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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lame stability of the synthetic gas (syngas) using 
an impinging premixed jet burner. Since the syngas mainly consisted of H2 and CO, the H2/CO mixture was 
simulated as the syngas. H2/CO mixture ratios, fuel/air mixture velocities and equivalence ratios were used 
as major parameters on the flame stability. The role of the impinging plate on the flame stability was also exa-
mined. In addition, laminar burning velocities of the H2/CO mixture were predicted numerically to under-
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ame stability for the syngas. The increase in the H2 concentration into the 
syngas brings about the extension of the blowout limit and the reduction in the flashback limit in terms of the 
stable flame region. The impinging jet plate broadened the blowout limit but does not play important role 
in changing of the flashback limit.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stability region of the flame using the syn-
gas, which is expressed in terms of the mixture velocity and the equivalence ratio in this study, significantly 
differed from that of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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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화석 연료 사

용으로 야기되는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

나가 이전에는 저급 연료로만 여겨졌던 합성가스 연

료의 활용이다. 이들 합성가스는 제철소의 부생가

스, 석탄의 가스화 공정 및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수

소 생산과정 등에서 발생된다. 이들 합성가스의 성

공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염 안정성을 포함한 연소

특성 향상 및 배출물 저감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합

성가스 혼합물들의 점화와 소염특성, 그리고 화염

전파 속도와 같은 기초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

으며, 이를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단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5].

합성가스는 일반적인 가스연료에 비해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합성가스의 주요성분이 H2와 CO
로 구성되어 있어 연소효율 및 배출물 발생에 있어

서 우수한 연소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합성가스에는 N2, CO2, H2O, CH4 등이 포함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료의 다양한 조성

비는 제조공정과 환경에 따라 변경되므로 엄밀한 연

소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장벽이 된다. 이
에 따라 합성가스의 안정적인 운전범위 도출 및 환

경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성의 합성가

스에 대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합성

가스의 주요 성분인 H2와 CO의 조성비 변화에 따른 
화염 안정화 특성 연구는 다양한 연소시스템의 설

계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용 건조로, 유리 용해로 및 상업용 보일

러용 연소시스템 등에서 균일 가열과 전열성능 및 

배출성능 향상을 위해서 연소실 내 화염을 직접 가

열 대상물이나 열교환기에 부딪치는 충돌 제트 연소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이 경우 균일가열 조업 특성

상 대부분의 연소기가 예혼합 형태의 충돌 제트화염

을 적용하고 있어 프로판이나 메탄 등 기존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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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화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이
러한 충돌 제트 연소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가열 대

상물이나 열교환기 역할을 충돌판으로 사용하는데, 
충돌판은 열교환기 형태로 열전달량을 쉽게 알 수 

있어, 연소특성에 관련하여 충돌면의 형상과 재질 등

을 변화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6-8]. 그
러나 최근 신재생 에너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합

성가스를 연료로 한 충돌 제트 예혼합화염에 대한 

연소특성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돌 예혼합화염을 대상으

로 혼합가스 주성분에 해당되는 CO와 H2 혼합연료

의 기초적인 연소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충돌 제

트 예혼합화염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료

조성, Reynolds 수(Re), 당량비, 충돌판과 노즐간의 

거리 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위 결과

들은 향후 충돌 제트 예혼합화염을 이용한 합성가

스의 연소 시스템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버너 및 충돌판 시스템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충돌 제트 예혼합 버

너의 개략도이다. 버너는 균일한 층류 유동을 얻기 

위하여 교축비가 25인 노즐형 버너로 제작되었다. 
노즐 출구는 내경(d) 10 mm, 길이 200 mm이며, 역
화 방지를 위하여 버너 높이 2/3지점까지 직경 2.5 mm
의 스테인레스 볼과 다공 메쉬(mesh)를 설치하였다.

정확한 화염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99.99% 고순

도의 H2, CO 및 공기 압축가스가 사용되었다. 이들 

유량은 습식 가스메터와 버블 유량계로 교정된 질

량 유량계(MFC)에 의해 조절되었다. 그리고 연료와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공기의 원활한 혼합을 위하여 버너 유입 전 혼합 

용기(mixing chamber)를 설치하였다. 실험 시 안전

을 위하여 각 용기의 출구에 역화 방지기를 추가적

으로 설치하였다.
충돌판은 각 실험 조건의 화염 크기를 고려하여 

지름 200 mm로 제작되었으며, 충돌판과 노즐과의 

거리(H)는 H/d=2로 고정되었다. 버너와의 원활한 높

이 조절을 위하여 충돌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버너 
노즐이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밀 이송장치가 

사용되었다. 또한 충돌판 표면의 응축수 생성과 과

열 방지를 위하여 충돌판 내부에서 배출되는 냉각

수의 온도는 온도센서를 이용한 자동 온도 조절장

치를 통해 70℃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실험과정에서 
화염온도 및 발생열량은 H2/CO의 조성비, 연료/공기 
혼합기의 유속 및 당량비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화염과 충돌판과의 일정한 열적 상호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돌판의 온도를 일정하

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연소조건에서 

충돌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은 본 연구

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향후 보다 정밀한 화염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2.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연료 조성비에 따른 화염 안정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H2/CO의 비율을 25/75%, 50/50%, 그
리고 75/25%로 각각 변화시켰다. 또한 주요 실험변

수로서 연료/공기 혼합기의 노즐 유속을 변화시켰으

며, 이때 적용된 Re 수는 노즐 직경(d) 및 평균 유

속을 기준으로 층류 영역에 해당되는 200~2,000의 

범위를 갖도록 하였다. 적용된 연료/공기 혼합기의 

당량비는 실용적으로 예혼합화염이 적용될 수 있는 

0.4~1.4의 범위에서 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충돌 제

트 예혼합버너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CH4 연료와 합

성가스의 화염 안정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예혼합화염의 안정영역은 당량비와 노

즐에서의 혼합기 평균유속(또는 Re 수)에 따라 역화

(flashback), 노즐에 부착된 화염(attached flame), 부상

화염(lifted flame) 및 화염날림(blow-out)의 경계선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선은 실험과정

에서 당량비 또는 Re 수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때

와 감소시킬 때 각각 부상화염과 노즐 부착화염이 

발생되는 조건이 변화하게 된다[8]. Fig. 2는 기초 

실험결과로서 H2/CO=50/50, Re=1,500 및 H/d=2인 

대표적인 실험조건에서 당량비가 단계적으로 감소

되는 실험방법과 증가되는 실험방법에 따른 화염 이

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량비가 단계적으로 감소

되는 조건에서는 당량비가 0.6에서 0.5로 변화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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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rect photos of the flame shapes for different 
equivalence ratios at H2/CO=50/50, Re=1,500 
and H/d=2.

화염이 부상된다. 반면에 당량비가 증가되는 조건

에서는 당량가 0.7에서 0.8로 변화될 때 화염이 부상

화염에서 노즐 부착화염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이력

현상(hysteresis)의 원인은 복잡한 비정상적 화염거

동으로서 조건변화에 따른 화염의 발생열량, 외부

로의 열손실 및 화염전파 속도 등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 합성가스에서 나타나는 이력현상의 상세한 원

인 규명은 본 연구의 범주에 벗어난다. 그러나 정

확한 화염 안정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료가 희박

한 조건(lean)에서 과농한 조건(rich)으로 변화되는 

일련의 실험과정을 ‘increasing’으로 표기하였으며, 
rich→lean의 조건을 ‘decreasing’으로 구분하여 화염 

안정영역을 표기하였다.
모든 실험조건에서 화염 안정영역은 노즐 출구의 

연료/공기 혼합기의 유속을 고정한 상황에서 당량비

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얻어졌다. 또한 혼합기

의 유속 변화를 통해 발생되는 이력현상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당량비를 고정한 상황에서 혼합기 유속을 

변화시킨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위 두 

가지의 실험방법을 통한 안정화 영역(선도)은 큰 차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버너와 충돌판 

사이의 화염 형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출 

및 셔터 스피드가 적용된 직접 이미지 촬영(Nikon, 
D50)이 수행되었다.

3. 수치해석을 통한 연소속도 예측

층류 예혼합화염의 안정성은 연료/공기 혼합기의 

유속과 층류 연소속도의 경쟁관계를 통해 역화, 노
즐 부착화염, 부상화염 및 화염날림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된 합성가스의 층류 

연소속도에 관한 정보는 합성가스의 안정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1
차원 자유전파 예혼합화염을 수치해석으로 모델링

한 Premixed code를 이용하였다. 1차원 예혼합화염

에 대한 연속방정식, 화학종 보존방정식, 에너지방

정식 및 상태방정식이 고려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기법은 참고문헌 [9]를 통

해 확인될 수 있다.
H2/CO 합성가스의 반응기구로는 14개의 화학종

과 38개의 가역반응으로 구성된 Davis 반응기구[10]
가 사용되었다. 각 화학종의 기초 물성치 계산은 

Chemkin-II package[11]와 Tranfit package [12]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H2(또는 H) 화학종이 고려될 때 

중요시 되는 다성분 전달 물성치(MULT keyword)와 

열적 확산효과(Soret effect, TDIF keyword)가 화학종 
전달방정식에 포함되었다. 모든 계산은 300 K과 1 
atm의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층류 연소속도에 관한 수치해석 결과

Fig. 3은 H2/CO 합성가스의 성분 비율이 25/75, 
50/50 및 75/25인 경우에 당량비 0.4~5.0 범위에서 

층류 연소속도의 예측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수치

계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H2/CO=50/50과 

25/75의 조건은 문헌에 보고된 실험결과[10,13]와 비

교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실험

결과의 연소속도 측정 불확실도(uncertainty)를 고려

할 때, 본 수치해석 결과는 기존의 실험결과들을 매

우 잘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량비 
1.0 근처에서 최대값을 갖는 CH4와 C3H8 연료와는 

달리 H2/CO 합성가스는 당량비 약 2.0 근처에서 최

대의 층류 연소속도를 갖게 된다. 또한 H2/CO의 혼

합비율에서 CO의 양이 증가함(25%→75%)에 따라서 
최대 연소속도가 발생되는 당량비는 연료가 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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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minar burning velocities for different H2/CO 
mixture ratios (H2/CO=25/75, 50/50 and 75/25).

농한 조건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 예혼합 또는 부분예혼합화염은 

주로 당량비 1.4 이하의 조건에서 발생된다(Fig. 3에
서 사선으로 표기된 영역). 따라서 당량비 0.4~1.4
의 범위에서 H2/CO 조성비에 따른 층류 연소속도

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합성가스에 H2의 농도가 25%
에서 75%로 증가할 때, 당량비 1.4에서 층류 연소속

도는 약 100 cm/s에서 약 200 cm/s로 급격하게 증

가하게 된다. 반면에 당량비 0.4에서 층류 연소속도

는 H2/CO의 성분과 무관하며 약 10 cm/s에 해당된

다. 즉 연료가 매우 희박한 당량비 0.4의 조건에서 

H2/CO의 혼합비율이 연소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없으며,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H2 농도의 증가

는 연소속도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위 결과

로 부터 합성가스를 이용한 연소시스템의 설계 및 

운전범위 도출에 H2/CO의 조성비는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뢰도가 확보된 수치해석을 

통한 연소속도의 정성적 및 정량적 결과는 본 연구

에서 수행된 합성가스의 충돌 제트 예혼합화염의 

안정화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할 것이다.

4.2. 충돌 예혼합화염의 안정화 특성(실험결과)
충돌제트 화염에서 충돌판의 유무는 화염 안정성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돌판

이 존재하지 않은 조건(즉, 일반적인 제트 화염)에서 
합성가스(H2/CO)와 CH4 예혼합화염에 대한 안정영

역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였다.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

인 CH4 연료에 대한 화염 안정영역을 동시에 측정

함으로서 합성가스와 일반적인 연료와의 안정화 특

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화염 안정화선도는 노즐 출

구의 평균 유속과 혼합기의 당량비에 의해 표현되었

다. 또한 Fig. 2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충돌 예혼합화

염에서는 Re 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당량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에 따라 이력현상이 발생되었지만, 충
돌판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당량비의 증가 또

는 감소에 따라 안정화선도에 큰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량비를 증가시킨 조건 ‘increasing’
에 의해 측정된 결과만을 도시하였다.

Fig. 4는 충돌판을 제거한 상태에서 H2/CO 및 CH4 
제트 예혼합화염의 안정화영역을 도시한 것이다. H2/ 
CO 화염에서 노즐에 부착되어 안정화되는 화염영

역(nozzle-stabilized flame)은 역화(flashback) 및 화염

날림(blow-out)의 경계에 의해 표현되었다. 일반적으

로 연소속도에 비해 연료/공기 혼합물의 유속이 점차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즐에 부착된 화염은 부상

(lifted flame)되고 더욱 증가된 혼합물의 유속조건에

서 화염날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H2/CO 화염

에서는 부상이 발생된 이후 바로 화염날림이 발생

되었으며, 화염날림 이전의 부상화염을 관찰할 수 

없었다. CH4 화염의 경우 매우 작은 유속의 범위에

서 부상이 관측되었으나, H2/CO 화염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화염날림 경계만을 도시하였다. H2/CO

(a) H2/CO premixed flames

(b) CH4 premixed flame
Fig. 4. Stability curves of H2/CO and CH4 premixed flames 

without an impinging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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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에서 화염날림 경계를 살펴보면, H2의 성분이 

25%에서 75%로 증가함에 따라 화염날림 경계는 고

려된 노즐 출구의 평균 유속에 대해 보다 낮은 당량

비에서 형성된다. 반면에 H2/CO 화염의 역화 경계는 
H2의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노즐 출구의 

평균 유속에서 형성된다. 즉 Fig. 3에서 확인하였듯

이 H2 성분의 증가는 연소속도의 급격한 증가를 유

발하며, 이를 통해 화염의 안정영역은 화염날림 측

면에서 보다 증가하게 되지만, 역화 측면에서는 감

소하게 되는 상반된 결과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합성가스에서 H2 농도의 변화는 화염 안정영역의 변

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안정영역의 면적 비교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2/CO 화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소속도를 갖는 CH4 화염은 화염

날림이 발생되는 경계는 매우 높은 당량비에서 형성

된다. 또한 본 실험의 최소 노즐 출구유속에 해당되

는 0.31 m/s 이상에서는 역화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

다. 위 결과로 부터 본 실험에서 고려된 당량비 0.4~ 
1.4와 유속 조건(Re < 2,000)에서 H2/CO로 구성된 합

성가스 화염의 안정영역은 CH4 화염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른 연료/공기 혼합기 유속 및 당량비의 범위

에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충돌판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H2/CO 조성

비 변화에 따른 화염 안정영역을 도시한 결과이다. 
Fig. 2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안정화 선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고정된 연료/공기 혼합기 유속에 대한 당

량비의 변화방향에 따른 ‘increasing’ 방법(Φ↑)과 ‘de-
creasing’ 방법(Φ↓)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H2/CO
의 모든 조성에 대하여 화염날림 및 역화가 발생되

는 경계는 ‘increasing’과 ‘decreasing’의 당량비 변화

방향에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러나 부상화염의 발생은 각 H2/CO의 조성에 대하

여 당량비 변화방향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상화염의 존재 및 이력현상은 
충돌판이 없는 조건(Fig. 4)에서는 관측되지 않았으

며, 화염과 충돌판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H2/CO의 조성변화에 따른 충돌 예

혼합화염의 안정화 특성을 살펴보자. 먼저 화염날림 
경계를 비교해 보면, H2 농도의 증가는 연소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화염날림 경계를 보다 낮은 당량비

에서 형성시킨다. 반면에 H2 농도의 증가는 동일 원

인을 통해 임의의 당량비에서 보다 큰 노즐 출구의 

혼합기 유속에서 역화 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당량

비 변화방향에 따라 뚜렷한 이력현상이 발생되는 

부상화염 영역을 살펴보면, H2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그 면적은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
는 H2 농도의 증가에 따른 연소속도의 급격한 증가

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H2 
농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복사에 의한 외부 열손실

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당량비 변화방향에 따른 이력

현상 발생영역을 보다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Figs. 4(a)와 5의 비교를 통해 충돌판의 존재 여

부에 따른 화염 안정화특성을 살펴보면, H2/CO=25/ 
75의 조건에서 화염날림이 발생되는 당량비의 범위

는 충돌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0.6~0.8이며, 
충돌판이 존재하는 경우는 0.5~0.6이다. 즉 화염날

림이 발생되는 경계는 충돌판의 존재로 인하여 약 

0.1~0.2 만큼 감소된 당량비의 조건에서 형성된다. 반
면에 역화가 발생되는 경계는 충돌판의 유무에 상관

Fig. 5. Stability curves of impinging premixed flames for 
different H2/CO mixture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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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거의 일정하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

과 부상화염과 노즐 부착화염을 포함하는 화염 안

정영역은 크게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은 모든 H2/CO의 조성에 대해서도 정성적 및 정

량적으로 유사하게 관측된다. 그러나 실용적 측면에

서 화염이 항상 노즐에 부착되어 안정된 조건을 확

인하면, ‘increasing’ 방법에 의해 측정된 부상화염의 
경계와 역화 경계에 의해 결정되는 노즐 부착화염

의 안정영역은 충돌판이 존재할 때 오히려 감소한

다. 결론적으로 H2/CO의 조성변화에 무관하게 충돌

판의 존재는 노즐에 부착된 화염의 안정영역을 오

히려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Fig. 6은 H/d=2의 위치에 충돌판이 존재하는 조

건에서 CH4 연료의 화염 안정영역을 도시한 결과이

다. 충돌판이 존재하지 않은 Fig. 4(b)와 비교할 때, 
충돌판의 존재는 화염날림이 발생되는 경계가 약 

0.1~0.2 만큼 감소된 당량비의 조건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H2/CO 화염에서의 결과

와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충돌판이 없는 조건에서 화염날림이 발생되는 

경계는 충돌판이 있는 조건에서 ‘decreasing’ 방법에 

의해 결정된 부상화염 경계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갖는다. 위 결과를 통해 충돌판의 존재가 각 연료

의 화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합성연료의 충돌 예혼합화염에 대한 현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Fig. 7은 H2/CO 조성변화에 따른 화염

사진을 나타낸 결과이다. Fig. 5에서 언급된 화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increasing’에 의한 당량비 변화

에 따한 화염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에서 CO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염은 더욱 밝아지며, 노즐

에 부착된 화염에서 내부 콘 형상의 화염 길이가 

길어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량비가

Fig. 6. Stability curves of impinging premixed flames for 
CH4.

증가하면 부상 화염의 부상 높이는 낮아지고 노즐

에 부착된 화염 내부 콘 형상의 화염 길이가 짧아지

며 역화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본 

실험에서 연소속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화염면의 형상과 수치해석의 결과

를 통해 H2/CO 조성변화, 혼합기 유속 및 당량비에 

따른 연소속도의 변화 및 화염 안정영역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

Fig. 7. Direct photos of the flame shapes for different H2/ 
CO mixture ratios under the conditions of lifted and 
nozzle-stabilized flam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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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H2와 CO가 혼합된 합성가스의 충돌 예혼합화염

의 안정성에 대하여 연료 조성비, 충돌판의 유무, 혼
합기의 유속 및 당량비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H2/CO 예혼합화염의 층류 연소속도에 대한 수

치해석을 통해, 연료가 매우 희박한 당량비 0.4 근처

에서 H2/CO 혼합비율은 연소속도에 큰 영향을 주

지 않으며,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H2 농도의 증가

는 연소속도의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충돌판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합성가스의 H2 농

도 증가는 연소속도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화염의 

안정영역은 화염날림 측면에서 보다 증가하지만, 역
화 측면에서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갖는다. 결과

적으로 H2 농도의 변화는 화염 안정영역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H2/CO 충돌 예혼합화염의 날림현상은 충돌판

의 존재로 인하여 약 0.1~0.2 만큼 감소된 당량비에

서 발생되지만, 역화의 발생은 충돌판의 유무에 상관

없이 거의 일정한 혼합기의 유속 및 당량비에서 발생

하게 된다.
4) H2/CO와 CH4 충돌 예혼합화염에 대하여 혼합

기 유속 및 당량비로 표현된 안정화 영역은 매우 다

른 범위에서 형성되지만, 각 화염에 대한 충돌판의 

유무가 안정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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