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urbulent intensity

 : Mean progress variable

 : Integral length scale




: Turbulent Reynolds number

 : Equivalence ratio

 : Bulk velocity

 : Mean velocity

′ : Velocity fluctuation




: Laminar burning velocity

 : Nozzle diameter




: Nozzle length

 : Number of fractal iteration

 : Blockage ratio

 : Reduction rate of bar thickness

 : Length of the largest bar

 : Thickness of the largest bar

 : Distance between holes

 : Diameter of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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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calculating the turbulent flame speed in a V-shape turbulent premixed flame using a 
circular fractal turbulence generator. In previous studies [Part. I turbulent flow characteristics in a 
Non-Reacting Field], [Part. II characteristics of turbulent flame structures], the non-reactive turbulent flow 
and turbulent flame structure for the V-shape flame of a fractal turbulence generator were investigated in 
detail. Two types of turbulent burning velocities are evaluated : local displacement and consumption 
speeds. The local consumption speed is calculated via the image processing of flame surface density. The 
results show that turbulent burning velocity increases much with fractal grids a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grids perforated plate and mesh.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urbulent flow factor and the two turbulent burning velocities of each turbulence generator was collapsed 
well with a specific correlat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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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난류 예혼합 V-shape 화염구조는 난류생성판을 사용하

여 난류유동을 발생시키고 후류지점에 화염 안정화 막대

(rod)를 이용하여 화염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며, 난류 예혼

합 연소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중 한 방법으로 활용되

어 왔다[1]. V-shape 화염의 버너에서는 난류생성기로 타

공판(perforated plate)이나 매쉬(mesh)형상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난류유동을 생성할 수 있지만 흐름이 진행됨에 

따라 난류소산(turbulence dissipation)으로 인하여 화염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낮은 난류강도에 노출된다. 이로 인

해 보기 피터 선도(Borghi-Peters diagram)에서 난류강도

가 비교적 강한 조건인 얇은 반응영역 및 두꺼운 예열영역

(thin reaction zone & broaden preheat zone)의 난류화염까

지 조사하기 위하여 난류생성기로 여러장의 타공판을 겹

쳐 사용하거나[2], 다른 외부유동을 사용하여 난류강도를 

증가시킨다[3].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막힘률의 증가로 연

소기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연소기의 구조가 복잡해

질 수 있다. 난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으로 

Hurst와 Vassilicos는 난류생성기로 프랙탈 격자(grid)형

상의 난류생성판을 고안하였다[4]. 

본 연구팀의 이전 연구인 [Part. I : 비반응장의 난류유동 

특징]에서는 프랙탈형상에 대한 설명과 비반응 난류유동

을 조사하여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난류증대 효과, 난류유

동의 균일성을 평가하였다[5]. 계속되는 연구로 [Part. II : 

난류화염의 구조 특징]에서는 높이별 적분길이 스케일

(integral length scale) 및 난류 레이놀즈수(turbulent 

Reynolds number)의 경향을 확인하였고, 보기 피터 선도

와 OH-PLIF의 순간 이미지를 비교하여 각 난류화염별 종

류와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6]. 또한 평균진행

변수(mean progress variable)를 사용하여 화염브러쉬의 

두께와 각도를 조사하였고 난류강도와 난류 레이놀즈 수

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6].

마찬가지로 난류 예혼합화염의 연소 특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난류 연소속도는 난류화염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인 화염표면밀도(flame surface density) , 

평균진행변수 (mean progress variable) , 화염브러쉬의 

두께 (flame brush thickness) 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J.F. Driscoll은 과거 난류 예혼합 연소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난류 연소속도

에 대한 정의를 각각 전체소비속도(global consumption 

speed, 
), 국부소비속도 (local consumption speed, 


), 국부변위속도(local displacement speed, 

)등 

총 3종류로 정리하였다[7]. 또한 저자는 세 종류의 난류 연

소속도에서 하나의 연소속도만이 우수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는 없으며, 세 종류의 난류 연소속도 

값이 동일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7]. 이 

세 가지 난류 연소속도 중 V-shape 화염형상에 적용 가능

한 난류 연소속도는 국부소비속도와 국부변위속도이며 

전체소비속도는 V-shape 화염의 구조특성 상 난류생성기

에서 유발된 난류유동이 아닌 노즐 외부영역의 전단층

(shear layer) 영역까지 화염이 존재하게 되므로 결과값에 

큰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7].

한편,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도 프랙탈형상의 난류생성

판을 사용한 V-shape 난류 예혼합화염의 난류 연소속도

가 조사되었다. T. Sponfeldner등은 스퀘어형상의 프랙탈 

구조에서 막힘률 , 격자축소율 , 반복횟수 을 변경하

여 4 가지의 프랙탈 난류생성판과  = 60%의 일반 매쉬형

상 난류생성판을 사용하여 당량비에 따른 난류 연소속도

를 조사하였다[8]. 보고에서 조사된 실험조건들의 층류연

소속도로 무차원화 된 속도섭동 ′

과 국부변위속도를 

층류연소속도로 무차원화 한 


 사이의 관계를 보

여주었으며 층류연소속도로 무차원화 된 국부변위속도

와 속도섭동이 


 = ′

의 상관식

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로 A.A. Verbeek의 연구에서는 크로스와 

스퀘어형상의 프랙탈 구조에서 , 를 변경하여 총 24 가

지의 난류생성판을 조사하였다[10]. 이들은 프랙탈 난류

생성판에서 생성된 ′

와 층류연소속도로 무차원화 한 

국부변위속도 


, 국부소비속도 


의 관계




: Laminar flame thickness


 : Local displacement speed


 : Local consumption speed


 : Global consumption speed

 : Flame surface density


 

: Angle of   = 0.1


 : Percentage difference of local 

displacement speed


 : Percentage difference of local 

consumption speed



프랙탈 난류생성판을 갖는 V-shape 화염에서 난류 예혼합 화염 분석 : Part. III 난류 연소속도 31

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가 평균진행변수  = 0.5

에서의 평균 국부체류시간(average local convection time)

을 이용한 상관식인 


 = ′으로 표

현됨을 보였다.

이처럼 프랙탈형상을 갖는 난류생성판의 난류 연소속

도를 조사한 사례는 일부 있지만 모두 사각 덕트에 맞게 제

작된 사각형의 프랙탈 난류생성판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

처럼 실제 대부분의 연소기 노즐형상인 원형 프랙탈 난류

생성판의 난류 연소속도가 평가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원형 프랙탈 난류생성판을 사용한 V-shape 

화염 내에서 두 가지 난류 연소속도인 국부변위속도

(
)와 국부소비속도(

)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프랙탈 격자에 의한 난류 연소속도 증대 효과를 확인하고 

원형 프랙탈 난류생성판에서 유발된 난류유동의 대표적

인 무차원 수인 층류연소속도로 무차원화 된 속도섭동

(′

), 난류강도(′), 난류 레이놀즈수(


)에 따른 

두 가지 난류 연소속도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V-shape 버너

원형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난류 연소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이전 연구와 동일한 예혼합 V-shape 화

염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버너 풍동 및 실험장치의 구성

을 Fig. 1에 나타내었다[5, 6]. 버너 풍동은 긴 아크릴 원통

으로 제작되었으며 노즐 출구는 화염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다. 균일한 유동을 생성

하기 위하여 아크릴 풍동 중간에 매쉬스크린을 장착하였

고 난류생성판의 하단은 약 13의 교축비(contraction ratio)

를 가지는 헬름홀츠 형상으로 설계되었다. 노즐출구의 직

경인 는 28 mm, 난류생성판과 노즐출구 사이의 거리인 



은 42 mm이다. 그리고 화염안정화 로드장치(flame 

stabilized rod device)를 사용하여 직경 2 mm의 스테인리

스(SUS-304a) 막대가 노즐출구 기준 4 mm 위에 존재하도

록 하였다. 노즐 주변의 사양과 좌표계에 대한 개략도, 화

염안정화 로드장치에 대한 3차원형상을 Fig. 2에 나타내

었다. 난류생성판의 형상에 따른 난류 연소속도의 특징만

을 평가하기 위하여 메탄(, 99.995%)과 압축공기

(compressed air)를 사용하였으며 당량비 와 노즐출구속

도(bulk velocity) 는 각각  = 0.8,  = 4 m/s로 고정하

였다. 유량은 전자식 교정기를 사용하여 보정한 MFC(Line 

tech, , max. min)와 건식 가스 유량계(shinagawa, 

DS-16A-T)로 보정한 MFC(Line tech, Air, max, min)

를 MFC Controller(MKP. MPR 3000S, 4ch)와 연결된 NI 

기반 Lab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어하였고, 정해진 

각 유량은 중간에 예혼합 장치를 거쳐 충분히 혼합된 후 버

너에 공급시켰다.

2.2 난류생성판

본 연구에서는 크로스, 스퀘어형상의 프랙탈 난류생성

판을 사용하였는데,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패턴은 (1) 막힘

률(, blockage ratio) (2) 반복횟수에 따른 격자의 두께감

소비율(  , reduction rate of bar thickness), (3) 

프랙탈 반복횟수(number of fractal iteration) 을 선택함

에 따라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 3으로 고정하였으

며 프랙탈형상의 패턴은 과 를 통해 변경한다.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패턴형상 및 설계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설명은 이전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5].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V-shape burner and 

experiment equipments.

Fig. 2. Schematic diagram of nozzle geometry (left) 

and flame stabilization rod devic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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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열선유속계 & OH-PLIF

2차원 열선유속계(hot-wire anemometer, TSI IFA-300)

를 사용하여 비반응 유동의 시간 별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열선유속계는 축(axial)과 반경(radial)방향을 동시에 측

정할 수 있는 2채널 프로브 센서와 프로브 막대 그리고 

TSI IFA-300 CTA 컨트롤 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TSI사

의 Thermo p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 저장하였다. 평

균속도와 속도섭동은 공급되는 유량을 고려하여 취득율

은 1,000 Hz로 16 sec으로 취득하였으며, 적분길이 스케일

(integral length scale) 과 에너지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Kolmogorov length scale()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20 

kHz로 180 sec 동안 측정하였다(Kolmogorov frequency, 

  )[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적인 난류화염구조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OH-PLIF 이미지를 취득하였다. 

OH-PLIF 이미지는 30 W Edgewave의 532 nm Nd: Yag 레

이저와 high-speed star 6 (HSS6) 고속 카메라가 연결된 

LaVision IRO image intensifier로 취득하였다. 이 경우 

OH-PLIF 이미지의 FOV(field of view)는 60 mm x 60 mm

이며 이때의 픽셀 크기는 156.25 μm/pixel이다. 취득율 10 

kHz, 0.2 sec 동안 측정하여 총 2,000장의 이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OH-PLIF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장치구성 

및 사전 이미지 처리절차는 Wu jin의 연구에서 확인이 가

능하다[11]. 

2.4 실험 조건 및 유동 정보

본 연구에 사용된 프랙탈 형상정보와 난류유동 및 난류 

연소속도에 대한 대표 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이들 

값들은 이전연구와 유사하다[6].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반

복패턴은 크로스, 스퀘어형상을 선정하였고 주요 형상매

개변수는  = 30, 50%,  = 0.4, 0.6, 0.8, 1.0을 선택하여 

프랙탈 패턴을 변경하였다.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난류 증

대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를 가지는 일반 원형

타공판인 헥사(hexa)형상을 추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총 18가지의 난류생성판을 조사하였다. 난류생성판의 

Name은 프랙탈 패턴종류와 주요변수인 막힘률()과 격

자 두께 감소율()의 값으로 구분되는 명칭을 사용하였

다 (예를 들어, C30_0.4는 크로스형상의  = 30%의  = 

Table 1. Conditions of each turbulence generator used in this study; name, geometric dimension, non-reactive 

flow information, turbulent burning velocity

Name Type  [－]   [－]   [mm]   [mm]   [m/s] ′ [m/s] 

 [－] 


 [－] 

 



 [－] 

 



 [－]

C30_0.4 + 0.3 0.4 28 1.64 3.35 0.23 5.17 40.46 4.38 1.60

C30_0.6 + 0.3 0.6 28 1.13 3.56 0.17 4.98 28.53 3.95 1.47

C30_0.8 + 0.3 0.8 28 0.81 3.67 0.16 4.82 32.11 4.08 1.45

C30_1.0 + 0.3 1.0 28 0.61 3.86 0.15 5.84 33.83 3.51 1.42

S30_0.4 □ 0.3 0.4 17.3 1.57 4.08 0.29 6.57 45.41 4.61 1.53

S30_0.6 □ 0.3 0.6 17.1 1.16 4.01 0.30 4.47 45.39 4.92 1.62

S30_0.8 □ 0.3 0.8 16.9 0.88 4.17 0.27 4.31 44.97 4.71 1.47

S30_1.0 □ 0.3 1.0 16.8 0.69 4.41 0.23 4.73 42.14 4.57 1.42

C50_0.4 + 0.5 0.4 28 2.97 3.54 0.44 5.06 94.55 7.05 1.91

C50_0.6 + 0.5 0.6 28 2.06 3.47 0.27 6.10 52.29 5.25 1.72

C50_0.8 + 0.5 0.8 28 1.48 3.66 0.17 5.51 29.00 3.83 1.48

C50_1.0 + 0.5 1.0 28 1.10 3.86 0.15 4.82 26.96 3.77 1.44

S50_0.4 □ 0.5 0.4 18.2 2.71 4.14 0.59 5.15 125.03 8.64 1.96

S50_0.6 □ 0.5 0.6 17.9 2.04 4.25 0.57 6.05 118.74 7.69 2.00

S50_0.8 □ 0.5 0.8 17.7 1.60 4.29 0.60 5.92 121.21 6.77 1.94

S50_1.0 □ 0.5 1.0 17.5 1.32 4.79 0.66 5.76 166.20 7.37 1.81

Name Type  [－]   [mm]   [mm]   [m/s] ′ [m/s] 

 [－] 


 [－] 

 



 [－] 

 



 [－]

H30 ○ 0.3 5.6 2.69 4.18 0.20 5.10 37.23 4.17 1.46

H50 ○ 0.3 5.6 2.27 4.16 0.38 7.12 67.93 5.15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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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난류생성판의 형상 매개변수에 따른 형상은 Fig. 3에

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서 평균속도 와 속도섭동 ′는 레이놀즈 분

해(Reynolds decomposition) 방법[13]으로 시간에 따른 

속도 데이터를 변환한 후, 화염을 조사하는 테스트영역 (

= 46 – 66 mm,  = 0 – 12 mm) 중 화염브러쉬의 선단 부분

( = 0.1)에서 비반응 유동의 속도 데이터를 평균하여 나

타내었다. 적분길이 스케일 은 시간적 자기상관 방법

(temporal autocorrelation method)[13]으로 구하였으며 

Table 1에는 화염이 존재하는 높이(z = 46 – 66 mm)에서

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층류 연소속도(

) 및 층류 화염

두께(

)는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 0.8) 각각 


 = 

0.25 m/s, 


 = 0.55 mm을 사용하였다[8, 13, 14]. 난류유

동 데이터의 처리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연

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5, 6].

3. 결과 및 고찰

3.1 국부변위속도(local displacement speed, 




)

국부변위속도 
는 난류 연소속도를 정량적으로 나

타내는 방법 중 하나로 식 
 = sin으로 표현되며 

이에 대한 개략도를 Fig. 4에 표현하였다[7]. 여기서 는 

평균속도이며 는 평균진행변수(, mean progress variable)

로 표현한 화염브러쉬 선단부분의 각도를 의미한다. 평균

진행변수는 불규칙한 난류화염의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각각의 이미지를 이진화한 후 시간에 따라 평

균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 국부변위속도를 산출하기 위

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7]. 평균진행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전 연구[6]인 [Part. II 난류화염 구조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평균속도는 비반응 유동에

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실제 화염의 난

류 연소속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8, 10]. 따라

서 화염브러쉬의 선단을 나타내는 평균진행변수의 값은 

 = 0.1로 정의하였다. Fig. 5는 ,  평면 비반응 데이터의 

평균속도와 속도섭동으로 화염브러쉬의 선단인 평균진

행변수  = 0.1에 해당되는 지점들을 같이 나타내었으며, 

보시다시피 화염브러쉬의  = 0.1 지점이 각기 다른 평균

속도와 속도섭동에 위치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를 참고하여, 국부변위속도 
를 구하기 전에  = 0.1

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반응 난류유동을 조사하여 화염브

러쉬 선단에 공급되기 직전의 반응물(reactants) 난류유동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Fig. 6은 크로스와 스퀘어형상의 ,  평면 비반응 데이

Fig. 3. Cross section of fractal and general perforated

plate type turbulence generator.

Fig. 4. Definition of local displacement speed (
) 

using mean velocity( ) and angle().

Fig. 5. Contour map of the mean velocity and velocity 

fluctuation of the (r, z) plane non-reactive 

flow and the position of the mean progress 

variable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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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추출된 평균진행변수   = 0.1에 해당하는 평균속

도 
 

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Fig. 6의 (a), (b)는 각각 

크로스형상의  = 30, 50%로 유동방향인 높이 z에 따라 


 

의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 감소하면 높이에 따른 
 

의 구배(
 

)

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스퀘어형상인 Fig. 

6(c), (d)는 높이 z에 따라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패턴형상으

로 인해 달라지는 현상으로 이전 연구인 [Part. I. 비반응장

의 난류유동 특성]의 Fig. 13에서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5]. 다음으로 Fig. 7은  = 0.1에서의 속도 섭동 ′
 

을 

보여주고 있다. 크로스형상인 Fig. 7(a), (b)에서 ′
 

는 

높이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막힘률의 증가와 의 감소에 

따라 ′
 

가 증가하였으며, 이전 연구[5]인 [Part. I]의 

Fig. 14, Fig. 17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우수한 

균일성으로 인하여  = 0.1의 지점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

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스퀘어형상인 Fig. 7(c), 

(d)의 결과에서는 하나의 최댓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역시 이전 연구[5]인 [Part. I]의 결과 중 Fig. 14의 등

고선에서 r = 4 mm인 지점에서 속도섭동이 가장 크게 나

타났고 본 조사인 ′
 

의 결과에도 동일하게 반영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 8은 중심축과   = 0.1 사이의 각도 
 

를 나타내

었다. 화염 안정화 로드(rod) 근처에서는 
 

 = 15˚ - 

20˚에서 시작하여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조건(Fig. 8(b)의 

C50_0.4와 Fig. 8(d)의 모든 조건)에서 
 

가 급격히 증

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는 이전 연구[6]인 [Part. II 난류

화염 구조특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켓 화염 및 자유

전파 화염의 존재로 인하여 화염브러쉬의 두께가 큰 폭으

로 증가하여 생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9는 높이에 따라 계산된 국부변위속도 
를 보

Fig. 8. The angle 
 

 between the mean progress 

variable   = 0.1 and the center axial by 

height  at each turbulence generator.

Fig. 6. The mean velocity 
 

 of the mean progress

variable   = 0.1 by height   at each turbulence

generator; (a) Cross Type  = 30%, (b) Cross 

Tpye  = 50%, (c) Square Type  = 30%, (d) 

Square Type  = 50%.

Fig. 7. The velocity fluctuation ′
 

 of the mean 

progress variable   = 0.1 by height   at each 

turbulenc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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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크로스형상인 Fig. 9(a), (b)는 높이에 따라 균

일한 
 

으로 인해 Fig. 8의 (a), (b)인 
 

 경향과 매

우 유사했으나 스퀘어형상은 비교적 불균일한 유동장으

로 인하여 평균속도 
 

와  = 0.1의 각도 
 

의 경

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부변위속도 
는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형상에 따른 난류유동의 특징과 난

류화염의 구조 특징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증대 효과를 확

인하고자 다음 식 (1)로 표시한 백분율 오차(percentage 

different)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 타공판과 매쉬형상과 동

일한 크로스형상의  = 1.0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  (1)

여기서 
는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국부 변위속도이

며 
는 참고하게 되는 일반 타공판인 헥사형상과 

매쉬 조건의 
이다. 

추가적으로 각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의 값을 통

계적으로 확인하고자 상자그림 방법(box-plot method)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박스플롯은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

값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박스 형태를 통하여 

25%, 50%, 75%의 백분위수를 알 수 있다.

먼저 Fig. 10은 
를 격자가 타공판인 헥사형상

으로 선택하여 비교한 
이다. 

는 높이 에 따라 

최대값과 최소값이 100% 이상 차이난다. 이 차이는 크로

스형상보다 스퀘어형상이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헥사형상과 스퀘어형상이 유사한 
 

 분포를 형성하

기 때문이다.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의 평균값인 


는 C30_1.0, C50_0.8, C50_1.0의 조건을 제외하고 


 > 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타공판형상에 비해 

Fig. 9. Local displacement speed 
 with height 

  in each turbulence generator.

Fig. 10. Difference in local displacement speed 


between fractal and hexa type turbulence 

generator expressed by percentage difference

method; (a) Cross Type  = 30%, (b) Cross 

Type  = 50%, (c) Square Type  = 30%, (d) 

Square Type  = 50%.

Fig. 11. Difference in local displacement speed 
 

between fractal and mesh(C30_1.0, C50_1.0) 

type turbulence generator expressed by 

percentage differe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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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 난류생성판의 
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타공판인 헥사형상에 비해 프랙탈 격자인 크

로스형상은 동일한 막힘률에서 
가 최대 47% 

(C50_0.4), 스퀘어형상은 최대 65%(S50_0.4) 증가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Fig. 11은 
가 크로스형상의  = 1.0

인 일반 매쉬형상의 난류생성판(C30_1.0, C50_1.0) 일 때 

비교한 
의 결과이다. 모든 프랙탈 난류생성판이 일

반 매쉬에 비해 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막힘률에서 크로스형상의 
는 최대 90%(C50_1.0), 

스퀘어형상은 최대 124%(S50_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화염표면밀도(flame surface density, )

화염표면밀도는 단위체적당 화염이 차지하는 면적으

로 난류 연소속도 중 국부소비속도(Local consumption 

speed)를 산출하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다. 이 절에서는 각 

조건에서 난류화염의 표면밀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3차원의 난류화염에서 표면밀도는 식 (2)로 표현된다.

  lim
→



 (2)

여기서 는 정육면체의 단위부피()에서의 시간평

균(time-average) 표면적이다[7]. 그러나 실험적인 조사에

서는 3차원 난류화염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2차원 면적

의 난류화염 이미지로 근사화하여 계산하며, 식 (3)을 사

용한다[7, 15].

 



 (3)

여기서 는 조사되는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 

이며 은 조사되는 영역 내부에 위치한 화염 전면(flame 

front)의 시간 평균길이이다. 본 연구의 OH-PLIF 이미지

에서 화염 전면은 에지 검출 알고리즘 중 하나인 캐니 엣지 

검출(canny edge detector) 방법을 사용하였다. 식 (3)의 이

Fig. 12. Processing method of flame surface density 

.

Fig. 13. Flame surface density() contours of representative turbulence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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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되는 화염전면 영역의 개략도를 

Fig. 12에 나타내었다[15]. 

각 대표 조건에서의 화염표면밀도의 등고선 이미지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건은 화염브러쉬의 중앙에

서 가 높았으며 이는 해당 영역에서 시간평균 화염전면

이 자주 관찰되거나 주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

한 난류강도를 가지는 조건(C50_0.4, S50_0.4, S50_1.0)

은 의 영역이 넓게 분포하지만 화염표면밀도의 최대값

인 max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대표 조건

에서 높이에 따라 횡 방향으로 측정된 화염표면밀도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난류생성기를 장착하지 않은 조건

인 Fig. 14(a)에서는 max이 높고 횡방향 의 폭이 매우 좁

으나, 난류강도가 강해질수록(Fig. 14(b)에서 Fig. 14(d)로 

갈수록) max이 감소하고 넓은 범위에서 포물선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난류생성판의 조건과 

상관없이 높이에 따라 max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V-shape 화염구조의 특징으로 이전연구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다[7]. 이러한 화염표면밀도의 분석

은 국부소비속도를 조사할 시 필요한 과정이며 수치해석

의 결과와 비교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7].

3.3 국부소비속도(local consumption speed,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난류생성판의 난류 연소속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국부소비속

도 
를 사용하였다. 국부소비속도는 화염구조에서 난

류 연소속도를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방정식으로 Bray와 

Cant의 연구에서 소개되었으며 식 (4)로 나타낸다[7, 17].


  




∞

∞

 (4)

여기서 

은 스트레치를 받지 않는 층류 화염 속도

(unstretched laminar flame speed)이며 는 신축계수

(stretch factor), 는 화염브러쉬의 수직인 좌표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식 (4)에서 근사화 된 S. Kheirkhah 연구의 국부

소비속도를 사용하였으며 식 (5)로 간단해진다[15].


 ≈




∞

∞

 (5)

여기서 는 화염표면밀도를 조사하는 영역의 한 변의 

길이이며 는 평균진행변수   인 선과 중심축 사이

의 각도이다. 

Fig. 15는 높이에 따른 층류연소속도(

)로 무차원화 된 

국부소비속도 
의 결과이다. Fig. 15(a), (b)는 크로스

형상, (c), (d)는 스퀘어형상이며 좌측, 우측은 각각 막힘률 

30, 50%를 나타낸다. 프랙탈 격자의 형상과 무관하게 의 

증가, 의 증가, 의 감소함에 따라 
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낮은 높이에서는 화염 안정화 막대로 인

Fig. 14. Flame surface density in the transverse direction

at height ; (a) Without Turbulence generator,

(b) C30_0.4, (c) C50_0.6, (d) S50_0.4.

Fig. 15. Local consumption speed 
 with height 

  in each turbulence generator; (a) Cross 

Type  = 30%, (b) Cross Type  = 50%, (c) 

Square Type  = 30%, (d) Square Type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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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층류 화염과 유사하게 존재하다가 높이가 증가함에 따

라 화염의 주름이 증가하게 되고 화염표면밀도의 횡 방향 

적분 값이 증가하여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Fig. 16과 Fig. 17은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국부소비속도 

증가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1절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

일하게 식 (1)를 이용하여 나타낸 
이다. 3.1절에서 

Fig. 10과 Fig. 11의 
 경향과 매우 유사하지만 전체 

조건에서 
인 경우가 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반 타공판인 헥사형상과 비교한 결

과 크로스형상은 평균값 기준 최대 12%, 스퀘어형상은 최

대 18% 증가하였다. 또한 매쉬형상과의 비교에서는 크로

스형상은 최대 29%, 스퀘어형상은 최대 44%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였다.

3.4 난류 연소속도와 난류인자의 상관관계

이 절에서는 난류생성판에서 생성된 난류유동과 난류 

V-shape 화염의 두 가지 난류 연소속도의 경향을 확인하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난류 연소속도와 속도섭동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적 상관식은 식 (6)으로 표현할 수 

있다[8, 9].






 



′ 


 (6)

기존의 ′

로 표현한 식 (6)에서 지수 은 난류 연소

속도의 밴딩 효과(bending effect)에 따라 0.5 – 1.0 사이의 

값을 가지며[9], 변수 는 난류 연소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인자로 인해 생긴 상수로 대표적으로는 층류화염두

께로 무차원화 된 적분 길이 스케일 
, 난류 마크스테

인 수(turbulent Markstein number) 

, 적분 길이스케일

로 무차원화 된 노즐 직경  등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하

게 연구되고 있다[7]. 

난류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 무차원수인 

′

, ′, 


에 따른 무차원화 된 국부변위속도 




, 국부소비속도 


의 결과를 Fig. 18에 나

타내었다. 상단의 Fig. 18(a), (b), (c)와 하단의 Fig. 18(d), 

(e), (f)는 각각 


와 


이며, 좌측부터 무차

원화 된 속도섭동 ′

, 난류강도 ′, 난류 레이놀즈 

수 

이다. 식 (6)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사하게 나타낸 

모든 상관식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이 0.9 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만족하였

다. 이 중 ′

와 ′로 표현된 상관식들은  = 0.7, 



에 대한 상관식은  = 0.5로 두 난류 연소속도가 동일

하였으며, 대표 난류 무차원 수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두 난류 연소속도의 상관식에서 상수 가 차이나는 

이유는 이전 연구 중 J.F. Driscoll의 리뷰 논문에서 설명된

다[7]. 난류 연소속도를 정의하는 방법이 하나로 명확해져

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는 없으며 이 두 가지 난류 연소속도

는 동일한 화염형상을 가지는 다른 연구들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 또한 

두 가지 난류 연소속도가 동일해야 하는 이유는 없으며 이

는 이전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7, 17-19]. 결

Fig. 16. Difference in local consumption speed 


between fractal and hexa type turbulence 

generator expressed by percentage difference

method.

Fig. 17. Difference in local consumption speed 


between fractal and mesh(C30_1.0, C50_1.0)

type turbulence generator expressed by 

percentage difference method.



프랙탈 난류생성판을 갖는 V-shape 화염에서 난류 예혼합 화염 분석 : Part. III 난류 연소속도 39

과적으로 두 가지 난류 연소속도는 속도섭동으로 표현된 

′

, 평균속도가 추가된 난류강도 ′, 적분길이 스

케일이 포함된 

 모두 식 (6)의 상관식 형태로 표현해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결 론

크로스, 프랙탈 난류생성판과 동일한 막힘률을 가지는 

일반 원형 타공판을 이용한 V-shape 난류 예혼합 화염에

서 난류 연소속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국부변위속도 
를 계산하기 전에 평균진행변수 

 = 0.1 지점의 비반응 평균속도, 속도섭동과 각도를 

조사하여 V-shape 난류화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난류유동을 확인하였고, 모든 형상조건에서 


는 높이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 후 백분율 오차 

방법으로 프랙탈형상과 타공판 및 매쉬형상 난류생

성판의 
를 비교하여 프랙탈 난류생성판의 


가 증가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2) 국부소비속도 
를 도출하기 위해 난류화염 이

미지 처리 과정인 화염표면밀도 를 추가적으로 조

사하였으며, 난류강도가 크거나 높이가 증가함에 따

라 의 최대값이 작아지고 횡방향으로 가 넓게 분

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3) 모든 형상조건에서 국부소비속도 
는 높이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프

랙탈 난류생성판은 일반 타공판, 매쉬형상보다 


가 증가하였다.

4) 난류유동의 대표적인 무차원수인 ′

, ′, 



에 따른 두 가지 난류 연소속도(

, 
)의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잘 알려진 경험적 상관식의 

형태로 표현하여 난류유동과 난류 연소속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 20181110100290).

References

[1] S.R. Turns, An Introduction to Combustion : Concepts 

and Applications Third Edition, Mcgraw-Hill Series 

in Mechanical Engineering, 2012.

[2] S. Kheirkhah, Ö.L. Gülder, Turbulent premixed 

Fig. 18. Correlation between dimensionless velocity fluctuation ′

, turbulence intensity ′ , and turbulent 

Reynolds number 

 ′ and two turbulent burning velocity (local displacement speed 




, local consumption speed 


).



김주한 · 이기만40

combustion in V-shaped flames: Characteristics of 

flame front, Phys. of Fluid 25, 055107, 2013.

[3] A.W. Skiba, T.M. Wabel, C.D. Carter, S.D. 

Hammack, J.E. Temme, J.F. Driscoll, Premixed 

flames subjected to extreme levels of turbulence 

part I: Flame structure and a ew measured regime 

diagram, Combust. Flame, 189 (2018) 407-432.

[4] D. Hurst, J.C. Vassilicos, Scalings and decay of 

fractal-generated turbulence, Phys. Fluids 19, 035103, 

2007.

[5] J.H. Kim, K.M. Lee, Analysis of Turbulent Premixed 

Flames in V-shape Flames with Fractal Turbulence 

Generators : Part. I Turbulent Flow characteristics 

in a Non-Reacting Field, J. Korean Soc. Combust., 

26(2) (2021) 53-69.

[6] J.H. Kim, K.M. Lee, Analysis of Turbulent Premixed 

Flames in V-shape Flames with Fractal Turbulence 

Generators : Part. II Turbulent of Turbulent Flame 

Structures, J. Korean Soc. Combust., 26(3) (2021) 

51-61.

[7] J.F. Driscoll, Turbulent premixed combustion: 

Flamelet structure and its effect on turbulent 

burning velocities, Prog. Energy Combust. Sci., 34 

(2008) 91-134.

[8] T. Sponfeldner, N. Soulopoulos, F. Beyrau, Y. 

Hardalupas, A.N.K.P. Taylor, J.C. Vassilicos, The 

structure of turbulent flames in fractal- and regular- 

grid generated turbulence, Combust. Flame, 172 

(2015) 3379-3393.

[9] N. Peters. Turbulent combus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rst edition, 2000.

[10] A.A. Verbeek, P. A. Willems, G.G.M. Stoffels, B.H. 

Geurts, T. H. van der Meer, Enhancement of turbulent 

flame speed of V-shaped flames in fractal-grid- 

generated turbulence, Combust. Flame, 167 (2016) 

97-112.

[11] A.A. Verbeek, R.C. Pos, G.G.M. Stoffels, B.J. 

Geurts, Th. H. van der Meer, A compact active grid 

for stirring pipe flow, Exp. Fluids, 54 (2013) 1594.

[12] Wu Jin, Sccot A. Steinmetz, Mrinal Juddoo, 

Matthew J. Dunn, Zuohua Huang, Assaad R. Masri, 

Effects of shear inhomogeneities on the structure of 

turbulent premixed flames, Combust. Flame 2018, 

(2019) 63-78.

[13] S.B. Pope, Turbulent Flow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4] G. Rozenchan, D.L. Zhu, C.K. Law, S.D. Tse, 

Outward propagation, burning velocities, and 

chemical effects of methane flames up to 60 ATM, 

Proc. Combust. Inst., 29 (2002) 1461-1470.

[15] Y. Lafay, B. Renou, G. Cabot, M. Boukhalfa,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H2 enrichment on laminar methane-air 

flame thickness, Combust. Flame, 153(4) (2008) 

540-561.

[16] S. Kheirkhah, Experimental study of turbulent 

premixed combustion in V-shaped flames, University 

of Toronto, 2016.

[17] K.N.C Bray, R.S. Cant, Some applications of 

Kolmogorov’s turbulence research in the field of 

combustion, Proc. R. Soc. London. A 434, (1991) 

217-240.

[18] I.G. Shepherd, R.K. Cheng, The burning rate of 

premixed flames in moderate and intense turbulence. 

Combust. Flame, 127 (2001) 2066-2075.

[19] C.J. Lawn, R.W. Schefer, Scaling of premixed 

turbulent flames in the corrugated regime. Combust. 

Flame, 146 (2006) 180–199.

저자정보

이기만

국립순천대학교 기계우주항공

학부 교수로, 혼합연료연소, 화

염구조해석, 연소불안정성, 수

소전소 및 가스터빈 등에 관심이 

있다.

김주한

순천대학교 우주항공공학과 석

사과정이며, 관심분야는 열-음

향 불안정성 및 난류화염 분석, 3

D 수치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