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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study is conducted to grasp flame characteristics in H2/CO syngas counterflow diffusion flames 
diluted with He and Ar. An effective fuel Lewis number, applicable to premixed burning regime and even 
to moderately-stretched diffusion flames, is suggested through the comparison among fuel Lewis number, 
effective Lewis number, and effective fuel Lewis number. Flame characteristics with and without the 
suppression of the diffusivities of H, H2, and He are compared in order to clarify the important role of 
preferential diffusion effects through them. It is found that the scarcity of H and He in reaction zone 
increases flame temperature whereas that of H2 deteriorates flame temperature. Impact of preferential diffusion 
of H, H2, and He in flame characteristics is also addressed to reaction pathways for the purpose of displaying 
chemic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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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합성 가스는 석탄, 바이오매스, 유기 폐기물 등의 

가스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석유 자원의 고갈에

너지 수요, 그리고 CO2 배출 등을 고려할 때 합성 가

스가 미래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료들의 

저발열량 및 CO 화염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탄화

수소-수소 혹은 탄화수소-합성가스의 혼소 방식은 

유력한 대안으로 보인다[1-5]. 이러한 연소 방식은 

희박 화염 안정성의 확장을 통한 연소 효율 개선과 

NOx 저감, 성능 향상, CO2 저감의 측면에서 많은 유

리한 점들을 갖는다. 반면에 가스화 과정에서 N2, 
CO2, H2O와 같은 원치 않는 부산물의 생성으로 합

성가스의 조성은 다양하게 변하며 이것이 버너 설

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도전적 과제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CO2 혹은 H2O 첨가의 화학적 효과는 

화염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NOx 등의 배출물 특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다[6,7].
이러한 관점에서 점화[8], 층류 화염 전파속도와 

Markstein 길이의 측정[9-12], 화학 반응 기구[13-15]
와 같은 화염 기초 특성을 위해 하기 위한 연구 노력

이 경주되어 왔다. 합성가스 혼합물에 대한 확산 화

염에 대한 연구들은 문헌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

견된다[16-18]. 최근 Chen 등[19]은 He과 Ar 희석된 

화염에서 반응물들의 예혼합 특성을 갖는 화염 소

화 근처에서 화염온도는 연료와 산화제의 Lewis 수
에 비해 가중치(weighted)의 Lewis 수를 고려하는 것

이 훨씬 잘 설명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He와 Ar은 

같은 부피 열용량(20.8 J/mol K)을 가지지만, He의 열



He와 Ar으로 희석된 합성가스 화염에서 루이스 수와 선호확산효과 29

전도도(0.150 W/mK)는 Ar의 열전도도(0.018 W/mK)
보다 훨씬 크다. 또한 He의 유효 Lewis 수는 Ar의 

유효 Leiws 수보다 크지만 연료 Lewis 수에는 교차

점이 존재함을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복사 열손

실에 의한 소화가 나타나는 저신장률 화염에서는 이

러한 설명은 잘 맞지를 않는다. 또한 스트레치를 받

는 화염에서는 Ar으로 희석된 화염이 He으로 희석

된 화염에 비해 화염 온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주

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효 Lewis 수는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이전 연구에서 초과단열화염온도는 수소-공기 예

혼합화염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과농 예혼합 화

염에서만 발생했었고[20], 초과단열화염온도는 화학

적 효과에 의해 설명되어야 함을 보인 바 있다[20,21]. 
Liu와 Gűlder[22]는 자유 전파하는 메탄-공기와 메탄-
산소 예혼합 화염에서 초과단열화염온도의 화학적 

성질은 H 라디칼의 상대적 결핍에 기인함을 보인 바 

있다. 또한, H2-CO-CO2 확산화염[18]에서 H의 확산

계수를 억제하는 것이 H + O2 → O + OH의 열흡수

율을 증가시키고, 또한 H2의 확산계수를 억제하는 

것이 CO2 + H → CO + H의 반응률을 증가시켜 H 원
자에 대해 H + O2 → O + OH 반응과 경쟁을 함으로써 

H + O2 → O + OH의 열흡수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현재의 연구 목적은 He와 Ar으로 희석된 합성가

스 확산화염에서 화염 특성에 관한 H, He, 그리고 

H2의 선호확산 효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 화염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연료 Lewis 수, 
유효 Lewis 수, 그리고 유효 연료 Lewis 수 중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지를 평가가 주어진다. 또한 화염 

특성에 관한 선호확산효과를 화학적 효과에서 상세

히 설명한다.

2. 수치해석 방법

축대칭의 대향류 H2/CO 합성 가스 화염을 Kee 등
[23]과 Lutz 등[24]에 의해 개발된 OPPDIF코드를 사

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배 방정식과 수치 

해법의 상세한 내용은 Lutz 등[24]의 연구에 상세히 

나타나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복사열손실은 광학

박모델[25]을 사용하였고 CO2, H2O와 CO에 대해 적

용된다. 지배 방정식은 CHEMKIN[26] 및 TRANFIT 
코드[27]를 사용하여 풀게 된다. 버너간의 간격은 3 
cm로 하였고, 전체 화염 신장률은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28]. 

 




 





 (1)

여기서 하첨자 F와 O는 각각 연료와 산화제 측을 의

미한다. 주위 압력은 1 atm이고 연료와 산화제측 경

계 온도는 298 K이다. 선호확산에 대한 화염 응답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He으로 희석된 화염에 대한 

계산은 4번 계산되었다(혼합기 평균 확산율 (MAD), 
DH = DN 2인 혼합기 평균 확산율, DH2 = DN 2, 그리고 

DHe = DAr).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열확산은 무시

하여 혼합기 평균 확산에 대한 확산을 억제한 경우와 

비교하는 형태로 선호확산 효과를 고려하였다. 
Davis 등[13]과 Sun 등[15]의 반응 기구는 가장 신

뢰할만한 Mclean 등[10]의 화염 전파속도를 잘 예측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17]에서 

20% CO2로 희석된 95 H2/5% CO와 50% H2/50% CO 
예혼합 화염에서 Sun 등의 반응 모델은 Natarjan 등
[12] 실험 결과를 과다 예측하는 반면 Davis 모델은 

잘 예측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Davis 등
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Lewis 수와 화염 특성에 대한 상관성

Fig. 1은 80% H2/20% CO 확산화염에서 스트레인

율이 100 s-1인 경우에 Ar과 He 희석율에 따른 화염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He으로 희석된 화염온도가 

Ar으로 희석된 경우보다 더 낮다. 이것은 선호확산 

효과가 복잡한 형태로 화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면 연료 Le 수와 높은 열전도도에 기인한다. 그러

나 열전도도의 효과는 Lewis 수에 묵시적으로 포함

되므로 Lewis 수의 효과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연료 Lewis 수도 같은 경향을 갖

Fig. 1. Maximum flame temperature versus diluent mole 
fraction at ag = 100 s-1 in 80% H2/20% CO diffu-
sion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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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s of fuel Lewis number and effective 
Lewis number with diluent mole fraction in 80% 
H2/20% CO diffusion flame.

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Fig. 2는 80% H2/20% CO 
확산화염에 대해 희석제 몰분율에 따른 연료 Lewis 
수와 유효 Lewis 수를 나타낸다. 예혼합 영역에 해

당하는 화염 소화 한계 근처와 적절히 큰 스트레인율 

확산 화염에 적용할 수 있는 유효 Lewis 수[19]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F

eOFeF
e A

LeALeLe
+
+

=
1

)()(
(2)

여기서 (LeF)e와 (LeO)e는 유효 연료 및 산화제 Lewis 
수이고 이러한 값들은 1기압 298 K에서 평가된 연

료, 산화제, 희석제의 혼합물을 고려하여 정의된다. 
AF = vYF /YO는 예혼합 연소의 혼합기 강도의 척도

이고, v는 연료에 대한 산화제의 당량 질량비이다. 
이전 연구[19]에서 메탄과 프로판 확산화염에서 적

절한 스트레인율에서 화염 온도는 위에서 정의된 유

효 Lewis 수에 대한 경향을 따랐기 때문에 Fig. 2에
서 스트레인율이 100 s-1가 선택되었다. Lewis 수를 

낮추는 것은 반응물 확산을 증가시켜 화염 온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화염 소화에 대해 더 잘 견딘다

Fig. 3. Effective fuel Lewis number versus diluent mole 
fraction in (a) CH4, (b) C3H8, (c) 80% H2/20% CO 
diffusion flames.

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Fig. 1에 

보인 화염 온도가거동이 연료 Lewis 수를 따른다면 

연료 Lewis 수는 He과 Ar 몰분율 증가에 따라 증가

해야 하고, 더욱이 He으로 희석된 연료 Lewis 수는 

Ar으로 희석된 것보다 더 커야 한다. 그러나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He 몰분율에 따른 연료 Lewis 수
는 증가하는 반면 Ar 몰분율에 따른 연료 Lewis 수
는 감소한다. 더욱이 He과 Ar으로 희석된 합성가스 

화염에 있어서 연료 Lewis 수들 사이에는 교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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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따라서 연료 Lewis 수와 화염 온도 거동

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b)에서 He
으로 희석된 유효 Lewis 수는 Ar으로 희석된 경우에 

비해 더 크다. 따라서 이것이 He으로 희석된 화염온

도가 Ar으로 희석된 경우에 비해 더 낮은 경향과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두 경우의 유효 Lewis 수는 He
과 Ar 몰분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이것은 Fig. 1
의 화염 온도 거동을 설명하는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Fig. 1에서 화염 온도 거동은 연료 

Lewis 수와 Chen 등[19]이 제시한 유효 Lewis 수로는 충

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족 반응물 개념[29]
은 화염 소화 근처와 같은 예혼합 영역과 적절히 큰 

스트레인율(유한한 화학반응 시간으로 인한 연료와 

산화제의 중첩이 허용되므로)에서 조차도 여전히 유

효하다. 그렇다면 부족 반응물 개념에 기반을 두어 식 

(1)에 나타낸 유효 연료 Lewis 수를 사용할 수 있다. 
Fig. 3은 희석제 몰분율에 따른 유효 연료 Lewis 수

를 메탄, 프로판, 합성가스(80% H2/20% CO) 확산 

화염들에 대해 비교하였다. Fig. 3(a)와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Ar과 He으로 희석된 메탄-공기 및 프로판-
공기 확산 화염에서 화염 거동과 유효 연료 Lewis 수 

거동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면 유효 Lewis 수의 경향은 또한(80% H2/20% CO) 
확산 화염에서 화염 온도 거동을 잘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 Fig. 3(c)에서 He으로 희석된 화염에서 유

효 연료 Lewis 수는 Ar으로 희석된 경우에 비해 더 

크다. 이러한 경향은 Fig. 1에서 He으로 희석된 화염 

온도가 Ar으로 희석된 화염 온도보다 더 낮은 결과

들과 잘 일치한다. He 몰분율에 대한 화염 온도 거

동의 상호 관계가 잘 일치하는 반면 Ar 몰분율에 따

라 유효 연료 Lewis 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화염 온

도 거동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Ar 몰분율에 

따른 유효 연료 Lewis 수 거동과 화염 온도 거동의 

상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래에 해결되어야 할 문

제로 남아있다.

3.2. 합성가스 화염에서 선호확산 효과

Fig. 1에서 He과 H의 확산율의 억제는 화염 온도

를 증가시키고, H2의 확산율의 억제는 오히려 화염 

온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DHe = 
DAr과 DH = DN 2로 He과 H의 확산율을 억제한 화염 

온도가 혼합기 평균 확산율(M-A)을 가지고 He으로 

희석된 화염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화염대에 H와 He 농도를 작게 하

는 것이 화염 온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반면

에 H2의 농도를 화염대에서 작게 하는 것은 화염 온

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화염대에 

He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화염 온도를 증가시

키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H2와 CO 반응물을 화염대

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H와 H2

의 확산율의 억제에 대한 Fig. 1의 화염 온도에 결과

들은 상세한 분석을 요한다.
이전 연구[18]에서 H와 H2의 선호확산 효과는 화

학적 효과들로부터 유발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이것은 화염 온도가 스칼라 소산율의 경향을 따르지 

않고 화염대 내의 H, O, OH 라디칼의 농도 거동을 

Fig. 4. Maximum mole fractions of (a) H, (b) OH, and (c) 
O versus diluent mole fraction at 100 s-1 in 80% 
H2/20% CO diffusion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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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따른다는 결과들로부터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스트레인율을 변화에 따른 결과들로

부터도 잘 확인된다[5]. Fig. 4는 80% H2/20% CO 확
산화염에서 확산율을 억제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He 몰분율에 따른 H, O, OH 최대 몰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He로 희석한 화염에서 DH = DN 2

인 경우 최대 H 몰분율은 M-A인 경우 보다 훨씬 크

다. 반면에 DH = DN 2인 경우 최대 O (OH) 몰분율은 

Fig. 5. Reaction pathways with (a) M-A, (b) DH = DN2, 
(b) DH2 =DN2, and (c) DHe =DAr at 100 s-1 in 80% H2/ 
20% CO diffusion flames diluted with 40% He.

M-A인 경우와 거의 같다 (경미하게 크다). H 라디

칼에 대해서는 DH = DN 2인 경우 화염 온도가 더 높

다는 사실과 상호 관련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H + O2 → O + OH 반응이 전체 반응률에 대한 척

도이라는 점에서 잘 이해된다. DH2 = DN 2인 경우 H, 
O, OH의 최대 몰분율은 M-A인 경우에 비해 훨씬 

작게 나타나며, 결국 이것이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염 온도 경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He = DAr에 대한 H와 O의 최대몰분율은 M-A인 경

우와 거의 같고, OH는 M-A인 경우보다 더 크게 나

타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OH의 이러한 경향에 따

라 Fig. 1에서 DHe = DAr인 경우 화염온도가 M-A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화학적 효과들은 화학반응경

로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H, H2, He의 선호확산효

과를 산화반응 경로에 비한 비교를 통해 다시 확인

하고자 한다. Fig. 5는 40% He으로 희석된 80% H2/ 
20% CO 확산화염에 대해 스트레인율 100 s-1에서 M-A, 
DH = DN2, DH2 = DN2, DHe = DAr인 경우에 대한 반응 

경로를 비교하였다. Fig. 5에 보인 바와 같이 주반응

경로는 O2(or H2O2) → HO2 → H2O, O2(orH2O2) → HO2

→ H2 → H2O, HCO → H2 → H2O, 그리고 HCO → 

CO → CO2이다. 저온 산화 반응과 관련되는 HCO → 

CO → CO2는 Fig. 5(b)와 (d)에 화살표 크기로는 잘 

나타낼 수 없지만 DH = DN 2와 DHe = DAr에 의해 약

간 억제된다. 예를 들어 CO + OH → CO2 + H 반응에 

대해 M-A인 경우 반응률은 6.01 e-6mole/cm3s이고, 
DH = DN 2인 경우 5.690 e-6mole/cm3s, DHe = DAr인 경

우 6.467 e-6mole/cm3s로 나타난다. 고온 반응과 관련

되는 H2O로의 반응 경로는 DH = DN 2와 DHe = DAr인 

경우 약간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H2 + OH → H2O + H 반응에 대해, M-A인 경우 반응

률은 1.075 e-4mole/cm3s, DH = DN 2인 경우 1.080  
e-4mole/cm3s, 그리고 DHe = DAr인 경우 1.084  e-4mole/ 
cm3s로 나타난다. 반면에 DH2 = DN 2인 경우에 대해

서는 저온 반응 경로인 HCO → CO → CO2는 두드러

지게 우세하고, H2O로의 고온 반응 경로는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He과 Ar으로 희석된 합성가스 확산화염에 대한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1) He와 Ar으로 희석된 합성가스 확산화염의 화

염온도 거동은 연료 Lewis 수와 Chen 등[19]에 의해 

제시된 유효 Lewis 수의 경향을 따르지 않고, 오히

려 유효 연료 Lewis 수에 의해 더 잘 묘사된다. 그러

나 Ar 몰분율 증가에 따른 유효 Lewis 수의 감소와 

화염 온도의 증가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서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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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의 여지를 남긴다.
2) H와 He의 확산율의 억제는 화염 온도를 증가

시키고, H2의 확산율의 억제는 오히려 화염 온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것들은 화학적 효과에 관련되

며, H, O, OH 라디칼의 최대 몰분율 거동과 반응 경

로에 대한 조사로부터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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