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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Synthetic Gas Air Lifted 
Premixed Flames with High Strain Rate in an Impinging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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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both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f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stretched 
premixed lift-off flames using synthetic gas(H2/CO) in an impinging burner. We used “Spin code” for numerical 
analysis. An ICCD camera was employed to measure flame location and flame thickness. The impinging surface 
temperature was affected by local strain rate K, equivalence ratio, and composition ratio of fuel.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boundary conditions i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the tendencies of surface tem-
peratures were agreed. From result of this work, we also found that flame location and flame thickness directly 
related to surface temperature are greatly affected by local strain rate K.

Key Words : Synthetic gas(합성가스), Impinging jet(충돌제트), Surface temperature(표면온도), Flame lo-
cation(화염 치), Flame thickness(화염두께)

기 호 설 명

K : Local strain rate (1/s)
E.R : Equivalence ratio
δ : Flame thickness (mm)
F.L : Flame location (mm)
Re : Reynolds number

k : Heat conductivity coefficient (W/m･K) 
q" : Heat flux (kW/m2)
Ts : Plate surface temperature (K)
Tmax : Maximum flame temperature (K)
Tmix : Mixture temperature (K)

1. 서 론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화석 연료 사

용으로 야기되는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

해 기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노

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

가 이전에는 저급 연료로만 여겨졌던 합성가스 연료

의 활용이다. 이러한 합성가스 연료 중에서 제철소 및 

정유공정의 부생가스, 석탄의 가스화 공정 등에서 발

생되는 혼합가스 연료는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 
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다. 이들 합성가스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염 안정성을 포함한 연소특성 향상

과 배출물 저감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성가스 혼합물

들의 점화와 소염특성, 그리고 화염전파 속도와 같

은 기초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상업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7].
이러한 합성가스는 다른 일반적인 가스연료에 비

해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료의 주요성분이 

H2와 CO로 구성되어 있어 연소효율 및 연소 배출물 

발생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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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들 합성가스에는 미량이지만 제조공정 과

정에서 N2, CO2, H2O, CH4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

타나 연료의 다양한 조성비는 제조공정과 환경에 따

라 변경되므로 엄밀한 연소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

어 큰 장벽이 되곤 한다. 이에 따라 합성가스의 안정

적인 운전범위 도출과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서

는 다양한 조성의 합성가스에 대한 기초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석탄가스화 가스와 

산업 부생 가스류로 대표되는 이들 합성가스 연료에

서는 주요 성분인 H2와 CO의 조성비 변화가 연소 특

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다양한 연소시스템 설계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용 건조로, 유리 용해로 및 상업용 보일

러용 연소시스템 등에서는 균일 가열과 전열성능 및 

배출성능 향상을 위해서 연소실 내 화염을 직접 가열 

대상물이나 열교환기에 부딪치는 충돌 제트 연소기

술이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충돌 제트 연소기술에 대

한 연구에서는 가열 대상물이나 열교환기 역할을 충

돌판으로 사용하는데, 충돌판은 열교환기 형태로 열

전달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연소특성에 관련하여 

충돌면의 형상과 재질 등을 변화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8-11]. 이 경우 균일가열 조업 특

성상 대부분 연소기가 예혼합 형태의 충돌 제트버

너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판이나 메탄 등 기존 단

일 성분의 가스연료 화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

어 왔다.
본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H2, CO가 주성분인 합

성가스를 연료로 한 충돌 제트 예혼합 화염에 대한 

안정화 특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다[7]. 이 연구에

서는 연료 조성비에 따른 연소속도, 당량비, 혼합기

의 레이놀즈 수 그리고 노즐과 충돌판까지의 거리 변

화에 따른 안정화선도를 제시하였으며 당량비와 혼

합기의 레이놀즈 수 변화에 따른 화염형상 변화에 대

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돌 예

혼합 화염을 대상으로 합성가스의 주성분인 H2와 

CO 혼합연료의 연소 및 전열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물에 충돌하여 스트레치되는 화염의 연소

와 전열성능을 모사하기 위하여 연료 노즐로부터 부

상되어 충돌판에 부딪치어 일(ㅡ)자 형태로 형성된 평

면화염에서 화염의 국소 신장율, 연료 조성비, 당량비 

등이 충돌판으로의 열전달율과 표면온도에 미치는 영

향들에 대해서 실험적 방법과 수치해석을 통해서 검

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합성가스 

충돌제트 예혼합 화염을 이용한 연소시스템 설계에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장치 및 수치해석 방법

2.1. 실험 장치

실험 장치는 유량 조절부, 노즐부, 측정부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그 개략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버너는 균일한 층류 유동 형성을 위하여 교축

비가 25인 노즐형 버너이며 노즐 출구의 내경은 10 
mm, 길이는 200 mm이다. 본 연구의 대상 화염이 예

혼합화염이기 때문에 역화 방지와 균일한 유동 분포

를 위해 버너 높이 2/3지점까지 직경 2.5 mm의 구슬

과 다공 메쉬(mesh)를 설치하였다. 보다 높은 실험 정

확도를 위하여 고 순도(순도 99.95% 이상)의 수소와 

일산화탄소 그리고 공기가 사용되었고 각각 가스의 

유량은 버블미터로 검증된 MFC를 통해 유량을 조절

하였다. 공급된 가스들은 버너로 공급되기 전 정체실

(Settling Chamber)을 거쳐 균일하게 섞인 후 버너로 

공급된다. 또한 외부 공기에 의한 화염모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크릴 실드(Shield)를 버너 바깥쪽에 

설치하였다.
충돌판은 각 실험 조건의 화염 크기를 고려하여 지

름 200 mm로 제작하였으며, 버너와의 원활한 높이 

조절을 위하여 상하 조절이 가능한 정밀 이송장치가 

사용되었다.
정체점에서의 열유속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K- 

type 열전대와 열유속 센서를 충돌판의 중심에 설치

하였으며 열유속, q ''와 충돌판 후면의 온도, Tb를 측

정하여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통해 충돌판 표면온

도, Ts를 구하였다. 데이터는 1초 당 100개의 데이터

를 수집하며 한 조건 당 30초씩 측정하여 3,000개의 

데이터 값을 평균을 내어 값을 구하였다. 또한 충돌

판과 고온의 화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

수를 통해 센서 및 충돌판을 냉각해 주었고 냉각수의 

온도는 충돌판 표면에서 응축수 생성을 방지하기 위

해 70℃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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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본 연구의 대상화염은 부상되어 원형(disk)형태로 

충돌판과 평행하게 형성된 화염으로 국소 신장률(Lo-
cal strain rate, K), 당량비(E.R), 연료의 조성비(%)를 

실험변수로 두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화염면 직

전에서의 국소 신장률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기가 곤

란한 관계로 혼합기 공급 유량과 충돌판과의 거리로 

환산한 총괄 신장률(Global strain rate)이 수치계산으

로 구한 국소 신장율과 1 : 1 선형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험적으로 구한 총괄 신장률을 화염

면에서의 국소 신장률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국소 신장률의 조절은 공급유속을 조절하는 방법

과 노즐로부터 충돌판까지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

이 있는데 공급유속을 조절할 경우에는 공급되는 연

료의 양이 변하여 공급되는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즐로부터 충돌판까지의 거리를 조절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노즐로부터 충돌판까지의 

거리는 이전 연구[7]에서 보고된 원형 형태의 평면 부

상화염이 발생하는 2~20 mm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당량비 또한 이전 연구[7]에서 보고된 원형 

형상의 부상화염이 발생하는 영역인 당량비 0.6~0.8
의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합성 연료의 조성비별 

연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료의 주성분인 수소와 

일산화탄소 조성비(체적비)를 H2 : CO의 비율로 하여 

25 : 75, 50 : 50, 75 : 25 세 가지 조성비에서 각각 실험

을 수행하였다.
한편, 충돌판의 표면온도 역시 실험적으로 직접 측

정이 곤란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노즐 출구로부터 

충돌판 정체점까지의 열유동장을 정체점에서의 열유

속 센서(Vatell Co., TG-1000 수냉식)와 K-Type 열전대

를 이용하여 열유속(q '')과 충돌판 뒷면의 온도(Tb)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통해 

충돌판 정체점에서의 표면 온도인 Ts를 구하였다.

″ 
 

(1)

여기서 q ''는 열유속을, dx는 충돌판의 두께, Ts는 충

돌판 표면온도, Tb는 충돌판 뒷 표면온도, k는 충돌판

의 재질인 알루미늄의 열전도계수(thermal conductivity 
coefficient)로 충돌판 단열표면 온도와 냉각수 온도와

의 산술 평균 값인 1,000 K에서의 열전도 계수 값을 

취하였다.

2.3. 수치해석 방법

층류 충돌 예혼합 화염은 화염이 노즐에서 부상하

여 충돌판과 평형하게 (ㅡ)자 형태의 평면화염으로 

생성되는데, 정체점 근처에서 수학적 묘사는 1차원적 

상사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상사성에 근거한 1차원 

지배 방정식의 해를 얻기 위해 Coltrin 등이 개발한 

Ckemkin Code를 바탕으로 한 Spin Code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12]. 상세 반응기구는 수소, 
일산화탄소 합성가스 화염을 목표로 한 많은 상세 반

응기구들 중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알려진 G.R.I-3.0 
을, 전달 물성치는 Tranfit을 각각 사용하였다[14]. 충
돌판과 평행하게 일자 형태로 형성된 평면화염의 위

치는 충돌판으로부터 최대 온도구배가 나타나는 지점

까지로 정의하였으며, 알려진 바와 같이 화염 위치, 
화염두께(δ)와 화염의 국소 신장률(Local strain rate)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그 의미를 Fig. 2에 나타내

었다[15].

K = max(-du/dx) (2)

max



max
(3)

Fig. 2에서 국소 신장율, K는 예열대(Preheat zone) 

Fig. 2. Definitions of flame thickness, flame location, 
and local strain rate K(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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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train rate K on temperature at stag-
nation point.

Fig. 5. Effect of strain rate K on flame location.

Fig. 4. Definition of flame location
(CH radical intensity).

Fig. 6. Definition of flame thickness(CH radical in-
tensity).

전에서의 최대 속도구배를 의미하고 있으며, 화염 두

께(δ)의 정의를 나타낸 식 (3)에서 Tmax와 Tmix은 각각 

화염의 최대 온도와 혼합기 공급 온도를 나타내고 있

다. 화염의 위치는 충돌판으로부터 화염대에서 최대 

온도구배가 발생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정의하였다.
해석 조건으로는 충돌판을 단열 조건으로 가정하

여 충돌판 표면의 온도를 계산하였으며, 화염의 위

치와 두께 계산에서는 실험적으로 구한 충돌판 온도

를 초기 경계조건으로 하였다. 아울러 국소 신장율, 당
량비, 조성비 등의 계산 조건은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국소신장율이 표면온도에 미치는 영향

Fig. 3은 당량비가 0.7,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비율

이 50 : 50인 경우 화염의 국소 신장율이 충돌판 정체

점 표면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사각형 기호로 나타낸 데이터들이 실험 결과를, 원형 

기호로 나타낸 데이터들은 수치해석 결과이다. 앞 절

에서 언급하였지만 수치해석 조건에서 충돌판을 단

열조건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험 결과보다 표면

온도가 높게 예측되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저 

신장률 영역에서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충

돌판 표면온도가 증가하다가 상대적으로 고 신장률 

영역에서는 국소 신장율이 증가하면서 충돌판 표면온

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실험과 수치해

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소 신장률의 증가에 따라 화

염두께(반응대)가 얇아지는 현상과 화염의 위치가 점

점 충돌판에 가까워지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즉, 초기 저 신장 영역에서는 화염의 스

트레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치된 화염이 충돌

판 측으로 조금씩 이동하여 평판의 표면온도가 증가

하다가 어느 임계값 이상의 스트레인율에서는 화염

대의 두께가 얇아져 화염의 온도가 저하되면서 평판

의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국소 신장률이 화염위치에 미치는 영향

Fig. 4는 원형 형태의 부상된 화염을 ICCD 카메라

와 CH 필터(Filter)를 통해 CH 라디칼 분포를 촬영

한 이미지로서 충돌판으로부터 화염의 위치 값을 실

험적으로 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충돌판으로부터 ICCD 카메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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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strain rate K on flame thickness. Fig. 8. Effect of equivalence ratio on surface tempe-
rature at stagnation point.

득,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최대 CH 라디칼 강도가 나

타난 지점까지를 화염의 위치로 정의하였다.
Fig. 5는 국소 신장률에 따른 화염위치를 각각 실험

과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
험과 계산을 통한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으며,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치된 화염이 충돌판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2.2절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노즐로부터 충돌판까지의 거리가 가

까워지기 때문에 노즐에서 분출되는 제트의 포텐셜 

코어(potential core)의 영향으로 화염대에서의 공급 유

속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이 

충돌판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온도가 증

가하는 결과로 설명되게 된다.

3.3. 국소 신장율이 화염두께에 미치는 영향

실험에서 화염의 두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Fig. 6에 나타내었으며, 계산을 통한 화염두께 정의는 

2.3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실험적으로 구한 화염두

께는 노즐측 최대 라디칼 구배가 일어나는 지점부터 

충돌판측 최대 라디칼 구배가 일어나는 지점까지를 

화염영역으로 정의하였다. Fig. 7은 국소 신장율의 변

화에 따른 화염두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화염

의 두께가 실험과 계산 결과에서 서로 잘 일치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소 신장률 증가에 따라 실험

과 계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두께

가 얇아지는 현상은 화염면으로 유입되는 연료와 공

기의 유속이 증가하게 되어 반응영역이 감소하게 되

는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

에 따라 화염의 두께가 얇아지면 점점 반응대의 두

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임계 스트레인율 이상의 고 신

장률 영역에서는 연료가 다 반응하지 못함에 따라 3.1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

라 표면온도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

악되었다.

3.4. 당량비가 표면온도에 미치는 영향

Fig. 8은 조성비가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조성비가 

50 : 50일 때 당량비의 변화에 따른 충돌판 표면온도 

변화를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표면 온도 값들에서 실험 값과 계산 값의 

차이는 3.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치해석 조건에

서 충돌판을 단열조건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험 

결과보다 표면온도가 높게 예측된 결과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당량비에서는 국소 신장

률 증가에 따라 표면온도가 증가하다가 고 신장률 영

역에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연

구[7]에서 수행된 화염 안정화선도에 의하면 당량비

가 0.6~0.8인 구간에서 디스크 형상의 일(ㅡ)자 평면

화염이 형성되는데, 이들 영역에서 당량비가 증가함

에 따라 정체점에서의 표면온도 또한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으로 희박 영

역에서 예혼합 화염의 화염온도는 당량비가 이론 양

론비인 1.0에 가까울수록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3.5. 조성비가 표면온도에 미치는 영향

Fig. 9는 대표적으로 당량비가 0.7일 때 연료 조성

비의 변화에 따른 충돌판 표면온도 변화를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도 모든 

연료 조성비 조건에서 국소 신장률 증가에 따라 표면

온도가 증가하다가 고 신장률 영역에서 다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성연료에 수소의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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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composition ratio of fuel on surface 
temperature.

높아짐에 따라 표면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와 같은 현상은 수소의 단위 체적 당 발열량이 

일산화탄소의 단위체적 당 발열량보다 더 높고 단열 

화염온도 또한 수소가 일산화탄소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화염 특성

상 반응대인 화염대가 매우 좁아 확산 계수가 높은 

수소가 반응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4. 결 론

충돌 제트버너에서 합성가스(H2//CO) 혼합 연료를 

이용한 고 신장률의 부상된 예혼합 화염에 관한 실

험과 수치해석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충돌판에서 표면온도는 국소 신장률 K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어느 임계값 이상에서 상대

적으로 고 신장영역이 되면 표면온도가 다시 감소

하는 현상을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2) 화염위치는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충돌

판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상대적으로 저 신장영역에서는 신장률이 커짐에 따라 

충돌판 표면온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3) 화염의 두께는 국소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점

점 얇아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고 신장영역

에서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판 표면온도가 증

가하게 되는데, 이는 희박 예혼합 화염에서 당량비가 

이론 양론비인 1.0에 가까워질수록 화염온도가 증가

하는 현상과 일치하였다.
5) 조성비 변화에서는 수소의 체적 발열량과 단열

화염온도가 일산화탄소보다 높고 대상화염 특성상 

화염대가 매우 좁기 때문에 확산계수가 높은 수소 함

량이 클수록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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