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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experimental results on combustion character-
istics with hydrogen contents of synthetic natural gas (SNG) in low swirl 
combusto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ydrogen contents for premixed SNG 
flame, stability map, CH chemiluminescence images, flame spectrum analysis 
and emission performances were measured. In the results, as the hydrogen con-
tent was increased, the lean flammable limit was expanded and the flame length
was decreased. The hydrogen contents affected the flame liftoff height, and it 
has different tendency according to the equivalence ratio and flame shape. The
change of height and length of flame according to hydrogen contents is caused 
by the fast burning velocity of hydrogen, which can be confirmed by GRI 3.0 re-
action mechanism in PREMIX code. The intensity of OH*, CH* and C2* was con-
firmed by spectrum analysis of flame. As a result, the CH* intensity was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hydrogen content. The increase of hydrogen con-
tents influenced positively CO and NOx emission performances.

Key words : Low swirl(저선회), Synthetic natural gas(합성천연가스), Hydrogen content
(수소 함량), Chemiluminescence(자발광), Spectrum analysis(분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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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 가채 연한이 가장 긴 연료

로 석탄을 가스화하여 효율을 증가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연료로써 보급하고자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 이 중 기존의 천연가스

(natural gas)를 대체할 수 있는 일명 인공 천연가스

인 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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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low swirler and combustion chamber 
for the low-swirl combustor

기술이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SNG 연료는 

석탄 가스화(coal gasification) 기술을 통하여 발생

하는 합성가스(synthetic gas)로부터 SNG를 합성

(CO + 3H2 → CH4 + H20)하는 간접법 방식과 석탄 

내 탄소와 외부에서 공급된 수소(C + 2H2 → CH4) 

또는 석탄 내 증기(2C + 2H20 → CH4 + CO2)와 직

접 반응시키는 직접법을 통해 SNG를 얻게 된다2-5). 

석탄 가스화 기술을 이용한 가스화 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이 대표적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6년 6월 태안 

IGCC가 발전을 시작하였으며 연계기술 개발을 통

해 SNG 생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SNG 연료의 연소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는데6,7), Oh 등은 동축 공기 합성

천연가스 확산화염에서 화염안정성 등을 조사하여 

수소(H2) 성분 증가가 부상화염의 경우 부상 높이

를 감소시키고 부착화염의 경우 화염길이를 감소시

켰다고 보고하였다8). SNG 연료를 사용한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Park 등은 SNG에 포함된 수소 특성과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수소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화염의 길이는 감소하고 화염의 각도가 증가하는 

등 화염형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9,10). 또한, 

Choi 등은 강선회를 이용한 예혼합 형태의 이중선

회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수소조성에 따른 연소불안

정성(combustion instability)을 파악하였다11). Choi 

등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함량의 증가는 연소불안정 

현상의 주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여 불안정

의 크기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나마 보고된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SNG 

연료 적용에 대한 연구들은 전부가 강한 선회류로 

화염을 잡아주는(anchoring) 강선회 연소기에 관한 

것으로 화염이 부상되어 있지만 안정화되어 존재하

는 저선회 연소기에서 SNG 연료 적용에 대한 연구

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SNG 연료를 사용한 저선회 연소기의 연소특성

에 관한 연구로 일차적으로 SNG 내 포함된 수소함

량에 따른 예혼합 화염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고자 

화염의 형상, 라디칼 강도 변화 및 배기 성능 등을 

중심으로 수소함량이 저선회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저선회 연소기 및 실험조건

저선회 연소는 단순히 선회강도가 약하다는 의미

로 약한 선회강도의 유동장이 아니라 강선회 유동장

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선회 연소장을 의미한다. 즉, 

저선회 연소는 확대유동(divergent flow)에 의해 새

롭게 스스로 재편되는 난류 연소장으로, 특성상 역

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성질과 웬만한 교란에도 

화염이 불안정하지 않고 늘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기술로 평가된다12). 

이러한 신 연소기술로 설계한 저선회 연소기의 

출구부와 연소부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연소기 출

구부에 선회기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선회기의 중앙

에는 난류를 발생시키는 다공판이 있고 선회기 외곽 

부분에는 선회유동을 위한 8개의 베인(vane)이 존재

한다. 이러한 다공판과 베인으로 구성된 선회기를 

통과한 예혼합기의 반응물은 노즐 출구에서 내부 재

순환 영역이 없는 발산 유동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발산유동의 속도와 예혼합 화염의 전파특성에 의한 

연소속도(burning velocity)가 같은 점에서 화염이 

생성되며 화염의 형상은 선회기의 다공판 부분과 베

인 부분을 지난 유동의 속도 차이에 의해 전단응력

이 발생하여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V 또는 U자 



정황희⋅강기중⋅이기만    183

Vol. 28, No. 2, April 2017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Table 2. Simulated SNG fuel compositions

Fuel Contents Unit Ref. C3 C7 C11

CH4 mol % 100 91 85 80

C3H8 mol % 0 6 8 9

H2 mol % 0 3 7 11

Wobbe Index MJ/Nm
3 53.29 55.02 55.22 55.06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s Range

Fuel Ref, C3, C7, C11

Oxidizer Air

Swirl angles (α) 37°

Swirl number (S) 0.49

Dia. of nozzle (d0=2Rb) 28 mm

Dia. of combustor (Dc) 74 mm

Thermal power (kW) 5.0

Equivalence ratio (Φ) 0.6–1.2

형태를 나타낸다.

유동의 속도와 화염 전파속도가 같아지는 점이 

노즐 출구 이후에 위치할 때 화염이 안정적으로 부

상되어 존재하게 되고, 노즐 출구보다 안쪽에 위치

하게 되면 선회기에 화염이 부착되는 역화가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저선회 연소기의 안정성은 화염의 

연소속도에 민감한 편인데, 일반적으로 연소속도는 

연료의 반응률(reaction rate)에 지배적이므로 수소

가 포함된 SNG 연료인 경우 수소 조성비에 따른 화

염안정성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소기 노즐의 출구직경(2Rb)

은 28 mm, 연소실의 직경(Dc)은 74 mm로 확대비

는 약 7.0이다. 저선회 연소기에서는 선회기의 작은 

형상변화에 따라 유동장이 변화하여 화염의 형상 및 

거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변수로는 선회기의 베인 

각도(α), 다공판의 패턴 및 기공률(β), 노즐 출구 길

이(L) 등이 있다13-16).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연

료조성비에 따른 영향만을 고려하기 위해 앞서 언급

된 형상 변수들은 다음번 연구를 위해 고정한 상태

로 하였으며 연료조성비 및 당량비 등 주요 실험조

건들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실험실 차원으로 모사한 SNG 연료의 조성비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0% 메탄인 경우를 

Ref.로 하였고, 연료에 포함된 수소의 함량을 기준

으로 C3 (H2 3%), C7 (H2 7%), C11 (H2 11%)로 호

칭하였으며 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 경우 수

소의 함량을 증가시키되 발열량은 일정하게 유지하

기 위해 단위 부피당 발열량이 높은 프로판 조성비

로 발열량을 같게 하였다. 따라서 메탄이 100%인 

Ref.를 제외하면 조성된 C3~C11의 SNG 연료는 기

존 LNG 연료와 거의 동일한 발열량으로 연료의 호

환성 지수인 웨버 지수(Wobbe index, WI)값들에서 

0.4% 이내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선회 연소기의 실

험장치와 측정장비를 나타낸 그림이다. 연료는 메탄

(methane), 수소(hydrogen), 프로판(propane)을 각각 

SNG 연료 조성비에 맞게 혼합시키고 산화제는 압

축공기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유량들은 버블 유량계

를 통해 보정된 질량 유량계(MFC)와 제어기에 의해 

조절되며 당량비에 맞게 조절된 연료와 공기는 정체

실(settling chamber)에서 충분히 잘 혼합되도록 예

혼합된 후 연소기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먼저 SNG 연료 조성비별 열방출 특성은 고감도 

카메라인 확인하고자 ICCD를 이용하여 화염으로부

터 발생하는 주요 라디칼의 자발광 분석을 통해 파

악하였다. 이 경우 반응대를 가리키는 CH* 자발광 

이미지는 CH* 광학 필터(434/17 nm, Semrock Inc.)

를 ICCD 카메라(PI-MAX Princeton Instrument) 앞에 

부착하여 CH* 라디칼만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화염

의 직접사진은 DSLR 카메라를 통하여 동일한 노출 

조건으로 촬영하였으며, CO 및 NOx 등 연소 배출성

능은 TESTO사의 연소 배기가스 분석기(330-2LL)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 그래프(Fig. 11)에서 표시한 

CO 및 NOx의 농도는 가스터빈 연소기의 배출기준

인 건농도 기준(dry-basis) O2 15% 조건으로 환산된 

값이며, NOx는 NO와 NO2를 합한 값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소함량에 따른 SNG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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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ame stability map with hydrogen contents

Fig. 4. CH* Chemiluminescence images with hydrogen con-
tents at thermal power 5kW

Fig. 2. Low swirl burner and set-up of experimental equipment

의 발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밀한 분광기(PI 

Acton SP500i, Princeton Instruments Inc. Co.)를 사

용하였다. 측정범위는 주요 라디칼들인 OH*, CH*, 

C2
*의 파장대를 포함하는 근자외선 부근과 가시광

선 대역으로 200~600 nm 까지 1 nm 간격으로 SNG 

화염으로부터 방출되는 발광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염안정화특성

SNG 연료 내 수소함량에 따른 겉보기 연소 특성

을 확인하고자 각 연료조성별로 당량비와 열용량에 

따른 화염 안정화 선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안정

화 선도는 실험실 용량을 고려하여 2~8 kW로 하였

으며 열용량이 증가할수록 화염의 안정화 영역이 확

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정화 선도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수소함량의 증가는 희박가연한계를 당량비

가 낮은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 kW 기준으로 C3에서 C11로 수소함

량의 증가는 약 6.7% 정도의 희박가연한계를 확장

시켰다. 그런데 낮은 열용량에서는 연료가 과농한 

영역에서 역화가 발생하였고, 수소의 빠른 화염 전

파 속도에 의해 수소함량이 큰 SNG 연료에서 화염

의 안정화 범위가 축소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량

이 증가하여 일정 열용량 이상이 되면 역화가 발생

되질 않는 저선회 연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량비 1.2, 입구속도 1.5 m/s의 경우를 보면 Ref는 

화염이 부상되어 존재하지만 C11은 역화가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의 빠른 화염 

전파 속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역화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한 영역에서의 연소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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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ame liftoff height with hydrogen contents 

Fig. 6. Comparison on laminar burning velocity from PREMIX 
code using the GRI 3.0 mechanism with different hydrogen 
contents

Fig. 7. Flame length with hydrogen contents 

일정 유량 이상에서 운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랩 규모를 고려하여 5 kW의 영

역에서 화염이미지와 발광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3.2 CH* 이미지

화염의 거시적인 형상과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사진이미지를 촬영하였다. 당량비가 증가할수

록 화염의 부상높이가 감소하고 화염의 길이가 짧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소함량에 대한 영향

은 가시적인 관찰로 판단하기 어려워 ICCD 카메라

를 이용하여 CH* 자발광 이미지를 취득하여 Fig. 4

에 나타내었다. 이미지는 난류 화염임을 고려하여 

평균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 100장의 이미지를 촬영

하여 평균화하여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CH* 라디칼 강도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소함량 증가에 따라 

화염의 길이가 감소되었으나 CH* 라디칼 강도는 미

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로부터 얻은 CH* 자발광 이미지를 바탕으

로 수소함량에 따른 화염의 부상 높이를 연소기 노

즐 출구부터 화염의 선단까지 거리로 정의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또한 SNG 연료조성에 따른 층류 

연소속도를 PREMIX 코드를 이용하여 Fig. 6에 나

타내었다. SNG 연료조성별 연소속도는 메탄연소에 

최적화되어있는 GRI 3.0 메커니즘을 통해 계산한 

결과와 정적연소기로 실험한 모든 당량비 측정에서 

수소함량이 증가할수록 층류연소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 이처럼 수소의 빠른 전파 속

도 특성은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당량비 1.0 이상

에서 부상 높이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

으나 당량비 0.8~0.9에서는 수소의 함량이 화염의 

부상 높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량비 0.7 이

하에서는 흥미롭게도 과농 상태인 당량비 1.0 이상

의 구간과는 정반대의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당량비 0.7 이하의 화염은 이전 연구에서 긴 화염

(long flame)이라 정의한 화염이며 이 화염은 연소

실에 영향을 크게 받아 재순환 영역이 강하게 나타

나며 벽면을 따라 길게 형성된다12). 당량비 0.7 이하

에서 나타난 높은 수소함량임에도 부상 높이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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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adical porofiles of CH
*
 intensity for different height using chemiluminescence images with 5 kW and equivalence ratio Φ = 

1.2, (a) y=6 mm, (b) y=12 mm, (c) y=24 mm

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비록 난류 화염이라도 

연소속도의 영향과 더불어 물질의 확산에 의해 결정

되는 슈미트 수(Schmidt number)의 영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은 후속 연구로 수행할 예정이다.

부상 높이와 함께 화염의 길이도 수소의 빠른 연

소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수치화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당량비가 증가할

수록 화염의 길이가 감소하였고 수소함량이 증가가 

화염의 길이를 더 짧게 단염화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앞서 취득한 CH* 이미지를 통해서 화염의 

높이별로 CH* 라디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보았다. 

연소기 덤프면을 기준으로 하여 노즐 출구 부근의 6 

mm, 화염의 라디칼 강도가 강한 12 mm와 화염의 

끝단 부분의 24 mm 지점의 라디칼 정보를 Fig. 8에 

비교하였다.

 Fig. 8은 열용량 5 kW, 당량비 1.2에서 3가지 경

우를 나타내었으며 노즐 출구 부근인 Fig. 8a의 경

우 수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H* 라디칼의 강도가 

증가하였다. 노즐 출구 쪽에서 화염의 강도가 증가

된다는 것은 화염의 부상 높이가 점차 낮아져 노즐 

출구 쪽으로 화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염

의 라디칼 강도가 강한 Fig. 8b에서는 순수 메탄 연

료에 비해 수소가 첨가되어 WI가 높은 C3, C7, C11 

경우에서 CH*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C3, 

C7, C11의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염의 끝단 

부분의 Fig. 8c의 경우 수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Fig. 8a와 반대로 CH* 라디칼의 강도가 감소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6과 Fig. 7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소함량에 따라 부상 높이가 감소되

고 단염화 되어 화염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후류 

측에서 CH* 라디칼 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3.3 화염발광특성

다음은 정밀한 분광기를 이용하여 화염의 발광스

펙트럼을 분석하였다. Fig. 9에서는 메탄 100% 조건

에서 당량비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OH* 

라디칼 영역인 309 nm의 근자외선 부근 파장대에서 

피크점을 확인하였고, CH* 라디칼 영역인 430 nm

의 청색 발광 파장대에서 다시 피크점을, C2
* 라디칼 

영역인 515 nm의 청록색 발광 파장대에서 피크점을 

보여주고 있다. Fig. 9를 통해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OH* 라디칼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CH*과 

C2
* 라디칼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10은 Fig. 9에서 보여준 SNG 연료조성에 따

른 스펙트럼의 피크점을 비교하였다. 수소함량에 따

른 영향을 살펴보면 OH* 라디칼은 이론 공연비 영

역에서 수소함량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고 CH* 라디칼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Ref보다 C3, C7, C11의 경우의 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C2
* 라디칼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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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ick point comparison for flame spectrum analysis  

Fig. 11. CO & NOx emissions Fig. 9. Flame spectrum analysis at CH4-100% condition 

다. 이를 통해 CH* 자발광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와 분광분석을 통한 CH* 강도의 결과가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3.4 SNG 연소 배출성능

수소함량 증가로 화염의 거동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저선회 연소기의 배출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CO와 NOx의 배출량을 측정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당량비가 감소하면서 CO와 NOx의 배출량이 감

소하였으며 CO는 연료가 매우 희박한 영역에서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희

박연소로 운전되고 있는 가스터빈 연소 배출성능의 

경향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18) 당량비가 1.2 이상

이 되면 강한 휘염이 형성되어 CO 배출량이 5,000 

ppm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계측기 보호를 위

해 측정을 하지 않았다.

수소의 영향은 연료 희박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당량비 1.0 이상의 연료 과농 영역에서 수

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O의 배출량이 감소하였

다. NOx 배출량도 이론 공연비에 가까워짐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열적 NOx 생

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NOx 배출량도 연료

가 희박한 영역에서는 배출량이 적어 차이를 구별하

기 어려웠으나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차이

를 보였는데 수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NOx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수소의 빠른 연소속도

에 의해 화염의 길이가 감소되고 NOx 생성에 영향

을 끼치지는 체류시간이 짧아져 NOx 배출량이 감

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을 통해 가스터빈용 

저선회 연소기 운전 조건인 당량비 0.9 이하인 희박 

연소로 운전이 될 경우 모든 연료 조성비에서 CO 

배출은 2 ppm 이하, NOx 배출은 10 ppm 이하의 훌

륭한 배출성능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저선회 연소기에서 SNG 연료의 수소함량에 따른 

예혼합 연소 특성을 화염의 형상, 라디칼 강도 변화 

및 배기 성능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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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얻었다.

1) 저선회 연소기의 화염 안정화 선도와 배출성

능을 제시하였고 수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희박 가

연한계가 확장되었으며 연소 배출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저선회 화염의 발광특성을 자발광 이미지와 

분광분석을 통하여 발광강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수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H*의 강도가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분광 분석

과 자발광 이미지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수소함량에 따라 부상 높이와 화염의 길이가 

영향을 받는데, 이는 수소의 빠른 연소속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PREMIX 코드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수소함량이 증가할수록 화염

의 길이가 감소하였다.

4) 수소함량의 변화가 화염의 부상 높이에 영향

을 주었지만, 당량비와 화염의 형상에 따라 서로 상

반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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