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연소학회 춘계학술대회

제 58회 KOSCO SYMPOSIUM
일 자 | 2019년 5월 16일(목)~18일(토)

장 소 | 삼척 쏠비치 호텔&리조트

주최 |

2019년 2차 이사회 (호텔1층 해파랑)

12:30~13:20

5.16(목)

13:30
~
14:50
(80분)

후원 |

제 1 발표장 (소크라테스)

세션 1 : 기초화염

좌장: 이기용

제 2 발표장 (플라톤)

세션 2 : 연소응용 I

좌장: 유지형

제 3 발표장 (비너스)

세션 3 : 고체연료/바이오매스

Measurement of laminar flame speed and
Markstein length of premixed flames for a
mixture of n-dodecane and methyl decanoate

하향 전파하는 관내 예혼합 화염에서 전기장 인가 효과

층류 확산 화염에서 노즐 유동장 와류 형성에 관한 연구

분젠 프로판 화염의 소화 거동에서 전기장 효과

산소부화 조건 암모니아 화염의 층류연소속도 측정

폴리에틸렌으로 피복된 구리전선을 전파하는 화염에 대 반탄화 Wood Pellet 혼소율에 따른 연소특성 및 회점
한 교류전기장 인가효과
착특성 분석

김희재, 윤성환, 최재혁, 김종수(한국해양대)

Faihim Ahmed, 이기용(안동대)

Hung Truyen Luong(세종대), 손진우, 차민석(KAUST), 손채훈(세종대)

김희경, 구재원, 안영종, 김영후, 권오채(성균관대)

김영민, 윤성환, 최재혁, 김종수(한국해양대)

파일럿 규모의 연소에서 밀짚 혼소시 첨가제에 따른 회
점착에 관한 연구

박유미(KITECH, 연세대), 임호, 이재욱, 채태영(KITECH), 고대홍(연
세대), 양원(KITECH)

120MWe 우드펠릿 보일러의 공기배분에 따른 NOx 및
미연탄소 저감특성의 CFD해석 연구
이지석, 유승한, 류창국(성균관대)

강민성, 박순호(부경대), 이대근, 김승곤, 곽영태(KIER), 박정(부경대),
정재성, 이대균, 이지환, 전충환(부산대)
정석호(KAUST)

탄화수소계 연료의 조성 변화가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 Lab scale,역방향 공기주입 무화염연소의 LPG 연료 당 열중량 분석을 통한 바이오매스 주성분 조성비 예측 알
고리즘 연구
리신줘, 박예슬, 덩카이원, 오은훈(부산대), 이중성, 김동민(한국가스 량비에 따른 배가스 성분 변화 특성 연구
공사), 최경민(부산대)

세션 5: 내연기관I

신태곤, 신재삼, 김보근, 최종균, 신동훈(국민대)

좌장: 박선호

세션 6: 연소해석

좌장: 손채훈

김희윤, 김민수, 류창국(성균관대)

세션 7: 연소불안정I

김종찬, 이교빈, 성홍계(한국항공대)

15:00
~
16:20
(80분)

연소 조건에 따른 micro-pilot Dual-fuel 엔진의 연소
및 배기 특성
최민후, 최종휘, 박성욱(한양대)

LFG 엔진의 희박 과급 연소 조건에서 연소 속도
천민우, 김주일, 박정배, 이대엽(인하대)

프로핀을 이용한 층류 유동반응기의 실험적 연구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초 저NOx
연소기술 개발

황규진, 김남일(KAIST)

조천현, 손채훈(세종대), 한정식(ADD)

구형 전파 화염 방법을 사용한 SNG 연료의 층류연소속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미세먼
측정에 관한 연구
지 배출특성 평가 및 자동측정기술개발
조서희, 이기만(순천대), 송준호, 박기철(국방기술품질원)

강연세, 이기만(순천대)

세션 8: 석탄연소 I

정광국(Arkansas State Uni), 이신구(두산feulcell), 이응철, 서형석
(두산중공업)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PM10, PM2.5 측정을 위한
희석 시스템 개발

저선회 노즐 막힘률이 희박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기의
화염 동역학에 미치는 영향

신형 GP 로터리 엔진의 모터링 조건에 대한 유동 및 열
역학적 특성 분석

여러가지 환경에서의 고폭약 폭풍파 수치해석

상호작용하는 다중 모델 가스터빈 연소기의 동조에 의한
다양한 연소기에 대한 Digital Twin 구축 사례
위상 고정과 진폭 억제

유호현, 박영준, 김도현, 이창언(인하대)

노태준, 여재익(서울대)

신동호, 홍기정, 김학준, 김용진(KIMM), 이가영, 천성남(한전전력연
구원), 한방우(KIMM)

제 1 발표장 (소크라테스)

세션 9: 내연기관II

좌장: 박수한

좌장: 권오채

제 3 발표장 (비너스)

세션 11 : 연소불안정II

좌장: 김대식

조성인(전남대), 김형준, 이종태(국립환경과학원), 박수한(전남대)

노즐 설계변수가 대형 엔진의 연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

선회식 무화염 연소의 당량비에 따른 로 내 온도 및 화학
분포 음향전달함수를 이용한 연소기 음향 모델
종 분포에 대한 실험적 연구

초고압 가솔린 직접분사식 인젝터의 분사압력에 따른 분 파일롯 규모의 메탄 가압순산소 연소시스템에 대한 연소
무 거동 연구
특성 연구
박정현(전남대), 신문성, 박정환, 서경식(현대케피코), 박수한(전남대)

안형준, 김동희, 양원, 이영재(KITECH)

최영찬(KIER)

미세먼지 R&D 성과제고를 위한 자유토론
강선희(KETEP)

좌장: 박 정 (그랜드볼룸1)
좌장: 김남일
좌장: 김대식

제 4 발표장 (제우스)

세션 12 : 석탄연소 II

좌장: 전충환

제 5 발표장 (그랜드볼룸2)

특별세션 : 미세먼지III

500MWe 접선연소식 석탄 보일러의 NOx 저감을 위한
선박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현황
SOFA 최적화 연구

김동희, 안형준, 양원(KITECH), 허강열(POSTECH), 이영재
(KITECH)

신재삼, 오남균, 전병준, 신동훈 (국민대)

하이브리드석탄 생산을 위한 2세대 바이오매스 기반 고
농도 혼합 바이오액 제조 공정 개발

메조스케일 버너 형상에 따른 화염 안정성 연구

디젤-에탄올 RCCI 연소에서 다단 분사 전략이 연소 및
배기 특성에 미치는 영향

내부 재순환 유도를 이용한 가압 순산소 연소의 온도 제
어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민후(한양대), 나성오(현대자동차), 박성욱(한양대)

이상린(두산중공업)

550MW CFB 보일러에서 우드펠릿 혼소에 따른 연소
및 배기배출 특성 분석

연료의 2단계 점화 특성을 이용한 옥탄민감도 예측

권순형(부경대), 윤성환(한국해양대), 이대근, 김승곤, 곽영태(KIER),
차민석(KAUST), 박정(부경대), 정석호(KAUST)

표준/신표준 발전소 대상 미세먼지 저감 통합환경설비
솔루션 개발

Entropy of energy를 이용한 연소불안정 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동축류 가스 조성에 따른 분젠화염의 이온풍 가시화

김두현(홍익대)

08:30
~
9:50
(80분)

제 2 발표장 (플라톤)

세션 10 : 연소응용II

특별세션 : 미세먼지II 진행: 강선희, 이창엽

한우주, 유혜수, 장권우, 김도현, 허강열(POSTECH)

제갈현욱, 문기훈, 구자헌, 김규태(KAIST)

16:40~17:10 [초청 강연 1] 4차 산업혁명에서 연소 시뮬레이션이 나아갈 방향 - 허강열 교수 / POSTECH
17:10~17:40 [초청 강연 2] Recent insights on some key problems related to fundamental combustion research - Prof. Zuohua Huang / Xi’an Jiaotong University
17:40~18:10 [초청 강연 3] Combustion Research in NRC - 윤상식 박사 /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19:00~20:30
만 찬 (호텔1층 그랜드볼룸)
진행: 손채훈

5. 17(금)

좌장: 양원

혼탄연소가 보일러 및 보일러 후단 열교환기 성능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Hamed Jafari(KITECH, 성균관대), 양원(KITECH), 류창국(성균관대)

구자헌, 제갈현욱, 문기훈, 김규태(KAIST)

천성남(한국전력공사)

비대칭 이중화염 사이의 화학적 상호작용

합성가스의 저온 자발화 한계 온도와 수정된 화학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수치적 연구

장승언, 박진, 한상현(충남대), 정기성, 유춘상(UNIST), 김홍집(충남대)

김학준(KIMM)

이영재(KITECH)

소형 디젤 엔진에서 열방출율 분석을 통한 디젤 연소와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의 영역 구분
박성산, 배충식(KAIST)

진행: 강선희, 이창엽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산성가스 및 미세먼지 처리 핵심
기술 개발

A study on the geometrical design of a PC
순환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연소실을 가진 연소기의 음향
boiler based on distributed pressurized oxy전달함수
combustion concept
윤명곤(강릉원주대)

제 5 발표장 (그랜드볼룸2)

좌장: 김남일 특별세션 : 미세먼지I

상승된 압력에서 층류 제트 부상화염의 에지 화염 속도
측정 기법 개발

좌장: 박정

LAS (Laser absorption scattering) 기법을 통해 다
가스터빈 연소기 모사를 위한 kerosene 분무 난류 연소
화염전달함수에서 음향장 왜곡을 보정하는 기법
단 분사 전략이 디젤 분무 혼합기 형성 및 연소에 미치는
LES 모델링
박정운, 윤명곤(강릉원주대), 김규태(KAIST), 김대식(강릉원주대)
영향 분석
김재헌, Keiya Nishida(히로시마대)

제 4 발표장 (제우스)

좌장: 류창국 세션 4 : 층류화염I

최종운, 이민철, 김남근(인천대)

유지형(한양대), 최정안, 이동훈(일리노이대)

윤명곤(강릉원주대)

안석기, 이재상, 박준식, 정성묵(한국남부발전)

조현빈, 강기섭, 박종근, 류창국(성균관대), 안현수, 고영건(두산중공업)

PCI 적용을 위한 바이오매스 연료와 석탄의 혼소의 반
응특성 분석
정종원, 김경민, 야누아르 유디 이스워로, 전충환(부산대)

좌장: 이창엽

가스연소 미세먼지 전구물질이 대기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 고찰
이창언, 유호현(인하대)

천강우, 박준성(한국선급)

천연가스 미세먼지 현안 및 대응방안

김동민, 이중성, 한정옥, 유현석, 이성민(한국가스공사)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을 위한 중장기 환경설
비 최적 개선 추진계획
김경재(한국남부발전)

5. 17(금)

제 1 발표장 (소크라테스)

제 2 발표장 (플라톤)

10:00~10:30 [초청 강연 4] 남부발전 및 USC 순환 유동층 연소설비 소개 - 안관식 기술안전본부장 /한국남부발전

제 3 발표장 (비너스)

제 4 발표장 (제우스)

제 5 발표장 (그랜드볼룸2)
좌장: 이기만

10:30~11:00 [초청 강연 5] 가스공사 수소사업추진 전략 - 최양미 기술본부장 / 한국가스공사

좌장: 이중성

11:00~11:30 [초청 강연 6] 국내외 수소 가스터빈의 개발 현황 및 동향 - 이동훈 책임 / 두산중공업

좌장: 김대식
점 심 식 사 / 2019년 제2회 편집위원회 개최(호텔1층 해파랑)

11:30~12:30

세션 13 : 가스터빈

좌장: 김규태

세션 14 : 공해물질

좌장: 이영재

연료 조성에 따른 부분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소
특성 분석

물리·화학적 특성을 제어한 열분해 ULSD 매연입자의
산화 반응성에 대한 연구

저선회 연소기에 난류생성판의 위치에 따른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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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환경에서의 고폭약 폭풍파 수치해석
노태준*․여재익*†

Numerical Analysis of High Explosive Blast Wave in Various
Environments
Tae-jun Nam*, Jai-ick Yoh*†

ABSTRACT
When a pressure wave is generated by explosion of explosive, it propagates in specific
form of blast wave. The propagation of the blast wave in various environments usually
generates a complex pressure field by interaction with obstacles such as ground or walls
of structure. For simulating the system, a large-scale integrated hydrodynamic
simulation that can handle large spatial dimension is required. In order to reduce
computing load assigned to numerical process in material interface calculation, the
method of integration equations of state(EOS) between multi-materials is considered. To
validate that the simulation can predict the effects of blast waves properly, the simulated
results of two case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Key Words : Explosive; Explosion; Blast wave; Simulation;

고폭약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폭약 내에
서 생성 된 충격파 영향으로 충격파가 지나간 자
리에 고온 고압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고온
고압의 환경에 의하여 고폭약은 빠르게 폭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동반한 응축 된 가스가 생성된다. 방출
된 에너지는 폭풍파의 형태로 여러 개의 충격파
를 발생시키면서 대기 중에서 팽창한다. 폭풍파
는 진행과정에 있어 지면과 구조물의 벽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일부 파가 반사되게 된다.
이러한 반사파들이 다 방향의 벽으로부터 생성되
어 서로 간섭할 때, 매우 복잡한 압력 장이 만들
어진다.
폭풍파가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복잡한 압력 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
하여 매우 큰 공간에서 충격파에 의한 유동 장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하다. 폭발물이 폭발
하여 어느정도 팽창하였을 때, 폭발 생성물의 상
태방정식이 주변 대기의 상태방정식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물
질간의 경계를 추적하고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과
정을 생략하는 기법을 코드에 적용하여 계산 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 연락저자, jjyoh@snu.ac.kr
TEL : (02)880-1507 FAX : (02)-882-1507

간을 비약적으로 절약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코드가 폭풍파의 영향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환경에서 폭풍파 실험들을 수행하여 여러
위치에서 수집된 압력 데이터들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RDX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형
폭발물을 지면에서 1.8m 높이에서 폭발시키는
것이다. 개활지에서 전파되는 폭풍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폭원으로부터 4m부터 20m까지
6개의 센서로부터 시간에 따른 압력 값을 얻어
내었다. 위의 실험을 모사하기 위하여 Fig.1과
같은 초기조건으로 2 차원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폭풍파의 전파로 인하여 생기는 밀도나 에
너지와 같은 물리적 변수의 불연속이 생기는 부
분의 계산을 정밀하게 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격
자를 추가해주는 적응적 격자 기법을 적용하였다.
[2]
두 번째 실험은 2개의 방을 가진 구조물 안에
서 HMX 기반의 구형 폭발물을 연소시켜 옆의
방으로 폭풍파가 전파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조물 안에 4개의 센서를 설치하여
복잡한 압력 장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실험의
모사를 위한 초기 조건은 Fig. 2 와 같다. 구조물
에서 폭풍파는 사 방향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2
차원이 아닌 3차원 계산을 진행하였다. 위의 시
험에 사용한 폭약의 조성과 밀도는 Table 1에
정리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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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simulation for blast wave at
open space

Fig. 4 Time history of pressure at sensor
located at 2 room structure

후
Fig. 2 Schematic of simulation for blast wave in
2 room structure
Table 1 Sub-models in modeling
폭약

조성

밀도

RDX based

RDX 25, Al 35, AP 25,
Binder 15

1830

HMX based

HMX 66, Al 25, Binder
9

1900

수치적 해석 결과를 보면, 폭풍파 전파 과정과
벽면으로부터
반사되는
과정이
유사하게
예측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개활지에서의
폭풍파의 특성을 실험 및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또한, 구조물 내에서의
폭풍파를 분석한 결과는 Fig. 4에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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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history of pressure at sensor
located at 11m from cha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