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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laminar burning velocity of syngas fuel(H2/CO) and flame structure with various hydrogen 
contents were studied using both experimental measurements and detailed kinetic analysis. The laminar burning 
velocities were measured by the angle method of Bunsen flame configuration and the numerical calculations 
including chemical kinetic analysis were made using CHEMKIN Package with USC-Mech II. A wide range 
of syngas mixture compositions such as H2 : CO = 10 : 90, 25 : 75, 50 : 50, 75:25 and equivalence ratios from 
lean condition of 0.5 to rich condition of 5.0 have been considered. The experimental results of burning velocity 
were in good agreement with previous other research data and numerical simulation. Also, it was shown that 
the experimental measurements of laminar burning velocity linearly increased with the increment of H2 content 
although the burning velocity of hydrogen is faster than the carbon monoxide above 10 times. This phenomenon 
is attributed to the rapid production of hydrogen related radicals such as H radical at the early stage of com-
bustion, which is confirmed the linear increase of radical concentrations on kinetic analysis. Particular concerns 
in this study are the characteristics of burning velocity and flame structure different from lean condition for 
rich condition. The decrease of OH radicals and double peaks are observed with H2 content in rich condition 
once H2 fraction exceeds over threshold.

Key Words : Syngas fuel, Hydrogen content, Laminar burning velocity, Flame structure, Wide range of equi-
valence ratio, Bunsen burner configuration, Kinetic simulation

기 호 설 명

U : Injection velocity, m/s
S : Laminar burning velocity, m/s
 : Angle, degree(°)
 : Density, kg/m3

 : Total volume flow rate, m3/s
A : Area, m2

φ : Equivalence ratio
R# : Reaction number

Subscripts
u : Unburned gas condition
o : Burner outlet condition

1. 서 론

합성가스(syngas)는 발열량이 다른 가스연료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아 저급연료로 분류되지만 연료의 

주성분이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가 대부분이어

서 연소효율과 연소배가스 배출면에서 양호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성분인 수소

는 다른 일반 탄화수소 연료에 비해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수소함유량에 따라 연소기의 주요성능인 점

화와 소염, 역화, 화염 불안정 등 연소성능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합성가스는 수소에 의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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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온도로 인해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소산

화물(NOx)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바

이오가스나 합성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용 

가스터빈 연소기이나 산업용 연소기 등에서는 주 연

소영역을 연료가 과농한 다단연소(stage combustion) 
기법 등으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료가 과농한 다단연소기법은 다른 공해물질

을 낮추면서 특히 합성가스와 같이 다량의 수소가 포

함되어 고온의 화염이 형성되는 연소시스템에서는 효

과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널리 응용되어 왔다.
따라서 수소-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 연

소기의 안정성과 배출성능 그리고 최적화된 설계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연료의 조성비, 당량비와 같은 

연소기 사양과 운전조건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수소함유량에 따라 연

소기 안정화와 배기성능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연소

속도와 화염구조에 대한 이해는 수소기반의 연소기 

응용연구에서 가장 먼저 파악되어야 할 중요한 연

구 분야중의 하나이다. 
한편, 본 연구팀의 이전연구에 의하면 합성가스 

화염은 최대 연소속도가 양론비인 당량비 1.0보다 훨

씬 과농(rich)한 조건에서 발생되는 반면에 화염의 최

고온도는 양론비 근처 당량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 순수(pure) 탄화수소 연료에 비해 

연소속도와 안정화 및 배출성능 등에서 상당히 다

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4]. 그리고 합

성가스의 연소속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이 최대 연소속도가 발생하는 당량비 값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희박(lean)한 구간(최대 연소속도 기

준)에서 수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C. Dong 등[5]은 당량비는 0.7~2.1까지로 상대적으

로 희박한 구간에서 분젠버너의 원추형화염 표면적

을 측정하여 수소함유량이 0~100%의 넓은 조성비

에서 수소함유율()의 함수로 연소속도에 관한 실

험식을 제시하였다. N. Bouvet 등[6]은 역시 분젠화염 

형상인 노즐과 튜브버너의 원추형화염에서 슐리렌

영상과 OH*자발광 이미지를 통해 당량비 0.3~1.2 구
간과 수소함유량(1%≤H2≤70%)의 조성비에서 각도

법과 면적법으로 측정한 연소속도를 비교하였다. 또
한 당량비 0.6~1.0, 수소함유량 10~70%인 경우에서 

당량비(φ)와 수소함유량(P)과의 선형적인 관계를 갖

는 연소속도 상관식을 함께 제시하였다. Yong He 등
[7]은 좀더 엄밀한 합성가스 연소속도를 측정하고자 

OH-PLIF 이미지로 원추형화염의 표면적을 측정하여 

수소함유량이 0~25%인 조성비로 당량비 0.6~1.0 구

간에서 GRI 3.0과 USC-II 기반으로 수치 계산한 결과

와 비교하였다. J. Natarajan 등[8]은 희박한 상태의 

H2/CO/CO2 혼합기에서 원추형 분젠화염의 표면적과 

일차원 정체화염의 속도분포 측정을 통해 연소속도

를 측정하여 GRI 3.0과 Davis 기구의 수치해석과 비

교를 하였다. 비교는 조성비가 H2 : CO = 50 : 50, 5 :
95인 경우와 당량비가 0.6~1.05로 희박한 구간에서 

주로 조사되었다. H.J. Burbano 등[9]은 원형노즐의 

분젠화염이 갖는 화염 팁에서의 곡률(curvature)과 스

트레치(stretch)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슬롯(slot)노즐

을 사용하여 측정한 연소속도를 당량비가 0.6~4.5인 

비교적 넓은 구간에서 H2 : CO = 25 : 75, 50 : 50인 조

성비별로 타 연구자들의 실험 및 계산 값들과 비교하

였다. 또한 동일 당량비 구간에서 H2/CO의 혼합기에 

질소(N2)와 이산화탄소(CO2)를 각각 60%와 20%까지 

희석시킨 경우 이들 불활성가스의 희석율에 따른 연

소속도 변화를 타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수행된 합성가스 연소속도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희박한 상태와 수소함유량이 비교

적 작은 조성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산업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는 다단

연소 등과 같이 연료가 과농한 상태와 수소 함유량

이 50% 이상 높은 조성비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5~75%로 수소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조성비와 당량비가 0.5인 매우 희박한 상태부

터 다단연소 등 과농한 상태로 연소되는 당량비 5.0
까지 넓은 당량비 구간에서의 합성가스 연소속도와 

화염구조에 관한 정밀한 실험과 상세한 수치해석을 

통해 최근 바이오가스와 합성가스 등 수소가 다량

으로 포함된 혼합가스 연소기와 다단 연소기 설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실험장치 및 해석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장치를 Fig. 1에 나타내었

Fig. 1. Experimental setup and op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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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locity profile of nozzle burner of this work.

다. 보다 정확한 연소속도 측정을 위하여 버너는 출

구에서 속도분포가 균일한 유동이 형성되도록 버너 

출구직경 대비 수축비가 36인 수축형(contraction type) 
노즐로 제작하였다. 버너 출구직경은 내경 10 mm로 

노즐 끝인 팁(tip) 부분은 화염에 의해 예열되는 현

상이 억제되도록 최대한 얇고 날카롭게 가공하였다. 
버너길이는 200 mm로 연료와 산화제인 공기의 혼합

이 잘 이루어지면서 역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버너하단에 지름 2.5 mm인 스테인레스 볼(ball)을 

적층하고, 그 위에 가는 메쉬층(mesh layer)을 차례로 

형성시킴으로써 예혼합된 합성가스-공기 혼합기가 

완전 발달된 층류상태로 분사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본 연구의 수축형 노즐 성능을 확인

하고자 출구에서 열선풍속계(Hot-wire anemometer)
와 LDV로 측정한 유속 분포특성을 Fig. 2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즐에서 분사된 유

속이 노즐직경 범위 내에서 평판과 같이 매우 균일

한 속도로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균일

한 속도분포를 갖는 노즐성능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

젠식 원추형 합성가스 화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소

속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사된 합성가스 연료는 화염의 특성을 좀더 엄

밀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순도 99.999%의 고순도 수

소와 일산화탄소를 사용하였으며, 연소용 공기도 순

도 99.99 %의 고순도 공기를 사용하였다. 이들 유량

은 버블(bubble) 유량계로 교정한 습식(wet) 가스메터

와 질량 유량계(MFC)를 통해 정밀한 양으로 측정되

어 합성가스 조성비 변화에 따른 당량비 계산에 사용

하였다. 
연소속도 측정에 사용된 광학계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 Watt 할로겐램프 광원과 2개 미러와 

핀홀(pin hole) 그리고 나이프에지(knife edge)로 구성

된 슐리렌(schlieren)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소

속도 측정을 위해 얻은 대표적인 슐리렌 이미지를 층

Fig. 3. Schlieren image and angle method.

류 예혼합 화염에서 각도법에 의한 연소속도 측정 원

리도와 함께 Fig. 3에 나타내었다. 

2.2. 실험조건과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당량비 0.5인 매우 희박한 조건부

터 연료가 과농한 5.0까지 비교적 넓은 당량비 구간

과 수소가 5%부터 75%까지 높은 수소함유량을 갖

는 합성가스 조성비가 주된 변수로 이러한 조건들

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합성가스 조성비는 몰분

율(mole fraction) 기준으로 연소속도 측정과 계산에

서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비를 H2 : CO = 10 : 
90, 25 : 75, 50 : 50 그리고 75 : 25로 하였으며, 화염

구조를 분석하는 상세 반응해석에서는 5 : 95를 추가

하여 계산하였다. 사용된 당량비는 대부분의 기존연

구들이 최대 연소속도가 발생하는 당량비를 기준으

로 이 당량비보다 낮은 희박한 구간에서 수행된 것과

는 달리 이들 희박구간을 포함하여 당량비 5.0인 매

우 과농한 구간까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

농한 연소기술인 다단연소에 해당되는 운전범위까지

를 당량비 조건에 포함시켰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연소속도 측정을 위해 취득

한 대표적인 슐리렌 영상이미지와 원추형 화염의 각

도측정을 통해 연소속도를 산출하는 원리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슐리렌 이미지 하단에 동축

노즐 팁부분이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동축노즐에서 

별도의 동축류 없이 가운데 노즐에서만 연료와 산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Syngas mixtures 99.999% H2, /CO-Air

Oxidizer 99.99% Air

Nozzle contraction ratio 36

Diameter of nozzle 10 mm

Equivalence ratios 0.5~5.0(from lean to rich)

Composition ratios of 
major components of 
syngas fuel

H2 : CO = 5 : 95(Cal. only)
H2 : CO = 10 : 90(Exp. & Cal.)
H2 : CO = 25 : 75(Exp. & Cal.)
H2 : CO = 50 : 50(Exp. & Cal.)
H2 : CO = 75 : 25(Exp. &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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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n(LHS) and rich(RHS) condition at same Re = 950 for H2 : CO = 10 : 90

(b) Low of 10%(LHS) and high of 75%(RHS) H2 content at same Re = 1500

(c) Lean & rich and low & high H2 content of φ = 1.0(LHS), φ = 4.0(RHS)
Fig. 4. Flame shape for various conditions and composition.

화제가 예혼합된 혼합기가 분출되어 내측에 삼각형 

형상인 예혼합상태의 화염이 형성되고 외측으로는 

확산화염인 외염에 의한 밀도구배의 슐리렌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층류 연소속도 측정은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매우 균일한 분출 속도로 분사노즐

에 부착되어 삼각형 형상으로 형성된 예혼합 화염에

서 분젠화염(Bunsen flame)의 꼭지점 각도를 슐리렌 

영상을 이용하여 구한 뒤 다음과 같은 층류 연소속

도 정의식 (1)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염의 층류 연소속도에 대한 정의는 

공간적으로 1차원 화염에서 화염면에 수직한 방향

으로 미연혼합기(unburned mixture) 쪽으로 전파하

여 들어오는 속도를 말하는데 Fig. 3에서 속도   값
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소속도   값은 미연혼합기 분

출속도인   값과 화염면 모서리 각도인  값만 알

면 다음의 층류 연소속도 정의식 (1)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된다.

cos

 


→  sin (1)

여기서 삼각형 형상의 분젠화염 모서리 각도는 Adobe 
photoshop 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확한 각도로 

구하였으며, 미연혼합기 분출속도 는 연속방정식

을 이용하여 버블메터로 측정된 미연혼합기 체적유

량()을 노즐버너 출구직경 기준의 면적(A)으로 나

누어 구한 뒤 정의식 (1)로부터 연소속도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정밀 측정된 연소속도는 Chemkin-II Pac-
kage의 PREMIX Code를 이용하여 수치계산한 결과

와 비교를 하였다. 계산은 수소-일산화탄소 연소속도

와 반응계산에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USC-ll 
Mechanism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측정

범위에서 수행된 타 연구자들의 실험결과 값들과 비

교 분석하여 평가하였다[11-13].

3. 결과 및 고찰

3.1. 화염형상

넓은 구간의 합성가스-공기 예혼합 혼합기 당량비

와 수소함유량에 따른 대표적인 화염의 형상을 동

일한 노출조건과 거리에서 촬영한 직접 이미지들로 

비교하기 위해 Fig. 4에 나타내었다. 먼저 맨 상단인 

(a) 이미지들은 수소-일산화탄소 조성비가 10 : 90과 

레이놀즈수가 950으로 동일한 경우로 좌측 이미지 3
장은 당량비가 희박한 조건인 경우이며 우측 이미지 

3장은 과농한 당량비 조건에서의 대표적 화염형상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간 단인 (b) 이미지는 동일

한 레이놀즈수를 갖는 과농한 당량비 구간에서 수

소함유량이 각각 10%와 75%인 화염형상들이다. 마
지막 하단인 (c) 이미지들은 당량비가 다음 절에서 설

명되는 층류 연소속도 특성에서 각 조성비마다 최대 

연소속도가 발생하는 해당 당량비를 기준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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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ical comparison with H2 25% content (b) Total comparison of this work 
Fig. 5. Laminar burning velocities versus large range of equivalence ratios with various composition ratios.

을 때(예를 들면 Fig. 5(a)를 보면 당량비 2.4 근처), 
이 보다 작은 당량비 구간을 희박조건(이하 희박구

간), 큰 당량비 구간을 과농조건(이하 과농구간)으로 

정의하였을 때, 당량비가 1.0인 희박조건과 4.0인 과

농조건에서 수소함유량이 각각 10%와 75%인 경우

의 화염형상을 비교한 이미지들이다. 이 경우 당량비 

1.0, 수소 75% 조건에서는 역화 발생으로 동일 레이

놀즈수가 아닌 1000과 3000인 화염으로 비교하였다.
이들 화염의 직접사진들로부터 희박과 과농구간, 

수소함유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화염형태와 길이, 반
응영역에서의 색상 등에서 쉽게 차이점을 알 수 있

다. 우선 겉보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희박

구간과 과농구간에서 당량비 증가에 따라 연소 반응

대인 내부 화염의 길이가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다. 
즉, 희박구간에서는 화염의 길이가 당량비가 증가함

에 따라 최대 연소속도에 해당되는 당량비(수소 10% 
조성비에서는 당량비 2.5)까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

면에, 과농구간에서는 당량비 증가와 함께 내부 반

응대 길이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Fig. 4 이미지 중 

맨 상단인 (a) 화염형상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조성비와 레이놀즈수 조건이기 때문에 예혼합 화염

인 내부 화염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은 연소속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길어지는 현상은 연소속

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Fig. 4 중간 단인 (b)의 화염형상을 보면 동

일한 레이놀즈수에서 수소함유량이 많아지게 되면 

같은 당량비에서도 화염길이가 짧아짐을 알 수 있

다. 비록 이들 직접사진(Fig. 4 중간 단 (b)의 우측 이

미지 3장과 하단 (c)의 이미지들)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목측(naked eye)에 의하면 수소함유량이 

많아지게 되면 연소 생성물에서 수분(H2O vapor)생성

이 증가하여 화염의 색상이 청색에서 엷은 핑크색으

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소함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반응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H

와 OH와 같은 반응성이 높은 라디칼 생성이 증가하

여 연소생성물인 H2O 화학종생성이 증가되어 나타

나는 색상의 변화로 판단되며, 이러한 라디칼들의 

증가에 대해서는 3.3절에서 논의될 상세한 연소반응 

해석부분에서 다시 설명될 예정이다. 

3.2. 층류 연소속도

3.2.1. 연소속도 측정과 검증

본 연구에서 수행한 원추형 분젠화염에서 슐리렌 

영상을 통해 화염의 각도를 측정하여 연소속도를 구

한 각도법이 적절한 측정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수소-일산화탄소 비율이 25 : 75인 동일

한 조성비에서 유사한 당량비 범위로 수행된 이전 연

구자들의 실험값들과 USC-II 모델을 사용하여 PRE-
MIX 코드로 수치 계산한 비교 결과를 Fig. 5(a)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일한 유동분포를 갖

는 수축형 노즐버너에서 측정된 합성가스 화염의 연

소속도 실험값들은 수치계산을 포함하여 이전 연구

자들의 실험값들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최대 연소속도 값을 갖는 당량비 2.4를 

기준으로 이 보다 희박한 영역인 당량비 0.5~2.4의 

희박구간에서는 타 연구자들의 실험값과 계산결과

들이 대부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

으로 과농한 영역인 당량비 2.4~5.0의 과농구간에서

는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측정된 값들

은 비교를 위해 같이 수행된 USC-II 기반의 수치해석 

결과와 Sun 등의 실험값과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Fig. 5(b)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조건인 당량

비 0.5부터 5.0까지의 넓은 당량비 구간에서 수소가 

10%로 비교적 낮은 조성비부터 75%인 높은 함유량 

조성비별로 실험적으로 얻은 연소속도 값들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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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n condition region of this work (b) rich condition region of this work
Fig. 6. Laminar burning velocities with various equivalence ratios and H2 content for lean and rich regions.

해석을 포함하여 타 연구자들의 측정값들과 종합적

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수소-일산화

탄소 조성비가 10 : 90, 25 :75, 50 : 50 그리고 75 : 25
인 네 가지 경우에서 이전 연구자들의 실험값과 비교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H2 : CO = 75 : 25인 경우

에는 이전 연구결과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 측정

한 실험값을 역시 비교를 위해 수행된 수치계산 결과

와 비교하였다. 
수소함유량이 75%까지로 합성가스 연료 대부분의 

조성비가 포함된 Fig. 5(b)의 측정결과를 보면, 당량

비가 0.5~5.0로 역시 대부분의 합성가스 버너 운전조

건에서 특히 최대 연소속도에 해당되는 당량비보다 

희박한 구간에서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실험 결과

들이 정확하게 잘 일치하고 있어 슐리렌 영상을 통한 

각도법이 매우 유익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게 되

었다. 또한 비교를 위해 병행한 수치해석 결과에서 

USC-II Mechanism이 수소-일산화탄소와 같은 수소가 

포함된 혼합연료의 수치모사에 보다 적합한 알고리

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3.2.2. 수소함유량 영향

Fig. 6은 합성가스 조성비에서 수소함유량 변화가 

연소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측정된 연소

속도 변화를 본 연구에서 정의한 희박구간과 과농

구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각 당량비 별로 표

시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합성가스

의 연소속도는 다른 연료에 비해 연소속도가 매우 

빠른 수소의 역할로 인해 수소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

라 모든 구간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런데 수소의 연소속도가 일산화탄소보다도 약 

10배 이상 빠른데 수소 함유량이 본 연구에서와 같

이 7.5배나 증가하더라도 연소속도가 선형적으로 증

가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합성가스 

연소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최근 Y. He
의 연구[7]에서도 보고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는 수

소함유량이 최대 25%로 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낮은 함유량이며, 또한 희박한 구간으로 제한된 

결과로 본 연구와 같이 수소함유량이 75% 정도로 비

교적 높은 조성비에서도 연소속도가 지수적(exponent)
이 아닌 선형적(linear)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아직까

지 보고되지 않은 결과이다.
Fig. 6(b)는 본 연구에서 과농상태로 정의한 구간

으로 이 구간의 당량비들은 Fig.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속도가 최대인 당량비 지점을 지나 속도

가 감소하는 구간의 당량비들이다. 이 그래프에서는 

연소속도가 증가하는 Fig. 6(a)의 희박 구간에서와는 

달리 수소의 함유량이 증가하여도 당량비가 증가하

게 되면 연소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당량비가 증가 할수록 연소속도는 감소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동일한 당량비에서는 역시 수소량 증

가에 따라 연소속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료-산화제의 연소반응에서는 비록 

매우 작은 양이지만 활성화된 라디칼들의 생성과 연

쇄작용으로 인해 반응이 촉진된다. 따라서 합성가스 

반응물처럼 연료자체에 수소가 함유된 경우 수소와 

관련된 반응에서 라디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처럼 반응물에 수

소함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소와 관련된 매우 빠른 

소반응들을 통해 H와 OH와 같은 반응성이 큰 라디

칼 생성이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연소반응이 촉진되

어 화염의 연소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
소함유량 증가에 따른 이러한 라디칼 생성량 증가

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되는 상세 연소반응 해

석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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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a). Profiles of H radical versus H2 content with different equivalence ratios at lean and rich conditions.

Fig. 7(b). Profiles of OH radical versus H2 content with different equivalence ratios at lean and rich conditions.

3.3. 연소반응 해석

3.3.1. 주요 라디칼농도 변화

Fig. 7은 앞 절에서 수소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상세 

반응기구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수소함유량

에 따른 주요 라디칼인 H와 OH 라디칼의 농도 생성

량을 CHEMKIM-II Package를 이용하여 수치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7(a)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희박상태로 연소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과 과농상태로 연소속도가 감

소하는 구간에서의 H 라디칼 생성량을 나타내었다. 
Fig. 6(b)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소속도가 감소하는 과

농구간에서는 모든 수소함유량에서 당량비가 증가

할수록 연소속도가 감소하는 것과 동일하게 H 라디

칼 생성량 또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5% 
수소함유량인 경우에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수소

함유량 증가에 따라 연소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수소반응과 관련이 깊은 H 라디칼의 생성특성과 매

우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희박구간

에서의 연소속도와 H 라디칼 생성기울기가 Fig. 6(a)
와 Fig. 7(a)의 좌측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기울기를 하고 있으며, 과농구간인 Fig. 6(b)
와 Fig. 7(a) 우측 그래프 기울기도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수소함유량 증가에 따른 연소속도 증가현

상이 수소와 관련된 라디칼의 반응율 증가로 연소

반응이 가속화되는 특성과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라

디칼들의 선형적인 생성량 증가특성을 잘 추종하여 

연소속도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b)에도 수소함유량에 따른 OH 라디칼 생성

량을 역시 희박과 과농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에

서 당량비별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좌측 그래프인 희박 구간(φ = 0.6~ 
1.4)에서는 수소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OH 라디칼 

농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비해, 우측 그래프인 과

농구간(φ = 3.0~5.0)에서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수소함유량

이 일정 이상이 되면 흥미롭게도 오히려 OH 라디칼 

농도는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는 다음 절에서 주요 요소 반응들의 반응 진행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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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n condition case of this work (b) Rich condition case of this work
Fig. 8. Distributions of H and OH radicals with different H2 content for φ = 1.0 and 4.0 as lean & rich conditions. 

석을 통해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된다. 

3.3.2. 수소농도에 따른 반응기구 검토

Fig. 8은 희박과 과농구간의 대표적인 당량비로 

당량비 1.0과 4.0에서 수소가 5%에서 75%까지 증가

되었을 때 반응거리에 따른 연소반응의 주요 라디

칼인 H와 OH 화학종들의 공간 농도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희박구간의 대표적 당량비인 1.0인 Fig. 8(a)
에서 볼 수 있듯이 H와 OH 라디칼 농도들은 수소함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이들 라디칼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자세

히 보면 수소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H와 OH 라디

칼 모두 최고 농도위치가 서서히 상류측으로 이동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소증가와 함께 

연소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수소량 증가에 따른 H 라디칼 증가경향은 Fig. 

8(b)의 과농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러나 과농한 이 구간에서의 OH 라디칼 농도는 수소

함유량이 적은 5%를 제외하고는 반대 경향으로 분

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연료가 과농한 상태에

서는 합성가스 내 수소함유량 증가하게 되면 흥미롭

게도 OH 라디칼 생성량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

이다. 또한 OH 라디칼의 분포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

면, 본 연구의 25%인 것처럼 수소함유량이 일정 이

상인 조성비에서는 이중의 최고치(double peaks) 분
포특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당량비가 

과농한 구간에서 발생하는 OH 라디칼 감소현상과 

이중의 최고치 분포특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

된 바가 없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

여 상세한 연소반응 해석(detailed kinetic analysis)을 

통해 수소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위 7개 

Table 2. Reaction equations of major reaction
Reaction number Reaction equation

R1 H + O2 = O + OH

R2 O + H2 = H + OH

R3 OH + H2 = H + H2O

R9 H + OH + M = H2O + M

R12 H + O2 (+M) = HO2 (+M)

R16 HO2 + H = OO + OH

R31 CO + OH = CO2 + H

요소 반응들에 의한 H와 OH 라디칼생성에 대한 기

여도를 분석하였다. 위의 Table 2에 이들 상위 7개 

주요 반응들의 번호와 반응식을 요약하였다. 
Fig. 9와 10은 희박과 과농구간의 대표적인 당량

비인 1.0과 4.0에서 수소함유량이 각각 25%와 75%인 

경우 상세 수치해석을 통해 반응대에서 나타난 H와 

OH 라디칼 생성율(production rate)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먼저 Fig. 9는 희박상태에서 수소함유량이 25%
와 75%인 경우로, H와 OH 라디칼 생성에 기여하고 

있는 소반응들의 생성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건

에서 H 라디칼 생성에 기여하는 상위 7개 주요 요소 

반응들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수소가 25%로 적은 경

우에서는 CO + OH = CO2 + H인 R31의 소반응이 H 
라디칼 생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수소함유량

이 증가하여 75%가 되면 R31 반응보다 OH + H2 = 
H + H2O인 R3 반응이 훨씬 더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H 라디칼 생성에 관해서 보면 비

록 많은 양의 OH소모가 반응 R3에 의해서 이루어

지지만, 수소함유량 증가와 함께 OH 라디칼 증가는 

주로 H + O2 = O + OH인 R1과 O + H2 =H + OH인 R2 
그리고 HO2 + H = OH + OH의 R 16 반응에 의해 주

도되는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9(a). Production rate of H radical with different H2 content of 25% and 75% in lean condition.

Fig. 9(b). Production rate of OH radical with different H2 content of 25% and 75% in lean condition.

Fig. 10(a). Production rate of H radical with different H2 content of 25% and 75% in rich condition.

Fig. 10(b). Production rate of OH radical with different H2 content of 25% and 75% in ric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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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a). Rate of progress variable of H and OH radical with different H2 content of 25% and 75% for φ = 1.0.

Fig. 11(b). Rate of progress variable of H and OH radical with different H2 content of 25% and 75% for φ = 4.0.

이번엔 당량비 4.0인 대표적인 과농구간에서 수

소함유량이 각각 25%와 75%인 경우 H와 OH 라디

칼 생성에 기여하는 요소 반응들의 역할을 비교한 

그래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먼저 H 라디칼 생

성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과농구간에서도 수소함유

량이 증가하게 되면 희박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반

응 R3의 소반응이 H 라디칼 생성을 계속해서 주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OH 라디칼 생성에서

는 희박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R1, R2, R16 반응들

이 OH생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거꾸

로 OH 라디칼을 소모시키는 R3 반응(OH + H2 = H + 
H2O)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당량비가 과농한 구간에

서는 수소함유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앞의 Fig. 
7(b)(우측)와 8(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H 라디

칼 농도는 증가하나 OH 라디칼 농도인 경우 수소함

유량이 많은 75%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수소함유량에 따른 H와 OH 
라디칼 생성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 반응들에 대한 기

여도를 알기 쉽게 각 소반응들의 반응속도를 의미하

는 반응 진행율(Progress variable rate)을 보기 좋은 비

교표로 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a)은 희박

구간인 당량비 1.0에서 H와 OH 라디칼 생성에 기여

하는 소반응들의 반응 진행율을, Fig. 11(b)는 과농

구간인 당량비 4.0에서 H와 OH 라디칼 생성에 기여

하는 반응 진행율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좌표축에

서 양수와 음수는 해당되는 소 반응들의 반응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해당 라디칼의 생성량이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먼저, 희박구간인 비교표 Fig. 11(a)의 좌측 그래

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소가 25%인 경우 H 
라디칼 생성에 기여하는 소반응 순은 R31 > R3 > R2 
반응에서, 수소함유량이 75%로 증가하게 되면 R3 ≫ 

R16 > R2 순으로 R3 반응주도에 의해서 H 라디칼 생

성량이 증가하여 연소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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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11(a)의 우측 그래프를 보면 OH 라디칼 생성

에 기여도는 25% 수소인 경우 반응속도가 R1 > R16 > 
R2 순이며, 75%인 경우에서는 R1 > R16 > R2 순으로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서는 OH 
라디칼을 소모시키는 R3 반응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과농구간인 비교표 Fig. 11(b)의 좌측 그래

프를 보면 수소 25%에서 H 라디칼 생성에 기여하는 

소반응 속도순이 R3 > R31 > R2 반응에서 수소가 75 
%로 증가하게 되면 R3 ≫ R2 > R31 순으로 과농상태

에서도 R3 반응이 주도되어 H 라디칼 생성량이 증

가하게 되어 연소속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1(b)의 우측 그래프인 OH 라디칼 생성 기여도

에서는 25% 수소인 경우 반응속도가 R16 > R1 > R2 
순이며, 75%인 경우에서는 R16 > R1 ≒ R2 순으로 변

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R3 
반응 주도로 OH 라디칼을 소모시키는 반응이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소함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OH 라디

칼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과농구간에서는 수소함유량이 증가할 경

우 비록 OH 라디칼 농도는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H 
라디칼 농도는 Fig. 9(a), 10(a), 11(a)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변함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
라서 수소함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과농구간에서는 

OH 라디칼은 감소하나 H와 OH 라디칼을 합한 전체 

라디칼 생성량은 당량비 전 구간에서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소속도는 지수적이 아닌 선형적으로 비

례하게 된다. 
또한 3.1절 화염형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한 혼합기 분출조건과 연소조건으로 레이놀즈수와 

당량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소함유량이 증가하

게 되면 이러한 라디칼 생성증가로 반응이 활발해

져 H2O 같은 연소생성물 농도가 증가되면서 화염의 

색상이 청색에서 엷은 핑크색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4. 결 론

넓은 당량비(0.5~5.0)와 수소 함유량(5~75%)을 갖

는 합성가스의 층류 연소속도와 화염구조에 대해서 

실험과 상세 수치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원추형 분젠화염의 슐리렌 영상에서 화염각도

로 측정한 층류 연소속도는 비교를 위해 수행한 수

치계산과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값과 비교하여 비교

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소속도가 일산화탄소에 비해 10배 이상 빠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넓은 수소 함유

량 전 범위의 조성비에서 측정된 연소속도는 수소함

유량 증가에 따라 지수적이 아닌 선형적으로 증가

하였다. 
3) 수소함유량에 따른 연소속도 증가현상을 H와 

OH 라디칼 거동을 중심으로 한 상세 연소반응 해석

을 통해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4) 수소함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농상태 구간

에서는 OH 라디칼 농도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형

태도 이중의 최고치(double peaks) 형상을 보이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요 라디칼 생성과 소멸에 관여된 상위 7개 주

요 요소 반응들의 반응 진행율을 조사한 결과 수소

함유량이 증가할 때 H 라디칼 농도는 당량비 전 구

간에서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H 라디

칼 농도는 과농구간에서 OH를 소모시키는 R3(H2 + 
OH = H2O + H) 반응이 주도되어 거꾸로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이러한 상세 연소반응 해석을 통해 수소함유량

에 따라 연소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과

농구간에서 OH 라디칼 감소와 거동현상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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