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소학회지, Vol.15, No.1, pp.12-21(2010)12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 연락저자, ybyoon@snu.ac.kr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연소 불안정 모드 분석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장수*․김민기*․박성순*․이종근**․윤영빈*†

An Experimental Study of Instability Mode Analysis in a Model Gas 
Turbine Combustor

Min-ki Kim, Jangsu Lee, Sungsoon Park, Jong-Guen Lee and Youngbin Yoon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ion of combustion instability characteristics in a lean partially 
premixed gas turbine dump combustor. Dynamic pressure transducers were located on combustor and inlet sec-
tion to observe combustion pressure oscillation and difference at each measurement places. Also flame shape 
and CH* chemiluminescence were measured using a high speed ICCD camera. The combustor length was 
varied in order to have different acoustic characteristics from 800 to 1090 mm.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shows the stability map in model gas turbine combustor. And the effects of 
combustor length, mixture velocity in the mixing section and equivalence ratio were studied by the pressure 
perturbation and heat release oscillation. Also, the instability frequency and mode analysis were studied in last 
two sections. We observed two dominant instability frequencies in this study. Lower frequencies were obtained 
at lower equivalence ratio region and it was associated with a fundamental longitudinal mode of combustor 
length. Higher frequencies were observed in higher equivalence ratio conditions. It was related to secondary 
longitudinal mode of combustor and mixing section. In this instability characteristics, pressure oscillation of 
mixing section part was larger than pressure oscillation of combustor. As a result, combustion instability was 
strongly affected by acoustic characteristics of combustor and mixing section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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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터빈은 고효율, 저공해 기관으로 항공부문에

서 산업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전후로 NOx에 의한 배기배출물이 

문제시 되면서 기존에 이론공연비 근처에서의 연소

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후 희박혼합연소(lean 
premixed flame)의 개념이 중요시 되었고, 이로 인

해 NOx의 발생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화
염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었다[1,2].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연소불안정 현상

은 Heat release와 연소기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음

향파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접근들은 로켓 모터, 램젯 엔진, 제트 엔진의 after-
burner 등의 연구에서도 이루어졌다.

희박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연소불안정 현

상은 blow out 근처의 낮은 당량비 영역에서 발생

하게 되는데, 이는 당량비가 낮아짐에 따라 ignition 
delay time이 길어지면서 당량비 변동에 따른 reac-
tion rate의 진동이 커져 결과적으로 열방출파의 진

폭을 크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소불안정 현상의 발생은 비정상적인 열방출파

의 국소적인 변화가 연소실의 음향파와 서로 상호작

용으로 인해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 진동은 연료/공기 혼합부의 압력 진동

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러한 진동이 다시 연소시 발

생하는 열방출파의 진동을 만들어 연소 불안정 현상

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때 이러한 연소불안정 현상

이 나타날 때에는 다음과 같은 Rayleigh criterion[3]
을 만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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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체 시스템에 공급되는 총 에너지의 합이 

음향파의 소산과 열전달로 인한 열 손실에 비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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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gas turbine combustor.

지게 되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소

실에서 발생하는 압력진동과 연소시 발생하는 열방

출파의 위상이 서로 90도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이
로 인해 연료 인젝터와 화염과의 거리, 화염의 길이

와 모양, 연소기내의 음향학적 경계, 공기 유량 진

동, 연료 유량 진동, 연소기내 음속 등에 의해 연소

동특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4-15].
가스터빈 내에서 발생하는 연소 불안정 메카니즘

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그룹에서 연구되고 있

으며, Kim[6] 등은 Flame Transfer Function(FTF)의 

연구를 통해 각 연소기 마다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

서 최대의 압력진동이 나타남을 관찰 하였고, Lieu-
wen[4,5,14] 등은 FTF 연구를 통해 각 주파수 대역

에서의 delay time을 관찰하여 연소실의 압력 진동

과 열방출파의 위상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Dowling[7] 등은 연소실 및 연료/공기 혼합부의 

음향학적인 수치해석 연구를 통해 연소 불안정 현

상이 일어날 때 관찰할 수 있는 압력 진동을 통해 

연소 불안정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

소실 길이, 연료/공기 혼합기의 속도, 당량비를 변

동시키면서 연소불안정 현상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다수의 동압측정으로 연소불안정시 나타나는 연소

불안정 모드와 phase를 분석하여 불안정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는 크게 공기가열장치, 공
기공급라인, 연료노즐, 가시화용 쿼츠연소기, 배기

단의 V형 플러그 노즐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가열

장치는 40 kW급 전열기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
급되는 공기를 400℃까지 가열 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실험시 공급되는 공기온도는 ±1% 이내로 제어

된다. 연료/공기 혼합부는 공기가열장치 후단 오리

피스와 연소실 덤프면 사이에 위치하며 지름 40 mm, 
길이는 470 mm이다. 연료노즐은 공기공급라인 상

에 위치하며 덤프면에서 130 mm 떨어진 지점에 위

치하고 있다. 스월 베인의 팁 부분에서 연료가 분

사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기와 스

월 베인 후단에서 혼합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소

적인 당량비의 변화가 있어 부분 예혼합(partially 
premixed) 화염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스월 

베인의 각도는 51°로 설계되었다. 연소실은 연소 동

특성 측정을 위한 원형 STS tube와 화염 가시화를 

위한 Quartz tube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소실의 직

경은 120 mm이다. 배기단에 위치한 플러그 노즐은 

음향학적 경계를 만들어 연소실의 공명주파수를 변

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 후단에 위치한 스텝 모터에 의해 연소실의 

길이를 800 mm에서 1,090 mm까지 0.1 mm 단위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2.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연소

동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와 유량조절

을 위한 유량계가 사용되었다. 또한 연소실험시 발

생하는 압력 섭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공기공급라인

에 3개, 연소실에 5개의 PCB사에서 제작한 102A05 
동압센서를 사용하였고, sampling rate는 초당 10,000
개의 데이터를 받아 크기를 관찰하였고, FFT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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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dynamic pressure sensors in mixing section and combustor.

5000 Hz까지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동압센서의 
위치는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량 제어 및 연

소실 연소압력을 관찰하기 위해 Valcom사의 정압

센서가 사용 되었다. 온도 측정은 K-type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공기공급온도, 연소실 온도, 
유량제어를 위한 차압계 근처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장치에 공급되는 연료 유량은 Alicat Scientific
사의 M-1500SLPM-D Mass flow meter를 이용해 측

정하였고, 공급되는 공기유량의 경우 대한인스트루

먼트사의 FKC-4 차압계를 이용해 측정한 차압과 동

시에 측정된 공기 공급압력과 공기온도를 이용해 조

절하였다. 또한 CH* 자발광 측정을 위해서는 Photron
사의 고속 ICCD 카메라가 사용되었으며, 1/4000 fps
의 속도로 화염을 촬영하였다.

센서 데이터 취득은 National instrument 사의 C- 
RIO와 DAQ 장비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LabVIEW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센서 데이터 처리 및 유량

제어를 수행하였다. 각각 유량계와 차압계를 이용

하여 계산한 연료, 공기 유량은 KANOMAX 사의 

Hot-wire velocimeter인 Model 6332D를 통해 확인하

였으며, 계산 값과 연소기 출구에서의 측정 속도 오

차는 3% 이내로 확인되었다.

2.3. 실험방법

Table 1. Test condition
Air temperature 400℃

Combustor pressure approx. 1.03～1.13 bar
Inlet velocity 40, 50, 60, 70 m/s

Equivalence ratio 0.6, 0.65, 0.7, 0.75, 0.8,
0.9, 1.0, 1.1, 1.2

Combustor length 800, 850, 900, 950,
1,000, 1,050, 1,090 mm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료로는 메탄이 89.4%
인 LNG를 연료로 사용하였다. 실험 조건은 공기공

급온도 400℃, 연소실 길이 800～1,090 mm, 당량비 

0.6～1.2, 혼합기 속도 40～70 m/s 범위를 측정하였

다. 이때 연소실 길이는 50 mm 간격으로 증가시키

며 총 7개 실험조건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당량

비의 경우 0.6 이하에서 blow out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당량비 1.2에서 0.6까지 0.05씩 낮추

어 가면서 측정하였다. 혼합기 속도는 덤프면 출구 

연료 / 공기 혼합기의 속도로 10 m/s 간격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목표속도와 당량비 조건을 

1.2에 맞춘 후 당량비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hysteresi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서히 당량비를 

낮추어 가며 소염 될 때까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화염 안정화 지도

Fig. 3은 모든 실험 조건에서 관찰된 동압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때 기준되는 동압 값은 덤프

면에서 160 mm 떨어진 지점의 동압센서의 값을 이

용하였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연료/공기 혼합기 속도 70 m/s에서 

전체적으로 연소가 불안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는 당량비 1.2, 연소실 길이 1,050 mm 조건

에서 혼합기 속도의 변화에 따른 CH* 자발광 이미

지를 평균하여 나타낸 화염 이미지이다. 이 때 각 이

미지는 50장의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으며, 화염의 

형상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혼합기 속도 40 m/s 인 조건에서 화염사진의 경우 

화염이 연소실의 덤프면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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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bility map.

(a) 40 m/s (b) 50 m/s

(c) 60 m/s (d) 70 m/s
Fig. 4. Time-averaged images of CH* chemiluminescence at L = 1,050 mm, Φ = 1.2.

볼 수 있었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화염이 부상한 형

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때 부상한 화염의 경우 

같은 당량비 조건에서 비슷한 형태를 관찰할 수 있

었으며, 이를 통해 혼합기 속도의 경우 화염의 부

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40 m/s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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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Φ = 1.2 (b) Φ = 1.1

(c) Φ = 1.0 (d) Φ = 0.9

(e) Φ = 0.8 (f) Φ = 0.7
Fig. 5. Time-averaged images of CH* chemiluminescence at L = 1,050 mm, V = 70 m/s.

에서는 거의 대부부의 실험 조건에서 안정한 화염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혼합기의 속도 70 m/s, 연소실 길이 1,050 
mm 조건에서 당량비의 변화에 따른 CH* 자발광 이

미지를 평균하여 나타낸 화염 이미지이다. 당량비가 
낮아짐에 따라 화염의 부상 높이가 점점 증가하는 경

향을 볼 수 있었고, 부상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연소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당량비가 가장 낮은 0.7의 조건에서는 실제로 

연소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이를 통해 단순히 당량비의 변화가 연소 불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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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bility map at v = 70 m/s.

Fig. 6은 혼합기 속도 70 m/s에서의 화염 안정화 

지도이다. 이 때 연소실의 길이에 따라 화염의 안

정성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소실 

길이가 800～900 mm, 1,090 mm의 경우 에서는 모

든 당량비 조건에서 연소불안정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연소실 길이가 950～1,050 mm의 조

건에서는 당량비가 낮아짐에 따라 연소 불안정 현

상이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량비 

0.8～0.9 조건에서 특히 강한 연소 불안정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연소실 길이 950 
mm의 조건에서는 당량비 1.0 이상의 조건에서 연소

불안정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연소불안정 현상의 경우, 연소실의 길이와 관련

이 되어있는 음향파가 연소불안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3.2. 연소 불안정 주파수

Fig. 7은 동압 데이터의 FFT 분석을 통해 얻은 주

파수별 강도를 전체 실험 조건에 대해 정리한 내용

이다. Lee[8] 등의 실험에 의하면 다양한 실험 조건

에서 측정한 동압 데이터의 FFT 강도 분석을 했을 

때, 연소불안정 현상 발생시 특정한 1～2개의 주파

수 대역에서 최대의 강도가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도 367～404Hz, 820～850Hz 대역의 주파수로 연소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때 연소실 길이의 경우 800～1,090 mm, 측정된 연소

실 온도의 경우 약 1,000～1,350℃의 범위에서 나타

났다. 연소불안정 주파수의 분석을 위해 연소실 내

에서 발생하는 음향파의 경우 1차원 음향파를 가정

하고 연소실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아래의 식

과 같이 연소실의 공진주파수를 예측하였다. 예측

한 연소실의 Longitudinal mode(n=1)의 주파수는 약

Fig. 7. Instability strength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frequency for all operation conditions.

330～490 Hz의 범위를 가지게 되지만, 실험시에는 

Fig. 4에서와 같이 Longitudinal mode가 367～404 Hz
의 대역에 맞는 실험 조건에서 주로 연소불안정 현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소실 길

이와 연소실의 온도에 의해 계산되어지는 연소기의 

공진주파수가 특정한 주파수와 동조될 때 강한 연

소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d   


  

mod   

  

  

(2)

Fig. 8은 연료/공기 혼합기 속도가 70 m/s일 때 당

량비가 0.9인 조건과 1.2인 조건에서 다양한 연소실 

길이 조건에서 FFT spectrum을 나타낸다. (a)의 경

우 연소실 길이가 1000 mm일 때, 연소불안정 현상

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의 연소불안정 주파수는 375 Hz이다. 연소실 길이

에 의해 연소불안정 주파수는 변화하게 되는 현상

을 볼 수 있고, 특정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면서 연

소불안정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량비가 높은 영역을 보여주는 (b)의 경우에서도 

연소실의 길이가 950 mm일 때, 가장 강한 연소불안

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
정 주파수와 연소실의 음향 모드가 일치하는 길이

에서 강한 연소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3. 연소 불안정 모드와 위상차

연소기에서 연소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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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Φ = 0.9

(b) Φ = 1.2
Fig. 8. FFT spectrum at v = 70 m/s.

는 연소실의 형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음향파와 

열방출파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소불안정 주파수는 연소실 또는 연소실과 연결되

어 있는 공기 공급라인의 음향파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Fig. 9는 당량비 0.7～0.9 구간에서 발생하는 

약 400 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진 연소불안정 발생

시 공기공급라인과 연소실의 동압센서에서 관찰되

는 압력섭동의 크기와 위상차를 보여준다. (a)의 그

래프에서 표현된 선은 연소실의 Longitudinal mode 
(n=1)에 해당하는 연소실 위치별 동압 추정치이며, 
점으로 표현한 것은 해당 위치에서 측정된 동압값

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의 동압값이 추정치와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고 연

소실의 끝부분에 위치한 동압 데이터의 경우 연소

실 후단에 위치한 노즐 부근의 낮은 온도로 인해 약

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의 경우 덤프면에서 160 mm 위치에 있는 동압센서

를 기준으로 위상차를 표시한 그래프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공급라인상에 위치한 센서의 경

우 연소실에 가까워질수록 연소실과 위상차가 줄어

들면서 연소실에서는 거의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진

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소실에서 압력 
node위치인 500 mm를 기준으로 약 180°의 위상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연구

되었던 FTF 연구에서 나타났던, 화염의 응답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연소 불안정이 강하게 나

타나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이 연소실의 형상이나 연

료 분사 위치나 연료/공기 혼합 성능 등에 의해 결

정되며 이러한 형태의 연소 불안정 현상 발생시 공

기공급라인에서 발생하는 압력진동보다 연소실에서 
압력진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를 통해 해당 실험에 사용된 연소기의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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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amplitude of experimental data and estimate value

(b) Phase difference between each sensors
Fig. 9. Combustion instability mode analysis at L = 

1,000 mm, Ф = 0.9, V = 70 m/s.

응답 함수를 얻어내게 되면 370～400 Hz 부근에서 

음향파에 의해 화염이 영향을 받는 최대 주파수 대

역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Fig. 10은 당량비가 높은 1.0～1.2에서 주로 나타

나는 연소불안정 현상 발생시 측정한 압력의 진폭과 
위상차를 보여준다. 이때 연소실의 음향파는 half 
wave mode로 가정하였으며, 공기공급부의 경우 quarter 
wave mode로 가정하였다. (a)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연소실의 Longitudinal mode(n=2)의 예상 값

이며, 점선의 경우 공기공급라인의 Longitudinal mode 
(n=2)의 예상 값이다. 각각의 점은 위치별 동압센서

에서 측정된 압력 진폭을 보여주고 있다. Fig. 9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압력 값이 예상 값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Longitudinal mode(n=2)에 해

당하는 연소불안정 현상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

(a) Pressure amplitude of experimental data and estimate value

(b) Phase difference between each sensors
Fig. 10. Combustion instability mode analysis at L = 

950 mm, Ф = 1.1, V = 70 m/s.

다. (b)의 경우 위상차를 보여주며 압력 node가 위치

한 약 -330, 240, 720 mm 지점을 기준으로 위상차가 
약 18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에서 가정한 연소실과 공기공급부의 음향모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Longitudinal mode(n=1)과는 달리 

공기공급라인에 위치한 압력센서에서 측정한 압력

값이 연소실에서 측정된 압력값보다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Kim[6] 등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소실

의 압력진동이 공기공급부의 압력진동보다 작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소불안정 현

상 발생시 공기공급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의 진동이 

평균 압력에 비해서 약 10% 전후의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연소불안정 현상이 공기공급부

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진동에 큰 영향을 받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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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실험에서 해당 주파수 대역의 연소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공급되는 공기의 진동

으로 인한 당량비 변동이 음향파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증폭되기 보다는 공기공급부의 압력진동이 상대

적으로 강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소불안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소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연소실의 공진주파수뿐만 아니라 공

기공급부에서 나타나는 공진주파수가 연소불안정 주

파수와 비슷한 값으로 계산된다. Fig. 10 조건에서 

연소불안정 주파수는 829 Hz로 나타나며, 1-D 음향

파로 계산한 공기공급부의 공진주파수는 829 Hz, 연
소실의 공진주파수는 827 Hz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

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연소불안정 현상이 나타나

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주파수가 비슷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나타나

는 연소불안정 현상은 공기공급부의 형상에 큰 영향

을 받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연소실 
길이, 당량비, 공기 유량 등을 변화시켜가면서 희박 

예혼합 화염의 연소동특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

다. CH* 자발광 실험을 통하여 각 변수별 화염안정

성을 가시화하여 당량비는 연소불안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나, 혼합기의 속도는 화염응답성을 변화시

켜 비교적 속도가 높은 구간에서 연소불안정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에서는 약 375 Hz와 829 
Hz에서 강한 연소 불안정 주파수가 관찰되었는데, 
두 주파수 대역 모두 연소실에 위치한 동압센서에 

의해 측정된 진폭과 위상을 통해 연소실의 길이에 

의해 발생하는 음향모드(Longitudinal mode, n=1, 2)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연소불안정시 

나타날 수 있는 음향모드의 밴드인 320～480 Hz, 
640～960 Hz의 대역중에서 실제적으로 연소불안정

이 나타나는 특정 대역의 주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소실내의 음향 주파수를 결정하게 되는 연소실의 

온도(또는 당량비), 연소실 길이가 연소불안정 현상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서 관찰된 400 Hz 근처의 연소불안정 현상은 
연소실의 길이방향 모드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연소불안정 현상은 화염응답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 가스터빈 연소불안정에 관한 연구들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800 Hz 근처에서 나타나는 연

소불안정 현상의 경우에는 연소실의 길이방향 모드

와 연료/공기 혼합부의 길이방향 모드에 의해 발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음향학적인 주파수

가 비슷한 조건에서 연소불안정 현상이 발생되었고, 
또한 연소실의 압력 진동보다도 연료/공기 혼합부

에서의 압력진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서부발전 중장기 기술과제 “가스

터빈(GE7FA DLN-2.6) 연소기의 연소불안정성 제어

기법 개발”과 서울대학교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IAAT)
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M. P. Boyce, Gas turbine engine handbook-3rd 
edition, GPP press, USA, 2001, p. 47

[2] M. P. Boyce, Handbook for cogeneration and com-
bined cycle power plant, ASME press, USA, 2001, 
p. 41

[3] Rayleigh, J.S.W., “The Theory of Sound - Vol. 
2”, New York, 1945

[4] T. Lieuwen and B. T. Zinn, “The role of equi-
valence ratio oscillations in driving combustion 
instabilities in low NOx gas turbines”, 27th 
Symposium in Combustion, 1998, pp. 1809-1816

[5] T. Lieuwen and Y. Neumeier, “Nonlinear pressure- 
heat release transfer function measurements in a 
premixed combustor”, Proceedings of the Com-
bustion Institute, 2002, pp. 99-105

[6] K. T. Kim, J. G. Lee, H. J. Lee, B. D. Quay, 
and D. A. Santavicca, “Characterization of forced 
flame response of swirl-stabilized turbulent lean- 
premixed flames in a gas turbine combustor”, 
ASME Turbo Expo, 2009, GT2009-60031

[7] A. P. Dowling and S. R. Stow, “Acoustic analysis 
of gas turbine combustors”, Journal of Propulsion 
and Power, Vol.19, No. 5, 2003, pp 751-764

[8] H. J. Lee, K. T. Kim, J. G. Lee, B. D. Quay, 
and D. A. Santavicca,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coupling of combustion instability mechanism 
in a lean 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ASME 
Turbo Expo, 2009, GT2009-60009

[9] K. K. Venkataraman, L. H. Preston, D. W. Simons, 
B. J. Lee, J. G. Lee, and D. A. Santavicca, 
“Mechanism of combustion instability in a lean 
premixed dump combustor”, Journal of Propulsion 
and Power, Vol. 15, No. 6, 1999, pp. 909-918

[10] T. Lieuwen, H. Torres, C. Johnson, and B. T. 
Zinn, “A mechanism of combustion instability in 
lean 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s”, Journal 
of Engineering for Gas Turbines and Power, Vol.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연소 불안정 모드 분석에 관한 실험적 연구 21

123, 2001, pp. 182-189
[11] D. S. Kim, J. G. Lee, B. D. Quay, and D. A. 

Santavicca, “Effect of flame structure on the flame 
transfer function in a premixed gas turbine com-
bustor”, ASME Turbo Expo, 2008, GT2008-51014

[12] K. T. Kim, H. J. Lee, J. G. Lee, B. D. Quay, and 
D. A. Santavicca, “Flame transfer function mea-
surement and instability frequency prediction using 
a thermoacoustic model”, ASME Turbo Expo, 
2009, GT2009-60026

[13] N. Noiray, D. Durox, T. Schuller, and S. Candel, 
“Self-induced instabilities of premixed flames in

a multiple injection configuration”, Combustion 
and Flame, Vol. 145, 2006, pp. 435-446

[14] T. Lieuwen, “Modeling premixed combustion - 
acoustic wave interactions : a review”, Journal of 
Propulsion and Power, Vol. 19, No. 5, 2003, pp. 
765-781

[15] J. M. Cohen, J. R. Hibshman, W. Proscia, T. J. 
Rosfjoird, B. E. Wake, J. B. Mcvey, J. Lovett, M. 
Ondas, J. Delaat, and K. Breisacher, “Longitudinal- 
mode combustion instabilities : modeling and ex-
periments”, 2000, NASA/TM-2000-210067

접수일 : 2009. 12. 28
심사완료일 : 2010. 03.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