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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반응 메카니즘으로부터 예혼합 화염 및 자발화 계산

이수각*․이기용*†

Premixed Flames and Auto-ignition Computations with the Short 
Chemical Mechanism
Su Gak Lee*, Ki Yong Lee*†

ABSTRACT

A short chemical mechanism was developed with the chemical model reduction strategy

based on the use of Simulation Error Minimization Connectivity Method(SEM-CM). We

examined the accuracy resulting from using this mechanism, as compared with the full

mechanism, for premixed flames and auto-ignition of methane-air mixture under high

pressures. These comparisons are in good agreement, but it has a little divergence to

predict the ignition delay time at high pressure conditions as compared with experi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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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현상의 해석 및 분석을 위해 수치해석 방

법이 널리 이용되어 왔고, 또한 컴퓨터 계산 능

력의 향상과 더불어 상당한 발전을 해 왔다. 연

소는 연료와 산화제의 복잡한 화학반응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은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을 통해 해석이 가능함으로 다양한 탄

화수소 연료에 대한 반응 메카니즘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메카니즘들은 다양한 연소 조건

및 연소 방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수의 화

학종 및 기초반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복잡한 연소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수렴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과 같이 화염구조에 대

한 예측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적은 수의

화학종 및 반응식으로 구성된 반응 메카니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축소 화학반응 메카니즘

(Short Reaction Mechanism or Skeletal

Mechanism) 개발
(1-4)

, 준총괄 화학반응 메카니

즘(Reduced Reaction Mechanism) 개발
(8)

등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이러한 반응 메

카니즘을 통해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에서 얻

을 수 있는 기본 정보(화염속도, 점화지연, 화염

온도 분포, 소염, 중요한 화학종의 농도분포 등)

들을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다.

축소 반응 메카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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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

세 화학반응 메카니즘의 화학종 및 기초반응식

의 수를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축소 반응 메카

니즘은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의 부분 집합으

로 나타난다.

Konnov가 개발한 CH4-Air 상세 화학 반응 메

카니즘
(5)

으로부터 SEM-CM
(1)

을 통해 축소 반응

메카니즘을 개발
(6)

하였고, 이 메카니즘은 고압조

건에서 예혼합 화염 속도를 비교적 잘 예측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축소 반응 메카니즘

활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 압력 10∼20atm 조건

에서 화염속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압력 15∼

150atm 조건에서 자연발화 계산을 수행하였고,

점화지연 시간 결과를 타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

와 비교함으로 축소 반응 메카니즘을 검증하였

다.

축소 반응 메카니즘
(6)

은 43개 화학종과 554개

기초반응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종은 C1∼

C3를 포함하고 있다. 초기압력 5atm, 초기온도

300K, 당량비 1인 메탄-공기 예혼합 화염에 대

한 반응 경로를 Fig. 1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괄

호 안에 있는 숫자는 생성율 또는 소비율이 차

지하는 %를 나타낸다. 메탄의 소비는 C1과 C2

화학종에 의해 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C3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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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생성과 소비는 C2 화학종과 밀접한 관계를

갖 는

Fig. 1 Reaction path of the short mechanism at

Φ=1.0 and p=5atm.

Fig. 2 Flame speeds for CH4-Air premixed

flames at several initial pressure.

다. C3 화학종의 생성은 CH3와의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C2H3+CH3→C3H6, C2H+CH3→

PC3H4).

Fig. 2는 초기온도 300K, 초기압력 10 및

20atm 조건에서 계산한 화염속도 결과를 보여

준다.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과 축소 반응 메

카니즘에서 계산된 결과는 최대 약4% 이내의

편차를 갖고 있다. 이는 화염속도에서 축소 반

응 메카니즘이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의 결과

를 잘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발화(Auto-ignition)(7)는 외부 열원의 부재

속에서 가연 혼합기가 화학반응을 통해 화염을

유지할 수 있는 열을 방출하는 자연 발생 과정

이다. 가연 혼합기의 점화는 점화지연 시간

(ignition delay time)과 같은 특성 시간을 갖는

물리적(가열, 확산, 반응물 혼합 등) 및 화학적

(화염 반응 전 반응 속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화지연 시간은 가연 혼합기가 생성된

시 점

Fig. 3 The Ignition delay time of CH4-Air

mixture at Φ=1.0.

Fig. 4 The ignition delay time of CH4-air

mixture at Φ=0.5.

부터 온도 및 압력의 빠른 상승을 가져오는 반

응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자발화 또는 점화지연

시간은 예혼합 화염 시스템의 개발 및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자발화 수치해석은

Chemkin-Pro(8)에서 수행하였고, OH 농도가 최

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점화지연 시간으로 하

였다.

당량비 1, 초기압력 16∼40atm, 초기온도 1000

∼1300K에서 계산한 점화지연 시간 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Huang 등(9,10)이 shock tube 실험

(점화지연시간은 압력 변화로 측정)을 통해 얻

어진 결과를 포함시켰다.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

즘과 축소 반응 메카니즘에서 계산한 결과는 거

의 일치한다. 1100K 이상의 온도에서 수치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를 비교적 잘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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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K 이하의 온도에서 수치해석 결과는 선형

적 증가를 갖지만 실험 결과는 변화를 보여준

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40atm 보다 16atm 조건

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당량비 0.5, 초기압력 15∼150atm, 초기온도

1200∼1750K에서 계산한 점화지연 시간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Zhukov 등
(11)

이 shock tube

실험(점화지연시간은 OH 방사로 측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포함시켰다. 희박조건에서도 상

세 화학반응 메카니즘과 축소 반응 메카니즘에

서 계산한 결과는 거의 일치한다. 압력 150atm

에서 수치해석과 실험 결과는 비교적 잘 일치하

지만, 압력 50atm 및 15atm에서 수치해석 결과

는 실험 결과보다 약간 낮게 예측하고 있다.

축소 반응 메카니즘은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

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예혼합 화염의 화염구조

및 점화지연 시간에 대하여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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