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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bustion instability analysis of partially premixed model gas turbine combustor was conducted with 1D 
lumped method. Flame Transfer Function(FTF) was obtained with variation of fuel composition by Photo 
Multiplier Tube(PMT) and Hot Wire Anemometry(HWA). Decreasing instability frequency was observed 
when combustor length increased and multi-mode instability was confirmed. Instability frequency mode was 
changed while H2 composition rate was increased and ha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value. This work 
confirms that prediction of longitudinal combustion instability mode of partially premixed combustor is possible 
using 1D lump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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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에 봄철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

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빈발하는 국내 고농도 미세

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작년 6월 3일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발표되었다[1].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중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축소와 신산업 육성이 명시되어 있다. 전력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친환경 발전 형태인 복합가스터

빈의 발전량이 설비용량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에 점진

적으로 복합가스터빈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미

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2].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배기배출물 저감 효과가 크

고, Syngas, Synthetic Natural Gas(SNG), Biogas 등 

다양한 조성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저NOx 연소

기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하며, 특히 항공용 저NOx 
연소기 중 하나로 Twin-annular pre-swirl(TAPS)  연
소기가 개발 중에 있다[3]. 이러한 저NOx 연소기는 

기본적으로 희박연소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소불안

정 현상이 발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스터빈의 경우 연소불안정 현상이 발생하면 연

소기 파괴뿐만 아니라 후단 파트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4],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차질을 초래한다. 그
렇기에 가스터빈 연소기 개발에 있어 다양한 연료

조성에 대한 연소불안정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연소불안정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사전에 연소불안정 현상이 일어날 조건을 

회피하는 연소기 설계를 할 수 있고 혹은 실제 운용 

중에 발생한 연소불안정 조건을 효과적으로 회피하

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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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Measurement system for flame transfer function (a) schematic diagram of test rig for FTF (b) perturbation 

device on fuel line (c) HWA and PMT system.

연소불안정의 예측하기 위한 시도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크게 Lower order 
model[5,6], Direct method (RANS, LES)[7], Linearized 
equations in time domain[8], Helmholtz solver[9]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 Lower order model의 한 사례로 

1D lumped method 기반의 open source code, OSCILOS
가 있다.

OSCILOS는 영국 임페리얼 대학교의 Aimee S. 
Morgans 그룹이 개발한 코드로 주파수 도메인과 시

간 도메인에서 연소불안정을 예측할 수 있다. 개발

진들은 연소기의 형상 정보만으로 OpenFOAM의 

PaSR 툴을 활용하여 Flame Describing Function(FDF)
을 획득한 후, 이를 통해 OSCILOS로 해석한 예측 

값이 연소불안정 주파수 실험값과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5]. 국내에서도 OSCILOS를 활용하여 한밭대학

교 Cha 등이 Santavicca 그룹의 예혼합 가스터빈 연

소기의 실험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소실 길이변화와 

경계조건 변화에 따른 연소불안정 예측을 수행하였

다[10]. 본 연구그룹에서는 모형 부분 예혼합 연소기

에 대한 연소불안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11], 해당 

조성에 대한 Flame Transfer Function (FTF)를 획득하

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사전 연구를 통해 획득한 FTF를 

사용하여, 1D lumped method로 모형 부분 예혼합 연

소기에서의 다양한 연료조성에서의 연소불안정 특

성을 분석하여 실제 연소실험에서의 결과와 비교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화염전달함수 계측 장치

화염전달함수 계측을 위한 실험 장치는 Fig. 1과 

같이 연소기, 가진장치, Hot Wire Anemometry(HWA), 
Photo Multiplier Tube (PMT)로 구성되어 있다. 연소

실 구조에 의한 고유음향파의 영향을 제거한 화염

전달함수 계측을 위해 연소기와 배기덕트로 분리하

였으며, 분리된 공간으로 미연가스가 유출되지 않도

록 배기덕트 최종 단에 팬을 설치하였다. 가시화를 

위해 설치한 석영쿼츠와 PMT 시스템을 통해 열방

출파 섭동을 계측하고, HWA 시스템을 통해 연료 라

인에서의 유량 섭동량을 계측하였다.
FTF 계측 실험에 사용한 연료는 사전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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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불안정 현상이 자주 발생함을 확인한 H2와 CH4

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연

료조성(H2 기준으로 25%-87.5%, 12.5% 간격)에서의 

화염전달 함수를 획득하였다.

2.2. 1D lumped method with OSCILOS
1D lumped model을 기반으로 연소불안정 현상을 

해석하는 오픈소스코드인 OSCILOS는 Fig. 2와 같

이 구성된다. 입력변수로서 연소기의 길이정보, 열물

성치, 화염모델,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입력한 후 주

파수 도메인에서 연소불안정을 해석한다. 종방향 음

향파에 비해 반경방향의 섭동이 무시할 만큼 작다

고 가정하여 1D plane의 종방향 음향파만을 고려한

다. 연소실을 다수의 모듈로 구분하여 경계를 기준

으로 연속적이며,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풀게 되면 최소의 오차를 가지게 되는 고유주파수별 

성장률을 얻을 수 있다.

Fig. 2. Software structure of OSCILOS.

2.2.1. 화염모델

연소불안정 예측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화염전

달함수 계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염전달함수는 연

소기 내부의 음향 섭동량과 열방출 섭동량의 관계

를 표현해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화염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정의된 화염전달함수를 계측하여 추후에 화염모

델로서 아래와 같은 근사식으로 입력하였다.

 



 ⋯


 

 ⋯    (2)

보다 정확한 연소불안정 해석을 위해서는 주파수

뿐만 아니라 유량섭동에 대한 함수인 화염묘사함수

가 필요하지만 실험장치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화

염전달함수를 화염모델로 사용하였다. 
정밀 계측한 FTF 결과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Matlab 코드를 사용하여 곡선 접합을 시도하였다. 실
험을 통하여 계측된 FTF 함수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gain의 경우 y절편의 값을 1로, phase의 경우 

y절편의 값을 0으로 고정하였다. 곡선 접합 후 Fig. 3
과 같이 균등한 간격으로 연료조성별로 획득하여 연

소불안정 해석 및 예측에 사용하였다.

Fig. 3. Flame transfer function of H2 25% + CH4 75%.

2.2.2. 열물성치

1D lumped method 코드는 예혼합 연소기를 전제

로 구성되어 있기에 공기와 연료의 유로 구분이 없

다. 따라서 NASA의 CEA code[13]를 활용하여 예측

에 필요한 열물성치를 사전에 계산해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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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Plots of the properties: (a) velocity and (b) temperature, in sections  of the combustor. (H2 25% + CH4 75%).

(a)
 

(b)
Fig. 5. Schematics of (a) a partially premixed model combustor and (b) chamber modeling.

실제 모형 가스터빈 실험에서 얻은 물성치와 일치

하도록 설정하였으며, Fig. 4와 같이 계단 함수의 형

태로 예측 모델에 사용된다. x축의 원점은 실제 연소

기의 덤프면 기준이다.

2.2.3. 연소실 형상 및 화염위치 선정

Fig. 1(a)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스월 노즐에 대한 

화염전달함수 정보를 얻어 Fig. 5(a)와 같은 연소기

에서의 연소불안정 해석 및 예측을 수행하였다. 연
소실 후단부 노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연소실 길이

를 1160 mm에서 1400 mm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1D lumped method를 통한 해석 및 예측을 위해서 

Fig. 5(b)에서와 같이 유입구, 화염, 연소기, 배출구

와 경계조건으로 구성하였다.
서울대학교 Yoon 등은 모형 부분 예혼합 연소기의 

연소불안정 현상에서 주요한 변수로서 convection time
을 제시하였다[12]. 예혼합 연소기에서와 달리 부분 

예혼합 연소기의 혼합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기에 덤

프면에서 화염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convection time
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1D lumped method는 예혼

합 연소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화염의 위치를 

조절하여 유의미한 convection time의 변화를 만들어 

Table 1. Prediction result of frequency on  flame location 
(H2 25% + CH4 75%)

Item L_coi L_ub Experiment

Length [mm] 35 51 -

Frequency [Hz] 568 565 505

Error [%] -12.5 -11.9 -  

부분 예혼합 연소기에서의 연소불안정 해석 및 예측

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화염위치 선정을 위하여 덤프면에서 OH 자발광 

이미지의 밝기강도를 통해 구한 화염중심까지의 거

리 L_coi와 OH-PLIF 이미지를 통해 획득한 덤프면

에서 미연가스까지 거리인 L_ub를 설정하여 Table 1
과 같이 H2 25%, CH4 75% 연료 조성에서의 연소불

안정 주파수를 비교하였다. 약 1% 차이지만 L_ub를 

사용하였을 때 예측 오차가 적음을 확인하였다. 이
는 상대적으로 긴 혼합 길이가 convection time의 대

부분을 결정짓는 예혼합 연소기와 달리, 부분 예혼

합 연소기에서는 혼합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

문에 미연가스가 덤프면에서 화염면에 도달하기까

지의 거리가 convection time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

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2]. 이처럼 부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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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연소기의 convection time 특성을 보다 잘 나타

낼 수 있는 L_ub을 사용하여 이후의 연소불안정 해

석 및 예측에 사용하였다.

2.2.4. 경계조건

유입구의 경우 전단의 스트레이너를 기준으로 설

정하였으며, open boundary로 설정하였다. 배출구

의 경우는 연소실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후

단의 플러그 노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closed 
boundary로 설정하였다. 실제 연소현상에서 주파수에 

따라 반사파와 투과파의 비율이 변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일정한 상수로서 입력하였으며, 이는 연구 결과 

중에 성장률이 과대평가되는 오차를 발생시켰다.

2.3. 실험조건

본 연구그룹의 사전연구 결과에서 연소불안정 현

상이 주로 발생하였던 H2, CH4 연료조성을 사용하

였다. 또한 Table 2와 같이 입열량은 40 kW로, 공기 

유량을 1,100 slpm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연소실 길

이, 화염의 위치, 연료 조성을 변화시켜 가며 예측을 

수행하였다.

Table 2. Selected condition for prediction
Fuel H2/CH4

Heat input [kW] 40

Air temperature [K] 473

Air volume flow rate [slpm] 1100

Combustor length [mm] 0.51-0.57

Flame position [mm] 30-51

H2 percentages of fuel composition [%] 25-87.5

3. 해석 결과

3.1. 연소실 길이변화

연소실 길이 변화에 따른 연소불안정 해석을 수행

하였다. 연소실 길이를 1160 mm에서 1400 mm까지 

변화시켜가며 1D lumped method를 적용하면 최소의 

오차를 가지는 고유주파수와 성장률을 획득할 수 있

다. Fig. 6은 연소실 길이 1,340 mm에서 얻은 주파수 

및 성장률로, 각각의 연소실 길이에서도 이와 같은 

예측을 수행하였다. 성장률이 0보다 큰 경우 연소불

안정 영역이고, 반대로 성장률이 0보다 작은 경우 연

소안정 영역이다. 또한 연소불안정한 영역 중에서도 

성장률이 가장 큰 종방향 주파수를 1st peak으로, 2번
째로 큰 종방향 주파수는 2nd peak으로 구분하여, 이
후 해석에서 성장률이 0보다 큰 불안정한 영역의 

주파수를 분석하였다. Fig. 7은 H2 25%, CH4 75% 

Fig. 6. Combustion instability possibility by frequency 
mode.

Fig. 7. Instability frequency tendency during variation of 
combustor length.

연료조성에서 연소실 길이 변화(1160 mm-1400 mm, 
30 mm 간격)에 따른 연소불안정 주파수의 경향을 도

시하였다. 불안정 주파수 예측에 평균적으로 약 10%
의 오차가 있지만 연소실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불

안정 주파수의 감소 및 지배적인 불안정 주파수 이

외의 불안정 주파수가 공존하고 있는 모형 가스터빈

에서의 연소불안정 특성을 잘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2nd peak, 2번째로 큰 종방향  불안정 모드 

또한 길이의 증가에 따른 주파수 감소하는 경향성은 

물론 연소길 길이 1250 mm에서 서브 불안정 모드가 

3rd에서 4th로 천이하는 현상 또한 확인하였다.

3.2. 화염 위치 변화

연료조성을 H2 25%, CH4 75%로 설정하고 공기공

급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임의로 화염의 위치를 덤

프면 기준 30 mm에서 51 mm로 변화시켰을 경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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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rowth rate of 2nd, 3rd mode during variation of 
flame location. 

장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8에서와 같이 화염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지배적인 불안정 주파수였던 2nd 
모드의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고 반대로 3rd 모드의 

성장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덤프면에서 화염면까지 미연가스거리가 주요한 변

수 중 하나인 부분예혼합 연소기의 연소불안정 특

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해석에서도 동일한 

화염전달함수 및 연료공기조건에서 화염의 위치 변

화만으로 모드천이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모형 가스터빈에서의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불안정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CH4 100% 연료

조성에서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화염의 길이가 짧아

지면서 불안정 주파수가 2nd 모드에서 3rd 모드로 증

가하는 경향과 일치하였다[12].

3.3. 연료조성 변화

연소실 길이를 1400 mm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FTF 
계측이 가능하였던 연료조성비와 화염위치를 변화

시켜 가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9와  같이 연료조

성비가 H2 기준으로 25%인 경우, 실제 연소실험에

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지배적인 종방향 불안정 주

파수가 2nd 모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한 연소 실험에서와 같이 다중 불안정 모드 발생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H2 기준으로 50% 조성의 경

우는 4th 모드, H2 기준으로 75% 조성의 경우는 5th 
모드에서 불안정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였다.

Fig. 10은 FTF data를 확보하였던 H2 조성비 25%
에서 87.5%까지의 변화를 주었을 때의 불안정 주파

수의 예측 결과이다. 지배적인 불안정 모드는 검은 

원으로, 2번째로 강한 불안정의 경우 회색 원으로 표

시하였다. 연료 조성에서 H2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Fig. 9. Growth rate variation of each fuel composition 
condition.

Fig. 10. Instability frequency mode shifting during variation 
of fuel composition.

화염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을 화염의 위치를덤프면

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예측결과, 
연료조성 별로 연소실험에서 발생하였던 불안정 모

드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에서의 연소불안정 주파수 천이 현상과 마찬가

지로 H2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배적인 불안정 모

드가 증가하는 것을 예측하였다. 이는 예혼합 연소

기와 달리 부분 예혼합 연소기에서의 unburned mix-
ture length를 기반으로 한 convection time이 불안정 

모드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였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H2 기준으로 75% 조성에서 실험에서는 6th 

모드의 종방향 불안정이 발생하였지만 예측에서는 

5th 모드의 종방향 불안정을 지배적인 불안정으로 판

단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주파수의 변화에 상관

없이 일괄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5th 모드에 해당되

는 반사계수의 gain의 입력값이 실제보다 큰 수치인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향후 FTF 보다 정확한 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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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사계수를 획득하여 적용한다면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1D lumped method를 사용하여 모형 부분 예혼합 

연소기에서의 연소불안정 특성에 대한 분석 및 예

측을 수행하였다. 불안정 주파수 예측에 평균적으로 

약 10%의 오차가 있지만 종방향 연소불안정 주파수

와 불안정 모드의 공존 예측이 실험의 결과와 유사

함을 확인하였다. 연소실 길이 증가에 따라 연소불

안정 주파수의 감소와 지배적인 불안정 주파수의 천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실험에서의 불안정 특성과 

일치하였다. 
연소실 화염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부분 

예혼합 연소기의 연소불안정 특성에 주요한 요소로

서 작용하는 점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따라 H2 비율

이 변화하는 다양한 연료조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부분 예혼합 연소기에서 나타난 특

이 현상이었던 주파수 천이현상을 1D lumped method
로 충분히 예측함으로서 비록 종방향 모드가 주가 

되는 종횡비가 제한된 연소기에 한해서지만 연소불

안정 특성 전반을 대표하여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노즐의 FTF 결과를 확

보하거나, CFD를 활용하여 노즐의 형상 정보로 FTF
를 획득하면 연소기 제작 전에 충분히 연소불안정 특

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즉 1D lumped 
method를 통해 적은 비용과 시간만으로도 개략적인 

회피설계 및 운용상에 연소불안정 조건을 벗어나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부

분 예혼합 연소기에서의 실제의 반사계수를 적용한

다면 보다 정확한 불안정 주파수 예측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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