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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연소실 내에서 화염 연소

속도에 대한 DC와 AC 전기장의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권 오 현

요 약

화석 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시대 돌입으로 연비 고효율 기술 개

발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

은 화석 에너지가 아닌 전기, 에탄올,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반의

차세대 엔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적, 경

제적 비용이 예상된다. 이에 기존 화석 에너지의 한계점을 보완시켜

줄 신기술 개발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 최근 전기장과 플라즈

마를 이용한 새로운 연소기술이 주목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화염과 전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연소 양상, 연소 안정성, 연소 속

도, 연소 후 생성물의 변화 등 여러 연소 특성이 변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피스톤이 점화시점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을 모사한 정적 연소실을 제작하고 고온 조건에서 예혼합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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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가스를 주입 후 전기장 인가 상태에서 가스를 연소시켜 연소

속도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했다. 전기장은 DC와 AC 두 형태로 인

가하였다. 그 결과 연소 진행 방향과 정방향으로 전기장을 인가할

경우 역방향으로 인가하는 경우보다 연소 속도 향상률이 더 컸다.

그리고 연소 과정에서 전기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간이 존재하며

이 구간에 인가된 AC 전압에 대한 DC 등가 전압을 구하고 그 등가

전압에 대한 연소 속도 향상률을 순수 DC 전기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률과 비교해 본 결과 경향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전기장, 연소속도, 전기장 벡터, 전기장 강도, 정적연소,

예혼합가스

학번: 2012-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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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화석 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시대 돌입은 전반적인 세계 산업에

기존 에너지의 연비 향상 기술과 새로운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이

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하루가 다르

게 엄격해지는 연비와 유해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은 필

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었다. 이에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 기반의 엔진에 연소 효율 향상 기술, 배기열 재사용 기

술, 마찰 감소 기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을 접목시

키거나 화석 에너지가 아닌 전기, 에탄올, 수소 등 청정 에너지 기

반의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측면으로 봤

을 때 그 효과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 엔진 개발이 더 크지만 상용

화 수준으로 개발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예상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 에너지 기반의 엔진의 한계점을

보완시켜줄 신기술 개발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말한 기존의 화석 에너지 기반의 엔진의 한계점을 보완시켜

줄 많은 신기술 중에서도 전기장과 플라즈마를 이용한 새로운 연소

기술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1], 이와 함께 전기장과 플라즈마가

연소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되고 있다. 전기장과 화염의 상호작용으로 화염의 발달양상이 변한

다는 Brand[2]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기장에 의해 연소 양

상[3-5], 연소 안정성 및 연소 속도[6-8], 연소 배출가스[9] 등에서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Eisazadeh-Far, K. 은 층류의 분젠 버너 화염에 static 전기장과

pulse를 갖는 전기장을 인가하였을 때 OH-radical 생성률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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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c wind 효과에 의해 화염 양상이 변화된다고 설명하였고[3],

Zhang, Y.은 전기장 인가로 인해 발생하는 CO, NO의 배출량의 변

화는 Ionic wind 효과, electrical-chemical 효과 그리고 thermal 효

과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9]. Cha, M. S.

은 메탄-공기 예혼합 화염에 전기장을 인가한 경우 열의 확산속도

와 물질의 확산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화염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것은cracked structure를 만들고 이로 인해 연소 속도가 증가한다

고 설명하였다[10]. Van den Boom과 Jagge, H. C. 는 연소 속도 향

상은 전기장으로 인해 전자는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는 충돌로

인해 분자와 radical로 전달되어 반응률 향상에 기인한 것이며 Ionic

wind 효과나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결과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6,11].

이와 같이 전기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화염 양상 및 속도에 변화

를 주느냐에 대한 결론은 실험 방법과 해석 방법에 따라 그 주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험 조건 또한 상온에서의 분젠 버너를

이용한 연속적인 화염 관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최종적인 응용 목

표인 엔진과 같이 고온 고압의 상황에서의 단발성 화염에 대한 실

험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내연기관에서 폭발 행정이 이뤄지는 피스

톤이 상사점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을 모사하기 위한 실린더

형태의 정적 연소실을 제작하고 85℃ 상황에서 당량비 1로 예혼합

된 메탄-공기 가스를 2bar 주입, 단발성 화염을 일으킴과 동시에 정

적 연소실 내부에 고전압의 전기장을 DC와 AC의 형태로 인가한다.

그리고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 연소실 내부 압력변화를 토대로 정적

연소실 내에서 화염 연소속도에 대한 DC와 AC의 전기장의 영향을

관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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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2. 1 전기장 벡터

  


(2.1)

 : Electric field vector

 : Electric charge

대전된 임의의 물체는 주변의 또 다른 대전된 물체에 영향을 주는

영역을 갖게 된다. 이것을 전기장이라고 칭하며 식 2.1과 같이 정의

한다. 전기장은 벡터장이며 그 방향은 양전하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

과 동일하다.

2. 2 전기장 강도

Gauss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다발 Φ은 식 2.2와 같이 정의된다.

 · (2.2)

 : Electric flux

 : Area vector

Gauss 법칙에 의해 Gauss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다발 Φ와 Gauss

내의 total charge Q 는 비례하므로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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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Vacuum permittivity

 : Volume

 : Total electric charge density

 : Total charge

식 2.3을 통해 전기장의 강도는 total charge Q 값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total charge Q는 전기용량 C와 전압 V의 곱이므로

결과적으로 전기장 강도는 식 2.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 (2.4)

 : Capacitance

 : Electric potential

전기 용량 C는 전극의 기하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본

연구는 정적 연소실을 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정적연소실의 형

상은 연구 과정동안 불변하기 때문에 전압 V를 통해 전기장 강도를

조절하였다.

2. 3 전기장과 화염의 상호작용

기술한 바와 같이 전기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화염에 영향을 주

는가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크게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된다.



5

2. 3. 1 Ionic wind

화염면에는 크게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중성분자, 이온 그리고 전

자가 그것이다. 이온의 경우 다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류되며 전

하량 보존법칙으로 인해 양이온의 전하량은 음이온과 전자가 갖는

전하량의 합과 같다. 이 양이온들은 전기장에 의해 Lorentz 힘을 받

아 음극을 향해 가속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성분자들과 충돌을

하며 운동량을 전달하게 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으로 인해 전체

적인 화염의 유동이 바뀌게 된다. 이것을 Ionic wind라 한다. 또한

양이온과 중성분자간의 충돌 주기는 두 입자의 질량, 지름 그리고

충돌 환경에서의 온도, 압력 등에 따라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의 2배보다 빠른 주기를 갖는 AC 전압이 인가될 경우 Ionic

wind가 형성되기 전에 극성이 바뀌게 때문에 Ionic wind 효과를 얻

을 수 없다.

2. 3. 2 전자에 의한 효과

양이온에 비해 질량이 작은 전자는 전기장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중성분자나 radical에게 진동과 충돌의 형태로 에너지 준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분자와 원자를 해리 또는 이온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화학 반응률과 연소속도의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3. 3 열에너지에 의한 효과

전기장 혹은 플라즈마의 형태로 주변 분자와 이온들의 온도를 상

승시켜 화학 반응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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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구성 및 방법

3. 1 실험 장치 구성

Fig.3.1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Fig.3.1은 실험 장치의 개략적인 모습이다. 본 실험 장치는 DC 혹

은 AC 전기장이 인가된 정적 연소실 내에서 당량비 1로 예혼합된

메탄-공기를 연소시켜 압력변화 Data를 획득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예혼합된 메탄-공기가 외부에서 즉시 유입될 경우 연소실 내부 온

도 변화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85℃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 될

수 있도록 Heat Chamber내에 Preheat Chamber와 정적연소실을 위

치시켰다. Spark Igniter는 일반 가솔린 엔진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

하였으며 전기장 인가를 위해 최대 AC 1kHz , DC 10kV의 전압 인

가가 가능한 TREK 10/10B-FG High Voltage Amplifier을 사용했

다. 또한 압력 측정을 위해 KISTLER type 6051A 압력센서와

KISTLER type 5011A Charge Amplifier를 사용하였으며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프로그램, USB-6363을 통해 실험 환경 제

어와 실험 Data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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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정적 연소실 형상

Fig.3.2 Cross-section view of Isochoric combustion chamber

Fig.3.3 Top view of Isochoric combust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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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와 3.3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정적 연소실의 모습이다. 피스

톤이 점화시점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을 모사한 것으로 반지름

88mm, 높이 9mm의 원통형 구조다. Spark Igniter가 연소실 중앙에

위치해 연소 방향은 연소실 중앙에서 바깥벽면 방향, 즉 radial 방향

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에 전기장 방향 또한 radial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상판과 하판은 전기전도성이 없는 Acetal 재질로 제작하

였고 실질적인 연소실을 이루고 있는 중간판은 전기전도성이 있는

Aluminum으로 제작하여 전압을 인가하는 전극으로써 역할을 하도

록 하였다. 또한 연소실 중앙의 Pressure Sensor 와 Spark Igniter의

GND를 전기장 인가용 GND전극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세 개의 판

을 Fig.3.2와 같이 적층하여 연소실을 구상하였다.

3. 3 예혼합 메탄-공기 가스

순도 99.995%의 기체와 건조공기( : 21%,  : 78%)를 당량비

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3. 4 실험 방법

정적 연소실에 잔류 중인 가스를 Vacuum Pump를 통해 15초간 제

거한다. 제거 후 당량비 1의 예혼합 메탄-가스를 연소실 내부 압력

이 2bar가 될 때까지 채운다. 채워진 가스의 유동이 안정화 될 때까

지 기다린 후 실험하자고자 하는 전압의 파형 종류, 크기, 인가 시

작, 종료 시간을 설정한다. 설정된 전압을 High Voltage Amplifier를

통해 인가하여 정적연소실 내부에 전기장을 형성시키고 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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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er를 이용해 가스를 연소시킨다. 연소 후 생성된 가스는 다시

Vacuum Pump를 통해 15초간 제거된다. 일련의 과정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프로그램과 Arduino사의

Arduino Due를 이용해 실험 진행과 Data 획득 과정을 전 자동화하

였으며 각각의 실험 조건마다 총 10번의 반복 실험을 실행하여 실

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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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모델링

4. 1 연소 방향의 정방향 전기장 인가 실험

Fig.4.1 Electrode of the Isochoric Combustion Chamber

Fig.4.1은 정적 연소실의 전극 부분의 모습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전기장 인가를 위해 Aluminum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중심부의 상,

하부에 각각 위치한 Pressure Sensor와 Spark Igniter의 GND를 전

기장 인가를 위한 GND전극으로 설정하였다. Spark Igniter가 연소

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연소는 중심에서 벽면 방향으로 진행 될 것

이다. 따라서 연소실 전극에 음전압 인가 시 전기장 방향 또한 연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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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 Electric Field Intensity and Vector Distribution inside of

the Isochoric Combustion – Negative Voltage Application

(-7kV, Top View)

Fig.4.3 Electric Field Intensity with Negative Vol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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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 Electric Field Intensity of Center of the Combustion

Chamber induced by Negative Voltage Application

Fig.4.2는 음전압 인가 시 연소실 내부의 전기장 방향과 강도를 시

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전기장 방향이 중심에서 벽면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대칭적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Fig.4.3은 정적 연소실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거리에 따른

전기장 강도 변화를 인가전압 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장 강도는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좌우 대칭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가 일정한 경우 모든 방향이 동일한 강도를 갖는 전기장을 가

해줄 수 있고 비대칭적인 전기장인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방지 할 수 있었다. 중심에서 7mm 지점에서 강도가 다소 높게 나

오는 것은 Spark Igniter 삽입을 위한 구멍으로 인해 생긴 모서리에

전하가 집중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그 강도가 전체적인 경향성을 해

칠 정도로 크지 않아 무시하도록 하였다. Table.4.1 은 각 전압 별로

연소실 중심의 전기장 강도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통해 인가전압과

전기장 강도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4. 2 연소 방향의 역방향 전기장 인가 실험

연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형성하기 위해 Aluminum 전

극에 양전압 인가를 하였다.

Fig.4.4는 양전압 인가 시 연소실 내부의 전기장 방향과 강도를 시

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의도대로 전기장 방향이 벽면에서 중심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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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음전압과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Fig.4.5를 통해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른

전기장 강도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음전압 실험과 마찬가지로 중

심으로 갈수록 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mm 부근에서

강도가 다소 크게 나오는 이유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다. Table.4.2

를 통해 각 전압 별로 연소실 중심의 전기장 강도를 확인 할 수 있

으며 그 값이 Table.4.1과 비교 했을 때 평균 0.53%로 무시할 수 있

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동일 전압에서 극성에 대한 비교 시 전기장

의 방향성만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Fig.4.4 Electric Field Intensity and Vector Distribution inside of

the Isochoric Combustion – Positive Voltage Application (7kV,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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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 Electric Field Intensity with Positive Voltages

Table.4.2 Electric Field Intensity of Center of the Combustion

Chamber induced by Positive Voltag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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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5. 1 실험 결과 공통사항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은 Spark Igniter에 의해 점화가 일어나는 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화 전 1초부터 점화 후 2초, 총 3초 동안 기

록된 Pressure Data를 분석하여 최대 압력을 나타내는 시간을 구해

이를 주로 활용하였다. 여러 실험간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각 실험 조건마다 측정된 최대 압력 시간을 전압 미인가시 측

정된 최대 압력 시간으로 나눠 Normalization하여 그래프로 표현하

였다

5. 2 DC 실험 결과

DC 전기장이 연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그 특징을 알아

보고자 했다.

5. 2. 1 DC 전기장 방향 및 강도에 의한 영향

DC 전기장의 방향 및 강도가 연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7kV에서 +7kV까지 1kV 단위로 전압을 인가하였다. Fig.5.1은

DC 인가 전압에 대한 최대 압력 시간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그래프

다. 실험 결과 연소 방향과 정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는 음전압

실험의 경우 -7kV를 기준으로 12% 정도의 연소 속도 향상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연소 방향과 역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는 양전

압 실험의 경우 +7kV를 기준으로 3.2% 정도의 연소 속도 향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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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냈다. 음전압, 양전압 실험 모두 인가되는 전압이 높을수

록 전기장에 의한 효과가 뚜렷했으며 전압의 변화에 선형적으로 변

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소 방향과 역방향으로 형성된 전기장보

다 정방향으로 형성된 전기장이 연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전기

장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Fig.5.1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DC Voltage

Application

5. 2. 2 DC 전기장 인가 시기에 의한 영향

DC전기장 인가 시기가 연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ark Igniter에 의해 점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0ms으로 정의하고

-800ms～1998ms, -800ms～0ms, 0ms～1998ms 세 가지 방법으로

전기장 인가 실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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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DC Voltage

Application Timing and DC Voltage Magnitude

Fig.5.2는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시작부터 실험

종료 시기까지 전기장을 인가하는 -800ms～1998ms의 경우와 점화

직후부터 실험 종료 시기까지 전기장을 인가하는 0ms～1998ms의

경우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실험 시작부터 점화 직전

까지 전기장을 인가하는 –800ms～0ms 실험의 경우 양전압, 음전압

실험 모두 전기장에 의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를 통해 연소 전에 인가된 전기장은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기장과 예혼합 메탄-공기가스의 중성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거나 인가된 전기장이 임계치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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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DC Voltage

Application Start Timing (Applied Voltage: -7kV)

전기장의 효과를 주로 받는 구간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기 위해

추가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전기장의 효과를 주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찾기 위해 전기장 인가 종료시간은 점화 후 1998ms로 고정

시키고 전기장 인가 시작시간을 0ms 부터 30ms까지 변화시켰다. 인

가전압은 연소 속도 향상률이 가장 컸던 -7kV를 인가하였다.

Fig.5.3은 그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압 인가 시

작 30ms～20ms 구간에서는 전기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4ms～20ms 구간에서는 인가 시간이 빠를

수록 선형적으로 연소 속도 향상률이 증가하였다. 0～4ms 구간에서

는 일정하게 높은 연소 속도 향상률이 나타났지만 인가 시작 시간

변화에 대한 향상률에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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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DC Voltage

Application End Timing (Applied Voltage: -7kV)

다음으로 전기장의 효과를 주로 받는 구간이 끝나는 시간을 찾기

위해 전기장 인가 시작시간은 점화 전 200ms로 고정시키고 인가 종

료시간을 점화 후 0ms～30ms까지 변화시켰다. 인가전압은 앞 실험

과 동일하게 -7kV를 인가하였다. Fig.5.4는 그에 대한 결과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압 인가 종료 0ms～18ms 구간에서는 종료

시간이 늦어질수록 선형적으로 연소 속도 향상률이 증가하였다. 하

지만 18ms～30ms 구간에서는 일정하게 높은 연소 속도 향상률이

나타났지만 인가 종료 시간 변화에 대한 연소 속도 향상률에 변화

는 없었다.

이를 통해 연소 과정 중 전기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간이 존재

하며 본 연구의 시스템에서는 그 시간이 점화 후 4ms～18ms 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로는 이 구간은 ‘EEZ’(Electric Field Effective

Zone)로 정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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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AC 실험 결과

AC 전기장이 연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그 특징을 알

아보고자 했다. 실험 주파수는 30Hz, 40Hz, 50Hz, 80Hz, 100Hz,

150Hz, 250Hz, 300Hz, 500Hz로 총 9가지 주파수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5. 3. 1 AC 전기장의 위상에 의한 영향

Fig.5.5 Pressure of Premixed Methane-Air Gas during Combustion

And ‘EEZ’ (Electric Field Effective Zone)

Fig.5.5는 본 연구에서 예혼합 메탄-공기 가스 연소 시 실제 획득

되는 압력 곡선과 앞 실험에서 구한 ‘EEZ’를 나타낸 그림이다. 압력

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연소가 종료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DC, AC 전압 모두 평균적으로 점화 후 19ms～23ms로 나타

났으며 ‘EEZ’ 또한 이 시간 내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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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6 Changes in AC Voltage within ‘EEZ’

Fig.5.6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압이 바뀌는 AC

전압의 경우 인가되는 위상에 따라 ‘EEZ’내에 형성되는 전기장의 강

도와 방향이 달라진다. 앞서 진행된 DC 실험의 결과 전기장 강도와

방향이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파수

별로 동일 주파수에서 위상이 연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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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7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30Hz)

Fig.5.8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4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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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9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50Hz)

Fig.5.10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8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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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1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100Hz)

Fig.5.12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15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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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3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250Hz)

Fig.5.14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3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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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5 Changes in Maximum Pressure Time by AC Voltage

Phase Shift and Amplitude of Voltage (500Hz)

Fig.5.7 Fig.5.8 Fig.5.9는 각각 30Hz, 40Hz, 50Hz의 AC 전압의 위

상 변화와 전압 진폭 크기에 대한 최대 압력 시간의 변화를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다. 예상대로 30Hz, 40Hz, 50Hz 실험 모두 DC 실험

과는 다르게 전압 진폭이 클수록 전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되었다. 전압 진폭 7V 기준으로 30Hz

실험의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위상의 경우 전기장 미인가 대

비 10.3% 효과를 보았으며 그렇지 않은 위상의 경우 0.7%의 효과를

보였다.

한편 Fig.5.10 Fig.5.11 은 각각 80Hz, 100Hz의 AC 전압의 위상 변

화와 전압 진폭 크기에 대한 최대 압력 시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전압 진폭 7kV 기준으로 80Hz의 실험의 경우 위상 변

화에 따라 연소 속도 향상률이 전기장 미인가 대비 1.6%～6.1%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50Hz 이하의 실험만큼 위상 변화로 인한 차이

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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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ig.5.12 Fig.5.13 Fig.5.14 Fig.5.15 는 각각 150Hz,

250Hz, 300Hz, 500Hz의 AC 전압의 위상 변화와 전압 진폭 크기에

대한 최대 압력 시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압 진폭

7kV 기준으로 150Hz의 경우 위상 변화에 따라 연소 속도 향상률이

전기장 미인가 대비 3.52%～5.06% 수준으로 앞서 나온 결과에 비해

위상 변화에 의한 차이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Fig.5.16 Changes in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by AC Electric Field (Amplitude of Voltage: 7kV)

Fig.5.16은 전압 진폭이 7kV인 30Hz, 80Hz, 150Hz의 AC 전기장

실험의 모든 위상에 대한 연소 속도 향상률의 최대, 최소값을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그래프다. 위상에 따른 연소 속도 향상률의

변화가 존재하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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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2 DC 형태의 최종 등가 전압에 의한 영향

AC 전기장의 위상 변화 실험을 통해 위상에 따라 연소 속도 향상

률의 변화가 큰 주파수와 그렇지 않은 주파수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DC 실험에서 결론 낸 ‘EEZ’를 적용하여

‘EEZ’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AC 전압을 DC 형태의 최종 등가

전압()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DC 전압에 의해 형성된 전기

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률과 ‘EEZ’ 내 AC 전압을 DC 형태의 전

압으로 환산한 에 의해 나타난 연소 속도 향상률을 비교해보

았다.

Fig.5.17 Changes in AC Voltage within ‘EEZ’ (Electric Field

Effective Zone) (50Hz, No Phas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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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7은 위상 변화가 없는 50Hz AC 전압이 ‘EEZ’ 내에서 전압

과 극성이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4ms～10ms 구간에서는

양전압에 의한 전기장이 형성 되며 10ms～18ms 구간에서는 음전압

에 의한 전기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구간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 효과가 더해져서 최종적인 연소 속도 향상의 결과

나 나옴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먼저, 양전압 영역에서의 등가 전압(
 )과 음전압 영역에서

의 등가 전압(
 )을 각각 환산한다. 등가 전압은 ‘EEZ’ 내의 평균

전압이다. 이렇게 환산된 등가 전압에 해당하는 각 극성의 DC 전기

장이 연소하는 동안 연소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Fig.5.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절대값이 같은 전압이라도 극

성에 따라 연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

에 
와 

을 단순히 더할 수 없고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보정한

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산한 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률을 DC 음전압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률 기준으로 비교

할 것이기 때문에 음전압에 대한 가중치()는 1로 정의하였다.

한편 양전압에 대한 가중치()는 음전압에 대한 연소 속도 향상

률의 추세선을 구하고 양전압의 연소 속도 향상률이 이 추세선에

일치시키게 하는 음전압을 찾아 이 두 사이의 전압을 이용해 정의

하였고 이는 식 5.1과 같다.

 


 (5.1)

마지막으로 
 ,

 , ,을 통해 최종 등가 전압 을 정

의하면 식 5.2와 같다.

  
 ×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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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8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30Hz)

Fig.5.19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4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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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0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50Hz)

Fig.5.21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8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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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2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100Hz)

Fig.5.23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15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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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4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250Hz)

Fig.5.25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3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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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6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500Hz)

Fig.5.18～Fig.5.26은 DC 전기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률의 결과

와 30Hz～500Hz의 모든 위상의 AC 실험의 ‘EEZ’ 내의 전압을 DC

형태의 전압으로 환산한 에 의해 나타난 연소 속도 향상률을

비교한 것이다. 모든 주파수에서 경향성이 뚜렷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AC 전기장의 연소 속도 향상률은 DC 양전압과 음전압

의 전기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위상에 따른 연소 향상률에 차이가

적고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EEZ’ 내에서 인가

되는 전압 양상이 위상 변화에 따라 주파수가 높은 경우 그 변화가

작고 주파수가 낮을 경우 그 변화가 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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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적 연소실 내 화염 연소 속도에 DC, AC 전기장

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AC 전기장의 경우 30Hz, 40Hz, 50Hz,

80Hz, 100Hz, 150Hz, 250Hz, 300Hz, 500Hz의 주파수에 대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DC 전기장 인가 실험을 통해 전기장의 방향이 연소 진행 방향과

정방향이고 강도가 클수록 연소 속도 향상률이 커짐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Ionic wind 효과로 설명 가능하다. 화염면에 존재하는 +이

온이 연소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속하게 되면 반응하지

않은 중성분자들과 충돌하며 화염의 진행을 돕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연소 과정 중 전기장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EEZ’이 존재

함을 알았다.

AC 전기장 인가 실험은 ‘EEZ’ 내에서 시간에 따라 극성과 크기가

변하는 AC 전압을 극성에 따라 각각 DC 형태의 
 , 

로 환산

후 가중치를 이용해 보정하였다. 그리고 보정된 두 등가 전압을 더

하여 최종적으로 으로 환산하고 DC 전압에 의해 형성된 전기

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률과 AC 전압을 DC 형태의 전압으로 환

산한 에 의해 나타난 연소 속도 향상률을 비교해보았다.

Fig.6.1은 DC 전기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률의 결과와 본 연구에

서 실험한 모든 위상과 주파수의 AC 실험의 ‘EEZ’ 내의 전압을 DC

형태의 전압으로 환산한 에 의해 나타난 연소 속도 향상률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다. DC 전기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률 그래

프를 중심으로 ‘EEZ’ 내의 AC 전압을 DC 형태의 전압으로 환산한

에 의해 나타난 연소 속도 향상률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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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1 Comparison of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Negative Voltage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Equivalent of AC Voltage

Fig.6.2 Changes in AC Voltage within ‘EEZ’ by Phase Shift

이를 통해 AC 전기장의 연소 속도 향상률은 DC 양전압과 음전압

의 전기장에 의한 연소 속도 향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위상에 따른 연소 향상률에 차이가

적고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Fig.6.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EEZ’ 내에서 인가되는 전압 양상이 위상 변화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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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가 높은 경우 그 변화가 작고 주파수가 낮을 경우 그 변화가

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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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DC and AC

Electric Field on Flame

Combustion Speed in an

Isochoric Chamber

Oh-hyun Kwon

School of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upcoming era of high oil prices induced by depletion of

fossil, new assignments, namely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energy and clean energy technologies are approaching.

Accordingly, vehicle manufacturers are developing next generation

engines not based on fossil energy but electric, ethanol or

hydrogen. Nevertheless, it is predicted that commercialization of

these engines are still a distant future and enormous time and

money is to be invested. It is about time that new technologies

which will compensate for limits of previous fossil energy are to

be developed. Among them recently, new combustion technologies

utilizing electric field and plasma are being noted. From a lot of

researches, it is reported that numerous combustion

characteristics including combustion complexion,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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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and combustion speed are subject to change under

interaction of flame and electric field. Based on these reports,

changes in combustion speed were observed inside of a cylinder

TDC replica isochoric chamber where combustion is done at high

temperature using premixed methane-air gas under application of

electric field. Both DC and AC electric fields were applied.

Results suggest that applying electric field in the same direction

with flame propagation showed higher flame speed improvement

ratio compared to that of applying electric field in the reverse

direction. Moreover, a combustion region highly affected by

applied electric field has been found. DC equivalent voltage for

AC voltage applied to this region has been calculated.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for each AC case has been

compared with combustion speed improvement ratio induced by

DC voltage which resulted similar tendency towards each other.

Key words: Electric fields, Flame speed, Electric field

vector, Magnitude of Electric field, Isochoric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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