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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bustion instability of a synthetic coal gas flame in a partially-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has been 

numerically studied by utilizing a lumped network code, OSCILOS. Both H2 percentage of the coal gas 

consisting H2 and CH4 and the length of the combustor were varied in this study. A companion experimental 

data were borrowed and used for validating the numerical results. The predicted results reasonably agree 

well with the afore-mentioned experimental ones. It was found that the mode of the instability shifted to the 

higher mode when H2 content of the gas became larger, and that the dominant frequency of the instability 

was reduced as the combustor was getting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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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bets 

f : Frequency

i,j : Imaginary

n : Gain

p : Dynamic pressure 

Q : Heat release rate 

s(=jω) : Laplace variable

u : Velocity 

Greeks

Δ : Difference

ø : Equivalence ratio or phase

ω : Angular frequency

Superscripts

^ : Time-varying complex amplitude 

― : Average

* : Radical  

Subscripts

f : Fuel

m,n : Orders of numerator and 

denominator of Eqs. 4 and 5, 

respectively

기 호 설 명

1. 서 론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을 단계적으로 줄이

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에너

지 전환 정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1]. 석탄화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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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을 방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

에서 불완전 연소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인 (합

성)석탄가스를 생산하여 1차로 가스터빈을 구동하고 배

기가스에서 회수된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켜 2차

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이 주목받

고 있다[2]. 석탄가스와 유사한 연료 조성의 합성천연가스

도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SNG(synthetic natural 

gas), 부생가스(off-gas), 바이오 가스,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저탄소(carbon-free) 에너지 생태시스템을 추구

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용 가스터빈도 지속적

으로 진화하여 100% 수소 가스터빈을 목표하고 있다. 메

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존의 발전

용 가스터빈을 수정·보완한 발전용 수소 가스터빈이 제너

럴일렉트릭(GE)[3], 지멘스(Siemens)[4], 미쯔비시-히타

치파워시스템(MHPS)[5] 등의 가스터빈 제작사에서 출

시되고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발전효율을 향상시키고 

질소산화물 등의 공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개 희박 

연소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희박 가연 한계 부근에서 작동

되어 연소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6,7].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소불안정은 열음향적 관점에서 보면 연소기 

내 음향파에 의한 유속 또는 당량비의 섭동이 열방출율의 

변동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피드백 현상에 의해 연소실 내

의 음향장의 특정한 공진모드가 가진되어 발생한다[6]. 이 

현상은 운전 조건의 제약, 부품의 조속한 품질 저하, 및 발

전시스템의 치명적인 손상 등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연소불안정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8-12]. 가스터빈 연소시스템의 여러 부분

을 균일한 음향 요소들로 나누고 각 요소간의 경계에서 일치

조건을 적용해 전체를 해석하는 lumped network method[8], 

시간 영역[9] 또는 주파수 영역[10]에의 음향 섭동 방정식

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음향섭동법, 그리고 LES(large eddy 

simulation)을 통한 연소해석[11,12]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임페리얼대학 Morgans 그룹[13]이 lumped network 

method 기반의 OSCILOS 코드를 개발하였다. 

연소불안정 예측 시 연료분사기를 포함한 연소기에 해

당하는 계산영역, 연소 전후의 열유동 물성치 이외에도 화

염응답 모델과 음향경계조건 등이 요구된다. 화염응답 모

델은 연료/산화제 혼합기의 유속 또는 당량비 등의 섭동에 

대한 화염의 열방출율 특성을 제공하며 지배방정식의 생

성항으로 사용된다. 선형 열음향 응답 모델인 화염전달함

수(FTF, flame transfer function)와[14,15] 비선형 모델인 

화염묘사함수(FDF, flame describing function)로[10,16]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실험적으로[14-16] 측정하거나 수

치적으로[10] 계산한다. 음향경계조건의 경우, 많은 선행 

연구[7,17,18]에서는 연소기 등 큰 압력용기의 입구에서 

열린 조건(압력섭동 p’=0)을, 연료분사기의 노즐 목 등 한 

단면에서 질식 조건을, 또는 연소기 출구 또는 덤프면에서 

닫힌 조건(속도섭동 u’=0)을 이론적으로 가정하여 적용

하였다. 실험적으로 결정된 경우는 Kim 등[14]이 파분해

법을 이용하여 (주파수에 무관하게) 단일 복소수 값으로 

음향반사계수를 측정하여 연소불안정을 해석하였고, 최

근 ISO[19]에 기술된 흡음재료의 음향반사계수 결정이론

을 차용하고 TMM(two microphone method) 측정법을 활

용하여 가스터빈 연소기 연료분사기의 음향반사계수가 

주파수의 함수로 측정된 바 있다[20]. 

상기 OSCILOS 코드를 활용하여 Cha 등[8]이 Santavicca 

그룹[14]의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실험의 측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음향경계조건 변화와 연소기 길이 변화에 따른 

연소불안정을 예측하였고, 서울대 Kim 등[21]도 모형 부

분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기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 연

소불안정을 해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소기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불안정의 지배주파수가 감소하고 지

배적인 불안정 모드가 천이하는 등 관련 실험에서 관련된 

불안정 특성과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 

그룹이[22] 서울대의 모사 석탄가스를 사용한 모델 부분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 실험에서의[15,23,24] FTF 데이터 

등 실험 결과를 차용하여 해당 모델 부분 예혼합 연소기의 

연소불안정을 예측하였다. 모사 석탄가스의 연료조성 효

과 이외에도 FTF의 곡선접합 모델(2차 필터 모델 및 상태

공간모델) 효과와 음향경계조건 효과를 조사하여, 상태공

간모델과 주파수 함수로 표현된 음향반사계수(음향경계

조건)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 연구에[22] 이어서 모사석탄

가스의 연료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모델 가스터빈 연소기

의 길이를 변경하여 이 매개변수들이 해당 부분 예혼합 화

염의 연소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OSCILOS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석탄가스 가스터빈의 연소불안정

본 연구에서 차용하는 실험결과에[15,23,24] 대해 간략

히 설명하고, 곧이어 lumped network model인 OSCILOS 

코드를 이용한 석탄가스 모델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소불

안정 해석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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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 experimental condition[24] which is used

for validation of this study

Fuel H2/CH4

H2 % of fuel composition
1)

25; 37.5; 50; 62.5; 75

Heat input, kW 40

Air temperature, K 473

Air volume flow rate, slpm 1,100

Equivalence ratio 0.53 - 0.57

Fuel flow velocity, m/s 8.79 - 15.25
1)

 in volume

(a)

(b)

Fig. 1. (a) Schematic of a model partially-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and (b) TMM sensors 

installed along the air and the fuel lines[24].

Fig. 2. Instability frequency mode shifting of the two 

peaks with different H2 percentage of fuel 

composition with a combustor length of 1,410 

mm[24].

Fig. 3. OSCILOS combustor geometry of the model 

partially-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shown 

in Fig. 1(a).

2.1 상압 연소불안정 실험

최근 모사 석탄가스의 수소조성비와 운전조건에(Table 

1 참조) 따른 연소불안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압 모델 

부분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기(Fig. 1 참조)를 이용한 연소

실험이 서울대에서 수행되었다[15,23,24]. Fig. 1(a)에 보

는 바와 같이 연소기는 연소실 음향장의 고유주파수를 변

화시키기 위해 금속 연소부의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차용한 실험 결과는 총 연소기의 길이 1,410 

mm에서의 결과임), 실험장치에는 연료분사기 및 부분 예

혼합 연소기의 길이방향으로 총 11개의 동압센서가 설치

되어 연소기의 동압 분포가 측정되었고, 이들 중 덤프면에 

설치된 동압센서로 측정된 동압은 연소기의 연소동압의 

대푯값으로 활용되었다. Fig. 2는 H2 조성비를 변경시켰

을 때의 지배적인 연소불안정 주파수와 모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험 결과이며, 참고문헌 21의 실험결과(Fig. 

10)와 동등한 내용이다. 이 실험 결과는 제 3장에서 본 연

구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게 된다. 

이외에도 Fig. 1(b)에서와 같이 연료분사기의 연료 및 

공기 유로에 각각 한 쌍의 TMM 센서가 설치되었고, 여기

서 측정된 이들 동압신호를 활용하여 주파수의 함수로 음

향반사계수를 측정하였다[20]. 또한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료조성별 FTF 데이터, OH
*
 자발광 화염 이

미지 등도 활용되었다. 

2.2 석탄가스 연소불안정 예측

본 연구에서 사용한 OSCILOS 코드의 경우, 해당 연소

기 형상, 열물성치, 화염응답모델, 음향경계조건을 입력

한 후 주파수 영역 분석을 통해 연소불안정을 해석한다.

먼저, Fig. 1(a)에 소개된 모델 가스터빈 연소기에 대응

하는 OSCILOS 해석용 연소기 형상이 Fig. 3에 나타나 있

다. 그림에서 좌표 원점은 덤프면의 중심에 해당되며, 색

깔이 다른 세 수직 선분은 각각 해석영역의 입구, 화염, 그

리고 출구를 나타낸다. 연료분사기 및 연소기의 길이 및 

반경은 실험장치의 제원 또는 등가값을 사용하였다. 매개

변수인 연소기 길이는 실험장치 길이의 전후 값으로 다섯 

단계로 변화시켰다. 얇은 원판 형태로 가정한 부분 예혼합 

화염은 실험에서 얻은 OH
*
 자발광 이미지를 아벨 역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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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2 25% + CH4 75% (b) H2 37.5% + CH4 62.5% (c) H2 50% + CH4 50%

(d) H2 62.5% + CH4 37.5% (e) H2 75% + CH4 25%

Fig. 4. Flame transfer functions for five different fuel composition cases.

[25]한 후 최대 밝기 점(화염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H2 조성비가 감소함에 따라 연소기 덤프면에서 

부분 예혼합 화염까지의 거리는 15.5 mm에서 34.8 mm로 

측정되었다. Fig. 3에서 화염은 덤프면으로부터 34.8 mm 

(H2 25% + CH4 75% 케이스) 하류에 위치한다.

두 번째로, OSCILOS 실행에 필요하여 입력한 주요 열

물성치는 입구의 평균 물성치(예를 들면 압력, 온도, 및 유

속(또는 마하수))와 열입력 형태(화염 전후의 온도 또는 

연소열)이며, H2 조성비에 따른 부분 예혼합 화염의 연소 

전 혼합기와 연소가스의 필요한 열물성치는 CEA 코드

[26]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예측에 사용하였다. 

세 번째로 화염응답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혼합 화

염의 화염응답모델은 가진주파수(excitation frequency)

에서의 혼합기의 유속 섭동 u에 따른 연소 열방출율 변동 

로 정의된 FTF로 표현되나, 본 연구에서 차용한 부분 예

혼합 화염의 경우, Eq. (1)과 같이 당량비 섭동 에 따른 연

소 열방출율 변동로 정의된 FTF로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각주파수이며 ̂ 와 ̅는 각각 섭(변)동의 크기와 

평균치를 나타낸다. 부분 예혼합 연소기에서 연소불안정 

발생시, 열방출율 변동은 연료 및 공기 유량을 모두 섭동

하고(당량비 섭동으로 귀결) 이들 섭동은 열방출율 변동

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다만, 본 연구

에서 사용한 lumped network 모델의 한계 때문에 연료 및 

공기유로를 구분하여 해석하지 못하였고(Fig. 3 참조) 따

라서 공기유량 섭동의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 참고로 

FEM 기반 음향섭동법 코드로 연료 및 공기 유로를 구분

하여 연소불안정을 해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32]. 당해 

FTF 측정실험에서는 공기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연

료유량 일부를 바이패스시켜 가진장치를(참고문헌 21, 

Fig. 1 참조) 이용하여 가진시켰고, 연료유로의 유속 섭동 

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FTF는 Eq. (2)와 같이 당량비 섭

동이 아닌 연료 유속 섭동의 함수로 근사하였다. 각 가진

주파수 ( )에서 열선유속계로 측정한 와 OH
*
 

PMT로 측정한 열방출율 변동 를 사용하여 Eq. (2)와 같

이 FTF를 결정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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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2 25% + CH4 75% (b) H2 37.5% + CH4 62.5% (c) H2 50% + CH4 50%

(d) H2 62.5% + CH4 37.5% (e) H2 75% + CH4 25%

Fig. 5. Effective reflection coefficients for five different fuel composition cases.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는 Eq. (2)는 Eq. (3)과 같이 각 가

진주파수에서의 이득 과 위상차 ∆를 사용하

여 표현할 수 있다.

 






∆ (3)

 

각 H2/CH4 조성 케이스에서 실험적으로 측정된 FTF의 

이득과 위상차는 가진주파수의 함수로 정리되었다. 이후 

FTF는 Eq. (4)와 같이 라플라스변수  의 고차 다항

식으로 표현되는 상태공간모델(SSM, state-space model)

을 사용하여 제한적인 실험 데이터를 곡선접합하여 근사

하였다[27]. 

 





 ⋯ 




 ⋯ 
 (4)

여기서 ≤이다. 

Fig. 4는 각 연료조성 케이스에서 측정된 FTF의 이득과 

위상차 결과와 Eq. (4)로 접합된 결과를 보인다. 이득 및 위

상차 모두 SSM이 각각 측정된 결과를 비교적 정확히 접합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1(b)에서와 같이, 연료 및 공기 유로별

로 측정된 TMM 동압신호를 활용하여 참고문헌 20의 절

차에 따라 음향반사계수 R를 결정하여, 이 값의 이득과 위

상을 주파수(최대 2 kHz)의 함수로 정리하였다. 이후 상술

한 FTF의 경우와 유사하게 Eq. (5)와 같이 라플라스 변수 

 의 SSM을 사용하여 곡선접합하였다. 

 





 ⋯ 




 ⋯ 
 (5)

여기서 ≤이다. 

Fig. 5는 각 연료조성 케이스에서 측정된 음향반사계수

의 이득과 위상차 결과와 Eq. (5)로 접합한 결과를 보인다. 

측정(본 연구에서 계산)한 음향반사계수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보임에 따라 곡선접합한 SSM 접합차수가 FTF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FTF와 음향반사계수의 곡선접합인 FTF(s)와 R(s)의 

SSM 다항식 계수를 OSCILOS 코드 화염응답모델과 음

향경계조건의 Transfer function model 옵션에 각각 입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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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5

H38

H50

H63

H75

(a) Growth rate (b) Mode shape at max growth rate

Fig. 6. Growth rate variation and mode shape at maximum growth rate with different H2 percentage of fuel 

composition.

3. 연소불안정 결과 및 논의

우선 Table 1 및 Fig. 2에 기술된 검증용 실험결과에 따

라 연소기 길이를 1,410 mm로 고정하고 연료 조성을 다섯 

단계로 변화시켜 가며 연소 불안정을 해석하여 연료조성

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후 매개변수인 연소기 

길이를 실험장치 길이의 전후 값으로 다섯 단계로(1,310 

mm –1,510 mm; 50 mm 간격) 변화시켜 연소기 길이가 석

탄가스 부분 예혼합 화염의 연소불안정에 미치는 효과도 

관찰하였다.

3.1 연료조성 효과

기 보고된[22] H2 25% + CH4 75%(H25), H2 50% + CH4 

50%(H50), H2 75% + CH4 25%(H75) 케이스에 더해서 H2 

37.5% + CH4 62.5%(H38) 및 H2 62.5% + CH4 37.5% 

(H63) 케이스에 대해 연소불안정을 해석하였다.

Fig. 6은 각 연료조성에 대해 모드별 성장률 변화와 최대 

성장률을 보이는 종방향 음향모드 형상을 나타낸 결과이

다. 성장률은 특성 각주파수의 허수부로 판단하며, (+)부

호는 불안정 상태를 (-)부호는 안정 상태를 의미하며 그 크

기는 불안정 또는 안정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소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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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ormalized growth rate variation at five different

H2 percentage of fuel composition.

Fig. 8. Instability frequency mode shifting of the two 

peaks with different H2 percentage of fuel 

composition.

Fig. 9. Growth rate variation of the first three modes 

as a function of the combustor length at H25 

case. 

Fig. 10. Ratio of growth rates for the two dominant 

modes as shown in Fig. 9.

정의 1차 피크는 (+) 최대 성장률을 보이는 모드에 기인한

다고 판단한다. 또한 모드는 Fig. 6(b)의 압력 모드 형상으

로부터 판정하였다. 

조사한 다섯 연료조성 케이스 중 공통적으로 모드 1은 

연소불안정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수소 조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성장률은(Fig. 6(a)에

서 ■로 표기) 모드 2, 모드 2, 모드 4, 모드 4, 및 모드 5로 변

화하여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연료조성 변화에 따라 연

소불안정 모드의 천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연소불안정에 기여하는 모드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도 미약하나마 관찰되었다. 보다 효과

적인 비교를 위해 각 연료조성에서 최대성장률 값으로 여

타 모드의 성장률 값을 정규화한 결과가 Fig. 7이다. 전술

한 연소불안정 모드의 천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수소 조성비 증가에 따라 연소불안정이 발생한 1

차 및 2차 피크의 모드 변화를 관찰한 결과가 Fig. 8이다. 

이는 실험적으로 관찰한 결과인 Fig. 2와 부합한다.

3.2 연소기 길이 효과

차용한 실험 결과의 연소기 길이 1,410 mm에서 연소기 

길이를 변화시켜(1,310 mm –1,510 mm; 50 mm 간격) 가

며 모사 석탄가스의 연소불안정을 동일하게 예측하였다. 

연료 조성은 3.1절에서와 같이 다섯 케이스로 유지하였

다. 따라서 각 연료조성 케이스에 대해, 연소기 길이를 제

외한 화염 위치, 열물성치, FTF, 음향경계조건 등은 동일

하게 유지하였다. 

Fig. 9는 대표적으로 H2 25% + CH4 75% 연료 조성에 대

해 연소기 길이를 변화시켰을 때의 성장률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조사된 모든 연소기 길이에 대해 모드 2에서 최대 

성장률을 보임을 알 수 있는 등, 1,410 mm 케이스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단 연소기 길이

에서 모드 1이 연소불안정에 기여하는 점은 다소 다른 경

향이다. 결과를 수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타 연료조성 케

이스에서는 연소기 길이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소

불안정 모드가 1,410 mm 케이스와 다소 다르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천연가스 가스터빈에서 볼 수 있는 예

혼합 연소기와는 달리 부분 예혼합 연소기의 특성으로 알

려진 모드 천이의 결과와[21]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 

Fig. 10은 Fig. 9에 나타난 최대 성장률 값 대비 이차 성장

률 값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으로, 연소불안정 동압의 1차 

피크와 2차 피크의 크기 비율이 연소기 길이가 변화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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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ormalized dominant frequency variation at 

five different H2 percentage of fuel composition.

Fig. 12. Normalized growth rate variation at five 

different H2 percentage of fuel composition.

연소불안정에 대한 연소기 길이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1,410 mm 연소기 길이 케이스의 해당 

결과로 정규화를 시도하였다. Figs. 11와 12은 다섯 석탄

가스 연료조성에 대해 연소기 길이를 변화시켜 조사한 연

소불안정 1차 피크에서의 정규화된 지배 주파수와 성장

률을 각각 보이고 있다. Fig. 11에서는 타 연구[14,15]와 유

사하게 다섯 연료조성 케이스 공히 연소기 길이가 증가함

에 따라 연소불안정의 지배 주파수가 선형적으로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Fig. 12은 정규화된 최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섯 

연료조성 케이스에서 변화 경향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

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낮은 수소 비율의 세 케이스에서는 

연소기 길이가 증가할수록 최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높은 수소 비율의 두 케이스

에서는 1,410 mm 연소기 길이 케이스를 정점으로 증가 및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향후 이를 이해하기 위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출시된 수소 가스터빈은 역화, 연소불안정 등의 본

연의(intrinsi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multi-tube 

mixer(GE), radial swirler premixing burner(Siemens), sound 

absorption device(MHPS)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연

소시스템의 신규 또는 리트로핏(retrofit) 설계/개발 시 

OSCILOS와 같은 lumped network 모델은 여타 해석법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우수한 정확도의 연소불안정 예측 결

과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충분히 정확한 열물성치, FTF, 

음향경계조건 등의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4. 결 론

수소 및 메탄으로 블렌딩된 모사 석탄가스를 연료로 사

용하는 모델 부분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 실험에서 측정한 

FTF 등 실험 데이터를 차용하여 해당 석탄가스 부분 예혼

합 화염의 연소불안정을 OSCILOS 코드를 활용하여 예측

하였다. 차용한 실험에서의 다섯 석탄가스 조성 케이스, 

즉 H2 25% + CH4 75%, H2 37.5% + CH4 62.5%, H2 50% + 

CH4 50%, H2 62.5% + CH4 37.5%, 및 H2 75% + CH4 25%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 발표된 세 케이스에 더해서 잔

여 케이스도 조사하였다. 또한 연소기 길이를 변화시켜 이

에 따른 연소불안정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석탄

가스의 수소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연소불안정의 모드가 

고차 모드로 천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소기 길이가 증

가할수록 연소불안정의 지배 주파수가 감소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소기 길이가 변경됨에 따라 최대 성장

률을 나타내는 연소불안정 모드가 다소 변동됨을 알 수 있

었다. 

보다 성능이 개선된 수소 가스터빈 개발의 필요에 따라, 

연소시스템의 수정·개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이 때 

연소불안정은 극복해야할 기술적인 난제 중의 하나이다. 

연소시스템 수정·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정확한 

입력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OSCILOS와 같은 lumped 

network 모델은 여타 해석법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공학

적으로 유용한 연소불안정 예측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강

점이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

원을 받았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서울대 윤영

빈 교수님 및 인천대 이민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oadmap 

for Hydrogen Economy, January 17, 2019, Korea.

[2] Y. Joo, M. Kim, S. Park, D.K. Seo, Performance 

Analysis of Gas Turbine for Large-Scale IGCC Power 



석탄가스 모델 가스터빈의 연소실 형상 변화에 따른 연소불안정 특성 39

Plant, KEPCO J. Electric Power Energy, 2(3) (2016) 

415-419.

[3] J. Goldmeer, Power to Gas: Hydrogen for Power 

Generation, GE Power GEA33861, (2019).

[4] S. Patel, Siemens’ Roadmap to 100% Hydrogen Gas 

Turbines, July 2020, https://www.powermag.com/ 

siemens-roadmap-to-100-hydrogen-gas-turbines/.

[5] S. Patel, MHPS Secures First Order for Hydrogen- 

Capable J-Series Gas Turbines, March 2020, https:// 

www.powermag.com/mhps-secures-first-order-for

-hydrogen-capable-j-series-gas-turbines/.

[6] T. Poinsot, D. Veynante, Theoretical and Numerical 

Combustion, R. T. Edwards, Philadelphia, PA, (2005).

[7] T.C. Lieuwen, V. Yang, Combustion Instabilities in 

Gas Turbine Engines: Operational Experience, Fun-

damental Mechanisms and Modelling, AIAA, Inc., 

210, Reston, 2005.

[8] D.J. Cha, J.K. Song, J.G. Lee, A Case Study on 

Combustion Instability of a Model Lean 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with Open Source Code 

OSCILOS, J. Korean Soc. Combust., 20(4) (2015) 

10-18.

[9] J. Pierringer, T. Sattelmayer, F. Fassl, Simulation of 

Combustion Instabilities in Liquid Rocket Engines 

with Acoustic Perturbation Equations, J. Propul. 

Power, 25(5) (2009) 1020-1031.

[10] F. Nicoud, L. Benoit, C. Sensiau, T. Poinsot, Acoustic 

Modes in Combustors with Complex Impedances 

and Multidimensional Active Flames, AIAA J., 

45(2) (2007) 426-441.

[11] T. Poinsot, Prediction and Control of Combustion 

Instabilities in Real Engines, Proc. Combust. Instit., 

36(1) (2017) 1-28.

[12] Y. Huang, V. Yang, Dynamics and Stability of 

Lean-premixed Swirl-stabilized Combustion, Prog. 

Energy Combust. Science, 35(4) (2009) 293-364.

[13] J. Li, D. Yang, C. Luzzato, A.S. Morgans, OSCILOS: 

the Open Source Combustion Instability Low Order 

Simulator, Available at: <http://www.oscilos.com/>, 

2014. 

[14] K.T. Kim, J.G. Lee, B.D. Quay, D.A. Santavicca, 

Spatially Distributed Flame Transfer Functions for 

Predicting Combustion Dynamics in Lean 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Combust. Flame, 157 (2010) 

1718-1730.

[15] J. Yoon, S. Joo, J. Kim, M.C. Lee, Y. Yoon, Effects 

of Convection Time on the High Harmonic Com-

bustion Instability in a Partially Premixed Combustor, 

Proc. Combust. Instit., 36(3) (2017) 3753-3761.

[16] P. Palies, D. Durox, T. Schuller, S. Candel, Nonlinear 

Combustion Instability Analysis Based on the Flame 

Describing Function Applied to Turbulent Premixed 

Swirling Flames, Combust. Flame, 158 (2011) 1980-1991.

[17] A.P. Dowling, S.R. Stow, Acoustic Analysis of Gas 

Turbine Combustors, J. Propul. Power, 19(5) (2003) 

751-764.

[18] D.J. Cha, J.H. Kim, Y.J. Joo, Analysis of the Com-

bustion Instability of a Model Gas Turbine Combustor 

by the Transfer Matrix Method, J. Mech. Sci. Technol., 

23 (2009) 1602-1612.

[19] ISO, Acoustics–Determination of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and Impedance in Impedance Tubes, 

1998, ISO 10534-2.

[20] W.J. Song, D.J. Cha, Determination of an Acoustic 

Reflection Coefficient at the Inlet of a Model Gas 

Turbine Combustor for Power Generation, J. Korean 

Soc. Combust., 23(2) (2018) 7-13.

[21] J. Kim, J. Yoon, S. Joo, S. Kim, C.H. Sohn, Y. Yoon, 

Combustion Instability Analysis of Partially Premixed 

Model Gas Turbine Combustor with 1D Lumped 

Method, J. Korean Soc. Combust., 22(1) (2017) 

39-45.

[22] W.J. Song, D.J. Cha, B.G. In, Combustion Instability 

Characteristics on Fuel Composition of a Partially- 

Premixed Flame, J. Korean Soc. Combust., 23(4) 

(2018) 15-22.

[23] J. Park, M.C. Lee, Combustion Instability Charac-

teristics of H2/CO/CH4 Syngases and Synthetic 

Natural Gases in a Partially- 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Part I-Frequency and Mode Analysis, 

Int. J. Hydrogen Energy, 41 (2016) 7484-7493.

[24] M.C. Lee, An Experimental Study on Combustion 

Instability and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of 

H2/CO/CH4 Syngas in a Gas Turbine Combustor,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4. 

[25] K. Ahn, W. Song, D. Cha, Effect of a Preprocessing 

Method on Inverting Chemilumiscence Images of 

Flames Burning Substitute Natural Gas, Korean J. 

Air-Conditioning Refri. Eng., 27(12) (2015) 609-619.

[26] https://www.grc.nasa.gov/WWW/CEA Web/.

[27] D. Kim, S. Joo, Y. Yoon, Effects of Fuel Line 

Acoustics on the Self-Excited Combustion Instability 

Mode Transition with Hydrogen-Enriched Laboratory- 

Scale Partially Premixed Combustor, Int. J. Hydrogen 

Energy, 45 (2020) 19956-19964.

[28] http://www.mathworks.com.



윤규성 ․ 송원준 ․ 차동진40

저자정보

윤규성

한밭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석사

과정이며, 관심분야는 가스터빈의 

연소불안정, 건축설비의 에너지관

리 이다.

송원준

동신대학교 에너지기계설비전

공 조교수로 머신러닝 및 신호처

리에 기반한 발전용 가스터빈의 

연소안정성 진단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차동진

한밭대학교 설비공학과 교수로 

발전용 가스터빈의 연소불안정, 

플랜트 설비의 열유동 응용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