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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

조에 맞춰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활용한 수소 전소/혼소 

가스터빈 엔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

소의 경우, 기존의 천연가스 화염과 비교하여 화염의 속도

가 매우 빨라 역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1].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지만 높은 화염 온도로 인한 높은 NOX 배출량

의 문제가 존재하며[2], 천연가스 화염과는 다른 양상의 

연소불안정 특성[3, 4]이 나타나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어

려움이 따른다. 특히 화염의 역화는 유동의 속도가 낮은 

연소기의 벽면을 따라 화염이 역류하는 현상으로 화염의 

속도가 매우 빠른 수소 연소의 경우 역화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화염의 역화는 연소기의 손상 및 파

손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소 화염 역화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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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ur different combustion models were investigated to test hydrogen flame flashback prediction capability 

in an industrial gas turbine combustor. The applied combustion models are (i) flamelet generated manifold - 

finite rate (FGM-FR) model, (ii) flamelet generated manifold - turbulent flame speed (FGM-ST) model, (iii) 

steady diffusion flamelet (SDF) model, and (iv) eddy dissipation concept (EDC) model. Two conditions 

were simulated which showed experimentally non-flashback and flashback respectively. For the 

experimentally non-flashback condition, FGM-ST, SDF, and EDC model simulations show flashback, while 

FGM-FR did not show flashback. For the experimentally flashback condition, FGM-ST, SDF, and EDC 

model simulations show flashback, while FGM-FR did not show flashback. To be able to predict 

hydrogen-flame flashback, further investigation on combustion model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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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남아있으며 벽면 난류 경계층에서의 수소 화염의 

역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몇몇 수치적/실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5-10]. 

Jiménez 등[5]은 직접수치해석법(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을 이용하여 채널 유동에서의 희박예혼

합 수소 화염의 역화를 모사하였다. 이를 통해 채널 유동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 솔루션에 대한 각각의 화염전파

속도 및 역화 발생 임계 조건을 제시하였다. Gruber 등[6]

은 DNS를 이용하여 수소 난류 경계층 내부의 역화 상황에

서의 화염의 평균 형태를 제시하였고 검증하였다. Lietz 

등[7]은 대와류모사(Large eddy simulation, LES)를 사용

하여 난류 채널에서의 화염 역화 예측의 정확도와 LES 모

델링 조건의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Eichler 등[8, 9]은 실

험적으로 수소, 수소/메탄 화염의 역화 한계 및 난류 경계

층 내부의 임계 속도 그레디언트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Ebi 등[10]은 고압 조건에서의 연료의 수소 함량에 따른 

역화 한계, 화염 전파 모드에 관한 연구를 실험적으로 수

행하였다.

가스터빈 엔진 시뮬레이션은 현재까지 계산 성능/자원

의 한계로 DNS 기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RANS 혹은 LES 

난류 모델링을 통한 해석이 주를 이룬다. 기존의 수소 역

화에 대한 연구들은 실험적 혹은 수치적으로는 DNS를 활

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엔진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RANS를 활용한 역화 예측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기존의 난류 모델링과 함께 사용하였던 연소 모델들은 

탄화수소 연소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수소 

연소에도 높은 정확도와 수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연소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ANS 난류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장 적

합한 수소 연소 모델을 역화의 측면으로 비교 분석하여 역

화 예측도가 가장 높은 연소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상용 전산해석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여 수

소 전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각 연소 모델 별 화

염 거동 특성을 역화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역화 실험 및 시뮬레이션 도메인

실험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학계측이 가능한 수

소 연소시험리그에서 진행하였다. 연소기는 3개의 노즐

로 구성되어 있고 연소용 공기는 유량 제어 및 683K 승온

을 거쳐 노즐 상류의 plenum으로 공급된 후 각각의 노즐

로 분배되어 공급되었으며 시험리그 후단의 압력 제어 벨

브를 이용하여 연소실 압력을 1.35 barA로 유지하면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연소용 수소 연료는 Fig.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노즐과 나머지 두 개의 노즐을 각각 FC1

과 FC2로 그룹화 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유량 제어를 통해 

공급하였다. 화염 역화 실험은 하나의 노즐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FC1만 연료를 공급하여 진행하였으며 실

시간 캠코더 및 OH* 자발광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화염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역화발생시 연료를 차단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으며 역화의 순간 이미지의 예시는 Fig. 1(b)

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조건의 경우, Table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실험 시 역화가 발생한 케이스와 역화가 발생하지 않은 케

이스 2가지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중

간에 역화가 발생하면 시뮬레이션을 중단하였다. 연료의 

유량은 고정시킨 뒤 공기의 유량을 줄여 당량비를 변화시

켰다.

Fig. 1. (a) Combustor nozzle configuration (b) instant-

aneous image of flashback event.

Fig. 2. The schematic of experimental configuration.

Fig. 3. The schematic of exterior numeric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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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의 실험 장치의 단면은 Fig. 2와 같다. 본 실험 장치

에 대하여 형상 단순화 및 유체 부분을 추출하여 시뮬레이

션을 구성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시뮬레이션 도메인은 

Fig. 3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격자는 약 8500만개

의 격자 수를 가진다.

2.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Fluent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난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RANS 모델인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연

소 모델에 따른 화염의 역화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Eddy dissipation concept(EDC) 모델, 

steady diffusion flamelet(SDF) 모델, 그리고 Flamelet 

generated manifold(FGM) 모델 2가지를 포함하여 총 4가

지의 연소 모델을 사용하였다. FGM 모델의 경우, 난류-화

학반응 상호작용 모델을 각각 finite rate 모델과 turbulent 

flame speed 모델을 적용하여 2가지로 세분화하였다[11].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스킴으로 모든 지배방정식에 대

하여 2차 정확도를 가지는 상류차분법을 적용하여 정상

상태(steady state)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인 

1.35 bar에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공기의 입구 온도는 

683 K, 연료의 입구 온도는 288 K이다.

2.3 연소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가지의 연소 모델은 각각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2.3.1 Flamelet generated manifold 모델

Flamelet generated manifold(FGM) 모델[12]은 1D 화

염편 계산을 통하여 상세 화학 반응을 progress variable, 

mixture fraction 등으로 매개 변수화 한 뒤 화염편 지배 방

정식을 계산하는 연소 모델이다. 매개 변수화된 화염편 지

배 방정식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연소 모델과 비교하여 

계산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FGM-FR 모델과 FGM-ST 

모델은 reaction rate의 모델링 방법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다. FGM-FR 모델의 reaction rate, 
는 progress variable

과 mixture fraction에 대한 결합확률분포()와 화염

편 라이브러리로부터 계산된 finite rate 화염편 소스항

(
)을 사용하여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FGM-ST 모델의 경우, 식 (2)와 같이 난류화염속도를 이

용하여 reaction rate, 
를 모델링한다. 식 (2)에서 는 반

응물의 밀도, 
는 Zimont 모델[13]을 이용하여 모

델링한 난류화염속도이다.


 ∇ (2)

2.3.2 Steady diffusion flamelet 모델

Steady diffusion flamelet(SDF) 모델[14]은 난류 화염을 

국부적으로 1차원 화염편 구조를 가진다는 가정을 가진

다. 1D 대향류 확산 화염 계산으로부터 상세 화학 반응을 

mixture fraction과 scalar dissipation rate로 매개 변수화하

여 지배방정식을 계산하는 연소 모델이다. 식 (3)의 scalar 

dissipation rate에서 D는 확산계수, f는 mixture fraction이

다. SDF 모델의 reaction rate, 
는 FGM-ST 모델과 동일

하게 식 (2)와 같이 모델링 된다. 

  ∇ (3)

2.3.3 Eddy dissipation concept 모델

Eddy dissipation concept(EDC) 모델[15]은 “fine scale”

이라고 불리는 작은 난류 구조 스케일에서 화학반응이 일

어난다고 가정하는 연소 모델로써, 상세 화학반응을 계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DC 모델의 소스 항 은 식 (4)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식 (4)의 부피분율(volume fraction), 

과 시간 스케일(time scale), 은 각각 식 (5)와 식 (6)으

로 표현된다. 는 동점성(kinematic viscosity), 는 난류 소

산율(turbulent dissipation rate), 는 난류 운동 에너지

(turbulent kinetic energy), 
는 화학종 의 시간 스케일 

Table 1. List of the applied combustion models in 

this study

Combustion model

FGM–finite rate model (FGM-FR)

FGM–turbulent flame speed model (FGM-ST)

Steady diffusion flamelet (SDF) model

Eddy dissipation concept (EDC) model

Table 2. Simulation cases for flashback test

Case 
 



Non-flashback 150.2 0.5745

Flashback 116.2 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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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질량 분율,  는 화학종 의 질량 분율이다.

 


  
 





 (4)

 
 



 (5)

 
 



 (6)

2.4 수소 반응 메커니즘

상세한 수소 연소 반응 모사 및 추후의 수소 혼소 시뮬레

이션의 수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소-탄소 기반 상

세 반응 메커니즘인 NUIG -Mech1.1 메커니즘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2,746 화학종과 11,270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NUIGMech1.1 메커니즘[17-21]으로부터 탄소가 포

함된 반응을 모두 제거하여 12 화학종, 37 반응을 포함하

는 수정된 NUIGMech1.1 수소 반응 메커니즘을 제작하였

다. 기존에 수소 화염 해석에 널리 사용되는 반응 메커니

즘인 Li 메커니즘[16]과 비교하여 12개의 상세 화학 반응

을 더 포함하고 있으며, 두 반응 메커니즘은 층류화염속도

에서 최대 0.054 m/s에 불과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

서는 모든 시뮬레이션에 수정된 NUIGMech1.1 메커니즘

을 사용하였다.

3.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3.1 비역화 조건

비역화 조건에 대한 4가지 연소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

과는 Fig. 4~10과 같다. FGM–FR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유일하게 역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Fig. 4의 FGM–FR 모

델 결과의 온도장과 reaction rate의 분포를 보았을 때, 화

염이 역화하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함을 보였다. Fig. 5, 

6-(b)의 FGM-ST 모델과 SDF 모델의 reaction rate 분포와 

Fig. 4(b)를 비교하면 FGM-FR 모델의 reaction rate 분포

Fig. 4. FGM-FR mode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perimentally non-flashback condition; (a) temperature field, 

(b) finite rate source field.

Fig. 5. FGM-ST mode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perimentally non-flashback condition; (a) temperature field, 

(b) turbulent flame speed source field, and (c) turbulent flame spee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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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GM-FR 모델에서 상대

적으로 더 정확한 reaction rate를 예측하였기 때문에 비역

화 실험 조건의 결과와 동일하게 역화하지 않고 화염을 유

지한 것으로 보인다. 비역화 조건 하에서는 FGM–FR 모

델이 역화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연소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는 모

두 역화가 발생했으며 화염 형상 변화를 iteration 별로 나

타낸 Fig. 5~7과 같이 화염이 노즐 안쪽까지 들어간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M-ST 모델과 SDF 모델의 경우 화

염이 벽면을 따라 연소기로 들어오는 경계층 역화의 양상

을 보였다. FGM-ST 모델과 SDF 모델은 지배방정식의 

reaction rate를 계산하기 위하여 난류화염속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난류화염속도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Zimont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5(c), 6(c)의 난류화염속도장 분

포는 Zimont 모델로 계산한 분포로, 화염이 존재하지 않

는 영역까지 모델링을 통해 난류화염속도를 미리 계산하

게 된다. Fig. 8의 sampling line을 따라 계산한 FGM-ST 모

델과 SDF 모델의 유동장 × 방향 속도와 난류화염속도는 

Fig. 8. Sampling line location for flow velocity and 

turbulent flame speed.

Fig. 6. Steady diffusion flamelet mode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perimentally non-flashback condition; (a) 

temperature field, (b) turbulent flame speed source field, and (c) turbulent flame speed field.

Fig. 7. Eddy dissipation concept mode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perimentally non-flashback condition; (a) 

temperature field, (b) H2O net reaction rat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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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Fig. 9와 10에 나타내었다. 또한, 식 (7)의 이론적 화

염속도[22]를 계산하여 각 그래프에 함께 나타내었다. 식 

(7)의 는 열 확산계수, 는 연료와 공기의 무게비를 의미

하며, 는 밀도, 는 연료의 reaction rate를 의미한다.

 


 






 (7)

Fig. 9와 10에서 Zimont 모델로 계산된 난류화염속도는 

유동장 속도에 비해 현저히 작게 계산되었으며 화염의 위

치와 유무에 상관없이 대체로 일정 범위의 속도를 나타냈

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추정된 화염속도는 화염의 위치에

서 × 방향 속도보다 빠른 결과를 보이며 역화가 발생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Zimont 

모델이 화염을 감지하지 못하고 화염에 따른 유동장 변화

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Zimont 모델

은 벽면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예측

된 난류화염속도가 FGM-ST 모델과 SDF 모델의 reaction 

rate 계산에 오차를 발생시켰고 이는 과도한 예측으로 이

어져 역화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FGM-ST 모델과 SDF 모델의 역화 양상과는 달리, EDC 

모델의 경우, 노즐 내부의 스월러 부근에서 수소 화염이 

자연 발화되어 스월 유동을 따라 나선형으로 화염이 연소

실까지 이어졌다. Fig. 7(a)의 온도장 분포를 보면 iteration 

초반에 노즐 내부의 자연발화된 화염과 노즐 외부의 기존 

화염이 각각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iteration이 증

가할수록 노즐 내부의 화염이 성장하고 두 화염이 합쳐지

게 되어 역화로 수렴하였다.

3.2 역화 조건

비역화 조건과 마찬가지로 역화 실험 조건에 대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험상 역화 조건의 시뮬레이션 또

한 FGM–FR 모델은 역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외의 연

소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모두 역화가 발생하였다. Fig. 

11의 FGM–FR 모델의 온도장과 reaction rate 분포를 보았

Fig. 9. Zimont, estimated turbulent flame speed, 

and x-direction flow velocity profile along 

the sample line of FGM-ST model.

Fig. 10. Zimont, estimated turbulent flame speed, 

and x-direction flow velocity profile along 

the sample line of steady diffusion flamelet

model.

Fig. 11. FGM-FR mode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perimentally flashback condition; (a) temperature field, (b) 

finite rate sour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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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역화가 발생해야 할 조건에서도 비역화 조건과 동

일하게 화염을 유지하며 수렴하였다. 다만. 당량비의 증

가로 인한 화염 길이의 감소하였다. Fig. 11(b)의 reaction 

rate 분포를 보면 Fig. 12, 13(b)의 FGM-ST 모델과 SDF 모

델의 reaction rate 분포에 비하여 더 낮은 분포값을 나타내

고 있다. 역화 실험 조건에서도 FGM–FR 모델이 다른 연

소모델에 비하여 낮은 reaction rate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화염의 속도 또한 FGM-ST, SDF모델에 비해 느려져 

역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는 자세하

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당량비가 더 증가하는 경우에는 

FGM-FR 모델도 역화가 발생하였다.

FGM-ST 모델과 SDF 모델의 해석결과 또한 비역화 조

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계층 역화가 나타났다. 비역화 

조건에 비하여 당량비의 증가하였으므로 더 빠르게 역화

가 진행되었다. Fig. 15와 16을 보면 난류화염속도는 Fig. 

9와 10과 같이 화염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모델링 되었다. 비역화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화염속

도는 × 방향 속도보다 큰 값을 보이며 역화를 예측하였으

나, Zimont 모델은 화염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론적 화염

속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비역화 조건의 결과

와 동일하게 reaction rate를 과도하게 예측하여 벽면으로

부터 역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Fig. 14의 EDC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역화 조건

의 결과와 동일하게 노즐의 스월러 앞쪽에서 자연발화로 

발생한 화염이 스월 유동 방향과 동일하게 노즐 출구쪽으

로 전파하여 기존의 노즐 외부의 화염과 합쳐지게 되었다. 

스월러 부근에서 H2O의 reaction rate 변화를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12. FGM-ST mode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perimentally flashback condition; (a) temperature field, (b) 

turbulent flame speed source field, and (c) turbulent flame speed field. 

Fig. 13. Steady diffusion flamelet mode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perimentally flashback condition; (a) 

temperature field, (b) turbulent flame speed source field, and (c) turbulent flame spee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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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소 연소 해석을 위한 연소 모델에 따른 

역화 예측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총 4가지의 연소 모델; 

FGM-FR, FGM-ST, SDF, EDC 모델을 사용하였고 비역

화 실험 조건과 역화 실험 조건에 대하여 각각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비역화 실험 조건에서는 FGM-FR 모델만이 역화를 발

생시키지 않았고 이외의 연소 모델들은 모두 역화가 일어

났다. 역화 실험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FGM–FR 모델에서 

역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연소 모델에서 역화가 나

타났다. 

FGM-FR 모델은 다른 연소 모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reaction rate를 나타내어 역화에 둔감하였다. 이로 인

해 실험의 역화 조건에서도 역화하지 않고 화염을 유지하

였다. 반대로 FGM-ST 모델과 SDF 모델은 난류화염속도 

모델인 Zimont 모델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과도하게 

높은 reaction rate로 인하여 비역화 실험 조건에서도 역화

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EDC 모델의 경우

에는 경계층 역화가 아닌 스월러 부근에서의 자연발화 현

상이 발생하여 노즐 내부에 화염이 생성되어 최종적으로 

역화 상태로 수렴하였다. FGM-FR 모델은 본 연구의 조건

에서는 모두 비역화를 보여주었지만, 당량비가 조금 더 증

가한 조건에서는 역화를 보여주었다.

추후 수소 화염 역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validation을 

통한 연소 모델의 수정 혹은 적절한 연소 모델 사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역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소 모델 수정 방안으로는 EDC 

모델에 대해서는 수소 연소에 적합하도록 모델링 상수를 

Fig. 14. Eddy dissipation concept mode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perimentally flashback condition; (a) 

temperature field, (b) H2O net reaction rate field.

Fig. 15. Zimont, estimated turbulent flame speed, 

and x-direction flow velocity profile along 

the sample line of FGM-ST model.

Fig. 16. Zimont, estimated turbulent flame speed, 

and x-direction flow velocity profile along 

the sample line of steady diffusion flamel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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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하여 적용한다면 역화 예측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GM 모델과 SDF 모델의 경

우, 벽면에서의 난류화염속도를 보정하는 wall damping 

상수를 수소 화염에 적합한 값을 계산하여 적용시킨다면 

역화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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