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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troduce detailed process for a preliminary combustor design, and 
to develop a computer code for it. The program includes various empirical and semi-empirical methodologies 
for diffuser deign, combustor sizing, air distribution, and sub-component design such as primary and secondary 
zones. Using the developed program, the combustor sizing results are shown from an assumption of simple 
annual combustor cycle analysis. Two options are employed, 1) pressure loss approach, and 2) velocity assump-
tion approach. Design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bustor sizing between two 
design options. Further code improvement is required for performance and emission evaluations of the de-
signed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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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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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s
 : Equivalence ratio
 : Angle

1. 서 론

가스터빈 연소기는 난류 혼합 유동, 화학 반응, 

연료 분무, 비정상 다차원 열전달 등 매우 복잡한 

물리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성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인자들을 고려하여 연소기 성능 요구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계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다양한 엔진에 대한 풍부한 사전 설

계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연소기 개

발 과정의 첫 단계인 기본 설계(preliminary design)
에서는 연소기의 1차 크기 결정 및 연소기 내부의 유

동 분배와 스월러 및 인젝터 선정 등 각종 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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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사양이 결정되는 단계로서, 대부분의 가

스터빈 연소기 제작사 및 개발 기관은 1차원 실험식 

또는 기초 이론식과 이전 엔진의 설계 경험식 기반

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로부터 성공적인 기본 설

계결과물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실

험식과 각종 엔진 요구 성능 및 형상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 상

의 일반적인 내용[1-4]을 제외하고는 실제 가스터빈

의 형상 데이터와 설계 과정에 대한 공개된 세부적인 

기술 자료를 찾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우리

나라와 같은 상대적인 후발 진입국으로서는 기술을 

내재화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가스터빈 연소기 기본설계 기술 내재화

를 위한 이전 연구를 통하여 연소기 설계 과정과 기

본 개요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1차적인 결과로서 

연소기 대표 단면적 결정[5,6]과 각 영역으로의 공기 

유량 배분[7] 설계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현재의 

연구는 이들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물로서, 
디퓨저 및 주연소 구간, 희석 구간 등 연소기의 세

부 구성품 설계 방법을 정리하고, 각종 설계 이론 

및 경험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

본 설계 프로그래밍을 완성하였다. 또한, 가상의 엔

진 연소기의 입출구 조건으로부터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진 연소기 기본 설계 결과를 소개하고

자 한다.

2. 연소기 구조 및 기본 설계

Fig. 1은 일반적인 환형(annular) 가스터빈 연소기

의 구조를 나타낸다. 연소기는 디퓨저(pre-diffuser + 
dump diffuser), 돔(dome), 스월러(swirler), 연료 노즐, 
라이너(liner), 점화기, 케이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압축기 출구 공기의 속도는 연료의 화염 속도와 비교

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서, 이를 늦추기 위하여 혼합

Fig. 1. Combustion process for an annular gas turbine[1].

기가 연소실로 유입되기에 앞서서 디퓨저를 통과하

게 된다. 압축기 출구의 디퓨저를 통과한 공기의 유속

은 1차 감속이 일어나고, 돔(dome) 입구에 스월러를 

설치하여 유동의 재순환 영역을 만들어 이 급확대면 

영역에서 재순환 유동에 의한 강한 와류가 생성되게 

되고, 이는 축방향 속도를 크게 낮출 뿐만 아니라, 인
젝터로부터 분사되는 연료의 미립화 및 공기와의 혼

합을 촉진시키게 되어 연소 효율 향상 및 유해 배출가

스 저감과 점화 성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 연소 

영역을 주연소 구간(primary zone)이라 부른다. 
연소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주연소 구간이 끝나

는 영역에서 1차 희석 공기(primary dilution air)를 유

입하게 된다. 이 희석 공기가 유입되는 영역을 2차 

연소 구간(secondary zone) 또는 중간 연소 구간(in-
termediate zone)이라 부르며, 주연소 영역의 가스 온

도를 낮출 뿐 아니라, 배출 가스 제어에도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소기 말단 부분에서 2
차 희석 공기(secondary dilution air)가 유입되게 되는

데 이 영역을 희석 구간(dilution zone)이라 부르고, 
이는 연소기 출구의 가스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역시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1-7].

Fig. 2는 연소기 기본 설계의 상세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먼저 성능 및 사이클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연소기 입출구 운전 및 설계 제한 사항들로부터, 1차
적인 연소기 크기 결정이 진행되고, 이때는 연소기 

전체의 체적과 기준 속도(reference velocity)와 기준 

면적(reference area)을 계산하게 된다[5]. 얻어진 연

소기 체적에 대하여 각종 보존 방정식과 설계 경험

식을 적용하게 되어, 연소기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공기 유량이 배분되게 되고, 이제 디퓨저(diffuser), 라
이너(liner) 및 각 연소 구역들에서의 대표 길이 및 성

Fig. 2. Preliminary design proces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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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변수들이 도출되게 된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연

소기가 요구 성능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성능 평

가가 이루어진다[2-7]. 

3. 기본 설계 절차

3.1. 연소기 사이징(기준 단면적의 결정)
사이클 해석으로부터 주어진 연소기 입출구 조건

으로부터 기본 설계의 첫 단계는 연소기의 대표 단

면적(즉, 기준 면적(reference area))을 구하는 것이다. 
기준 면적은 Fig. 1에서 보이듯이 연소실로 유입되

는 혼합기 유동 방향의 수직 단면적을 의미하고, 기
준 속도(reference velocity)는 연소기 케이싱의 최소 

단면적을 통과하는 연소기 입구 유량의 이론적인 속

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준 속도와 면적은 연소기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

는 관계로, 기본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

는 설계 인자가 된다[2-8]. 기준 면적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하나, 크게는 1) 연소효율 

접근법, 2) 압력손실 접근법, 3) 속도 가정법 등의 3
가지 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

용은 저자들의 이전 연구[5]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

는 관계로, 본 논문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생

략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중 어떠한 접근 방법

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고, 설계자의 경험과 유사 연소기의 설계 데이터

에 따라 방법이 정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압력손실 접근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하고, 다른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및 각 접근법에 따른 연소기 

기준 면적의 설계 결과는 이전의 참고 문헌[5]을 참

고하기 바란다.
Lefebvre[3]와 Saravanamuttoo[8] 등은 연소기 케이

싱의 최적의 단면적은 연소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압

력손실의 함수를 고려하여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
소기 설계시 두 가지 무차원 압력손실 인자가 고려

되어야 한다. 하나는 입구 전압력에 대한 연소기 전

압력 강하의 비율(   )이고, 다른 하나는 기

준 동압력(   )에 대한 전압력 손실의 비율

(  )이다. 전자는 전체 압력 손실(overall pres-
sure loss)이라 불리고, 일반적으로 운전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값인 반면에, 후자는 압력손실 인자(pressure 
loss factor)로서, 운전 조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연소실 형상과 관련된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무차원 압력 손실은 식 (1)에 의하여 서

로 관련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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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의 값은 설계 경험

치와 유사 연소기 데이터로부터 결정되며[5] 이로부

터 기준 면적인 를 얻게 된다. 

3.2. 공기 유량 배분

Fig. 3은 각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연소기 유량을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먼저 연소기 입구에서 

디퓨저를 통과한 유량( )은 연소실(dome)로 직접 

유입되는 유량( )과 애뉼러스 유량(  )으로 양분하

게 된다. 연소실 유량(dome flow)은 다시 스월러를 통

하여 주연소실로 직접 유입되는 유량(  )과 연소실 

입구면을 냉각한 후 유입되는 유량( )과 연료 노즐

에서 미립화 촉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 공기 유

량( )으로 나뉘게 된다. 애뉼러스 유량(  )은 라이

너 냉각 유량( ), 1차 희석 공기( ), 2차 희석 공

기( )로 나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식 (2)~(4)와 

같다[7].




 (2)





 (3)





 (4)

연소실로 직접 유입되는 유량( )은 주연소 구간

(primary zone)에서의 목표 당량비(target local equiv-
alence ratio,  ) 설정을 통하여 식 (5)에 의하여 구

해진다. 

 


 (5)

의 설계 값은 연소기 설계 목표에 따라 달라지

고, Table 1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설계 

값의 예를 나열한 것이다.

Fig. 3. Example of air flow distribution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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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ggested design values for primary zone equiv-
alence ratio

References
Suggested 


Design principle

Mellor[2] 1.4 Stability and soot 
formation

Mattingly[4] 0.8 NOx and CO emissions

Walsh[9] 1.02 Gas temperature

Oates[10] 1.0 Combustion efficiency

3.3. 디퓨저

이상적인 디퓨저 설계는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면

서 안정적인 유동 감속을 확보하며, 특히 항공용 연

소기의 경우, 거리가 짧아야 한다는 설계 요구 조건

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현대의 항공

용 엔진에서는 환형(annular) 방식의 pre-diffuser와 

덤프 디퓨저의 조합인 환형 계단디퓨저(annular step 
diffuser)의 적용이 일반적이며[2-3,11], 이에 대한 개

략도와 디퓨저의 주요 설계 변수는 각각 Figs. 4와 5
와 같다. 

디퓨저 설계 역시 다양한 방법과 절차가 존재하나

[4,11-13] 대표적으로 Mohammad[13] 등이 제시한 절

차는 다음과 같다.

Fig. 4. Schematics of annular step diffuser[3].

Fig. 5. Key parameters for step diffuser design.

1) Pre-diffuser의 면적비() 정의 : 디퓨저의 구

조에 따른 이론 해석으로부터 디퓨저 효율이 최대가 

될 수 있는 1.4~3.0의 값 사용

2) Pre-diffuser의 길이() 결정 : Fox 선도[14]로부

터 이상적인 디퓨저 형상에 대한 다음의 경험식을 

제안하였고, 이로부터 초기 를 결정




 
 



 

where 

exp×




where 

(6)

3) Pre-diffuser의 발산(divergence) 각도() 계산

tan
  (7)

4) 결정된 디퓨저의 초기 형상으로부터, 전체 디퓨

저의 압력 회복 계수(pressure recovery coefficient)와 

효율을 계산, 효율과 회복계수 계산 관련 내용은 참

고문헌[2-4] 참고

5) 디퓨저의 면적비()와 유동 특선 곡선[3]으로

부터 “과정 4)”에서 계산된 디퓨저 압력 손실이 최소

가 되는 면적비와 길이 재설정

6) 최종적으로 얻어진 디퓨저 형상과 이로부터 계

산된 디퓨저 압력손실이 설계 허용치를 만족하는지 

검사

3.4. 주연소기 및 애뉼러스 단면적 결정

앞선 절차에서 얻어진 기준 면적(   )
에서 주연소기(dome)의 면적()을 크게 설계한다면, 
주연소기 내부에서의 속도 감소로 인하여, 점화 및 화

염 안정성 확보와 연소 효율 증가라는 장점이 존재

하나, 이 경우에 애뉼러스 면적( )의 감소를 초래

하고, 이곳에서의 유동 속도 증가로 인한 정압(static 
pressure)이 감소하게 되어, 희석 공기의 관통 거리 

감소 및 주연소기에서 희석 공기와 연소 가스의 혼

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주어진 기준 면적

에 대한 주연소기 및 애뉼러스 단면적 사이의 최적

값()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Lefebvre[3]는 다

음과 같이 최적값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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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에서, = , 
 



는 주연소기(3.2→4)에서

의 전압 손실 계수를 의미한다. Murthy[12]는 설계 

경험으로부터 의 값이 0.65~0.85 사이에서 결정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5. 주연소 구간(primary zone)
주연소 구간의 설계시 완전한 연소를 이루기 위한 

요구 조건은 안정된 화염을 유지하고, 충분한 시간

과 온도와 난류 강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
히 주연소실에서의 연료/공기 혼합기의 체류 시간은 

주연소 영역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고려

된다[2-4,12,15]. 예를 들면 Mattingly[4] 등은 주연소 

영역의 체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선
회강도(swirl number)와 선회기(swirler)의 형상이라

고 하였고, 이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기본 설

계 단계에서 주연소 영역의 길이( )를 결정하였다.

   × (9)

그러나 대부분의 연소기 기본 설계 기법 관련 연

구 그룹들[2,12,15]은 연소기 설계경험과 기존 연소기 

데이터로부터, 연소기 높이(dome height, )에 대한 

상대적인 길이로 주연소 영역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Table 2는 각 연구 그룹에서 추천하는 주연소 구간

의 길이와, 2차 연소 구간(secondary zone), 희석 구

간(dilution zone) 및 터빈으로의 천이 덕트(transition 
duct)의 일반적인 상대 길이를 요약한 것이다.

3.6. 2차 연소 구간(secondary zone)
2차 연소 구간의 주요 목적은 희석 공기의 유입을 

통하여 주연소 구간에서 연소되지 않고 남은 연료

를 완전히 태우면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희석 공기 제트의 적절한 관통 거리와 제

트 유입구의 최적 설계가 요구된다.

Table 2. Suggested relative zonal lengths to dome height[12]

Ground 
engine

Aeroengine
[>10 km]

Aeroengine
[<10 km]

Lpz/Hd 0.8 0.5 0.55
Lsz/Hd 0.4 1.0 0.85
Ldz/Hd 1.4 0.7 0.9

Ltrans/Hd 0.6 0.6 0.4
Lc/Hd 3.2 2.8 2.7

3.6.1. 희석 공기구(dilution air hole)의 크기와 숫자 
결정

희석 공기구의 설계를 위해서는 희석 공기 제트의 

직경(), 제트 속도(), 및 관통 길이(penetration)와 

같은 제트 혼합 이론(jet mixing theory) 해석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러 교과

서[2-4]에서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관계로 본 논

문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희석 공기 유량에 대한 

연속 방정식과 제트 혼합 해석의 결과로부터 요구되

는 희석 공기 유입구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3].




  (10)

그러나 Holdermann[16]은 식 (10)의 이론식보다는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 및 유동해석의 결과로부터, 제
트 혼합을 위한 최적의 희석 공기구 숫자 결정을 위

한 아래의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11)

여기서 는 실험 상수로써 유입구의 형상 및 배치에 

따라 결정되고, 는 연소기내 가스 유동의 동압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에는 Murthy[12]와 Mohammad 

[13]는 설계 경험적으로 기본 설계 단계에서 단순하

게 공기구의 필요 개수는 연소기의 내부 라이너와 외

부 라이너에 각각 설치된 인젝터 수(의 두 배(즉, 
총 4배)로 설계하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  (12)

한편, 공기구의 직경()은 유입구의 유량계수( )
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13)

여기서, 는 희석 공기 제트의 이론 직경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Boyce[17]는 실제 가스터빈에서 의 

설계 범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 (14)

3.6.2. 2차 연소 구간의 길이 결정

전술하였듯이, 2차 연소 구간에서는 희석 공기의 



김대식․김진아․진유인32

Fig. 6. Developed preliminary design program using Excel-VBA.

제트 유동이 주연소 구간의 유동과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의 

한 예로서, Mattingly[4]는 제트 유동의 혼합층(mixing 
layer)의 두께는 희석 공기 제트의 관통 거리에 비례

한다고 하였고(제트 혼합 이론으로부터, 비례상수를 

tan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차 연소 구

간의 길이( ) 결정을 위한 다음의 근사식을 사용하

였다.

 ≅×


≅  (15)

그러나 상기 식과 같은 제트 혼합 이론으로부터 

결정되는 2차 연소 구간의 길이는 연소기 전체 길이

를 과도하게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 항공용 

연소기와 같이 길이와 무게에 제한이 있는 설계에 

있어서는 Table 2에서 제시되었듯이 경험상의 길이 

비율을 사용하던지, 또는 전체 연소기 길이()를 미

리 결정한 후, 계산된 주연소 구간의 길이로부터 남

은 길이에 대하여 기존의 연소기 비율을 참고하여 2
차 연소 구간 및 희석 구간의 길이를 임의 할당하는 

방법이 더욱 일반적이다[12,13].

4. 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연소기 설계

4.1. 연소기 기본 설계 프로그램

지금까지 연소기 기본 설계시 각 영역 및 연소기 

전체의 크기 결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 및 경험식

을 관련 참고문헌 및 기존의 설계 데이터 검토를 통

하여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실제 연소기 설계시, 벽

면 열전달, 연료 미립화 특성에 따른 인젝터의 선정 

및 연소 효율의 검토, 스월러 설계, 성능 및 배출가스 

특성 예측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이론 및 경험식을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Excel-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 
[18]를 통하여 프로그래밍화하였다. 기존의 Fortran 
[12] 또는 Matlab[11] 등의 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

성된 설계 기법 대비, 설계 데이터 및 수식의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설계 과정에서 일부 변

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반복 계산과 자동 최적값 설

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Fig. 2에서 요약된 기본 설계 

내용 및 흐름도가 모두 적용되어 있으며, 각 과정에

서 요구되는 경험식 및 이론식과 제한 사항들이 모

두 정리되었다. Fig. 6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소기 기본 설계 프로그램의 화면을 보여준다. 프
로그램은 초기 변수 입력, 기준 면적, 유량 배분, 디
퓨저, 애뉼러스, 스월러, 주연소구간, 2차 연소 구간, 
희석 구간, 열전달, 분무, 결과 검증 등 총 13개의 탭

(tab)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탭에는 해당 부품 또

는 구간 설계시 필요한 다양한 이론 및 경험식과 기

존 연소기 데이터로부터의 설계 제한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고, 각 탭 간에는 서로 결과가 공유되어 필요

시에는 반복계산이 진행된다.

4.2. 환형 연소기 기본 설계 결과

기존의 상용 엔진들의 경우에 연소기 입출구 조건 

및 연소기 세부 설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터보제트 

환형 연소기에 대한 임의의 입출구 조건을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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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mples of cycle analysis for sample com-
bustor design

연소기 입구 

(station 3)
연소기 출구

(station 4)

  [K] 468 1,286

  [Pa] 409,396 400,145

 [m2] 0.019 0.218
  [kg/s] 5.696 -

  [kg/s] 0.125 -

Table 4. Comparison of combustor sizing results between 
pressure loss and velocity assumption appro-
aches

Parameters
Pressure 

loss 
approach

Velocity 
assumption 
approach

1. Total length () [  ] 0.654 m 0.695 m

1) Diffuser () [   ] 0.492 m 0.492 m

- Prediffuser () 0.372 m 0.372 m

- Diffuser gap ( ) 0.120 m 0.120 m

2) Combustor (or dome) ()
[        ]

0.163 m 0.203 m

- Primary zone ( ) 0.033 m 0.041 m

- Secondary zone ( ) 0.051 m 0.064 m

- Dilution zone ( ) 0.054 m 0.068 m

- Transition duct ( ) 0.024 m 0.030 m

2. Height  

1) Combustor inlet ( ) 0.049 m 0.049 m

2) Prediff exit () 0.100 m 0.100 m

3) Reference ( ) 0.110 m 0.128 m

4) Dome () 0.060 m 0.075 m

5) Inner annulus ( ) 0.030 m 0.032 m

6) Outer annulus ( ) 0.020 m 0.021 m

7) Combustor exit () 0.133 m 0.133 m

[5,7]과 같이 가정하였다.
표와 같이 가정된 입출구 조건으로부터 본 연구

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소기의 주요 부

분의 설계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압력 손실법에 따라 설계시에 연소기 

전체 길이는 각각 0.654 m이었으며, 속도 가정법에 

따르면 0.695 m로 현재의 연소기 입출구 조건에 대

해서는 두 설계 방법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기본설계 이후의 연소기 설계 절차[2,3]

에 따라서, 열/유동/구조 해석 등을 통하여 현재의 

연소기 기본 설계 결과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평가

가 뒤따르게 되고, 또한 엔진 전체의 운영 조건에 적

합한지에 대한 분석과 추가 설계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환형 가스터빈 연소기 기

본 설계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성능 

해석으로부터 얻어지는 연소기 입출구 조건을 이용

하여 전체 연소기의 길이 및 대표 단면적과 디퓨저, 
주연소 구간, 2차 연소 구간 및 희석 구간의 세부 연

소기 부분들의 설계를 위한 각종 이론 및 실험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프로그래밍

화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상용 엔진에 대한 운전 조건 및 연

소기 세부 크기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관계로, 가정된 

설계 조건으로부터 압력손실법과 속도가정법에 따라

서 연소기 설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재의 연소기 

입출구 및 운전 조건에 대해서는 두 방법에 따른 설

계 결과가 크기와 단면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다양한 연소기 입출구 조건에 대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연구에서는 설계된 데이터를 통한 출력 특성 

및 배출가스 특성 예측에 대한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후속 논문 발표를 통

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며, 또한 기본 설계 이후의 열 

및 유동 해석과 구조 해석 등을 통하여 본 기본 설

계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향후 연구 

결과를 통하여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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