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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Emission Characteristics in the Interacting Counterflow
Methane and Hydrogen Partially Premixed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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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 emission characteristics of interacting hydrogen and methane partially premixed flames were nume-
rically investigated. A counterflow geometry was introduced to establish interacting two partially premixed 
flames. An one-dimensional OPPDIF code was used to simulate the interacting flames. The GRI-v3.0 was used 
to calculate the chemical reactions. Emission index for CO(EICO) was evaluated to quantify the CO emitted 
from the interacting flames. The global strain rate and equivalence ratios for each flame(ΦCH4 and ΦH2) were 
used as parameters to control the extent of interaction between two partially premixed flames. When ΦCH4 
was kept to stoichiometric condition and ΦH2 was at rich condition, unburned H2 species of hydrogen flame 
was transported to the methane flame and affected reactions related with CO formation. When ΦCH4 increa-
sed from a stoichiometry to rich condition while ΦH2 was kept to stoichiometric condition, EICO increased 
initially, had a peak value at ΦCH4 = 1.5 and decreased gradually. This could be elucidated with an analysis for 
the elementary reactions related with CO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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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최근 

청정에너지인 수소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향후 수소연료의 사용이 증가된다면 수소의 안

전관리상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 만약 실내공간에서 수소연료를 사용 중에 누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 실제로 근년에 들어서 수소저장소나 연

료전지 사용 중의 수소폭발이나 화재사고의 발생빈

도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1]. 이러한 사고들 

중에서 수소화재가 가지는 특이한 점은 실내공간의 

수소화재는 수소화재 자체로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탄화수소 가연물로 화재가 전파될 경우에는 

수소화재와 탄화수소화재가 상호작용하는 시나리오

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소화재는 주변이 밝은 상황에서는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며 화염온도는 높지만 오염물질인 CO
나 Soot 등을 배출하지 않는다. 반면에 통상의 가연

물인 탄화수소계 연료에서 기인하는 화재는 적염의 

성질을 보이며 화염온도는 수소화재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오염물질인 CO나 Soot 등에서 기인하는 연기 

발생량 또한 많다. 이렇게 특징이 상이한 두 개의 화

재가 구획실 내부에서 상호작용하게 된다면 현재까

지 알려진 통상의 화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두 개 화염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화염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Sohrab 
등[2]은 메탄과 부탄연료에서 기인한 두 개의 대향류 

예혼합화염에 대하여 가연한계 및 하류 상호작용모

드에 대하여 검토하여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대칭화

염에서 연료의 가연한계가 넓어짐을 보고한 바 있다. 
Cheng 등[3]은 희박한 조건의 메탄 예혼합화염이 고

온의 연소생성물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극희박 연

소가 가능함을 실험과 수치계산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다양한 화학반응기구의 실

험에 대한 예측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팀은 선행

연구를 통해 대향류 연소장에서 메탄-수소 부분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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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erical simulation cases and corresponding 
compositions of the methane- and hydrogen- 
side mixtures

Case
Φ Volume Percentage (%)

CH4/Air H2/Air CH4 H2
S - S 1.0 1.0 9.5 29.6

R2 - R2 2.0 2.0 17.3 45.6
R4 - R4 4.0 4.0 29.6 62.7
S - R4 1.0 4.0 9.5 62.7
R4 - S 4.0 1.0 29.6 29.6

 

합화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4-6].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하는 두 화염의 화염구

조에 대한 고찰과 총괄 스트레인율과 국소 스트레인

율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메탄화염이 수

소화염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가연한계가 넓어지며 높

은 스트레인율 영역에서도 안정된 화염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유사한 조건의 상호작용하는 화염에서 

거시적인 화염 응답특성을 검토하여 수소측 당량비 

조건이 과농해질 경우 충분히 산화되지 못한 H2 성분

이 정체면을 넘어가 메탄측 화염의 열발생율에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7].
현재까지 상호작용하는 화염에 대하여 진행된 연

구는 거시적인 화염응답특성이나 화염구조 혹은 가

연한계에 많은 초점을 두었으며 오염물질 배출특성

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특히 화재의 관점에

서 중요한 오염물질의 하나가 CO인데 CO의 배출특

성이 상이한 수소연료와 탄화수소연료에서 기인하는 

화염이 상호작용할 때 CO 배출특성을 검토하는 것

은 수소화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익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탄화수소계 연료

인 메탄과 수소연료가 화재의 초기조건과 유사한 부

분예혼합화염의 형태로 상호작용할 경우에 대한 수

치계산을 수행하여 CO의 배출특성에 대해 검토하

였다.

2. 수치계산

2.1. 대상화염 형상 및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는 반응기구가 비교적 간단하면서 잘 

정의된 메탄연료를 대표적인 탄화수소 연료로 하였

다. 수소와 메탄에서 기인하는 화염들은 Fig. 1과 같

이 기하학적으로 간단한 대향류 유동장에 형성되도

록 하였으며 이들 두 개의 화염간의 상호작용에 대

해 수치해석적으로 고찰하였다. 대향류화염은 상사

(Similarity)를 이용하여 1차원 화염으로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해석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

Fig. 1. Schematic diagram of interacting counterflowing 
partially premixed methane and hydrogen flames.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인 화재는 비예혼합화

염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점화 초

기의 화재에서는 연료와 공기가 과농한 상태로 혼합

된 부분예혼합화염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1
차원 대향류 연소장에서는 비예혼합화염간의 상호작

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소 부분

예혼합화염과 메탄 부분예혼합화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각 화염측의 당

량비 조건을 표시하였다. 여기서 S와 R은 각각 이론

혼합비(Stoichiometric; S)와 과농조건(Rich; R)을 의

미하며, 이들 문자 뒤의 숫자는 당량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는 각각 메탄측과 수

소측 혼합기 조건을 나타낸다.
수치계산에는 대향류 유동장의 화염해석에 적합

한 OPPDIF 코드[8]를 이용하였다. 화학반응기구로는 

수소와 메탄 산화반응들을 포함하는 GRI-v3.0[9]을 사

용하였다. 이 반응기구는 53개의 화학종과 325개의 

소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향류 노즐간의 간격(L)은 20 mm로 고정하였하

였다. 상부 노즐측에서는 수소/공기 혼합기가 공급되

며, 메탄/공기 혼합기는 하부 노즐측에서 공급되도록 

하였다. 두 화염의 신장률과 상호작용정도를 나타내

기 위한 파라메타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총괄 스

트레인율(Global strain rate; ag)[10]을 이용하였다. 이
후부터는 총괄 스트레인율을 스트레인율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1)

여기서 V는 혼합기의 유속, ρ는 혼합기의 밀도, L은 

노즐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아래첨자 U와 L는 각

각 수소혼합기 및 메탄혼합기 위치를 나타낸다. 또
한 Vr은 두개의 혼합기 유속간의 비로써 VU / VL와 

같이 정의된다. 
복사효과를 고려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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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려하고 있는 높은 스트레인율 영역에서는 복사

영향이 미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계산에서는 

복사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격자수는 스트레인율

이 높을 경우의 좁은 구간에서 발생되는 열발생률과 

라디칼 농도를 충분히 잘 해상할 수 있도록 약 1,500~ 
2,500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2.2. CO 배출지수

CO 배출특성은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배출지

수(Emission Index; g/kg)[11]를 도입하였다. 이 배출

지수는 다양한 조건의 화염에 대해 소모된 연료 1 
kg 당 발생하는 CO의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비교하

기 용이하게 하는 변수로서, 아래의 식 (2)와 같이 정

의된다.

 







 

×





 

(2)

여기서, WCO와 WF는 CO와 메탄연료의 분자량, 
와 는 CO와 메탄의 생성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L
은 앞에서 언급한 노즐간의 간격을 의미한다. CO는 

메탄연료에서 기인하는 화학종이기 때문에 EICO 계
산 시 분모의 연료는 메탄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3.1. 스트레인율 변화에 따른 CO 배출특성

Fig. 2는 스트레인율(ag) 변화에 따른 CO 배출지

수(EICO)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를 보

면 전체적으로 스트레인율 증가에 따라서 EICO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O는 메탄화염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화염의 당량비 조건이 같더라도 메탄화염의 당

량비 조건이 다르게 되면 EICO 값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메탄화염이 이론혼합비 조건인 S-S와 S-R4 조
건에서는 스트레인율이 증가할수록 EICO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메탄측 당량비조건

을 동일하게 이론혼합비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수소측 당량비조건을 과농조건으로 공급한 조건

(S-R4)에서는 화염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양측이 

이론혼합비조건(S-S)보다 높은 EICO값을 보인다. 메
탄측을 과농으로 공급하게 되는 R2-R2, R4-S 그리고 

R4-R4 조건에서는 스트레인율의 증가에 따라서 EICO
는 거의 일정하거나 미소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서는 이미 메탄화염의 가

연한계[12]인 당량비 1.7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서

Fig. 2. Emission Indices of CO for the interacting par-
tially premixed methane and hydrogen flames as 
functions of global strain rates.

도 화염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탄화염

이 반응강도가 훨씬 강한 수소측 화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7]. 메탄측을 과농으로 공급하게 되면 메

탄측 화염이 정체면을 넘어서 수소측에 위치하게 되

어 음의 화염전파속도(Negative flame speed)를 가지

게 된다. 
Fig. 3에서는 다양한 당량비 조건에서의 화염구조

를 고정된 스트레인율에서 도시화 하였다. 각 그림의 

결과는 정체면(수직점선)이 좌표 0이 되도록 수정된 

좌표상에 도시되었는데, 이 때 음의 좌표는 정체면을 

기준으로 메탄화염측, 양의 좌표는 수소화염측을 의

미한다. 그림 Fig. 3(a)~(b)에서 보면, 동일한 스트레

인율에서 메탄측 당량비 조건이 동일하게 공급하더

라도 수소측 당량비 조건이 과농해지면 수소화염의 

강도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화염 최고온도의 위치

도 수소측 화염대에서 메탄측 화염대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R4 조건에서는 공급한 수소연료

가 충분히 산화되지 못한 상태로 메탄측 화염으로 전

달되는 것을 H2 화학종의 농도구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CO 농도분포에서는 수소측 당량비 조건이 

과농해지면 CO 몰분율 최고값이 증가하며 분포폭도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농한 수소화염에

서 메탄화염측으로 전달되어온 H2성분이 CO의 생성

과 관련된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Fig. 3(a), (c) 및 (d)의 화염구조를 살펴보면 수소

측 당량비조건이 동일하게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메탄측 당량비조건을 과농하게 할수록 메탄화염

측 최고 열발생율 위치(화염면으로 정의함)는 정체면

을 건너 수소화염 측으로 이동하여 음의전파속도를 

갖는 복잡한 화염구조를 갖는다. 메탄화염측 강도가 

매우 낮아진 R4-S조건에서는 CO와 CO2의 농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상호작용

하는 메탄-수소 부분예혼합화염은 통상의 메탄 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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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b) S-R4 

       

(c) R1.5-S (d) R4-S
Fig. 3. Flame Structure of interacting counterflowing partially premixed methane and hydrogen flames at ag = 3000 

s-1: (a) S-S, (b) S-R4. (c) R1.5-S, and (d) R4-S.

류 부분예혼합화염과는 달리 복잡한 화염구조를 갖

게 되고 이러한 화염구조가 CO의 배출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3.2. 당량비 변화에 따른 EICO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ICO 경향은 CO의 생성

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메탄측 당량비 조건뿐만 

아니라 수소측 당량비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

해서 Fig. 4에서는 ag = 3000 s-1으로 고정된 조건에

서 양측 당량비 조건을 부분예혼합화염 조건내에서 

변화시키며 EICO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먼저 메탄

측 당량비 조건을 이론혼합비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소측 당량비 조건을 증가시킬 경우(S-Var)의 EICO
는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율은 점차 완만해

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수소측 당량비 조건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메탄측 당량비 조건을 증가시킬 

경우(Var-S)는 EICO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ΦCH4≈1.5 조건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Emission Indices of CO for the interacting par-
tially premixed methane and hydrogen flames 
with the variation of equivalence ratios of each 
mixtures.

3.2.1. S(ΦCH4)-Var(ΦH2) 조건

메탄화염측 당량비조건을 이론혼합비 조건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소화염측 당량비 조건을 점차 

과농하게 증가시킬 경우의 EICO의 증가이유를 정

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Fig. 5에서는 CO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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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ey chemical reactions that play important roles 
to formation of CO species of S-S and S-R4 con-
ditions at ag = 3000 s-1.

에 기여하는 소반응들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CO의 

생성과 관련된 소반응들은 CO의 양의 생성에 기여

하는 소반응들인 (R55), (R166), (R167), (R168) 및 

(R284)와 음의 생성 즉, 소멸에 기여하는 (R99) 소반

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 

CO의 생성에 기여하는 소반응;
H + HCO = H2 + CO (R55)

HCO + H2O = H + CO + H2O (R166)

HCO + M = H + CO + M (R167)

HCO + O2 = HO2 + CO (R168)

O + CH3 = H + H2 + CO (R284)

CO의 소멸에 기여하는 소반응;
OH + CO = H + CO2 (R99)

참고로 이들 소반응들의 번호는 GRI-v3.0에 표기

된 소반응 번호이다. 
수소화염측의 당량비 조건이 변화되었을 때는 이

러한 양과 음으로 기여하는 소반응들의 기여도 차이

에 의해 CO의 순생성율(Net production rate)이 결정

된다. 이러한 소반응들의 기여도 차이를 자세히 설명

하기 위해서 Fig. 6에는 메탄측 반응영역에서 CO의 

생성, 소멸과 관련되는 주요한 라디칼의 생성과 소

멸에 관여하는 소반응률을 도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소측 당량비조건을 과농으로 공급하면 

충분히 산화되지 못한 H2 화학종이 정체면을 건너 메

탄측 화염대로 이동한다. 이때 이동한 H2 화학종은 

아래의 (R84)을 통해 H 라디칼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증가된 H 라디칼은 (R38), (R53)의 반응률을 증가시

켜, 결과적으로 H, O, OH 및 CH3 라디칼의 생성을 증

가시키게 되고 H 라디칼은 HCO 화학종을 증가시키

게 된다. 결과적으로 증가된 H, HCO 및 CH3 화학종

Fig. 6. Key chemical reactions affected by transported 
H2 species from H2-side flame integrated in the 
methane-side flames of S-S and S-R4 conditions 
at ag = 3000 s-1.

O + H2 = H + OH (R3)

H + O2 = O + OH (R38)

H + CH4 = CH3 + H2 (R53)

H + CH2O = HCO + H2 (R58)

OH + H2 = H + H2O (R84)

OH + CH4 = CH3 + H2O (R98)

들의 영향으로 수소화염측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CO 
생성량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Fig. 4의 결과를 통해 S-Var 조건에서는 수소화염측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CO의 생성은 증가하지만 그 증

가경향은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완만해짐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경향을 검토하기 위해여 Fig. 7에는 CO
의 생성과 소멸에 기여하는 소반응들의 생성 및 소멸

률의 공간분포와 CO 농도를 도시하였으며, Fig. 8에
는 CO 생성과 소멸에 관여하는 주요 소반응들의 CO
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기여율을 도시하였다. 기여율

이 (+)값을 갖는 것은 CO 생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

하며 (-)값을 갖는 것은 CO의 소멸에 기여하는 의미

한다. Fig. 7(a) 및 (b)를 고찰해보면 전체적으로 수소

화염측 당량비가 과농해질수록 CO의 생성률이 증가

하고 있다. 또한 CO의 농도 최고치는 미소하게 증가

하였지만 CO 분포영역은 매우 넓어졌음을 알 수 있

다. 각 소반응의 기여도를 통해서 앞에서 설명한 CO 
생성과 소멸에 대한 각 소반응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R99) 반응이 CO의 소멸에 지배적으로 기여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서 CO 생성에 대한 증가와 소멸에 대한 

기여율 경향을 통해 수소화염측 당량비 변화에 대한 

EICO의 변화 거동을 알 수 있다. CO의 생성에 대한 

기여율은 (R55), (R166), (R167), (R168) 및 (R284)의 

반응률을 합친 값을 의미하며, 음의 기여율은 (R99)
에 의한 CO의 소멸 반응률값을 의미한다.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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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b) S-R4
Fig. 7. Distribution of CO mole fraction, production rate, 

and reaction rate of the methane-side flames at 
ag = 3000 s-1.

Fig. 8. Contribution to CO production for S-Var conditions 
at ag = 3000 s-1.

로 수소화염측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양의 기여도는 

증가하지만 점차 증가폭이 완만해지고 있으며 음의 

기여도는 미소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의 

기여도의 변화량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CO의 

순생성률값은 양의 기여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으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수소화염측 당

량비가 증가해지면서 메탄화염의 산화과정에서 생

성되는 화학종들의 농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온연소에서 CH4 연료의 

산화경로는 CH4→ CH3→ CH2O→ HCO→ CO→
CO2와 같다. 수소화염측 당량비 조건이 과농해지면 

수소화염은 점차 약해지게 되어 거의 메탄화염만으

로만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된다. 고찰한 총괄 스트레

인율이 3000 s-1인 조건에서는 메탄화염 단독으로만

은 연소상태가 유지되기 힘든 조건[6]이 되어 메탄연

료의 산화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

서 수소화염측 당량비가 과농해지면 메탄화염측으로 

공급되는 H2 화학종의 양은 증가하지만 메탄화염측

의 산화과정이 더욱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가 되기 때

문에 CO 생성에 중요한 HCO 농도도 충분하지 못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소화염측 당량비 증가에 따른 

CO 생성량 증가도 점차 완만해지게 된다. 

3.2.2. Var(ΦCH4)-S(ΦCH2) 조건

Fig. 4에서 수소측 당량비조건이 이론혼합비로 고

정된 상태에서 메탄측 당량비조건이 점차 과농조건

으로 공급되면 CO의 배출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ΦCH4≈ 1.5 조건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3(a), (c) 및 (d)의 화염구조

에서 볼 수 있듯이 메탄측 당량비조건이 점차 과농으

로 공급됨에 따라 최고 열발생률 위치로 정의되는 화

염면은 점차 정체면을 넘어 수소화염측으로 넘어가게 

되어 음의 화염전파속도를 가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

지게 된다. Fig. 9에는 수소측 당량비는 이론혼합비 조

건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메탄화염측 당량비를 점차 

과농조건으로 만든 Var-S 조건에 대한 CO의 생성과 

관련된 소반응들의 반응률을 도시하였다. Var-S 조건

에서도 S-Var 조건과 유사하게 CO의 생성에 기여하

Fig. 9. Key chemical reactions that play important roles 
to formation of CO species of Var-S conditions at 
ag = 3000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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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ribution to CO production for Var-S condi-
tions at ag = 3000 s-1.

는 소반응은 (R166)~(R168) 그리고 (R284)이며, CO
의 소멸에 기여하는 반응은 (R99)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S-Var 조건에서의 CO 생성률 변화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Fig. 10의 CO 생성과 소멸에 기여

하는 소반응들의 역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S- 
Var 조건에서는 전체적으로 CO의 생성과 관련된 소

반응들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CO의 배출지수가 증가

되었다. 반면에 Var-S 조건에서는 CO의 생성과 관련

된 소반응들의 기여도는 ΦCH4≈1.5까지는 급격히 감

소된 후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CO 소멸과 관련

된 소반응(R99)의 역할은 ΦCH4≈1.5까지는 크게 줄

어든 후 당량비가 더 과농한 영역에서는 완만하게 감

소하게 된다. ΦCH4 > 1.5과농한 영역에서는 CO의 생

성에 기여하는 소반응들의 역할은 비교적 크게 줄어

들었지만 CO 소멸에 기여하는 소반응의 역할은 생

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었기 때문에 ΦCH4≈

1.5 이후의 과농조건에서는 CO 순생성률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Fig. 11의 CO 농도와 생성률의 공

간분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Fig. 
7(a)의 S-S 조건에서 CO의 생성률 공간분포를 보면 

정체면을 기준으로 약간 메탄화염측에서 CO가 주로 

생성되며 정체면보다 약간 수소화염측에서 CO는 주

로 소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 생성에 기여하

는 소반응들의 반응률을 합친값이 CO 소멸에 대한 

값보다 크기 때문에 CO의 생성량은 소멸량보다 크

게 된다. 메탄측 당량비 조건을 ΦCH4 = 1.5로 한다면 

CO 생성에 관여하는 소반응들의 역할이 급격히 약

해지게 되며 (R99)에 의한 CO의 소멸량도 급격히 감

소하지만 CO 소멸과 관련된 (R99)의 역할이 덜 감소

하게 되어 R1.5-S 조건에서는 EICO값은 S-S 조건보

다 증가하고 최고값을 갖게된다. 메탄측 당량비를 더

욱 증가시키게 되면(ΦCH4 = 4.0) 메탄화염이 정체면을 

(a) R1.5-S 

(b) R4-S 
Fig. 11. Distribution of CO mole fraction, production rate, 

and reaction rate of the methane-side flames at 
ag = 3000 s-1.

건너 수소화염측에 위치하게 되는 복잡한 화염구조

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Fig. 3(d)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메탄연료의 열발생률이 매우 작은 값을 갖

게 된다. 이것은 메탄연료가 CO까지 충분히 산화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CO의 배출량은 다

시 줄어들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하는 대향류 메탄-수소 부

분예혼합화염의 CO 배출특성에 관한 수치계산 연구

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상호작용하는 메탄-수소 부분예혼합화염은 스트레

인율 변화에 따른 EICO 경향은 각 화염의 당량비 조

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스

트레인율에서는 S-R4 조건이 다른 조건의 화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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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소화한계는 비교적 작지만 CO를 가장 많이 배

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수소화염측이 과

농조건일 경우 충분히 산화되지 못한 H2 성분이 정체

면을 건너 메탄측 화염으로 이동하여 메탄화염의 CO 
생성과 관련된 소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트레인율과 수소화염측 당량비 조건을 이론혼합

비로 고정한 상태에서 메탄측 당량비를 점차 과농하

게 증가시킬 경우에는 EICO가 ΦCH4≈1.5에서 최고값

을 가진 후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메

탄측 당량비가 과농해지면서 CO의 생성률과 소멸률

은 줄어들지만 ΦCH4≈1.5까지는 CO의 소멸률이 더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더욱 과농조건이 될수

록 메탄연료가 충분히 산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CO는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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