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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mbustion Instability Mode in Dual Swirl Gas Turbine 
Combustor by PLIF and Chemiluminesce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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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d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combustion instability mode in a lean premixed dual 
swirl combustor for micro-gasturbine system. When such the instability occurs, a strong coupling between 
pressure oscillations and unsteady heat release excites a self-sustained acoustic wave which results in a loud, 
annoyed sound and may also lead a structural damage to the combustion chamber. The detailed period of 
flame behavior and heat release in combustion instability mode have been examined with high speed OH 
and CH-PLIF system and CH* chemiluminescence measurement, flame tomography with operated at 10 kHz 
and 6 kHz each. Experiment results suggest that unstable flame behavior has a specific frequency with 200 
Hz and this frequency is accords with about 1/2 sub-harmonic of combustor resonance frequency, not funda-
mental frequency. This is very interesting phenomenon that have not reported yet from other previous works. 
Therefore, when a thermo-acoustic instability with Rayleigh criterion occurs, the fact that the period of heat 
release and flame behavior are different each other was proposed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work.

Key Words : Lean premixed, Thermo-acoustic instability, Rayleigh criterion, PLIF(Planar Laser Induced Fl-
uorescence), Resonance frequency, Sub-harmonic

기 호 설 명

P' : Pressure fluctuation
Q' : Heat release rate fluctuation
t : Time (s)
c : Combustion speed of sound
 : Gas constant(≒0.287 )

SP : Pilot burner swirl number
SM : Main burner swirl number
L : Length of combustor
 : Specific heat ratio(≒1.4)
T : Mean temperature of combustor

1. 서 론

가스터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희박 예혼합 연

소(lean premixed combustion) 방식은 희박한 상태에

서 화염의 온도가 낮아짐을 이용하여, 최근 주목 받

고 있는 저 NOx 연소에 효과적인 연소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희박 예혼합 연소는 우수한 배

출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료가 적고 과

잉의 산화제인 희박한 상태에서 연소되는 관계로 희

박가연한계 근처나 실제로 희박한 연소상태에서 화

염이 불안정해지는 떨림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연소가 발생되면 가스

터빈의 궁극적인 목적인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소기의 성능과 수명을 저해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게 된다[1-4]. 
연소불안정은 여러가지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는데, 특히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연소불안정은 연소실 내의 열 방출파와 

압력파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열-음향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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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acoustic instability)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5]. 열방출(heat release)과 압력진동(pressure 
oscillation)의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발생되는 연

소열-음향 불안정성은 Rayleigh에 의해 제안된 다음

과 같은 식 (1)에 표현되는 Rayleigh criterion을 만족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6].

′′  (1)

즉,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발생이 어떠한 원인

으로 주기를 갖는 섭동(perturbation)이 발생되어 압력

파 변동과 함께 공진현상으로 증폭이 되면 화염이 심

한진동과 함께 불안정한 상태로 연소되는 현상을 위

의 Rayleigh criterion 조건을 만족하는 열-음향 불안

정 현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 발생한 열섭동주기가 

압력파 진동주기와 위상내(in-phase)에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공진주파수(resonance frequency)가 발생하

게 되면 화염이 심한진동과 함께 불안정한 상태로 연

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로 희박 예혼합 상태

로 운전되는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열-음향불안정 

현상에 대한 주기성, 즉 주파수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자들로부터 압력파와 열섭동 주파수가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 이때 열

방출 주기는 주로 고속 ICCD 카메라를 통해 겉보기 

화염으로부터 주요 라디칼인 CH*, OH* 자발광 강도

의 선적분 이미지나 취득한 이미지를 2D 정보로 아

벨변환(Abel conversion)하여 주기성과 주파수를 산

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의 하나가 연소열-

음향 불안정이 발생할 때 화염의 거동주기이다. 다
시 말하면 화염이 큰 소음과 함께 심한진동으로 연소

되는 열-음향 불안정적 현상에서 열방출과 이에 따른 

압력파 발생에 근본적인 원천(source)이 되는 화염의 

거동주기도 동일한지 여부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열방출은 화

염으로부터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열방출 주기

에 대한 단초를 화염의 거동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염의 거동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단면된 화염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고가의 레이저-광학장치와 상당히 

훈련된 운용기술이 요구되는 관계로 기존 대부분 연

구들이 화염의 거동주기와 열방출 주기가 같을 것이

라고 간주하여 화염의 거동주기가 아닌 열방출 주기

만을 조사하여 압력파간 공진현상으로 열-음향불안

정 주기성을 보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소불안정을 일으키는 열방출이 당연히 

화염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이처럼 연소열-음향 불

안정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화염거동에 대해서도 엄

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 보고된 바가 별로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열방출과 압력파

에 대한 정보, 특히 열방출 주기와 관련된 전(全)내역

을 살펴보고자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겉보

기 화염에서 선 적분된 CH* 자발광 이미지 정보 이

외에 화염에서 CH 및 OH 라디칼의 직접적인 거동을 

평면레이저유도형광기법(PLIF)을 사용하여 직접 가

시화함으로써, 화염의 거동주기와 함께 열방출과 관

련된 전체 주기내역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한다. 또한 마이크로폰을 이용해 연소실에

서 발생하는 음향파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측정된 연소실의 공진주파수와 불

안정한 화염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주파수분석을 

통하여 연소실 내 발생한 연소열-음향 불안정 현상

으로 발생한 연소불안정 화염의 주기성에 대해 상세

한 정보를 제시하기로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 방법

2.1. 이중선회 연소기

본 연구는 소형 분산발전용 마이크로 가스터빈용 

연소기를 사용하였으며, 내․외부 각각의 버너에 축 

방향 선회기와 접선 방향의 선회기로 구성된 이중선

회(dual swirling) 연소기이다. 연소기의 개략도와 공

급 연료(CH4) 및 공기의 유로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메인(main, 이하 메인)버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

부버너는 접선방향으로 공급되는 산화제에 연료가 

분사되는 방식으로 가스터빈 연소기의 저공해 성능

Fig. 1. Schematic of the dual swirl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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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PLIF and ICCD system. 

을 위하여 예혼합 화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예

혼합 화염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파일럿(pilot, 
이하 파일럿) 화염역할을 수행하는 내부버너는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각도인 날개(vane)방식의 축

방향 선회기가 적용되었고, 연료는 직경 0.5mm인 10
개의 홀에서 45°방향으로 분사되어 파일럿 연소용공

기와 버너출구 전에서 부분예혼합(partial premixed)
되어 연소되는 형태를 갖는다. 각각 다른 형태의 선

회기가 사용된 관계로 선회효과의 척도를 나타내는 

선회 수(swirl number)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계

산하였는데, 축방향의 모멘텀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반경반향의 메인버너 선회강도는 형상 선회수로서 

N.Syred의 논문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7,8]. 

  
 





 


tan (2)

  



∙∙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인과 파일럿 버너의 선회강

도는 위와 같은 식 (2)와 (3)을 통해 유도 되었으며, 
R1과 R2는 각각 연료관의 반경과 파일럿 버너의 반

경을 나타내며, Ro는 메인버너 출구의 반경, Rp는 파

일럿버너의 반경, t는 선회기 입구의 폭, n은 선회 입

구의 개수 그리고 h는 선회입구의 높이를 의미한다. 
연소기 상용화를 위해 최적화한 선행연구를 통해 얻

어진 Table 1에 나타낸 값으로 정하여 고정시켜 사용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ilot burner Main burner

Equivalence ratio 0.7 0.5~1.1

Swirl number 0.81 2.32

Heat release ratio Main : Pilot = 8 : 2

Thermal power (kW) 4.5

Combustor dia. (mm) 94

Combustor length (mm) 400

하였다[9,10]. 또한 화염의 직접적인 거동과 단면가시

화 및 레이저계측을 위하여 원형의 광학석영유리를 

버너출구부에 장착하여 각종 영상이미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 자세한 연소기의 운전 조건은 Table 1
에 명시되어 있다.

사용된 연료는 천연가스(LNG)를 대신해 순도 99.99 
%의 메탄(CH4)을 사용하였고, 버너의 열용량은 4.5 
kW로 연료량은 버블메터(bubble meter)를 이용하여 

검증된 질량유량조절기(MFC)를 사용하여 파일럿과 

메인버너간 부하비율이 2 : 8로 해서 각각의 버너에 공

급하였다. 또한, 파일럿버너의 당량비는 0.7로 고정

한 상태로 메인버너의 당량비를 0.5~1.1까지 0.1간격

으로 조절하였고, 선회강도는 각각 선회 수 0.81, 2.32
에 해당하는 선회익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연소실은 앞서 설명한대로 분산발전용 마이크로

가스터빈 연소기 형상을 모사한 크기로 화염의 직접

적인 관찰과 각종 가시화를 위해 직경 94 mm에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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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00 mm인 원형 석영유리관을 사용하였다. 유동

은 상온상압 조건이며 비교적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연소되는 안정(stable)모드와 심한소음과 진동을 수

반하는 불안정(unstable)모드에서 Table 1로 주어진 

실험조건으로 수행하였다. 

2.2. 압력파 및 열방출 정보 취득

안정 및 불안정모드 모두에서 화염의 열방출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기존 연구방식대로 고속 ICCD 
카메라(Photron Co., Fastcam-apx I2)를 사용하여 화

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요 라디칼들의 자발광 이미

지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라디칼 이미지는 CH* 자
발광 이미지로 해당 광학필터(Optical filter, 434 nm, 
FWHM = 17 nm)를 카메라렌즈 앞에 부착한 후 화염

의 거동주기를 고려하여 초당 6000장인 512 × 512 
pixel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열방출로 야기된 압력파

에 대한 정보는 연소실 내에서 버너노즐 출구근처로 

사전 예비실험을 통해서 선회화염이 주로 형성되는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전문 주파수분석기

(01 dB, dB4)를 통해 파형 및 FFT 주파수 등 압력파의 

주기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폰을 통해 

얻은 압력파와 고속 ICCD카메라로부터 얻는 화염

의 열방출 주기에 대한 신호 동기화(synchronizing)는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 Agilent Co., 33220A)
의 트리거 신호와 신호조절장치(DG Delay)를 사용하

였으며, 압력섭동과 동기된 열방출 화염으로부터 각 

위상별로 평균화된 CH* 자발광 이미지들을 취득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열방

출 주기와 관련하여 연소열-음향 불안정 현상을 일

으키는 열방출 근원이 되는 화염의 직접적인 거동을 

통해 열방출주기에 관련된 전(全)내역을 살펴보고자 

화염을 직접 가시화할 수 있는 고속OH/CH-PLIF(Pla-
nar Laser Induced Fluorescence) 방법을 사용하여 화

염의 주기성을 직접 분석하기로 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화염에서 생성된 직접적인 OH 라디칼농도는 

열방출에 대한 위치정보를, CH 라디칼는 화염의 거

동정보를 직접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존방식인 ICCD 카메라를 통해 적분된 화염의 

자발광에 의한 측정방식에 더해서 고속의 OH/CH- 
PLIF 광학계측법을 통해 화염단면으로부터 열방출 

거동에 대한 원천이 되는 화염의 주기정보를 다음과 

같은 장치구성과 방법으로 구하였다. 
PLIF system은 Single edge wave(283.01 nm)의 Nd- 

YAG Laser(30 W, pulse length of 10 ns)와 SIRAH　
Allegro High-Speed Dye Laser(566 nm, 1.5 W at 10 
kHz)가 사용되었고, fused-silica lens (300 mm focal 
length)와 cylindrical lens를 사용하여 폭 80 mm, 두께 

0.5 mm의 매우 얇은 sheet beam을 대상화염에 조사

시켰다. 조사된 레이저 빔을 통해 화염으로부터 직접 

얻게 되는 CH와 OH 라디칼들의 거동 이미지는 각각 

2대의 High Speed Star6(HSS6) CMOS Camera를 이용

하여, 768 × 768 pixel 해상도와 10 kHz(width 200ns)
의 촬영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이렇게 취득한 화염단

면으로부터의 이들 라디칼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화

염단면상인 각 프레임(frame)당 전체 이미지강도와 

메인화염에서 나타나는 불안정모드의 사전 가시화실

험을 통해 설정한 특정한 위치 한 지점에서의 강도 

값을 취득한 시간에 대해서 각각 FFT 주파수분석을 

하여 화염의 거동주기를 얻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염형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이크로가스터빈용 이중 선

회연소기의 화염안정화 특성에서 나타난 안정모드와 

불안정 모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화염의 직접사진 

이미지를 Fig. 3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표시한 실

험조건에서 본 연구의 주 대상인 연소 불안정현상은 

메인버너 당량비를 기준으로 0.8 이상 구간부터 발생

하였으며, 당량비 0.5에서 0.8까지는 안정된 연소구

간으로 화염은 가스터빈 연소기의 선회화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또한 역시 메

인버너 당량비 기준 0.5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잉

의 공기량에 의해 메인버너에서 화염날림(blow off)
이 발생하면서 파일럿 화염만 존재하게 된다. 

먼저 안정모드인 경우 Fig. 3(a)의 직접사진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화염은 선회연소기를 채택하고 있는 가

스터빈 연소기에서 볼 수 있는 재순환(recirculation) 
효과에 의해 전형적인 역삼각형 V자 형태의 화염형

상을 취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안정모드에 해

당되는 당량비 구간에서는 항상 이러한 형태의 안정

적인 화염형상으로 연소된다.
이에 비해 불안정 연소가 발생하는 당량비 구간에

서는 매우 큰 소음과 함께 특히 메인화염의 기저부분

이 심하게 상하로 진동하는 격한 연소현상을 보이고 

(a) Stable Flame (b) Unstable Flame
Fig. 3. Direct flame photos for each flam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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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ble flame mode (b) Unstable flame mode
Fig. 5. FFT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acoustic pressure oscillation in each flame mode.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화염의 기저(base)부분이 버

너출구 노즐 안으로 빨려들어 가는 현상도 가끔씩 관

찰되기도 한다. 이때 겉으로 보이는 화염형상은 안정

된 화염모드에서 보여준 역삼각형의 V 형상과는 달

리 Fig. 3(b)의 직접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치 튤

립(tulip)형태의 형상을 취하게 된다. 또한 겉보기에 

메인버너의 예혼합된 혼합기가 주로 연소되는 화염

의 바깥영역에서는 화염의 기저부분이 연소기 출구 

코너부분에서 형성되는 외부재순환 영역쪽과 버너노

즐 출구측으로 댕겨지게 되는데 유동방향으로 보면 

상류측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하류로 이동하는 즉, 전
체적으로 튤립형상의 화염이 상하로 매우 빠르게 주

기적으로 진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안정된 모드와 불안정 모드에서 발생되

는 화염은 겉보기에도 서로 상반된 형태의 화염형상

을 보이기도 하지만 불안정 모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소음과 함께 연소기 전체가 격하게 

진동하는 관계로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실제 가스터

빈시스템에서 계속될 경우 연소기 파괴와 더불어 터

빈의 블레이드 파손 등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3.2. 압력섭동 주기분석 

먼저 연소불안정 모드에서의 열방출 섭동주기와 

연소실의 공진주기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자 마

이크로폰을 화염 덤프면에서 반경방향으로 100 mm 
떨어진 위치에서 5 kHz의 sampling rate로 음향파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4와 5에 나타내었다. 각 화염

모드의 압력 스펙트럼을 Fig. 4에서 비교해 본 결과 

안정모드에서는 약 80 dB의 상대적으로 작은 연소소

음을 나타낸 것에 비해, 불안정한 모드에서는 이 보다 

30 dB 가량 높은 약 110 dB의 매우 심한 연소소음을 

보여주고 있어 불안정모드에서 큰 압력파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모드 모두 400 Hz 주
파수 근처에서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다 정확

한 압력섭동에 대한 주기를 찾고자 주파수분석을 수

행하였다. Fig. 5에서 주기가 파악된 그래프를 통해 확

Fig. 4. Spectra of combustor pressure showing peaks 
at 393 Hz in unstable and stable flame mode.

인할 수 있듯이 Fig. 5(a)와 5(b)를 비교했을 때, Fig. 4
와 마찬가지로 크기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연소

실의 공진주기가 모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393 Hz
의 압력파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일차원 정재파(standing wave) 이론을 통해 연

소실 길이와 연소실 온도로 표시되는 다음과 같은 

식 (4)로 계산된 연소실의 공진 주파수와 비교 해보

았다.




   (4)

 

여기서 L은 연소실 길이로 400 mm이며, c는 음속, R
은 기체상수, T는 연소실 내 평균 온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연소가스의 평균온도를 파악하고자 R type 
열전대를 사용하여 연소실 내 위치별 온도를 측정하

였고, 이를 평균 내어서 반영하였다. 예측결과는 실

제 실험값과 거의 유사한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어 

압력파의 주파수가 약 400 Hz 근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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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a). Phase-locked CH radical ICCD images trigger by the pressure signal of stable flame mode.

Fig. 6(b). Phase-locked CH radical ICCD images trigger by the pressure signal of unstable flame mode. 

(a) Intensity trance with respect 
to time of heat release

(b) FFT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heat release oscillation

Fig. 7.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heat releas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 mode on CH* image.

3.3. 열방출 주기분석 

연소열-음향 불안정 현상은 압력파와 열방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 앞서 언급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전 연구자들이 

분석한 방법과 동일하게 고속 ICCD 카메라를 통한 

화염의 각 모드에서 압력파와 위상동기된 적분상의 

화염 이미지를 취득하여 열방출에 대한 주기분석을 

실시하였다[3,11-13]. 
압력파 신호와 위상동기로 취득된 열방출 화염의 

각 위상별 평균 이미지를 22.5° 간격으로 표시한 한 

주기(one cycle) 거동모습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안
정모드의 이미지는 위상변화에 따라서 화염의 형태

가 거의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불안

정 모드의 화염 이미지는 위상에 따라 화염의 폭이 

좌우로 넓어지면서 밝아지거나 좁아지면서 어두워

지는 등 화염구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한 이미지만으로 주기적인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화염에서 발생한 전체 열발출 강도 값을 이미

지 프로세싱을 통해 구한 뒤 시간에 따른 주기분석을 

하였다. 시간에 따른 열방출의 신호변화를 Fig. 7(a)
에 도시하였는데, 그래프로부터 확연한 주기성을 가

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Fig. 7(b)에 CH* 
라디칼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FFT 분석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약 400 Hz 부
근(383 Hz)에서 가장 큰 주파수 값을 나타내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는 압력음향파의 주파수인 393 Hz와도 거의 일

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써 ICCD 카메라를 통

해 기존 연구자 방법대로 확인한 화염의 자발광 신호

에 의한 열방출 주기는 압력파 주기와 공진되는 Ray-
leigh criterion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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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ble flame mode (φ = 0.7) (b) Unstable flame mode (φ = 0.9)
Fig. 8 Series of instantaneous of OH-PLIF image. 

3.4. 화염거동 주기분석

압력파와 열방출에 대한 주기를 분석해 본 결과 상

호간에 거의 동일한 주파수로 거동하고 있음을 재확

인하였다. 하지만 서론에서 제기하였듯이 보다 정확

한 불안정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연소

영역에서 발생한 화염의 직접적인 거동주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화염인 CH와 OH 라디

칼의 직접적인 거동을 PLIF 기법을 사용하여 화염을 

직접 가시화하여 화염의 거동주기와 열방출과 관련된 

전체 주기내역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연소불안정 현상은 메인버너 당량비를 기준으

로 0.8 이상부터 1.1 정도 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대
표적인 안정모드로 당량비 0.7인 경우와 당량비 0.9인 

불안정모드에서 거동하고 있는 화염의 단면이미지인 

OH PLIF 이미지들을 Fig. 8에 나타내었다.
먼저, 안정모드로 거동하고 있는 화염을 Fig. 8(a)

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에 대해서 거의 일정한 형상

을 유지하며 앞의 3.1절에서 보여준 직접사진처럼 가

스터빈 연소기의 전형적인 선회화염 형상인 V자형

태의 라디칼 분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

해 Fig. 8(b)의 불안정모드에서 라디칼 분포는 하류 

쪽으로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전단층에서 형성된 화

염이 내부 재순환영역 축으로 스퀴징(squeezing)됨과 

동시에 외부 재순환영역 볼텍스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연소모드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우 큰 소음과 함께 화염이 상하

로 심하게 진동하는 형태를 보인다. 각 연소모드에서 

화염의 거동주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OH-PLIF 이
미지의 강도(intensity)를 수치화하여 FFT 주파수분석

을 하였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취득한 이미지 1500장의 주

파수 분석 결과이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정모드에서 OH라디칼 거동에 대한 FFT 결과, 압
력파 주파수대인 400 Hz는 물론 지배적인 주파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100 Hz 이하의 저주파 대역

에서 주기 특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Fig. 9. FFT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heat release 
oscillation in stable flame mode based on OH-PLIF 
intensity.

Fig. 10. FFT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heat releas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 mode based on OH- 
PLIF intensity of total flame image.

Fig. 11. FFT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heat releas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 mode based on OH- 
PLIF intensity of flame particula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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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a). Series of instantaneous cross-sectional of CH-PLIF image of stable flame mode.

Fig. 12(b). Series of instantaneous cross-sectional of CH-PLIF image of unstable flame mode.

보이나, 저주파에 대한 사항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논외의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 불

안정모드에서는 규칙적인 주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Fig. 10과 11은 역시 취득한 

1500장 각각의 이미지 강도 전체합을 통하여 시간에 

대한 강도 변화와 사전관찰을 통해 화염이 가장 강하

게 진동하는 덤프면 근처 특정한 한 지점(point)에 대

한 OH 라디칼 강도변화를 FFT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 결과 Fig. 10에서는 조화(harmonic) 주
파수대로 각각 200 Hz, 400 Hz, 600 Hz에서 비슷한 

크기로 주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로 지배적인 주기성 파악에 다소 어려

움이 따랐지만, Fig. 11에서 파악된 버너 출구 덤프면 

가까이의 한 지점에서 취득한 OH 라디칼의 거동 주

기를 보면 200 Hz의 지배 주파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

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화염이 진동하는 주

기가 200 Hz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OH-PLIF와 동시에 촬영된 CH-PLIF 이미지에서는 

그 결과를 보다 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

가지로 Fig. 12에 각 모드에 따른 CH-PLIF이미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안정모드에서 화염은 시간

에 대해서 CH 라디칼의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에 불

안정한 화염에서는 시간에 따라 CH 라디칼 형태가 

주기를 갖고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CH 

라디칼의 변동은 이미지 상으로 판단했을 때, 0~5.0 
ms까지 한주기(one cycle)를 이루고 이후 5.5 ms는 다

시 0.5 ms와 비슷한 형상이 되면서 계속 유사한 형태

로 반복적인 거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거
동의 주기성이 5.0 ms 즉, 주기가 약 200 Hz임을 짐

작할 수 있다. 
또한 화염의 거동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중 선회 연소기의 불안정모드에서 화염 겉

보기 떨림현상은 주기적으로 pulsing되는 형태로 보

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PIV를 통해서 화

염의 유동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계획

이다. 
불안정한 모드에서 화염의 거동주기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위해 OH-PLIF 이미지를 FFT 분석한 동일

한 방법으로 OH 라디칼과 동시에 같이 취득한 CH- 
PLIF 이미지 분석을 진행했다. Fig. 13은 각 모드의 

CH-PLIF 이미지에서 전체 강도를 FFT 분석한 결과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대체적으로 OH-PLIF 이미지

와 비슷한 주파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13(a)
와 같이 안정모드에서는 특정한 주기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불안정 모드인 Fig. 13(b)에서는 조화주

파수 형태로 보여준 200 Hz, 400 Hz, 600 Hz 중에서 

200 Hz에서 가장 큰 강도 값을 나타내어 불안정 모

드에서 화염의 거동주기가 200 Hz가 됨을 뒷받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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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ble flame mode (b) Unstable flame mode
Fig. 13. FFT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heat release oscillation in each flame mode based on CH-PLIF intensity of

total flame image.

Fig. 14. FFT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heat releas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 mode based on CH- 
PLIF intensity of flame particular location.

주고 있다. 또한 OH 라디칼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한 

지점에서의 강도를 FFT 분석한 Fig. 14 그래프에서

도 200 Hz에서 지배적인 주파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불안정

모드에서 화염의 거동주기는 400 Hz 근처인 압력 음

향파의 기본 주파수가 아닌 1/2 subharmonic 주파수로 

거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S-PLIF 기법을 이용하여 열방출의 근원

인 화염의 거동특성을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 화염의 

거동주기와 열방출의 주기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게 되었다. 앞서 ICCD를 통해 확인한 전체 열방출의 

주기가 400 Hz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PLIF
를 통한 화염의 거동주기는 1/2 subharmonic인 200 
Hz를 보여주었다. 이는 실제로 화염이 떨리는 주기

가 열방출에 비해 더 느리게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

되며, 이러한 화염의 거동주기는 열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중선회 가스터빈연소기에서 PLIF와 CH*자발광 

계측을 통하여 연소안정 및 불안정모드의 열방출과 

화염거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마이크로폰을 통해 393 Hz의 공진주파수를 갖

는 연소실 형상의 음향압력파 정보를 확인하였고, 압
력파와 위상동기된 CH*자발광 이미지분석으로 열방

출 주기가 383 Hz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Rayleigh cri-
terion을 만족하는 이전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이해하였다. 
2) 고속 PLIF기법을 사용하여 불안정한 연소모드

에서 열방출 근원인 화염의 거동주기를 분석한 결과 

OH, CH 라디칼거동 모두에서 열방출 주기와 다른 

약 200 Hz의 기본주파수로 확인됨에 따라 압력파 섭

동과 1/2 sub-harmonic 조화주기로 화염이 공진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3) 화염의 거동주기와 열방출의 주기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화염의 거동주기는 열

방출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Rayleigh criterion 기구로 설명되는 연소열-음
향 불안정 현상과 관련된 주기내역(period history)에 

열방출 근원이 되는 화염의 주기를 새롭게 추가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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