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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combustion instability in a reverse-flow gas turbine combustor was analyzed using a 1D
network model. Two different approaches of flame transfer functions were considered; one is a classical
   model and the other is a modified model considering the time delay distribution. As a result of
constructing a network model by rearranging acoustic elements in the flow direction, the analysis results of
frequency and mode distribution similar to the measurement were obtained. In addition, the feedback
instability prediction results considering the time delay distribution have shown modeling results closer to
the experiment compared to the classical    model.
Key Words : 1D network model, Acoustic mode, Feedback instability analysis, Flame transfer function,
Resonant frequency

기 호 설 명
Alphabets

Greeks

± :
 :
 :
 :
 :
 :

 :
x :

 :
 :
 :
 :
 :

Complex amplitude of acoustic wave
Speed of sound
Axial wave number
Circumferential wave number
Mach number
Heat release rate
Temperature
Axial coordinate

1. 서 론
연소불안정이란 연소기 내부의 음향파(acoustic wave)
가 유동의 속도 및 당량비 섭동을 생성하여 비정상 열 방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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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동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비정상 열 방출 섭동은 다시 음
향파와 결합하여 상호피드백 작용으로 인해 연소실 내의
압력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소불안정을 예측
하는 방법의 하나인 LES(Large Eddy Simulation),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와 같은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는 방법은 질량, 운동
량, 에너지 보존방정식을 사용하여 음향장과 연소장을 결
합하여 예측한다[1]. 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계산 비용
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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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음향 네트워크 모델(thermoacoustic network model)
을 이용한 연소불안정 해석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험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음향장 해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최근에 이에 대한 기초 연구[6]로서, 역

진행되고 있다[2-5]. 네트워크 모델은 실제 연소 시스템을
단순화한 후, 음향요소로 나누어서 해당 요소에서의 지배
방정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류형 구조를 갖는 연소기에 대하여 동일한 모델링 접근법
을 활용하여 음향장 예측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3차원 유
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

그러나 이 모델링 접근법은 실제 복잡한 시스템에서 적
용시 네트워크 요소화 및 형상의 단순화 과정에서 기인하
는 적용의 한계 및 이에 대한 오차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서는 화염섭동이 고려되지 않은 순수 음향장 해석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제 화염동특성과 연계되어 계측된
연소불안정의 주파수와 압력 섭동 모드 분포까지 확장하

고민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현대의 가스터빈은 제한된
연소 공간에서의 효율, 배출가스, 냉각, 진동 등의 다양한
인자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Fig. 1(a)에서와

여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현재의 연구는 기존 저자들의 연구[6]를 확장하여 화염
의 동특성과 연계한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불안정 특성 예

같이 역류형 연소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연소기 중심축을 따라 동일한  좌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동의 방향을 갖게 되고, 이 경우에 주어진 시

측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실험에서 계측된 주파수와 모드
분포의 비교를 통하여 본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열음향 모델에서 시스템의 불안정을 해석하기 위해 음

스템을 전통적인 네트워크 모델링 접근법에 기반하여 1
차원 음향 문제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Hubbard and Dowling[3]은 대상

향장과 결합하는 화염의 동적 특성을 화염전달함수(FTF,
Flame Transfer Function)로 정의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현재의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FTF 형태인 Crocco[7]
의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실제 화염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의 영향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관심 모드가 길이방향에 국한된다는 가정으
로부터 Fig. 1(b)에서와 같이 실제 유동의 경로에 따라 음
향 요소를 재배치하여 1차원 문제로 시스템을 수정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실제 역방향 연소기의 실

연구그룹의 현재 연구 단계에서는 실험적 또는 수치해석
적인 방법에 의한 직접적인 FTF가 제공되기 전단계인 관
계로, 이를 대신하여 계측된 화염의 기본 형상과 유동 속
도로부터 와 를 정의하였고, FTF의 또다른 인자인 이
득값()은 관심 범위를 지정하여 그 영향성을 평가하였다.

2. 해석 모델 및 방법
2.1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의 네트워크 모델은 음향 파동방정식
(Acoustic wave equation)을 지배방정식으로 하여 시스템
의 연소불안정 형상을 예측한다. 대상 시스템의 해석을 위
하여 좌표계는 원통 극좌표계(   )를 사용하였다. 이때
(a) Schematics of a real gas geometry

연소불안정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특성 길이에 지배적으
로 나타난다. 따라서 길이방향()과 원주방향( )에 비해
특성 길이가 짧은 반경방향()은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상
태량은 이상기체로 가정한 상태방정식(   )을
적용하였으며, 이때 열확산과 점성등의 효과는 무시하였
다. 음향학적 해석에 적용되는 물성치는 평균 성분값( )
과 섭동 성분값(′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예, 압력의 경
우,     ′ ). 음향 파동방정식은 질량, 운동

(b) Relocation of acoustic module with backflow
Fig. 1. Example of relocation of acoustic module with
backflow for network model[3].

량, 에너지에 대한 보존방정식(Conservation equation)과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을 선형화하고 결합하여 유
도된다. 이때 유도된 파동방정식은 아래와 같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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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 해석을 위해 좌측 항의 비정상 열발생 섭동이  ′
가 0인 경우 음향의 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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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음향장의 압력(), 밀도(), 축방향 속도(),
원주방향 속도( )의 섭동식을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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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전달되는 음파의 크기를 나타내며, 는 복
소주파수를, 상첨자()는 Fourier 영역에서의 섭동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첨자 ±는 음향장에서의 상류와 하류
방향을 의미하고, 과 는 각각 원주방향 및 길이방향의
파수이다. 또한  는 평균 음속이고, ±및 , ± 는 아래와
같다.

이렇게 정의된 섭동 성분들은 네트워크 모델에 적용하
기 위해 행렬  과 을 결합하여 Eq. 13으로 정의되고, 이
때 과  은 각각 Eqs. 11과 12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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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방향 운동량(), 에너지( )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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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모델은 임의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넘어가는
경계 조건에 대하여 위의 식들에서 정의한 상태량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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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적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면적변화가 없는
직관형태의 연결에서는 모든 상태량이 그대로 보존되며,
반면에 임의의 면적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비에 따라
운동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고려하며, 화염과 같이 특정위
치에서 열발생 섭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식
에서 추가적인 열-소스항(heat source term)을 고려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의 네트워
크 모델 관련 참고문헌들[2,3,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2 화염 모델
열음향 모델에서 연소가 고려될 경우, 열발생율의 존재
에 의한 소스항(source term)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때 섭동 성분 
은 화
염전달함수(FTF)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본 해석에서
FTF는 Crocco에 의하여 처음 제시된 기본적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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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대상 연소기 및 조건
3.1 해석 대상 연소기의 형상
본 연구에서의 해석 대상연소기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서 개발단계에 있는 실제 규모의 산업용가스터빈 싱글 노
즐 연소기이다[6]. Fig. 2는 시스템의 전체 공기 유입 경로
와 연소기와 노즐 및 라이너를 포함한 전체 실험 장치의 개
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공기 유량은 연소실 후단에
위치한 공기 입구 통로(4th chamber)를 통하여 유입되고,
연소실 라이너를 통과한다. 이 때, 연소실 라이너는 연소
실을 둘러싸고 있으며 주유동 흐름 방향과는 반대의 유동
을 가지면서 연소실 냉각을 담당하고, 노즐이 위치한 플레
넘(plenum)으로 유입된다. 연소실은 화염가시화를 위한
석영(quartz)과 강철(steel) 연소기 부분으로 구분된다. 특

(본 연구에서 FTF1)을 적용하였다.

 

       

 


(20)

이때     는 각각 열발생량, 축방향 속도, FTF의
이득값, 각진동수 그리고 시간지연을 나타낸다.
열음향 모델링시 화염동특성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는 연소불안정이 계측된 동일한 조건(연소기 형상과 운전
조건 등)에서 정확한 화염전달함수를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Yoon et
al.[8]과 Kim et al.[9]의 Lab-scale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정교하게 계측된 화염이미지(즉,
화염 길이,  )와 유속()을 통하여도 시간지연()을

Dump plane
Nozzle tip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overall combustion
system including flow direction and enlargement
of nozzle tip and quartz liner.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 실제 많은
연구그룹[13-18]에서 실험 및 CFD를 통해 얻어진 화염의
길이와 유속의 정보를 통하여 얻어진 를 이용하여 연소
불안정 모델링을 진행한 바가 있다.
현재 연구에서도 불안정 해석을 위한 를 실험적으로
계측된 화염이미지를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때 FTF의
이득값()은 기존의 부분예혼합 시스템[1,2-5,8-14]에서

(a) Acoustic analysis area of the entire system

의 일반적인 범위로 주어진 0.1~3.0 사이에서 변수로 적용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화염의 공간적 분포를 고
려하기 위해 Sattelmyer[13]가 제시한 의 분포를 나타내
는  ± 모델을 적용하여, FTF2로 정의한 후, FTF1의 해
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b) Relocated acoustic modules for network model

(21)

Fig. 3. Acoustic analysis region of the system and its
reorganization for netwo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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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림의 아래 사진에 나타나듯이, 본 연소기의 주요 특
징은 노즐 팁과 덤프면이 동일한 축 방향 길이에 위치하지

3.2 해석조건

않고, 노즐 팁이 덤프면의 위치로부터 52 mm만큼 플레넘
방향으로 후퇴(recess)하여 있어서, 화염면의 생성 위치
(즉, 노즐 팁)가 덤프면 상류에 존재할 수 있다(Fig. 4의 화

당량비 0.484, 연료로는 순수 메탄(CH4), 입구온도와 압
력은 719K, 1.5bar이며, 구체적으로 음향 해석을 위해 사
용된 화염 전후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표에서 사용

염 이미지 참고). 따라서 노즐팁에서의 화염 부착 영역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노즐팁 부분이 가시화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즐 팁 상류까지 석영 실린더를 적용하였다.
반면 Fig. 3은 Fig. 2의 전체 시스템 중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음향장 및 연소불안정 해석을 위한 관심 영역만을
도식화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유입된 공기는 연소실
라이너를 통하여 광계측을 위하여 필요한 매우 넓은 부피
를 갖는 석영 연소실 외부를 거쳐서 매우 좁은 개방 면적을
갖는 플레넘을 통하여 노즐과 연소실 내부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플레넘 입구에서 음향학적으로 닫힘 경
계 조건을 부여하여, Fig. 2에서 보이는 공기 입구, 라이너
와 석영 연소실 외부 공간은 배제하고, 플레넘 입구부터
연소실 내부 공간과 후단의 플러그까지를 해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나타낸 것이 Fig. 3(a)로써, 열음향 해석
관점에서, 플레넘(plenum) 입구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그
림의 방향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플레넘 내부에서 유
동의 방향이 반전되어 노즐의 스월러에서 연료와 혼합된
후, 연소실로 흐르게 된다 (그림에서좌측에서 우측 방향).
Fig. 3(b)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시스템을 네트워크 모델로
구현하기 위하여, 유동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 플레넘의 역
방향 유동 거리에 해당하는 영역을 노즐 입구에 배치하여

본 해석에서 선정한 운전 조건은 공기유량 0.3424 kg/s,

된기호의 하첨자 “1”은 연소 전 상태를 의미하고, “2”는
연소 후 상태이며, 연소실에서의 물성치는 단열화염온도
조건이 적용되었다.
또한, 연소실 출구는 플러그(plug)에 의하여 음향학적
으로 닫힘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플레넘 입구 역시 전체
단면적 대비, 매우 좁은 개방 면적(19%)으로 인하여 음향
학적 닫힘 조건(′  , reflection coefficient : 1)을 부여하
였다.

3.3 화염전달함수 매개변수 조건
화염전달함수는 화염 동특성의 절대값 인덱스(index)
인  , 그리고 시간지연값 에 의해 정의된다. 이때 는 2.2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료 인젝터 출구(노즐 입구에
서 33.5mm)로부터 화염면 중심까지의 거리와 각 구간의
평균 유속에 의해 정의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Fig. 4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해당 운전 조건
에서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OH* 자발광 이미지로부터 화
염 영역의 중심(center of mass)을 화염 길이로 정의하였

본 연구의 관심 모드인 길이 방향의 음향적 특성 길이를 동
일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Fig. 3(a)와 같이 플레넘의 일부
가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네트워크 모델에 반
영하기 위하여 Bloxsidge 등[4]의 연구에서와 같이 경사
면을 단면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다단 덕트로 모사하
였다.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Parameters
Temperature
Pressure
Density
Speed of sound

Notation


719 K



1788 K




Value
Fig. 4. Definition of  and  from the measured
flame structure.

1.5 bar

Table 2. FTF Parameters value



0.730 kg/m



0.287 kg/m3



523.9 m/s



800.0 m/s

Gain

3

Parameters

Notation

Value

Time delay



6.2 ms

Distribution of time delay

± 

2.4 ms



0.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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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림의 화염 형상에서 보이듯이 네트워크 모델에
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얇은 화염면(thin flame)”이 아

압 데이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본 결과의 3가지 모드는 모두 노즐과 연소실에 걸쳐 분포

닌 공간상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는 열음향 모
델링시 시간지연이 임의의 고정된 값()보다는 시간지연
분포(± )의 형태가 더욱 적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는 길이 방향 모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석 결과상에
서 120 Hz, 293 Hz, 568 Hz는 각각 길이 방향의 첫 번째

[11-14]. 특히 본 연소기 구조와 운전조건에서는 화염의
시작점이 연소실 덤프면이 아닌 노즐 끝단과 일치하였고,
이로부터 화염 중심으로부터 노즐 끝단까지의 거리를 통
하여  를 정의하였고, 동일한 크기의  를 통하여
화염의 후단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다른 FTF의 주요 변수인 이득값( )은 일
반적인 Lab-scale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실험적으로 도출
된 범위인 0.1~3.0에서 영향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Table 2는 이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4. 해석결과
4.1 FTF1 적용 결과

(a) 1L (First mode) : 120 Hz

Fig. 5는 시간 지연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전통적인   
모델인 FTF1을 적용시에 대표적인 3가지 모드의 주파수
와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는 Table 2와 같으며, 현
재 결과에서 은 편의상 1로 고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델링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많은
불안정 연구를 통하여 해석 타당도가 검증된 OSCILOS
[15]의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동일 조건의 실험결과에
서는 115Hz의 단일 불안정 모드가 계측되었는데 그림에
서는 세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Fig. 6은 Fig. 5에서 나타난 3가지 모드에 대하여 노
즐과 연소실 길이 방향에 대하여 동압 분포를 나타내었고,
마찬가지로 OSCILOS 및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수행된 동

(b) 2L (Second mode) : 293 Hz

(c) 3L (Third mode) : 563 Hz
Fig. 5. Frequency and growth rates of the resonant
modes.

Fig. 6. Comparison of axial mode shape distribution
between the network model and OSCILOS
calc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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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두 번째(2L), 세 번째(3L)의 조화(harmonic) 주파수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석상으로는 1L 및 2L에서는 성장

관심 주파수에서 모두 댐핑 역할(즉, 성장률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지연분포에

률이 0보다 큰, 즉 불안정한 주파수이고, 3L에서는 0 근처
인 과도기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나, 전술하였듯이 실험
결과에서는 1L(115 Hz)만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1로 고정)과 (현재 결과에서는 미반

대한 이전 연구들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11-14]과 동일
하였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고주파수인
2L과 3L에서 의 고려에 따른 댐핑 효과가 두드러졌으

영)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연구에서 적
용한 네트워크 모델 및 해석 접근으로부터 얻어진 기본적

며, 결과로서 FTF2 모델 적용시에 불안정한 모드는 1L만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에서 분
석한 의 영향은 고정된 화염 형상에 대해서 도출된 값

인 공진 모드의 예측 결과와 모드 분포의 해석 결과는
OSCILOS와 실험 결과와의 비교로부터 타당성을 확보하
였다고 판단되었다.

을 사용한 것으로서, 연료 조성 또는 운전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화염의 형상이 변경될 경우, 에 따른 불안정 특
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계

4.2 FTF2 적용 결과

측된 다양한 조건에서의 화염 형상을 토대로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고될 예정이다.
Fig. 8은 Fig. 7과 동일한 와 를 적용하되, 을 고정

Fig. 7은 Fig. 5와 동일 조건에서 시간지연분포 를 고려
하지 않은 FTF1 모델과 시간지연 분포가반영된 FTF2 모델
을 사용하였을 경우 전체 시스템 불안정 특성을 비교한 결
과이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시간지연 분포는 본 연소기의

값이 아닌 0.1~3.0으로 변화시켰을 때, 각 모드에 대하여
성장률의 영향을 도시한것이다.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세
가지 모드에 대하여 모두 의 증가는 성장률의 증가를 초
래하였다. 전술하였듯이, 본 해석조건과 동일한 연료 및
운전 조건의 실험에서는 115Hz(1L)의 불안정만이 계측
되고, 2L과 3L의 불안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 동일 조건의 해석결과에서도 2L과 3L에서는
현재 검토된 의 범위에서 모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1L만이 의 값에 따라 안정 및 불안정 영역이 존재할 수 있
었다.

5. 결론 및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는 역류형 구조를 가지는 산업용 가스터빈
Fig. 7. Comparison of instability modeling results
between FTF1 model with FTF2 model.

싱글노즐 연소기에서 화염의 동특성과 연계한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연소기에서의 피드백 불안정을 해석했다. 사
용된 화염전달함수의 매개변수로서 실제 실험에서 측정
된 화염 이미지의 후처리 과정을 통해 시간지연평균값( )
과 이의 분포()를 도출하였으며, 를 고려한 모델
(FTF2)과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모델(FTF1)로 두가
지 화염전달함수를 사용해 해석을 진행했다.
먼저, FTF1 모델을 사용하여, 본 역류형 연소기의 1차원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요소의 재배치를
통한 해석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로부터 유사한 불안정
주파수 및 모드 분포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개방형 오픈 열음향 코드인 OSCILOS의 해석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또한, 를 고려한 FTF2를 적용시에 시간지

Fig. 8. Effects of the gain of flame transfer function
on the change in the growth rate (using FTF2
model).

연분포는 본 연소기에서 나타난 공진 모드에 대하여 댐핑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염전달함수의 이득값인
에 대하여 영향성을 평가한 결과, 의 증가는 공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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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률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실험에서 불안정
영역으로 계측된 모드는 본 해석 결과에서 의 증가에 따
라 안정 영역에서 불안정 영역으로 이동한 반면에, 실험에
서 불안정 주파수로 계측되지 않은 모드는 본 해석 조건에
서의 의 범위에서 성장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안
정한 영역에 존재하였다.
현재의 연구에서는 정상 조건에서 계측된 화염 이미지
로부터 도출된  및 를 사용하여 의 일반적인 범위를
가정한 후에 피드백 불안정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불안정 조건하에서 화염의 구조는 정상상태의 화염
과 다를 수 있고, 또한 현재는 화염 중심부까지의 1차원적
인 축방향 거리로부터 평균  값을 도출하였는데, 연소실

[7]

[8]

[9]

[10]

반경 방향으로의 화염 분포 또는 지연 시간 분포 역시 고려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정량적 오
차를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본 연구그룹에서는 화염전달
함수 계측을 위한 실험 장치를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연
구에서는 계측된 화염전달함수를 바탕으로 불안정 모델

[11]

링을 실시하여 현재의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추가적
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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