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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심각성 및 필요성이 중요시 되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들 중 탄소기반 연료 사용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CCUS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CCUS와 함께 활용될 수 있는 가압 순산소 연소에 대한 연구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압 순산소 연소의 화염 구조와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향류 확산 화염 모델을 이용하여 압력 및 산소분율에 따른 연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압력이 높을수록 화학 반응
의 활성화로 인한 반응율의 증가로 연소 온도가 증가하고 화염두께는 감소한 반면, 산소분율이 높을수록 반응율 증가 및 산화
제 운동량 변화에 따른 확산의 영향으로 연소 온도 및 화염두께 모두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열방출 반응을 3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특히 산소분율이 증가할수록 산화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이 혼합분율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영
역으로 세분화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NO의 생성 메커니즘에 따라 구분된 배출지수(EINO)를 분석하였고, 각 해석 조건
에 따른 NO의 생성 경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향류 확산 화염, 메탄, 가압 순산소 연소, 반응속도론, NO 배출지수

Abstract : As the seriousness and necessity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increas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ntinuing their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mong various efforts, research on CCUS, capturing 
and utilizing carbon dioxide generated when using carbon-based fuels, is actively being conducted. Studies on pressurized 
oxy-fuel combustion (POFC) that can be used with CCUS are also being conducted by many researc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as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flame structure and pollutant emissions of pressurized oxy-fuel combustion. 
For this, a counter-flow diffusion flame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essure and 
oxygen concentration. As the pressure increased, the flame temperature increased and the flame thickness decreased due to a 
reaction rate improvement caused by the activation of the chemical reaction. As oxygen concentration increased, both the flame 
temperature and the flame thickness increased due to an improvement to the reaction rate and diffusion because of a change in 
oxidizer momentum. Analyzing the related heat release reaction by dividing it into three sections as the oxygen concentration 
increased showed that the chemical reaction from the oxidizer side was subdivided into two regions according to the mixture 
fraction. In addition, the emission index of NO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O formation mechanism was analyzed. The formation 
trend of NO according to each analysis condition was presented.

Keywords : Counter-flow diffusion flame, Methane, POFC, Chemical kinetics, NO emiss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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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교토의정

서를 비롯해 파리협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되 배출되

는 온실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하여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되

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1-2].

탄소 기반 연료의 연소를 통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

가스의 주요 원인이며, 이를 포집, 저장 및 활용하는 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5]. 다만, 효과적인 포집을 위해서는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하

며, 여러 기술 중 순산소 연소 기술이 대규모 발전시스템에서

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순산소 

연소 기술은 산화제로 공기가 아닌 고순도의 산소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이론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높

은 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물의 응축만으로 쉽게 포집할 수 있다

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더불어 산화제에 질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NOx와 같은 오염물질의 생성이 원전 차단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순산소 연소 기술은 특히 경제성 측면을 비롯해 극복

해야 할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 순도가 높은 산소 생산을 

위한 ASU (air separation unit)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 배가스의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압축일 손실, 순산소 연소에 의한 고

온 연소 분위기 제어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스템 압력을 높인 가압상태에서 연소하

는 가압 순산소 연소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가압 순산소 연소

를 통해 잠열 회수량 증가, 열전달 증가, 시스템 소형화, CCUS
에 의한 압축일 손실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8]. 다만, 많은 연구가 CCUS 또는 가압 순산

소 연소 기술의 활용 측면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실제 화염 

구조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기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탄을 기준으로 가압 순산소 연소 시 산소분

율 및 압력에 따른 연소 특성과 오염물질 배출 특성 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해석 조건에 따른 화염 구조

와 열방출에 관여하는 주요 화학 반응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NO 생성 메커니즘에 따른 거동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및 조건

2.1. 수치해석 방법

Figure 1은 대향류 확산 화염의 화염 구조를 개략도로 나타

낸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두 노즐(연료/산화제)에서 연료와 산

화제가 각각 분출되어 정체면(stagnation plane)이 형성되며, 연
료가 산화제 노즐 쪽으로 확산 되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산화제 

노즐에 가까운 면에 화염이 생성된다. 확산 화염은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되며, 화염은 연료와 산화제의 흐름에 의해 정체면

(stagnation plane)을 따라 늘어난다.
화염의 물리적 현상을 수치해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Kee 

et al. [9]에 의해 개발된 CHEMKIN OPPDIF code (CHEMKIN, 
Pennsylvania, United State)를 사용하였으며, 연료와 산화제 사

이의 간격은 2 cm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메

탄 연소 모델링을 위해 상세 화학 반응 메커니즘으로 GRI 3.0 
반응 기구를 적용하였다[10]. GRI 3.0은 53개의 화학종과 이를 

이용한 325개의 화학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

에서 메탄 연소 및 N 화학종의 화학적 모델링에 대해 여러 연

구자에 의해 널리 활용되어 검증되었다[11-15].

2.2. 수치해석 조건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탄연료를 기반으로 압력 및 산소부하에 

따른 비예혼합 연소 시 화염 구조, 열 방출 및 NO의 배출 특성

을 분석하는데 있다. 자세한 수치해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

냈으며, 이를 위해 산화제는 공기부터 순산소조건까지 산소분

율을 세분화(산소분율 21 (air), 35, 50, 75, 100%)했으며, 압력

Figure 1. Schematic of a counter-flow diffusion flame.

Table 1. Calculated conditions

Case Fuel (%) Oxidant (vol.%) Pressure 
(atm)

Stoichiomet
ric mixture 

fraction (Zst)CH4 O2 N2

Air-1 atm

100

21 79 1 0.055

Air-3 atm 21 79 3 0.055

Air-10 atm 21 79 10 0.055

Oxy 35-1 atm 35 65 1 0.087

Oxy 50-1 atm 50 50 1 0.118

Oxy 75-1 atm 75 25 1 0.162

Oxy 100-1 atm 100 0 1 0.200
Oxy 100-3 atm 100 0 3 0.200
Oxy 100-10 atm 100 0 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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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기압부터 10 atm까지 1, 3, 10 atm 조건에 대해 분석하

였다. 각 실험조건 이름에서 대쉬(-) 앞은 산화제 조건을 뜻하

며 뒤는 압력 조건을 의미한다. 모든 해석 조건에서 연료는 순

수 메탄을 사용했으며 연료와 산화제 모두 초기 투입 온도를 

300 K로 설정하였다. 전체 화염 신장율(global strain rate)은 

Chelliah et al. [16]에 의해 제안된 Equation (1)을 이용하여 모

든 조건에서 35 s-1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산화제의 초기 유

속을 20 cm s-1로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1)

전체 화염 신장율(κ)을 계산하는 식에서 Figure 1과 같이 아

래첨자 f와 o는 각각 연료 및 산화제를 뜻하며, u는 유속, ρ는 

유체의 밀도, L은 연료와 산화제 노즐 사이의 간격을 뜻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염 구조 및 주요 화학종 비교

가압 메탄-공기 연소 및 메탄-순산소 연소의 근본적인 이해

를 돕기 위해 산화제 및 압력 변화에 따른 대향류 확산 화염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2는 모든 해석 조건에서 산화제 및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 분포를 혼합분율(0-D)과 연료 노즐로부

터의 거리(1-D)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ure 2(a)에서처럼 혼합분율에 따라 살펴보면, 메탄-공

기 연소 조건에서 이상 혼합분율(stoichiometric mixture fraction)
은 0.055이며, 혼합분율의 관점에서 연소 온도는 Zst,Air 대비 

다소 농후한 영역(Z = 0.063)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반면, 같은 

산화제 조건에서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최대 연소 온도는 이

상 혼합분율(Zst,Air = 0.055)에 거의 근접한 영역에서 형성된다. 
기준 조건(air-1atm)에서 이상 혼합분율 대비 농후한 영역에서 

최대 연소 온도가 형성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후한 영역에

서 열방출에 관여하는 반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이며, 압력이 증가할수록 최대 연소 온도가 이상 혼합분율에 

거의 근접해서 형성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영역에서 

열방출에 관여하는 반응의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또한, 
압력이 증가할수록 최대 연소 온도가 증가하고 Figure 2(b)에
서 확인 가능하듯 화염 두께(연료 및 산화제 노즐에서 투입 

대비 온도가 50 K 상승한 지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였으며, 
최대 연소 온도가 형성되는 물리적인 위치가 연료 노즐에 가

까운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모두 압력 증가에 따라 연소 

과정 중 화학 반응이 활성화 되어 반응률이 증가하였기 때문

이다. 
산화제 내 산소분율이 증가할 경우 이상 혼합분율은 메탄-

순산소 연소 조건에서 Zst,Oxy100 = 0.2까지 증가하며, 최대 연소 

온도는 메탄-공기 연소와는 반대로 다소 희박한 영역에서 형

성되었다. 이는 산화제 내 N2 분율 감소 및 O, H, OH 라디칼 

등이 포함된 희박 영역에서의 발열 반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

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화제 내 산소분율이 증가할

수록 최대 연소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메탄-공
기 연소 대비 고온의 화염이 넓은 범위의 혼합분율에 분포한

다. 압력이 증가할 때와는 반대로 산소분율이 증가할수록 물

리적인 화염의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최대 연소 온도가 형성되

는 물리적인 위치가 연료 노즐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였는

데, 산화제의 확산이 활발해져 화학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넓

은 영역에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산화제의 산소분율

이 높을수록 화염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기 연

소와 비교해 연료 희박 영역의 범위는 넓어지고 농후 영역의 

범위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순산소 연소 조건에서 압

력에 따른 영향은 메탄-공기 연소의 경향과 동일하게 압력이 

증가할수록 화염 두께가 감소하고 최대 연소 온도의 위치가 

연료 노즐에 가까워졌다. 이는 가압 조건에서 반응물의 상대

적인 확산이 감소하고 화학 반응의 반응율이 증가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Figure 3는 대향류 확산 화염의 정체면 위치(Ls), 최고 화염

온도 위치(Lp), 화염 두께 및 Lp-Ls를 각 해석 조건에 대해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대향류 확산 화염의 정체면

(stagnation plane)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제 쪽으로 이동

하게 된다. 화염 정체면은 연료와 산화제의 운동량이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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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flame structure vs. mixture fraction (a) 
and distance from fuel nozz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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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위치(axial velocity 가 0 m s-1인 지점)에 형성되며, 결과

적으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제에 비해 연료의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산화제의 산소분율이 증

가함에 따라 화염의 정체면은 연료 노즐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데, 마찬가지로 산화제의 운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ure 1의 schematic diagram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확산 화

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연료가 산화제 쪽으로 확산되어야 하

며, 따라서 화염의 최대 온도 영역은 모든 조건에서 정체면을 

기준으로 산화제 쪽에 가깝게 위치한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의 최대 온도를 나타내는 위치가 정체면에 가깝게 이동하

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압력의 증가로 인해 반응물의 확산

이 억제되는 반면 반응성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한, 산화제의 산소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의 최대 온도를 

나타내는 위치도 정체면에 가깝게(연료 노즐 쪽으로) 이동하는

데, 이는 정체면의 이동 및 산화제의 확산이 증가했기 때문이

다. 결론적으로 압력 및 산화제의 산소분율이 높을수록 대향류 

확산화염의 최대 온도 위치와 정체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 화염의 두께는 압력이 높을수록, 산화제의 

산소 분율이 낮을수록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산화제의 조성 보다 압력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산
화제의 확산 정도나 반응성이 산화제 조성에 따른 운동량이나 

단열화염온도 등의 변화보다 압력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

로 보인다.
Figure 4는 압력 및 산화제의 산소분율 변화에 따른 주요 반

응물 및 생성물을 위치에 따라 비교한 결과이다. Figure 4(a) 및 

Figure 4(c)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

(CH4) 및 산화제(O2, N2), 즉 반응물의 확산이 억제되어 물리적

으로 더 짧은 거리 내에서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메
탄-공기 연소(Figure 4(a))의 경우 주요 반응물(CH4, O2)의 몰분

율이 0이 되는 지점(반응물이 모두 소모되어 존재하지 않음)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 노즐 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산

화제에 포함되어 대부분의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N2의 영향으

로 보인다. 따라서, 산화제에 N2가 포함되지 않는 메탄-순산소 

연소(Figure 4(c))의 경우 압력 변화에 따라 주요 반응물의 몰분

율이 0이 되는 위치에 큰 차이가 없다. 연소의 최종 생성물인 

물(H2O)과 이산화탄소(CO2)의 몰분율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 좁은 범위에서 생성되며, 최대 몰분율이 나타나는 위치는 

Figure 2 및 Figure 3에서 나타낸 최대 화염 온도의 위치와 거

의 동일하다. 이를 통해 메탄 연소의 최종 생성물로써 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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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major species vs. distance from fuel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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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주요 열방출을 동반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때 화염은 최고 온도를 나타낸다. 메탄-
공기 연소(Figure 4(a))와 마찬가지로 메탄-순산소 연소(Figure 
4(c)) 조건에서도 압력이 높을수록 연소 생성물(H2O, CO2)의 

최대 몰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화제의 산소 분율

이 증가할수록 마찬가지로 연소 생성물의 최대 몰분율이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소 특성 및 열방출 비교

연소 과정의 열방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igure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요 열방출 구간을 A-zone(발
열반응, 희박영역), B-zone(발열반응, 농후영역), C-zone(흡열반

응, 농후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완벽히 정량화하기는 

어려우나 B-zone으로 정의한 영역에서 가장 큰 열방출을 나타

내는 peak를 기준으로 산화제 쪽 발열 구간(A-zone)과 연료 쪽 

흡열 구간(C-zone)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5는 모든 해석 조건

에 대해 각 해석 조건의 B-zone에 해당하는 peak를 최대값으로 

표준화한 열방출율을 혼합분율 및 연료 노즐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모두 활

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메탄-공기 연소와 메탄-순산소 연소 

조건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메탄-공기 연소에서

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A-zone과 B-zone의 peak가 서로 Zst,Air로 

가까워지며, A-zone의 발열 반응이 B-zone의 발열반응 보다 활

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순산소 연소의 경우 압력이 

증가할수록 C-zone의 흡열 반응이 활성화 되는 경향이 뚜렷하

며, A-zone에 포함되는 열방출 peak가 메탄-공기 연소에서 하

나인 것과 달리 넓은 혼합분율 및 물리적 거리에 걸쳐 두개로 

나타났다. 산화제의 산소분율이 공기를 기준으로 순산소까지 

증가할수록 B, C-zone에 비해 A-zone의 열방출 경향에 눈에 띄

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메탄-공기 연소 조건의 A-zone에서 하

나였던 peak가 산소분율이 증가하면서 발열이 활성화되고 점

차 두개의 peak로 분화되는 것처럼 나타났다. 혼합분율을 기준

으로 산화제 측면에 가까운 peak는 혼합분율 0.067 이하의 영

역에서 존재하는 반면, B-zone에 가까운 peak는 산소분율이 증

가할수록 연료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를 통해 A-zone에서 주요 

열방출에 기여하는 화학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산화

제의 산소분율이나 산화제의 확산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A-zone의 열 방출에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 압력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이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

록 하겠다.
이밖에 B-zone의 열방출에 대해서는 압력에 따라 메탄-공기 

연소 및 메탄-순산소 연소에서 모두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으며, 혼합분율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열방출

이 관찰되었다. 물리적 거리의 관점에서 열방출 peak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은 압력에 따른 확산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된다. 산소분율이 증가할수록 B-zone의 열방출 peak는 연료쪽

으로 이동하며, 항상 이상 혼합분율보다 농후한 영역에서 형성

된다. 이를 통해 B-zone의 열방출에 관여하는 반응은 메탄 또

는 메탄의 열분해 이후 생성된 중간생성물과 관련된 화학 반응

임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흡열 반응이 지배적인 C-zone은 가

장 연료쪽에 가까운 영역에서 형성되는데, 이는 메탄이 일차적

으로 분해되는 열분해(탈수소) 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은 메탄-공기 연소에서 압력에 따른 표준화된 열방

출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모두 활성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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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ormalized heat-release rate vs. mixture fraction (a, b) 
and distance from fuel nozz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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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희박 영역에서의 발열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Figure 5(a)에서 구분했던 A-zone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이 특히 활성화 되며, 이때 열방출에 관여

하는 반응은 주로 O2, OH, HO2와 같은 화학종이 관여하는 반

응이다. 연료 희박 영역에서 산소 분자가 충분할 경우 연료의 

탈수소 반응에 의해 분해된 H와 화염면에서 생성되는 OH 라
디칼이 희박 영역으로 확산되어 R35, R43, R287과 같은 화학 

반응에 의해 HO2의 생성과 소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H2O
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열을 방출한다.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은 연료 희박 또는 이상 혼합분율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

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되어 상대적인 열방출량이 크

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2+H2O ↔ HO2+H2O (R35)

H+OH+M ↔ H2O+M (R43)

OH+HO2 ↔ O2+H2O (R287)

Figure 7은 A-zone에 대하여 산화제 내 산소분율에 따른 순 

열방출율 및 주요 화학 반응의 열방출율을 표준화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zone에서 주로 열방출에 관여하는 화학 반응

은 앞서 언급하였듯 H, H2, OH, O2 HO2 등과 같은 화학종이 

관여하는 반응으로 R84, R85, R99 반응 등이 발열 반응에 지

배적이다. Figure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소분율이 증가하

면서 A-zone의 peak가 두개로 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
화제 측면(Z < 0.067) peak는 주로 R35, R85, R287이 주요 화

학 반응이다. 해당 반응들은 압력이나 산화제 조성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혼합분율의 영역에서 발열 반응에 지배적인 영향

을 미친다. 반면, B-zone에 가깝게 형성되는 peak는 R43, R84, 
R99 반응 등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R84 반응을 통해 OH, H2 
라디칼이 소모되며 H와 H2O를 생성하는 발열 반응이 지배적

이다. 반면, R84 반응은 조금 더 농후한 영역(B-zone)에서는 흡

열 반응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연료 측면에서 R52
(메탄의 탈수소 반응), R166 반응에 의해 생성된 H 라디칼이 

확산을 통해 산화제 측면에서 생성된 H2O와 반응하기 때문이

다. R99 반응은 CO 라디칼이 참여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C가 

포함된 연료 측면에서 형성되며, 산소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

으로 열방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진다.

H+CH4 ↔ CH3+H2 (R53)

H+CH2O ↔ HCO+H2 (R58)

OH+H2 ↔ H+H2O (R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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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Normalized heat-release rate according to pressure for 
air-fuel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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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Normalized heat-release rate according to oxygen 
concentration in oxidant (A-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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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H(+M) ↔ H2O2(+M) (R85)

OH+CO ↔ H+CO2 (R99)

HCO+H2O ↔ H+CO+H2O (R166)

반면, B-zone에서는 Figur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화

학 반응에 의해 연소 반응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영역이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지만 순 열방출량

은 발열 반응이 지배적이며, 메탄-공기 연소 조건을 기준으로 

발열 반응은 R23, R52, R58, R127, R153이고 흡열 반응은 

R56, R140, R166이 지배적이다. 해당 반응들은 메탄의 연소과

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생성물의 소모와 생성에 관여된 반응으

로서 메탄 연소의 전형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다. 특히, R52의 

경우 Third body reaction으로 메탄-공기 연소 조건에서는 발

열 반응으로 기여도가 높지만, 산화제 내 산소분율이 증가하

면서 흡열 반응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때, 정반응

의 reaction rate는 산소분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역반응의 

reaction rate가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이며, 전환되는 과정에서 

C-zone의 흡열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졌다가 순산소 조건에 다

가갈수록 반응 영역이 제한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Figure 
5(b)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공기에서 순산소 조건으로 가는 중

간과정에서 흡열 반응에 의한 영향이 다소 증가하다가 감소하

는 경향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R140 반응의 경우 공기 조건에

서는 영향이 낮으나 순산소 조건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영

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8 반응에 의해 생성된 

HCO 라디칼의 대부분은 R166를 통한 흡열 반응에 의해 소모

된다. 대부분의 해석 조건에서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내는 반

응은 R127이며, 나머지 반응의 경우 산소분율에 따라서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O+C2H2 ↔ CO+CH2 (R23)

H+CH3(+M) ↔ CH4(+M) (R52)

H+CH2O(+M) ↔ CH2OH(+M) (R56)

H+CH2O ↔ HCO+H2 (R58)

CH+H2O ↔ H+CH2O (R127)

CH2+CO(+M) ↔ CH2CO(+M) (R140)

CH2(S)+CO2 ↔ CO+CH2O (R153)

Figure 9는 조건별 메탄 연소에 대한 주요 화학종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연소의 최종 생성물인 H2O를 포함해 중간생성물

인 H2, H, O, OH 라디칼의 분포를 해석 조건에 따라 몰분율로 

나타냈다. Figure 9(a)는 메탄-공기 연소 조건에서 압력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주 생성물인 H2O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주 반응물의 반응성 증가로 인해 최대 몰분율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H2의 경우 혼합분율이 1인 지점부터 이상 혼

합분율(Zst,Air = 0.055)까지 넓게 분포하였는데 이는 R53 및 R84
와 같이 메탄과 수분의 수소 결합으로 인해 주로 생성되기 때

문이며, 연료 희박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낮은 혼합분율 

영역에서 R84 반응이 H2를 지배적으로 소모하는 반응으로 전

환되기 때문이다. H, O, OH 라디칼의 경우 이상 혼합분율 근

처에서 최대 몰분율을 나타냈으며, 압력이 증가할수록 최대 몰

분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최대 몰분율이 이상 혼합분율에 가깝

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화제 내 산소분율이 증

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모든 생성물의 전체적인 몰분율과 최대 

몰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H2는 최대몰분율이 형성되는 혼

합분율이 연료 측면으로 크게 이동하는데 이는 R53 반응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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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Normalized heat-release rate according to oxygen 
concentration in oxidant (B-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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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율이 높을수록 연료 농후 영역에서 활성화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 해석 조건별 NO 거동 분석

메탄을 활용한 연소시스템에서 산소분율을 높이거나 순산소 

연소를 목표로 함에 있어 질소산화물에 대한 영향은 반드시 사

전에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 공기 연소에 비해 산소분율이 커

질 경우 Figure 2를 통해 언급했듯 연소온도의 증가 및 화염 두

께 증가로 인해 thermal NO가 증가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Figure 10은 각 해석 조건별 N 화학종의 분포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ure 10(a)를 통해 메탄-공기 연

소 조건에서 압력에 따른 N 화학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NO2는 

연료 희박 영역에서, NH3와 HCN은 연료 농후 영역에서 생성

되며 이상 혼합비율(Zst,Air = 0.055) 부근에서 NO의 몰분율이 최

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CN은 압력이 증감함에 따라 생

성율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10 atm에서는 오히려 3 atm 
보다 낮은 생성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HCN의 경우 R240 반응

을 통해 지배적으로 생성되지만, 압력이 높을 경우(10 atm) 
R178 (thermal NO) 및 R185 반응이 활성화되어 N2가 NO 및 

N2O로 산화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NH3는 압력이 높을

수록 생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NO의 경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몰분율은 증가하였으나 연료 농후 

영역에서의 몰분율은 낮게 형성되었다. 메탄-공기 연소 조건에

서 NO는 R180, R189, R214 반응에 의해 지배적으로 생성되며, 
높은 압력에서는 R180의 기여도가 감소하는 반면 R189 및 

R214 반응이 크게 활성화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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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major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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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f N-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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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 ↔ N2+O (R178)

N+OH ↔ NO+H (R180)

N2O(+M) ↔ N2+O(+M) (R185)

NO2+H ↔ NO+OH (R189)

HNO+H ↔ H2+NO (R214)

CH+N2 ↔ HCN+N (R240)

산소분율에 따른 N 화학종 분포를 Figure 10(b)와 Figure 
10(c)를 통해 각각 혼합분율과 연료노즐로 부터의 거리에 대해 

나타냈다. 다만, 메탄-순산소 연소 조건의 경우 CHEMKIN을 

통한 모델링에 있어 N2가 입력 조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를 제외하고 산소분율 75%까지 해석하였다. 산소분율이 높아

질수록 그래프에 나타낸 모든 N 화학종의 몰분율이 크게 증가

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산소분율이 높아질수록 NH3 및 

HCN이 생성되는 혼합분율이 연료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N2의 확산 차이 및 N2가 분해된 후 산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고

온 영역이 Figure 2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료 쪽으로 

넓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NH3의 최대 몰분율은 산소분율

의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75%의 산소분율 이상에서는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NO는 R178, R179, R180, R214 반응에 

의해 지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178 및 R179 
반응은 연료 희박 영역, R214 반응은 연료 농후 영역, R180은 

두 영역에서 모두 지배적으로 NO의 생성에 관여하였다. 특히 

R178 반응은 메탄-공기 연소 조건에서는 오히려 NO를 환원시

켜 N2로 전환하는데 반해 산소분율이 높을수록 연료 희박 영

역에서 NO를 생성하는데 기여하였다. 
NO에 대한 반응기구도 마찬가지로 GRI 3.0를 이용하였으

며, NO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메커니즘(thermal NO; 
Zeldovich mechanism, prompt NO; Fenimore mechanism, N2O 
mechanism, NO2 mechanism)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thermal NO 
및 prompt NO의 영향을 해석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Zeldovich 
메커니즘에 의한 theraml NO 생성 반응은 R178, R179, R180 
이며, N2O 메커니즘은 R182, R199, R228, NO2 메커니즘은 

R186, R187, R188, R199 반응이다. Prompt NO 는 전체 NO에

서 나머지를 제외한 반응으로 설정하였다[17].

N+O2 ↔ NO+O (R179)

N2O+O ↔ 2NO (R182)

NH+NO ↔ N2O+H (R199)

NCO+NO ↔ N2O+CO (R228)

HO2+NO ↔ NO2+OH (R186)

NO+O+M ↔ NO2+M (R187)

NO2+O ↔ NO+O2 (R188)

또한, 각 해석 조건에서의 NO 생성량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

으로 Takeno et al. [18]이 제안한 NO 배출지수(EINO; Emission 
Index of NO)를 도입하였다. 이때, 는 해당 화학종의 분자량을 

의미하며, 는 해당 화학종의 몰 생산율을 의미한다.

 



















(2)

Figure 11는 NO 배출지수 및 화염 최고온도를 모든 해석 조

건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앞서 제시한 NO 배출지수

는 NO 생성기구 분리법에 따라 Total EINO, Thermal EINO 및 

Prompt EINO로 구분하였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압력

이 높을수록, 산화제 내 산소분율이 높을수록 화염 최고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소분율이 35% 이상에서는 화

염 최고온도의 상승정도가 완만해짐을 볼 수 있다. 먼저 대기

압 상태에서 산소분율에 따른 각 NO 배출지수 경향을 살펴보

면, prompt EINO 전반적으로 NO의 소멸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소분율이 약 60% 내외로 증가할수록 NO
의 소멸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다가 산소부하율이 더 증가할 경

우 소멸의 기여도가 감소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thermal 
EINO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며 NO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Total EINO는 thermal EINO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며, prompt EINO의 영향으로 모든 산소분율 조건에서 

thermal EINO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hermal EINO는 압력 증가에 따라 NO의 생성에 기여하는 

바가 증가하였으며, prompt EINO는 압력 증가에 따라 NO의 

소멸에 기여하는 바가 증가하였는데 산소분율이 60% 이상일 

경우 prompt EINO는 압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total EINO는 대기압 조건과는 달리 압력이 높

은 경우 일정 산소분율 이상에서 thermal EINO보다 높은 결과

를 나타냈다. 이는 전반적으로 화염 최고온도의 상승 및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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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NO emission index according to calculat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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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두꺼워지며 NO가 다량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Hwang et al. [19]에 따르면 산화제 내 

N2의 소모율은 산소분율이 증가할수록 서서히 증가하다가 산

소분율 40%에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산소분율 75%가 될 때 

최대점을 달성한 뒤 100%까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는 Figure 1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경향으로 여겨지

며, 산소분율 75%까지 N2의 소모율 증가는 NO의 생성에 기여

하는 반응이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이후 N2 소모율의 감소는 

산화제 내 N2 분율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NO의 생성에 기여

하는 개시반응(initiation reaction)의 감소 및 N 라디칼의 감소

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향류 확산 화염 모델을 이용하여 산소분율 및 

압력에 따른 메탄의 연소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러 선

행연구들에서 산소분율 또는 압력을 각각 변수로 메탄의 연소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가압 순산소 연소를 상정한 자세한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향류 확산 화염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소 조건에서 온도, 화학종, 열방출, 화학 반

응 및 오염물질(NO)에 대한 구체적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상압의 메탄-공기 연소 조건을 기준으로 최대 연소 온도는 

이상 혼합분율(Zst) 대비 다소 농후한 영역에서 형성되나 압력

이 상승함에 따라 이상 혼합분율에 근접한 영역에서 형성되며, 
최대 화염 온도가 증가하고 화염 두께가 감소하였다. 또한, 최
대 연소 온도가 형성되는 물리적인 위치는 연료 노즐에 가깝게 

이동하였으며, 이는 연소 과정 중 화학 반응이 활성화 되어 반

응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산소분율이 증가

할수록 최대 연소 온도 및 화염 두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산

화제의 운동량 변화에 따른 확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때, 
연소 최종 생성물(CO2, H2O)의 최대 몰분율은 최대 연소 온도

와 유사한 영역에서 형성되며, 이는 주요 열방출을 동반하는 

화학 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소 과정의 열방출 구간을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

의 주요 열방출에 기여하는 화학 반응을 해석 조건에 따라 자

세히 분석하였다. A-zone에서는 산화제 측면에서 확산된 O 관
련 라디칼과 연료 측면에서 분해되어 확산된 H 관련 라디칼이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 열방출에 지배적이며, 산소분율이 증가

함에 따라 산화제 측면의 반응과 연료 측면의 주요 반응이 분

리되었다. B-zone의 경우 산소분율이 증가하면서 특히 R52 반
응이 발열반응에서 흡열 반응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밖에 화학 반응들은 압력 또는 연소 온도 상

승에 따라 반응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소 중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

였으며, 이를 N 화학종 및 NO 배출지수(EINO)를 통해 나타냈

다. 모든 해석조건에서 NO의 생성은 주로 Zeldovich 메커니즘

에 의한 thermal NO의 영향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 prompt 
NO 메커니즘은 NO의 소멸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반응 메커니즘은 서로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압력이 

높을수록 NO의 총 배출지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NO의 총 배

출지수는 산소분율 약 75%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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