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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wirler generates the overall swirling flow in the combustion chamber and this swirling flow governs the 
flame stability and enhances fuel atomiz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flare angle effects on flow streamlines, 
recirculation zone, Central Toroidal Recirculation Zone(CTRZ) and Corner Recirculation Zone(CRZ) in the 
model combustion chamber using counter-rotating swirler. 2D PIV system was employed to obtain the velocity 
components and test condition was obtained using Reynolds Analogy equivalent to air test. We observed 
transitional flow patterns of flare angle increased. The obtained results show that the flare angle controls the 
behavior of Recirculation zone, Central Toroidal Recirculation Zone and Corner Recirculation Zone.

Key Words : Swirling flow, Flare, Counter-Rotating, PIV system, Recirculation zone

기 호 설 명

Alphabets
CTRZ : Central Toroidal Recirculation Zone
CRZ : Corner Recirculation Zone
FA : Flare Angle
Sn : Swirl Number
Re : Reynolds Number
ρ : Density

V : Velocity
µ : Dynamic Viscosity
D : Diameter 
sw : Swirler
hub : Hub 
θv : Vane Angle

1. 서 론

연소실에서 스월러에 의해 발생된 선회 유동은 

연료의 미립화를 촉진시키고, 연료의 분포와 유동의 

재순환 및 난류를 강화시켜 화염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1,2]. 그리고 선회유동을 발생시

키는 스월러의 후단에 장착되는 플레어는 스월러에

서 만들어 낸 선회 유동의 형태를 지배하여, 플레어

가 형성시킨 최종 유동의 흐름에 따라 연소 유동장

의 재순환 형태 및 액체 연료 미립화의 분포를 결정

하여 연소화염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3]. 따라서 

플레어의 각도(Flare Angle)를 정하는 것은 연소실 

내부를 설계할 때 스월러와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최적화된 플레어의 

각도는 연소화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연소기 성능

을 높이는데 주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스월러 및 플레어의 형상에 따른 선회 유동 특성에 

대해 E.Arun Raj, Thundil Karuppa Raj[4-5]은 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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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water test rig set-up.

베인 형상과 개수 조정을 통해 스월 수(Swirl Number)
를 변화시켜 와류 특성 및 속도 분포를 각각 PIV 기
법과 CFD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D.L Burrus, Kim DJ 
[6,7]은 스월컵 각도 변화에 따른 분무 특성을 조사하

여 연소 안정성과 배기물 생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H.Y Wang[8]은 플레어의 직경에 따

른 스월러 하류에서의 분무 특성과 선회 유동 형상변

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월러와 플레어 형상

변화 이외에도 Jin YI외 3명[9]은 연소실 폭의 변화에 

따른 연소실의 선회 유동의 분포특성을 연구하였다.
이전 연구자들이 제시한 연구결과로부터 플레어

의 형상변화는 연소실의 재순환 영역과 난류 특성

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레어의 각도 또한, 연소기 내부 선회 

유동에 주요한 인자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플

레어의 각도별로 연소기 유동장의 특성을 조사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축 반전 스월러를 사용

하였고, 리세스가 없는 플레어의 각도를 변화시키면

서 유동장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연소실 유동장의 

계측은 2차원 속도장을 측정하기 위해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System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계

측을 통하여 연소실 내부의 CTRZ, CRZ의 형성 위치 

측정을 통하여 플레어 각도가 유동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장치 구성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구성 

플레어 각도 변화에 따른 선회 유동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Fig. 1과 같은 수류 시험 장치를 구성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유체는 증류수이고, 증류수를 저

장하고 있는 수조에는 2개의 펌프가 장착되어 있으

며, 미세 유량 조절은 Bypass 밸브의 유량 조절을 통

하여 수행하였다. 2개 펌프 모터의 출력 조절을 통

해 실험 요구 유량을 모델 연소기 스월러에 공급하였

다. 수조, 정체실, 스월러가 장착된 모델 연소기로 공

급된 물은 회수 배관을 통해 수조로 순환되도록 구

성하였다.

2.1.1. 모델 연소기 시험부

Fig. 2에는 모델 연소기 조립체를 보여준다. 모델 

연소기는 환형 연소기의 인젝터 스월러 섹션 1개를 

모의하여 아크릴 소재로 제작하였다. 연소기의 크기

는 156 × 156 × 300 mm로, 선회 유동을 생성시키는 스

Fig. 2. The model combusto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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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러를 연소실 하단부에 장착하였으며 플레어는 모

델 연소기 단면적과 동일한 정사각형 플레이트의 중

앙에 구현하였다. 증류수는 하단부 원통형 정체실 입

구 덕트로 들어와서 연소기 출구 덕트로 배출되도록 

했다. Particle Image Velocimetry 시스템을 이용하여 

속도벡터를 측정하기 위해 Charge Coupled Device 
(CCD) Camera가 촬영되는 정면부와 Nd:YAG Laser 
Sheet Beam을 조사하기 위한 측면부는 광학창으로 

구성하였다.

2.1.2. 스월러와 플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월러와 플레어의 기하학적 

형상은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다. 스월러는 동축 

반전 스월러로, 연료의 미립화를 증가시키기 위한 내

부 스월러와 연소실 내부의 화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스월러를 갖고 있다[11]. 스월러 베인 출

구각도로 내부 스월러는 40°, 외부 스월러는 45°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스월러 베인 익형은 곡선형으로 

평판형 베인보다 공력적 특성이 우수하여 낮은 손실

계수를 갖는 곡선형으로 제작하였다[3]. 베인의 개

수는 내, 외부 스월러 모두 12개로 구성하였으며 내

부 스월러의 선회 유동 회전 방향은 시계방향, 외부 

스월러는 반시계방향의 선회유동 회전방향을 가진

다. 선회 유동의 특성을 결정짓는 스월러의 선회수

(Swirl Number)는 식 (1)로 정의하였다[1]. 

  
 


 
 

 


tan (1)

본 연구는 수류 유동장을 형성하여 유동의 특성

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압력변화에 따라 밀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압축성 유체인 공기에 비해, 
물은 압력변화가 있어도 밀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

지 않는 비압축성 유체에 해당된다. 비압축성 유체

인 물을 이용하면 유동의 불안정성을 지배하는 지

배 주파수 등의 비정상상태 요소들이 감소하게 되고, 

Fig. 3. Geometry of swirler and flare.

Table 1. Dimensions of Extended Swirler
Inner Outer

Dsw (mm) 39.6 48.4
Dhub (mm) 30.2 36.2

Vane angle (°) 40 45
Vane number (개) 12 12

Vane thickness (mm) 2 2 

이를 통해 유동의 동력학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관

찰할 수 있게 된다. 압축성 공기와 비압축성 물의 상

사성을 고려하기 위해 레이놀즈수를 상사법칙의 기

본인자로 설정한다. 그리고 지배주파수로부터 얻어

지는 스트롤수(Strouhal number)를 이용하여 두 매질 

간의 상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12,13].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진행하였을 때 물을 이용한 

실험이 공기를 이용한 실험 보다 상대적으로 진행 속

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공기로 실험한 조건에

서 구한 레이놀즈수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상사성 구현을 하기 위해 동축 반전 

스월러 크기를 1.5배 크게 하였다. 확대된 스월러 제

원을 이용하여 구한 스월러의 선회수는 내부 스월러

가 0.743, 외부 스월러가 0.880으로 원래 형상과 동

일한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Table 1에는 확장한 스월

러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스월러는 ABS 수지로 제작하였고, 쾌속조형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연소실에는 스월러와 노즐이 

함께 장착되어 노즐에서 연료가 분무되고 스월러에 

의해 선회 유동을 만들어지면서 유동 분포가 나타나

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축 반전 스월러에 

의해 생성된 선회 유동이 플레어 각도가 변함에 따

라 형성되는 분포를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노즐을 

장착하는 동축 반전 스월러의 중앙부는 캡으로 막아 

해당 영역으로 유동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플레어는 각도는 0°, 15°, 25°, 35°, 45°, 55° 총 6

가지로 제작하였다. 플레어의 목반경(Flare Throat 
Radius)을 일정하게 하여 플레어 입구부에서의 스월 

강도는 일정하도록 하였으며, 플레어의 유로의 길이

(Flow Length)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2.1.3.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PIV 기법은 유동장에 Seeding Particle을 투입하고 

평면의 레이저 광원에 의해 반사된 Particle 영상을 

CCD High Speed Camera로 추적하여 유동의 방향과 

속도를 계측하는 것이다[10]. 레이저 광원은 Double 
Pulse Nd:YAG Laser (Big Sky Laser Co., 140 mJ/pulse, 
14.5 Hz)을 이용하였으며, 이미지 영상은 PowerView(4 
mP) Camera (2048 × 2048, 16 frames/sec)를 통해 획

득하였다. Seeding Particle은 HGS(Hollow Glass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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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을 사용하였으며 입자의 직경은 10 µm, 밀도는 

1.1 g/cm3이다. Double Pulse Nd:YAG Laser에서 발진

하는 두 빔 사의의 시간 간격(Δt)은 32 × 32 픽셀로 

지정한 상호상관영역 내에 입자가 움직이는 거리 및 

개수를 고려하여 110 ms으로 설정하였다.
레이저 시트는 모델 연소기 측정 부의 중심 축상 

단면에 조사하도록 설정하였고, 레이저 빛에 의해 

Seeding Particle에서 산란된 두 번의 Mie 신호를 수

광부에 있는 2,048 × 2,048 해상도 CCD High Speed 
Camera에서 각각 한 번씩 연속 동기화 하여 두 프레

임으로 촬영하였다. 이 두 장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호상관기법을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상호상관영

역 내의 입자의 속도를 산출하였다. 데이터처리 프

로그램은 Insight 4G를 이용하였고, 이미지는 연속촬

영모드를 이용하여 플레어 각도 별로 200장씩 촬영

하였다. 획득한 이미지는 Matlab으로 작성한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평균화작업을 하였다.

2.2. 실험 조건 설정

실험 조건 설정은 본 연구 이전에 수행된 공기를 

이용한 스월러의 입 출구 양단에 걸리는 압력 강하

량(ΔP) 변화에 따른 유량 데이터(Air Flow Rate)를 

기준으로 하였다[11]. 압력 강하량(ΔP)은 식 (2)와 같

이 정의하였으며 이 때, P1은 모델 연소실 입구압력, 
P2는 대기압을 나타낸다.

∆ 
  (2)

이 유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레이놀즈수를 계산하

였고 계산된 값을 상사법칙으로 적용시켰다. 레이놀

즈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성 길이 D는 스월러의 

출구 직경을 적용하였다.
Table 2에는 공기로 실험한 스월러 입출구 양단의 

압력 강하량에 따른 유량 데이터와 모델 연소기 크

기를 기준으로 계산된 물 유량 값(Water Flow Rate), 
그리고 상사법칙으로 적용되는 레이놀즈수를 나타

내었다. 스월러 입 출구 양단에 걸리는 압력 강하량

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압력 강하량이 증

가하면서 나타내는 선회 유동장의 분포를 살펴보기 

Table 2. Reynolds Analogy 

ΔP(%) Air flow rate 
(kg/h)

Water flow rate 
(kg/h)

Reynolds 
number

2 37 3276 3.1 × 104

4 54 4775 4.5 × 104

6 67 5891 5.6 × 104

위해 Table 2와 같이 ΔP를 2, 4, 6%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는 압력 강하량이 6%일 때를 기준

으로 상사된 Re = 56000을 실험조건으로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모델 연소기 내부의 유동 분포 

Fig. 4에는 플레어 각도가 0°일 때를 기준으로 Re 
= 56000에서의 Total velocity magnitude 분포를 나타

내었다. X는 모델 연소기 수평방향, Y는 모델 연소

기 수직 방향으로 플레어의 목직경 D로 나누어 길이

를 무차원화를 하였다. 
중앙에 형성된 CTRZ는 모델 연소기의 벽면을 따

라 흐르는 선회 유동으로 인하여 축 방향 속도가 연

소실 중앙부에 형성되는 속도 차이에 의한 압력 구배

로 인하여 재순환 유동이 형성된 것으로, 스월러 출

구 후방의 중앙 영역에 형성된다[3]. 이 외에도 플레

어 면을 타고 진행한 유동이 모델 연소기 벽면에 만

나는 벽면 유동(Wall flow) 경계의 하단부에서 코너 

재순환 영역(CRZ)이 생성 된다. 

Fig. 4. Total velocity magnitude of swirling flow in the 
model combustor with Re = 56000 (FA = 0°). 

3.2. 플레어 각도변화에 따른 유동 분포

Fig. 5에는 축 방향 속도 분포를 Streamline과 함께 

나타내었다. 플레어 각도가 0°에서 55°까지 변하면

서 모델 연소기 내부에 형성된 Streamline을 통해 재

순환 영역 중심의 위치가 플레어 각도에 따라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다. 플레어 각도가 0°에서 25°까지는 

Y/D = 2.6~3.0에서 재순환 영역의 중심이 형성되었

다. 또한, 코너 부분에서 발생하는 CRZ의 중심은 모

두 Y/D = 0.8에 형성되었다. 
플레어 각도가 35°에서 55° 범위에 대해서는 축 

방향 속도 분포가 플레어 각도 25° 이하인 경우와 다

르게 CRZ가 형성되지 않았다. 35°에서 재순환 영역

의 중심 위치는 모델 연소기 상류부로 내려온 Y/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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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xial velocity contours with streamline at Re = 
56000 : (a) FA = 0°; (b) FA = 15°; (c) FA = 25°; 
(d) FA = 35°; (e) FA = 45°; (f) FA = 55°. 

1.2에서 형성되었다. 45°, 55°에서는 다시 모델 연소

기 하류부로 조금 상승하여 Y/D = 1.4에서 형성되었

다. 45°와 55° 플레어만을 비교하였을 때는 재순환 

영역 중심의 위치 변화에 큰 영향은 없었다. 
Fig. 6은 플레어 각도 변화에 따른 반경 방향 속도 

성분을 보여준다. 플레어 각도가 0°에서 15°로 변화

하면서 Y/D = 0.2~1.8까지 형성되었던 반경 방향 최

대 속도 위치가 25° 이상의 플레어 각도에서부터 플

레어 출구면(Y/D = 0), 즉 연소기 돔 벽에서 최대의 

반경 방향 속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플레어 각도가 35° 이상이 되면 반경 방향의 최대 

속도는 연소기 상류부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는 돔 

벽으로 이동된다. 또한 플레어 각도 증가에 따라 돔 

벽을 따라 생성된 최대 속도 값 또한 증가됨이 확인

되었다. 

Fig. 6. Radial velocity contours at Re = 56000 : (a) FA = 0°; 
(b) FA = 15°; (c) FA = 25°; (d) FA = 35°; (e) FA =
45°; (f) FA = 55°.

Fig. 5와 6을 통해 CRZ 형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플레어 각도가 0°에서 55°까지 증가하면서 연

소기 내부 유동장의 스월러 유동의 축 방향 속도 성

분은 감소하였고 반경 방향 속도 성분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25°에서 35°로 플레어 각도가 증가하면 

축 방향 속도보다 반경방향 속도의 영향이 우세해지

고 CRZ의 형성을 억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 대상의 스월러인 경우, 25°~35°의 플레어 각도가 

CRZ 형성에 대한 임계각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플레어 각도가 35° 이상에서는 CRZ가 형성되

지 못하고 모델 연소기 하단부인 돔 벽을 따라 흐르

는 유동구조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레어는 목반경(Flare 

Throat Radius)과 유로 길이(Flow Length)를 동일하게 

정했기 때문에 0°에서 55°까지 각도가 증가하면서 

(a) (b) (a) (b)

(c) (d) (c) (d)

(e) (f )(e)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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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Composition of CTRZ shapes at Re = 56000 : 
(a) FA = 0°, 15°, 25°; (b) FA = 35°, 45°, 55°. 

플레어 출구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축 방향으로 유

동이 진행함에 따라 축 방향 속도가 감소하여 상대

적인 스월 강도가 증가된다. 따라서 플레어 출구 면

에서 스월 유동의 강도 차이에 따라 Fig. 5와 6에서 

보이는 모델 연소기 내부 유동장의 CTRZ, CRZ 형
성과 관계가 있음으로 볼 수 있다. 즉, 플레어 출구 

면에서 스월 강도가 유동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Fig. 7은 Re = 56000 조건에서 플레어 각도 변화에 

따른 CTRZ를 형성하는 경계면인 절대속도 0인 경계

선을 나타내었다. 플레어 각도가 0°일 때는 모델 연

소기 하류부에서 넓게 분포하는 모양이며 모델 연소

기 상류부로 내려갈수록 CTRZ가 좁아지는 모양을 

보였다. 15°, 25°에서는 0°에서의 형태와 비교했을 때, 
중앙부에 나타내는 면적의 크기는 작아지고 벽면 쪽

에서 나타나는 CTRZ의 영역이 증가하였다. 
35°, 45°, 55° 각도에서는 CTRZ의 형태가 넓게 분

포하는 영역이 모델 연소기 하류부에서 상류부로 내

려오면서 0°, 15°, 25° CTRZ 형태와는 다른 것을 알

Fig. 8. Effect of flare angle on the area of CTRZ.

수 있다. Fig. 7에서 0°, 15°, 25°인 경우에 모델 연소

기 상류부 벽면 쪽에 재순환 영역인 CRZ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Fig. 8에는 Fig. 7에서 나타내었던 CTRZ 영역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플레어 각도가 증가할수록 

CTRZ 영역이 증가하였고 25°와 35° 사이의 각도에

서 CTRZ 영역의 변화 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 15°, 25°의 각도 변화와 대비하여 35°, 45°, 
55°의 각도 변화에 의한 CTRZ 형상과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플레어의 각도변화에 따라 

모델 연소기 내부의 스월러 유동 특성을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플레어 각도가 25°이하인 경우, 재순환 영역 중

심이 모델 연소기 하류부에 위치하며 35° 이상으로 

증가될 때 재순환영역 중심의 위치가 모델 연소기 

상류부로 이동한다. 
2) 또한, 플레어 각도가 0°에서 25° 범위에 대해서 

반경방향의 최대속도 영역이 하류의 벽면까지 연장

되는 반면, 35° 이상인 경우 연소기 바닥면인 돔벽에 

최대 반경방향 속도영역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CRZ
의 형성유무가 결정된다.

3) CTRZ는 0°, 15°, 25°의 플레어각도인 경우 35°, 
45°, 55° 의 플레어인 경우와 서로 다르며 이에 대한 

임계각도는 25°와 35° 범위에 존재한다. 이러한 임

계 각도를 경계로 CTRZ의 중심위치 및 CRZ 유무가 

결정되며 이는 플레어 임계각도인 25°와 35° 범위에

서 플레어 출구면 에서의 축 방향속도와 스월 속도

의 비인 스월 강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플레이 임계각도 이상인 35°보다 큰 범위에서 

대해서는 플레어 각도가 증가하여도 재순환 영역의 

분포와 CTRZ 형태 및 CTRZ 중심위치의 변화는 크

지 않는다.

플레어 각도가 변하면서 재순환 영역중심이 형성

되는 위치와 크기, 속도의 크기와 분포, CRZ의 형성

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소

기 내의 화염형성 및 연료의 미립화를 설정 혹은 설

계하기 위한 플레어의 최적각도가 적용된 스월러에 

따라 존재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

었다. 추후 플레어의 최적각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25°와 35° 범위 내의 플레어를 추가 제작하

여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축 반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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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러가 만들어내는 재순환 영역 분포에서 비대칭성

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비대칭성이 어떤 인

자를 통해서 생성되는지를 스월러의 형상변화, 플레

어 리세스 길이의 유무 및 형상변화, 연소실의 형상

변화 등을 통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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