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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cell formation in hydrocarbon/hydrogen/carbon monoxide-air premixed flames, the outward 
propagation and cellular instabilities were experimentally studied in a constant pressure combustion chamber 
at room temperature and elevated pressures. Unstretched laminar burning velocities and Markstein lengths of 
the mixtures were obtained by analyzing high-speed schlieren images. In this study, hydrodynamic and diffu-
sional-thermal instabilities were evaluated to examine their effects on flame instabilities. The experimentally- 
measured unstretched laminar burning velocities were compared to numerical predictions using the PREMIX 
code. Effective Lewis numbers of premixed flames with methane addition decreased for all of the cases; mean-
while, effective Lewis numbers with propane addition increased for lean and stoichiometric conditions and 
increased for rich and stoichiometric cases for hydrogen-enriched flames. With the addition of propane, the 
propensity for cell formation significantly was diminished, whereas cellular instabilities for hydrogen-enriched 
flames were promoted. However, similar behavior of cellularity was obtained with the addition of methane 
to the reactant mixtures.

Key Words : Cellular instability, Effective lewis number, Premixed flame, Unstretched laminar burning velocity, 
Markstein length, Hydrodynamic instability, Diffusional-thermal instability, Critical radius, 
Critical peclet number

1. 서 론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은 오래전

부터 체에너지의 필요성을 증명해왔다. 메탄, 프
로판과 같은 탄화수소연료는 내연기관(Spark- ignition 
engine)에서 훌륭한 잠재력을 지니지만[1,2], 연소생

성물인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체

에너지로서의 자질은 부족하다. 최근, 수소는 높은 

화염전파속도와 배출된 연소생성물이 인체에 무해

하다는 이점에 의거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4]. 하지만, 수소혼합물은 화염 면에 생성되는 셀

(Cell)의 생성시간을 앞당기게 되는데 이는 미연 가

스 측(Unburned gas side)에 난류를 유발하여 화염전

파속도(Laminar burning velocity)를 급속하게 증가시

켜 결국 가스폭발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순수 수소보다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물형태

인 합성가스(Syngas or Synthesis gas)로 사용되고 있

다. 합성가스는 석탄, 바이오매스, 유기체, 그리고 

정제잔여물[5] 등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가스화과

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합성가스에 탄화수소, 수소,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결합된 예혼합 화염(Premixed 
flame)의 연소특성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예혼합 화염에서 셀 불안정성(Cellular instability)
에 의하여 형성된 화염면의 주름은 관심 상 중 하

나이다. 예혼합 화염의 셀 불안정성은 부력에 의한 

불안정성(Body-force instability), 수력학적 불안정성

(Hydrodynamic instability), 물질-열확산 불안정성(Di-
ffusional-thermal instability)의 세 가지의 요인과 관

련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화염전파속도는 

부력의 영향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에 화

염전파속도가 작은 경우 발생하는 부력에 의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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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experimental setup.

안정성은 무시될 수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

생하는 화염 불안정성은 수력학적 불안정성과 물질

-열확산 불안정성에 관해서만 평가하기로 한다. 화
염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점화 초기단계

에서는 주로 물질-열확산 불안정성에 영향을 받고, 
화염이 성장할 때에는 수력학적인 영향이 지배적이

다[6]. 점화초기에 형성된 셀은 작은 화염반경에 따

른 강한 곡률(높은 스트레치)로부터 억제되지만, 화
염이 팽창함에 따라 스트레치가 작아져 셀 불안정

성은 더 이상 억제되지 못해 결국 화염의 전 면적에 

걸쳐 셀 불안정성이 발발하게 된다. 즉, 셀 불안정성

의 발발은 임계반경(Critical radius)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그룹에서 선행된 합성가스와 공기를 혼합

한 예혼합 화염에서 탄화수소 및 희석제 첨가효과에 
관한 연구[11,12]를 비롯하여 수소-공기, 수소/탄화

수소-공기[6-10] 화염에서 셀 화염의 불안정한 거동

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춘 수많은 연구들이 선행된 
바 있다. 하지만, 탄화수소/수소/일산화탄소-공기화

염에서 셀 불안정성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다소 부족

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해서 좀 더 명확히 규

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

탄/수소/일산화탄소-공기화염과 프로판/수소/일산화

탄소-공기 화염에 있어서 40%, 60%, 그리고 80% 의 

수소를, 5%, 10%, 15%, 20%의 메탄과 프로판을 첨

가하였을 경우 화염전파속도, Markstein length, 셀 형

성의 거동, 그리고 셀 화염으로의 천이에 관하여 다

룬다. 실험은 상온, 고압상태에서 여러 당량비(Equi-
valence ratio)조건에 해 구형화염전파법으로 수행

하였다. 해당 실험방법은 화염전파속도와 셀 불안정

성을 측정하는데 최적화 되어있으며, 높은 초기압력

과 높은 초기온도에 관하여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6,7,13,14].

2. 실험 및 수치해석 세부사항

2.1.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연소기는 체적이 일정한 실

린더 형으로 내부지름 200 mm, 길이가 220 mm 이고, 
양면에 직경 100 mm, 두께 40 mm의 석영(Quartz) 창
을 부착하여 광학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연소기내부의 중앙부에는 직경 0.5 mm의 텅스텐 전

극 봉이 연결되어 10 kV까지의 전압을 공급해 준다. 
반응 혼합물은 각각의 가스가 실험조건에서 설정한 

초기압력(Pu)에 상응하는 부분압력으로 공급하였으

며, 이를 압력계측기로 측정하였다. 가스주입 후 무

질서 된 내부유동이 안정화상태에 도달하게 하기위

하여 15분의 시간간격을 두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
소기 중심부에서 점화가 이루어지면 화염 핵(Flame 
kernel)이 형성되는데, 화염이 성장하여 연소기 벽에 

닿는 순간 소화하게 된다. Fig. 1은 본 실험에 사용

된 장치의 세부사항을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화염이 

전파하는 상은 300 W의 할로겐 광원과 150 mm 오
목거울 한 쌍으로 구성된 쉴리렌 시스템으로 가시

화 하였고, 이를 초당 10,000 프레임으로 촬영 가능

한 고속카메라(Phantom v7.2)를 이용하여 기록하였

다. 연소 후 연소기 내부의 연소생성물은 실험실 배

기시스템을 통하여 배출시켰고 응축된 물이나 수증

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였다. 화
염반경은 6 mm 이상, 30 mm 이하의 범위에서만 다

루었는데, 최소경계는 점화 시 전기적 교란이 제거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고 최 한계는 화염이 연소실 

벽으로부터의 간섭이 제거되는 지점이며 최 한계

에 해당반경에서의 압력증가는 초기압력의 1.0% 이
내로 제한된다[15]. 본 실험에서 각각의 가스는 다음

과 같은 체적분율(Volume fraction)에 기초하여 공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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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ive volumetric fraction of hydrocarbon in the fuel blend, 

XHC
φ = 0.8 φ = 1.0 φ = 1.2

CH4 C3H8 CH4 C3H8 CH4 C3H8

5% 0.15 0.29 0.14 0.28 0.14 0.27
10% 0.26 0.46 0.26 0.45 0.25 0.44
15% 0.36 0.58 0.35 0.56 0.35 0.55
20% 0.45 0.66 0.44 0.65 0.43 0.64

  


(1)

여기서 i = CH4, C3H8, H2, CO를 나타내며, VHC, VH2, 
그리고 VCO는 혼합물에서 각각 탄화수소, 수소, 일
산화탄소의 체적을 의미한다.

예혼합 화염에서 메탄과 프로판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같은 몰(Mole)의 첨가라고 할지라도 프로판은 

메탄보다 더 많은 탄소, 수소원자와 더 많은 연료성

분을 갖기 때문에 필요한 산화제의 양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혼합연료에서 유효한 체적분율(Volume frac-
tion)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정의하는 것은 유용한 방

법이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VAir-HC, VAir-H2, 그리고 VAir-CO는 각각 탄화수

소, 수소 그리고 일산화탄소에 상응하는 공기의 체

적이다. 탄화수소/수소/일산화탄소-공기의 체적분율, 
XHC = 5%, 10%, 15%, 20% 인 α에 해당하는 값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화염전파속도와 Markstein Length
구형으로 확장하는 화염에서 스트레치를 받은 실

제화염속도, Sn은 실험으로부터 측정한 순간화염반

경을 아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6-18].

  
 (3)

여기서 R은 쉴리렌 이미지의 순간화염반경이고 t는 

시간이다. 식 (4)와 같이 화염 스트레치 율(Flame stretch 
rate) K는 화염면적 A의 수에 관한 라그랑지안 시

간도함수이다[16,19,20].


ln

 


 (4)

여기서 A는 화염면적이다. 구형화염에서 화염 스트

레치 율은 곡률과 화염형상의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5)

식 (3)과 (5)로부터, Sn(Stretched flame velocity)과 

K(Flame stretch rate)의 계산이 가능하다. Sn은 K와 

아래와 같이 선형관계를 갖는다[2,16,17,20].

   (6)

여기서 S1은 스트레치를 받지 않은 화염속도이고 Lb

는 기연가스의 Markstein length이며 화염 스트레치 

율에 한 화염속도의 관계를 나타낸다. S1은 Sn - K
의 그래프에서 K = 0인 지점으로부터 근사하여 계산

할 수 있고, Lb는 Sn - K그래프에서 음의 기울기를 의

미한다. S1을 예측한 후 스트레치를 받지 않은 화염

전파속도는 질량보존관계로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7)

여기서 ρ u는 미연혼합물의 밀도이고 ρ b는 기연가스 

측의 연소 후 반응물의 밀도이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치를 받지 않은 화염전파속도

를 예측하기 위하여 PREMIX 코드[21]를 사용하였

고, 이를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으며 H2/CO/C1-C4모

델에 사용가능한 USC Mech Version II의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이용하였다. 이는 111가지의 화학종과 

784가지의 기본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22].

3. 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인

수력학적 불안정성은 화염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인자로 화염면사이의 열 팽창율(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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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ratio, σ)로부터 야기되는데, 열 팽창율은 

기연 가스 측의 밀도(ρb)와 미연 가스 측의 밀도(ρu)
의 비로 정의된다.[23] 또한, 화염두께(Flame thick-
ness, lf)역시 수력학적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하는 주

요변수인데 화염두께가 얇아지면 곡률효과가 줄어

들고 Baroclinic 토크강도를 증가시킨다. Baroclinic 
토크는 ∇ρ ×∇P/ρ 2와 같이 정의되며, 화염면을 가

로지르는 밀도구배와 압력구배의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24].
물질-열확산 불안정성은 연료 확산과 열확산의 

립에 의해 야기되며, 루이스 수(Lewis number, Le)
로 나타낼 수 있다. Le는 혼합물의 열 확산에 한 

반응연료의 물질 확산의 비로 나타낸다[16,25]. 물질

-열확산 불안정성의 관점에서 Le가 1보다 큰 경우 

화염은 안정하고, 1보다 작은 경우 불안정하다.

3.1. 유효 루이스 수

본 연구에서 세 가지의 연료(H2, CO, hydro-carbon 
(HC))가 사용되었으므로, 연료 루이스 수는 각각의 

연료 루이스수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을 고

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9-11].

   
    

     

(8)

여기서 LeHC, LeH2, 그리고 LeCO는 φ i = (Xi / XA) / (XF /
XA)st에서 i-공기(i = HC/H2/CO) 혼합물의 연료 루이

스 수이다. XF와 XA는 반응 혼합물에서 연료와 공기

의 몰분율(Mole fraction)[9,11]이고, q = qHC + qH2 +
qCO는 총 열 방출량(Total heat release)이다. qj( j = 
HC, H2, CO)는 소모된 화학종 j와 관련한 무차원 열 

방출을 나타내고, 이는 qj = QYj/cPTu로 정의된다. Q
는 반응열, Yj는 공급된 화학종 j의 질량분율, cP는 

미연가스의 비열, 그리고 Tu는 미연가스의 온도이다

[10].
유효 루이스 수(Effective Lewis number)는 연료 루

이스 수(LeF)와 산화제 루이스 수(LeO)의 조합으로 

정의된다[11,12,26].

 

     (9)

여기서 LeE와 LeD는 각각 과도한 루이스 수와 불충

분한 루이스 수를 말한다(즉, φ < 1인 경우 연료가 

공기보다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LeD는 연료 루이스 

수, LeE는 산화제의 루이스 수가 된다. 반 로 φ > 
1인 경우 LeD는 산화제 루이스 수 그리고 LeE는 연

료 루이스 수로 나타낼 수 있다). A1 = 1 + β(Φ - 1)는 

혼합강도를 나타내고, Φ는 이론당량비(Stoichiometric 
ratio)조건에서 과도한 반응물과 불충분한 반응물의 

질량비를 말하며(φ≤1라면 Φ = 1/φ, φ > 1라면 Φ = φ), 
β = Ea(Tad - Tu) / R0T2

ad는 Zeldovich 수이다. Tad는 단

열화염온도로,   ln    는 활성

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로 그리고, R0는 일반기

체상수로 정의된다. ρu, ρb와 더불어 Tad는 평형상태

로 가정하여 EQUIL cod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7].

3.2. 열팽창율과 화염두께

층류화염두께(lf)는 특성 길이로 수력학적 불안정

성을 평가하기위해, 그리고 셀 불안정성의 척도가 

되는 변수 중 하나인 임계 Peclet 수(Pecr)를 계산하

는 과정에서 화염반경과 무차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특성화염두께는 C.K. Law 연구그룹에

서 제안한 관계식을 사용하였다[10].

 
  (10)

여기서 λ와 cP는 1,200 K에서 열전도도와 비열을 나

타내며 화염온도의 근사평균에 해당하는 값이다[10].
열팽창률(σ)은 미연가스와 기연가스의 밀도 비

(ρu/ρb)로 표현할 수 있다.

4. 결과 및 검토

4.1. 스트레치를 받지 않은 화염전파속도와 Mark-
stein lengths

화염전파속도는 연소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변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연소이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나 수치해석 모델의 유효성의 근거로 화염전

파속도의 정확한 측정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Fig. 
2는 Pu = 0.2 MPa, φ = 1.0의 조건에서 탄화수소/수
소/일산화탄소-공기 혼합물의 스트레치를 받지 않은 

화염전파속도(  )의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한 그

래프를 나타내며 이는 서로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2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의 양

이 증가함에 따라  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증가

의 경향은 수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컸다. 반면 혼합

물에 탄화수소연료를 첨가할 경우에는  가 감소하

였다. 이는 열적효과(Thermal effect)로 생각할 수 있

는데 혼합물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열 방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단열화염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반면 

탄화수소연료첨가의 경우 반 의 결과가 도출되었

다[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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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points) and calculated (lines) un-
stretched laminar burning velocities of various 
hydrocarbon/hydrogen/carbon monoxide-air mix-
tures at Pu = 0.2 MPa and φ = 1.0.

앞서 언급했듯이 Sn과 K의 그래프에서 음의 기울

기를 기연가스의 Markstein length(Lb)라고 정의하였

다. Lb가 0보다 작다면, 화염스트레치율의 증가에 따

라 화염속도 역시 커진다. 이 경우 화염면에 셀이 형

성된다면 셀을 포함한 상태에서 화염속도가 상승되

므로 화염의 불안정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반

로 양의 Lb의 경우 화염면의 불안정성은 억제된다

[2,20]. Fig. 3은 수소와 탄화수소의 첨가량에 따른 .
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수소첨가의 경우는 Lb가 감

소하였고, 탄화수소를 첨가한 경우에는 Lb가 증가하

였다. 따라서 수소를 첨가하면 화염이 불안정해지

고, 탄화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안정한 화염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2 화염안정성과 셀 구조

화염 안정성은 예혼합 화염(Premixed flame)을 연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염면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소로 물질-열확산 

불안정성과 수력학적 불안정성의 두 가지가 언급되

었다. 예혼합 화염에서 유효 루이스 수(Leeff)는 물질

-열확산 불안정성을 표하는 변수로, 본 절에서는 

유효 루이스 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4는 당량

Fig. 3. Markstein lengths of various hydrocarbon/hy-
drogen/carbon monoxide-air mixtures at Pu = 
0.1 MPa and φ = 0.8.

비가 0.8, 1.0, 1.2인 조건에서 CH4/H2/CO-Air와 C3H8/ 
H2/CO-Air의 유효 루이스 수에 관한 그래프이다. 해
당 그래프에 나타난 모든 혼합물의 Leeff는 1보다 크

므로 물질-열확산 불안정성은 충분히 억제된다. Fig. 
4(a)와 (c)에서와 같이 연료혼합물에 H2의 함량을 증

가시키게 되면 연료농후(Fuel rich, φ > 1)와 이론당

량비 조건에서는 Leeff가 증가한 반면에 연료희박

(Fuel lean, φ < 1)혼합물의 경우에는 Leeff가 감소하였

다. 반 로, 연료혼합물에 프로판을 첨가한 경우(Fig. 
4(d)) 연료희박, 이론당량비 조건에서의 Leeff는 증가

하였지만 연료농후혼합물에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수소-공기 화염과 프로판-공기 화염의 상반된 Leeff의 
경향성에 입각한 영향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8,31]. 그러므로 농후화염이나 이론 당량비 조건에

서 수소첨가량에 따라, 그리고 희박연료조건에서 프

로판을 첨가함에 따라 물질-열확산 불안정성을 완

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b)는 메탄

을 첨가한 예혼합 화염에서 메탄 첨가량이 많아질

수록 Leeff는 항상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합성가스-공기 화염에서 메탄은 물질-열확산 불

안정성을 억제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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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ive Lewis numbers for various equivalence 
ratios in CH4/H2/CO-air and C3H8/H2/CO-air pre-
mixed flames.

Fig. 5는 합성가스-공기 화염에 15 % 의 프로판을 

첨가하여 초기압력에 따른 화염불안정성에 관한 것

이다. 셀 불안정성에 있어서 주요 변수(Leeff, σ , lf)는 

그림아래에 표기하였다. Pu = 0.1 MPa의 경우 화염면

은 매끄럽게 유지되지만 초기압력이 커짐에 따라 

셀 성장속도는 증가하고, 셀의 크기는 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압력이 증가하더라도 물질-열
확산 불안정성의 척도가 되는 Leeff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압력증가에 따른 물질-열확산 불안정성

은 화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하지

Fig. 5. Schlieren images of C3H8/H2/CO-air flames for 
XC3H8 = 0.15, φ = 1.2 at various initial pressures.

만 초기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특성화염두께(lf)가 얇

아지기 때문에 수력학적 불안정성의 두드러진 변화

로 인하여 화염은 불안정해진다.
Fig. 6은 탄화수소/수소/일산화탄소-공기 화염에

서 수소, 메탄, 프로판의 첨가효과에 한 화염 불안

정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혼합물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Fig. 6(a), (b)) Leeff와 lf가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물질-열확산 불안정성과 수력학적 불안정성이 동시

에 증진된다. 따라서 수소를 첨가한 혼합물에서는 

수소를 첨가할수록 화염은 불안정해진다. 연료혼합

물에 메탄을 첨가한 Fig. 6(c)의 경우, 메탄첨가 전/후
의 화염은 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료혼합물에 메탄을 첨가하면, σ
는 거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고 화염두께는 두꺼

워지게 되어 수력학적 불안정성은 감소한다. 하지만 

Leeff의 감소로 인하여 물질-열확산 불안정성이 증가

하여 결국 수력학적 불안정성과 물질-열확산 불안

정성의 서로 상반되는 조합으로 화염 불안정성은 나

타나지 않는다. Fig. 6(d)에서는 혼합물에 프로판의 

첨가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합물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화염은 안정해지는 경

향이 있다. 프로판을 첨가하게 되면 σ, lf가 증가하

여 실질적인 수력학적 불안정성은 무시된다. 따라서 

나머지 변수인 Leeff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물질-
열확산 불안정성이 감소하여 화염은 안정해진다.

4.3. 셀 불안정성의 발발

본 연구에서 화염 불안정성의 발발조건은 스트레

치를 받은 화염속도와 화염 스트레치 율의 관계(Eq. 
2-6)로부터 임계반경(Rcr)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임
계반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첫 번

째 방법은 화염전파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Sn과 

K의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순간을 측정하는 것

이고[9] 두 번째 방법은 화염이미지를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관찰할 때 셀이 화염의 전 면적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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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lieren images of various CH4/H2/CO-air and C3H8/H2/CO-air premixed flames.

Fig. 7. Experimentally-measured critical radii for the onset of cellular instabilities for various equivalence ratios in 
CH4/H2/CO-air and C3H8/H2/CO- air premixed flames.

형성되는 시점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두 방법으로부

터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7은 CH4/H2/ 
CO-air혼합물과 C3H8/H2/CO-air혼합물에 있어서 당

량비에 따라 화염불안정성이 발발할 때 임계반경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Fig. 7(a), (c)에서와 같이 수소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임계반경은 급격하게 작은 값이 

얻어졌는데, 이로부터 수소를 첨가한 화염은 점화 

초기단계에 셀이 발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CH4/H2/CO-air화염(Fig. 7(b))은 메탄첨가에 

한 임계반경의 폭이 크지 않았다. Fig. 7(d)는 임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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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있어서 프로판 첨가효과에 관한 그래프인데, 
프로판첨가 시 임계화염반경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

다. 결과적으로 C3H8/H2/CO-air 화염과 CH4/H2/CO- 
air 화염의 임계화염 반경을 비교하면, Fig. 6(c)와 

(d)에서 H2/CO-air화염에 메탄과 프로판의 첨가에 따

른 셀 불안정성 억제효과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혼합물에 프로판의 농도를 증가

시켜 첨가하면 셀 불안정성의 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데 반해 메탄첨가의 경우 지연효과가 거의 없

다. 화염불안정성의 결과에 한 물질-열확산 불안

정성의 영향 또한 Fig. 7(d)에서 알 수 있다. 프로판

Fig. 8. Experimentally-measured critical Peclet numbers 
for various equivalence ratios in CH4/H2/CO-air 
and C3H8/H2/CO-air premixed flames.

의 첨가량이 적은 경우 연료희박화염의 임계반경은 

연료농후화염의 임계반경보다 작고, 프로판의 첨가

량이 많은 경우는 반 의 결과가 얻어졌는데, Fig. 
4(d)에서 H2/CO-air화염에 프로판을 첨가하였을 경

우 연료희박/연료농후화염의 유효 루이스 수의 경향

에 의거한 결과와 일치한다.
Fig. 8은 CH4/H2/CO-air화염과 C3H8/H2/CO-air화염

의 임계 Peclet 수(Critical Peclet number, Pecr)의 실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임계 Peclet수는 

임계반경과 특성 화염 길이로 무차원한 것으로 Pecr 
= Rcr/lf로 정의된다. Fig. 8(a)와 (b)는 혼합물에 수소

를 첨가하였을 때의 Pecr인데 수소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Pecr의 값은 작아졌다. 이는 작은 화염반경에

서 화염불안정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8(b)에서 보듯 CH4/H2/CO-air의 Pecr은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CH4는 화염불안정성을 억

제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Fig. 8(d)에서 연료혼합물에 프로판을 첨가하게 되면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임계 Peclet 수가 눈에 띄게 증

가하고 있다. 이는 Pecr의 정의 식에 의거하여 화염

반경이 커질 때 까지 화염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H2/CO-air혼합물에 프로판

을 첨가하면 화염불안정성의 억제효과를 기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CH4/H2/CO-air, 그리

고 C3H8/H2/CO-air 예혼합화염의 화염특성에 관한 것

으로 실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혼합물에 수소/탄화수소를 첨가하면 스트레치

를 받지 않은 화염전파속도는 증가/감소하며, 반
로 수소/탄화수소첨가 시 Markstein length는 감소/증
가 한다. 이는 혼합물에 수소/탄화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화염이 불안정/안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농후화염이나 이론당량비 조건에서 수소첨가량

을 증가시키거나 희박연료조건에서 프로판을 첨가하

면 유효 루이스 수가 커지게 되어, 물질-열확산 불안

정성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혼합물에 메

탄을 첨가하면 오히려 혼합물의 유효 루이스 수가 

작아져 물질-열확산 불안정성의 완화효과가 없다.
3) 초기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화염두께가 현저

하게 얇아져 수력학적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므로 셀 
불안정성은 점화초기에 발발한다.

4) Rcr, Pecr는 혼합물에 수소/프로판을 첨가하였

을 경우 감소/급격한 증가의 경향을 보였고, 메탄을 

첨가하였을 경우 거의 같은 값을 유지하였다. 혼합

물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화염은 더욱 불안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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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셀 불안정성이 더 빨리 발발한다는 것을 의미

하고, 프로판을 첨가한 경우는 수소첨가효과와 반

로 화염불안정성을 강력하게 억제하였다. 한편, H2/ 
CO-air화염에서 메탄은 첨가 전/후의 변화가 미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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