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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oss-shaped fractal grids which have RRBT(reduced ratio of bar thickness) and the hexagonal grid 

were used to generate various turbulent flow properties for low swirl flames. In the non-reacting flow field 

with the fixed bulk velocity at 10 m/s, decreasing RRBT induces the increasing turbulent intensity(U) with 

the delay in the location of lowest turbulent mean velocity() and highest turbulent fluctuation(′) due to 

vortex shedding from the bar thickness. This phenomenon was well explained by a wake interaction theory 

using axial velocity profiles at the centerline. At various equivalence ratios for Hexa. and fractal grids, the 

characteristics of low swirl flames could be identified to a thin reaction zone regime in the Borghi – Peter 

regime diagram. Decreasing RRBT increases U in front of flame brush with increasing turbulent local 

displacement speeds (
 ) via a linear correlation. The turbulent Reynolds number, ReT composed of the 

ratio of length scale and velocity components induced the proportional trends in non linear relationship 

showing that the influence of the length scale ratio. The empirical correlation study of 
  as a function of 

ReT and ′


  was investigated to compare the influence of velocity and turbulent length scales ratio. The 

result of linear correlation equation with 
  indicates the influence of velocity factors greater than ReT 

through the exponenti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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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1. 서 론

현재 대부분 가스터빈 연소기가 적용하고 있는 강선회 

연소기법에서 발생하는 재순환영역을 제거하기위해 저

선회 연소(low swirl combustion, LSC) 방법이 Cheng으로

부터 제안되었다[1, 2]. 저선회 화염의 안정화 메커니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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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강선회 화염과는 다른 원리로 이루어진다. 저선회 연

소기술의 핵심 원리는 중앙 채널을 통해 생성된 확대유동

이 자유 전파하는 평면 예혼합화염의 특성과 상호작용

(interaction)하는 것이다. 확대유동(divergent flow) 형태

로 중앙 채널에서 분출되는 예혼합기(premixed mixture)

는 노즐 위에서 감소하는 국부 제트속도를 통해 난류화염

속도(turbulent flame speed)와 같아지는 지점을 만들어 안

정적으로 부상하는 자유 전파화염(freely propagating 

flame) 형성을 유도한다. 이때 선회부분의 유동은 외부유

동과 전단층(shear layer)을 형성하므로, 중앙 유동을 고립

시켜 등방성 유동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저선회 화염의 난류 구조해석에 대해서 강조되는 장점

은 첫째, 높은 난류강도를 가진 등방성 난류유동(isotropic 

turbulent flow)의 안정적인 화염을 쉽게 형성할 수 있고[1, 

2], 둘째, 형성된 제트 부상화염 중앙선 상의 상, 하류 유동

장 형태는 정체점을 가진 유동 내 안정화 화염과 굉장히 유

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잡한 난류화염의 특징을 축 

방향(axial direction) 1차원 자유 전파화염(1-dimensional 

freely propagating flame)의 Bray – Moss - Libby 모델과 

유사하게 모사하여, 복잡한 난류화염의 구조를 쉽게 파악

할 수 있게 된다[3]. 

난류 예혼합화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난류화염 형태

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Frank 및 Kobayasi

는 Bunsen 형태의 연소기에서[4-7], Soika 및 Robin은 막

대로 안정화시킨 V 형상의 화염을 통해[8, 9], 그리고 구형 

전파 난류화염을 통한 연구는 Bradely 등을 통해서 이루

어져 왔다[10].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저선회 연

소기법은 앞서 설명한 장점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트 

중심선 상을 기준으로 1차원의 매우 간단한 유동장 형태

를 보여주기 때문에 난류 예혼합화염의 구조분석 및 화염

속도와 같은 고유 특성을 조사하는 데 매우 적합한 실험장

치로 활용되어왔다. 관련 연구로, Bedat과 Cheng은 Laser 

Doppler Anemometery(LDA)를 이용하여 반응진척도

(reaction progress variable)인  = 0.05(화염 선단 영역)의 

위치에서 ′ = 1.5 m/s 조건의 난류강도까지 등방성 유동

이 생성됨을 확인하고, 고정된 적분 길이스케일(integral 

length scale)을 이용하여 저선회 연소의 화염구조를 연구

했다[1]. 이들은 총 4가지 화염형태를 Borghi-Barrere 선

도를 통하여 Kilmov-Williams criterion(Ka≈1) 조건 근

처의 화염구조를 분석했다. 이때 난류화염속도는 다양한 

화염영역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난류 동적에너지 ( 

 ′ ′  )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Bradley의 비정상 화염

(unsteady flame)을 통한 결과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11]. 

나아가 계속된 연구에서, Cheng 등은 LDA와 OH-PLIF을 

이용하여, 등방성 유동 내 15 mm로 고정된 적분 길이스케

일에서 ′ = 0.2 부터 2.2 m/s 조건까지의 화염구조를 관찰

하였고, ′과 
의 관계가 



 ′




의 선형적인 상관식으로 관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2]. 

이러한 관계는 저선회에서 발생한 등방성 유동장 내에서 







 = ′


로 표현되는 Damkhöler 모델식의 난

류 섭동과 난류화염속도 간의 관계가 잘 모사되는 것을 보

여준다. 

그런데, 저선회 인젝터 경우 난류생성기 역할을 하는 중

앙 채널의 격자판(grid plate)을 통해 다양한 난류 길이스

케일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들 상호작용에 의한 난류특

성이 저선회 연소성능 및 화염안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1, 2, 13, 14]에도 불구하고 난류생성기의 격

자판에서 생성된 난류 길이스케일들이 저선회 연소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

지 않았다. 게다가 난류생성기의 격자판 형상이 타공

(perforated hole)의 원형(circle) 아닌 프랙탈(fractal, 이하 

프랙탈) 형상을 갖는 프랙탈 격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선회 버너에서 

주로 사용된 원형의 격자판과 동일한 막힘률을 갖는 프랙

탈 구조의 프랙탈 격자를 사용하여 이들 격자들로부터 생

성된 난류 적분스케일들이 저선회 난류유동과 화염구조

에 미치는 영향을 난류화염 선도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

들과 난류연소속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프랙탈 구조는 기하학적 형상(pattern)이 유지된 채 끝

없이 반복되어 되풀이되면서 공간을 부분적으로 채워나

가는 구조를 의미한다. 프랙탈 구조의 격자를 통과하는 유

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변형되는 크기와 배열로 배치

되는 형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서로 다른 크기의 격자

를 통해 생성되는 다양한 길이의 와류형태가 난류의 동적 

에너지를 재분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난류강도를 증가

시키게 된다. 이처럼 프랙탈 구조의 기하학적인 흥미로운 

형상과 함께 프랙탈 격자가 난류강도를 효과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유체공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반

응유동장인 화염장에서 프랙탈 격자를 이용한 난류연소 

특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다.

Soulopoulos 등은 가는 막대(rod)로 화염을 안정화 시킨 

V 형태 예혼합화염(V shape premixed flame)에서 반복되

는 사각 형태의 격자를 이용하여 난류강도와 난류화염속

도를 관찰하였다[15, 16]. 이들은 화염선단(flame brush) 

두께와 곡률(curvature)의 정량적 관찰을 통해서 프랙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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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를 통해 증가된 난류강도(turbulent intensity)는 기존

의 일반 타공의 원형 격자에서의 화염보다 더 주름지고 강

한 화염강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였고, 평균적으로 40 % 

이상의 난류 연소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Verbeek은 사각 형태와 십자 형태의 프랙탈 격자를 이용

하여 V-형태 예혼합화염의 구조에 대해서 Hot wire 

anemometer(HWA)와 OH-PLIF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17]. 반응진척도인  = 0.5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

용하여, ′이 난류화염속도의 핵심 인자가 되는 것을 나타

내었고, 각기 다른 격자를 통해서 ′와 난류강도가 격자의 

형상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고, 형상의 규칙성에 따라서 난

류유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Goh 등은 CH4과 C3H8의 희박 예혼합 대향류 화염

(lean premixed opposed jet flames)에서 비교적 단순한 프

랙탈 형태의 격자에 따른 반응물과 생성물 내 난류구조를 

밀도 분리 방법(density segregation method)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18]. 이들도 기존 타공판(perforated plate)에 

비해 프랙탈 격자는 높은 난류구조를 생성하고 낮은 에너

지 감소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조건성 

적정 직교분리법(conditional proper orthogonal decompo-

sition, CPOD)과 반응진척함수(reaction progress variable 

function)를 이용하여, 연소가 반응물 유동장에는 미미한 

에너지 분배를 보이지만, 당량비의 증가에 따라 생성물 유

동에 난류의 동적 에너지의 증가를 확인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랙탈 격자가 지닌 난류성능에서 다

양한 장점으로 인해 기본적인 형상에서의 난류 예혼합화

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보일러와 가스터빈 

연소기에 적용되도록 실제 저선회 인젝터 설계 변수들과 

함께 프랙탈 격자 기반의 난류화염 구조에 대해 체계적으

로 조사된 연구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앞서 소개된 연구들에서 난류유동과 난류 예혼합화염의 

관계를 관찰할 때, 반응진척도(reaction progress variable)

인  = 0.5에서 비(非)반응장 유동의 ′, 적분 길이스케일

(integral length scale)과 국부 비반응장 속도를 국부 변위

난류화염속도(local displacement turbulent flame speed)

로 이용하고 있다[15-17]. 결과적으로, 화염의 존재가 고

려된 화염 면(flame let) 직전의 위치에서 난류유동과 난류

화염속도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

한 관찰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선회 인젝터 내부의 난류생성판에 프랙탈 형상의 격

자를 적용하는 것은 연소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 저선회 

연소기 특징인 부상된 화염의 보염(保焰) 능력을 증대하

는 방법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대유동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난류생성판의 형태를 다

양한 함수를 가진 프랙탈 형상으로 적용하여 유동성분 및 

난류스케일에 대한 연소성능의 응답을 난류화염속도와 

관계 지어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반응 유동

장(non-reacting flow field)에서 2D-HWA를 이용하여, 저

선회 유동의 큰 특징인 자기상사성(self-similarity) 현상이 

기존 타공(perforated hole) Hexa. 형상과 프랙탈 격자에서

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다. 세부적으로는 프랙

탈 격자들의 두께축소율에 따라 변경되는 난류평균유속

과 난류변동성분을 통해 난류생성판을 지나서 발생하는 

웨이크 상호작용이론(wake interaction theory)을 관찰하

고, 프랙탈 격자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유동 길이스케일

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된 난류강도(turbulent intensity, U)

와 난류에너지(turbulent energy, )를 확인한다. 이어서 

LDV 기반의 레이저 진단법을 통해 화염선단(leading 

edge of flame brush)에서 취득한 유동성분들과 당량비에 

따른 화염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난류화염 분류

법인 Borghi – Peter 선도에서 난류생성판의 형상에 따라 

발생하는 화염의 구조적 영역을 분류한다. GRI 3.0을 이

용하여 수치적으로 계산된 층류연소속도에 따른 난류화

염속도의 거동을 관찰하고, 프랙탈 형상의 격자에서 발생

한 다양한 난류유동성분과 국부 평균난류화염속도(local 

mean turbulent flame speed)를 이용하여, 기존 R.K. 

Cheng이 제안한 ′～
의 관계를 확인한다. 나아가서 

화염브러쉬 기저(flame brush base) 선단에서의 유동과 화

염이 갖는 길이스케일 비(比)와 유동섭동과 화염의 속도

성분과의 비로 결합되어 무차원화 된 난류 Reynolds 수인 

ReT와 난류화염의 응답을 면밀하게 분석한 실험적 상관

식 연구(empirical correlation study)를 통해 난류화염 속

도에 난류강도뿐만 아니라 난류 길이스케일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실험 장치

2.1 저선회 연소기 구조 및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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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BT 



 (2)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저선회 연소기 노즐 개략

도와 전형적인 저선회 화염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난류



난류생성기 판 형상에 의한 난류화염 특성 연구 23

Fig. 1. Cross section of low swirl combustor arrangement

and direct image for typical low swirl flame.

Fig. 2. Definition of the circular fractal grid ‘cross’-pattern

with 3 iterations. 

유동을 형성시키기 위해 일정한 막힘률을 가진 난류생성

판(turbulent generating plate)은 Fig. 2와 같은 형상으로 

원형 관(tube)의 맨 아래에 직경 20 mm, 두께 1 mm를 가지

고 장착이 된다. 원형 관 외부로는 일정한 선회 각을 가지

는 날개가 위치하여 선회 방향의 유동을 형성시킨다. 튜브 

끝부터 노즐출구까지는 완화길이(recess length)를 통하

여 중앙 채널 유동과 선회 유동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저선회 화염 안정화 메커니즘의 

핵심은 원형 관 중앙의 난류생성기(판)를 통과하는 비 선

회유동( )과 난류 생성기가 장착된 관 외부의 선회 날

개를 통과하는 선회 유동( )과의 질량 분배율( 


)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혼합기 유동이 완화 길

이(RL)를 통과하여 연소실에서 확대유동을 형성하고, 후

류에서의 와류 붕괴(vortex breakdown)를 억제하는 것이

다. 이때 발생한 확대유동을 가진 미연 혼합기는 노즐 출

구 이후 속도 감소율을 보이며, 난류 예혼합화염 속도와 

혼합기의 유동 속도가 같은 지점에서 저선회 연소의 특징

인 부상된 화염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선회 인젝터(low swirl injector, 

이하 LSI)의 노즐 출구 직경(D)은 28 mm이고, LSI 이후 

노즐 출구까지의 거리인 완화 길이(RL)를 33.5 mm로 하여 

적절한 높이의 부상 화염을 형성하기 위한 속도 감소 거리

로 고려하였다. 노즐 이후에는 가스터빈 연소실을 모사한 

직경(DC) 70 mm, 길이(LC) 300 mm의 석영관(quartz)이 설

치되었다. 난류생성판의 막힘률(blockage ratio, σ)은 난류

생성판 면적 대비 프랙탈 격자의 면적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는 전체 난류생성판의 막힘률(σ)을 70%로 고정하

였다. 저선회 연소기의 선회강도(S)를 이전 연구들과 동일

하게 식 (1)을 통해 산출하였다[19].

식 (1)에서 은 중앙 유동 채널의 반경()과 노즐 반경

()과의 비이며 0.75를 이용하였다. 선회기 각도()는 

37°로 고정하여 R.K. Cheng이 제안한 LSI의 설계 가이드 

범위를 따랐다[19, 20]. 또한 식 (1)에서 은 질량 유량비

(  
)로 는 중앙 채널의 난류생성판을 통과하

는 혼합기 질량 유량, 는 선회기 부분을 통과하는 혼합

기 질량 유량이다. 이때 연료와 공기는 버블 메타로 교정

된 유량 조절기(mass flow controllers, M3200VA [1.5 ~ 

50 slpm], VIC-D145 [20 ~ 1,000 slpm], ≤± 1.0% accuracy)

를 통해서 예혼합기에서 충분히 혼합된 후 LSI로 공급된

다. 저선회 연소기의 선회 강도를 구하기 위한 은 중앙 

유동과 선회 유동의 흐름을 각각 막은 후 압력 차 측정을 

통해 구하였다. 측정된 을 통해서 이후 설명될 프랙탈 

격자별 선회 강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직교(cross)형태의 프랙탈 격자가 적용된 난류 생성판에

서 선회각도는 혼합기 평균 속도가 4 ~ 6 m/s까지 감소하

다가 8 m/s 이후 0.475 ~ 0.5 값으로 포화(saturation)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프랙탈 격자의 형태와 상관

없이 동일한 막힘률을 가진 난류 생성판에서 유량의 증가

는 일정 압력 포화점까지 코어 유량의 증가를 유도하고, 

일정한 속도 이후에는 LSI에서 발생하는 선회와 비선회 

유동의 유량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유속조건(본 연구에서 8 m/s 이상)에서 선회 

강도가 일정해지는 점을 고려해서 입구 유속(bulk velocity, 

)을 10 m/s로 고정하였으며, 당량비()는 0.7 ~ 0.9 범위

에서 0.05 간격으로 조사하였고 희박 가연한계 근처 시 발

생하는 간헐적인 불안정 현상을 제외함으로써 LSI 화염

의 특징인 안정적인 부상 화염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2.2 프랙탈 형상 격자

저선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수인 난류생성판

의 형태에 프랙탈 함수를 내포한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 

직교(cross) 형태의 격자를 이용하였고, 구조적 정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총 3번의 격자 축소 반복과 저선회 

난류생성판 적용을 위해서 20 mm 직경의 원형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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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urbulence generators with low swirler

Fig. 3. Schematic of the HWA (hot wire anemometer) 

and PDPA (phase Doppler particle analyzer; 

for particle size measurements), LDV (laser 

Doppler anemometer) system.

되었다. 각각의 격자는 총 4가지의 변수로 완전하게 정의

가 된다. 

가장 굵은 격자 막대의 길이인 L0와 프랙탈 패턴의 반복 

횟수 N, 가장 두꺼운 격자 막대의 두께 t0, 그리고 다음 차

수로의 두께 감소비(reduction ratio of bar thickness, 이하 

RRBT)로 나타내어진다. 격자들의 배치는 가장 큰 두께의 

십자 t0를 그린 후 t1과 t2의 두께를 가진 십자가 (Li + ti)/4 위

치에 배열된다. 여기서 i는 격자의 순서를 의미한다. 정해

진 위치에 따라 배치되는 격자의 두께는 다음 식 (2)를 통

해서 구조적 함수를 가지며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들의 두께가 줄어드는 비율인 

RRBT에 따라 나눈 0.2, 0.4, 0.6, 0.8의 4개의 프랙탈 격자

와 멀티스케일을 생성하지 않는 일반적 교차 격자

(classical cross)인 RRBT 1.0, 그리고 이전 연구[13]에서 

안정화 영역이 가장 넓다고 판단되었던 원형 타공 형태인 

일반(normal) 난류생성판으로 Hexa. 형상의 격자가 사용

되었고, Table 1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37°의 선회

각도()를 가진 LSI의 노즐 튜브의 상류에 적용된다. 장착

된 프랙탈 형상의 격자는 웨이크 상호작용 이론(wake 

interaction theory)을 통해 유동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난류강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난

류강도에 비례하는 난류화염속도를 증가시켜 저선회 화

염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3 실험 장치 및 진단방법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선회 연소기의 비반응

(non-reacting)과 반응장(reacting field) 난류유동성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2D 열선 유속계(hot wire 

anemometry, 이하 HWA, TSI - IFA300)와 LDV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비 반응장 유동의 국부적 난류 성분을 측정하

기 위해서 HWA의 4 µm 프로브(platinum coated tungsten 

wire)를 constant temperature anemometer(CTA)와 연동

하여 정밀한 계측을 진행하였다. 축 방향(axial direction) 

평균속도,  와 난류속도섭동, ′은 난류생성판으로부터 

105 mm까지 측정되었으며, 데이터 샘플링 주기는 1 kHz

로 약 30초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5분 동안 취득

한 데이터와 비교에서  기준 0.5%, ′ 기준 1% 내외의 차

이를 보여줌으로써 프랙탈 함수의 격자를 통해서 생성되

는 다양한 스케일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에너지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 연소 시 평균 화염 선

단이 위치하게 되는 노즐 출구 이후 10 mm 위치에서 50 

kHz의 높은 측정률(sampling rate)로 300초 간격으로 취

득하였으며, 이는 콜모그로브 스케일(Kolmogorov scale)

의 주파수인    까지 충분히 측정이 가능한 조건

임을 확인하였다[21]. 여기서 는 콜모그로브 길이스케일

이다. 이렇게 측정된 속도성분들은 비반응장 저선회 유동

의 평균 난류유동속도(), 난류 속도섭동(′) 그리고 난

류에너지 스펙트럼() 분석에 이용된다.

LDV 장치는 반응장 유동의 속도성분을 측정하기 위해

서 사용되었다. 5W Ar-Ion Laser(spectra-physics, stabilite 

2017)를 통해서 생성된 레이저는 514.5 nm 파장의 녹색 

쌍과 488 nm 파장의 청색 쌍의 레이저로 분기된다. 5.27 

µm의 플린지(fringe) 영역을 지나는 입자를 통해 산란된 

레이저는 400 mm의 초점 거리를 가진 프로브를 통해서 

취득된다. 유동 추종 입자는 H2O droplets 챔버를 통해 생

성되어, 공유된 유로에서 공기와 함께 연소기로 투입된다. 

이때 투입되는 H2O droplets는 10 m/s 기준 질량유량의 

1%의 양에 해당한다. PDPA 기능의 LDV 시스템(Dantec, 

BSA P60)을 통해서 측정된 평균 입자크기는 3 µm를 가지

고 연소기 출구로 분출되며, 이때 입자들의 유동 추종성 

검토를 위해 계산된 Stokes 수는 Hexa. 형상의 난류생성

판을 이용하였을 때, 4 ~ 16 m/s에서 0.05 ~ 0.35의 값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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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treamwise mean velocity profiles of various 

turbulence generates plates with low swirlers. 

(b) Shifted centerline velocity profiles with 

virtual origin showing self similarity (dotted 

vertical line denotes exit of nozzle).

졌다. 이러한 결과는 Tropea 등으로부터 제안된 1의 이하

를 값을 보이므로, 저선회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확대유동

(divergent flow)의 속도장 및 유동 특성을 충분히 추종하

게 된다[22]. 연소기 중앙선에서 흐르는 입자들을 따라 측

정되는 유동 속도는 화염 면까지 3 kHz 이상의 취득률

(sampling rate)과 90% 이상의 검증률(validation rate)을 

유지하며 측정을 진행하였고, 측정된 데이터는 반응장에

서의 , ′과 적분 길이스케일(integral length scale, 

)

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저선회기의 비반응 유동장 특성

본 절에서는 저선회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유동형태인 확대유동(divergent flow)과 제트 상사성

(similarity) 현상을 확인하고, 내부에 장착된 프랙탈 및 

기존 타공판 형상의 격자가 노즐 출구 전후의 난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노즐 중심선 기준 축 방

향(Axial direction)을 따라서 형성된 비(非) 반응장

(nonreacting flow field) 유동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앞절에서 기술하였듯이, 선회 수가 포화하는 조건인 

난류생성판 이전 투입 유속(, bulk velocity)을 유량 기

준 10m/s로 고정하였고, 난류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인 난류평균속도(), 난류속도섭동(′), 난류강도

(U, ′/), 난류에너지 스펙트럼()들을 조사하였다. 

Fig. 4(a, b)는 노즐 중심축에서 축 방향인 Z축 값에 따라 

측정된 RRBT 별 프랙탈 격자와 Hexa. 형상 격자의 난류

평균속도()와 노즐 출구 이후 발생한 속도 확대율

(divergence rate)을 보여준다. 여기서 Z = 0의 위치는 난류

생성판의 지점이며, Z = 50은 LSI 연소기의 덕트면으로 노

즐 출구 지점을 의미한다. 모든 측정은 Z축 방향으로 3 

mm 간격으로 105 mm까지 측정하였으며, 난류생성판에

의한 HWA의 프로브(probe) 손상 방지를 위하여 Z = 3 

mm부터 측정을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선회 인젝터(high swirl injector, 이하 

HSI)는 선회기로 발생하는 강한 전단층(shear layer)으로 

인하여 중앙 선상 음(-)의 속도가 분명하게 생성되는 것과 

달리, 중앙 채널을 통해 발생한 확대유동을 가진 LSI는 최

소 유속을 보여주는 Z = 2.85D 위치인 80 mm 부근에서도 

양(+)의 속도 분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속도

분포는 사용한 전체 LSI의 난류생성판 조건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저선회 연소기 유동의 특

징인 확대유동으로 인해 내부 재순환 영역(inner recircu-

lation zone, 이하 IRZ)이 없는 속도분포를 잘 보여주는 결

과이다. 축 방향에서 나타난 의 특징은 난류생성판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노즐 출구를 벗어나는 Hexa. 경우와 

RRBT 1.0 ~ 0.8의 프랙탈 격자인 경우 원점부터 출구 이

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RRBT 

0.6 ~ 0.2의 경우 평균속도는 작아지는 RRBT에 따라 멀어

지는 최저 속도위치를 가진 이후 Z = 30 ~ 50 mm까지 증가

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후 노즐 출구 면인 연소기 덤프

면 이후에는 확대유동의 특성을 나타내며 감소하다가, 선

회 유량의 영향으로 80 mm 이후에는 동일한 유속으로 포

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프랙탈 격자 

구조의 경우 RRBT가 작아짐에 따라 첫번째 격자의 두께

는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소 이 점진적으로 먼 위

치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웨

이크 상호작용 이론(wake interaction theory)을 통해서 이

해할 수 있다.

Mazellier 등으로부터 제안된 웨이크 상호작용 이론은 

사각(square) 프랙탈 격자에서 격자의 길이(L)와 두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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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treamwise turbulence fluctuations and (b)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along the 

centerline of the various turbulence generates 

plates with low swirler (dotted vertical line 

denotes exit of nozzle).

에 의해 발생하는 웨이크가 만나는 지점의 위치가 결정되

는 것으로부터 설명된다 [23, 24]. 격자를 구성하는 각각

의 L과 t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후류 와류 박리(vortex 

shedding)는 와류 스케일 간의 혼합을 통하여 난류강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때 와류 길이를 특정 격자 

길이 L로 가정하였을 때, 가장 큰 와류가 후류에서 만나는 

길이를 의미하는 Z
*
는 가장 큰 격자의 길이 L0와 두께 t0의 

비율, Z
*
= L0

2
/t0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정의된 Z

*
는 프

랙탈 격자에서 발생하는 후류 유동장을 특성화하는데 사

용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직교(cross) 프랙탈 격자의 형

상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격자의 두께에 의해 와류가 발

생하는 직교 프랙탈 격자에서 발생하는 Z
*
는 가장 두꺼운 

격자의 t0에 관계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프랙탈 형상을 

LSI의 난류생성기로 적용했을 때 격자마다 다른 Z
*
의 발

생은 다양한 와류 스케일들의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이는 

후류에서 난류강도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Fig. 

4(a)에서 감소하는 RRBT에 따른 최소  발생 지점의 지

연 현상은 두꺼워진 격자의 두께(t)로 인해서 와류가 교차

하여 낮은 유속을 가지는 Z
*
가 점차 먼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즐 출구 전 프랙탈 격자를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최소 

를 보여준 후 출구 이후 넓어진 연소기 면적으로 인해 모

든 경우에서 속도 감소 영역을 Z = 80 mm 지점까지 보여

주고 있다. 저선회 확대유동의 주요한 특징인 자기 상사성

(self similarity)의 특징을 프랙탈 격자에서 확인하기 위해 

LSI 제트의 가상원점(virtual origin, Zo)을 취득하여 보정

한 데이터를 Fig. 4(b)에 도시하였다. 제트의 가상원점(Zo)

은 제트 유동에서 실제로 속도가 감소하는 위치를 의미하

는 것으로, 겉보기 노즐 출구 위치인 ZE 이후 일정한 축 방

향 확대율(axial divergence rate, ax = //)로 감소하

는 을 상류 방향으로 외삽(extrapolation)하였을 때, 

1이 되는 위치로 정의된다. 중심선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위 두가지 위치는 저선회 유동장의 큰 특징인 상사성 특징

을 나타낸다. Cheng은 자기 상사성(self similarity)을 가진 

저선회 화염의 유동장 형태를 식 (3)과 같이 제안하였다.
























′
 (3)

 

여기서 Zf는 화염의 전단면의 위치, 

은 난류화염속도, 




은 신장되지 않은 층류 연소 속도를 의미하며, 값은 

실험적으로 얻어진 연료 물성치에 대한 상수이다[25, 26]. 

식을 보았을 때, ′과 

는 선형적인 의존성을 가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화염의 위치(Zf)에서 가상원점(Zo)

과 축 방향 확대율(ax)과 결합되고, 이것이 난류강도와 층

류연소속도(


)와 상관식을 구성하므로 넓은 범위의 유

속과 당량비 조건에서도 화염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

는 자기 상사성의 특징을 만들어내게 된다.

Fig. 4(b)에서 음의 위치로 발생한 Zo를 ZE에 보상하여 

관찰하였을 때, ax = -0.016 ~ 0.018 mm
-1
의 근소한 확대율

(divergence rate) 차이를 보이며, 가상원점이 보상된 좌표

에서는 프랙탈 형상의 격자와 Hexa. 형상 격자의 속도 유

선이 중첩되어 ZE - Zo = 50 mm 근처에서 최소 /가 자

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다양한 난류강도를 생성하는 프랙탈 격자에서 기존의 

Hexa. 형상 격자의 연구 결과[25-27]와 마찬가지로 저선

회 연소기의 큰 특징인 자기 상사성을 추종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기 상사성은 유속의 변화에 따라 가상원점

과 축(axial) 방향 확대율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넓은 유속 

범위에서도 일정한 화염높이를 가지게 되는 원리로 저선

회 화염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 난류평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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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nergy spectrum at Z = 2.1D downstream of 

the nozzle exit.

의 분포로 나타내어진 상사성 특징이 저선회 내부의 난류

생성판 구조를 동일한 막힘률의 프랙탈 형태를 이용하였

음에도 잘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랙

탈 격자가 생성한 다양한 난류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

동과 화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RRBT에 따른 

난류 성능의 거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저선회 화염의 유동장 형태를 설명하는 식 (3)을 보면, 

난류화염속도는 ′와 비례하여 작용한다. 나아가 프랙탈 

격자는 다른 두께의 격자를 지나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동 

길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난류 성능을 증가시키므로, 

RRBT에 따른 ′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g. 5(a, 

b)는 중심선인 Z축 방향으로 난류변동성분인 ′와 길이 

방향 난류강도인 U의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Fig. 5(a)에

서 보여진 Hexa. 격자의 ′은 노즐 출구(Z = 50 mm)까지 

RRBT 0.6과 0.8 사이에서 약한 상승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거동과 함께 노즐 출구 이후에 한번의 고점(peak 

point)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

면 프랙탈 격자의 경우 RRBT 0.2 ~ 1.0까지 격자의 두께

에 따라 원점으로부터 먼 위치에서 차례대로 첫번째 고점

을 가진 다음 노즐 출구에서 가까운 순서로 두번째 고점을 

가지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먼저 Hexa. 형상과 프

랙탈 격자에서 나타나는 노즐 출구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

는 원인은 넓어진 연소실 면적으로 인해 감소된 유속과 ′

의 영향보다, 중앙 채널 유동을 서서히 감싸는 약한 선회

류의 효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퍼짐 현상 없이 난류화가 

가속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때 고점이 발생되는 순서

는 약한 선회류와 중앙 유동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

으로 이해된다. 강조할 부분은 RRBT가 작을수록 노즐 전

의 ′의 첫번째 고점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생하는 것이다. 

′의 RRBT의 감소에 따라 고점이 지연되는 현상은 둔체 

뒤에서 박리된 와류가 만나는 지점이 둔체의 두께에 비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마치 굵은 둔체 뒤의 그

림자가 후류로 길게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작아

지는 RRBT에 따라 첫번째 격자의 두께는 두꺼워지므로 

둔체로 인해 길어진 전단층 교차점과 혼합 길이스케일은 

다양한 난류 스케일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우를 증가시

켜 난류 유동을 강화한다. 

RRBT의 감소에 따른 난류강도 상승 현상에 대해 면밀

한 분석을 위해 난류변동성분과 평균속도의 비로 나타내

는 난류강도(U = ′/)를 Fig. 5(b)에서 확인해보았다. 축 

방향 중심축 거리에 따라서 측정된 U는 난류변동성분의 

경향과 유사하게 Hexa. 형상의 격자에서는 RRBT 0.6과 

0.8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첫번째 고점은 

아주 약하게 발생한 후 출구 이후 두번째 고점을 가지는 현

상을 보였다. RRBT 0.2 ~ 0.6의 경우 노즐 출구 전 첫번째 

고점은 ′의 경향과 유사하게 RRBT가 작아짐에 따라 큰 

값을 가지고 먼 위치에서 발생하지만, RRBT 0.8과 1.0은 

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지므로, 첫번째 고점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나아가서 노즐 출구 이후 Z = 2.7 ~ 2.8D

에서 발생한 최대 강도는 평균적으로 부상된 화염의 기저

가 위치하는 Z = 1.7 ~ 2.1D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원거

리에 위치하고 최저 의 위치와 일치하므로, 이러한 현상

은 단순히 노즐 출구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평균속도로 인

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프랙탈 및 Hexa. 형상 

격자의 노즐 출구에서 발생하는 화염 기저의 부상 높이가 

Z = 1.7 ~ 2.1D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지점에서 발생

하는 난류강도의 비교는 저선회 난류화염의 안정화에 중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화염 기저가 위치하게 되는 곳에

서 비교된 U는 노즐 출구 직후부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RRBT 0.2 기준의 프랙탈 격자는 해당 영역에서 Hexa. 형

상의 격자보다 약 40 ~ 54%의 증가분을 보였다. 식 (3)에

서 보여진 길이 방향 난류강도(U = ′/)와 난류화염속

도(

)의 선형적 관계를 염두하고 생각하였을 때, 프랙탈 

형태의 격자 사용으로 우수해진 U는 저선회 연소장의 난

류화염속도(

)를 증가시켜 화염안정화에 유리하게 작

용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프랙탈 형상으로 증가된 난류 성능을 전체 에너지 영역 

기준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속도 신호의 에너지 스펙트럼

()을 로그 배율로 Fig. 6에 나타내었다. 막힘률 70%의 난

류생성판이 장착된 연소기의 평균 화염 기저 위치는 대략 

Z = 2.1D에서 발생하므로, 노즐 중심선상 출구 기준 10 

mm 위치에서 50 kHz의 취득률(sampling rate)을 이용하

여 유동의 가장 작은 길이스케일인 콜모그로브 길이스케

일(Kolmogorov length scale)의 영역까지 에너지가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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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rghi – peter flame regime diagram of the 

various turbulence generates plates with 

low swirler.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체 

주파수 영역에서 프랙탈 격자의 RRBT가 줄어듦에 따라

서 난류가 강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Hexa. 

격자의 경우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RRBT 0.6, 0.8과 비슷

한 위치에서 발생하였지만,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위 두 

가지 격자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먼 주파수까지 소

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과 U의 결과에서 보았듯

이, 프랙탈 격자의 경우 화염 기저의 평균 위치에서 RRBT

의 감소에 따라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졌다. RRBT 0.2에

서 0.4는 Hexa. 격자보다 더 높은 주파수 영역까지 에너지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확인이 되었지만, RRBT 

1.0의 경우는 난류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부터 낮게 발생하

여 높은 주파수까지 현저히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랙탈 격자를 이용하여 발생된 난류에너지 

상승 현상은 높은 주파수에서 확연히 관찰되는데, 약 

1000 Hz 이상의 더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RRBT의 감소

에 따라 증가된 난류 흐름을 통해 유동의 프랙탈화

(fractality) 효과가 명확히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나아가서, Hexa. 형태의 격자를 포함한 모든 난류생성판

의 에너지 스펙트럼들은 에디(eddy)들의 관성 영역

(inertial range)의 큰 특징인 콜모그로브 -5/3 멱함수

(power law) 법칙을 약 10 Hz 정도의 다른 주파수 영역에

서 추종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23]. 그러나, 프랙탈 

격자의 주요 특징인 격자 후류 난류에너지 감소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 평형 소산(non-equilibrium dissipation) 영역

의 길어짐 효과와 Richardson – kolmogorov 소산 이론에

서 가정되는 소산 계수(dissipation coefficient,  )가 일

정하지 않고, 1 / Reλ의 거동을 보이는 현상은 감소 영역의 

위치, 유속, 저선회 연소기 내부의 유동 영역을 분할하여 

상세하게 관찰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4].

3.2 저선회 화염의 난류 특성 영역

난류 예혼합연소에서 가장 중요한 난류화염속도(

)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구형 전파 화염, V형 

화염, 분젠 화염 등의 연소 구조는 난류강도(turbulent 

intensity)의 정도에 따라서 등방성 유동(isotropic flow 

field)을 유지하는 것이 까다로워지므로 난류화염을 명확

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선회 연소기의 장점은 높은 난류강도를 가진 등방성 난

류유동에서 안정적인 화염을 쉽게 형성할 수 있고[1, 2], 

일정한 속도 감소율을 가지는 중심선상의 유동장을 매우 

간단한 형태의 식으로 표현 가능한 것에 있다. 게다가 노

즐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상된 화염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화염 중앙에서 자유 전파하는 예혼합화염 특성을 레이저

를 통하여 쉽게 계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LSI 

내부에 위치하는 난류생성기(판)에 프랙탈 형상과 타공

의 Hexa. 형상을 적용하였을 때, 얇은 반응 영역(thin 

reaction zone)에 존재하는 난류화염의 특성을 화염 전단

면의 난류 유동 정보와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0 m/s로 고정된 유속에서 

Hexa. 형상과 프랙탈 형상의 저선회 화염을 당량비() 0.7

부터 0.9까지 0.05 단위로 조사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당량비 조건은 희박 가연 한계 근처 시 발생하는 

간헐적 불안정 현상을 제외한 안정적인 부상 화염 상태가 

유지되는 조건이다. 

예혼합화염의 영역을 구분 지어주는 Borghi - peter 선

도는 난류변동성분(′)과 층류연소속도(


)의 비와 적분 

길이스케일(

)과 층류화염두께(


)의 비로 표현되며, 예

혼합화염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 사용된다[28]. 

Borghi - peter 선도의 영역을 결정 짓는 유동성분은 LDV

를 이용하여 화염기저(flame base) 전단에서의 정보를 취

득하였다. 층류연소속도(


)를 계산하기 위해 PREMIX 

코드[29]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층류화염두께(

)는 

EQUIL 코드[30]를 이용하여 계산된 열확산도(

)를 사

용하여 구하였으며 사용된 상세 반응 메커니즘은 GRI 3.0

을 이용하였다[31]. 위 계산값을 이용하여 선도에 표현된 

난류 Reynolds 수, ReT, Damkhler 수, DaT, 그리고 

Karlovitz 수, KaT는 식 (4)에 나타내었다[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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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asured local displacements turbulent flame 

speed against unstretched laminar flame speed.

Fig. 9. Normalized local displacements turbulent flame 

speed as function of the normalized turbulent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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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격자의 경우 Fig.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 < ReT < 100, 0.1 < DaT < 1, 1 < KaT < 100의 

얇은 반응 영역(thin reaction zone)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영역에서는 콜모그로브 길이스케일이 

여전히 화염의 두께보다 크므로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화

염의 구조를 변경시키지는 못하지만, 예열대에 영향을 주

어 난류 열 및 질량 확산도를 증진시킨다[28]. 결과적으로 

전체 화염의 두께(flame brush)는 두터워지게 된다. 유동

의 길이 스케일이 예열대(preheat zone)에 영향을 주기 시

작하는 영역에서 프랙탈 형상의 격자가 만들어내는 하나

의 흥미로운 점은 화염의 물성값들을 정규화하였음에도 

RRBT가 줄어듦에 따라서 화염 영역의 위치는 조금씩 우

측, 상단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비반응 유동장

에서 발견되었던, 웨이크 상호작용 이론으로 설명된 낮아

지는 RRBT에 따라 발달하는 난류강도가 화염으로 들어

가는 상류 혼합기(mixture)에 영향을 미쳐 ′과 

를 증가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된다. 증가된 속도성분과 길이스케일

은 앞서 설명된 무차원수에 적용이 되어 선도 내 움직임

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화염이 존

재하는 조건에서도 프랙탈 격자의 적용으로 증가된 난류

강도는 앞서 소개된 





 ′


로 표현되는 

Damkhöler 모델 식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저선회 화염

의 난류화염속도를 뚜렷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

3.3 난류유동과 저선회 화염의 상관식

RRBT의 감소에 따라 증가된 난류강도에 영향을 받는 

난류화염속도를 조사하기 전에 제안된 대부분의 모델 식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와 저선회 화염 전단에서 측정한 


을 Fig. 8에 도시하였다. 모델 식에서도 보이듯이, 


는 



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이론당량비

( = 1)에 가까워 짐에 따라 증가하는 층류연소속도(


)

는 실험적 연료 상수, 와 난류변동성분, ′과 결합하여 

난류화염속도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격자에 따른 난류화염속도의 거동

이 Fig. 5(b)에서 보여진 난류강도의 경향과 유사하게 분

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Hexa. 형상의 격자는 RRBT 0.4

와 0.6 사이에서 존재하고, 프랙탈 형상의 격자들에서는 

RRBT의 감소에 따라 난류 연소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RRBT의 감소에 따라 높은 난류화염속도를 가지

는 것으로 보아, 화염 전단의 유동장에 추가적인 난류에너

지를 전달하여 난류연소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

가 된다. 상세하게 보자면, 화염이 존재하는 유동에서 기

존의 Hexa. 형상의 격자를 기준으로, 난류 성능의 증대 효

과가 가장 큰 RRBT 0.2의 
는 모든 층류연소속도 조

건에서 평균 10%의 상승을 보였고, 가장 저조한 난류강도

를 보여주는 RRBT 1.0의 경우 다시 10%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화염이 존재하지 않은 유동장에서 RRBT의 감소는 다

양한 유동스케일 간의 혼합 거리를 증가시켜, 난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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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ormalized local displacements turbulent 

flame speed as function of ReT.

Fig. 11. Dependence of normalized local displacements 

turbulent flame speed on correlated function 

of ReT and ′


 .

증가시키는 것을 난류강도의 거동과 에너지 스펙트럼을 

통해 이전 절에서 확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랙탈 

형상이 유발한 난류 성능 증대 효과가 LDV를 이용하여 

측정한 화염선단 기저 부분의 유동장에서도 동일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RRBT의 감소는 화염의 유

무에 상관없이 ′와 U의 증가를 유도하며, 난류에너지()

의 증가가 다양한 층류연소속도 조건에서도 적용되어 높

은 난류화염속도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


 

 (5)

부상된 화염의 기저 부분에서 LDV를 통해 측정된 국부 

변위 난류화염속도(local displacement turbulent flame 

speed, 
)는 정지된 화염 면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반

응물들의 유속으로 정의될 수 있다. 측정된 
와 ′는 

R.K. Cheng 등이 보고한 정규화된 화염속도 관계를 통해

서 기존 연구와 비교할 수 있다[25]. Cheng은 연소기 내부 

난류 생성 슬롯에서 발생하는 15 mm로 고정된 적분 길이

스케일 기준 아래 ′


 < 30 조건까지의 ′과 
의 관

계를 식 (5)와 같은 선형적인 상관식으로 표현하였다[12, 

25]. 제안된 식에서 는 연료의 실험 상수로 제안되었으

며, 다양한 압력과 입구온도 조건에서 탄화수소

(hydrocarbon) 연료인 경우 1.7 ~ 2.2, 수소(H2) 연료에서

는 3.15 ~ 4.6으로 제안되었다[25-27, 35]. 하지만 연소기 

내부 형상으로 인해 하나의 

값으로만 고정되어 발생하

기에 난류화염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염 위치에

서의 다양한 난류 스케일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고정된 유속 조건( = 10 m/s)에서 프랙탈 형상의 격

자를 통해서 생성된 다양한 난류 유동스케일과 화염스케

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속도성분분인 ′과 국부 변위 평균 난류화염속도인 


를 층류연소속도(


)로 각각 정규화한 ′


과 




의 비교를 Fig. 9에 나타내었다. 

프랙탈 형상의 격자에서 RRBT의 감소는 난류강도를 

증가시켜 난류화염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이미 Fig. 8을 통

해 확인되었다. Fig. 9에서 보이는 


로 정규화된 
은 

′


 < 10 범위에서 RRBT값이 작아짐에 따라 실험적 

연료 상수  = 1.73(R
2
 = 0.87) 값을 가지며 선형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Cheng

이 보고한 ′과 
의 선형 관계(linear relationship)를 

추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다양한 당

량비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층류연소속도를 정규화

(normalization)하였음에도 ′에 의해 발생한 
의 상

승은 프랙탈 형상의 격자가 현저히 증폭된 난류강도와 난

류에너지를 통해 화염 면적의 확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 Cheng에서 보여준 식 

(5)의 n = 1인 선형적인 결과와 달리 난류 구형 전파화염에

서 Bradely가 제안한 ′


의 증가에 n < 1 일때 나타나는 

굽힘현상(bending effect)은 저선회 화염에서 발견되지 않

았다[28]. 본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듯이 ′


에 1차 선형

적인 


의 관계는 저선회 화염의 연구 결과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놀랍게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

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얇은 반응영역의 난류 예혼합화염에 영

향 미치는 인자에 속도변동섭동과 층류화염속도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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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과 화염의 길이스케일이 포

함된 상관관계를 제안하는 것이 난류화염속도가 가지는 

선형적 거동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Fig. 10은 층류연소속도로 정규화된 국부 변위 난류화

염속도를 유동 내의 에디의 성분(

′) 과 층류 화염에 근

거한 정보(




)의 비를 의미하는 난류 Reynolds 수인 

ReT를 Hexa. 형상과 프랙탈 형상의 격자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유동과 화염의 성분으로 무차원화된 난류 

Reynolds 수, ReT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ReT는 ′


에 

비례항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ReT도 0으로 줄어들게 되어, 난류화염속도와 층류화염속

도는 동일한 값(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ReT

의 증가에 따라 


의 값은 ReT

0.5
 형태를 만들어내

며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며, 적분 길이스케일의 효과는 제

곱근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거동은 이전

의 난류 예혼합화염들의 연구인 구형 전파 화염과 V 형태

의 화염에서 측정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28, 32, 

36]. 앞서 설명된 난류변동성분과 난류화염속도의 간단한 

1차 선형 관계와 달리 제곱근 형태로 거동한다는 의미는 

얇은 반응 영역(thin reaction zone)의 난류화염속도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함에 유동 및 화염의 스케일이 포

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Fig. 9

에서 보여진 다양한 격자에 대하여 중첩된 현상들과 달리 

Hexa. 형식과 프랙탈 격자들은 RRBT 별로 ReT의 증가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되어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된 당량비 조건에서 Hexa. 형상의 경우 앞서 비

(非)반응장에서 보였듯이 RRBT 0.4와 0.6의 ReT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불 수 있고, 난류 성능 효과가 가장 컸었던 

RRBT 0.2는 ReT = 35 ~ 56의 범위에서 가장 높게 분포한

다. 즉, RRBT의 감소에 따라 ReT값은 약간의 영역을 공유

하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의 의미는 층류화염두께(

)와 유동의 적분 길이스케일

(

)이 배제된 난류화염속도와 ′



만의 상관관계와 

달리, 당량비에 따라서 화염과 유동의 길이스케일을 포함

한 ReT은 당량비 조건에 의존하는 층류화염의 고유성분

과 예열대 내부에서 확산도를 증가시키는 난류유동성분

의 효과를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얇은 반응 영역대에 존재하는 화염 조건 내에서 프랙탈 형

상의 격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유동 길이스케일의 영향

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유동과 화염의 길이스케일

을 포함하여 난류화염속도를 평가하는 것이 속도성분만

을 이용하는 것보다 화염 간의 상관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

으로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각각의 내부 인자에 대한 영향

을 분리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된 ′


과 난

류의 길이스케일과의 함수 결합을 통한 상관식 제시를 기

반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6)

유동과 화염의 길이스케일을 내포한 ReT와 ′


이 결

합된 상관관계식을 정규화된 난류 평균 속도와의 관계로 

Fig. 11에 도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RRBT값의 프랙탈 

형상과 Hexa. 형식의 격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차원화된 

난류 평균 화염속도는 식 (6)에 대하여 높은 결정 계수(R
2 

= 0.97)를 가진 선형적인 결과를 보였다. 여기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상관식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ReT와 

′


이다. ReT의 정의를 생각해보았을 때, 0.06의 지수 

값을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유동과 화염의 길이스케일 비

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에 관하여 무시할 만큼 소극

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


은 0.64의 

지수 값과 함께 전체적으로 선형적인 함수 형태를 결정하

는 중요한 변수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얇은 반응 영역(thin reaction zone)에서 Hexa. 형태

와 프랙탈 형태의 격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유동 성분과 

길이스케일을 가진 난류화염의 화염속도 값은 층류화염

속도로 무차원화된 난류변동성분에 대단히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관식 선 상에서 

RRBT에 따른 난류화염속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같은 상

관식 값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RRBT 별 


의 분

포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이것은 유동스케일과 속도

성분 외 난류화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관계식들은 난류유동의 길이스케일

과 속도성분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앞서 보여진 결

과를 통해 관계식에 사용된 인자들만으로는 얇은 반응 영

역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과 유동에 대한 응답들을 완

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즉, 프랙탈 형상으로부터 발현된 

난류 성능 또는 화염 신장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열 및 물질 

확산도와 다양한 연료 혼합 조건에 따라 상이한 확산도를 

비교함으로써 분자 수준에서의 열 및 물질 전달 과정이 난

류화염면에 작용하는 역할을 더욱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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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저선회 연소기의 확대유동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중앙 난류생성판의 형상을 기존 일반 타공형 

Hexa. 격자와 십자(十字) 형태의 프랙탈 격자를 적용하였

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난류 속도성분과 길이 성분에 대한 

부상 화염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1) 난류평균속도는 난류생성판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

는 현상을 보이며, Hexa.와 프랙탈형상의 RRBT 1.0 

~ 0.8은 지속적인 감소를, RRBT 0.6 ~ 0.2는 최저점 

이후 약간 증가하는 형상을 보였다. 노즐 출구 이후 

모든 격자에서 난류평균속도는 근소한 차이의 속도 

확대율(ax)을 보였으며, 가상원점(Zo)과 노즐 출구위

치(ZE)의 보상에서도, 모든 격자에서 저선회 화염의 

안정화 메커니즘인 자기 상사성(self similarity)의 특

성이 잘 나타나므로 넓은 유속 범위에서도 일정한 부

상높이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축 방향으로 조사된 완화길이 이전 영역에서 프랙탈 

격자의 최대 난류강도값과 난류변동성분의 최대 위

치와 일치하였으며 RRBT가 줄어듦에 따라 두 값이 

발생하는 위치가 후류로 밀려나는 현상이 웨이크 상

호작용 이론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RRBT 감소에 따

라 증가된 난류강도는 부상화염이 위치하게 되는 Z 

= 1.7 ~ 2.1D에서 높은 난류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을 

에너지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이용된 화염은 모두 얇은 반응 영역(thin 

reaction zone)에 위치하는 것을 Borghi – Peter 선도

를 통해 확인하였다. 선도 분석을 통해 RRBT의 감

소에 따라서 선도 내의 우측 상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격자에 의해 발달된 난류에너지가 

화염으로 들어가는 난류 유동에 영향을 미쳐 난류 적

분 스케일(

)과 변동성분(′)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되었다.

4) 프랙탈 형상의 격자를 통해서 생성된 다양한 난류스

케일과 화염스케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RRBT 별 당량비 조건에 따른 ′과 
를 비교하

였다. RRBT의 감소는 정규화된 유동 및 화염 성분

에서 1차 선형 증가하는 거동을 만들어냈고, 프랙탈 

격자가 현저히 증폭된 ′을 형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에 Cheng이 보고

한 저선회 연소기에서의 ′에 따른 
 거동과 유

사하였다.

5) 길이스케일과 속도성분의 비로 이루어진 난류 

Reynolds 수인 ReT는 
와 제곱근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어 길이스케일의 영향이 비(非) 선형

적인 거동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

로 난류 길이스케일과 속도성분 인자들의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선형적으로 엮

어진 상관식과 


의 관계에서 길이스케일을 

내포한 난류 Reynolds 수인 ReT보다 속도성분만을 

의미하는 ′


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고, 이는 속

도성분이 유동과 난류화염속도의 전체적인 상관관

계 형태를 만들어내는 주요 인자가 됨을 보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

다(No. 20181110100290).

References

[1] B. Bedat, R.K. Cheng, Experimental Study of 

Premixed Flames in Intense Isotropic Turbulence, 

Combust. Flame, 100 (1995) 485-494.

[2] R.K. Cheng, Velocity and Scalar Characteristics of 

Premixed Turbulent Flames Stabilized By Weak 

Swirl, Combust. Flame, 101 (1995) 1-14.

[3] K.N.C. Bray, P.A. Libby, J.B. Moss, Unified modeling 

approach for premixed turbulent combustion - part 

I: general formulation, Combust. Flame, 61 (1985) 

87-102.

[4] J.H. Frank, P.A.M. Kalt, R.W. Bilger, Measur-

ements of conditional velocities in turbulent 

premixed flames by simultaneous OH PLIF and 

PTV, Combust. Flame, 116 (1999) 220-232.

[5] H. Kobayashi, T. Tamura, K. Maruta, T. Niioka, 

F.A. Williams, Burning velocity of turbulent 

premixed flames in a high-pressure environment. 

Symposium (International) on Combustion, 26 

(1996) 389-396.

[6] H. Kobayashi, Y. Kawabata, K. Maruta, Experimental 

study on general correlation of turbulent burning 

velocity at high pressure, Symposium (International) 

on Combustion, 27 (1998) 941-948.

[7] H. Kobayashi, K. Seyama, H. Hagiwara, Y. Ogami, 

Burning velocity correlation of methane/air turbulent 

premixed flames at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

ature, Proc. Combust. Inst., 30 (2005) 827-834.



난류생성기 판 형상에 의한 난류화염 특성 연구 33

[8] A. Soika, F. Dinkelacker, A. Leipertz, Measurement 

of the resolved flame strucutre of turbulent 

premixed flames with constant reynolds number 

and varied stoichiometry, Symposium (International) 

on Combustion, 27 (1998) 785-792.

[9] V. Robin, A. Mura, M. Champion, O. Degardin, B. 

Renou, M. Boukhalfa,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f stratified turbulent V shaped flames, 

Combust. Flame, 153 (2008) 288-315.

[10] D. Bradley, M.Z. Haq, R.A. Hicks, T. Kitagawa, M. 

Lawes, C.G.W. Sheppard, R. Woolley, Combust. 

Flame, 133 (2003) 415-430. 

[11] D. Bradely, How fast can we burn?, Symposium 

(International) on Combustion, 24 (1992) 247-262

[12] R.K. Cheng, I.G. Shepherd, B. Bédat, L. Talbot, 

Premixed turbulent flame structures in moderate 

and intense isotropic turbulence, Combust. Sci. 

Technol., 174 (2002) 29-59.

[13] H. Jeong, M. Han, K. Kang, Y. Lee, K. Lee,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a Turbulence 

Generating Plate in Low Swirl Combustor. J. Mech. 

Sci. Technol., 31 (12) (2017) 6077-6084.

[14] P.L. Therkelsen, D. Littlejohn, R.K. Cheng, Para-

metric study of low swirl injector geometry on its 

operability, ASME, GT20112-6846 (2012) 1-10. 

[15] N. Soulopoulos, J. Kerl, T. Sponfeldner, F. Beyrau, 

Y. Hardalupas, A.M.K.P. Taylor, J.C. Vassilicos, 

Turbulent premixed flames on fractal grid generated 

turbulence, Fluid Dyn. Res., 45 (2013) 061404.

[16] T. Sponfeldner, N. Soulopoulos, F. Beyrau, Y. 

Hardalupas, A.M.K.P. Taylor, J.C. Vassilicos, The 

structure of turbulent flames in fractal and regular 

grid generated turbulence, combust. flame, 162 

(2015) 3379-3393.

[17] A.A. Verbeek, P.A. Willems, G.G.M. Stiffeks, B.J. 

Geurts, T.H. van der Meer, Enhancement of 

turbulent flame speed of V shaped flames in fractal 

grid generated turbulence, Combust. flame, 167 

(2016) 97-112.

[18] K.H.H. Goh, Flames in fractal grid generated 

turbulence, Fluid Dyn. Res., 45 (2013) 061403.

[19] R.K. Cheng, The Gas Turbine Handbook, 2006.

[20] D.D. Rankin, Lean combustion: Technology and 

Control; Chapter 6, Lean Premixed Burners, Elsvier 

Inc., 2008.

[21] A.A. Verbeek, R.C. Pos, G.G.M. Stoffels, B.J. 

Geurts, T.H. van der Meer, A compact active grid 

for strring pipe flow, Exp. Fluids, 54 (2013) 1594.

[22] C. Tropea, A. Yarin, J. Foss, Springer Handbook of 

Experimental Fluid Mechanis, Springer, 2007.

[23] S.B. Pope, Turbulent Flow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4] N. Mazellier, J.C. Vassilicos, Turbulence without 

Richardson Kolmogorov cascade, Phys. Fluids., 22 

(2010) 075101.

[25] R.K. Cheng, D. Littlejohn, W.A. Nazeer, K.O. 

Smith, Laboratory Studies of the Flow Field 

Characteristics of Low-Swirl Injectors for 

Application to Fuel-Flexible Turbines, J. Eng. Gas 

Turb. Power, 130 (2008) 021501.

[26] D. Littlejohn, R.K. Cheng, Fuel Effects on a Low 

wirl Injector for Lean Premixed Gas Turbines, Proc. 

Combust. Inst., 31 (2017) 3155-3162.

[27] R.K. Cheng, Turbulnce interactions of Premxied 

Combustion, 2017 tech. rep., Keio University, Tokyo.

[28] N. Peters, Turbulent Combus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9] R.J. Kee, J.F. Grcar, M.D. Smooke, J.A. Miler, E, 

Meeks, Premix : A fortran Program for Modeling 

Steady Laminar One-Dimensional Premixed Flames,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Report 1985;SAND: 

85-8540.

[30] R.J. Kee, J. Warnatz, J.A. Miller, A Fortran Computer 

Code Package for the Evaluation of Gas-Phase 

Viscosities, Conductivities, and Diffusion Coefficients,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Report 1983; SAND: 

83-8209.

[31] G.P. Smith, D.M. Golden, M. Frenklach, N.W. 

Moriarty, B. Eiteneer, M. Goldenberg, et al. 

GRImech. 3.0. http://combustion.berkeley. edu/gri 

mech/; 1999.

[32] I. Glassman, Combustion, Academic Press, 1996.

[33] A. Aspden, M. Day, J. Bell, Lewis Number Effects 

in Distributed Flames, Proc. Combust. Inst., 33 

(2011) 1473-1480.

[34] P. Griebel, R. Bombach, A. Inauen, R. Schären, S. 

Schenker, P. Siewert, Flame Characteristics and 

Turbulent Flame Speeds of Turbulent, High-Pressure, 

Lean Premixed Methane/Air Flames, ASME, 

(2005) GT2005-68565 405-413.

[35] R.K. Cheng, D. Littlejohn, Laboratory Study of 

Premixed H2/Air and H2/N2/Air Flames in a 

Low-Swirl Injector for Ultralow Emissions Gas 

Turbine, J. Eng. Gas Turb. Power, 130 (2008) 031503.

[36] K.O. Smith, F.C. Gouldin, Turbulence effects on 

flame speed and flame structure. AIAA Journal, 17 

(1979) 1243-1250.



강연세 · 이기만34

저자정보

강연세

순천대학교 기계우주항공공학

과 석사과정이며, 관심분야는 

층류 화염 이론 및 구조해석과 

난류 유체의 비(非)반응장 및 반

응장 실험적 이론 분석 및 레이

저 진단기법이다.

이기만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기계우주

항공학부 교수로 12대(2018∼2

019) 한국연소학회 회장을 역임

하였다. 혼합연료연소, 화염구

조해석, 연소불안정성 및 레이

저 진단기법 등에 관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