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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me transfer function is us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low fluctuations and heat release perturbations in a

lean 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The characteristics of flame transfer function are known to depend greatly on flame

geometries in addition to other various flow conditions.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erimentally measure the flame transfer

function under various actual combustor operating conditions in terms of time and cost. The current research tries to model

the flame transfer function using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rom the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calculated

steady flame geometry can be exactly captured with consideration of the wall heat transfer and radiations. Also, unsteady

analysis results show the close characteristics of the flame transfer function to the measured one in both gain and phase.

1. 서 론

기존의 연소기는 연소실에 연료와 공기를 각각 직접

분사하여 연소시키는 확산 화염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연소실 내에서 국부적으로 농후한 당량비 영역

이 생성되어 많은 Thermal NOx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

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배출 가스 규제

로 인하여 연료소비율을 낮추고 NOx 배출을 줄이기 위

하여 희박 예혼합 연소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

고 있다. 희박 예혼합 연소는 당량비를 희박 가연한계로

유지하면서, 연료와 공기를 연소실 이전에서 완전 혼합

한 균일한 당량비의 혼합기를 연소실로 분사하는 것이

다. 사용되는 연료의 양이 적고, 연소실 각 구간에서 균

일한 당량비로 혼합기가 분포하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낮아져 Thermal NOx의 발생이 줄어들게 된다(1-5). 

그러나 희박 예혼합 연소기는 운전이 희박 가연 한계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염이 매우 불안정해지게 된

다. 화염이 당량비와 입구 속도와 같은 열역학적 상태량

의 작은 외부 유동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국

열발생률 섭동을 일으킨다. 열발생률 변동은 연소실 내

부의 압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압력 섭동은

상류로 피드백 되어 속도 및 당량비의 진폭을 가진시킨

다. 이러한 현상을 연소 불안정(Combustion Instability)

라고 하며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과도한 압력 변동

으로 인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연소기 내부부품, 더

나아가 가스터빈 시스템 일부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

다(1-5). 따라서 연소 불안정과 관련된 연소기에서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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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들의 분명한 이해, 정확한 제어 방법과 운전 영

역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소 불안정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적,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특

히 외부 유동 섭동으로부터 화염의 열방출 사이의 메커

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염전달함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구 속도 진동에 대한 화염 응

답 모델(Flame Response Model) 또는 화염 전달 함수

(Flame Transfer Function, FTF)의 결과들은 다음 식 (1)

과 같은 n-τ의 함수로 표현된다.

(1)

위의 식에서 ω는 각 진동수이다. 즉 화염 전달 함

수는 주파수만의 함수임을 의미한다. q와 u는 각각

열방출과 속도를 의미한다. n은 화염 전달함수에서의

이득값(Gain)이고, τ는 시간 지연(Time delay)을 의미

한다. 여기서 로 변환할 수 있으며, φ는 화염

전달 함수의 위상차(Phase)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화염전달함수를 얻기 위하여 실

험적 방법에 의존하거나(4-6), 매우 간단한 연소시스템

을 가정하여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화염전달함수를 구

한 후, 이를 연소모델링 코드에 확장하여 연소불안정

을 해석한 결과를 소개하였었다(1, 3). 따라서 실험적으

로 연소 동특성이 규명될 수 없었던 운전 조건 및 연

료 조성에서는 연소 불안정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었

고, 해석학적 모델의 경우, 실제 가스터빈처럼 복잡한

시스템에는 연소불안정 모델링의 검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코드를 이용하여 화염전

달함수를 계산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실제

연소불안정이 계측된 연소기의 형상에서 화염전달함

수 결과를 예측하고, 화염의 형상 모델링 결과를 연소

불안정 코드에 적용 가능하게끔 한다. 이로부터, 실험

적으로 측정된 화염전달함수의 비용 및 시간에 있어서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비정상상태에서의 연소기

내부의 음속 분포 및 유동 속도 등 연소장의 세부 데

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료

의 조성이 화염의 구조 및 연소 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100% 메탄 화염과 더불어,

수소와 메탄의 혼합 화염에 대한 모델링 연구와 정상

조건 및 비정상 조건에서의 화염 형상을 실험 결과와

비교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연소기 형상 및 해석 조건

2.1 해석 대상 연소기

Figure 1은 본 논문에서 선정한 연소기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Kim 등(1)의 연구에서 소개된 연소기를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소기 후방을 완전 개방하여

시스템의 음향 특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였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노즐 상류에서 관심 영역의 주파수와

진폭을 가진 혼합기가 스월러(Swirler)를 통과하여 연소

기로 유입된다. 유동 섭동을 위하여 사이렌 형태의 혼합

기 변조 장치가 사용되었으며, 참고문헌 상에 제시된 실

험 조건은 다양한 연료 조성 및 운전 조건에서 100-400

Hz의 화염전달함수 데이터가 제시되었다. 화염의 형상

과 열 발생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경 109.2 mm, 길이

334.8 mm의 연소기가 사용되었다. 

2.2 해석 조건

Table 1은 본 논문에서 해석 대상으로 선정한 연소기

의 운전 조건을 나타낸다. 연료는 메탄100%와 수소

45%+메탄 55% 두 가지를 사용하여 연료 조성에 따른

화염의 형상을 비교하였다. 당량비는 희박 가연 한계 근

처인 0.6에서 당량비 섭동이 없는 완전 예혼합 화염

FTF ω( )
q′ qmean⁄
u′ umean⁄
------------------- n ω( )eiφ ω( )

= =

∇φ ωτ=

Fig. 1 Schematic of the model combustor, Dimension   in

millimeters(1)

Table 1 Selected test conditions for model validation

Inlet pressure 1atm

Inlet temperature 200°C

Mixture velocity 60 m/s

Equivalence ratio 0.6

Modulation frequency 100 Hz

Fuel composition 

(in volume)

100 CH4, 

55% CH4 + 45%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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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ly Premixed Flame)으로 적용하였고, 해석 주파

수 범위에서 입구 섭동이 평균 속도 60 m/s일 때를 해

석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3. 수치 해석 방법

3.1 지배 방정식 

난류 유동 해석을 위해 필요한 지배 방정식인 질량

보존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식 (2)와 (3)에 각각 나

타내었다. 

(2)

(3)

위의 식에서 ρ는 밀도, t는 시간, p, µ는 각각 압력과

점성계수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난류 모델인 realizable k-ε model

은 standard k-ε model에 비해 넓은 유동 범위에 대하여

유동장 예측에 있어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이것은

Shih 등(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고안된 것으로 ‘realiz-

able’은 난류 유동의 물리적 특성과 일치하는 레이놀즈

응력에서 특정한 수학적 제약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

다(6-8). 식 (4)와 (5)는 각각 k와 ε에 대한 수송 방정식을

나타낸다.

(4)

(5)

위 식에서 Gk, Gb는 각각 평균 속도 구배와 부력으

로 인한 난류 운동에너지의 생성을 나타낸다. YM은 압

축성 난류에서 섭동 확장의 원인을 의미하며 C2, C1ε

은 상수이다. 또 σk, σε은 각각 k와 ε에 대한 난류

Prandtl 수, Sk, Sε은 생성항이다. C1은 식 (6)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6)

연소 모델로는 Laminar Finite Rate을 사용하였다.

Laminar Finite Rate 모델은 Arrhenius 식을 사용하여

Chemical Source Terms을 계산하고, 난류 섭동을 무시

한다. 이 모델은 난류 화염에서는 정확한 값을 제공하지

만, 난류가 화학 반응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난류 화

염에서는 정확한 값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작은 난

류 섭동·연소에 대해서는 정확하다(9, 10). 또한 연료의

상세 화학 반응 메커니즘 해석을 위하여 CHEMKIM을

사용하였다.

복사 열전달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복사 모델로

DO(Discrete Ordinates) 모델을 채택하였다. 복사 열전달

량은 아래 식 (7)에 표현된 복사 강도(Radiation Inten-

sity)에 대한 지배 방정식인 Radiative Transfer Equation

으로 계산하였다(8).

(7)

3.2 격자계 정보 및 해석 조건

Figure 2는 ANSYS Meshing 15.0을 사용하여 해석 대

상 연소기의 격자를 생성한 것이다. 노즐 입구 영역과

연소기 입구 부분은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여 해석의 정

확도를 높였다. 격자는 68만개의 요소로 구성되고 해석

시간과 격자의 질을 고려하여 Hexahedral 형상으로 생

성하였다.

해석은 ANSYS Fluent 15.0으로 진행하였다. 계산은

압력을 기반(Pressure Based Solver)으로 하여 수렴 속도

를 높이기 위하여 알고리즘으로는 Coupled를 선택하였

고, 수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Scheme으로 Second Order

Upwind를 채택하였다.

∂ρ
∂t
------

∂
∂xi
------- ρui( )+ 0=

∂ρ
∂t
------ ρui( )

∂
∂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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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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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sh of the model combustor



138 /JOURNAL OF ILASS-KOREA VOL. 20 NO. 3 (2015)

4. 해석 결과 및 고찰

4.1 정상 화염 모델링 

Table 1의 운전 조건에 대하여 다양한 연소기 벽면 열

전달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상상태의 화염 형상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화염의 형상을 비교하여 Figs. 3, 4

에 나타내었다. 실험상의 화염 형상은 CH* 자발광의 강

도로부터 얻어진 것이고, 해석 결과는 화염장의 온도 분

포로부터 화염 형상을 비교하였다. Fig. 3은 연료 조건

메탄 100%, Fig. 4는 수소 45% + 메탄 55%로 계산한

것이다. 모두 주어진 벽면 열전달 조건에서 해석한 화염

의 형상이 실험에서 계측된 것과 대략적인 형상과 길이

에 있어서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정량적인 해석 결

과와 실험값과의 비교로부터, 해석 대상 조건에서 화염

의 길이는 실험값과 10%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해석에 적용한 열전달 조건의 타

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Fig. 4의 화염의 길이가

Fig. 3의 것보다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과

동일한 경향으로 연료에서 수소의 몰분율이 증가할수록

화염 속도 증가로 인하여 화염의 전체적인 형상이 덤프

면에 가깝게 접근하게 된다. 

4.2 비정상 화염 및 전달 함수 모델링

Figure 5는 메탄 100% 화염에 대하여 100% 입구 속

도 섭동이 주어질 때, 비정상상태에서 한 주기 동안의

화염 형상의 변화를 해석 및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과 해석 이미지에서 모두

한 주기 동안, 화염의 형상과 길이가 사이클을 이루며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주기 동안의 열발생률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된다. 또한, 실험과 해석 이미

지의 동일 위상에서의 비교로부터, 두 경우에 모두

240~270도 사이에서(입력 섭동 속도에 대한 상대 위상
Fig. 3 Comparison of steady-state flames for calculated

result with measured result under 100% CH4

Fig. 4 Comparison of steady-state flames for calculated

result with measured result under 55% CH4 + 45% H2

Fig. 5 Comparison of unsteady-state flames for calculated results with measured results under (100% CH4 100Hz, Φ=0.6, =

200oC, Vmean=6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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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화염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

대로 60~90도 사이에서 가장 짧은 화염이 관측되었다.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연소 불안정 현상 또는 화염의

동특성이 화염의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발표되었고(5, 10), 본 연구의 이미지 비교 결과로부터 연

소 불안정 또는 화염전달함수 예측을 위한 현재 연구에

서 시도한 모델링 기법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Figure 6은 Fig. 5와 동일한 운전 조건에서 두 가지 연

료 조성에 대하여 속도 및 열발생율의 섭동을 시간에

대하여 상대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Tables 2와 3

에서는 화염전달함수의 이득값과 위상차를 정량적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참고문헌(2, 5)의 실험값 비교로부터,

100% 메탄 화염의 경우, 수소 첨가 화염 대비 동일 입

구 속도 섭동 진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발생률의 섭

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1.20 vs. 0.09), 이는 화염의 길

이가 긴 메탄 화염의 경우에 외부 유동 섭동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되어 이득값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

구의 모델링의 결과에서도 수소가 첨가됨에 따라 메탄

화염 대비 이득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0.14 vs.

0.11),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연료 조성에 대한 화염 동

특성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해석 조건에서 열발생률의 위상차는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 시, 30~50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연료 조성에 따른 화염 전달 함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FD기법이 적용되었고, 실험

을 통하여 계측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정상 상태 화염

비교로부터, 외부 벽면 열전달을 고려한 결과, 실험에서

계측된 화염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화염 이미지

가 계산되었고, 이는 비정상 상태에서 화염의 비교에서

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 조건에

서 화염전달함수의 계산 결과, 현재의 모델링은 연료 조

성에 대한 연소 동특성 경향을 매우 밀접한 범위 이내

에서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현재의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개발 중에 있는 연소 불

Fig. 6 Comparison of calculated results for flame trans-

fer function with measured data

Table 2 Summary of calculated results for flame transfer

function (100% CH4)

Measured Calculated

Frequency 100Hz 100Hz

0.10 0.10

0.12 0.14

Gain 1.20 1.40

Phase 29.0o -18.0o

Table 3 Summary of calculated results for flame transfer

function (55% CH4 + 45% H2)

Measured Calculated

Frequency 100Hz 100Hz

0.10 0.10

0.09 0.11

Gain 0.90 1.10

Phase 5.0o 28.8o

u′ umean⁄

q′ qmean⁄

u′ umean⁄

q′ q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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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모델에 적용하여 화염전달함수 모델링 결과의 타

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후 기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3R1A1A2A10009253).

참고문헌

(1) K. T. Kim, J. G. Lee, H. J. Lee, B. Quay, and D. San-

tavicca, “Characterization of Forced Flame Response

of Swirl-Stabilized Turbulent Lean-Premixed Flames

in a Gas Turbine Combustor”, Journal of engineering

for gas turbines and power, Vol. 132, No. 4, 2010,

pp. 0742-4795.

(2) 김대식, 이정원, “CFD를 이용한 희박 예혼합 연소기

에서의 연소 응답 모델링”, 대한기계학회논문집, 제

38권, 제9호, 2014, pp. 773-779.

(3) 김대식, “가스터빈 희박 예혼합 연소기에서의 연소

불안정 해석을 위한 열음향 모델 기술 개발”, 한국추

진공학회지, 제15권, 제6호, 2011, pp. 98-106.

(4) K. T. Kim, H. J. Lee, J. G. Lee, B. Quay, and D. San-

tavicca, “Flame Transfer Function Measurement And

Instability Frequency Prediction Using a Thermoacous-

tic Model, ASME Turbo Expo: Power for Land”,

Seam and Air, Vol. 2, Combustion, Fuels and Emis-

sions, 2009, pp. 799-810.

(5) 김대식, 진유인, 황기영, 민성기, “연료의 미립화 및

증발 특성 데이터를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기 사이징

기법 고찰”, 제19권, 제3호, 2014, pp. 101-108.

(6) Y. A. Eldrainy, M. N. Jaafar, and T. M. Lazim, “Cold

Flow Investigation of Primary Zone Characteristics in

Combustor Utilizing Axial Air Swirler”,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al and Materials Engineering, Vol.

5, No. 2, 2011, pp. 812-818.

(7) T. H. Shih, W. W. Liou, A. Shabbir, Z. Yang, and J.

Zhu, “A new k-ε Eddy Viscosity Model for High Rey-

nolds Number Turbulent Flows”, Computers and flu-

ids, Vol. 24, No. 3, 1995, pp. 227-238.

(8) 황창환, “MILD Combustion의 열적 및 가스 배출특

성에 대한 수치적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

문, 2010.

(9) ANSYS Fluent 15.0 Users Guide, ANSYS inc., 2014.

(10) H. M. AbdelGayed, W. A. Abdelghaffar, and K. E.

Shorbagy, “Flame Vortex Interactions in a Lean Premixed

Swirl Stabilized Gas Turbine Combustor &#8211; Numer-

ical Computations”, Americal journa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SSN:2153-649X, 2013, pp. 449-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