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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flame behaviors near flammable limits for 
downstream-interacting SNG-air premixed flames in a counter-flow configuration. The SNG fuel consisted of 
a methane, a propane, and a hydrogen with volumetric ratios of 91, 6, and 3%, respectively. The most appro-
priate priority for some reliable reaction mechanisms examined was given to the mechanism of UC San diego 
via comparison of lean extinction limits attained numerically with experimental ones. Flame stability map was 
presented with a functional dependencies of lower and upper methane concentrations in terms of global strain 
rate. The results show that, at the global strain rate of 30 s-1, lean extinction boundary is slanted while rich 
extinction one is relatively less inclined because of the dependency of such extinction boundary shapes on 
deficient reactant Lewis number governed by methane mainly. Further increase of global strain rate forces both 
extinction boundaries to be more slanted and to be shrunk, resulting in an island of extinction boundary and 
subsequently one flame extinction limit. Extinction mechanisms for lean and rich, symmetric and asymmetric 
extinction boundary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via heat losses and chemical interaction.

Key Words : Conductive heat loss, Counterflow configuration, Downstream interaction, Flame extinction, Global 
strain rate, SNG (Synthetic Natural Gas) 

기 호 설 명

α : Thermal diffusivity (cm2/s)
Di : Effective mass diffusivity (cm2/s)
Le : Lewis number
ag : Global strain rate (s-1)
X : Distance from lower nozzle (mm)

SL : Laminar burning velocity (cm/s)
ΩCH4 : CH4 concentration of SNG/Air (%)
V : Axial velocity (cm/s)
L : Lower nozzle
U : Upper nozzle

1. 서 론

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는 석탄

(coal)의 가스화 공정을 통하여 생성된 수소(H2) 및 일

산화탄소(CO)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가스(Synthetic 
Gas, syngas)가 메탄(CH4)화 공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다[1]. 이때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경우 다른 화석

연료들에 비해 가채연수가 길어 차후 지속된 화석연

료의 소비에 대체 연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SNG의 

주성분은 CH4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스화, 촉매반

응 등의 공정을 거치면서 조성이 균일하지 못하며, 



SNG/Air 예혼합 화염들의 하류상호작용에 있어서 화염 소화 거동에 관한 연구 49

Fig. 1. Schematic set-up of counterflow burner.

H2, C2H6, C3H8, CO 등의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연

료의 상용화에 앞서 연료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SNG 연료의 연소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층류 연소속도(laminar burning 
velocity)[2], 연소 불안정(combustion instability)[3], 
소화거동(extinction behavior)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를 수행 중이다. 이러한 현상중 소화거동의 경우 대향

류 유동장(counterflow)안에서 생성되는 평면화염(flat 
flame)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평면화염은 이론적 해

석이 용의하고, 화염의 구조 및 소화거동을 연구하는 

대상화염으로 널리 사용된다.
대향류 유동장 안에서 생성되는 층류 예혼합 화염

(laminar premixed flame)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로는 크게 유동장 영향(effect of flow), 화염 열손실

(heat loss), 연료의 확산 선호도(preferential diffusion) 
등으로 분류된다.

첫째, 유동장 영향으로는 화염의 면적에 대한 시

간의 변형률로 정의되는 신장률이 있으며, 신장률은 

비예혼합 화염(non-premixed flame)과 예혼합 화염

(premixed flame)의 구조 및 소화와 같은 특성 등을 

제어한다[4,5]. 둘째, 화염의 열손실에는 화염에서 대

기로의 전도에 의해 발생하는 전도 열손실과 화염

의 연소반응에서 생성된 CO2, CO, H2O, CH4, C3H8에 

의해 발생하는 복사 열손실이 있다. 복사 열손실의 

경우 비교적 낮은 신장률에서 크게 나타난다[6]. 마
지막으로, 연료의 확산 선호도는 열 확산(thermal di-
ffusivity, 이하 α)과 물질 확산(effective mass diffusivity, 
이하 Di)의 비로 정의되는 루이스 수(lewis number, 
이하 Le)에 의해 결정된다.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없

는 예혼합 화염의 경우에 있어서는(예를 들어, 자유 

전파하는 예혼합 화염) Le >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과

농 조건의 CH4/air, H2/air 예혼합 화염과 희박 조건

의 C3H8/air 예혼합 화염에서는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의 온도는 감소하고, 소화는 화염이 정체

면으로부터 한정된 거리에서 발생하며, Le < 1 경우

에 해당하는 희박 조건의 CH4/air, H2/air의 예혼합 화

염과 과농 조건의 C3H8/air의 화염에서는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의 온도는 증가하다 감소하고, 
소화는 정체면 근처에서 발생된다[7]. 또한 상호작용

(interaction)하는 화염에서는 Le > 1인 경우,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약해 각 독립된 화염이 각각 예혼합 화

염의 특성을 나타내며, Le <  1인 경우, 화염간의 상

호작용이 강해져 약한 화염(weaker flame)이 강한 화

염(stronger flame)에 기생하여 생존하는 특성 등이 나

타난다[8]. 화염간의 상호작용은 연료의 특성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SNG 연료의 경우 CH4, C3H8, 
H2의 혼합으로 희박 및 과농 조건에서의 화염 거동

이 상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G 예혼합 화염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염의 연소반응을 파악하고, 소화 메커니

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 및 수치해석을 동시에 수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SNG 연료를 해당 연소기

에 적용시 발생하는 화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

하고, 이를 통해 설계인자 도출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험 및 수치해석 방법

2.1. 실험 장치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 장치는 대향류 유동장을 모사하기 

위하여 상부(upper) 및 하부(lower)버너로 구성되며, 
실험에 사용된 버너는 노즐 직경 14 mm로 버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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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속도 분포가 균일한 층류 유동을 형성하기 위

해 수축형 노즐(contraction type nozzle)을 사용하였

다. 노즐 끝단에서 재순환 영역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얇고 날카롭게 가공하였다. 노즐의 상

류측에는 메쉬층(mesh layer)을 차례로 형성하여 예

혼합된 SNG/air의 혼합기(mixture)가 균일한 속도분

포의 출구 경계 조건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 교

란 및 후류(wake flow)에 의해 생성되는 외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상․하부 버너의 외부 노즐에 N2를 

사용하여 커튼 유동장(curtain flow)을 형성하였다. 커
튼 유동장의 유속은 혼합기의 유속과 동일하게 조

절되며, 전단층에 의한 유동 불안정을 억제한다. 실
험에 사용된 SNG 연료는 기존 LNG 연료와의 호환

성을 갖는 동일 웨버지수(webbe index, WI)를 나타

내는 91% CH4 + 6% C3H8 + 3% H2의 조성비로 하였

으며 균일한 혼합을 위해 99.999%의 초고순도 CH4, 
C3H8, H2를 버너에 유입 전에 예혼합하였다. 또한 산

화제로는 99.99%의 고순도 압축공기(compressed air)
를 사용하였다. 상․하부 버너의 간격(X)은 15 mm로 

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거시적인 화염의 거동

은 실험적으로 확인되며, 화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

하여 Nikon D70s 카메라를 사용하여 화염의 이미지

를 취득하였으며, 화염의 강도가 약한 희박(lean) 조
건부터 화염의 강도가 가장 강한 과농(rich) 조건의 

화염을 촬영하기 위하여 촬영 속도는 1/6 sec로 고정

하고 노출 조건을 F 넘버(F-number)를 조절하여 촬영

하였다.

2.2. 수치해석 모델

수치 해석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향류 유

동장 사이에서 존재하는 두 개의 예혼합 화염을 모

사하며, 화염간의 구조 및 화학반응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하여 OPPDIF-code가 사용된다. 수치해석에 사

용된 OPPDIF-code는 정체면 주위에서 발생하는 상

Fig. 2. Schematic diagram of interaction SNG/air pre-
mixed counterflow flame.

사성을 이용하여 화염간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1차
원으로 모사하며, 이러한 OPPDIF-code는 Kee 등에 

의해 개발되고[9], Lutz에 의해 보완 되었다[10]. 대
기의 압력 조건은 1 atm, 상부와 하부 노즐의 온도 경

계 조건은 298 K으로 고정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

된 격자(grid)는 Kim 등[17]의 이전 연구를 통해 고

정된 노즐간의 거리인 X = 15 mm에서 적합하다고 판

단된 300에서 600 사이로 적당한 격자로 사용하였

다. 수치해석에서는 본 연구의 연료인 SNG에 포함된 

H2의 연소반응 계산을 위해 열확산(thermal diffusion)
을 고려하였다. 화학반응 모델은 정확한 SNG의 수

치해석을 위하여 2.3절에서 다양한 화학모델을 비교

하여 선정된다.

2.3.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대표적인 변수 조건인 CH4의 몰 

분율(mole fraction, 이하 Ω CH4)은 수식 (1)을 통해서 

정의 되며,





 






    (1)

수식에서 Yi는 i-화학종의 몰 분율을 나타낸다. 전
체 신장률(global strain rate, 이하 ag)은 수식 (2)을 통

하여 정의되며,

 

  (2)

수식에 나타낸 V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연소 혼합

물의 축 방향 속도(axial velocity), X는 노즐간의 거

리로 정의되며, 하첨자 U, L은 각각 상부와 하부 노

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이러한 변수는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화학반응기구는 CH4, C3H8, H2가 혼합된 SNG의 

연소반응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CH4 연소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GRI 3.0[11], C1-C4 계열의 탄화

수소 및 고온의 H2 연소반응에 적용 가능한 USC-II 
[12], C1-C3 계열의 탄화수소 반응까지 포함하는 UC 

Table 1. Experimental and numerical condition
Fuel (Simulated SNG) CH4, C3H8, H2 (99.999%)

Composition ratio (%) 91 : 6 : 3

Oxidizer Air (21% O2, 79% N2)

Distance of nozzle, x (mm) 15 

Global strain rate, ag (s-1) 30, 120, 180, 300, 500, 
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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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and numerical(USC-II, GRI3.0, 
UCSandiego) CH4 concentration extinction boun-
daries for lean SNG/air mixture.

San diego Mech.[13]을 각각 실험과 비교하였으며 이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위 3가지 메커니즘을 실험

을 통해 나타낸 SNG/air 예혼합 화염의 희박소화경

계와 비교하였을 때 GRI 3.0의 경우 최대 5%, USC-II
는 4.5%임에 비하여 UC San diego Mech. 경우 2.8%
으로 나타난다. UC San diego Mech.가 화염의 소화

경계를 가장 잘 모사하며,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가

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대칭 조건에서의 오차율이 가

장 작게 나타는 것을 볼 수 있어 UC San diego Mech.
을 본 연구 수치해석의 반응기구로 사용하였다. UC 
San Diego Mech.은 NOx 반응을 포함하여 63개의 화

학종(species)과 300개의 반응단계(reactions)로 이루

어져 있으며, 열역학적 물성치(thermo data) 및 전달 

물성치(transport data)는 UC San Diego 연구팀에 의

해 제안된 모델이다.
또한 정확한 수치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화염의 

열손실중 하나인 복사 열손실이 화염의 소화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복사 모

델로는 H2O, CH4, CO, CO2에 대해 평균 프랑크 흡

수계수가 온도의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광학적으로 

얇은 모델(optically thin model) [14]을 사용하였다. 이
에 기초한 복사 열 유속 등은 다음과 같이 식 (3)으로 

정의 된다.

   
 ∞

 

 
  



     
(3)

이러한 화염의 복사 열손실은 화염의 부피가 신

장률의 제곱근에 반비례( )하므로 본 연구와 같

이 비교적 낮은 신장률에서의 화염상호작용과 소화

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요한 소화메커니즘 중 하나

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영역인 비교적 낮

Fig. 4. Radiation and non-radiation CH4 concentration 
extinction boundaries for lean SNG/air mixture.

은 ag = 30 s-1에 초점을 맞추어 비 복사 모델의 소화

경계와 복사 모델을 고려한 소화경계를 비교하였으

며, 이러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복사 

모델을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 복사 모델의 소

화경계가 최대 2%에서 최소 0.1%의 오차율로 별 차

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uo 등
[15]에 의하면 CH4의 경우 ag = 10 s-1 이상에서는 화

염이 얇아지며, 화염의 소화가 복사 열손실이 아닌 

신장률에 의해 나타난다는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

구에서도 복사 열손실의 영향이 매우 낮게 나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장률에 

의한 화염의 소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복사 

열손실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NG 화염의 안정화 선도 및 대표 화염 형상

SNG 연료의 조성이 91% CH4 : 6% C3H8 : 3% H2로 

고정된 조건에서 예혼합 화염의 안정화 선도(stability 
map)는 ag와 ΩCH4의 함수로 표현되며, 이러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Y축과 X축은 각각 상부(upper)
와 하부(lower)버너의 ΩCH4을 나타내며, Fig. 5에서 

속이 찬 심볼(close symbol)은 양의 화염전파속도(po-
sitive flame speed), 속이 빈 심볼(open symbol)은 음의 

화염전파속도(negative flame speed)를 나타낸다.
화염의 안정화 선도는 ΩCH4의 변화에 따라 크게 

(a) 과농(rich)-과농(rich) 영역, (b) 희박(lean)-희박

(lean) 영역과 (c) 희박-과농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

며, 각 조건에서의 대표 화염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을 보면 ag = 30 s-1에서 나타나는 희박 소화경

계가 과농 소화경계와는 다르게 상당히 기울어져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작용하는 화

염의 소화경계 영역에서 수행된 Chung 등 [16],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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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ability map with strain rate of SNG/air premixed 
flames.

등 [17]의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화염의 안정화 선도 상에 나타난 화염의 소화경계에

서의 기울기는 화염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화염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화염의 소화경계는 기울

기가 없이 수직(희박구간의 경우 ΩU,CH4에 수직, 과
농구간의 경우 ΩU,CH4에 수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화경계의 기울기는 화염간의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화염간의 상호작용은 실험적으로 나타난 

거시적인 화염의 거동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Fig. 
6(b)에 나타낸 희박-희박 조건의 화염의 형상을 보

면 활발한 상호작용에 의해 소화 직전의 조건에서 

화염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Fig. 6(a)에 나타낸 과농-과농 조건의 화염의 

형상을 보면 화염 간 상호작용이 매우 작아 소화 직

전의 조건에서도 화염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대상 연료인 SNG처럼 여러 가스에 혼합된 연료 각

각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CH4, H2 등
의 화염은 희박 소화경계에서, C3H8 등의 화염은 과

농 소화경계에서 Le < 1 때문에 Di항이 α항에 비해 

Fig. 6. Representative flame shape with CH4 concentra-
tion at ag = 30 s-1 (a) rich-rich symmetry, (b) lean- 
lean symmetry, (c) lean-rich asymmetry.

커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미연 혼합기의 확산 항이

커서 혼합기가 화염대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 화염

간의 상호작용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 소화경계가 기

울어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반대로 CH4, H2 등의 

화염은 과농 소화경계에서, C3H8 등은 화염은 희박 

소화경계에서 Le > 1이 되므로 Di항이 α항에 비해 작

아 열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 화염의 

상호작용을 약화시키게 된다[7,8,16,17]. 따라서 SNG 
연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CH4, H2에 의해 희

박 영역에서 Le < 1, 과농 영역에서는 Le > 1의 화염 

거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를 보면 화염의 상호작용은 대칭 조건(sym-

metry condition, ΩU = Ω L)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비

대칭 조건(asymmetry condition, ΩU ≠ΩL)이 되면 약

화되어 소화경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이 활발한 조건에서는 화염이 

상호간 정체면(stagnation plane)을 넘어가지 않고 각 

영역에서 생존하는 양의 속도(positive speed)를 갖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상호작용이 약하게 되면 약한

(weaker) 화염이 연소반응의 화학적(chemical) 상호작

용만으로 생존하기 힘들 때 물리적(physical)인 상호

작용을 위해 강한(stronger) 화염쪽으로 정체면을 넘

어가 생존하는 음의 속도(negative speed)를 갖게 된다.
화염의 소화경계(희박 및 과농)들은 ag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희
박 소화경계의 경우 ag가 화염의 소화경계가 이론 화

학 양론비(stoichiometry)인 당량비(equivalence ratio, 
Φ) 1.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Le가 증가 한다고 볼 수 

있다[2]. 이 경우 Le가 커지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

는 Di항이 작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혼합물의 확산

거리가 짧아지고 그로 인해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약

화되어 화염 소화 경계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나타나

야 한다. 하지만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가 증

가함에 따라 기울기는 증가하고, 희박 소화경계 전

체에 걸쳐 양의 속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Le에 의존하는 화염의 상호작용과는 

상이한 현상으로, 이는 화염의 상호작용에 있어 ag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상은 3.3절에서 다시 논의 된다.
과농 소화경계의 경우 ag가 증가함에 따라 소화경

계의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기존의 Le에 의존하는 화염의 상호작용을 

잘 모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g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ag = 300 s-1 이상이 되면 희박 소화경계와 

과농 소화경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희박-과농(ΩU = 
희박, ΩL = 과농) 영역에서 소화경계가 나타나며, ag = 
500 s-1에서는 소화경계가 하나의 섬(island)을 형성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시 음의 속도를 갖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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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나타난다. 
희박 및 과농 소화경계로 형성된 섬 안에서의 화

염은 대칭 조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화 경계가 희

박-과농 영역 안에서 나타나며, 희박-과농 영역에서 

발생하는 화염의 대표형상을 Fig. 6(c)에 나타내었다. 
이 영역에서의 화염은 희박 예혼합 화염(lean pre-
mixed flame) 조건의 상부버너 화염과 과농 예혼합 

화염(rich premixed flame) 조건의 하부버너 화염이 만

나 발생하는 두 화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부버너에

서는 연소 후 남은 산화제, 하부버너에서는 연소 후 

남은 연료가 화염사이에서 만나 확산화염(diffusion 
flame)을 형성하며 그로 인해 삼중 화염(triple flame)
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속적인 ag의 증가에 

따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화염은 소화되며, ag = 631.9 
s-1에서 화학 양론비 보다 낮은 대칭 조건의 한 점

(Ω U,CH4 = Ω L,CH4 = 7.929%)에서만 생존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자유 전파하는 예혼합 화염의 경우 층류 연소속도

(laminar burning velocity, SL)는 일반적으로 Le < 1인 

경우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속도 또한 증가하

고, Le > 1인 경우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18]. 하지만 Fig. 5의 안정화 선도를 보면 ag가 

증가함에 따라 희박 및 과농 조건 모두 화염의 안정

화 영역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ag에 강하게 의존하는 상이한 화염의 소화 메커니즘

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3.4절에서 

논의된다.

3.2. 화염의 거동

3.2.1. 대칭 조건에서 SNG 예혼합기 중 CH4의 몰 
분율에 따른 화염의 거동

SNG 예혼합 화염의 연소반응을 파악하기에 앞서 

ΩCH4조건에 따른 화염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소반응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Fig. 7은 대칭조건(ΩU = ΩL)에서 ag = 30 s-1으로 고

정하고, 다양한 ΩCH4에 따른 화염의 위치를 실험 결

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실
험결과는 직접 사진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화염의 

강도가 가장 강한 지점을 화염의 위치인 Xf로 정의하

여 열린 기호(open symbol)로 표시하였고, 수치해석에

서는 최대 열 방출율(maximum heat release rate, Max 
HRR [J/m3-s])이 나타나는 지점을 Xf로 정의하였고 

이를 실선(solid line)으로 표시하였다. 
대칭 조건에서의 화염은 소화됨에 따라 화염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다 소화된다. 화염의 소화는 희박 영

역에서 ΩCH4이 감소함에 따라 상부 화염과 하부 화

염의 거리가 가까워지다 소화직전에는 하나로 병합

되며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농 영역에서는 

Fig. 7. Experimental and numerical locations of the upper 
and lower flame at symmetry condition. 

ΩCH4이 증가함에 따라 희박 영역과는 동일한 화염의 

거동을 나타내지만 소화 직전까지 화염이 병합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희박 조건에

서는 ΩCH4가 감소하고, 과농 조건에서는 ΩCH4가 증

가되면서 화염의 층류 연소속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

해 화염간의 거리가 좁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현상은 Le < 1경우에 해당하는 희박 조건에서

는 ΩCH4가 감소하면서 Le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

로 인해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결국 소화 직

전에 병합현상이 나타나며, Le > 1경우에 해당하는 

과농 조건에서는 ΩCH4이 증가하며 L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병합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Fig. 6의 (a), (b)조건의 화염을 통해서도 동일

한 거동으로 확인이 된다.

3.2.2. 희박 가연한계 영역에서 화염의 거동

Fig. 8에는 ag = 30 s-1의 희박 소화경계에서 화염거

동에 대한 실험 이미지들을 나타내었으며, Fig. 9에
는 이 조건에서 수치해석으로 얻은 화염의 열 방출 거

동을 나타내었다. 
대칭 조건(ΩU = ΩL)인 (a)에서 비대칭 조건(ΩU ≠ 

Ω L)인 (b)으로 ΩCH4이 바뀌면서 상부노즐에는 약한 

화염(weaker flame), 하부노즐에는 강한 화염(stronger 
flame)으로 생성된다. 이때 약한 화염은 충분한 소화 

조건인 ΩCH4임에도 불구하고 소화되지 않고 강한 화

염으로부터 라디칼을 공유 받아 생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희박 소화경계에서 약한 화염의 ΩCH4이 감소하면 

약한 화염을 생존시키기 위해 강한 화염의 ΩCH4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화염의 열 방출이 비대

칭으로 나타나고, 화염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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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lame shape with ΩCH4 of upper and lower burner at lean extinction boundary.

Fig. 9. Flame location with ΩCH4 of upper and lower bur-
ner at lean extinction boundary.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염을 생존시키기 위해 강

한 화염에서 증가된 ΩCH4로 인하여 Φ = 1.0에 가까워

지면서 SL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강한 화염이 하부 

노즐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다[2].
하지만 약한 화염이 더 이상 화학적인 상호작용

만으로 생존하기 힘들게 되면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한 화염이 정체면을 넘어 강한 화

염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약한 화염은 음의 

속도를 갖게 되어 다시 화염간 거리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소화경계에서 화염의 연소반응

소화경계에서 화염의 연소반응을 연구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화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

서 이를 통해 화염의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화염의 소화 기구를 규명하고

자 한다. 이에 앞서 Fig. 5의 안정화 선도 상에서 다

양한 화염의 구조를 이해하고, ag에 따른 화염의 연

소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Fig. 10에는 희박 소화경계에서 대칭 조건의 (a) 주

요한 화염 구조(ag = 30 s-1), (b) ag에 따른 OH 반응

률(ag = 30 s-1 이상에서 소화)을 나타내었으며, 비대

칭 양의 속도를 갖는 조건은 (c), (d), 비대칭 음의 속

도를 갖는 조건은 (e), (f)에 그 분포를 나타냈다. 각 

분포도에서 S.P.(stagnation plane)는 정체면을 의미하

며, S.P.는 속도 분포도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으

로 정의하였다.
Fig. 10(a)는 희박 대칭조건에서 상호작용하는 이

중화염(dual flame)의 주요 화학종들의 반응과 화염

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료로 사용된 CH4, C3H8은 각각의 화염대 부근

에서 소모 반응이 증가하는 반면 H2의 경우 각각의 

화염대에서 다 소비되지 못하고 화염대를 통과하는 

도중에 CH4의 저온산화반응(CH4 → CH3 → CH2O 
→ HCO + H2)을 통해 H2를 생성시키며 이는 정체면 

부근에서 H2 + O = OH + H의 단계반응에 의해 H2의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진다. 정체면에서 활발한 H2 

반응에 의해 생성된 OH의 경우(Fig. 10(b)에 자세한 

표기) H2와 반대되는 반응률을 나타낸다. CO2의 경

우 정체면 부근에서 CO가 CO2로 산화되는 CO의 산

화반응(CO + OH = CO2 + H)이 정체면 부근에서 병

합되며 CO2의 반응률이 평지(flat)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반응으로 인해 Tmax가 화염대가 아닌 정체면 부

근에서 나타나게 된다. Fig. 10(b)에는 ag = 30 s-1 이

상에서 소화되는 (a)와 동일한 조건에서 ag를 최소 

22 s-1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30 s-1까지 증가시키며 

그에 따라 반응하는 OH의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ag

의 증가에 따라 OH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반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ag의 증가

가 화염의 전체적인 연소반응을 촉진시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ag의 증가는 정체면 영역

에서의 OH 생성반응을 증가시켜 화염간의 상호작

용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

들은 대칭되는 화염에서도 화염의 상호작용이 활발

하게 일어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Fig. 5의 희박 

소화경계에서 단일화염(single flame)모드에 해당하

는 ΩU = 0% 조건에서보다 대칭되는 이중화염(dual 
flame)조건에서 화염의 안정화 영역이 넓게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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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ame reaction rate on lean extinction boundary at ag = 30 s-1 (a) and (b) symmetry condition, (c) and (d) 
asymmetry-positive condition, (e) and (f) asymmetry-negative condition.

Fig. 10(c)에는 희박 비대칭 조건에서 약한 화염이 

양의 속도를 갖는 이중화염의 주요 화학종들의 반

응률과 화염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비대칭 화

염의 경우 ΩCH4의 변화에 의해 반응률의 차이가 나

지만, 비대칭의 강한 화염과 약한 화염 모두 희박 

대칭된 화염(Fig. 10(a))과 동일한 연소반응을 나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강한 화염의 ΩCH4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간의 거리가 멀어져 대칭조건 보

다 화염의 상호작용이 약화되며, 그로 인해 CO2의 

반응률이 뚜렷한 두 개의 피크점을 나타내고 H2 또
한 거의 모든 반응이 각 화염대에서 끝나게 된다. 
Fig. 10(d)에는 ag = 30 s-1 이상에서 소화되는 비대칭 

양의 조건인 (c)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칭조건의 (b)
와 동일하게 ag을 증가시켜 나타난 OH의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ag가 증가함에 따라 강한 화염의 경우 

OH의 반응률은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약한 화염의 

경우 OH의 반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ag가 증가함에 따라 화염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

지면서 나타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3.4
절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Fig. 10(e)에는 희박 비대칭 조건에서 약한 화염이 

음의 속도를 갖는 이중화염의 주요 화학종들의 반응

률과 화염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3.2.2절에서 설

(a) (b)

(c) (d)

(e)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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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lame reaction rate on rich extinction boundary at ag = 30 s-1 (a) and (b) symmetry condition, (c) and (d) 
asymmetry-positive condition, (e) and (f) asymmetry-negative condition.

명한 바와 같이 희박 소화경계에서 약한 화염이 더 

이상 화학적 상호작용만으로 생존하기 힘들 때 물리

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체면을 넘어가며, 
그로 인해 약한 화염이 음의 속도를 갖으며 강한 화

염에 도움을 받아 생존한다. 이 경우 약한 화염의 반

응률이 매우 작게 나타나며, 약한 화염은 강한 화염 

없이는 존재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대칭 

음의 속도에서 나타는 화염간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

보고자 Fig. 10(e)와 동일한 조건에서 ag에 따른 OH
의 반응률을 Fig. 10(f)에 나타내었다. OH의 거동을 

보면 ag가 증가함에 따라 화염사이의 거리는 가까워

지고, 강한 화염의 OH 반응률이 감소하며, Fig. 10(d)
의 현상과 다르게 약한 화염의 OH 반응률 또한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염간의 상

호작용이 매우 작게 나타나는 비대칭 음의 조건에서 

강한 화염에 기생하여 생존하는 약한 화염이 강한 화

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강한화염과 함께 소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에는 과농 소화경계에서 대칭 조건의(a) 주

요한 화염 구조(ag = 30 s-1), (b) ag에 따른 OH의 반

응률(ag = 30 s-1 이상에서 소화), 비대칭 양의 속도를 

갖는 조건에서 (c), (d), 비대칭 음의 속도를 갖는 조

(a) (b)

(c) (d)

(e)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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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e), (f)에 그 분포를 나타냈다.
Fig. 11(a)에는 과농 대칭 조건에서 상호작용하는 

이중화염(dual flame)의 주요 화학종들의 반응률과 

화염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료로 사용된 C3H8

의 경우 화염대에서 모든 연소반응이 끝나지만, CH4

의 경우 화염대에서 완전히 소비되지 못하고 화염

대를 지나 정체면에서도 반응이 이루어진다. H2의 경

우 부족한 O2에 의해 산화되지 못하여 소비반응보다 

생성반응이 더 크게 나타내며, OH의 경우 다른 화학

종들에 비해 매우 작은 반응률을 나타낸다. 이는 Le 
> 1 때문에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약하게 나타

나 거의 모든 화학종들이 병합되지 못하고 두 개의 

피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조건에서 

ag변화에 따른 OH의 반응률은 Fig. 11(b)에 나타내

었다. ag가 증가함에 따라 OH를 소비하거나 생성하

는 OH의 반응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c)에는 과농 비대칭 조건에서 약한 화염이 

양의 속도를 갖는 이중화염의 주요 화학종들의 반응

률과 화염의 온도 분포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화학

종들의 연소반응은 Fig. 11(a)의 과농 대칭된 화염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희박 비대칭 조건인 Fig. 10(c)와
는 다르게 H2가 각각의 화염대에서 반응이 완료되

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과잉된 연료들에 비해 부족한 O2 때문에 H2가 산

화반응 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동일

한 조건에서 ag에 따른 OH의 반응률은 Fig. 11(d)에 

나타내었다. OH의 반응률은 ag가 증가함에 따라 강

한 화염뿐만 아니라 약한 화염까지 반응률이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강한 화염의 경우 Fig. 10(d)
와 동일하게 ag가 증가함에 따라 화염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 열전도율이 증가해 화염의 온

도가 감소하여 이에 따라 화학 반응률이 감소하는 것

으로 보이며, 약화 화염의 경우 Fig. 11(b)와 동일하

게 Le > 1에서 ag의 증가에 따라 화염 연소반응이 저

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e)는 과농 비대칭 조건에서 약한 화염이 음

의 속도를 갖는 이중화염의 주요 화학종들의 반응률

과 화염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10(e)와 동

일하게 약한 화염이 더 이상 혼자 생존하지 못하고 

강한 화염에 기생 하여 생존한다. 이 경우 약한 화염

은 과잉된 연료와 부족한 산화제로 인해 연소반응

이 매우 제약되어 나타난다. 동일한 조건에서 ag에 

따른 OH의 반응률은 Fig. 11(f)에 나타내었다. OH의 

반응률을 살펴보면 강한 화염의 OH 반응률은 ag가 

증가하면서 화염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약한 화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Fig. 11(d)에서 설명된다.

3.4. 상호작용 하는 화염에서 스트레치에 따른 
화염의 소화 메커니즘

Fig. 5에 나타낸 SNG 화염의 안정화 선도를 통하

여 ag가 화염의 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

으며, Fig. 10과 Fig. 11의 화염의 연소반응을 통하여 

ag이 화염에 미치는 영향이 희박, 과농 영역에서 상

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러한 화염의 소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Fig. 12(a)에는 대칭되는 희박(과농)-희박(과농) 조

건에서 ag에 따른 구체적인 최대 열 방출율(Specific 
Maximum Heat Release Rate, SMHRR), 화염의 최대

온도(maximum flame temperature, Tmax)를 각각 실선

(solid line), 점선(dotted line)으로 표시 하였다. 열린 

기호(open symbol)는 희박조건, 속이 찬 기호(solid 
symbol)는 과농 조건으로 표시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

된 SMHRR은 수치 해석된 최대 열 방출율(maximum 
heat release rate, Max HRR [J/m3-s])을 조건에 해당

하는 ag(global strain rate, ag[1/s])로 나누어준 값이다

[19,20]. ag가 증가함에 따라 희박 조건에서 SMHRR, 
Tmax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희박조건의 

OH 반응률을 나타낸 Fig. 10(b)와는 상이한 결과로, 
Fig. 10(b)에서 ag증가에 따른 OH 반응률의 증가는 

ag가 화염의 연소반응을 촉진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

는 파라미터이며, 희박조건의 경우 Le < 1 때문에 Di

항이 α항에 비해 크고 그로 인해 증가된 ag는 Di의 

확산을 가속화하여 화염의 연소반응이 활발해져야 한

다. 하지만 ag의 증가에 따라 감소된 SMHRR과 Tmax

를 통하여 ag에 강하게 지배되는 화염의 다른 소화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서론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화염의 열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그중 복사 열손실은 화염의 수

치해석에서 배재되었기 때문에 전도 열손실이 화염

의 소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인이 될 수 있

다. 과농 조건의 SMHRR, Tmax 또한 희박 조건과 동

일하게 ag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정확한 화염의 소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서 대칭되는 화염의 경우 화염간의 열손실이 없는 단

열조건으로 가정하며, 화염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은 

대기로의 열손실만으로 정의 한다. 화염에서 대기로

의 전도 열손실은 화염에서 대기방향으로의 온도의 

기울기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된다.

  
  (4)

수식에서 Xf는 Max HRR으로 정의된 화염의 위

치이며, Tf는 Xf로 정의한 화염 위치의 온도로 정의 

된다. 계산된 열전도도(heat flux, qloss)는 Fig. 12(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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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ag의 증가에 따라 희박조건의 qloss가 증

가하고, 과농조건의 qloss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다. 이는 희박조건에서의 화염의 소화는 ag에 증가

에 따라 같이 증가된 대기로의 qloss가 직접적인 원인

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ag가 증가에 따라 희박 소

화경계가 줄어든다. 반면, 과농조건에서의 qloss는 ag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과

농 영역에서의 화염의 소화현상은 화염에서의 열손

실로 정의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과농 영역에서 화

염의 소화는 전통적인 화염의 소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유롭게 전파하는 화염

에서 Le > 1 경우에 신장률 증가에 따라 SL가 감소하

고, α항이 Di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때 ag의 증가

는 화염의 연소반응을 저하시킨다[18]. 이로 인하여 

Fig. 11(b)의 OH의 반응률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현상이 Fig. 5의 안정화선도의 과농-
과농 영역에서 ag의 증가에 따른 과농소화경계의 감

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화염의 소

화거동은 희박 및 과농 영역 모두 외부로의 열손실

로 정의되는 상호작용하는 합성가스(syngas(H2 50%
+ CO 50%)/air) 예혼합 화염의 소화거동[17]과는 상

이한 결과이다.
Fig. 13(a)에는 비대칭되는 희박(과농)-희박(과농) 

Fig. 12. Symmetry condition with strain rate (a) SMHRR, 
Max Temp. (b) heat loss.

조건에서 양의 속도를 갖는 화염의 SMHRR, Tmax을 

ag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 12(a)의 대칭되는 화염과 

동일하게 ag의 증가에 의해 화염이 소화되기 때문에 

SMHRR, Tmax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는 희박 조건의 OH 반응률을 나타낸 Fig. 10(d)과
는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희박 조건의 Fig. 10(d)에
서는 ag에 증가에 따라 OH의 반응률은 강한 화염에

서 감소, 약한 화염에서는 증가한다. 이를 통해 강한 

화염과 약한 화염의 소화 인자가 상이한 것으로 판

단되며,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대칭 조건

에서 계산된 강한 화염 및 약한 화염에서 발생하는 

대기로의 열손실인 qloss는 Fig. 13(b)에 나타내었다. 

Fig. 13. Asymmetry condition with strain rate (a) SMHRR, 
Max Temp., (b) heat loss, (c) heat conduction.

(a)

(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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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강한 화염과 약한 화염에 qloss의 경향

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강한 화염의 경우 ag의 

증가에 따라 qloss이 감소하며, 약한 화염의 경우 ag

의 증가에 따라 qloss이 증가한다. 이는 ag의 증가에 

의해 화염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화염간의 상호

작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강한 화염에서 약한 화

염으로 열전도율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

단된다.
화염의 최대 온도는 강한 화염 부근에서 나타나며, 

화염의 최대온도에서 약한 화염으로의 온도기울기

를 강한 화염에서 약한 화염으로의 열전도도로 정의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열전도도를 다음과 같이 

수식을 통해 정의하였다.

  max   
max    (5)

수식을 통하여 계산된 약한 화염으로의 열전도도

는 Fig. 13(c)에 나타내었다. 비대칭 화염의 경우 희

박 및 과농 조건에서 모두 화염의 소화 메커니즘은 

ag에 증가에 의해 화염간의 거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증가된 상호작용에 의해 약한 화염이 강한 화염

에 도움을 받아 생존하며, 이때 강한 화염에서 약한 

화염으로의 열전도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의 화염 

소화는 강한 화염에서 지속적인 ag의 증가에 따라 약

한 화염으로의 열손실이 증가하고, 약한 화염의 경

우 강한 화염의 열전도에 의해 생존 하지만 지속적

으로 증가된 대기로의 열손실로 인해 소화되며, 결국 

강한 화염까지 소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약

한 화염이 음의 속도를 갖는 비대칭 조건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SNG/air 예혼합 화염의 대

칭 및 비대칭 조건에서 화염의 소화 현상은 안전화 

선도 전반에 걸쳐 희박-희박 및 과농-과농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CH4 화염과의 연소

반응 비교 및 높은 ag에서 나타나는 섬(island) 영역에

서의 연소반응과 화염의 소화거동에 관한 연구에 대

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하는 SNG/air 예혼합 화

염의 연소반응 및 소화거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험

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SNG(91% CH4 + 6% C3H8 + 3% H2)/air 예혼합 화

염에서 하류 상호작용을 통한 화염 소화한계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 평가로부터 화학 반응기구는 UC 

San Diego Mech.이 가장 타당하게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상호작용하는 SNG 예혼합 화염은 연소 조건에 따

라 크게 희박-희박, 과농-과농 조건의 이중 화염(dual 
flame) 및 희박-과농 조건의 삼중 화염(triple flame)
으로 나타났다

화염의 안정화 선도는 ag에 증가에 따라 소화경

계가 감소하며, 화염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기울기

가 결정되고, 소화경계에서 발생하는 양의 속도 및 

음의 속도를 갖는 화염은 약한 화염이 더 이상 스스

로 생존하지 못할 때 화염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

키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SNG 연료에 혼합된 C3H8의 경우 희박 및 과농 영

역 모두 각 화염대에서 소비됨에 비해 H2의 경우 희

박 및 과농 조건 모두 화염대에서 전부 소비되지 못

하고 정체면 영역까지 이동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희박 조건에서는 화염간의 상호작용을 증가되

어 정체면에서 소비되는 반면, 과농 조건에서는 소비

반응에 비해 생성반응이 크게 나타나 정체면 영역에

서도 생성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SNG 예혼합 화염의 연소반응은 희박 및 과농 조

건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며, 대칭 화염에서의 소화는 

희박 영역에서 ag에 의해 화염의 반응이 활발해지며 

그로 인해 OH의 반응률은 증가하지만, 이와 동시에 

화염에서 증가된 대기로의 열손실로 인해 화염이 소

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상이하게 과농 영

역에서는 ag에 의해 α가 증가되어 화염의 연소반응

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화염의 소화가 나타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비대칭 화염에서 발생하는 화염의 소화는 ag에 

의해 화염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그로 인해 강

한 화염에서 약한 화염으로 열전도가 증가하여 약

한 화염이 생존하지만 지속된 ag의 증가가 결국에는 

약한 화염에서 대기로의 열손실이 증가시켜 약한 화

염이 소화되며, 이때 강한 화염 또한 동시에 같이 소

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희박 및 과농 조건 모두에

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상호작용하는 합성천

연가스(SNG/air) 예혼합 화염의 소화 거동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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