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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나노-마이크로 알루미늄 혼합 입자의 공기와의 연소 모델링

윤시경* ․ 신 수** ․ 성홍계***†

Combustion Modeling of Nano/Micro Aluminum

Particle Mixture

Shikyung Yoon* ․ Junsu Shin** ․ Honggye Sung***†

ABSTRACT

  One dimensional combustion modeling of aluminum combustion behavior is proposed. Combustion 

model is assumed that region consists as follows ; preheat, reaction, post reaction region. Flame speed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equivalence ratio for unitary particles and fraction ratio of micro to nano 

particle size for binary particles were investigated for lean burn condition at 1 atm.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For unitary particles, flame speed increase as particle size decreases, 

but opposite trend with equivalence ratio. For binary particles, flame speed increases proportionally as 

nano particle fraction increases. For flame structure, separated or overlapping flames are observed, 

depending on the fraction of nano sized particles.

       록

  속 연료  리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연소 특성에 하여 1차원 연소모델링을 제안하 다. 연소

모델링은 열 역, 반응 역, 반응 후 역, 세 역으로 나 어 수행하 다. 한 희박연소로 가정하

여 단일 입자의 경우 입자크기와 당량비에 따른 화염속도, 나노와 마이크로 입자의 혼합물의 경우 혼

합 비율에 따른 화염속도를 압력이 1기압 조건에서 계산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단일입자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화염속도가 빨라지고, 당량비가 낮아질수록 화염속도가 느려지는 상이 

찰되었다. 나노와 마이크로 입자의 혼합물의 경우, 나노 입자의 함유량에 따라 화염속도는 빨라지며, 

화염구조는 분리화염과 첩화염이 나타남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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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B Particle density

c Constant-pressure specific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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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ss

n Number density

 Nano particle mass fraction

Q Heat of reaction

r Radius of particle

SL Laminar flame speed

T Temperature

x Distance

y Normalized distance

Subscripts

a Aluminum

b Burned

F Fuel

i Ignition

o Oxidizer

p Particle phase

s Solid phase

st Stoichiometric

u Unburned

Greek alphabet

 Mixture thermal diffusivity

 Normalized thermal relaxation time 

of gas phase

 Normalized temperature

 Normalized diffusivity

 Thermal conductivity

 Normalized heat-release

 Normalized thermal relaxation time 

of particle phase

 Density

 Burning time

 Equivalence ratio

1. 서    론

  속연료의 연소는 60년 부터 지 까지 꾸

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알루미늄은 연

료 고갈이 매우 우려되는 탄화수소계열의 연료

와 비교했을 때 매장량이 상당하여 향후 체 

에 지원으로 사용 가능성이 많으며 친환경 에

지원 (green energy)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한 알루미늄 입자는 고체 추진기

의 첨가물로 사용되어왔는데 최근에는 첨가물이 

아닌 여러 추진시스템의 주 에 지원으로 연구

되고 있다. [1,2,3]

  속 연료가 주연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첨가

제로만 사용되었던 이유는 자연 으로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피막이 표면에 형성되어 화가 

어렵기 때문이다.[4,5] 알루미늄은 공기와 반응하

여 산화피막이 알루미늄 표면에 생성되는데(알

루미나, Al2O3) (Fig. 1 참조), 산화피막을 제거

하여 알루미늄을 화시키기 해서는 2200K ~

2300K의 온도가 필요하다. 일반 인 탄화수소

계열 연료의 연소온도가 약 2000K임을 감안하

면 이는 상 으로 높은 온도이며, 체 인 시

스템 측면에서도 과도한 에 지 소모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속 입자의 경우 일반 인 

액 연료와 같이 입자크기에 따라 연소 시간이 

결정되는데 입자가 큰 경우(마이크로 크기 입자) 

제한된 연소실 공간 내에서 입자가 모두 연소되

지 않은 채로 연소실을 빠져나가 연소 효율의 

감소를 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화  연소 문제 때문에 속연료는 

주연료가 아닌 첨가제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나노 입자에 한 물리  이해  나노 입

자 제조 기술의 발 으로 주요 문제 들이 상당

Fig. 1 Comparison of ignition processes of micro, 

nano-sized aluminum partic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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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해결되어 속 입자를 주연료로 사용할 가

능성이 높아졌다. [2,3]

  나노 크기 알루미늄은 마이크로 크기의 알루

미늄에 비해 동일 질량당 표면 이 증가하기 때

문에 반응율이 증가하여 연소시간이 짧아진

다.(Fig. 2 참조) 뿐만 아니라, 큰 곡률로 인해 열

팽창시 더욱 큰 응력을 받아 낮은 온도에서 산

화피막이 괴되고 결과 으로 화가 낮은 온

도에서 일어난다.(Fig. 3 참조)

  재 나노 알루미늄 연소에 한 연구는 다양

한 조건(입자 크기, 압력, 산화제 종류 등)에 따

른 연소 특성과 입자의 물리  / 화학  특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ngenito A. 등은[2] 

나노 알루미늄을 이용한 우주 추진체에 한 연

구를 수행하 고, J.P. Foot 등은[3] 알루미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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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urning time of aluminum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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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gnition temperature of aluminum particle

이용한 해수 흡입 수  추진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Goroshin 등은[7-9] 마이크로 크

기의 알루미늄 입자와 공기 산화제 환경에서 해

석  실험을 진행하 다. 한 열 역에서 기

상과 고상의 에 지 보존 방정식을 각각 제안하

여 기상의 열손실 효과를 포함하 다. 한 연소

시간 계식은 Friedman 등의[10,11] 실험결과

를 사용하 다. Bidabadi 등은[12-20] 마이크

로 사이즈의 알루미늄 입자, 철 입자 등에 해 

공기 산화제 조건에서 1차원  2차원 연소해석

을 수행하 고 특히 열복사에 의한 효과를 평가

하 다. Yang 등은[21-24] 산화제가 공기, 증

기, 물, 얼음 환경에서 나노  마이크로 알루미

늄의 연소 모델링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열평형 상태로 가정하고 기상과 고상의 온도를 

동일하게 두었다. 그리고 재까지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나노 크기의 입자를 포함하는 연소시

간의 계식과 화온도 계식을 제안하 다.

  재까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사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윤웅섭 등은[25-28] 마이

크로 크기의 알루미늄 입자에 한   이

를 사용하여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

일 알루미늄 입자에 해 수치 ,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29-32] 2008년부

터 나노  마이크로 크기의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제의 혼합물의 연소에 한 1차원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열평형을 가정한 

Yang 등의 연구와는 달리 마이크로  나노 알

루미늄의 공기 혼합물의 열 역에서 고상과 

기상의 지배방정식을 각각 도출하여 일반화된 

지배방정식으로 확장하 다. 그 결과를 실험  

기존 해석결과와 비교하고 마이크로  나노 알

루미늄 혼합물의 연소특성을 조사하 다. 한 

실험결과에 비해 과 측되던 해석결과[22]와 

비교해 비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공기 에서 알루미늄의 연소

를 간략화하여 1차원 정상상태로 모델링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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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ysical space

Fig. 5 Computational domain for air reaction

도 분포  화염  속도를 해석 으로 도출하

다. 동일한 크기의 알루미늄이 공간상 균일하

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하 으며(Fig. 4 참조), 

입자간의 충돌과 복사에 의한 열 달은 없다고 

가정하 다.

   물리공간을 수학 으로 모델링하기 해 

Fig. 5와 같이 3가지 역으로 나 었다.

  공기와의 반응은 1) 열 역 2)반응 역 3)반

응 후 역으로 구분하 다. 열 역은 반응

역으로부터 열 달에 의해 알루미늄입자  산

화제(공기)가 가열되는 역이다. 이 역에서는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연소 역의 높은 열

에 의해 가열된다. 반응 역은 실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역으로 연소에 의한 열이 발생한다. 

이 역의 범 는 온도가 화온도인 지 에서

부터 두께 t만큼 떨어진 지 까지이며 화염두께

는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반복계산을 통해 결정

된다. 반응 후 역은 연소 후 역이다. 화온

도는 지 까지 실험한 결과들을 수식화하 으

며 다음 식과 같다.[9]

   exp× log× (1)

2.1 열 역 (Preheating zone)

  열 역에서는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 가정하며 희박 연소에 한 입자의 에 지 

방정식을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Nu는 Nusselt 수이며, B는 단  체 당

의 질량, 하첨자 s는 입자 상태의 물성치를 의미

한다. 기체 상태의 에 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3) 

  여기서 는 수 도(단  체 당 입자 수)를 

뜻한다.  식들을 무차원화하면 다음과 같다.




  


     (4) 




 

 (5) 

  이때 사용된 무차원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6)  

  
 


 


(7) 

 



(8)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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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염 역 (Reaction zone)

  화염 역에서 연속방정식과 에 지 방정식을 

용하고 앞서 열 역에서 사용한 열 달량 

Q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  

(10) 

  화염 역에서 에 지 방정식은 열 역에

서의 에 지 방정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

만 화학반응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 

발생량을 고려한다. 화염 역에서 알루미늄 입

자는 모두 기화되어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

에 열 역과는 다르게 입자의 에 지 방정식

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Eq. 10을 무차원화

하면 다음과 같다.




 


     (11)

 


(12)

   식에 한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3) 

2.3 연소 가스 역(Post reaction zone)

  연소 가스 역은 화학반응(연소)이 끝난 이후 

역이며 기체 상태로 고온가스 역에서 열

달만 존재한다.

  





(14) 

   식을 무차원화하면 다음과 같다




 


  (15) 

   식에 한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6)

  화염속도는 열 역과 화염 역 사이의 x=-t 

에서의 열 달량이 같다는 경계조건을 이용하

여 도출될 수 있으며, 도출된 식의 해를 구하기 

하여 수치  방법이 사용되었다.

3. 결    과

3.1 알루미늄 입자의 연소특성

  Figure 6은 단일 입자에 해 입자 크기에 따

른 연소속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연소속도 경향

이 입자의 크기가 약 10에서 변하는데 이는 

공기와 연소반응 시 10에서 연소 메커니즘이 

확산 지배연소에서 화학반응 지배연소로 변경되

기 때문이다.[54] 본 연구의 계산 결과가 기존 

실험결과들과 경향이 유사하지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는 각 실험데이터의 분산의 범주

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실험의 분산은 알루

미늄의 순도와 산화(passivation) 정도에 의해 발

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Figure 7은 당량비에 따른 연소 속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당량비가 이론 당량비에 근 할수록 

연소속도가 증가되며 당량비에 따른 연소속도는 

당량비 0.65 ~ 1.0 구간에서 Eq. 17과 같은 근사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
 (17)

   본 연구에서는 각 상(알루미늄 입자와 공

기)에 한 에 지방정식을 세워 각 상에 열 도

에 따른 온도 차와 그에 의한 열손실을 고려한 

결과(검은 실선)와 열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사각형 선+ )를 비교하 다.

  열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열손실을 고

려한 경우보다 연소속도가 당량비 0.6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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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빠르며,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증

가한다. 한 기상과 고상의 열교환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해석결과[22]에 비교하여 기상과 

고상의 열교환을 고려한 본연구의 결과가 상

으로 더 정확하게 실험결과를 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상의 열 도도 차이

가 큰 경우 (공기:26.3 kW/m·K, 알루미

늄:0.237 kW/m·K)에는 각 상의 온도차에 따른 

열손실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입자크기가 다른 경우 당량비에 따라 약

간의 오차를 보이며 이론 당량비 역( )으

로 갈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본 모델에서 입자간의 연소열 교환을 무시하

는데 이는 희박연소에 더 합하기 때문이다. 흥

미있는 것은 실험결과들도 이론 당량비 역으

로 갈수록 실험분산이 커짐을 보여 다. 이는 앞

에서도 언 하 듯이 알루미늄의 순도와 산화정

도의 향으로 단된다.

3.2 나노-마이크로 알루미늄 혼합물의 연소특성

  Figure 8은 나노 입자 함량에 따른 연소 속도

를 정량 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마이크로 입자 

크기에 한 향과 유사하게 나노 입자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연소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노입자의 함량의 효과가 

마이크로 입자의 함량효과보다 더 크게 연소속

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 연소속도는 나노 알루

미늄의 질량분율 0.05~1.0 구간에서 Eq. 18과 

같은 근사식으로 표 된다. 이는 나노입자와 마

이크로입자의 혼합비율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연

소속도를 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
 (18)

  Figure 9, 10에 두가지 입자(100 , 65 )의 

혼합비가 다른 혼합물이 당량비가 0.85일 때, 온

도 분포  화염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9는 

화 후 동일 시간에서 나노 크기 알루미늄과 마

이크로 크기 알루미늄 혼합물의 함량비에 따른 

온도 분포와 화염 치를 나타낸다. 반응율이 빠

른 나노 크기 입자의 함량이 많을수록 화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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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fraction(1 a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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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한 나노 크기 입자의

함량이 높은 경우 화염의 두께가 뚜렷하게 얇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9, 10에서 마이크로 크기 

입자의 함량비가 높아질수록 연소속도가 낮아지

는 구간이 생겨 변곡 이 발생하며, 함량비가 더 

높아지면 변곡 이 사라지며 화염이 분리된 구

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이크로 크기 

Fig. 9 Temperature contour of various nano aluminum 

contents at the same burn time; flame 

propagates from right to left

Fig. 10 Flame structure as a function of nano aluminum 

content; flame propagates from right to left

알루미늄과 나노 크기 알루미늄의 혼합 시 화

온도가 낮은 나노 크기 입자가 먼  화되고 

그 연소열을 이용해 화온도가 높은 마이크로 

크기 입자가 화되는데 나노 크기 입자의 함량

이 낮은 경우(5%, 30%) 나노 크기 입자의 연소

열이 충분하지 못하여 마이크로 크기 알루미늄

을 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결과 으

로 연소 시간이 짧은 나노 크기 입자와 연소 시

간이 상 으로 긴 마이크로 크기 입자가 서로 

다른 역에서 화염면을 형성하게 되어 총 화염

면이 두꺼워진다(separated flame). 반면에 나

노 크기 입자의 함량이 높은 경우(80%, 99%) 

충분한 연소열로 인해 마이크로 크기 입자가 빨

리 화된다. 따라서 나노 크기 입자와 마이크로 

크기 입자의 화염면이 어느 정도 겹치게 되어 

체 화염면이 상 으로 얇게 된다

(overlapping flame). 이러한 찰은 선진연구자

의 결과에서도 보고된바 있다.[9,12,21,59]

  나노 크기 입자와 마이크로 크기 입자의 비율

에 따라 연소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빠른 나노 입자 함량비의 조 로 연소속도를 제

어할 수 있으며 나노 입자보다 발열량이 크고 

연소 시간이 상 으로 긴 마이크로 입자의 함

량으로 발열량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

늄 분말 연소는 다양한 분야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마이크로  나노 크기 알루미늄 혼합 입자와 

공기와의 연소 특성을 살펴보았다. 물리  모델

을 1차원으로 가정하 으며 입자와 공기의 열

도도차이에 의한 온도차를 고려한 열손실을 고

려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알 수 있었다.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화염 속도가 증

가하며 계산결과와 실험결과가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하 다.

본 연구범  내에서는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화염 속도가 증가한다.

각 상의 열 도도 차이가 큰 경우 온도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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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열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나노 크기와 마이크로 크기 알루미늄을 혼

합하 을 경우 나노 입자 함유량으로 연소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나노 크기와 마이크로 크기 알루미늄의 혼

합비에 따라 화염두께와 화염구조가 달라진

다. 나노크기 입자의 함유량이 낮은 경우

(5%, 30%)는 화염면이 두꺼워지고 분리화염

(separated flame) 구조이다. 나노 함유량이 

높은 경우(80%, 99%) 화염면이 얇아지며 

첩화염(overlapping flame) 구조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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