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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ortant role of chemical interaction in flame extinction was numerically investigated in downstream inte-
raction among lean(rich) and lean(rich) premixed as well as partially premixed H2-air and CO-air flames. 
The strain rate varied from 30 to 5917 s-1 until interacting flame could not be sustained anymore. Flame 
stability diagrams mapping lower and upper limit fuel concentrations for flame extinction as a function of 
strain rate are presented. Highly stretched interacting flames were survived only within two islands in the 
flame stability map where partially premixed mixture consisted of rich H2-air flame, extremely lean CO-air 
flame, and a diffusion flame. Further increase in strain rate finally converges to two points. Appreciable amount 
of hydrogen in the side of lean H2-air flame also oxidized the CO penetrated from CO-air flame, and this 
reduced flame speed of the H2-air flame, leading to flame extinction. At extremely high strain rates, interac-
ting flames were survived only by a partially premixed flame such that it consisted of a very rich H2-air 
flame, an extremely lean CO-air flame, and a diffusion flame. In such a situation, both the weaker H2-air 
and CO-air flames were parasite on the stronger diffusion flame such that it could lead to flame extinction 
in the situation of weakening the stronger diffusion flame. Particular concerns are focused on important role 
of chemical interaction in flame extinction was also discuss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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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합성가스연료는 일반적으로 H2와 CO로 구성되며 

N2, CO2. H2O, CH4 및 고분자 탄화수소계열의 연료

를 포함한다. 합성 가스 연료의 특정 성분은 연료 

와 가스화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합성 가스 

연료의 구성과 발열량의 실질적인 변화에 따라 산

업용 버너 설계 시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의 가변성에 대한 혼합

물들의 기초적인 연소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연소 특성[1-5]과 반응 메

커니즘[6-7]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들은 주로 대향류 화염에서 층류 화염 속도

의 스트레치 측정[1], 점화 과정의 연구[2], 그리고 

몇 가지 근본적인 연소특성[2]을 연구했다. 또한 합

성가스 확산 화염에서 CO2를 추가한 효과[8]와 선호 

확산[9], 루이스 수에 대한 효과[10]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같은 종류의 탄화수소 연료의 이론적인 연구는, 

부족 반응물(deficient reactant)의 루이스 수 LeD > 1
인 경우 연료 농도로 표현된 소화 경계가 직각의 형

태로 나타나고 LeD < 1일 때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울어진 상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루이

스 수가 증가할수록 소화 경계는 점차 사각형 모양

으로 바뀌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전 연

구를 통해 메탄-공기와 합성가스-공기 사이의 예혼

합화염에서 후류 상호작용[11-13] 뿐만 아니라 합성

가스 예혼합화염[14]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드물게 보

고된 바 있지만 후류 상호작용에서 일산화탄소의 역

할은 아직 불분명하다. 또한 H2와 H의 선호 확산의 

효과는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H2-공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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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공기 예혼합화염 사이의 후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 연구는 향후 합성가스 관련 연료의 후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에 선행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이전 

문헌에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H2-공기와 CO-공기 예혼합화염 

사이 후류 상호작용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신장율의 함수인 화염 안정화 선도(flame sta-
bility diagram)를 통해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다양한 

연료 농도 변화에 따른 화염 소화를 분석했다. 또한 

화염소화와 화염구조에 신장율이 미치는 영향과 화

학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2. 수치해석 및 방법

H2-공기와 CO-공기의 예혼합화염 사이 후류 상호

작용에 대해 Fig. 1의 대향류 형태에서 수치해석이 

수행되었다. 대향류 화염은 정체점 근처에서 상사성

(similarity variable)을 이용해 1차원으로 해석 가능하

며 본 연구에서는 Kee[15]에 의해 개발되고 Lutz[16]
에 의해 보완된 Oppdif 코드를 사용하였다. 질량, 운
동량, 화학종, 에너지에 대한 지배 방정식(governing 
equations)과 상세한 풀이 과정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16]. 전체 신장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V는 노즐경계에서 반응물의 유동속도를 나타내고 

L은 노즐간격이며 아래첨자 U와 L은 각각 상부와 

하부 노즐을 의미한다. 버너 간격은 1.5 cm로 고정 

시켰다. 복사열손실은 저 신장율화염에서 중요해지

므로 복사 흡수계수가 큰 CO2, H2O, CO에 대해 광

학적 박 모델(optical thin model)을 사용하였다[17].

Fig. 1. Schematic of interacting counterflow flame con-
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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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는 Stefan-Boltzmann 상수이고, T와 T∞는 각

각 국소온도 및 대기온도이며, Kp는 평균 Plank 흡
수 계수(absorption coefficient)이다. Pi와 Ki는 부분압

과 화학종의 평균 Plank 흡수 계수이며, 평균 Plank 
흡수 계수는 온도의 다항식으로 얻어진다. 지배 방정

식은 CHEMKIN-based[18] 코드를 이용해 풀었다[19]. 
대기 압력은 1 atm이고 상부와 하부의 온도경계는 298 
K이다. 각각의 노즐 출구에서 상부와 하부 유동속

도를 명시하기 위해 plug-flow 속도 경계조건을 사용

하고 화학종과 온도에 대해서는 Dirichlet 경계 조건

을 사용하였다. 격자수(grid point)는 150보다 크고 400
보다 작은 적당한 격자를 사용하였다. Davis[6]와 Sun 
[7]의 연구에서 H2-CO의 합성가스 화염들의 상세 

반응 메커니즘을 제시하였고. 그들의 연구에서 스트

레치를 받지 않은 층류 화염전파 속도에 대해 실험

결과와 잘 일치됨을 보였다[20-23].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Davis의 반응 기구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화염 안정화 선도

Fig. 2는 H2-공기와 CO-공기 예혼합화염의 연료 조

성에 따른 부족 반응물 루이스 수의 함수 종속성을 

나타낸다. 파선의 수직선은 H2-공기와 CO-공기 예혼

합화염 화염의 이론 당량 혼합 조건에서 연료 조성

을 나타낸다. Fig. 2에서 루이스 수는 LeD로 정

Fig. 2. The functional dependency of deficient reaction 
Lewis number on fuel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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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ame stability diagram mapping the limit fuel 
concentrations for flame extinction in terms of 
strain rat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ashed 
lines denote the stoichometric fuel concentra-
tions.

의 되며, α는 혼합물의 열 확산율이고 D는 혼합물

의 평균 확산 계수이다. 이 값은 웹 사이트 프로그램

에서 계산 되었다[24]. H2-공기의 LeD의 범위는 각각 

희박 예혼합 조건에서 0.285-0.395, 과농 예혼합 조

건에서 1.718-2.045이다. 이것은 희박과 과농 CO-공
기 예혼합화염에서 각각 1.1055-2.074와 1.080-1.039
범위에 있다. 

Fig. 3은 H2-공기와 CO-공기 예혼합화염에서 전

체 신장율(global strain rate) 와 연료 농도의 함수로 

표현된 화염 안정화 선도이며 희박과 과농 일 때 가

연성 한계를 나타낸다. 파선은 화학량론의 당량비에

서 연료 농도이고, Ω은 연료의 몰 농도이다. 복사 열 

손실은 
 에 비례하는 화염두께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신장율이 클 때 안정화 선도에서 복사의 효

과는 무시할 수 있지만, 낮은 신장율에서는 무시 할 

수 없다[25]. 현재 계산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광학적박모델(optical thin model)을 사용하였다[17]. 
과농 소화 경계(이하 REB)는 ag = 30 s-1일 때 사각 형

태이므로 CO-공기와 H2-공기 혼합물의 부족 반응물 

루이스 수가 1보다 크고, 상호작용이 약하며 이를 

통해 강한 화염에 대한 약한 화염의 의존성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체 신장율의 증가로 REB는 

점차적으로 기울어진 모양으로 변한다. 이것은 두 

화염사이의 거리 감소로 인해 후류 상호작용이 더 

강해짐으로서 두 화염 사이에서의 활발한 라디칼 공

유를 의미한다[13,14]. ag = 30 s-1에서 희박 소화 경

계(이하 LEB)는 완전히 기울어지고 특히 아주 적은 

양의 수소에 급격히 변화한다. 또한 상부 LEB에서 

H2 농도가 감소하면 H2-공기와 CO-공기의 혼합물들

의 LeD는 줄어드는 것을 Fig. 2에서 볼 수 있다. 
전체 신장율 ag = 300 s-1에서 점차 증가하면 과농 

CO-공기 혼합물의 상부 LEB에서 연료 조성이 늘어

나면서 이론 당량비보다 높게 나타난다. LEB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향후 과농 CO-공기 혼합물의 상

부 경계는 통상적으로 LEB로 다루어 질 것이다. H2 
농도의 감소로 상부 LEB에서 CO의 농도는 크게 증

가한다. 이것은 CO-공기 화염의 화염 전파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O-공기 화염은 공

생하는 약한 H2-공기 화염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과농한 CO-공기 화염의 소화

가 발생한다. 또한 ag = 300 s-1에서 상호 작용하는 화

염이 모든 CO 농도에서 더 이상 지속 될 수 없는 한

계 H2 농도가 존재하며 57 <  < 100 범위에서 CO
농도의 두 값이 소화 경계에 고정된 H2의 농도에서 

존재한다. 전체 신장율을 ag = 1000 s-1로 증가하면 CO 
농도 두 값의 범위는 늘어나고 전체 신장율 ag = 2500 
s-1의 경우에는 3.23 <  < 1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신장율이 증가함으로서 REB가 점차 기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g = 4000 s-1에서 (,  ) = (32.2, 

75.2)의 경우 LEB와 REB의 상부 가지가 모이게 되며 

ag = 4000 s-1에 26.45<<31.14%일 때 0과 74.3%의 

  두 값이 나타난다. 비슷한 상황은 REB의 경우 

또한 관찰된다. ag = 1000 s-1의 낮은 REB에서 고정

된   경우 의 두 값은 74.0 < < 100%로 명백

히 관찰된다. 또한 ag = 2500 s-1일 때 낮은 REB에 

75.0 <Ω< 100%의 범위에서도 보인다. ag = 4000 s-1

에서 소화 경계는 고정된 에 대해 각각 25.29 < 
 < 75.2%에서 두 개의 수소농도 값을 가지고 24.12 < 
 < 25.59%에서 세 개의 수소 농도 값을 가진다. 
또한 ag = 4000 s-1에서 특징은 ag = 5480 s-1의 매우 좁

은 가연성 지역을 제외하고 유사하게 재현된다. 
5700 s-1로 전체 신장율이 증가하면 두 개의 섬모양

이 나타나고 신장율이 더 증가하게 되면 각각 섬모

양은 점으로 수렴된다.

3.2. REB와 LEB에서의 화염구조

3.2.1. 과농 소화 경계

Fig. 4는 REB에서 화염구조와 대응되는 연료 소

비율을 보여준다. 수직의 대시 기호의 선과 대시 기호

와 점으로 연결된 선은 각각 정체점(stagnation point)
과 화염의 위치를 나타낸다. 화염간의 후류 상호 작

용은 루이스 수에 의해 잘 묘사되었다. 즉, 루이스 

수가 1보다 크면 화염간의 상호작용은 약하여 각 화

염이 독립적인 예혼합 화염의 특성을 가지지만 루

이스 수가 1보다 작으면 화염 간의 상호작용이 강해

져 강한 화염에 약한 화염이 기생하여 생존하는 특

성을 나타내게 된다. Fig. 4(a)에서 온도와 H2O의 프

로파일은 두 화염사이의 상호작용이 약하므로 평평

한 고원을 나타낸다. 또한, H2-공기 화염의 화염 위

치는 정체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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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ame structures and fuel consumption rates on 
rich extinction boundary at ag = 30 s-1. The verti-
cal dashed line represents a stagnation point. 
The vertical dash-dotted lines mean each flame 
location which in defined by the maximum fuel 
consumption rate.

Fig. 4(b)에 상부 REB의 H2 연료 소비율은 뚜렷한 

두 개의 정점을 나타내고 CO-공기 화염의 측면에서 

CO 연료 소비율은 매우 약한 하나의 정점을 나타낸

다. 또한 H2O의 프로파일이 약한 CO-공기 화염의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분포 되어 나타났다. 게다가 발

생한 CO2의 양은 무시할 정도로 적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약한 CO-공기 화염은 유지된다. 이것은 약한 

CO-공기 화염에서 주된 반응 단계 CO + O2 → CO2 + 
O가 활발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약한 CO-공기 화

염은 CO + OH → CO2 + H 반응을 통해 화학적으로 

의존한다. 약한 CO-공기 화염의 측면에서 강한 H2-
공기 화염으로부터 관통한 H2는 CO의 산화에 참여

한다. 이런 경우 OH + H2 → H + H2O 반응이 일어난 

다음 주된 반응 단계인 H + O2 → O + OH이 발생하

게 된다. 이후 반응 단계는 O + H2O → OH + OH와 

CO + OH → CO2 + H를 따른다. 생성된 H는 다시 H + 
O2 → O + OH 반응 단계에 기여한다. 특히 H + O2 → 

O + OH 반응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6].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CO-
공기 화염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반응속도를 향상 시

키고 화염이 소화됨을 의미한다.
Fig. 4(c)에서 약한 H2-공기 화염이 정체점을 통과

한 후 강한 CO-공기 화염에 의존한다. 한편 수소는 

H2-공기 화염 영역에서 분명하게 관통한다. H2O 몰 

분율의 프로파일도 CO-공기 화염 영역까지 넓게 분

포하고 오히려 정점도 CO-공기 화염 영역 근처에 

나타난다. Fig. 4(d)에서 H2 소비율은 H2-공기 화염 

근처에서 작은 정점, CO-공기 화염 근처에서 큰 정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수소가 H2-공기 화염 영역에

서 상당한 양이 관통하여 바로 위에서 언급한 H2O
와 CO2의 생산에 관련된 순환 화학 반응 경로를 통

해 CO-공기 화염의 측면에서 CO2의 형성에 기여한

다. 따라서 CO2와 H2O가 최대값인 위치는 CO-공기 

화염 가까이 있다. 따라서 REB가 사각형의 경우라

도 화학적 상호작용이 CO 산화의 화학적 반응 경로

에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약하다고 말할 수 없다. 
Fig. 5(a) ag = 1000 s-1일 때 강한 과농 H2-공기와 

약한 과농 CO-공기 화염사이 상호작용의 경우 생기

는 상부 REB에서 온도는 정체점까지 천천히 증가

한 후 약한 CO-공기 화염 근처에서 가파르게 떨어

지고, 생산된 H2O의 정점은 H2-공기화염 옆이며, CO2

는 CO-공기 화염에 치우쳐 있으므로 상호작용은 여

전히 약할 수 있다. 그러나 Fig. 5(b)에서 H2 소비율의 

프로파일은 두 정점을 가지고, CO는 하나의 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2-공기 화염으로부터 H2가 관

통하기 때문에 약한 정점 근처에서 여전히 소비되

며 생산된 CO2의 정점은 정체점 근처에서 나타난

다. 이것은 CO2의 생산이 주된 반응 경로 CO + 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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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ame structures and fuel consumption rates on 
rich extinction boundary at ag = 1000 s-1. The ver-
tical dashed line represents a stagnation point. 
The vertical dash-dotted lines mean each flame 
location which is defined by the maximum fuel 
consumption rate. 

CO2 + O를 통해 활발하지 않지만 H2의 참여로 인해 

위에 언급한 수정된 순환 반응 경로인 CO 산화에서 

강한 H2-공기 화염으로부터 관통한다.
Fig. 5(c)와 (d)는 약한 H2-공기화염과 강한 CO-공

기 화염사이 상호작용의 경우 생기는 하부 REB에서 

온도와 CO2의 정점의 위치는 CO-공기 화염 옆으로 

치우쳐져 있다. 흥미롭게도 H2O의 정점 또한 CO-공
기 화염 옆에 있다. Fig. 5(d)에서 H2 소비율의 프로

파일은 H2-공기 화염 옆에서 작은 정점, CO-공기 화

염 옆에서 큰 정점과 같이 뚜렷한 두 개의 정점이 나

타났고, CO 소비율의 프로파일은 세 개의 정점이 나

타났다. 매우 작은 첫 번째 정점은 약한 H2-공기 화

염 근처이고 두 개의 정점은 강한 CO-공기 화염에서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 CO 소비율의 정점은 H2 소
비율이 가장 활발한 위치 근처에서 나타났고 세 번째 

정점은 H2의 소비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CO-공기 화염 근처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세 번째 CO 
소비 정점에서 주된 반응 단계인 CO + O2 → CO2 + 
O을 거치고 반면에 두 번째 CO 소비 정점은 약한 

H2-공기 화염으로부터 관통된 H2가 CO 산화에 참여

함으로서 야기된다. 이러한 경우 H2O와 CO2의 몰분

율이 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따
라서 Fig. 3에서 REB가 기울어진 결과를 나타낸다.

3.2.2. 희박 소화 경계

Fig. 6은 ag = 30 s-1에서 REB에 해당하는 화염구

조와 연료 소비율을 나타낸다. Fig. 6(a)는 ag = 30 s-1

일 때 희박 H2-공기와 희박 CO-공기 화염사이 상호

작용의 경우 생기는 하부 LEB에서 H2와 CO의 소비

율이 각각 하나의 정점을 가진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과농 H2-공기와 과농 CO-공기 혼합물 사이 상

호작용과는 다르게 H2 소비율은 수소가 너무 희박해

서 H2-공기 화염을 완전히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정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H2와 CO의 소비

율은 넓은 범위의 반응 영역에서 분명하게 중첩되

어 있다. Fig. 6(b)에서 CO-공기 화염은 정체점을 통과

했다. 즉, 음의 화염속도에서 강한 H2-공기 화염의 의

존을 통해 살아남는다. 이러한 상황은 두 화염사이

에 거리가 매우 가깝고 화학적 상호작용이 강하며 

CO 소모는 주된 반응 경로인 CO + O2 → CO2 + O보

다 CO + OH → CO2 + H로 주로 반응하여 기울어진 

LEB를 야기한다.
Fig. 6(c)와 (d)는   

 일 때 약한 H2-공기와 

강한 CO-공기 화염사이 상호작용의 상부 LEB에서 

H2는 H2-공기 화염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지만 약한 

H2-공기 화염에서 거의 소모된다. CO는 오히려 강한 

CO-공기화염으로부터 상당한 양이 통과하고 이후 H2- 
공기 화염에서 소모된다. 이것은 수소가 약한 H2-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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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ame structures and fuel consumption rates on 
lean extinction boundary at ag = 30 s-1. The ver-
tical dashed line represents a stagnation point. 
The vertical dash-dotted lines mean each flame 
location which is defined by the maximum fuel 
consumption rate.

기 화염으로부터 소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H2-공기화염 근처에서 CO 산화를 통해 소비되어짐

을 나타낸다. 즉, H2 농도는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훨

씬 빠른 반응 경로인 CO + OH → CO2 + H와 같은 화

학적 상호작용에 참여로 인해 약한 H2-공기 화염은 

더욱더 약해진다. 따라서 Fig. 3에서 상부 LEB가 H2 
농도의 감소로 크게 기울어진 것이다. 그 동안에 신장

율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두 화염사이의 거리를 가깝

게 하고 이 상황에서 화학적 상호작용은 신장율의 증

가로 더 강해진다. 또한 더욱 증가한 신장율에서 약

한 H2-공기 화염의 수소가 CO산화에 참여하고 대조

적으로 약한 H2-공기 화염에 덜 소모된다. 이것은 Fig. 
3과 같이 상부 LEB에서 신장율의 증가에 더 기울어

지게 된 원인이다. 

3.3. 화염소화에서 화학적 상호작용의 역할

Fig. 7은 ag = 1000 s-1일 때 고정된 , 에 따른 

소화 경계근처에서 화염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속
이 꽉 찬 기호와 비어있는 기호는 각각 H2-공기와 

CO-공기 화염의 위치를 나타내고 실선은 각각의 화

염 상태에서 정체 지점을 나타낸다. Fig. 7(a)에서 (, 

) = (19.0, 4.0)일 때를 살펴보면 약한 CO-공기 화

Fig. 7. The dependency of flame location on fuel con-
centration near extinction boundary at ag = 1000 
s-1; (a) lean extinction boundary and (b) rich ex-
tinctio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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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은 강한 H2-공기 화염에 의존하기 위해 정체 구간

과 교차되어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H2 몰분율

의 감소로 약한 CO-공기 화염의 화염속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희박 탄화수소-공기 예혼합화염의 경

우, 연료가 부족할 때 화염 영역에서 반응이 완료되

어야 한다. 그러나 Fig. 6(b)에서 심지어 낮은 신장율 

즉, ag = 30 s-1일 때 부족 반응물 연료의 반응은 CO + 
O2 → CO2 + O의 느린 반응 속도와 H2의 큰 확산율

로 인해 화염 영역에서 반응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
한 H2-공기 화염으로부터 관통된 H2가 CO산화에 참

여하는 화학적 상호작용에 이른다. ag = 1000 s-1으로 

신장율이 더 증가하면 H2와 CO의 관통이 더욱 많아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H2농도의 감소에도 H2 관통

이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에 H2-공기 화염의 화염속

도 자체는 감소 할 수 있고 그로인해 화염소화의 결

과가 나타난다. Fig. 7(b)에 = 92.0%일 때를 살펴보

면 과농 H2-공기와 과농 CO-공기 화염 둘 다 자유롭

게 전파하는 화염 형태라도 화염 소화 경계를 넘어

선다. 그러나 이것은 관통된 H2가 앞 절에서 언급된 

수정된 반응 경로를 통해 CO2로 많이 소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CO-공기 화염을 더 강하

게 만들며 약한 H2-공기 화염이 강한 CO-공기 화염

에 의존하기 위해 정체점 근처로 이동한다. 그러나 

CO농도 증가와 관통된 H2 의 활발한 지원에도 불구

하고 CO-공기 화염의 화염속도는 줄어들고 화염 소

화로 이어진다. 이에 반해 = 92.0%일 때 강한 과

농 H2-공기 화염으로부터 관통된 H2는 정체점에서 

교차 없이 매우 약한 CO-공기 화염이 유지하도록 CO 
산화에 참여한다. 그러나 H2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

가하면 H2공기 화염의 화염 속도는 줄어들고 강한 

H2-공기 화염으로 인해 약한 CO-공기 화염은 결국 화

염 소화에 이른다. 희박 예혼합화염, 과농 예혼합화

염, 확산 화염의 부분 예혼합화염 구성은 알려진 에

지 화염의 거동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33].
Fig. 8은 ag = 5700 s-1이고 고정된  , 에 따른 

소화 경계 근처에서 화염위치를 보여준다. Fig. 8(a)
에서 = 2.0%일 때 H2-공기 화염의 수소와 CO-공
기 화염의 산소가 관통되어 확산화염이 형성되고 그

로인해 삼지 화염이 나타난다. 여기서 강한 확산 화

염은 약한 H2-공기와 CO-공기 화염을 지원하고 이 

상황에서, 약한 H2-공기 화염은 강한 확산화염에 의

존하기 위해 정체점을 교차한다. 
Fig. 8(b)을 살펴보면 = 60과 97%일 때 H2-공기 

화염은 아주 작은 CO 농도에도 불구하고 정체점을 

교차하고 CO-공기 화염은 화염 위치 변화 없이 안정

적으로 존재한다. = 97%에서 H2-공기 화염의 위치

가 = 60%일 때보다 정체점에서 멀리 있다는 사실

Fig. 8. The dependency of flame location on fuel concen-
tration near extinction boundary at ag = 5700 s-1.

을 제외하고 매우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화염은 CO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화된다. 

4. 결 론

H2-공기와 CO-공기 예혼합화염의 화염소화에 있

어서 화학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수치해석을 통해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한 과농 H2-공기와 약한 과농 CO-공기 화염

사이의 후류상호작용에서 강한 H2-공기 화염으로부

터 관통된 H2는 CO 산화에 참여하게 되어 약한 CO-
공기 화염을 지원한다. 그러나 강한 H2-공기 화염은 

약해져 유지할 수 없고 화염이 양의 화염 속도를 가

지는 동안 화염 소화로 이어진다. 약한 과농 H2-공기

와 강한 과농 CO-공기 화염사이의 후류 상호작용에

서 관통된 CO와 H2는 수정된 반응 경로를 통해 CO2

를 형성한다. 이것은 CO-공기 화염을 강하게 만들

고 약한 H2-공기 화염은 강한 CO-공기화염에 의존

하기 위해 정체점 근처로 이동한다. 그러나 관통된 

H2에 의한 CO농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CO-공기 화

염의 화염속도는 줄어들어 소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장율의 증가는 화학적 상호작용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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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REB가 기울어진다.
2) 강한 희박 H2-공기와 약한 희박 CO-공기 화염

사이 후류 상호작용에서 높은 확산으로 인해 H2 반응

이 일어나지 않고 강한 H2-공기 화염으로부터 관통

된다. 관통된 H2는 수정된 반응 경로를 통해 CO 산
화에 참여하고 따라서 약한 CO-공기화염은 유지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한 CO 화염을 유지하기 위해 

H2-공기화염에서 추가적으로 관통된 H2가 할당되어 

강한 H2-공기 화염은 약해지고 화염 소화로 이어진

다. 또한 희박 H2-공기와 과농 CO-공기사이 후류 상

호작용에서 희박 H2-공기 화염은 과농 CO-공기 화염

에서 매우 느린 반응 경로로 인해 관통된 CO의 산화

에 참여한다. 이것은 약한 H2-공기 화염을 더 약하게 

하고 H2 농도의 감소로 이어지며 약한 H2-공기 화염

의 화염 속도감소로 인해 화염소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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