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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yngas chemical kinetics on the basic flame pro-
perties and the structure of the Syngas nonpremixed flames. In order to realistically represent the turbulence- 
chemistry interaction and the spatial inhomogeneity of scalar dissipation rate, the Eulerian Particle Flamelet 
Model (EPFM) with multiple flamelets has been applied to simulate the combustion processes and NOx 
formation in the syngas turbulent nonpremixed flames. Validation cases include the Syngas turbulent nonpre-
mixed jet and swirling flames. Based on numerical results, the detailed discussion has been made for the effects 
of the chemical kinetics, the flame structure, and NOx formation characteristics in the turbulent Syngas 
nonpremixed flames.

Key Words : turbulent nonpremixed flame, swirling Flow, Eulerian particle flamelet model, syngas, turbu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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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와 

같은 연료들은 연료의 높은 가격 때문에 석탄이나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연료들의 가스화 전처리를 통

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이러한 합성가스를 이용

하여 발전하는 분야의 연구가 최근에 와서 크게 증

가하고 있다. EU나 미국,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에서 가스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합성가스를 이용하

는 가스터빈 발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최근에 합성가스에 대

한 고온, 고압 상태에서의 화학반응기구[2,3]에 대

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EU의 HEGSA(High 
Efficiency Gas-turbine for Syngas Application) 프로

젝트에 의해 가스터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4]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화학반

응기구에 대한 층류화염속도와 난류 제트화염의 수

치해석을 통해 화학반응기구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Syngas 난류 선회 연소

기에서의 상세 화염구조 및 공해물질 배출 특성을 

해석하여 보았다.

2. 물리 및 수치 모델

2.1 난류 연소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EPFM(Eulerian Particle Flam-
elet Model) 모델에 대한 내용은 참고문헌[5,9,10]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한다. 층류화염편내

의 화학종 및 에너지를 지배하는 방정식을 혼합분율

(mixture fraction) Z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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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syngas kinetics on laminar flame speed for 4 different compositions at atmospheric pressure.

이때, 공간상에서 혼합분율상으로 좌표변환을 하

게 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매개 변수인 스칼라소

산율 χ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층류화염

편내의 분자단위 확산에 대한 특성시간의 역수로 

해석할 수 있다.

χ≡D xj
Z 



≃χstfZ  χstZst ln
ln (3)

초기에 RIF(Representative Interactiv Flamelet) 모델

은 전체 해석영역에 대한 국소화염구조가 하나의 층

류화염편(single RIF)으로 대표된다고 가정하였으나, 
Barths[5] 등은 주어진 시간에서 공간상으로 불균일

하게 존재하는 스칼라소산율의 분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한 multiple RIF 모델인 EPFM(Eulerian 
Partilce Flamelet Model)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각 화학종의 평균질량분율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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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Z)는 beta 함수를 사용한 혼합분율에 대

한 확률밀도함수(PDF)를 의미하고, Ii(x,t)는 주어진 

시간 t와 공간 x에서 i번째 RIF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여 다음과 같은 보존방정식을 통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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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 나타난 Yki는 i번째 RIF에 대해 식(1)과 

(2)로 계산된 비정상상태 해를 의미하며, 이를 구하

기 위한 조건부 스칼라소산율 <χ/Z>i는 식 (3)에서

처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χZ i χst i fZ (6)

주어진 시간에서 i번째 RIF이 가지는 평균조건부 

스칼라소산율[9,10]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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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syngas kinetics on laminar flame speed for 3 different compositions at P=2.0 atm.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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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 K. Law[2]와 E. Ranzi[3], Gri-
mech 2.11[8]의 화학반응기구를 사용하여 층류화염

속도를 비교하였고, 난류 제트화염을 통하여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학반응기구에 따른 층류화염속도

Gri-mech 2.11, C. K. Law, Ranzi의 세가지 화학

반응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료

조성과 압력에 대하여 층류화염속도를 실험치와 비

교하여 보았다. 층류화염속도의 계산은 Chemkin pac-
kage의 PREMIX 코드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Fig. 1은 1기압에서 세가지 화학반응기구의 당량

비에 따라 각기 다른 연료조성을 가질 때의 층류화

염속도를 실험치와 비교한 것이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K. Law와 Ranzi의 화학반응기구는 모

든 당량비와 조성에 대해서 실험치와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Grimech의 경우에는 모든 당량비 

영역에서 층류화염속도를 실험치 및 다른 화학반응

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과대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연료중의 수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과대예측의 편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2는 2기압일 때의 세가지 화학반응기구에 따

른 층류 화염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2기압일 때에

도 1기압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합

성가스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특히 수소의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Grimech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화학반응기구에 따른 비예혼합 화염구조의 
해석

연료의 조성이 CO/H2/N2=0.4:0.3:0.2인 경우 압력

에 따라 Grimech 2.11, Law, Ranzi의 화학반응기구

에 따라 화염구조가 어떻게 다른 특성을 나는지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여 보았다.
Fig. 3은 세가지 화학반응기구에 따른 화염편 구

조를 위의 4가지 압력에 대해서 나타낸 결과이다. 
Fig. 3에서 실선은 χ=0.001 s-1일 때를 나타내고, 점
선은 χ=400.0 s-1일 때를 나타낸다. 세가지 화학반응

기구는 온도와 CO2, H2O와 같은 주요화학종과 OH
와 같은 희귀화학종 모두에서 대체로 비슷한 결과

를 보여준다. 또한 압력이 증가할수록 온도가 증가

하고 chemical dissociation의 감소로 OH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anzi의 화학반

응기구는 결과는 다른 두 화학반응기구보다 온도와 

OH 농도를 모든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압력에 대한 민감도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특히 농후한 영역에서 압력에 

따라 조금 민감하게 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3.3 Syngas 난류 제트 화염에서 화학반응기구
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Sandia의 CHN 제트화염[6]에 대하

여 세가지 화학반응기구의 영향을 비교하여 보았다. 
연료의 조성은 CO:H2:N2 = 40:30:20 이고, 연료의 속

도는 76 m/s, 동축공기는 0.75 m/s이다. 연료노즐의 

직경은 Df = 4.58 mm이고 공기는 연료노즐 직경의 

3배이다.
Fig. 4(a)는 혼합분율, 혼합분율의 변동량, 온도의 

중심선 분포를 나타내고 Fig. 4(b)는 OH와 NO의 질

량분율의 중심선 분포를 각각 실험과 비교한 것이

다. Fig. 4(a)에서 볼 수 있듯이 혼합장은 세가지 화

학반응기구 모두 동일하지만 온도의 예측에서는 Ranzi
의 화학반응기구가 가장 높게 예측하였다. Fig. 4(b)
에서는 OH와 NO의 분포는 Ranzi의 화학반응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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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yngas kinetics on syngas-air flame flamelet structures for 4 different pressures (P= 1.0, 5.0, 10.0, 
15.0 atm).

Fig. 4. Centerline profiles of mixture fraction, variance of mixture fraction, temperature (left) and mass fraction of OH
and NO (right) for turbulent syngas jet flame at 1 atm.

가 가장 실험과 근접하게 예측하였으며 C. K. Law
와 Grimech은 모두 과대 예측하였다.

Fig. 5는 축방향으로 4가지 위치에 있는 점에서

의 OH와 NO의 조건부 평균값을 세가지 화학반응기

구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OH의 분포에서는 Law의 

화학반응기구가 과대예측하는 특성이 나타내고 있

으며 나머지 두 화학반응기구는 거의 비슷하게 예

측하였다. 하지만 NO의 분포를 보면 세 화학반응

기구 모두 실험치에 비해 과대예측하는 특성을 보

이고 있지만 Ranzi의 화학반응기구가 실험값에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NO의 경우는 큰 차이는 NOx 화학반응기구

와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Grimech을 제외

하고 각 화학반응기구에 최적화된 NOx 생성기구와 

연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로부터 Ranzi의 화학반응기구가 Syngas

의 해석에 있어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3.4 Syngas 난류 선회 연소기의 해석

EU의 HEGSA(High Efficiency Gas-Turbine for Syn-
gas Application) 프로젝트에 의해 DLR에서 실험한 

석탄가스 난류 선회연소기[7]의 Geometry 및 입구

조건, axial vane과 radial swirler는 Fig. 6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Table 2는 연료의 조성과 연소기의 운전조건을 나

타낸다. 연소기의 공연비는 2.0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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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ditional profiles of OH and NO mass fraction for turbulent syngas nonpremixed jet flame along the 4 axial
locations.

Fig. 6. DLR HEGSA swirl combustor : (a) geometry and inlet condition, (b) axial vane, (c) radial swirler.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HEGSA swirl burner
m6 m7 m6 m7

Load[kW] 10 10 20 20
Pres. 1-1.15 bar

CO[g/s] 0.581 0.344 1.162 0.687
H2[g/s] 0.029 0.017 0.058 0.034

CH4[g/s] - 0.074 - 0.148
N2[g/s] 1.256 0.745 2.519 1.490

Tair 293 K / 493 K
Tfuel 293 K

본 연구에서는 M6의 10와 20 kW의 경우에 대하 

Ranzi의 화학반응기구를 이용하여 난류 선회 연소

기 내의 화염구조와 공해물질 생성특성을 알아보고

자 한다.
Fig. 7은 출력에 따른 속도장과 유선, 입구부근에

서 이론 당량비를 가지는 선을 나타낸 것이다.
속도장을 보면, 입구에서 공기 측의 강한 스월 때

문에 45도 방향으로 강한 전단류를 형성하면서 혼

합특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한 연소기의 중심부에

서부터 입구쪽으로 재순환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재순환 유동은 유선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20 kW인 경우에는 10 kW 때보다 빠른 

속도 때문에 혼합특성이 더 좋아지고 재순환 유동이 
더 크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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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kW (b) 20 kW
Fig. 7. Velocity vector, streamline and stoichiometric line of M6, (a) 10 kW, (b) 20 kW.

(a) 10 kW (b) 20 kW
Fig. 8. Temperature and mass fraction of OH and NO in case of M6, (a) 10 kW, (b) 20 kW.

Fig. 8은 온도장, OH, NO의 질량분율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혼합분율 변동량의 분포는 강한 전단

류 영역과 재순환 유동의 입구 영역에서 크게 예측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입구의 강한 전단류 부분

에서는 높은 스칼라 소산율을 갖게하여 이론 당량적 
혼합분률을 가지더라고 온도가 낮게 예측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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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kW

(b) 20 kW
Fig. 9. Condition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mass fraction of OH and NO for M6, (a) 10 kW, (b) 20 kW.

비평형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게 

한다. 또한 재순환 유동에 의해 고온의 생성물이 입

구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고 화염을 유지시켜 주

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난류화

염장에서의 비평형특성은 평균온도장에서도 부분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회난류 확산화염장내의 

최대 온도는 화염장에서 스칼라 소산율을 훨씬 크

게 나타나는 20 kW인 경우가 10 kW인 경우보다 

20 K 정도 낮게 예측되었다. OH의 분포를 보면, 주 

연소영역에서 온도가 더 높은 10 kW의 경우보다 

온도가 낮은 20 kW의 경우에서 OH 활성종의 농도

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 kW인 경우에는 빠른 속도에 기인하는 높은 스

칼라소산율로 인해 비평형효과가 증가하여 높은 농

도의 OH의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NO의 농도분포

는 주 연소영역에서 온도가 더 높은 10 kW인 경우

가 더 높은 NO농도분포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염의 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긴 체

류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의 생성을 위한 상

대적으로 높은 온도와 긴 반응시간이 충족되기 때

문이다.
Fig. 9는 이론당량적 혼합분률을 갖는 영역을 각

각 강한 전단류가 흐르는 부분과 재순환유동이 생

기는 부분에서 x=0.005, 0.01, 0,02, 0.03 인 곳에서

의 온도와 OH, NO의 질량분률의 조건부평균 분포와 
PDF 형상를 나타낸 것이다. 강한 전단류가 발생하

는 영역은 높은 혼합분률의 변동량 값과 높은 스칼

라 소산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는 PDF
의 형상이 넓게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OH
의 분포도 비평형효과 때문에 높은 값으로 분포하

고 있다가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O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높은 체류시

간을 갖는 재순환유동의 영역에서 높은 분포를 갖

는다. 20 kW인 경우에 10 kW때에 비해 더 높은 

OH의 분포와 낮은 NO의 분포를 갖는데 이는 높은 

속도에의해 전단류 영역에서의 비평형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나고 재순환유동에서의 체류시간이 더 짧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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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yngas kinetics에 따른 층류화염

속도와 확산화염구조에 대한 예측능력 및 적용가능

성을 비교 검증해보고, 난류제트화염을 통해서 그 

적용가능성 및 예측능력을 검증하여 보았다. 이를 바

탕으로 syngas 난류 선회 연소기에 대하여 Eulerian 
Particle Flamelet Model을 적용하여 상세화염구조 

및 공해물질 배출특성해석을 해보았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층류화염속도에 대한 세가지 화학반응기구 중

에 Grimech을 제외한 Ranzi와 C. K. Law의 화학반

응기구는 대체로 실험치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2) 비예혼합 화염편 구조에서는 높은 압력이나 낮

은 스칼라 소산율을 가질 때는 온도나 주요 화학종

에서는 화학반응기구에 따른 차이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압이나 높은 스칼라 소

산율을 가질 때에는 OH와 같은 활성종의 생성이 

화학반응기구마다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민감도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3) 난류 제트화염장 해석에서는 세 가지 화학반응

기구가 모두 NO를 과대예측하였으나 Ranzi의 화학

반응기구가 가장 실험에 근접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4) 난류 선회 연소기의 수치해석을 통하여 화염

구조와 공해물질배출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선
회 연소기의 강한 전단류와 재순환 유동은 각각 비

평형평효과와 체류시간에 영향을 주어 화염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OH와 NO의 생성특성에 큰 영

향을 미쳤다. 20 kW인 경우는 10 kW인 경우보다 속

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비평형효과와 짧

은 체류시간으로 인해 OH의 농도는 높고 NO 농도

는 낮게 예측되었고 이러한 특성은 조건부 평균분

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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