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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ray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a conducting fuel electrospray have been studied for clean combustion 
technology. The multiplexing system which can re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e-jet mode is inevitable for the 
electrospray application. Charged micro droplets can be obtained in almost uniform size during operating the 
electrospray in the cone-jet mode .This experiment device set up the multiplexed grooved nozzle system with the 
extractor. Using the grooved nozzle, the stable cone-jet mode can be achieved at the each groove in the grooved mode. 
This electrospray system was applied to the diffusion combustion. It is the first step to discover the diffusion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spray. In case of the single grooved nozzle electrospray, the diffusion flames are 
occurred at each jet of grooved mode and they are quite stable. The exhaust gas analysis was indicated that there is the 
critical point which can make very stable diffusion combustion. 
 

1. 서 론 

정전분무장치는 제작이 용이하고 노즐 형태가 

간단한 시스템으로서 전기력 만으로 미세한 

액적을 생성, 제어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간 전하 효과(space charge effect) 에 의해 

발생한 액적들이 단 분산 분포(monodisperse 

distribution)(1)를 가지며 각 액적들이 단 극으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제어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지금까지는 이러한 정전분무의 단 

분산성과 입자제거의 용이성을 이용하여 금속분말 

의 생성(2)이나 세라믹 박막코팅(3) 등에 적용이 

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무되는 액적의 

단분산성을 이용하여 확산 연소실험을 수행하였다. 

확산연소 시에 산화제와 연료의 혼합시간이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전 분무 시에 

발생하는 단 분산 액적을 연소에 적용시켜 안정된 

화염을 생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전 분무의 단점중의 

하나인 저 유량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고 유량 

정전분무가 가능하게 하는 다중 노즐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4),(5),익스트랙터와 

(Extractor)(6) 홈 노즐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고 

유량의 정전분무를 실현하였다.  
 

2. 실험 장치와 방법 

 홈 노즐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내 경 1.6 mm , 외
경 3.2 mm 의 모세관으로써 Fig 1 과 같이 팁에 
wire electro-discharge machining(EDM) 가공법을 이
용하여 폭이 0.5 인 12 개의 홈(groove)를 만들

었다. 이를 이용하여 정전분무를 이용한 확산 연
소 장치를 Fig.2 과 같이 구성하였다. 테플론으로 
제작된 본체(Body)를 중심으로 균일한 공기유량이 
주입되도록 세라믹 허니콤을 설치하였다. 밑에서

부터 위로 작동유체가 분무 될 수 있도록 단일 혹
은 5 개의 홈 노즐을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액적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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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3(a) Picture of multi grooved nozzles for diffusion 

 
용된 을

  
Fig.1 Picture of the groove nozzle  

 
들 간의 간섭을 줄이면서 고 유량을 분무시키기 
위하여 익스트랙터를 부착하였다. 또한, 네 방향으

로 공기가 주입될 수 있도록 제작한 공기 주입구

를 본체 아랫부분에 부착 하고 퀄츠(quartz)관을 
설치하여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았다. 익스트랙터

와 접지 판의 거리는 17cm 로 고정하였는데 이는 
홈 모드가 가능한 최적의 거리임과 동시에 연소 
실험 시 형성되는 화염길이를 고려했을 때 작동유

체가 연소되면서 기화되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 결정한 길이이다. 익스트랙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두께가 3mm 이고, 직경이 180 mm 이며 
가운데에 직경이 16 mm 인 홀 5 개가 25 mm 간격

으로 가공되어 있다. 이는 고전압 인가에 따라 홈 
노즐과 익스트랙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방전현상을 막기 위해 구성된 직경크기 이다. 
Fig.3 은 실제 제작된  홈 노즐 정전분무 장치의 
내부로서 Fig.3(a) 는 세라믹 허니콤 위에 5 개의 
멀티 홈 노즐을 설치한 모습이고 Fig.3(b) 는 그 
위에 익스트랙터를 올려놓은 모습이다. 실험에 사 
 

  
Fig.2 Electrospraying diffusion combustion system  

F
combustion.  
 

 
Fig.3(b) Picture of multi grooved nozzles with extractor 
for diffusion combustion.  

 
Fig.4  Schematics of the experimental set up 

장치들  Fig.4 에 나타내었다. 두 대의 고전

압 발생기를 이용하여 홈 노즐과 익스트랙터에 독
립적으로 고전압을 인가하였고, 주사기 펌프를 이
용하여 작동유체인 에탄올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공급하였다. 질량유량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공

기 유량을 제어하면서 균일하게 공기 주입을 하였

고 할로겐 램프 (halogen lamp)를 이용하여 정전분

무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익스트랙터에 인가되는 
전압은 홈 모드가 형성 가능한 전압 범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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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정하였는데 단일노즐과 멀티 노즐일 때, 4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다중 홈 노즐 정전분무 확산 연소 

염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크게 4
가

홈 노즐을 설치하고 홈
노

/

하

~10 kV 와 4 ~ 12 kV 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소 챔버(chamber) 내로 유입되는 공기 유량은 
질량 유량계를 통하여 당량비 (Equivqlence ratio) 
1.1 조건에 맞추어 공급하였다. 

 
화

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전분무를 통해 
균일한 액적 분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기 역시 
균일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기 유량과 분무 시 발생하는 연료 액적 유량의 
속도를 비슷하게 해 줌으로서 혼합시간(mixing 
time) 을 최대로 해주는 것이 안정된 화염을 형성

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연료의 양이 
저 유량일 때에는 완전연소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

한 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첫 번째 실험은 5 개의 
즐 전체에서 연소가 안정되게 일어나는지를 확

인하는 실험이다. 익스트랙터의 인가전압과 에탄

올의 유량, 공기의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안정적인 
화염이 발생하는 구간을 관찰하였다. 익스트랙터

에 인가되는 전압이 커질수록 전기적 반발력에 의
해 액적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공기와의 혼합시

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익스트랙터의 인가전압과 
공기 유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또한, Fig.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 모드 내에서 에탄올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액적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액적을 
완전히 기화시키면서 연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탄올 유량 역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다중 
홈 노즐을 이용하여 안정된 화염이 형성되는 전압

구간은 익스트랙터 인가 전압이 4~8 KV 구간이었

다. 10 kV 구간에서는 홈 모드 정전분무는 형성이 
되었으나 액적 분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V=6.69 m s) 연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인가 
전압 간격을 2 kV  단위로 나누어서 4,6,8 kV 에서

의 연소 특성을 평가하였고 이 때 홈 노즐에 걸리

는 인가 전압은 익스트랙터에  4 kV 인가 시 13.5 
kV, 익스트랙터에 6 kV 인가 시 15 kV, 마지막으로 
익스트랙터에 8 kV 인가 시 16.4 kV 의 전압이 걸
렸다. 익스트랙터에 4 kV 를 인가하였을 때 조건에

서는 확산 연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때의 액적 속도는 3.53 m/s 였으며, 주입되는 에

탄올의 양이 늘어날수록 에탄올 액적의 크기가 커
지기 때문에 커진 액적들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접지판으로 향하면서 불완전 연소가 심해짐을 알 
수 있었다. Fig.5 에 나타나듯이 하나의 홈 노즐 
당 공급 연료 유량이 40 ml/h 일 때는 연료 액적

의 크기가 21.5 , 60 ml/h 에서는 26.4 , 80 ml/h 에서

는 29 , 그리고 100 ml/h 에서는 31.6 로 측정되었

다. 익스트랙터에 인가되는 전압이 4 kV 일 경우에

는 확산 연소가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다. 반면에 익스트랙터에 6 kV 를 인가하

였을 때 는 앞선 실험보다 액적 분무 속도가 빨라

지게 됨으로서 (액적 분무속도: 4.42 m/s) 같은 공
기 유량을 넣었을 때 혼합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연소 특성 또한 나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소가 
앞의 조건보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실제

로 화염의 지속 시간도 30 초 이내로 줄어들었다. 
익스트랙터에 8 kV 를 인가한 조건에서도 화염은 
형성이 되었으나 화염가능 조건에서는 액적 분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액적 분무속도: 5.75 
m/s) 연소가 가장 불안전 했고, 특히 각 노즐에서 
발생하는 12 개의 젯 중에 화염이 형성 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화염의 지속 시간도 15 초 이내에서 꺼지는 현상

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좀 더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 조건을 찾기 위해 단일 홈 노즐을 가지고 연
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5 Droplet size verse flow rate for the grooved mode. 
3.2단일 홈 노즐 정전분무 확산 연소 

일 홈 노즐 정전분무 연소를 위해 외각에 있
는

 
단

 네 개의 홈 노즐은 더미 노즐로 사용하고 중심

에 있는 홈 노즐에만 연료를 공급하였다. 단일 홈 
노즐을 이용한 정전분무 확산 연소를 실험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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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 로 올렸을 경

화염 형상이 익스트랙터 인가전압이 4 ~ 8 kV 구간

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Fig.6 에서 나타

나는 사진들은 익스트랙터에 4 kV 의 인가전압이 
걸릴 때 발생되는 화염의 형상이다. 에탄올 유량

이 40 ml/h 인 경우에는 저 유량 조건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12 개의 젯에 모두 화염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유량이 60 ml/h 와 80 
ml/h 일 때는 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
한 공급되는 에탄올의 유량을 높일수록 액적의 크
기가 커지게 되면서 화염의 길이가 길어지고 불완

전 연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익스트랙터의 인가전압을 6 kV, 8 
우 발생되는 액적 속도는 4.42 m/s, 5.75 m/s 로 4 
kV 일 때의 3.53 m/s 보다 증가하였으며 화염의 형
상이 불안정해지고 화염이 유지되는 시간도 줄어

들었다. 하지만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증가시켜 
공기의 유속과 액적의 속도를 동일하게 조절하면 
안정된 화염을 얻을 수 있었다. 

 
Fig.6 visualization for various fuel flow rates at 4 kV 

.3 홈 노즐 정전분무 확산 연소의 가스 분석 

중 홈 노즐을 사용했을 때와 단일 홈 노즐을 
사

 

크게

 CO/CO2 
[%

 2(O +4N )  2CO  +3H O 

extractor voltage. 
 
3
 
다

용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단일노즐에서의 연소

가 다중노즐에서보다 안정되고 또한 완전 연소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일 노즐 연소를 중심으

로 가스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스 분석은 CO와 
CO2를 측정하였고 에탄올의 유량과 공기의 유량

을 변화시키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7 은 가스 분석기(HORIBA, PG-250A)를 통
하여 공기 유량의 변화에 따른 CO 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에탄올의 유량은 40 ml/h 부터 20 
ml/h 간격으로 100 ml/h 까지 주입하였으며 공기의 
유량은 4 lpm 부터 24 lpm 까지 공급하면서 CO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익스트랙터에 인가되는 전압

이 4, 6, 8 kV 일 때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주입하는 산화제가 많아질수록 CO 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탄올 유량이 많아

질수록 CO 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

한 효과는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는 산화제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연료와 산화제간

의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있
겠고, 두 번째로는 연소에 필요한 산화제의 유량

보다 많은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희석(dilution)에 
의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자세하게 연소 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를 계산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에탄올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C2H6 + 7/ 2 2 2 2

                  (a) 4 kV 

 
(b) 6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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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8 kV 

 
Fig.7 Variation of CO as change of the air flo
rate for various extractor voltages. 

w 

 
의 화학식을 만족하게 되어서 이론적으로는 CO2 
와 H2O 만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연소

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고 이로 인해 불완전 연
소 시 NOx 와 CO 가 배출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를 적용하여 CO 와 CO2 의 배출 비를 따짐으로

써 얼마나 연소가 효율적으로 잘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Fig.8 에 CO/CO2 를 나타내었고, 
에탄올의 유량에 따라 (40, 60, 80 ml/h) 익스트랙터

에 인가되는 전압이 4, 6, 8kV 일 때 CO 와 CO2
의 배출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이 때 공기 유
량은 43 lpm ~ 80 lpm 까지 공급하였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연소 조건마다 연소 효율이 
좋아지는 최적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에탄올의 유량이 40 ml/h 가 공급되고 있
을 시에는 공기 유량이 43 lpm 일 때 가장 높은 
연소 효율을 나타냈으며, 에탄올 유량이 60 ml/h 
일 때는 공기 유량 55-65 lpm 사이에서, 에탄올 유
량이 80 ml/h 일 때는 공기유량 80 lpm 일 때 가장 
높은 연소 효율을 보이고 있었다.  

       실험을 통하여 홈 노즐을 이용한 확산 연소장치

를 제작할 수 있었다. 특히 정전분무를 이용한 확
산 연소에서는 액적의 크기, 액적과 산화제의 혼
합시간이 안정된 연소를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단일 
홈 노즐 정전분무 장치를 기준으로 가스 분석을 
해보면 실험에 사용된 조건에 따라 87 ~1500 [ppm], 
NO 는 0.1~1.9 [ppm]의 분포를 가지며 공기 유량이 
커질수록 희석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안정적인 연소 구간을 찾기 위해 CO/CO2 효
율을 계산하여 각 특정 조건마다 안정적인 연소를 

위한 최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a) 4 kV 

 
                   (b) 6 kV 

 
                     (c) 8 kV 

   
 

Fig.8 Variation of CO/CO2 as change of the air flow rate 

for various extractor vol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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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단일/다중 홈 노즐을 이용한 정전분무 실험으로 
인해 고집적, 고 유량 정전분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정전분무를 이용한 확산연소 장치

를 개발하였다. 익스트랙터를 설치하여 연소에 필
요한 충분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균
일한 액적이 분무되는 조건을 유지시키고 일정한 
공기 유량을 주입하면서 서로간의 혼합 시간을 극
대화시켜 안정된 연소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단일 
홈 노즐을 설치하였을 때와 다중 홈 노즐을 설치

하였을 때의 실험을 수행하였고 특히 단일 홈 노
즐을 이용한 연소실험을 통해 익스트랙터의 인가

전압과 공기 유량, 에탄올 유량 등을 조절하면서 
안정된 화염이 발생하는 구간을 찾는데 성공하였

다. 연소가 이루어지는 구간에서의 CO, NO, CO2 
가스 분석을 실시하였고, 안정적인 연소구간 내에

서 NO 와 CO 가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최적의 연소효율이 나타나는 구간을 CO/CO2

를 이용해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단일/다중 홈 
노즐을 이용한 최초의 확산연소 시스템을 구현했

으며 앞으로 입자 코팅 시 필요한 연소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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