듯이 순수 메탄/공기 확산화염에서 발생되는

soot의 생성 및 이로 인한 복사효과가 고려된다면 Figure

3~Figure 5를 통해 확인된 복사모델의 유무 및 종류에 따

른 최대 화염온도 및 화학종의 농도는 정량적으로 더욱 큰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 결과로부터 총괄신장

률이 감소됨에 따라 화염두께의 증가로 인한 복사 열손실

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며, 화재와 같이 부력이 지배적인

낮은 화염신장율의 조건에서 소화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화염온도와 부 화학종의 농도를 정확히 고려하기 위

해서는 복사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충분히 확

인할 수 있다.

4.2 N2 및 CO2 희석에 의한 소화한계 근처에서 복사

모델의 영향

소화약제가 첨가된 화염대의 온도분포에 대한 수치해의

검증 및 복사모델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ure 6은

Oh 등
(16)
에 의해 수행된 실험결과와 복사모델에 따른 수치

Figure 4. Volume fractions of major and minor species with distance from fuel nozzle for ag = 80 s
−1

.

Figure 5. Volume fractions of major and minor species with distance from fuel nozzle for ag = 20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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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를 비교·도시한 결과이다. 계산조건은 실험조건

과 동일하게 ag = 20 s
−1

, 연료류에 81%의 N2 첨가 그리고

노즐간의 거리는 1.5 cm로 변경되었다. 그 외의 모든 조건

은 3.2절에 제시된 계산조건과 동일하다. 그림에서 복사모

델 SNB와 OTM에 의한 온도분포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화염면의 위치가 산화제 노즐방향으로 약간 이동

된 것을 제외하고 실험결과를 매우 잘 예측하고 있다. 반

면에 단열조건이 적용된 수치결과는 최대 화염온도 및 화

염 두께를 다소 과대 예측하고 있다. 연료에 첨가된 N2에

의해 소화가 발생되기 위한 몰분율이 약 84%임을 고려할

때, 81%의 첨가량은 소화발생 전의 양으로서, 화염의 최

대온도가 약 1,620 K으로 매우 낮은 값을 갖게 된다. 그

결과 ag = 20 s
−1
이 복사 열손실이 중요시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사모델 SNB와 OTM에 의한 온도분포는 정량

적으로 유사한 값이 예측되고 있다. 소화 직전의 조건에서

최대 화염온도는 ag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약

1,500 K 근처임을 고려할 때 복사모델에 의한 차이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복

사 흡수계수를 갖는 CO2가 첨가된 경우에는 복사모델의

종류에 따른 소화농도의 예측정확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

토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결과는 Figure 7에서 논의될 것

이다.

복사모델의 정확도 차이가 소화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ure 7은 ag의 변화에 따른 공기류 및

연료류에 첨가된 N2와 CO2의 소화농도(몰분율)을 도시한

것이다. 수치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실험결과와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실험결과를 동시에 비교하였다. 먼

저 Figure 7(a)의 공기류에 첨가된 N2 소화농도에 대한 실

험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소화농도는

Bundy 등
(17)
에 의해 측정된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N2의 소화농도는 ag 감소에 따라 증가하다가 ag ≈
35 s

−1
 근처에서 전환점(즉, 최대 소화농도)이 발생되는 전

형적인 C-곡선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부력항이 고

려되지 않은 수치결과들은 ag = 10 s
−1
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낮은 범위의 화염 신장율에서

실험과 수치결과의 차이는 기존 연구결과
(16,18)
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즉, 중력장에서의 실험결과는 부력

에 의한 곡률효과와 유한 직경의 버너를 통해 생성된 화염

의 반경방향 전도 열손실에 의해 화염강도가 감소되며, 그

결과 1차원 수치결과보다 낮은 소화농도에서 소화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이들 다차원 효과가 무시될 수 있는 충분

한 직경(5 cm)을 갖는 버너가 적용되었을 때, 순수 복사

열손실에 의한 전환점의 발생이 ag < 10 s
−1

 조건에서 발생

된다는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ag ≥ 10 s
−1

 조건이 고려된

본 계산에서는 ag가 감소함에 따라 본 연구의 수치결과의

소화농도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력장에서 대향류 버너의 실험결과가 갖

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ag < 35 s
−1
의 조건에서 1차원

Figure 6. Temperatures of CH4/N2-air flame with 81% dilu-

tion of N2 in fuel stream for ag = 20 s
−1

 (nozzle distance was

changed to 15 mm to compare between experimental
(16)

 and

numerical data).

Figure 7. Comparison of extinction limits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data using different radiation models for (a) air

dilution and (b) fuel di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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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ag ≥ 35 s
−1
의 조건에서 수치결과는 실험결과를 매

우 잘 예측하고 있으며, 복사모델 SNB와 OTM은 매우 유

사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에, 단열조건은 가장 높은 소화농

도를 예측하고 있다. N2에 비해 복사 참여도가 강한 CO2

의 경우에, 복사모델 SNB와 OTM에 의한 소화농도의 차

이는 약간 증가되지만, 실험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

다. 반면에 단열조건의 결과는 실험결과를 과대 예측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료류에 소화약제가 첨가된 Figure 7(b)의 결과를 살펴

보면, N2가 첨가되었을 때는 공기류에 첨가된 조건과 유사

하게 수치결과는 실험결과를 매우 잘 예측하고 있으며, 복

사모델 SNB와 OTM의 결과는 실험측정의 표준편차를 고

려할 때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CO2가

첨가된 경우에는 SNB의 결과가 실험결과를 가장 잘 예측

하는 반면에, OTM과 단열조건은 소화농도를 각각 과소

및 과대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원인은

공기류에 비해 연료류에 첨가된 CO2의 농도가 크게 높다

는 실험 및 수치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공기류에 첨

가된 CO2의 소화 몰분율은 약 0.2 이하인 반면에, 연료류

에 첨가된 경우 약 0.75로서 큰 차이를 보이며 CO2에 의

한 복사 열손실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Figure 8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총괄신장율(ag = 80 s
−1

)

과 낮은 총괄신장율(20 s
−1

)의 조건에서 공기류에 N2 및

Figure 8. Radiative heat source terms as a function of relative distance based on Tmax with 10% dilutions of N2 and CO2 in air

stream for (a) ag = 80 s
−1

 and (b) ag = 20 s
−1

.

Table 1. Maximum Flame Temperatures with 10% and 70% Dilutions of N2 and CO2 in Air and Fuel Streams, Respectively,

for ag = 80 and 20 s
−1

ag (s
−1

)
N2 dilution (K) CO2 dilution (K)

SNB OTM ΔT SNB OTM ΔT

Air stream
80 1901.9 1897.3 04.6 1810.4 1801.0 09.4

20 1933.5 1919.5 14.0 1846.0 1809.7 36.3

Fuel stream
80 1755.1 1750.9 04.2 1621.3 1592.9 28.4

20 1793.7 1778.5 15.2 1667.0 1593.4 73.6

CO2가 첨가되었을 때 복사모델에 따른 에너지방정식에 포

함된 복사 열손실항의 정량적인 비교가 검토되었다. N2와

CO2의 절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소화농도보다 낮은 10%의

동일한 양이 첨가되었으며, x축은 최대 화염온도를 이용한

상대좌표로 표현되었다. 먼저 ag = 80 s
−1
의 조건에서 CO2

가 첨가된 경우 강한 복사 열전달 참여로 인하여 N2가 첨

가된 경우에 비해 더욱 큰 복사 열손실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사모델 SNB가 적용되었을 때, CO2가 첨가

된 방향의 화염대의 경계 근처에서 추가적인 복사열 재흡

수현상이 발생되는 반면에, OTM의 경우에는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SNB에 비해 OTM이 고

려된 경우에 화염대 전반에 걸쳐 더욱 증가된 복사 열손실

이 발생되며, N2에 비해 CO2가 첨가될 때 그 차이는 약간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Table 1에 제시된 최대 화염온도

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즉 ag = 80 s
−1
의 조건

에서 N2와 CO2가 공기류에 첨가된 경우에 복사모델 SNB

와 OTM에 의한 최대 화염온도의 차이는 각각 4.6 K과

9.4 K이다. 물론 이들의 값은 정량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

며, 이로 인하여 SNB와 OTM에 의한 소화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Figure 7(a)를 통해 재확인될 수 있다. ag = 20

s
−1
의 조건에서는 N2에 비해 CO2가 첨가될 때 복사모델

SNB와 OTM의 복사 열손실량의 차이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복사모델에 의한 최대 온도차를 살펴보면 CO2가 첨

가될 때 36.3 K으로 N2(14.0 K)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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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결과들은 Figure 7(a)에서 N2에 비해 CO2가 첨가

될 때 복사모델에 따른 소화농도의 차이가 증가되는 현상

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Figure 9는 동일한 70%의 N2 및 CO2가 연료류에 첨가

되었을 때 복사모델에 따른 열손실항의 값을 도시한 결과

이다. Figure 9(a)의 ag = 80 s
−1

 조건에서 N2가 첨가될 때

복사모델에 따른 복사 열손실량의 차이는 공기류에 첨가

된 결과(Figure 8(a))와 유사하지만, CO2가 첨가된 경우에

는 그 차이가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Figure 7에서 언급되었듯이 연료류 첨가의 조건에서는 공

기류 첨가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CO2가 공급되었기 때문

에 복사모델에 따른 열손실량의 차이가 증가된 것이다. 추

가로 복사모델 SNB가 적용된 경우에 연료류의 CO2 첨가

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복사 재흡수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사모델에 따른 최대온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CO2가 첨가된 경우에 28.4 K으로 공기류에 첨가된 조건과

비교할 때 소화농도의 차이가 증가되고 있음을 Figure

7(b)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ure 9(b)의 복

사 열손실이 보다 중요시되는 ag = 20 s
−1

 조건에서 CO2가

첨가된 경우 SNB와 OTM에 의한 복사 열손실량의 차이

는 가장 크게 발생되고 있다. 복사모델에 따라 최대 화염

온도의 차이 역시 73.6 K으로 가장 크며, Figure 7(b)에서

와 같이 소화농도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되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위 결과들을 통해 복사 열전달에 관여하지 않

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SNB 또는 OTM의 적용이 소화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CO2와 같이 복사 참

여도가 높은 소화약제가 연료류에 첨가되었을 때는 SNB

와 같이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갖는 복사모델의 적용이 요구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3 복사모델에 따른 계산시간 비교

가스계 소화약제가 적용된 대향류 확산화염에서 복사열

전달의 중요성은 총괄신장율과 소화약제의 종류 및 공급

방법(공기류 또는 연료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4.2절에서 언급되었듯이 낮은 신장율의 조건에서 CO2가

첨가된 경우에 높은 정확도의 복사모델이 요구되며, 다량

의 CO2 소화농도를 갖는 연료류의 첨가는 그 중요성이 더

욱 크게 강조된다. 그러나 높은 정확도의 복사모델은 급격

하게 증가된 계산비용(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

치해의 정확도와 계산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복사모델의

선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Figure 10은 복사모델 SNB

와 OTM이 각각 적용되었을 때 적용된 격자수에 따른 총

적분된 CPU 시간을 도시한 결과이다. 격자수의 증가는

OPPDIF 코드에 적용된 GRAD와 CURV의 감소를 통해

수행되었다. 가장 단순한 복사모델에 해당되는 OTM의 경

우에, 격자수의 증가에 따라 계산시간은 선형적으로 증가

한다. 격자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선정된 약 550개의 격자수

는 약 1.5 h의 시간이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높은 정확도

를 갖는 복사모델인 SNB가 적용되었을 때는 격자수의 증

Figure 9. Radiative heat source terms as a function of relative distance based on Tmax with 70% dilutions of N2 and CO2 in fuel

stream for (a) ag = 80 s
−1

 and (b) ag = 20 s
−1

.

Figure 10. Comparison of integrated total CPU time between

SNB and O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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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계산시간이 2차함수의 형태로 급격하게 증가된

다. 또한 약 550개의 격자수에 대하여 약 28.0 h의 계산시

간이 소요되었다. 결과적으로 1차원 대향류 확산화염에서

복사모델 SNB의 선택은 OTM에 비해 약 19배의 계산시

간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사모델의

정확도가 크게 요구되는 화염조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계산비용을 고려한 적절한 복사모델의 선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연소조건에서 가스계 소화약제의

소화농도 및 소화원리를 규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1차원 대향류 메탄/공기 확산화염에서 가스복사모델이

소화한계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되었으며,

수치결과의 검증을 위한 실험이 병행되었다. 소화약제로는

N2 및 CO2가 고려되었으며, 연료 및 공기류의 첨가에 따

른 소화농도가 평가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화한계에 대한 복사모델의 영향을 검토하기 이전에,

순수 메탄/공기 확산화염구조에 대하여 복사 열전달의 높

은 정확도를 갖는 SNB 모델, 간략화된 OTM 그리고 단열

조건의 결과가 비교·검토되었다. 총괄신장율이 감소됨에

따라 화염두께의 증가로 인한 복사 열손실의 중요성이 크

게 증가되며, 화재와 같이 부력이 지배적인 낮은 화염신장

율의 조건에서 소화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화염온도

와 부 화학종(radical)의 농도를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복사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연료류 및 공기류에 첨가된 N2 및 CO2의 소화농도에 대

한 수치 및 실험결과의 비교를 통해, 복사 열전달에 관여

하지 않는 소화약제인 N2의 경우에는 복사모델 SNB 또는

OTM의 적용이 소화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CO2와 같이 복사 참여도가 높은 소화약

제가 낮은 화염신장율 조건에서 첨가되었을 때 SNB와 같

은 보다 높은 정확도의 복사모델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연료에 첨가된 CO2의 경우 높은 소화농도로 인하여 복사

모델 SNB와 OTM에 의한 소화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

이게 된다.

소화농도 예측을 위한 적정 격자계에서 SNB 모델은

OTM에 비해 약 19배의 계산비용(시간)이 요구됨을 고려

할 때, 적절한 수치해의 정확도와 계산비용을 고려한 합리

적인 복사모델의 선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복사모델의 선정기준은 향후 다양한

연소조건에서 가스계 소화약제의 소화농도 및 소화원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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