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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been mainly motivated to numerically investigate the transient flame response to pressure 
oscillations in the gaseous hydrogen - liquid oxygen flames at supercritical pressures. The present analysis is 
based on the real-fluid transient flamlet model and the flame field is acoustically perturbed only by the sine- 
wave oscillations in the frequency range from 1,000 Hz to 5,000 Hz. Based on numerical results, the detailed 
discussions are made for the flame response characteristics and the transient flamelet response associated 
with the high-frequency combustion instability in the liquid propellant rocket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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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인 연소 불안정 현상은 연소실 내의 압력 

변동 폭이 정상연속 압력의 범위를 벗어나 그 변동

이 주기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소

실 내의 압력진폭이 정상압력의 10% 이상이면 연소 
불안정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엔진 조건에 따

라서 3~5%의 압력 변동에 의해서도 연소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1,2].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급격한 열과 압력 섭동으로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

을 초래한다. 특히 액체 로켓엔진에서는 연소 시 발

생되는 에너지의 밀도가 매우 높고 소산은 적기 때

문에 연소불안정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

한 손상을 야기하게 된다. 초기 대부분의 액체 로

켓엔진 개발 사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고 

현재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랜 기간 연구에도 불구하고 연소 불안정은 

엔진 공급체계와 인젝터, 추력실의 형상, 연소방식 

추진제, 작동 조건 등에 따라 구동메커니즘(열 발생

과 압력 섭동의 에너지 결합)이 현저히 다르기 때

문에 정확한 규명이 어렵다. 또한 에너지의 결합 경

로가 파악되더라도 에너지 소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연소불안정 발생 여부의 예측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압력 섭동에 대한 화염의 응답 거동을 
모델링[3]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액체 로켓엔진은 추진제의 임계압력 

보다 높은 압력(가스발생기 사이클: 60~120 bar, 예
연소 사이클: 120~250 bar) 에서 작동하게 된다. 초
임계 극저온 액체 분사에 관한 최근의 연구[4-10]에 

따르면 액적의 분열, 미립화, 난류와의 상호작용 증

발 등 아임계 상태의 분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액상

과 기상의 경계가 모호한 밀도가 높은 단상의 유체

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유체의 유

동은 난류확산에 의해 지배되고 극도로 높은 밀도 

구배를 갖고 열역학적 물성치와 수송 물성치가 이

상기체와는 상이한 변화를 갖는 것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화염편 모델[11,12]을 수정하여 

초임계 조건에 놓인 실제유체의 거동을 고려할 수 

있는 비정상 화염편 모델을 개발하여 고주파 연소 

불안정을 일으키는 인자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

하는데 앞서 연소실 내의 압력 변동에 따른 화염의 

응답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수치 및 물리 모델

본 연구에서는 실제유체 상태방정식 기반의 화염

편 모델을 이용하여 Table 1과 같이 LOx(100K) / GH2 
(300K) 추진제에 정상 압력(60bar, 120bar)의 3~10% 
압력 섭동 폭과 1,000~5,000 Hz 영역의 주파수 범위

에 대하여 비정상 화염편의 응답을 계산하였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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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utational conditions
GH2(300K) / LOx(100K)

SDR [1/sec] Equilibrium Near extinction
Pressure [bar] 60 120
Amplitude [%] 3 5 7 10
Frequency [Hz] 1000 ~ 500

학평형 상태에서 스칼라 소산율은 1,000 s-1으로 동일

하게 두었다. 순산소와 수소의 반응이기 때문에 일

반적인 탄화수소 계열의 반응보다는 훨씬 큰 스칼라 
소산율에 대해서도 충분히 화학평형을 이룰 수 있

다(Fig. 5). 소염 근처의 스칼라 소산율 값은 정상상

태 화염편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압력 섭동의 영향은 기존의 비정상 화염편 모델

[11,12] 내의 압력 항을 아래 식과 같은 사인파 형태

로 강제하여 모델 하였다.

′ 


 (1)

p, p' = pressure[bar]
Amp. = fluctuation amplitude[%]
ω = fluctuation frequency[Hz]
t = time[sec]

또한 초임계 극저온의 실제유체 효과를 고려하

기 위하여 열역학적 상태량과 수송물성치에 대하여 

Chemkin-II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패키지를 

직접 구성하여 비정상 화염편 방정식에 필요한 물

성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역학적 상태량

에 대해서는 SRK(Soave-Redlich -Kwong) 상태방정식

[13,14]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화학종 및 혼합물의 
점성, 열전도 계수와 같은 수송 물성치에 대해서는 

Chung, Ely, Hanley 그리고 Takahasi의 모델을 사용하

여 초임계 상태의 수송 물성치를 다루었다[15-21].
화학반응에 대해서는 8개 화학종, 20단계의 반응

식으로 이루어진 Dryer[22]의 화학반응식을 이용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염영역에 따른 응답특성

Fig. 1~2는 화학평형 영역과 소염근처 영역에서 열 
방출량과 온도의 시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을 통해서는 압력파와 열방출의 위상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Fig. 1(a)와 같이 화학평형 영역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비정상 상태 화염의 응답은 같

은 압력에 대하여 정상상태 해를 기준으로 두 지점

에 존재하고 이는 압력파와 위상차가 있음을 나타

낸다. 반면, Fig. 1(b)의 소염근처 영역에서는 정상상

태 해를 따라 위상차를 보이지 않는 비정상상태 응

답을 보이고 있다. 소염근처 영역(Fig. 2(b))에서 보

이는 동상(in-phase)의 열방출 응답특성은 Rayleigh's

(a) Equilibrium regime

(b) Near extinction regime
Fig. 1. Periodic trace of transient flamelet solutions of 

mamxium temperature and overall heat release 
rate fluctuation with respect to the pressure 
oscillation.

(a) Equilibrium regime

(b) Near extinction regime
Fig. 2. Normalized fluctuations of the maximum tempe-

rature, overall heat releas rate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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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3]에 따라 외부 압력섭동을 증폭시키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외부 압력섭동의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화염응답특성이 음

향장에 주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

만 위와 같은 결과와 기존의 연구 결과[24,25]를 바

탕으로 소염근처 화염의 응답특성이 음향장의 증폭

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화학평형 영역에서 압력파의 특성시간인 가

진 주파수와 화염구조의 특성시간을 나타내는 스칼

라소산율을 식 (2)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현하면 Fig. 
3과 같은 압력섭동과 열방출 특성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2)

fn = normalized frequency,
f = it forced frequency[Hz],
χ = scalar dissipation rate[s-1]

가진 주파수와 스칼라소산율을 특성시간의 관점

에서 해석해 보면 fn 값이 1보다 작아질수록, 즉 화

Fig. 3. Normalized fluctuations of the maximum tempe-
rature, overall heat release rate and pressure at 
each normalized frequency, fn.

염구조가 갖는 특성시간이 외부 교란의 특성시간보

다 짧아지기 때문에 응답지연 시간이 짧거나 일어

나지 않고 압력파와 거의 동상으로 열방출이 일어

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주파(O[101~102]) 영
역의 외부 교란으로도 연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저주파 영역의 연소 불안정은 연소

실의 압력변화가 추진제 공급 유량에 영향을 주고 

점화과정에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연소실 

압력에 변화를 주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러한 종류의 연소 불안정 현상은 엔진시동 시 연소

실의 압력을 빠르게 승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다.

3.2. 압력 섭동량에 따른 응답특성

압력 섭동 폭을 정상작동 압력의 3%부터 10%까

지 주었을 경우 Fig. 4와 같이 그에 상응하는 온도와 
열방출량의 섭동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10% 압력 

섭동에 대해서는 정상 압력의 -9% 근처에서 온도와

Fig. 4.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and overall 
heat release rate with respect to the pressure 
fluctuation at fixed scalar dissipation rate (near- 
extinc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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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pper branches of S-curves for several pre-
ssures near extinction.

열방출이 주기적 응답에서 급격히 이탈하여 정상응

답에 복귀하지 못하고 소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Fig. 6. Variations of temperature and overall heat re-
lease rate with respect to the pressure fluctuation 
at fixed scalar dissipation rate (near-extinction 
regime).

다. Fig. 5에서 여러 압력에 대한 스칼라소산율을 비

교해 보았을 때 압력이 낮아지면 소염한계에서 스

칼라소산율 값이 선형적으로 함께 낮아진다. 또한 

소염한계 근처에서는 스칼라소산율 값에 대한 온도 

변화율이 크게 증가한다. 기준이 되는 스칼라소산율

이 정상 압력의 -10%(108 bar)에서의 소염 한계값 임

을 감안할 때 정상 압력의 -10% 상태에 도달하기 전

에 화염이 소염되는 것은 소염한계 근처에서 급격

한 온도변화 특성과 압력파와 동상의 열방출 특성

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
소염근처 영역에서 두 정상상태 압력(60, 120 bar)

에 대하여 비교해보면 온도변화와 열방출 패턴 모

두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60 bar와 120 bar에서 그 

동특성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Fig. 6을 보면 60 bar
에서는 온도와 열방출의 정량적인 값이 해당 압력

에서 얻을 수 있는 정상상태의 값과 차이가 나지 않

지만 120 bar처럼 압력이 더 높아지면 소염한계 근

처에 스칼라소산율과 온도 변화율의 관계에 의해 기

준 압력에서 낮아질수록 정상상태 해와 멀어지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액체산소의 임계압력(50.4 
bar)보다 높은 초임계 압력 상태로 갈수록 화염편의 

비정상 응답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3. 주파수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

화학평형 영역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압력파와 위

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위상 

이동이 일어나고 소염근처 영역에서는 동상의 응답

을 보이고 있다(Fig. 7). 이는 소염근처 영역의 화염

은 모든 영역의 주파수 영역의 압력파와 결합되어

질 가능성이 높고 화학평형 영역은 특정 저주파 영

역의 압력파와 상관관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특
징적인 것은 화학 평형 영역에서는 주파수 변화에 

대한 응답이 비례하는 양상이지만 Fig. 7(b)과 같이 

소염영역 근처에서 주파수 응답은 일정한 범위의 주

파수 영역에 대해 특정한 응답특성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이다. 좀 더 많은 영역의 주파수에 대하여 그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압력파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선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극저온 상태의 실제유체 

효과를 고려하여 비정상 화염편 모델을 구축하였고 

음향섭동에 따른 비정상 응답특성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외부 교란과 동상의 열방출 특성을 갖는 소염한

계 근처의 화염이 Rayleigh's 기준에 의하여 음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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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quilibrium regime

(b) Near extinction regime
Fig. 7. Temporal variations of normalized temperature 

and overall heat release rate with respect to the 
pressure fluctuation at fixed scalar dissipation 
rate (a) equilibrium regime, (b)near-extinction 
regime.

진폭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
한 소염한계 근처 화염은 주파수에 대한 영향이 선

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특정 그룹에 대한 응답으

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특정 주파수 영

역에 대해 압력 섭동과 결합되어 연소불안정을 초

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상태 해는 정상상태 해의 일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초고압으로 갈수록 정상

상태 해와 멀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이는 실제유

체 효과가 고려된 비정상 화염편의 응답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압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수렴성 및 코드 개선 후 유동코드와 결합하면 

RANS 또는 LES를 이용한 액체로켓 분사기 해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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