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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n H2 Preferential Diffusion Effect in Downstream 
Interactions between Premixed H2-air and CO-air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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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referential diffusion of hydrogen in interacting counterflow H2-air and CO-air premixed 
flames were investigated numerically. The global strain rate was varied in the range 30-5917 s-1, where the 
upper bound of this range corresponds to the flame-stretch limit. Preferential diffusion of hydrogen was studied 
by comparing flame structures for a mixed average diffusivity with those where the diffusivities of H, H2 and 
N2 were assumed to be equal. Flame stability diagrams are presented, which show the mapping of the limits 
of the concentrations of H2 and CO as a function of the strain rate. The main oxidation route for CO is CO + 
O2→ CO2 + O, which i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slow chemical kinetics; however, a much faster route, 
namely CO + OH→ CO2 + H, can be significant, provided that hydrogen from the H2-air flame is penetrated 
and then participates in the CO-oxidation. This modifies the flame characteristics in the downstream interac-
tion between the H2-air and CO-air flames, and can cause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at the rich and lean 
extinction boundaries not to depend on the Lewis number of the deficient reactant, but rather to depend on 
chemica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flames. Such anomalous behaviors include a partial opening of the upper 
lean extinction boundary in the interaction between a lean H2-air flame and a lean CO-air flame,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wo islands of flame sustainability in a partially premixed configuration with a rich H2-air 
flame and a lean CO-air flame. At large strain rates, there are two islands where the flame can survive, de-
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flames. Furthermore, the preferential diffusion of 
hydrogen extends both the lean and the rich extinction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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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90% 정도가 화

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수요의 증

가로 인한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연소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합성 가스, 매립지 가스, 코크스로 가스 등의 

대체 연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가스는 주로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

소, 질소,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서 열거

된 연료의 다양한 조성은 산업용 버너 혹은 엔진을 

설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연료의 점화, 층류 화염전파속도, Markstein Length
의 측정을 비롯한 연소 특성과 여러 구성의 예혼합 

화염의(H2/CO2, H2/CO/CO2)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하

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1-7].
앞서 언급했듯이, 낮은 발열량을 가진 H2, CO로 

인해 합성가스를 사용하는 버너를 설계할 시에 심각

한 화염 안정성 문제가 생기게 되며, 산업 및 발전

소 등에서 현재의 버너 시설 개조를 통해 탄화수소-
합성가스(또는 H2) 혼합 가스의 연소 특성에 대해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8-10].
대향류 유동장에서 합성가스-공기 예혼합 화염과 

탄화수소-공기 예혼합 화염의 후류 상호작용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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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연구 영역이다[11,12]. 그러나, 
CH4-합성가스(또는 H2) 예혼합 화염 같이 서로 다른 

연료의 예혼합 화염들의 상호작용은 이중화염이라 

할지라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같

은 탄화수소 예혼합 화염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다

소 다른 거동이 나타날 수 있다[13-16]. 따라서 서로 

다른 연료의 후류 상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

소 복잡하거나 변칙적인 현상을 포함한 예혼합 화

염사이의 후류 상호 작용의 포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예혼합 합성가스(50 
% H2+50% CO) 간의 후류 상호 작용에서 선호 확산

과 화염 스트레치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7,18].
화염 스트레치의 증가는 화염 안정화 영역의 형성

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며, 결국 극단적인 스트레

치가 증가하면 화염은 소화하게 된다. 또한, 매우 높

은 스트레치의 화염의 화학적 영향은 부족 반응물

의 루이스 수가 1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과농 화염 소

화 경계가 기울어진 형태를 가지며, H2의 선호 확산

이 화염의 상호작용을 희박 화염 소화 한계영역에

서는 더 강하게 하고, 과농 화염 소화 한계영역에서

는 더욱 약하게 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이 같이 서로 다른 연료를 사용한 예혼합 화염의 

후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CO의 역

할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CO-공기 예혼합 

화염에서 CO는 CO + O2→ CO2 + O 반응을 거쳐 매

우 느리게 산화 반응을 한다. 여기서 CO 산화 반응 

과정 중 CO + OH→ CO2 + O은 비교적 빠른 반응 과

정이기 때문에 H2가 매우 적은 양이라도 반응에 참

여한다면 산화 반응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H2-공기 희박 예혼합 화염의 부족 반응물 루이

스 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화염간의 상호작용을 강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소-공기 화염으로부터 아주 

작은 양이라도 투과하여 CO-air 화염으로 향하게 되

면 H2는 선호 물질 및 열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CO 산화 작용에도 참여하여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H2-공기와 CO-공기 예혼합 화염

의 후류 상호작용의 기초적인 이해는 향후 합성가

스를 이용한 후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의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H2-공기와 CO-공기 예혼합 화염의 후류 상

호작용에서 수치 해석을 통해 H2 선호 확산의 영향

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H2와 CO 농도 조

건에서 전체 신장율에 따른 화염 안정화 선도를 나타

내었고, H2와 H의 선호 확산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

하기 위해 H, H2, N2의 확산계수가 모두 같다고 가

정하였을 경우와 각 화학종의 확산계수를 고려한 경

우의 비교를 통해 H2의 선호확산효과를 제시하는 

수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및 방법

Fig. 1과 같이 대향류 유동 구조에서 후류 상호작

용을 수치 해석하였다. 정체점 근처에서 1차원의 상

사해를 갖는 대향류화염의 Oppdif 코드는 Kee에 의

해 개발되고[19], Lutz에 의해 확장되었다[20]. 수치 

해석에 이용된 질량, 운동량, 화학종, 에너지에 관한 

지배 방정식과 수치해석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은 참고문헌 [20]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

략하기로 한다. 전체 신장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L
VVa LU

g 2
+

= (1)

여기서 V는 노즐 출구에서 반응물의 유동속도를 나

타내고, L은 노즐 간격이며 첨자 U와 L은 각각 상부

와 하부 노즐을 의미한다. 버너 간격은 15 mm로 고

정하였다. 복사 열손실은 저 신장율화염에서 중요해

지며, 화염의 두께 즉, 화염의 체적은  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흡수계수가 높은 CO2, H2O, CO에 대해 

광학적 박 모델(optical thin model)을 사용하였다[21].

)(4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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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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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I = CO2, H2O, CO (3)

여기서, σ는 Stefan-Boltzmann 상수이고, 와 ∞는 

각각 국소온도 및 대기 온도이며, 는 평균 Plank 
흡수 계수이다. 와 는 부분압과 화학종의 평균 

Plank 흡수계수이며, 평균 Plank 흡수 계수는 온도의 

다항식으로 얻어진다. CHEMKIN-기반 코드와 Tran- 

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interacting coun-
terflow flam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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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기반 코드를 이용하여 지배 방정식의 해를 얻었

다[22,23].
대기 압력은 1 atm이고 상부와 하부의 온도경계

는 298 K이다. 각각의 노즐 출구에서 상부와 하부 유

동 속도를 명시하기 위해 plug flow 속도 경계 조건

을 사용하였다. 격자점은 200보다 크고 500보다 작

은 적당한 격자를 사용하였다. Davis와 Sun의 연구

에서 H2-CO 화염의 상세 반응 메커니즘은 스트레치

를 받지 않은 층류 화염전파 속도에 대해 실험결과

와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로부터 잘 일치함을 보인 바 

있다[3-5,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vis 모델을 사

용하였으며, H2 선호 확산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혼합기 평균 확산계수(mixture-averaged diffusivity, 
MAD)로 계산한 경우와   (RMAD)로 가

정하여 얻어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H2의 선호확산

이 화염 구조 및 화염 소화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화염 안정화 선도

Fig. 2는 상호작용하는 H2-공기와 CO-공기 예혼합 

화염의 전체 신장율에 따른 다양한 연료 농도의 화염 

안정화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족 반응물의 루이스 

수의 범위는 과농 H2-공기 예혼합 조건에서 1.718 < 
LeD < 2.045이고, 희박 H2-공기 예혼합 조건일 경우 

0.285 < LeD < 2.045이었다. 그리고 희박 CO-공기 예

혼합 조건일 경우 1.1055 < LeD < 2.074이고, 과농 CO-
공기 예혼합 조건에서 1.1055 < LeD < 2.074으로 나타

났다. 전체 신장율 30 s-1에서 과농 화염 소화 경계선 

Fig. 2. Flame stability diagram, mapping the extinction 
limit for various fuel concentrations as a function 
of the strain rate. The hollow symbols show the 
extinction boundaries calculated using MAD, and 
the half-solid symbols are those calculated with 
RMAD.

(rich extinction boundary, REB)은 사각형의 형태로 나

타났고, 부족 반응물의 루이스 수는 1보다 컸으며, 이
는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약함을 의미한다[11-18]. 또
한, REB는 전체 신장률이 2500s-1까지 증가함에 따라 

기울어진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는 신장률이 증가하

면서 두 화염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이 때문에 두 화

염 사이의 상효작용이 chain carrier radicals(H, O, OH)
의 공유를 통해서 더 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17].

MAD일 경우 희박 화염 소화 경계선(lean extinction 
boundary, LEB)이 전체 신장율 30s-1에서 매우 경사

진 형태를 갖는데, 이는 H2-공기 예혼합 화염(LeD < 
1)과 CO-공기 예혼합 화염과의 상호작용이 강함을 

의미한다.
전체 신장율이 4000s-1일 때를 살펴보면, LEB와 

REB가 서로 연결되어 섬 형태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Ω≥ 32.2%일 때, MAD의 그래프가 Ω
에 따라 감소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24.12 
%≤ Ω ≤ 25.59%인 영역에서는 동일한 Ω에서 

Ω가 세 가지의 해를 갖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전

체 신장율 5480 s-1의 그래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

난다.
화염 안정화 선도는 MAD가 RMAD에 비해 더 넓

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H2의 선호 확산

에 의해 과농 및 희박영역의 화염 안정화 영역이 확

대됨을 의미한다. 또한, MAD와 RMAD의 차이가 적

은 REB와는 달리 LEB의 RMAD가 더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MAD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RMAD 방법과는 달리 MAD의 경우에서 H2-공기 예

혼합 화염의 LeD가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이며, 이러

한 경향은 비슷한 종류의 이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해된다[13-16].

3.2. 희박 H2-공기 예혼합 화염의 H2 선호 확산이 
화염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전체 신장율의 증가는 주위로의 전도 열손실의 증

가를 유발하여 과농 및 희박 예혼합 화염의 화염 안

정화 영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그
러나 전체 신장율 1000 s-1에서 LEB 상부 화염 소화 

경계가 열려있는 현상은 앞서 언급한 화염 소화 메

커니즘으로 설명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RMAD 및 

MAD에서 전체 신장율 1000s-1, Ω= 78.0 조건의 화

염 구조 및 연료 소비율을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

었다.
Fig. 3의 (a), (b)을 살펴보면 희박 H2-공기 예혼합 

화염으로부터 투과된 O2와 과농 CO-공기 예혼합 화

염에서 투과된 CO로 형성되는 확산화염으로 이루

어진 삼지화염의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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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ame structures and fuel consumption rates at 
the partial opening of the extinction boundary, 
(a), (b) with MAD and (c), (d) with RMAD, both 
at ag = 30 s-1.

다. 한편, Fig. 3(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H2의 투과

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론에서도 

언급 했듯이 H2가 CO의 산화반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산화염은 더욱 안정되게 되

며, 이 영향으로 CO-공기 예혼합 화염이 계속해서 유

지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H2가 투과하여 CO 산화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만일 충분한 양의 H2가 공

급되지 못한다면, H2-공기 예혼합 화염은 불안정하

게 되며 삼지 화염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Fig. 2의 LEB에서 볼 수 있었던 상부 화

염 소화 경계가 열려있는 모양을 갖는 것을 잘 설명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Fig. 3의 (b)보다 (d)에서 희박 

H2-공기 예혼합 화염에서 H2의 소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CO-공기 예혼합 화염으로 투과되는 H2

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앞서 언급한 메커니즘

으로 삼지 화염이 유지되지 못하고 CO-공기 예혼합 

화염이 Fig. 3(c)와 같이 확산화염과 합쳐지게 된다.

3.3. 고 신장율의 과농 H2-공기 및 희박 CO-공기 
예혼합 화염에 대한 H2 선호 확산 영향

 화염 안정화 선도의 REB부분을 보면 전체 신장

율 30 s-1일 때 직각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H2-공기와 CO-공기 혼합물의 부족 산

화물의 루이스 수가 1보다 크기 때문이다[11-18]. 그 

후, 전체 신장율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REB는 기울어지는 형태를 띠게 된

다[17]. 그러나 전체 신장율 1000 s-1을 보면 RMAD일 

경우 MAD에 비해 눈에 띄게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Fig. 4에 전체 신장

율 1000 s-1, Ω= 0.86일 때 MAD와 RMAD의 화염구

조와 연료 소비율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4(a)
를 보면 부족 산화물의 루이스 수가 1보다 크기 때

문에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약해지게 되어 정체점을 

넘어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4(b)의 H2 및 CO
의 소비율 선도는 두 예혼합화염 사이에 후류 상호작

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변곡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CO 소비 변곡점을 보면 CO + O2→

CO2 + O의 반응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H2의 소

비는 그다지 크지 않고, 하지만 두 번째 변곡점에는 

과농 H2-공기 예혼합 화염으로부터 투과되어 온 H2

가 CO 산화반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H2 소비율 

역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두 화염간의 상

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문에 Fig. 2의 REB에서 나타난 전체 신장율 1000 s-1

에서 MAD가 경사를 갖게 된다. 그러나 RMAD에 

해당하는 Fig. 4(c)와 (d)는 H2와 H의 확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족 반응물에 해당하는 것이 O2가 되

고, 따라서 루이스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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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ame structures and fuel consumption rates at 
the rich extinction boundary, (a), (b) with MAD 
and (c), (d) with RMAD, both at s strain rate of ag = 
1000 s-1.

한 확산에 있어서의 제한은 H2-공기 예혼합 화염의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고, 따라서 화염 전파속도와 

화염 온도 또한 MAD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Fig. 4(c)와 같이 H2-공기 예혼합 화염

이 정체 점을 지나 위치하면, CO-공기 예혼합 화염으

로 제공되는 H2가 많아지고, Fig. 4(d)와 같이 CO 소
비율 선도는 하나의 변곡점을 갖는 형상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영향은 두 화염간의 거리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두 화염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갖게 한다.
한편, 전체 신장율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REB는 

Fig. 2의 4000 s-1와 같은 형상을 갖게 된다. 이는 두 

화염간의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화학적 상호 작용

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RM-
AD의 그래프와는 달리 MAD인 경우 화염 소화 한

계가 단조롭게 감소하는 형상이 아닌 감소하다가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두 

고신장율 화염의 상호작용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17]. Fig. 5는 전체 신장율 4000 s-1 
일 때, 화염 구조 및 연료 소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Fig. 5(a)를 보면 두 화염 모두 정체점을 넘어서 형

성되어 있지 않고, Fig. 5(b)의 그래프에서 연료 소

비율이 두 개의 변곡점을 갖는 것으로 보아 삼지 화

염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2의 소비율 

선도의 두 번째 변곡점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각각

의 화염에서 투과해온 H2와 CO가 만나 H2가 반응 

속도가 비교적 느린 CO를 대신하여 화학 반응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며, 이는 두 예혼합 화염 보다 

확산화염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H2-공기 과농 예혼합화염과 CO-공기 희박 

예혼합 화염이 강한 확산화염에 기생하는 화염 구

조를 나타내게 되고, 화염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된다[19].
한편, 확산의 제한은 H2-공기 화염의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화염 전파속도 역시 감

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H2-공기 예혼합 화염이 정체 

점을 넘어 CO-공기 예혼합 화염 근처에 형성되어, 
충분한 양의 H2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Fig. 5(b)
처럼 두 개의 변곡점이 아닌 Fig. 5(d)와 같이 하나

의 변곡점을 갖게 되며, 삼지 화염이 아닌 단일 가

지의 구조를 갖는 화염이 형성된다. 이 현상은 연료 

농도 구배에 따른 삼지화염에 대한 지난 연구 결과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26].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확산의 제한으로 인해 H2-공기 화염의 반응 속도가 

느려짐으로 인해 화염 소화 한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연료 농도 구배가 증가는 화염을 소

화시키게 되는데, 확산의 제한 또한 정체점 근처에

서의 연료 농도 구배를 증가시키므로, 여기서 RMAD
일 경우 화염 소화 한계가 감소하였던 현상의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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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between the flame structures and 
fuel consumption rates at the extinction boundary, 
(a), (b) with MAD, (c), (d) with RMAD and (e), (f) 
with MAD in a partially premixed mixed configura-
tion (i.e., a rich H2-air and lean CO-air flame), all 
with a strain rate of ag = 4000 s-1.

4. 결 론

H2-공기 예혼합 화염과 CO-공기 예혼합 화염의 후

류 상호 작용과 H2의 선호 확산의 영향에 대해 수치

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신장율 1000 s-1에서 LEB 상부 화염 소화 

경계가 열려있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H2-공기 

예혼합 화염으로부터 CO-공기 예혼합 화염에게 투

과하여 들어온 H2가 CO의 산화작용에 참여하였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H2의 선호 확산은 반응 속

도를 더욱 빠르게 하며 희박 화염 소화 한계의 확장

을 야기한다.
2) H2-공기 예혼합 화염과 CO-공기 예혼합 화염에

서 MAD인 경우 H2의 선호 확산으로 인해 H2가 CO-
공기 예혼합 화염으로부터 투과해온 CO의 산화작

용에 참여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보다 빠른 화학 반응

이 일어난다. 따라서, 확산화염의 강도는 더욱 강해

지게 되고, 이 영향으로 삼지화염은 계속 유지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Fig. 2에서 나타난 LEB영역에 

상부 화염 소화 경계가 열려있는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3) 고신장율의 과농 H2-공기 예혼합 화염과 희박 

CO-공기 예혼합 화염인 경우를 살펴보면, MAD에

서는 과농 H2-공기 예혼합 화염에서 투과해온 H2와 

CO-공기 예혼합 화염으로부터 투과해온 CO가 만나

서 H2가 참여한 보다 빠른 CO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강한 확산화염이 형성되며, 삼지 화염

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 한편, RMAD인 경우에는 H2

의 확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농 H2-공기 예혼합 

화염에 기생하여 충분한 양의 H2를 공유하게 되고, 
삼지 화염이 아닌 단일 가지의 화염을 형성하게 된

다. 한편, 확산의 제한은 H2-공기 화염의 반응 속도

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화염 전파속도 역

시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는 정체점 근처에서의 연료 

농도 구배를 증가시키므로 화염 소화 한계를 감소

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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