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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d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combustion instability in a model gas turbine combustor. 
Strong coupling between pressure oscillations and unsteady heat release excites a self-sustained acoustic wave, 
which results in a loud and annoyed sound, and may also lead to a structural damage to the combustion 
system.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combustion instability phenomenon of a dual swirling combustor 
configuration, the information of heat release and pressure fluctuation period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 in 
both thermal power and combustor length was collected experimentally. As a result, the fundamental acoustic 
frequency turned out to increase with the increasing thermal power without respect to the combustor length. 
The frequency response to the combustor length was found to have two distinct regimes. In a higher power 
regime the frequency significantly decreases with the combustor length, as it is expected from the resonance 
of gas column. However, in a lower power regime it is almost insensitive to the combustor length. This in-
sensitive response might be a result of the beating phenomenon between the interacting pilot and main flames 
with different periods.

Key Words : Gas turbine, Partial premixed combustion, Combustion instability, Thermo-acoustic instability, 
Longitudinal mode, Beating phenomenon

기 호 설 명

P' : Pressure fluctuation
Q' : Heat release rate fluctuation
t : Time(s)
c : Speed of sound(m/s)
R : Gas constant(≒0.287 kJ/kgK)

SP : Pilot burner swirl number
SM : Main burner swirl number
L : Length of combustor(mm)
k : Specific heat ratio(≒1.4 kJ/kgK)
T : Mean temperature of combustor(K)

1. 서 론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소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확산연소 방식이 있으

며, 다른 하나는 희박 예혼합 방식이 있다. 확산연소 

방식의 경우 연료와 산화제가 분리되어 주입되고, 연
소 후 희석을 위한 공기와 냉각을 위한 공기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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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되어 연소반응이 일어난다. 또한 확산연소 방식

의 경우 이론 당량비(Φ = 1.0) 부근에서 주된 연소반

응이 일어나 안정되지만 국부적으로 고온부가 형성

되어 열적 NOx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희박 예혼합 연소의 경우 연료와 산화제

가 미리 혼합된 예혼합기가 연소실로 분사되어 비교

적 균일한 당량비에서 연소되므로 화염대 전체에 걸

쳐 확산화염에 비해 균일한 온도분포로 인해 NOx 
발생률이 작아지게 된다.

이에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유해 공해물질을 억제시키고자 기존의 확산연소 방

식이 아닌 희박 예혼합 연소방식의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다. 그런데 희박 예혼합 연소는 우수한 배

기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료가 적고 

과잉의 산화제로 연소되기 때문에 희박 가연한계 근

처나 당량비가 희박한 운전상태에서는 화염이 불안

정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한 화염이 

발생하게 되면 가스터빈의 연소실에 균열이가거나 

터빈 블레이드의 크랙이나 심지어 파괴까지 일으킬 

수 있게 된다[1-4].
연소 불안정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

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가스

터빈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연소 불안정성은 연소실 

내의 압력 변동과 열발생 변동의 상호작용으로 발

생 되는 열-음향 불안정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5]. 열-음향 불안정성은 1878년부터 Lord 
Rayleigh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 후 Putnam과 
Dennis가 그의 이론을 다음의 식 (1)과 같이 수학적으

로 표현하였고, 이 식은 그의 이름을 따서 Rayleigh 
criterion 또는 Rayleigh integral이라고 명칭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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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 정의된 것과 같이 연소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발생 변동과 압력 변동의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면 공진 현상이 일어나 연소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고, 우변의 불안정성을 감쇄시키는 요소들의 합이 

증폭 시키는 요소들의 합보다 작을 경우 그 시스템

은 더욱 불안해지게 된다. 그런데 주로 희박 예혼합 

상태로 운전되는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열-음향 불

안정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열섭동과 압력

섭동의 주파수가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그러나 보고된 이전의 연구들 대부분이 연소실 길

이가 고정된 단일 선회 연소기의 연소실에 대한 연구

들로 진행이 되어왔다. 한편, 이런 가운데 F. Lacas는 

연소실 직경 및 연소실의 길이가 주된 변수로 연소실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주기성은 연소실 길이

에 지배적이며, 이는 헤름홀쯔 형상에 직접적인 관련

이 있으며, 버너와 연소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소음의 주기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선회기가 아닌 이중 선

회연소기에서 연소실의 길이를 변경하였을 때, 그 결

과가 단일 선회연소기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

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당량비 

0.6부터 1.1까지 진행한 결과 희박한 구간에 비해 과

농한 구간에서 열-음향 불안정성의 특징을 나타내

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열-음향 불안

정성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압력 변동과 열방출 변동 

그리고 화염의 거시적인 거동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여 연소실에서 발생한 화염의 주기성에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이중선회 연소기

본 연구에서는 분산발전용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예혼합 연소기를 사용하였으며, 내부 및 외부 버너

에 각각 축방향 선회기와 접선방향의 선회기로 구

성된 이중선회 연소기이다. 이러한 이중선회 연소기

의 개략도와 연료 및 공기의 공급 유료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of the dual swirl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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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pressure and heat release measurement system.

외부 버너는 메인 버너의 역할을 수행하며 접선

방향으로 공급되는 산화제에 연료가 분사되는 방식

으로, 가스터빈 연소기의 저공해 성능을 위하여 예

혼합 화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예혼합 화염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파일럿 화염의 역할을 하는 

내부 버너는 45° 각도인 날개(Vane)방식의 축방향 선

회기가 적용되었고, 연료는 직경 0.5 mm인 10개의 

홀에서 역시 45° 방향으로 분사되어 내부 버너용 공

기와 버너 출구 전에서 부분 예혼합되어 연소된다.
내부 버너와 외부 버너의 선회기가 각각 다른 형

태를 가지기 때문에 선회효과의 척도를 나타내는 선

회 수(Swirl number)또한 다르게 계산된다. 반경 방

향인 메인 버너의 선회강도는 형상 선회수로 Syred
의 논문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9,10]. 각각의 선회 

강도는 다음 식 (2), (3)과 같이 계산된다. 

  
 


 


 


tan (2)

  


   ××  (3)

여기서 P와 M은 파일럿과 메인을, R1과 R2는 축방

향 선회기의 연료 관과 파일럿 버너의 반경을 나타

내며, Rp는 파일럿 버너의 반경, RO는 메인 버너의 

출구반경, n은 선회 입구의 개수, t는 선회기 입구의 

폭 그리고 h는 선회기 입구의 높이를 나타낸다[9,10].
연소기의 운전 조건은 Table 1에 명시하였다. 메

인 버너와 파일럿 버너의 당량비는 파일럿은 0.7, 메
인은 1.1로 고정하였고, 선회강도는 각각 0.81, 2.32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ilot Burner Main Burner

Equivalence ratio 0.7 1.1

Swirl number 0.81 2.32

Heat release ratio Main : Pilot = 8 : 2

Thermal power (kW) 3, 4, 5, 6, 7, 8

Combustor dia. (mm) 74

Combustor length (mm) 400, 500, 600, 700

로 고정하였다. 열용량은 3 kW부터 8 kW까지 1 kW 
간격으로 연료량은 버블메터(Bubble meter)를 이용

하여 검증된 질량유량 조절기(MFC)를 사용하여 파

일럿 버너와 메인버너의 부하 비율을 각각 2:8로 버

너에 공급하였다. 또한 연소실은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분산발전용 마이크로 가스터빈 연소기 형

상을 실험실 차원으로 모사한 크기로 화염의 직접적

인 관찰과 각종 가시화를 위해 직경 74 mm의 원형 

석영 유리관을 길이 400 mm에서 700 mm까지 100 
mm 간격으로 길이를 변경하여 가며 연소실 길이 변

화에 따른 불안정 특성을 파악하였다.

2.2. 열방출 변동 및 압력 변동 정보 취득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불안정 모드에서 화염의 열방출 정보를 획

득하고자 고속카메라(Photron Co. fast cam 1204PCI)를 

이용하여 화염의 이미지를 취득하였는데, 화염의 거

동 주기를 고려하여 촬영 조건은 초(sec)당 2000장인 

512 × 512 pixel로 하여 촬영하였다. 또한 화염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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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frequency(P') (b) Heat release frequency(Q')
Fig. 3. Pressure and the heat release fluctuations frequency by FFT analysis.

방출 주기는 광증폭관(PMT, Hamamatsu Co. H10722- 
110)을 사용하여 화염으로부터 발생하는 OH* 자발

광을 카메라 전방에 315 nm 밴드를 갖는 광학필터

(FWHM = 1 nm)를 부착하여 화염의 위치와 같은 높

이에 위치시켜 열방출 섭동 주기를 취득 하였다. 열
방출 변동과 함께 발생하는 압력 변동에 대한 데이

터는 연소실 덤프면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센서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압력 전달을 위

해 덤프면 밑으로 가공된 지름 2 mm의 홀에 압력센

서(PCB Co. 106B)를 연소실 외부로부터 반경반향으

로 100 m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취득한 주기를 

FFT 분석하여 주기성 등 압력정보를 정밀하게 분석

하였다. 그리고 압력 신호의 노이즈 제거와 음향반

사를 고려하여 Long line tube를 압력센서 후방에 위

치시켰고, 동압신호의 컨디셔너(PCB Co. 480E 09)
를 사용하여 신호의 노이즈를 최소화 시켰다. 압력 

센서를 통해 얻은 압력 변동 주기와 PMT로부터 얻
은 화염의 열방출 주기에 대한 신호 동기화(Synchro 
nizing)는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 Agilent Co. 
33220A)의 트리거 신호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취득 

및 저장에는 데이터 수집기(NI Daq Board, NI 9234 
modul)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이중선회 연소기의 연소불안정 특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소 열-음향 불안정성의 

발생 원인은 압력 변동과 열방출 변동의 상호작용

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열용

량( ) 4 kW, 연소실 길이(Lc) 400 mm일 때, 열방출 

주기와 압력 변동 주기를 동시에 취득하여 FFT 분
석한 주파수 그래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래프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각각의 주파수가 176 Hz
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중 

선회연소기가 연소 열-음향 불안정성을 규명할 수 있

는 연소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3.2. 연소실 길이와 열용량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특성

본 연구에서 연소실 내의 연소 불안정 현상은 직

경에 비해 유동방향으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대개 1
차원 길이방향의 음향 모드(Longitudinal mode)가 지

배적이다. 이에 연소실 길이를 변경하였을 때 이중

선회 연소기 또한 길이 방향에 지배적인지를 확인

하고자 연소실 길이를 400 mm에서 700 mm까지 변

경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열용량

이 변경되어도 같은 경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자 

랩 규모의 연소기를 고려한 열용량으로 3 kW에서 8 
kW까지 변경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러한 변수들에 

따른 주파수 분석 값들을 Fig. 4에 나타내었다. 




    (4)

where,   

식 (4)은 일차원 정재파(Standing wave)에서 발생

되는 공진 주파수로 온도와 음속 주된 변수로 나타

낸 식이다. 식에서 Lc는 연소실 길이, c는 음속, R은 

기체상수(본 연구에서는 공기로 간주), k는 비열비 

그리고 T는 연소실 내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 열용

량이 증가하게 되면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증가하

게 되고, 온도의 증가는 음속을 증가시켜 결론적으

로 공명주파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연소실 길이별로 열용

량이 증가하면 그 주파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식 (4)을 통해 연소실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면 주파수 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런데 열용량이 3, 4, 5 kW와 6, 7, 8 kW 범위에

서 연소실 길이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ig. 4는 열용량 구간

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불안정 기구로 화염이 거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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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nd pressure cycles (b) FFT frequency of sound pressure
Fig. 5.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sound pressur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   = 7 kW, Lc = 400 mm).

(a) Sound pressure cycles (b) FFT frequency of sound pressure
Fig. 6.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sound pressur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   = 7 kW, Lc = 600 mm).

Fig. 4. Frequency results in accordance with the variation 
of combustor length and thermal power.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6, 7, 8 kW를 Regime 1으로 그리

고 3, 4, 5 kW를 Regime 2로 명칭 하였으며, Regime 
1의 경우 연소실 길이가 증가하면 주파수 값이 감소

하는 특성의 영역이며 이는 식 (4)와 일치하게 나타

나는 영역이다. 반면 Regime 2에서는 연소실의 길이

가 증가하여도 주파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

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두 영역에서 불안정

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다를 것이라 판단하여 각 

영역의 대표 값으로 열용량 7 kW와 4 kW에서 원인

을 분석하였다.

3.3. Regime 1에서의 연소특성

Regime 1에서 연소실 길이 400 mm와 600 mm일 

때 압력 변동 주파수 신호와 FFT로 분석한 주파수

의 주기 신호를 Fig. 5와 6에 나타내었다. Fig. 5(a)와 

Fig. 6(a)에서 보는바와 같이 압력 변동 신호의 경우 

연소실 길이가 400 mm와 600 mm 모두 진폭이 일정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기성이 있

는 FFT 주파수의 값은 연소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공명 주파수의 식 (4)에서 주파수가 

길이에 반비례하는 이론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이처럼 연소실 길이에 따른 불안정 모드에서 

화염의 주기성을 확인하고자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취득한 화염 이미지의 한 주기(One cycle)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불안정 모드에서



장문석․이기만34

(a) Sound pressure cycles (b) FFT frequency of sound pressure
Fig. 8.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sound pressur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   = 4 kW, Lc = 400 mm).

(a) One cycle image of Lc= 400 mm(222 Hz≒227 Hz)

(b) One cycle image of Lc = 600 mm(200 Hz≒190 Hz)
Fig. 7. High speed camera images for the signal of the 

Regime 1.

화염의 거동은 초당 2000장으로 취득한 이미지들 이

므로 이미지 간 간격은 0.5 ms에 해당이 된다.
먼저 Fig. 7(a)의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압력 변동

의 주기와 고속카메라로 초당 2000장으로 측정한 화

염 거동의 주기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경

우 Fig. 7(a) 이미지 분석에서 나타난 주기성인 222 
Hz 값과 압력센서로 측정된 227 Hz 값과의 차이는 

0.5 ms의 간격으로 측정된 이미지 취득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면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소실 길이 400 mm에서 재순환하는 화염의 거동

은 화염 중심부에서 CIVB(Combustion Induce Vortex 
Break down)에 의한 재순환이 덤프면 부근에서 일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연소실 길이 600 mm일 때는 400 mm와 달

리 화염의 재순환이 덤프면 부근이 아닌 덤프면 내

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염의 

거동을 관찰한 결과 연소실 길이가 길어졌을 때 주

파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은 길이가 짧을 때 보다 길

이가 길어졌을 때 화염의 재순환이 노즐 내부 안쪽

까지 깊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순환 되는 한 주기

의 시간이 길어져 주파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이라 

판단이 된다.

3.4. Regime 2에서의 연소특성

다음은 Regime 2에서의 압력 변동 신호와 주파수

의 주기성인 FFT값을 Fig. 8과 9에 나타내었다. 먼
저 Fig. 8인 연소실 길이 400 mm에서는 Regime 1에
서 보인바와 같이 조화성(Hamonic) 주기로 거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분석된 FFT 주파수

는 176 Hz로 Regime 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열용량이 감소하게 되면

(7 kW→ 4 kW)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음속이 감소하여 주파수 값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Regime 2에서 연소실 길이가 늘어난 600 

mm에서의 음압변동 신호와 주파수의 값을 보여주

고 있다. 600 mm일 때는 이전의 신호와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Fig. 9(a)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압력 변동 신호들은 진폭이 비교

적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면 600 mm에서는 진폭이 

강약을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맥놀이 현상(Beating phenomenon)에서 나타나는 주

된 특징으로 주기가 비슷한 두 신호가 동시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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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nd pressure cycles (b) FFT frequency of sound pressure
Fig. 9.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sound pressur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   = 4 kW, Lc = 600 mm).

(a) Sound pressure cycles(Lc = 500 mm) (b) Sound pressure cycles(Lc = 700 mm)
Fig. 10. Analysis with respect to time of sound pressure oscillation in unstable flame(Lc = 500 mm, 700 mm at  = 4 kW).

(a) One cycle image of Lc = 400 mm
(180 Hz ≒176 Hz)

(b) One cycle image of Lc = 600 mm
(200 Hz ≒202 Hz, 166 Hz ≒168 Hz)

Fig. 11. High speed camera image for the signal of the Regime 1.

나 합성되어 새로운 파동을 생성시키는 현상이다. 열
용량 4 kw, 연소실 길이 600 mm일 때는 주기가 다른 

두 주파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9(b)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0에서 4 kW의 

500 mm와 700 mm의 음압변동 신호를 확인한 결과 

연소실 길이가 증가할수록 맥놀이 현상의 특성을 나

타내는 신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소실의 길이가 증가하여도 주파수

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원인은 맥놀이 현상 때문

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속카메라로 취득한 화염 거동에 

대한 이미지 분석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Fig. 
11에서 나타낸 Regime 2의 화염거동에서 보여 주듯

이 Regime 2의 400 mm 길이에서는 동일한 길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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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 1의 400 mm일 때와 유사하게 화염의 재순

환이 덤프면 부근에서 일어나며 Regime 1보다 재순

환되는 시간이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 길이가 증가된 600 mm일 때는 화염의 거동이 이

전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Pilot 
화염의 경우 ①부터 ⑪까지 한 주기가 끝나지만 Main 
화염의 경우 ①부터 시작하여 ⑪에서 한 주기의 거

동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닌 ⑬까지 거동하는 것이 관

찰 되었다. Regime 2에서 연소실 길이가 길어 졌을 

때 Main 화염과 Pilot 화염간의 상호작용으로 거동

하여 각각의 다른 주기를 발생시켜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되며, Main 화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빠르게 거동하는 Pilot 화염이 느리게 거동 하

는 Main화염의 거동을 빠르게 유도하여 연소실의 길

이가 증가하여도 주파수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이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이중선회 가스터빈 모델 연소기의 연소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로 열용량과 연소실 길이에 

따른 열방출 변동과 압력 변동 주파수 그리고 화염

의 거동을 살펴보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이중선회 연소기의 화염모드 분석을 통해 불안

정 모드의 열방출 주파수와 압력 변동 주파수가 서

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소기의 불안정 모

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열-음향 불안

정성임을 확인하였다.
2) 열용량이 증가하였을 때 길이별로 발생하는 불

안정한 화염의 주파수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열용량의 증가로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증가되어 음속이 커져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이라 판

단하였다.
3) 열용량이 3, 4, 5 kW와 6, 7, 8 kW 두 영역이 

구분되며 길이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

났다. 6, 7, 8 kW인 Regime 1은 연소실 길이가 길어

짐에 따라 주파수의 값이 감소하였고, 3, 4, 5 kW의 

Regime 2 경우 연소실 길이가 길어짐에도 그 값이 크

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4) Regime 1에서 연소실 길이가 증가함에 주파수

의 값이 감소하는 원인은 연소실 길이가 길어지면 화

염의 재점화가 연소실 길이가 짧을 때보다 덤프면 내

부 깊숙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점화되는 시간이 

길어져 주파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Regime 2에서 연소실 길이가 증가하여도 그 주

파수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인으로는 연소실 

길이가 길어지면 맥놀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맥놀이 현상은 고속카메라로 취득한 화염 

이미지 분석을 통해 Pilot 화염과 Main 화염 간 상호

작용으로 거동하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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