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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hort reaction mechanism was developed in order to predict the flame phenomena in

premixed Dimethyl Ether-Air flame with the methods of SEM-CM(Simulation Error

Minimization Connectivity Method), sensitivity analysis, and the rate of production

analysis. It consisted of 31 species including nitrogen as inert gas and 177 elementary

reactions. The flame structures obtained using a detailed reaction mechanism and the

short reaction mechanism were compared with various equivalence ratios and pressure,

and the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 Therefore, the short reaction mechanism would

be used to aim at studying the development of a reduced reac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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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 방법을 통해 연소 현상을 해석 및 분

석하려는 노력이 수십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최

근에 상당한 진보를 가져왔다. 수치해석에서 반

응 메카니즘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에 저 분자

량에서부터 고 분자량을 갖는 연료들에 대한 상

세한 화학반응 메카니즘(Detailed Chemical Reac

tion Mechanism)이 개발되어 왔고, 기존에 개발

된 반응 메카니즘도 예측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

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상세한 화학반응 메카니즘은 다양한 조건에서

생성되는 화염구조를 예측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

은 수의 기초반응식을 포함하고 있다. 상세한 화

학반응 메카니즘이 갖고 있는 예상 능력을 유지

하면서 화학종 및 기초반응식 수가 적은 축소 반

응 메카니즘(skeleton reaction mechanism) 또는

준총괄 반응 메카니즘(reduced reaction

mechanism)을 수치해석에 사용하면 계산시간에

서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반응 메카니

즘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SEM-CM(Simulation Error Minimization

Connectivity Method)[1], DGR(Directed Relation

Graph)[2], DRGASA(DRG-Aided Sensitivity

Analysis)[3], DRGEP(DRG with Error

Propagation)[4]등이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상세한 화학반응 메카니즘의 화학종 및

기초반응식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축소 반응 메

카니즘은 상세한 화학반응 메카니즘의 부분 집합

으로 나타난다. 또한 반응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반응

경로 분석(reaction flow analysis) 등이 있다.

연료의 다양화, 청정에너지 변화 등에 따라 최

근 수송 에너지로 DME(Dimethyl Ether)는 관심

을 받고 있다. 이산화탄소와 천연가스로 제조되

는 DME는 수송 연료로 사용할 경우 다른 연료

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과 미연탄화수소의 배출

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E 연소에 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실험

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고, 수치해석을 위한 상세

한 화학반응 메카니즘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Dagaut 등[5]은 jet stirred reactor에 대한 실험

수행을 통해 고압 조건에서 DME의 반응 메카니

즘을 제한하였다. Curren 등[6]은 78개의 화학종

을 갖는 반응 메카니즘을 개발하였고 shock

tube 실험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다. Zhao 등[7]

은 고온과 저온에 적용 가능한 반응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혼합 DME-Air 화염에 대한

축소 반응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상세한 화학

반응 메카니즘 및 축소 반응 메카니즘의 화염속

도 결과와 타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

다. 또한 두 개의 반응 메카니즘으로부터 계산한

화염구조 결과를 비교함으로 축소 반응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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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action flow of DME-Air flame at Φ=1.0 and P=1 atm,

을 검증하였다.

DME에 대한 상세한 화학반응 메카니즘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발표되었지만 최근에 Zhao 등[7]

이 발표한 반응 메카니즘이 다양한 압력 조건에

서 화염속도 및 예혼합 화염 구조를 잘 예측하고

있다. 이 메카니즘은 55개 화학종(3개 불활성 화

학종 포함)과 580개 기초반응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SEM-CM을 이용한 방법과 기존

의 방법을 혼합하여 축소반응 메카니즘을 개발하

였다. SEM-CM에서는 최대 에러를 5%로 정하

여 실행하였다. 기존의 방법은 상세한 화학반응

메카니즘으로부터 화염속도, 온도, 중요한 화학종

의 농도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화학종의 반응 경로, 반응률 등을 고려하여

상세한 화학반응 메카니즘에 있는 중요한 화학종

및 기초반응식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축

소 반응 메카니즘은 33개 화학종(3개 불활성 화

학종 포함)과 177개 기초반응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사용한 수치해석 코드는 Chemkin-II[8]와

Chemkin-pro[9]를 사용하였다. 주어진 계산 구간

안에서 온도 및 화학종의 농도 분포가 급격히 변

하므로 이들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격자 수를

400개 이상 사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초기조건으

로 혼합기 온도는 298K, 압력은 1기압 조건을 갖

는 자유롭게 전파하는 예혼합 화염에 대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은 압력 1기압, 당량비 1인 조건에서

DME(CH3OCH3)의 반응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DME는 CH3OCH2로 분해되고, CH3OCH2는 CH3
와 CH2O 생성에 기여하는 주화학종이다. CH3의

소비는 다양한 화학종의 생성을 가져오며 반응

경로를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CH2O의 소비는

HCO 생성을 가져오고, HCO 소비는 CO와

HCOOH의 생성 경로를 갖는다.

Fig. 2는 압력 1기압에서 화염속도를 나타낸다.

기호는 타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7,10-12], 실선

은 수치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당량비 1.2 근처에

서 최대 화염속도를 갖고, 이를 정점으로 해서

좌우로 감소함을 보여준다. 수치해석 결과는 실

험 결과를 비교적 잘 예상하고 있고, 상세한 화

학반응 메카니즘과 축소 반응 메카니즘의 계산

결과는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Fig. 3은 화염온도와 열발생율 분포를 보여준다.

당량비 1인 조건에서 최대 화염온도는 약 2300K

을 나타내며, 최대 열발생률은 약 8.28e+10

erg/cm3-sec를 갖는다.

Figs. 4와 5는 주화학종과 활성기의 농도 분포

를 보여준다. 축소 반응 메카니즘에서 계산한 활

성기 농도가 상세한 화학반응 메카니즘의 것 보

다 약간 낮게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두 메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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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ame speeds for DME-Air flames at 1

atm

Fig. 3 Temperature and heat rate profiles for

full and short mechanism

즘으로부터 계산된 농도 분포는 비교적 서로 잘

일치한다.

예혼합 DME-Air 화염에 대한 축소 반응 메카

니즘을 개발하였고, 계산된 결과는 상세한 화학

반응 메카니즘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개발된 축

소 반응 메카니즘은 예혼합 DME-Air 화염의 화

염속도 및 화염구조를 잘 예측할 수 있었다. 추

후 이 축소 반응 메카니즘은 준총괄 반응 메카니

즘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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