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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염과 탄화수소화염의 상호작용에 한 수치계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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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prediction of the flame structure during the interaction 
between hydrogen and hydrocarbon flames. A counterflow flow geometry was introduced to establish the interacting 
two flames. Methane was used as a representative hydrocarbon fuel in this study. A well-known numerical code for 
the counterflow flame, OPPDIF, was used for the simulations. The detailed chemistry was adopted to predict the 
flame structure reasonably. The interaction of two one-dimensional premixed flames established in counterflow burner 
was investigated with the global strain rate and velocity ratio.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located 
near the methane flame surface while the heat release rate of methane was lower than hydrogen flame. The flame 
thickness become narrow with increasing the velocity ratio while the global strain rate was fixed. The local strain 
rate and heat release rate at the methane flame surface were correlated with the global strain rate, while those at the 
hydrogen flame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global strain rate. However,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interacting 
flames was correlated with the global strain rate.
Key Words : hydrogen, hydrocarbon, flame-flame interaction, counterflow flame, numerical simulation

1. 서 론*

최근 에너지 문제가 두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의 활용에 한 기 가 증가되고 있으며, 신재생 에

너지 후보 중에서도 수소연료에 한 기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소는 모든 원자 중 

그 크기가 가장 작고 확산속도가 크며 점화에너지

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소와의 반응

성이 강하여 폭발범위가 넓고 화염전파속도가 매

우 큰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수소의 제조, 수송, 
저장 및 이용단계에 있어서 누출, 확산, 점화 및 폭

발과 관련된 안전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수소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는 저장용기의 결함 

혹은 사고로 인해 용기에서 기 중으로 수소가스

가 직접 누설되거나 저온의 액체수소가 누설된 후 

기 중에서 증발하면서 증기운을 형성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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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작된다1). 이렇게 확산된 수소가스는 누

적된 후 주위의 고온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가 된다

면 폭발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

지만, 만약 수소확산 초기단계에서 점화가 이루어

진다면 수소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수소가스 

폭발 이후 단계에서도 수소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사고사례는 근래에 실제로 보고된 

바도 있다2). 만약 연료전지처럼 실내공간에서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장치에서 수소화재가 발생한다면 

이 화재는 주위의 탄화수소 가연물로 전파되어 결

국 수소화재와 탄화수소화재가 상호작용하는 형세

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소화재의 특징은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

며 화염온도는 높지만 복사 열전달량이 적고 연료

에 탄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

적으로 CO와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통

상의 가연물은 탄화수소계 연료성분을 포함하고 있

어 화재는 적염의 성질을 보이며 화염온도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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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다 낮지만 복사 열전달량이 크고 CO 및 연

기 발생량 또한 많다. 이렇게 특징이 상이한 두개

의 화재가 실내공간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면 현재까

지 알려진 통상의 화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

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측

면에서 실내공간에서 수소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소화재와 탄화수소화재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소화재 

자체에 한 연구도 많지 않지만 수소화재와 탄화

수소화재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화재와 탄화수소계 연

료의 화재가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기초 연소특성

에 해 수치계산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

가 이러한 분야의 초기 연구이므로 향후 연구에 기

본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하학적으로 간단

한 향류화염 형상을 상으로 하였으며, 향류

화염에서 중요한 인자인 스트레인율(Strain rate) 변
화에 따른 화염구조를 검토하였다.

2. 수치계산 방법

2.1. 대향류화염

수소화재와 탄화수소화재의 상호작용에 관한 고

찰은 기본적으로 수소화염과 탄화수소화염간의 상

호작용 고찰에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간단한 형상의 향류 연소

기에서 형성되는 두개의 화염간의 상호작용을 고

찰하였다. Fig. 1에 보이는 연소장은 상사(Similarity)
를 이용하면 1차원 화염으로 모사할 수 있어 반경

방향으로는 화염구조가 변하지 않고 축방향으로만 

화염구조가 변하게 된다. 이 향류 연소장은 1차

Fig. 1. Schematic of counterflow flame geometry for the simu-
lation of interaction between hydrogen and hydrocar-
bon flames.

원으로 화염을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화학반

응기구(Detailed chemistry)를 적용할 경우 계산시간

이 장시간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화염구조를 자세

히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3).
본 연구에서 탄화수소 화염을 형성시키기 위해

서는 화학반응기구가 잘 알려진 가장 보편적인 메

탄(CH4) 연료를 사용하였다. 실제의 수소화재와 탄

화수소화재들은 각각 전체적으로는 확산화염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 부족조건에서는 과농 부분

예혼합화염(Partially premixed flame)의 특성을 갖

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당량비가 각각 1.0
인 수소화염과 메탄화염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 조건은 수소화재와 탄화수소화재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모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 

확산화염면은 양론혼합비의 조건을 갖는다는 점

과, 향후 수행될 부분예혼합화염간의 상호작용 연

구에 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먼

저 수행되었다.

2.2. 계산방법 및 조건

수소-메탄 향류 화염간의 상호작용 수치계산

에는 OPPDIF 코드4)를 이용하였으며 관련 지배방정

식과 경계조건은 참고문헌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

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계산에 한 정확도를 높이

고 보다 정교한 화염구조 고찰을 위해서 상세화학

반응기구인 GRI-3.05)을 이용하였다. 이 반응기구는 
53개의 화학종과 325개의 반응으로 메탄화염을 매

우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소반응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메탄 화염간의 상호작

용 수치해석에 적합하다.
수소 및 메탄화염을 형성시키기 위한 향류 노

즐간의 간격은 20 mm로 하였다. 두개의 화염간의 

상호작용 정도는 두개 화염면간의 거리를 조절하

여 가능하다. 향류화염에서 두 화염면간의 거리

는 스트레인율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화염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메타로서 아

래 식 (1)과 같이 정의되는 총괄 스트레인율(Global 
strain rate; ag)6)을 이용하였다.



 
   




  (1)

여기서 V는 혼합기의 유속, ρ는 혼합기의 밀도, 
L은 노즐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아래첨자 F와 O
는 각각 메탄혼합기 및 수소혼합기를 나타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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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Vr은 두개의 혼합기 유속간의 비로서 VO / VF와 

같이 정의된다.
양쪽 노즐의 유속이 너무 낮으면 화염이 노즐에 

닿게 되어 경계조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화염이 

노즐과 약간 떨어지는 유속조건부터 점차 유속을 

증가시킨 조건에 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총

괄스트레인율 조건을 맞춘 상태에서 가급적 화염

가 양쪽 노즐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속도비 조건

을 주었다. 양쪽 노즐출구의 혼합기체 초기온도는 

300K으로 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수는 스트레인율 조건에 따

라 달라지는데 낮은 스트레인율 조건으로 갈수록 

상호작용하는 고온 화염 가 두꺼워지게 되어 격

자수가 많이 소요된다. 높은 스트레인율 조건(ag～ 
5000s-1)에서는 축방향 거리 20mm 내에 700개의 격

자가, 낮은 스트레인율 조건(ag～500s-1)에서는 900
개 정도의 적응격자(Adaptive grid)가 사용되었으며, 
이 격자수로 좁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CH 라디칼

도 충분히 잘 해상할 수 있었다. 현재의 수치계산

은 전체적인 화염구조를 보는 것인 목표이기 때문

에 복사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복사효과에 한 

연구는 추후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에는 상호작용하는 메탄-수소 화염의 최고

온도를 총괄 스트레인율 변화에 하여 도시하였다. 
략 ag = 1000s-1 이상에서는 ag가 증가할수록 점

차 단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화염 

최고온도는 속도비인 Vr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g = 1000s-1 이하의 특

정 조건에서는 ag가 감소할수록 화염 최고온도도

Fig. 2. Maximum temperature of counterflow hydrogen-me-
thane interacting flame.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ag값 영역은 

두개의 화염면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노즐출구에 

근접하여 경계조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조건으로

서 수치계산적으로 의미있는 조건도 아니며 실험적

으로 구현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

게 되는 영역은 략 ag = 1000s-1 이상의 조건이 되

기 때문에 ag≥1000s-1 조건의 화염에 해서만 검

토를 수행하였다.
Fig. 3과 4는 ag = 1000s-1, Vr = 1.5인 조건에 해

서 수치계산을 통해 얻은 화염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Fig. 3에서 화염온도와 열발생률(Heat release rate; 
HRR)을 나타내고 있는데, 좌측과 우측의 HRR 최
고점 위치는 각각 메탄과 수소 화염면의 위치를 

나타낸다. ag = 1000s-1, Vr = 1.5인 조건의 화염 최고

온도는 2344K이다. 이는 통상의 당량비 1.0 상태로 
공기중에서 연소되었을 경우의 메탄연료의 단열화

염온도(～2223K)와 수소연료의 단열화염온도(～2483 
K)의 중간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온화염  영

역도 통상의 확산화염보다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각 연료와 산화제인 O2의 분포를

Fig. 3. Profiles of the flame temperature, heat release rate and 
major species concentration, Vr=1.5, ag=1000s

-1.

Fig. 4. Profiles of the axial velocity and the local strain rate, 
Vr =1.5, ag =1000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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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메탄은 반응 에서 전부 산화되어 존재

하고 있지 않지만 수소성분은 수소 화염면과 메탄 

화염면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농도는 수소 화염

면에서 급격히 낮아져서 메탄 화염면 근처로 갈수

록 서서히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온도분포와 HRR 분포를 비교해보면 

메탄화염의 HRR은 수소화염의 HRR보다 훨씬 적

게 나타나고 있지만 화염 최고온도점은 메탄 화염

면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 

도시한 조건에서는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메탄-공기 혼합기 유속은 3.77m/s, 수소-공기 혼합기 
유속은 5.66m/s이다. 양쪽 혼합기의 유속 차이뿐만 

아니라 화염  내부에서는 열팽창에 의한 밀도차

에 의해 유속분포는 정체점(수직 점선)을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소 화염면 이후의 유속

은 12.8m/s 가까이 증가되었다가 점차 감소되는데 

반해 메탄 화염면 이후 유속은 노즐출구에서 줄어

들다가 다시 약간 증가하여 1.7m/s 정도가 되었다

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소 화

염면에서 발생한 열이 수소 반응  측의 큰 유속

에 의한 류효과로 인해 정체점으로 많이 전달되

기 때문에 정체점 근처에서 화염 최고점이 형성된

다. 또한 메탄화염의 전파속도는 수소화염보다 작

기 때문에 메탄 화염면은 수소화염보다 정체점 근

처에 위치하게 되고 정체점과 가까운 메탄 화염면 

근처에서 화염 최고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두개의 예혼합화염이 상호

작용할 경우 조건에 따라서는 두개의 화염 중 하나

는 통상적인 예혼합화염과는 달리 유동의 상류측이 
아닌 하류로 전파되는 특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건에서는 두개의 

화염면이 정체점을 기준으로 각 노즐측(상류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개의 화염 모두 상류로 전파되

는 예혼합화염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음(negative)의 화염전파 특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1. Parameters directly related to the combustion cha-
racteristics of the H2-CH4 interacting flames

ag = 1000s-1 ag = 5000s-1

Hydrogen Methane Hydrogen Methane

Maximum temperature(K) 2344 2091

Maximum HRR(W/cm3) 16828 3796 17062 6128

Maximum aL(s-1) 427 38 413 66

Minimum aL(s-1) -35 -119

aL at the flame surface(s-1) 378 6 344 -44

참고로, 당량비가 1.0인 메탄 예혼합화염 조건에

서는 혼합기 중에서 메탄의 체적비가 9.5%에 해당

되어 순수 메탄-메탄화염의 상호작용에서도 화염

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7). 그러나 현재

까지 순수 수소-수소화염의 상호작용에 관한 화염

안정화 조건은 알려진 바 없어 본 연구에서 다룬 

수소 화염측 조건이 수소-수소화염 상호작용 때와 

어떻게 다른지에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4의 국소 스트레인율(Local strain rate; aL) 분

포를 보면 수소화염 측에서의 유속의 변화가 메탄

화염 측보다 훨씬 크게 되어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aL 최고값도 수소화염에서는 메탄화염에

서의 최고 값보다 10배 이상 큰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aL과 HRR값은 모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

에 최고값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실
제 연소특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화염

면 위치에서의 aL값은 수소화염측이 메탄화염 측보

다 60배 이상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화염의 aL 최고치에 한 화염면에서의 aL값은 

수소 화염측은 89%이며 메탄 화염측은 16% 정도

로서 화염면 위치와 aL 최고점의 위치가 약간 차이

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L 최고값 위치

는 수소화염의 경우에는 화염면의 위치에 많이 근

접하지만 메탄화염의 경우에는 화염면과 약간 떨

어져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와 6은 ag = 5000s-1, Vr = 1.5인 조건에 한 

화염구조이다. 이 조건은 ag = 1000s-1인 조건에서

보다 화염면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었지만 총괄 스

트레인율이 증가에 따른 노즐출구 유속의 증가로 

인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염폭이 매우 좁

아졌으며 통상의 높은 스트레인율을 받는 단일 연

료의 확산화염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때 

화염 최고온도는 2091K으로 ag = 1000s-1인 조건보

다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각 화염측에서의 

aL 최고값은 수소측이 메탄측보다 6배정도 크게 나

타나서 수소측과 메탄측 aL 최고값간의 차이가 줄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인율은 절 값이 중

요하기 때문에 절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화염면

에서의 aL값은 수소측이 메탄측보다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ag = 1000s-1 조건에서보다 차

이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g = 
5000s-1인 조건에서는 ag = 1000s-1인 조건에서보다 

메탄 화염면에서의 값이 7배나 커졌기 때문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총괄 스트레인율, ag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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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메탄화염면의 HRR값은 160% 증가하였지만 

수소화염면의 HRR값은 1.3% 증가에 그쳐 큰 변화

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소 스트레인율, 
aL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메탄 화염면에

서의 aL값은 HRR 증가와 유사하게 증가하였지만 

수소 화염면에서의 aL 최고값은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aL값은 화염에서의 HRR과 직접 연관되는 중요

한 인자로서 화염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그러나 Fig. 5와 6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각각의 화염측에서의 aL값이 ag의 변화

를 각각 다르게 추종한다면 화염구조는 ag 변화에 

단순한 거동을 보이지 않고 복잡한 거동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Fig. 5와 Fig. 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고 화염온도는 ag 증가에 해 단순감소의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g와 전체 화염

구조간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각 화염면 위치에서의 aL과 

ag사이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 Profiles of the flame temperature, heat release rate and 
major species concentration, Vr =1.5, ag =5000s

-1.

Fig. 6. Profiles of the axial velocity and the local strain rate, 
Vr =1.5, ag =5000s

-1.

Fig. 7. Temperature profiles of the interacting flames with the 
variation of the velocity ratio, Vr, while the global 
strain rate, ag, is fixed to 1000s

-1.

Fig. 7은 ag = 1000s-1로 고정시키고 속도비 Vr을 

변화시켰을 경우의 화염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속도비 조건에 따라 화염위치가 달라지기 때문

에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화염들을 Vr = 
0.5인 화염온도와 좌측면이 일치하도록 이동시켜 도

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향류화염에 한 실험 

및 계산에서는 화염을 버너 중간에 위치시키기 위

하여 총괄 스트레인율은 고정한 상태에서 속도비

를 조절하여 화염면 위치를 조정한다. 이때 총괄 스

트레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화염구조는 큰 변화

가 없게된다. Fig. 7은 동일한 개념을 상호작용하는 
수소-메탄화염에 적용하였을 경우에 한 결과로서 
총괄 스트레인율이 일정하더라도 속도비가 커질수

록 화염면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상호작용하는 화염에서는 총괄 스트레인율이 

같더라도 속도비가 달라지면 화염구조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향후 이와 관련해서 보

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호작용하는 

화염에 한 연구에서 속도비와 총괄 스트레인율 

선정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향류 연소기에서 형성되는 각각 당량비 1.0의 

수소화염과 메탄화염의 상호작용에 한 상세화학

반응기구를 적용한 수치계산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소화염과 메탄화염이 상호작용할 경우 화염

면에서의 열발생률은 수소화염측이 메탄화염측보

다 높지만 화염 최고온도의 위치는 메탄화염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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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 총괄 스트레인율을 증가시키면 메탄화염면의 

국소 스트레인율은 크게 증가하면서 총괄 스트레인

율 변화를 잘 추종하지만 수소화염면의 국소 스트

레인율 변화는 크지 않아 총괄 스트레인율 변화를 

잘 추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총괄 스트레인율을 증가시켜 두 화염면 사이

의 거리를 줄이면 메탄화염의 열발생률은 증가하

지만 수소화염의 열발생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각 화염면에서의 국소 스트레인율 변화 경

향과 잘 일치한다.
4) 상호작용하는 두개의 화염이 있을 경우 총괄 

스트레인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속도비를 변화시키

면 화염면의 두께도 변할 수 있어 속도비와 총괄 

스트레인율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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