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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확산연소에서 문제가 되던 질소산화물을 감소시

키기 위해 최근 가스터빈 연소기에는 희박 예혼합연소가 

적용되고 있다[1-3].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서는 열방출 

진동과 압력섭동이 상호작용하여 증폭되는 연소불안정

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4-6]. 연소불안정은 작게는 연소

효율 감소나 오염물질 증가를 일으킬 수 있고, 크게는 과

도한 열전달이나 압력섭동으로 연소기에 구조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가스터빈 연소기 스월러에 의해 생성된 와류 유동은 차

가운 반응물과 뜨거운 생성물의 혼합을 강화시키고, 중

심 재순환 지역을 생성하여 화염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

니라,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도 한다[7,8]. 당량비, 입구

온도, 스월러의 형상에 따른 유동특성은 압력섭동, 열방

출 패턴과 같은 연소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9-12].

Ghoniem 등[13]은 스월-안정화 연소기에서 메탄과 수

소를 이용하여 화염구조 변이와 연소불안정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당량비를 증가시키면서 관측된 4개

의 화염구조 중, 외부 재순환 지역에 화염이 출현하는 지

점이 연소불안정의 시작과 연관됨을 제시하였다. 안정

성 평가를 위해 연료에 수소를 첨가한 실험에서도 수소

조성에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를 얻었음을 나타내었다. 

Huang 등[5]은 증가된 입구온도는 중심 재순환 지역에 

안착된 화염을 외부 재순환 지역으로 밀어내고, 이를 통

해 화염역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동진동이 급격히 증가

함을 보여주었다. Fritsche 등[14]은 천연가스와 공기를 

이용하여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안정한 상

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하는 화염구조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변하는 화염구조를 관측하여, 

이러한 변화는 단열화염온도와 Damköhler 수를 이용하

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Kim 등[15]

은 연소불안정이 재순환 지역의 섭동을 유발하며, 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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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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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let section and an axial swirler. Dynamic pressure transducer and ICCD camera with a bandpass filter 

were used to measure pressure fluctuations and flame structures,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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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distributed near the central axis of the combustion chamber under the combustion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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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지역의 주파수는 불안정주파수와 동일함을 발견하였

다. 재순환 지역의 섭동은 재순환 지역 내 질량유량과 열

방출의 섭동을 야기하고, 이는 연소불안정을 강화시킴

을 제시하였다. Runyon 등[16]은 화염날림(blowoff)과 

연소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화염날림은 

열방출, 화염위치 등과 연관됨을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연소불안정 특성과 화염구조 사이의 상관관

계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스월-안정화 연소기에서 

연소불안정의 수동 및 능동제어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8,1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연료나, 하나

의 스월러 형상, 그리고 좁은 범위의 유동조건에서 수행

되어 포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일반

적인 경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2가지 이상의 연료 및 

넓은 작동조건에서 연소특성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본 연구는 연료에 따른 연소특성을 명확하게 관측하기 

위해 탄화수소 계열 연료 중 화염속도, 화염두께, 그리고 

단열화염온도 등의 차이가 큰 에틸렌과 메탄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스월 형상과 유동조건

에서 화염구조와 화염길이를 측정하였고, 더 나아가 연

소불안정의 시작과 화염구조 변이 현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조건

2.1 실험장치

2.1.1 모델 덤프 연소기 설계

연소실험을 위해 Fig. 1과 같은 스월-안정화 모델 덤프 

연소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연소실의 단면은 75 × 75 

mm의 정사각형이며, 길이는 320 mm이다. 입구영역의 

단면은 원형이며, 직경(d)은 30 mm, 길이는 300 mm이

다. 연료와 공기는 입구 하단에서 하류방향으로 35 mm

에서 각각 반대방향으로 주입된다. 이때 공기는 초킹 오

리피스를 이용하여, 연료는 MFC를 사용하여 유량을 제

어하였다. 예혼합된 기체는 입구영역과 축방향 스월러를 

지나 연소실로 공급된다. 이때 축방향 스월러는 덤프 평

면에서 상류방향으로 20 mm 지점에 설치되었다. 입구영

역에서 연료와 공기가 공급되는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포

트들과 스피커 마운트는 추후 연구를 위해 준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두 캡과 플랜지로 기밀하였다. 연소실의 

전/후면에 석영창을 설치하여 화염을 가시화하였다.

덤프 평면에서 하류방향으로 25 mm 지점에 동압센서

(PCB Piezotronics, 123A21)를 설치하여 압력섭동을 측

정하였다. 압력섭동은 NI-cDAQ에 의해 10 kHz의 샘플

링 속도로 1초 동안 계측되었다. 연소실의 온도를 측정하

기 위해 5개의 K형 열전대를 50 mm 간격으로 설치하였

다. 그리고 CH* 자발광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431.5 ± 

5 nm의 대역 필터가 부착된 ICCD 카메라(Andor DH334T- 

18U-03)를 사용하였다. 

2.1.2 축방향 스월러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스월러는 연소실에 탈부착이 가능하

도록 Fig. 2와 같이 설계하였다. 스월러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XM-19 재질로 제작되었다. 8개의 베인을 갖는 

스월러는 각도에 관계없이 위에서 바라본 베인 단면의 

면적이 동일하도록 베인의 두께를 Table 1과 같이 다르

게 설계하였다. 이는 같은 유량에서 각 스월러를 통과한 

Fig. 1. Schematic and 3-D modeling of the model 

dump combustor.

Fig. 2. 3-D modeling of the axial swirlers.

Table 1. Detailed dimensions of the axial swirler vanes

α [°] 0 30 45 60

Thickness [mm] 2.00 1.82 1.65 1.48

Cross-sectional area [mm2] 13.95

SN 0.00 0.42 0.7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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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속도가 동일한 값을 갖도록 한 것이다. 축방향 스

월러의 스월 수(SN)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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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h는 허브 직경(10 mm)을, Dt는 스월러 내경(24 

mm)을 나타낸다. α는 베인의 각도이다.

2.2 실험조건

본 연구는 다양한 범위의 유동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해 

스월러 끝단 평면에서의 축방향 속도(u)를 10, 15, 20 m/s

로 변화하였다. 당량비(φ)는 에틸렌을 기준으로 희박 가

연한계 조건부터 화염역화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 조건인 

0.55부터 0.80까지 설정하였다. Table 2에 자세한 실험조

건을 정리하였다.

3. 실험결과

3.1 화염구조 특성

3.1.1 스월 수에 따른 화염구조

스월-안정화 연소기에서 스월 형상과 연료에 따른 화

염의 기초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조건마다 30

장의 CH* 자발광 이미지(노출시간 20 ms)를 촬영하였

다. 30장의 사진은 난류섭동에 의한 임의적 특징을 제거

하기 위해 평균되었고, 노이즈 제거 및 뚜렷한 화염구조

를 나타내기 위해 정규화 되었다. Figs. 3, 4는 이러한 과

정을 거친 에틸렌, 메탄의 CH* 자발광 이미지 결과이다.

스월 수가 0인 경우, 낮은 당량비에서 에틸렌 화염은 부

상하였다. 하지만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빨라진 연소

속도로 인해 화염이 덤프 면에 안착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축방향 속도, 당량비에 관계없이 메탄 화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유동/당량비 조건에서는 

메탄 화염이 상대적으로 느린 연소속도를 갖기 때문이

다. 층류화염속도는 당량비 0.65인 에틸렌 화염에서 31 

cm/s로, 당량비 0.80인 메탄 화염에서 24 cm/s로 계산된

Fig. 3. Normalized CH* chemiluminescence images 

using C2H4 and air at u = 20 m/s.

Fig. 4. Normalized CH* chemiluminescence images 

using CH4 and air at u = 20 m/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u [m/s] 10 15 20

Fuel C2H4 CH4

φ 0.55 ~ 0.80, ∆0.05

α [°] 0, 30, 4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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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따라서 연소속도 관점에서 메탄 화염은 본 연구

의 실험조건에서는 안착되지 않는다. 다만 유사한 층류

화염속도에서 에틸렌 화염이 연소실 음향과 동조되어 더 

강한 압력파를 입구영역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는 예

혼합된 기체의 속도섭동을 증가시키고 유사한 연소속도

에서 짧은 화염길이를 유도할 수 있다[20].

스월 수가 1.26으로 증가한 경우, 화염은 연료에 상관

없이 모든 조건에서 덤프 면에 안착되었다. 동일한 당량

비 조건에서는 에틸렌의 화염길이가 메탄에 비해 짧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메탄의 경우 낮은 반응성으로 인해 강

한 열방출이 연소실 벽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스월-안정화 연소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화염구조

는 Fig. 5에 제시된 유동특성의 결과이다. 덤프 면에서 갑

작스런 확대에 의해 생성된 외곽 재순환 지역(CRZ, corner 

recirculation zone)과 스월 유동에 의해 유도된 중심 재순

환 지역(CTRZ, central toroidal recirculation zone)이 화

염안정화 지역을 제공한다. 또한 전단층(SL, shear layer)

은 공급되는 반응물과 국부적으로 속도가 낮은 지역의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다[5,7].

3.1.2 화염길이 변화

화염길이는 연소효율, 열방출 및 열전달, 그리고 질소

산화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연

소불안정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CH* 자발광 이미지

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 따른 화염길이 변화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정규화된 CH* 자발광 이미지에

서 최대강도의 10% 이상의 값을 갖는 영역만을 화염으

로 정의하고, 입구 직경(d)으로 정규화 하였다.

(a) (b)

(c) (d)

Fig. 6. Normalized flame lengths as a function of the equivalence ratio: (a) SN = 0.00, (b) SN = 0.42, (c) SN = 

0.73, and (d) SN = 1.26.

Fig. 5. Flow field characteristics in a swirl-stabilized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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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연료, 입구속도, 당량비, 그리고 스월 수가 화

염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동일한 당량비에서 

입구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화염길이는 증가하였다. 스

월 수의 증가는 Figs. 3, 4에서와 같이 화염길이를 감소시

킨다. 이는 증가된 스월 각도가 중심 재순환 지역을 덤프 

면 근처로 이동시키며, 난류강도와 화염속도를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7]. 동일한 조건에서 메탄 화염은 에틸렌 

화염에 비해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메탄의 낮은 화염

속도로 인해 연소가 지연되어 하류방향으로 길게 지속되

기 때문이다.

3.2 연소불안정 특성

측정된 압력섭동은 직류 및 노이즈 성분의 제거를 위해 

30 ~ 3,000 Hz로 필터링 되었다. 연소불안정 영역을 살펴

보기 위해 필터링된 압력섭동의 RMS(root mean square) 

값을 Fig. 7에 나타내었다. RMS 값이 10 mbar 이상일 때, 

특정 주파수에서 명확한 PSD(power spectral density) 피

크(peak)가 나타났다. 반면 RMS 값이 10 mbar보다 작은 

경우, 피크와 노이즈는 구분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압력섭동의 RMS 값이 10 mbar 이상에서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였다고 정의하였다.

에틸렌의 경우 스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불안정의 

발생 영역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구속도가 10 

m/s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인 연소가 이루어졌지

만, 입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불안정의 발생 가능

성이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당량비의 증가는 집중된 

강한 열방출과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압력섭동을 증

가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메탄의 

경우 스월 수를 제외한 작동조건에 대해 압력섭동의 반

응은 전체적으로 에틸렌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모든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섭동을 보여주었다.

안정한 연소조건과 연소불안정이 발생한 조건에서 시

간에 따른 압력섭동의 변화를 Fig. 8에 도시하였다. 당량

비 0.55, 입구속도 10 m/s, 스월 수가 0일 때의 압력섭동

은 난류에 의한 노이즈 수준의 안정적인 값을 나타낸다. 

에틸렌과 메탄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압력섭동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연소불안정이 발생한 당량비 0.80, 입

구속도 20 m/s, 스월 수가 1.26인 경우, 에틸렌과 메탄의 

압력섭동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에

틸렌이 메탄에 비해 더욱 강한 연소를 유도하며 이는 동

(a) (b)

(c) (d)

Fig. 7. RMS values of the filtered pressure fluctuations: (a) SN = 0.00, (b) SN = 0.42, (c) SN = 0.73, (d) SN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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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당량비에서 연료에 따른 특성화학시간의 차이인 것

으로 판단된다.

에틸렌 연소에서 연소불안정이 발생한 조건에서의 

PSD와 불안정 주파수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스월 수, 유

속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최대 PSD를 증가시켰다. 불안

정 주파수는 실험조건에 관계없이 대략 360 ~ 380 Hz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연소실의 1차 종방향 모드에 해당한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스월러 형상이 불안정 주파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메탄의 경우도 에틸렌

에 비해 PSD는 작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3 연소불안정의 발생과 화염구조 변이의 관계

본 절에서는 연소불안정과 화염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

해 분석하였다. Fig. 10은 에틸렌 연료, 입구속도 15 m/s, 

스월 수 0.73에서 당량비에 따른 화염구조를 나타낸다. 

모든 이미지의 좌표는 연소실과 동일하며 입구영역의 직

경으로 정규화 하였다. 좌측 절반은 평균-정규화된 CH* 

자발광 이미지이고, 우측 절반은 아벨 변환된 이미지이

다. 이에 대한 압력섭동의 RMS 값은 Fig. 7(c)에 나타나

있다. 당량비 0.55부터 0.65까지는 압력섭동이 매우 낮은 

안정한 조건이지만, 0.70부터 0.80까지는 압력섭동의 

RMS 값이 10 mbar 이상인 연소불안정 영역에 해당한다. 

당량비가 낮은 경우, 좌측의 정규화된 이미지에서는 불

(a) (b)

(c) (d)

Fig. 9. Power spectral densities of the pressure fluctuations using C2H4 and air under combustion instabilities: 

(a) SN = 0.00, (b) SN = 0.42, (c) SN = 0.73, and (d) SN = 1.26. 

Fig. 8. Time histories of the filtered dynam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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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해 보이지만 우측의 아벨 변환된 이미지에서는 강한 

열방출이 전단층에 존재하며 중심축 부분에는 거의 나타

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화염은 속이 빈 중

공원추형 형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연소불안정이 발생한 당량비 0.70부터 강한 열

방출이 연소실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소불안정이 발생하게 되면 화염면이 두꺼워지며 연소실

의 중심 근처에서도 열방출이 나타난다. 이러한 화염구

조 변이 현상은 모두 연소불안정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시작되며, 변이 이후 입구속도나 당량비가 더 증가하여

도 변화된 화염구조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다.

Fig. 11은 에틸렌 연료, 입구속도 20 m/s, 스월 수 1.26, 

당량비 0.55 ~ 0.65에서의 화염 이미지이다. 다른 스월 형

상과 비교하여, 안정한 조건인 당량비 0.55에서 강한 열

방출 지점은 높은 스월 수에 의해 연소실 벽면에 집중되

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소불안정의 시작지점인 당량

비 0.60에서 화염구조 변이 현상은 발생하지만 당량비 

0.65에서 연소실 중심 근처에 분배된 반응영역을 명확하

게 나타낸다. 즉, 스월 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

소불안정의 시작지점과 화염구조 변이 현상은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염구조 변이 현상은 같은 실험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Fig. 10. CH* chemiluminescence and its Abel transformed image using C2H4 and air at u = 15 m/s and SN = 

0.73.

Fig. 11. CH* chemiluminescence and its Abel transformed image using C2H4 and air at u = 20 m/s and SN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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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Fig. 12는 에틸렌 연료, 입구속도 20 m/s, 당량비 

0.70일 때, 측정된 30장의 이미지 중 서로 다른 2장을 나

타낸다. Fig. 12(a)는 안정한 연소일 때 나타나는 화염구

조와 같이 강한 열방출이 연소실 중심에 분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Fig. 12(b)는 중심 근처에 강한 열방출이 분

배되어 있으며, 아벨 변환된 이미지 또한 같은 경향을 나

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량비가 0.65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량비 0.65와 0.70에서 압

력섭동은 매우 다른 크기를 갖는다는 것을 Fig. 7(b)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측정된 30장의 이미지 중, Fig. 12(a)와 

같이 연소실 중심 근처에 강한 열방출이 분배되지 않은 

화염구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당

량비가 0.65인 경우 안정한 연소조건의 화염형상이 80%

정도 측정되는 반면, 0.70에서는 20%만이 안정한 화염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조건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났다. 실험 중에 화염구조 변이 현상이 나타

나는 경우 어떠한 화염구조가 지배적으로 출현하느냐에 

따라 연소불안정 시작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메탄 연료의 경우는 연소불안정이 발생하여도 압력섭

동이 에틸렌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연소실 중심 근처

에서 강한 열방출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하지

만 위와 같은 연소불안정과 화염구조 사이의 관계는 메

탄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났다.

4. 결 론

스월 수, 입구속도, 당량비, 연료 종류에 따른 화염구

조, 연소불안정 특성,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모델 스월-안정화 연소기에서 난류 

예혼합 화염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동일한 당량비에서 입구속도의 증가는 화염길이를 증

가시켰지만, 스월 수의 증가는 중심 재순환 지역을 덤프 

면으로 내려오게 하여 화염길이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

다. 또한 같은 실험조건는 빠른 연소속도에 의해 에틸렌

의 화염길이가 메탄에 비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입구속도, 당량비, 그리고 스월 수의 증가

는 압력섭동을 증가시킨다. 압력섭동은 실험조건에 의

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급

격하게 증폭되었다. 하지만 불안정 주파수는 실험조건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스월 수의 증가는 연소

불안정 영역을 넓게 유도하였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압력섭동의 조건은 화염구조 변이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과 일치하였다. 전단층에 안정화

된 강한 열방출은 특정 조건에서 연소실의 중심 근처로 

분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연료

나 실험조건에 관계없이 연소불안정이 시작하는 지점에

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화염구조 및 열

방출 패턴과 연소불안정의 관계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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