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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단일 알루미늄의 연소 모델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분말의 화 과정에 한 산유체 해석 기법을 

개발하 다. 유동의 계산은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식을 사용하 으며,    난류모델을 

용하 다. 입자는 Eulerian-Lagrangian 방법을 사용하여 유동과 독립 으로 계산을 수행하 으며 

상용 산유체해석 로그램인 Fluent 6.3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단일 모델에서 사용한 

류  복사 열 달, 표면이상반응, 알루미늄의 용융열을 입자 가열원으로 고려하 다. 같은 조건을 

사용하여 단일 입자 모델 계산과 산유체해석을 수행하 으며, 두 결과는 5% 이내로 잘 일치 하

다. 이를 통해 산유체해석에서 알루미늄의 화를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Key Words: Metal Particle Combustion( 속 입자 연소), Aluminum Dust Combustion(알루미늄 분

말 연소),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산유체역학)

  1. 서    론

  알루미늄은 고에 지 도를 갖는 속 연료

로서 구하기 쉽고 높은 연소열을 갖는다는 장

이 있다. 알루미늄 입자의 화과정은 일반 인 

액 의 연소와 같이 가열, 화, 정상 연소 단

계로 진행되나 알루미늄 입자가 가지고 있는 산

화막으로 인해 화 지연, 비 칭 연소 등 일반

인 액 의 연소보다 복잡한 연소 과정을 거친

다[1,2]. 

  Figure 1은 알루미늄 입자의 연소 과정을 나타

내는 그림이며, (a)는 화과정을, (b)는 정상 

연소 과정 나타낸다. 기 알루미늄은 산화 피막

에 의해 둘러 쌓여있다. 외기의 높은 온도에 따

른 류 열 달과 복사 열 달에 의해 입자의 

온도는 상승하고, 산화막의 용융 보다 알루미늄

의 용융 이 낮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산화막 내

부에서 액체로 상변화 한다. 알루미늄 산화막은 

온도의 상승에 따라 무결정에서 alpha-state로의 

변화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도가 상승하여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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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for Ignition and Quasi-Steady Combustion Stage[3].

이 생기게 되고, 국부 으로 액체의 알루미늄이 

산화제와 하게 된다. 이러한 국부 인 역

에서 알루미늄과 산화제와의 표면이상반응

(heterogeneous surface reaction, HSR)이 발생하

고 반응열로 인해 입자의 가열은 더욱 가속된다. 

입자의 온도가 산화막의 녹는 에 도달하면 산

화막은 용융이 되고, 높은 표면장력으로 인해 알

루미늄 표면상의 일정 부분에 모여 산화캡(oxide 

cap)을 형성한다. 정상 연소 과정은 일반 액

의 연소와 유사하지만, 내부로 유입되는 산화물

이 입자 표면에 부착되어 산화캡이  자라게 

되며, 연소가 종료될 때 알루미늄 산화물로 이루

어진 입자가 남게 된다. 

  액 의 연소와 달리 산화막으로 인해 발생하

는 복잡한 연소과정으로 인해 재까지 부분

의 연구들이 알루미늄 입자의 특성과 연소 메커

니즘을 악하기 해 진행 되었다.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해석 인 방법  실험 인 방법, 그

리고 몇 가지의 수치 모델을 통해 제시되었다. 

부분의 해석  실험 연구는 화[4-9]나 정

상 연소 (Quasi-Steady Combustion, QSC) [7-10]

 하나의 과정에 치 하여 수행되었다. 

Baduk[11]과 Fabignon[12] 등은 고체 로켓 모터

의 추진제 내에 포함된 알루미늄 연소에 한 

수치 연구를 진행하 지만 알루미늄 산화막의 

모사를 해 높은 계산 비용이 요구되었다

[11,12].

  양희성 등은 화와 정상 연소에 한 별도

의 모델을 구성한 후 이를 통합하여 단일 알루

미늄의 연소과정 체에 한 단순 모델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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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13].

  반면 아직까지 입자군(분무)과 유동의 상호작

용, 온도 분포에 따른 향, 입자와 입자간의 상

호 작용 등을 고려한 알루미늄 분말의 연소장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Zenin[14] 

등은 유동의 변화에 따른 실험  연구를 수행하

지만 이는 균일한 유동 내에서 단일 알루미늄 

입자에 한 연소특성을 악하기 한 연구

으며, Fabignon[12]과 Beckstead[15] 등은 외기의 

온도에 따른 실험  연구를 진행하 지만, 이는 

유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일 입자의 연소특성을 

악하기 해 수행한 것이다.    

  Huang 등은 알루미늄 군 연소에 한 해석을 

수행하 으나 유동이 고려되지 않은 1차원의 수

치 연구 으며[16], 알루미늄을 연료로 하는 연

소장에 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루미늄 연소장에 한 해

석  연구를 수행하기 해 양희성 등이 개발한 

단일 알루미늄 입자의 연소모델을 산유체해석

에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에서 화 

과정의 용에 한 연구이다.

2. 단일 알루미늄 연소 모델[3]

  알루미늄 입자의 산화막으로 인해 산화제와 

직 인 이 방해되므로 입자의 화를 

해 산화막이 제거되어야 한다. 개발된 모델은 구

체 인 산화막의 제거과정에 한 해석을 배제

하고, 열 달  이상표면반응 (heteroge-neous 

surface reaction, HSR)에 의한 입자의 온도 상승

을 모사하여 입자의 온도가 산화막의 용융온도

보다 높으면 화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화 

단계가 완료되면 정상 연소단계로 바로 넘어

가는 것으로 가정하 다.

  정상 연소단계에서는 내부 속 액 , 액

표면과 화염 사이, 화염면 외부로 구분하여 모델

을 구성하 다. 내부 속 액 에서 일반 인 액

 기화의 해석에 사용되는 conduction limit 

model을 사용하 고, 액  표면과 화염 사이는 

산화막의 용융으로 생성되는 산화캡에 의한 비

칭 기화와 연소, 여러 물질의 혼합에 의한 물

성치 변화 측, homogeneous 반응에 한 화

염 치 결정  생성물의 재부착에 의한 산화캡

의 성장 등을 포함하 다. 화염면 외부는 생성물

의 확산  화염면 근처에서의 oxide smoke에 

한 해석으로 구성하 다.

  화 과정의 주요 상은 입자의 기 상태에

서 류  복사 열 달, 용융열, 표면이상반응

에 의한 화 온도까지의 온도 상승으로, 이는 

Eq.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질

량, 은 질유량, 는 정압비열, 는 온도, 은 

반지름, 는 성, 은 emissivity, 는 볼츠만 

상수, 는 입자의 표면 을 나타낸다. 아래첨자 

p는 입자, g는 외기, HSR은 표면이상반응을 의

미한다. 은 용융되는 알루미늄의 시간에 

따른 질량이며, 은 표면이상반응에 의한 

알루미늄의 질량 변화율, 은 알루미늄의 

용융열이며, 는 표면이상반응에 의해 발

생하는 열을 나타낸다.

  단일 연소 모델은 0차원의 결정 모델이기 때

문에 외기의 온도가 공간 인 구배를 갖지 않고, 

항상 일정하며, 외기와 온도가 같은 벽으로 둘러

싸여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복사 열 달은 외

기와 입자 온도의 4승의 차에 비례하는 단순 복

사 식을 사용하 다.   

  높은 외기 온도 환경에서 입자가 가열되면서 

산화막과 알루미늄 입자의 용융  차이에 의해 

내부의 알루미늄이 먼  녹게 된다. 내부의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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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이 녹을 때까지 입자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

으며, 알루미늄의 용융열 고려하여 알루미늄 입

자의 온도 계산을 수행하 다. 

  알루미늄을 둘러싸고 있는 알루미늄 산화막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크랙이 생겨 그 사이로 산

화제인 산소가 유입외어 알루미늄 표면에서는 

이상표면반응이 일어난다. 이를 Arrhenius 형식

으로 반응률을 구하여 이상표면반응을 모사하고, 

반응을 통해 발생한 에 지로 인한 입자 가열을 

고려하 다.

  화 단계에서 입자의 온도는 300 K에서 2200 

K 까지 크게 변한다. 따라서 화 과정에서 알

루미늄  산화막의 물성치가 변한다는 것을 쉽

게 측할 수 있으며, 정확한 해석을 해 물성

치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어 사용하 다. 다만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알루미늄의 용융열과 

알루미늄, 알루미늄 산화물의 도는 상수로 가

정하 다. 비열과 다른 수송물성치를 해 

Nati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NIST) 데이터와 Chapman-Enskog Kinetic 

theory를 사용하 다.   

  Equation (2)는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식으

로 항( )  력( )에 의한 입자

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속도이며 

아래 첨자가 없는 것은 유동, 는 입자를 나타

낸다. 

    


           (2)

3. 산유체해석을 통한 알루미늄 화 시뮬 이션

3.1 유동장 해석 방법

  유동장 해석을 해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식에 표 인 와 성 난류 모델

인 standard    모델을 사용하 다. 류항은 

2차 Upwind를 사용하 으며, 성항은 central 

differenced scheme을 사용하 다. 시간 차분은 

multi-stage Runge-Kutta explicit tine integral을 

사용 하 으며, 비정상 계산을 해 이 시간 

진 기법을 사용하 다. 유동 solver는 범용의 

산유체해석 툴인 Ansys 사의 Fluent 6.3을 사용

하 다. 

3.2 입자 해석 방법

  입자들의 거동을 측하기 해 Fluent의 

discrete phase model을 사용하 다. 이 모델은 

Eulerian- Lagrangian 방법으로 유동은 연속체로 

취 하여 Navier-Stokes 식을 통해 해석하고, 다

수의 입자, 기포  액  등은 Lagrangian 방법

을 사용하여 독립 으로 해석하며, 유동과의 질

량, 운동량, 에 지의 교환을 고려한다[17]. 

  Equation 3은 산유체해석에서 입자의 운동

을 나타내는 식으로 Eq. 2와 유사하나, 부력

(  )  추가 인 가속요소( )를 고

려하여 입자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다. 단일 연소 

모델에서는 유동에 의한 입자의 속도 변화만을 

고려하 지만 산유체해석에는 입자에 의한 유

동의 속도 변화도 고려되었다.

    


  

  
     (3)

  

  알루미늄 입자의 화까지를 고려하므로 외부 

에 지원에 의한 입자의 가열만을 모사한다. 2장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입자 가열을 해 류 

 복사, 이상표면반응, 용융열을 고려하 으며, 

이를 Fluent에 용하기 해 User Defined 

Function(UDF)을 사용하 다. UDF에는 Fluent 

내의 데이터들과의 호환을 해 여러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으며, 입자의 가열, 기화율 등을 조

할 수 있는 DPM_LAW를 사용하여 입자의 가

열을 고려하 다[18].

3.3 단일 알루미늄 연소 모델을 통한 검증

  산유체해석을 통한 알루미늄 화과정 시뮬

이션을 검증하기 해 Table 1의 조건을 사용

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단일 알루미늄 연소 모델

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Fig. 2 ~ Fig. 4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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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Default values

Initial particle size () 165

Initial oxide film thickness 

(nm)
3

Flow velocity (m/s) 0

Particle velocity (m/s) 1

Ambient Pressure (atm) 1

Ambient temperature (K) 3000

Table 1. Calculation Condition

  Figure 2는 시간에 따른 입자의 온도를 나타

낸 그래 이다. solid line과 dash-dot이 해석의 

결과이며, dash line이 모델의 계산결과이다. 단

일 연소 모델의 경우 시간 간격을 50   로 계

산하지만 산유체해석에서 유동의 시간 간격

을 단일 연소 모델과 같은 시간 간격으로 계산

할 경우 계산에 소모되는 시간이 커지는 것을 

이기 해 시간 간격을 로 하여 계산

을 수행하 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solid 

line과 dash-dot line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 간격에 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2 Transition of the Particle Temperature

Fig. 3 Transition of Heat Transfer along Particle 

Heating Source

Fig. 4 Transition of the Particle Velocity in a 

Stationary Fluid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 가열의 경향성은 두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산유체해석 결

과가 단일 연소 모델의 계산 결과보다 약 5% 정

도 늦게 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화 지연의 원인은 Fig. 3에서와 같이 열

달량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화 기 

입자 가열의 최  에 지원은 류에 의한 열

달이며, 이 때 산유체해석에서의 류 열 달

량이 단일 연소 모델의 양보다 작기 때문에 

기의 지연이 발생한다. 이는 입자 내부의 알루미

늄이 완 히 녹을 때까지 계속되며, 은 알루미

늄 용융량으로 인해 화의 지연이 차 증가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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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는 입자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 로 

기 1 m/s의 속도를 가지는 입자가 정지 되어

있는 외기를 지나면서 속도가 감소함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유체해석에서

의 속도 감소는 단일 연소 모델의 감소보다 

게 나타나며, 사용한 모델이 같다는 것을 고려할 

때, 두 계산에 사용된 물성치의 차이인 것으로 

단된다.

  1기압 3000 K의 조건에서 공기의 도를 확인

할 결과 단일 연소 모델에서의 값이 산유체해

석에 사용된 값보다 약 40% 정도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Eq. 2와 3의 와 Eq. 1의 

는 이놀즈 수의 함수이며, 외기의 도가 

증가하면 이놀즈 수의 증가로 인해 와 

가 증가하므로, 산유체해석에서의 열 달 

감소  속도 감소의 차이가 발생하며, 결과 으

로 화의 지연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단일 알루미늄 연소 

모델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분말의 화(가열) 과

정에 한 산유체해석을 수행하 다. 유동의 

계산은 상용 산유체해석 로그램인 Fluent 

6.3을 사용하 으며, 입자의 계산을 Eulerian- 

Lagrangian 방법을 사용하여 유동과 독립 으로 

계산하 다. 입자의 운동은 유동의 항  부력

을 고려한 운동 모델을 사용하 으며, 류  

복사 열 달, 표면이상반응, 알루미늄의 용융열

을 고려하여 입자의 가열을 고려하 다.  

  산유체해석을 통한 알루미늄 입자의 화 

과정 시뮬 이션 결과를 단일 연소 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 으며, 두 결과는 5% 이내로 

잘 일치 하 다. 이를 통해 산유체해석에서 알

루미늄의 화를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앞으로 알루미늄 연소의 체 과정을 모사하

기 해 단순 모델의  정상 연소 모델을 용

하여야 하며, 기존의 단순 복사 열 달 모델을 

수정하여 시스템 내에서의 복사 열 달을 고려

할 것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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