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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combustion instability of a gas turbine combustor, the DMD technique was applied. The 
mode frequency results for each fuel composition were compared with FFT(Fast Fourier Transform) results. 
The damping coefficient, which is a quantitative parameter for combustion instability, was evaluated for 5 
experimental cases. The flame transfer function (FTF) was calculated in the most unstable test case. In 
deriving the FTF, gain and phase were calculated using DMD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OH radical perturbation of the DMD, the heat release fluctuation was the highest at 100 Hz, at which the 
highest value of gain is observed. The frequency of FFT and FTF were different. In order to clarify the reason 
for this, FTF for various resonance frequencies was performed and it shows that the pattern of gain was 
similar to 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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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가스터빈은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 오염물질

(NOx 등)의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오염 물질을 저감하면서 동시에 연소 불안정

을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희박 예혼합 조건에서 작동시키는 것인데, 이런 희

박 연소 상태에서는 당량비가 낮아 점화지연 시간

이 길어지게 된다. 점화 지연시간이 길어질수록 연

소불안정에 취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낮

은 당량비 상황 또는 특정 기하학적 형상의 연소 특

성에 대한 연소불안정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1].
연소불안정 현상은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키며, 

진동의 수준이 작게 유지된다면 무시되거나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압력 변동(pressure fluctuation)이 평

균 압력보다 큰 값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연소실이 

과열되거나 화염이 역류하여 분사 시스템을 손상시

킬 수 있다. 또한 연소기 구조를 손상시키거나 엔진

의 폭발로 이어질 만큼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2-4].
연소불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소불안정 평가가 시도되었다. 연소불안정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유체역

학, 음향학 그리고 제어 이론 등의 도입으로 다양한 

관점의 연소불안정 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4]. 
최근에는 연소기의 연소불안정성을 자동제어의 이

론 중 하나인 폐회로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을 적

용하여, 연소시스템의 연소불안정성을 평가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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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model chamber and a swirl injector.

구가 수행되었다[6].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외

부 유동 섭동으로부터 화염의 열방출 사이의 메커

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전달함수를 이용한 방법이다. 
전달함수는 선형 열음향해석 모델인 화염전달함수 

(flame transfer function, FTF), 비선형 해석 모델인 화

염묘사함수(flame describing function, FDF)로 나뉜

다. 이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7-9].
이와 더불어 연소실 유동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이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이다. FFT 기법은 하나의 점(monitor point)에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 저장된 압력 신호를 주파수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연소실 전체

에 대한 해석이나 측정된 주파수와 관련된 음향 모

드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Dynamic mode decomposition(DMD)이 제시

되었다. 
DMD 기법은 모드분해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법이다. 이 기법은 같은 시간 간격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집합의 순간 필드들로부터 선형 변

동을 추출하는 방법이다[10-13].
본 연구에서는 Dynamic mode decomposition(DMD) 

기법을 이용하여 연소불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다양

한 연료 조성에 따른 연소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
존의 FFT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해석의 신뢰성

을 확보하였다. 또한 화염전달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연소실의 OH 자발광 섭동 정보를 추출 하였다. 이 

섭동 정보를 이용하여 화염전달함수를 도출하였고, 
가진 주파수에 따른 연소불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치 및 방법

모형 가스터빈에 대한 연소해석을 위해, GE7EA 
연소기를 1/3 스케일로 축소한 노즐에 맞춰 장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스터빈 연소기 및 

분사기에 대한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연소실의 음향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후단에 

이동 가능한 플러그 노즐을 장착하였으며, 연소실 

길이를 1110 mm~1410 mm까지 변경 가능하도록 설

계하였다. 화염 가시화를 위하여 석영유리관(quartz 
tube)을 설치하였고, 압력 및 온도 계측을 위한 11개
의 압력센서와 4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연소불안정 현상은 연료 조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 이것은 선행 연구 등에서 확인이 되었다[14-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소실의 연료 조성에 따

른 연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Table 1
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소불안정이 가장 크

게 나타난 실험 조건에서 화염전달함수를 도출하여 

Table 1. Experimental test cases for various fuel frac-
tions

Test 
No.

H2 

[vol%]
CH4 

[vol%]
Equival-

ence ratio

Volume flow rate 
[slpm]

H2 CH4

1 25 75 0.57 20 61

2 37.5 62.5 0.56 34 57

3 50 50 0.56 51 51

4 62.5 37.5 0.55 74 45

5 75 25 0.53 1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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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응답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연료 조성에 따른 실험을 위해 총 5개의 실

험 조건에서 연료 조성을 수소와 메탄의 비율을 25 
~75%까지 변화를 주었다. 당량비는 0.53~0.57로 좁

은 범위에서 유지된다. 공기 유량은 1100 slpm으로 고

정되었고, 온도는 473 K으로 가열되었다. 각 실험은 

연료의 입열량 기준 40 kW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그 다음, 연소 응답 특성 중 하나인 화염전달함수

를 도출하기 위해 OH-PLIF 이미지를 획득하여 열방출

율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Nd-YAG laser(Continuum, 
Surelite-I), dye laser(Continuum, ND-6000), ICCD 
camera(Princeton Instruments, PI-MAX2) 등이 사용되

었다. 이미지는 12,500 fps 및 512X256의 해상도로 촬

영되었다. 
연소기의 응답특성인 화염전달 함수를 파악하기 

위한 연료가진 장치는 일정 간격으로 구멍이 난 디

스크의 회전으로 유로의 면적을 변경시키는 siren 
방식을 사용하였다. 가진 주파수는 50 Hz~1000 Hz 
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input fluctuation은 평균 속

도의 최대 10%로 제한하였다. 디스크 형식의 가진 

장치는 정현파 형태로 속도가 가진되므로 본 연구에

서는 섭동 가진을 위한 함수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

였다.

 sin (1)

여기서 U0는 평균 산화제 분사속도, f는 가진 주파수

이며, t는 시간이다.

2.2. 화염전달함수(flame transfer function) 
연소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스터빈의 열음

향 해석을 위하여 화염전달함수(Flame transfer func-
tion, FTF)를 적용하였다. 화염전달 함수는 연소실 

내부의 속도섭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방출섭동의 

동적 특성을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한 방법이다[3,6]. 
열발생율의 섭동항을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n-τ 모델을 이용하여 화염전달

함수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
′   (2)

여기서 ω는 각진동수(angular frequency), τ는 임의의 

지점에서 속도섭동의 영향이 화염에 전달되어 열발

생율의 변화로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지연을 나타내

고, n은 응답의 민감도(강도)를 의미한다.
화염전달함수의 결과는 이득(gain)과 위상차(phase)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득은 FTF의 절대값으로 구할 수 

있고, 위상차는 식 (2)에서 ωτ에 해당하며, 식 (4)와 

같이 FTF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각도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7].

  (3)

 tan 


 


 (4)

2.3. Dynamic mode decomposition
화염 전달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열 방출과 

속도의 섭동 값을 추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ynamic mode decomposition(DMD) 기법을 이용하

여 OH-PLIF 기법으로 촬영한 OH의 radical intensity 
이미지를 열방출 섭동값인 q’으로 추출하였다.

DMD 기법은 동일한 시간간격으로 수집된 데이

터 집합의 순간 필드(instantaneous fields)에서 선형 

변동(linear fluctuation)을 추출하는 방법이다[10,11]. 
DMD 에서의 i 번째 순간 필드는 snapshot vi로 표기

되며, 아래와 같이 행렬 Vm 그리고 Vm+1에 저장된다.

  ⋯  and   ⋯   (5)

그리고 이 두 행렬은 이론적 행렬 A에 의해 선형 

변동이 추출되도록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특이값 분해(single value decomposition) 및 몇 단

계의 수학적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

은 식이 유도된다[12,13].


 

 (7)

여기서 λi와 Ei는 각각 A행렬에서 i번째의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다. 
이렇게 계산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 공진주

파수와 모드, 그리고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 
ξi)를 구할 수 있다. 감쇠계수는 음향적 감쇠(acoustic 
damping)에 대한 정량적 매개변수이다. 각 공진 모

드(i 번째 고유벡터)의 감쇠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 (8)

 ∆
ln (9)

여기서 Δt 는 time step, Nstep은 number of tim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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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dures for application of dynamic mode decomposition (DMD).

그리고 T는 음향진동주기를 의미한다. 음의 값을 갖

는 감쇠계수는 공진모드가 진폭을 감쇠시킴을 의

미하고, 반면에 양의 값을 갖는 감쇠계수는 공진 모

드가 진폭을 증가시키며, 이것을 연소불안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립된 기법을 기반으로 다

양한 해석 결과에 대한 음향학적 모드 및 주파수, 
그리고 연소불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교

적 쉽게 주파수에 대응하는 섭동값을 추출할 수 있

으므로, 이 기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적용, 연료 

조성에 따른 연소불안정성을 평가하였고, 화염전달

함수(FTF)를 도출하기 위한 섭동 데이터를 추출하

였다. DMD 기법의 실험 적용 과정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료 조성 변화에 따른 연소 특성

먼저, 연료 조성에 따른 실험 결과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수소, 메탄 분율에 따른 압력신호를 기반

으로 FFT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불안정 주파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조건 별로 11~13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불안정 주파수를 결정하였다.
불안정 주파수는 약 700~1500 Hz 대로 광범위 하

Table 2. Experimental test cases for various fuel frac-
tions

Test 
No.

H2 
[vol%]

CH4 
[vol%]

Measured frequency
[Hz]

1 25 75 1496

2 37.5 62.5 1029

3 50 50 1026

4 62.5 37.5 1015

5 75 25 759

게 나타났으며, 연료 중 메탄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고주파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타나나

는 이유는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수소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이 짧아지며, 반
면에 메탄의 비율이 높은 경우엔 화염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16]. 화염의 길이에 

따라 재순환영역의 크기 등이 변화하고, 이렇게 변

한 유동속도와 화염속도의 균형에 따라 연소불안정 

주파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5,16].
위 실험 결과를 토대로 DMD 기법을 적용하여 유

해주파수 및 연소불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연소불안

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감쇠계수를 도출하였다. 각 

실험 조건에 대한 감쇠계수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불안정 조건을 의미하는 양의 값을 갖는 감쇠계

수에 대해 붉은 원으로 표시하고 그 값을 표시하였

다. 실험조건 2, 3 및 4는 불안정 모드를 의미하는 

양의 값의 감쇠계수가 나타났지만, 1과 5는 불안정 

모드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조건 2, 3, 4에서 가장 

큰 감쇠계수를 갖는 주파수는 각각 1077, 4008 그리

고 1067 Hz 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조건 2,3,4 세 

개의 조건에서 모두 불안정성을 나타낸 주파수는 

약 1000 Hz 대역으로서, 각각 1077, 1046 그리고 

1067 Hz 이다. 이것은 동일 조건의 FFT의 결과와 비

교하였을 때 약 6%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가장 큰 감쇠계수는 실험조건은 2번에서 

140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불안정한 주파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조건 2가 가장 불

안정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DMD 기법에 의해 추출된 모드 주파수 중에는 실

험조건 1과 5에서는 유해주파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추출된 모든 모드 주파수가 음의 값을 갖

고 있으며, 이 모드는 안정(stable)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 Hz 미만의 주파수 모드가 추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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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No. 1  (b) Test No. 2

(c) Test No. 3  (d) Test No. 4

(e) Test No. 5
Fig. 3. Damping coefficients for resonant frequencies in 5 test cases.

않았고, 추출된 주파수의 종류도 약 5개 정도로, 각 

실험 조건에 따른 음향 모드와 연소 불안정성 분석

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공간 정보의 부족, 즉 

11개의 압력 센서의 한계로 인해 넓은 범위의 불안

정 모드를 추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추

후 추가적인 압력센서를 장착하여 더욱 엄밀한 분

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3.2. 화염전달함수를 이용한 연소불안정성 평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DMD 기법은 다양한 해석 또

는 실험 결과에 대한 음향학적 모드 및 주파수, 그
리고 연소불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각 주파

수에 대응하는 섭동값(q' 또는 p' 등)을 추출할 수 있

으므로, 이 기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적용, 화염전

달함수(FTF)를 도출하였다. 
DMD 해석에서 가장 불안정한 조건으로 나타난 

실험조건 2에 대한 화염전달함수의 결과인 이득과 

위상을 각각 Fig. 4와 5에 나타내었다. 이득의 경우, 
100 Hz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400 Hz, 700 Hz
에서 300 Hz 간격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

다. 이러한 가진 주파수에 따른 주기적인 증가와 감

소는 선행 연구의 실험적 측정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7].
위상차는 Fig. 5와 같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상차의 경향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상차의 변화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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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ains of FTF at various resonant frequencies 
with the excitation frequency of 100 Hz for test 
No.2.

 

Fig. 4. Gain of FTF measured in test No. 2 (H2 = 37.5%, 
CH4 = 62.5 %).

 

Fig. 5. Phase of FTF measured in test No. 2 (H2 = 37.5%, 
CH4 = 62.5%).

형적으로 나타난다면, 시간지연은 주파수와 상관없

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의 상관관계는 식 (2)에서 위상차가 ωτ 로 정의되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절에서 논의한 FFT 및 DMD 결과에서

는 1000 Hz 대역의 주파수가 가장 유해한 주파수로 

나타났으나, Fig. 4에서의 결과는 가진 주파수 100 
Hz가 가장 유해한 주파수임을 보여준다. 두 분석 결

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불일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가진 주

파수 100 Hz인 경우에 나타난 모든 공진주파수에 

대해 FTF를 구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이

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구하였다. DMD 기법을 이용

하여 추출되는 모든 공진 주파수에 서의 열방출 섭

동을 구하여 식(3)에 따라 구하였다. 단, 앞에서와 

달리 분모에서의 주파수는 100 Hz이나 분자에서의 

주파수는 각 공진주파수가 된다. 즉, 100 Hz의 속도 

섭동 가진에 의해 유발되는 공진주파수로 섭동하는 

열방출율 구하여 그 열방출율과 속도섭동의 비를 구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높은 이득이 나타난 

주파수는 1067 Hz 로 FFT 결과로 파악한 주파수와 

거의 같았다. 그리고 이득은 100 Hz에서 2.2, 1067 
Hz에서 435로 약 200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약 500 Hz부터 100 Hz 간격으로 이득이 상

승과 감소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FFT와 FTF 결과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다. FTF에서는 각 가진 주파수에 대응하는 

이득을 나타내었고, FFT에서는 공진 주파수에 대응

하는 진폭(amplitude)을 나타낸다. FTF에서는 100 
Hz의 주파수로 가진하였을 때, 고주파 가진시의 이

득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고, FFT에서는 공진주파수

에 따른 진폭을 나타내기에 불안정 주파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로 다른 주파수 분석의 관점에 의해서, FTF를 

적용했을 때에는, 가진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할 경우

에 100 Hz의 이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공진주파

수로 표현할 경우에는 1000 Hz에서 이득이 높게 나

타난 것이다. 
따라서 100 Hz로 가진한 실험조건에서, 해당 가

진 주파수에서 이득이 크게 나타나더라도 불안정성

을 보이지 않고, 다른 주파수 대역인 고주파에서 연

소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Fig. 7에 가장 높은 이득을 나타낸 1067 Hz에서의 

열방출 섭동장을 나타내었다. 뚜렷한 파동(wave) 형
태로 섭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Fig. 6의 결과와 Fig. 7의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스터빈 연소기는 분

사기 및 연소실의 기하학적 음향 특성과 화염의 응

답 특성의 coupling으로 인해 1000 Hz 대역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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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eat release fluctuations at the resonance fre-
quency of 1,067 Hz with the excitation frequency 
of 100 Hz for test No.2.

진주파수의 섭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의 FTF 분석 및 공진주파수와 가진주파수에 따른 

열방출 섭동의 상관관계를 도출 할 예정이다.

4. 결 론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소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

해 DMD 기법을 적용하였다. 각 연료조성에 따른 모

드 주파수 결과를 FFT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고, 각 

실험조건에서 불안정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1000 Hz 
대역에서의 차이는 약 6%로 나타났다. 연료의 조성 

변화에 따라 연소불안정성 평가 인자인 감쇠인자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실험조건 2가 가장 불안정한 

조건으로 나왔으며, 실험조건 1과 5는 안정한 조건

으로 나타났다. 
화염전달함수(FTF)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DMD 

기법을 이용하여 이득과 위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00 Hz에서 이득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FT 및 DMD의 분석결과에서 1000 Hz 대역의 주

파수가 유해주파수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주파수에

서 불안정성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화염의 동특성

과 연소실의 기하학적 특성이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1000 Hz 대역의 주파수에서 가장 연소불안정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DMD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의 처리 기법은 기존

의 연소 실험에서 수행하지 못한 엄밀한 음향 모드

의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추후 다양한 모

델에 대한 연소불안정성 평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다. 
추후 다양한 위치에서 FTF를 수행하고, 각 가진 

주파수에서 다양한 공진주파수에 대한 이득과 위상

을 비교분석해야 전체 연소실의 연소불안정성을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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