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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TDLAS를 이용한 난류화염의

계측에 관한 연구

박 유 찬

기계공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

서울대학교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은 높은 열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지속

적이고 안정적인 연소 반응에 적합하기 때문에 가스터빈이나 발사/추진

체와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난류스월예혼합화

염은 (1) 화염의 안정화에 필수적인 재순환영역과 와류의 생성 (2) 예혼

합물의 효율적인 소모 및 균일한 연소반응구간과 같은 특성들을 나타낸

다.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밀

폐된 구조물이 존재하는 고압환경에서는, (1) 재순환영역의 유지 (2) 연

소배기가스에 포함된 불필요한 연소산화물과 그 외 생성물의 효과적인 

배출들을 위해 보조 유동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Quarl/Bluffbody구조의 

적용과 각 유동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량 공급 시스템과 같은 

수동/능동 제어 방법들의 적용을 통해 예혼합화염의 역화현상에 대한 취

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 TDLAS는 연소기 내부의 화염 관련 유동들의 특

성을 측정할 수 있는 광학계측기법이다. HITRAN/HITEMP에 의해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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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브러리의 예상 흡광도와 Beer-Lambert 법칙에 의해 투과된 

레이저의 세기와 투과 전 레이저 세기의 비율로 구한 실제 흡광도의 비

교로 유동의 특성을 계측할 수 있다. WMS는 (1) 광학장치 또는 시스템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에 대한 저항성 (2) 조화신호의 응용을 통

한 연소기 내부의 고온/고압환경에서의 개별 흡수라인의 해상도의 유지

들과 같은 특성들 때문에 연소기 내부의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유동의 

특성을 계측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압 연소

기와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를 설계하였고 이를 고압환경에서 테

스트하였다. 또한 WMS가 연소기 내부의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연소불안

정성을 측정하는 것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였다. 

요약어 :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재순환영역, 보조 유동, TDLAS, WMS, 연

소 불안정성

학  번 : 2017-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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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난류화염의 특성과 종류

화염은 화염을 발생시키는 기초 유동장의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와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각기 층류화염(Laminar 

Flame)/난류화염(Turbulent Flame)과 확산(Diffusion)/예혼합(Premix)화염으

로 대분류된다. 난류화염은 층류화염보다 유동의 공급 속도가 높기 때문

에 연소 반응에 의한 열 발생률이 높아 가스터빈과 같은 발전기나 우주/

항공용 발사/추진체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확산

화염은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과 연소반응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이 특성에 의해 확산화염은 화염이 순간적으로 역류하는 현상인 역화

(Flashback)현상에 저항성을 갖는다. 하지만, 예혼합화염에 비해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질(Mixing Quality)이 떨어져, 연소반응이 연소반응구간을 

따라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고 전체적인 연소효율(Combustion Efficiency)

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료와 산화제가 분사된 이후, 충분히 혼

합이 되어 가연 혼합비에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최소 길이 구간이 확

보되어야 점화원에 의해 연소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염이 

인젝터의 출구를 기준으로 특정 높이에 부상하여 생성되어 연소불안정성

(Combustion Instability)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반면, 예혼합화염은 연료

와 산화제를 인젝터 내부에서 미리 혼합하여, 높은 혼합질의 혼합물을 

인젝터에서 분사한 후 점화원에 의해 연소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소

가 상당히 균일하게 발생하고 연소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염이 인젝터의 출구에 매우 가깝게 생성되며, 확산화염에 비해 화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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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확산화염에 비해 인젝터 내부에 연료와 산화제의 예혼합물이 존재하는 

체적이 넓기 때문에 순간적인 역화 현상에 매우 취약하다. 역화를 효과

적으로 방지해주기 위해 인젝터 내부의 유동 역류 방지 설계와 같은 수

동제어(Passive Control)방법과 유량 공급을 통해 연소 조건에서의 난류

화염속도(Turbulent Flame Speed)와 예혼합물의 공급 속도를 맞춰주는 

능동제어(Active Control)방법의 적용이 중요하다. 난류확산화염과 난류예

혼합화염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기 전단동축화염(shear Coaxial Flame, 이

하 동축화염)과 스월안정화화염(Swirl-Stabilized Flame, 이하 스월화염)이 

있다. 스월은 유동의 축 방향뿐만이 아니라 방위각 방향으로의 모멘텀을 

동시에 공급해줄 때 생성되는 유동구조로써, 스월화염은 동축화염과 달

리 화염의 축 방향 길이가 짧고 화염의 전체적인 형상이 3차원적으로 분

산되어 회전을 하며 생성된다. 스월은 축방향 스월러(Axial Swirler)나 환

형 스월러(Radial Swirler)와 같은 구조물을 이용하거나 연료와 산화제의 

공급 방향과 유속의 조절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다. 

1.2. 고압연소의 특성과 종류

최근 가스터빈이나 발사/추진체와 같은 적용 분야에서는 연소 반응

에 의한 열 발생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압환경에서 화염을 생성한다. 

고압의 연소조건에서는 가압을 할 수 있고 화염을 안정적으로 가둘 수 

있는 밀폐구조물인 연소기 라이너가 반드시 필요하며, 라이너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화염의 전체적인 형상과 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밀

폐구조물이 없는 상압환경에서의 화염은 외부로부터 보조 산화제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연소배기가스가 확산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므로 화염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고압환경에 비

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하지만, 고압환경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보조 유

동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화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



- 3 -

며, 압력이 변하는 가변환경에서 화염이 쉽게 소염된다. 이를 효과적으

로 방지하기 위해, 연소기 라이너 내부로의 보조 산화제역할을 할 수 있

는 유동의 공급이 필수적이며 연소반응에 의해 생성된 연소배기가스가 

라이너 내부에 축적되어 연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10,11]. 

상압이 아닌 밀폐된 고압 환경, 즉 라이너 내부에서 연료/산화제의 

혼합물을 외부 점화원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점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

며, 일시적인 폭발(Detonation/Explosion)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주로 적용된다. 첫 째로, 상압에서 

생성된 화염을 유지한 채 공급 유량만을 조절하여 화염을 고압환경으로 

도달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보염기(Pilot Burner)를 이용하여 보조화

염을 생성한 후, 고압 작동 조건 전까지는 보조화염을 유지하여 조건에 

도달하고 고압 작동 조건 근처에서 보조화염을 통해 주화염을 점화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이다. 보염기는 연소기 라이너 내부를 예열하여 주화염

의 점화가 부드럽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며, 주화염의 외부 점화원으로써

의 역할을 한다. 또한, 보조화염이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연소되지 않은 

연료를 지속적으로 소모해줌으로써 연소가 되지 못한 연료들이 연소기 

라이너 내부에 축적되어 폭발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레이

저 유도 플라즈마나 스파크 플러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광범

위한 점화열을 주화염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

해 다양한 연소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열효율이 높지만 질

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극대화되는 이론공연비 구간(Stoichiometric 

Combustion Zone)을 피해 연료희박연소(Fuel-Lean Combustion Zone)구

간 또는 연료과잉연소(Fuel-Rich Combustion Zone)구간에서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이를 RQL(Rich Burn-Quick 

Quench-Lean Burn)연소 방식이라고 한다. RQL연소방식은  연료과잉구

간에서 주화염을 점화한 후, 다단연소(Staged Combustion)방식과 같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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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순간적으로 산화제를 과잉 공급하여 온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화염을 연료희박연소 구간으로 유도하여 질소산화물의 주요한 발생 구간

인 이론공연비 구간을 거치지 않고 연소를 지속시킨다. 가스터빈과 발사

/추진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산화제인 공기는 약 79%의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일정량 이상 발생시키기 때문에, 질소 대

신 다른 물질들을 산소와 혼합하여 산화제로 공급하는 방식이 최근에 사

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순산소연소(Oxy-Combustion)가 있다 

[12-16]. 순산소연소는 산소에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희석한 산화제를 

연료와 혼합하여 공급한 후 연소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연소 생성물에 

질소산화물이 없이 오로지 물과 이산화탄소가 주로 생성되게 된다. 순산

소연소는 발생한 물을 응축시켜 배출하여 다양한 산업용 목적으로 이용

하고 이산화탄소를 재압축/재가열 과정을 통해 다시 연소기로 공급하는 

준 폐사이클(Semi-Closed Cycle)을 주로 이용한다.

단일화염이 아닌 다수의 화염들을 배열시켜 연소를 발생시키면 연소

기 라이너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공간의 집적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

며, 연소 반응에 의해 생성된 높은 엔탈피의 배기가스들의 공간적 균일

도를 높일 수 있다 [17-23]. 이는 터빈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연소배기가

스의 열 분포의 불균일함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열응력(Thermal 

Stress)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블레이드의 기대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1.3. TDLAS 

(Tunable Diode Laser Absorption Spectroscopy)

Tunable Diode Laser Absorption Spectroscopy(이하 TDLAS)는 

Tunable Diode Laser(이하 다이오드레이저)와 특정 물질의 파장에 대한 

흡수라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특정 물질이 포함된 유동 또는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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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내의 농도, 온도, 속도와 같은 특성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다이오

드레이저는 펄스레이저(Pulse Laser)와 다른 연속파레이저(Continuous 

Wave Laser)에 해당하며, 레이저의 온도와 입력전류의 세기에 변화를 줌

으로써 레이저에서 출력되는 빛의 파장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TDLAS는 연속파레이저인 다이오드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난류화염

의 연소불안정성과 같이 높은 주파수를 갖는 유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에 적합하다. 또한, WMS를 이용하면 고온/고압 환경에서도 화염 관련 

유동의 농도와 온도 등의 특성들을 계측할 수 있다. 다이오드레이저에서 

출력되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특정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유동 

또는 정적인 체적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해당하는 특정 물질에 의해 온

도, 압력, 농도 조건에 상응하는 양의 빛이 흡수된다. 초기 레이저의 세

기와 투과된 레이저의 세기의 비율을 통해 물질의 흡광도(Absorbance)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유동이나 체적의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

는데 이 원리를 Beer-Lambert 법칙이라고 명칭하며, 식([1.3.1])에 표현되

어 있다. HITRAN과 HITEMP는 다양한 물질의 파장에 따른 흡수라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이다. HITRAN과 HITEMP를 이

용하면 유동이나 체적의 압력과 예상되는 온도, 농도의 설정을 통해 흡

광도를 계산하여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 계산된 데이터 라

이브러리와 실제 계측된 흡광도와 비교하여 일치율이 가장 높은 조건을 

찾아 역으로 온도와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예상되는 유동 또는 체적의 

압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물질의 2개의 파장을 이용하면, 온도와 

농도를 모두 계산할 수 있고 1개의 파장을 이용하면, 온도를 알고 있다

는 가정 하에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TDLAS는 다이오드레이저에 입력되는 온도/전류 신호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레이저의 기본 신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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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주기가 짧은 변조 신호의 유무에 따라 Direct Absorption(이하 

DA)/Wavelength Modulation Spectroscopy(이하 WMS)로 나뉘며, 기본 신

호의 주기성의 유무에 따라 Fixed-DA,WMS/Scanned-DA,WMS로 분류된

다. DA는 변조 신호가 추가되지 않은 기본 신호만을 레이저에 입력하여 

투과된 레이저의 세기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WMS에 비해 전

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이 간단하다. 하지만, 고온/고압 환경에서 흡수라인

의 선폭확장(Line Broadening)에 의해 투과된 레이저 세기의 상대적 변화

의 해상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이는 전체적인 특성 계측의 정확도의 

감소로 이어진다. WMS는 레이저의 기본 신호에 추가적으로 짧은 주기의 

변조 신호를 더하여 레이저에 공급하여, 얻어지는 투과된 레이저 세기를 

고속푸리에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해석하여 물질의 특성을 

계측한다. 고속푸리에변환으로 얻어지는 조화신호(Harmonic Signal)의 절

댓값 또는 신호 간의 값의 비율을 통해 특성을 계측하기 때문에 DA에 

비해 선폭확장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고온/고압 환경에서 정확한 특성 

계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4. 연구 동기와 목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류화염은 높은 열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

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고압환경

에서 난류화염을 생성함으로써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난류

화염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압/고

압 환경에서의 난류화염의 연소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압/고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난류화염을 생성하

고 난류화염의 연소불안정성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화염 관련 유동의 

특성들을 측정할 수 있는 TDLAS에 대하여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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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 및 연소기 개발

2.1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을 안정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인

젝터와 연소기의 개발을 병행하였다.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을 생성할 연료

와 산화제로는 각기 메탄과 공기/산소, 이산화탄소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공기는 다량의 압축물을 상변화가 없이 생성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종래

의 가스터빈과 항공/우주 발사/추진체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대기 질 개선에 관한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생성하

지 않는 새로운 산화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산

소, 이산화탄소 혼합물을 산화제로 이용하는 순산소연소가 각광받고 있

다. 산소, 이산화탄소 혼합물은 기존의 공기와 달리 질소산화물을 생성

하지 않고 오직 물과 이산화탄소만을 연소생성물로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공기에 비해 청정한 산화제로 취급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쓰이던 메탄-공기 화염과 순산소연소 화염을 모두 생성할 

수 있는 난류스월예혼합화염용 인젝터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두 화염

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고 두 화염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단연소개

념을 적용하여 최종 연소기 설계에 반영하였다.

메탄-공기 화염과 순산소연소 화염은 기초적인 화염의 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1) 층류화염속도에 대한 상대민감도 분석



- 8 -

(Relative Sensitivity Analysis)을 통한 연소 기본 반응(Elementary 

Reaction) 분석 (2) 층류화염속도(Laminar Flame Speed) 분석 (3) 점화지

연(Ignition Delay) 분석 (4) 단열화염온도(Adiabatic Flame Temperature) 

분석을 통해 두 화염의 특성의 차이에 대해 다루었다. 전체적인 특성의 

계산은 Jupyter Notebook을 기반으로 하여, CANTERA의 Open Code 중 

1-d Free Flame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화염 속도에 대한 상대민감도

(식[2.1.3])는 각 기본 반응의 정 반응률 계수(Forward Reaction Rate 

Coefficient)의 값(식([2.1.2]))에 미소량의 변화를 주었을 때의 반응률(식

[2.1.1])의 변화에 따른 층류화염속도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구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기본 반응의 변화에 대한 화염속도의 반응도를 계산

하여 각 기본 반응의 중요도를 산출해낼 수 있다. Figure 2.1.1과 Table 

2.1.1에는 순산소화염의 초기 조건으로 설정된 메탄과 산소(30 Vol%)/이

산화탄소(70 Vol%)가 혼합된 예혼합물의 상대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공기 중에 포함된 질소는 연소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완

충 가스(Buffer Gas)로써의 역할을 주로 한다. 하지만, 순산소화염에 포

함된 이산화탄소는 Table 2.1.1에 강조된 27번 기본 반응에서 볼 수 있듯

이 완충 가스로써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소 반응에 참여한

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다량 희석된 산화제를 연소 반응에 이용하게 되

면 27번 기본 반응의 역반응인 흡열 반응이 촉진되게 된다. 이에 따라, 

OH, CH와 같은 라디칼(Radical)들이 물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연소 생

성물로 합성되지 않고 잔존하게 되어 전체적인 연소 반응률이 저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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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의 안정성에 필수적인 연소열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화염이 연소불안

정성에 노출되게 된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메탄-공기 화염의 단열화염온

도와 거의 동일한 단열화염온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순산소화염을 생성하면 전체적인 화염의 구조가 메탄-공기 화

염의 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와 종래의 연

구 결과를 종합하여 유추해 보면, 메탄-공기 화염과 비슷한 단열화염온

도를 나타낼 수 있는 특정 이산화탄소의 희석률을 넘어서 이산화탄소를 

산화제에 희석하게 되면, 단열화염온도가 저하되고 전체적인 화염이 메

탄-공기 화염과 구조적 차이를 보일 것이며 연소불안정성에 노출될 것임

을 유추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희석률의 증가에 따른 순산소화염의 

단열화염온도의 저하는 Figure 2.1.4에 나타나 있다. 또한, Figure 2.1.2 

와 Figure 2.1.3에서 보듯이, 이산화탄소의 희석률의 증가는 전체적인 층

류화염속도의 감소와 점화지연의 증가를 일으키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

한 흡열반응의 촉진과 라디칼의 합성률의 저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화지연은 예혼합물이 일정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자연발화

(Autoignition)가 일어나기까지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산

화제 내의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흡열반응을 촉진하기 때문

에, 실제 연소 반응이 시작되기에 필요한 열이 축적되기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점화지연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류화염속도는 층류화염속도와 전체적인 난류의 세기를 같이 고려하여 

유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식([2.1.4],[2.1.5])과 같이 표현된다.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난류화염속도가 비선형적으로 증

가하는데, 그 증가율이 압력에 따라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류

예혼합화염 용 인젝터의 설계에 있어 난류화염속도를 예측하는 것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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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맞는 공급 유량을 예측하고 초기화염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CFD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

이션이 아닌 실험적으로 초기 화염이 안정화되는 조건을 찾는 방법을 통

해, 역으로 난류화염속도를 유추하는 방법을 통해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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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층류 화염 속도에 대한 상대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계산된 

상위 32개의 순산소화염의 기본 반응 [2]

Table 2.1.1 순산소화염의 기본 반응들의 Arrhenius Parameters 와 

Enthalp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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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몰 분율에 따른 순산소화염의 층류화염속도의 분포 

[2,3~9]

Figure 2.1.3  의 몰 분율에 따른 순산소화염의 점화 지연의 분포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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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  의 몰 분율에 따른 순산소화염의 단열화염온도의 분포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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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산소화염에서는 기존의 메탄-공기 화염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

이 발생하지 않으나, Figure 2.1.5에서와 같이 상당량의 CO가 연소배기가

스에 발생하게 된다. 연소배기가스 내의 물을 배출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재가열/재압축하여 순환시키는 준 폐사이클을 활용하는 순산소연소의 특

성을 고려했을 때, CO의 발생은 연소배기가스 내의 이산화탄소 순도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전체적인 사이클의 재순환 효율의 저하로 이어진

다. 생성된 CO를 제거할 수 있는 단계가 사이클에 추가됨에 따라 전체 

시스템 출력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클의 효율이 감소

하게 된다. CO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27번 기본 반

응의 정반응을 효율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염에 의해 생

성된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배출시켜야 한다.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은 앞서 1장에서 언급했듯이, 방위각 방향의 모

멘텀에 의한 3차원 회전 유동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에 의해 화염의 안

쪽과 바깥쪽에 모두 재순환 영역(Recirculation Zone)이 생성된다. 화염에 

의해 생성된 물과 이산화탄소는 재순환 영역에 의해 다시 화염으로 공급

되어 연료/산화제 예혼합물과 다시 혼합되어 연소에 참여하게 된다. 이

러한 연소배기가스의 축적이 지속되게 되면, 화염의 연소 효율이 떨어지

게 되고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소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적인 유동을 연소반응구간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재순환 영역의 구조를 유지시켜주고 재순환 영역에 축적된 물과 이산화

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장의 연

소기 설계 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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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5  의 몰 분율에 따른 순산소화염의 

CO의 몰 분율의 분포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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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 개발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는 2.1장에서 언급했듯이, 메탄-공기 

화염과 순산소화염을 모두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연소배기가

스의 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인젝터를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방법

을 택했다. 총 2개의 타입의 인젝터가 설계되었으며, 두 번째 인젝터는 

첫 번째 인젝터의 설계를 보완하고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

향으로 설계되었다. 이하 글에서, 첫 번째 인젝터는 유동스월생성인젝터

로, 두 번째 인젝터는 스월러삽입인젝터로 명명하여 설명한다. 

2.2.1 유동스월생성인젝터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1) 연료와 산화제의 공급 방향과 유속의 조절을 이용한 예혼합물의 스

월 생성 설계 (2) 유동의 발달에 따른 스월 강도 감소 최소화 설계 (3) 

인젝터 내 예혼합 길이(Premix Length) 최소화 설계 (4) Quarl구조와 

Bluffbody구조의 삽입을 통한 연소안정성 강화 설계이다. 유동스월생성인

젝터는 구조적인 스월러(Swirler)의 삽입이 없이 오직 유동 간의 모멘텀

의 비율의 조절만으로 스월을 생성한다. 유동스월생성인젝터와 같이 유

동만으로 스월을 생성하는 인젝터의 스월 수(Swirl Number)는 아래의 식

([2.2.1])과 같이 정의된다. 생성된 스월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고 실제 화

염이 생성되는 위치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Figure 2.2.1과 같이 연료

와 산화제의 유동의 접점 이후의 구조를 직선으로 유지했다. 또한, 인젝

터 내 예혼합 길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는 예혼합화염의 특

성 중 하나인 역화현상에 대한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역

화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화염이 전파될 수 있는 가연 예혼합물의 

체적을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특성상 예혼합 길

이의 최소화는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질의 저하를 일으킨다. 오직 유동 

간의 스월에 의해 전체적인 혼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적인 스월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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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다른 인젝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예혼합 길이가 요구되기 때

문이다. 전체적인 유동의 혼합률이 초기에 설계목표로 설정했던 완전한 

예혼합에 미치지 못하는 혼합질을 보이기 때문에 생성된 화염이 부분 예

혼합(Partial Premix)화염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두 번째 설계인 

스월러삽입인젝터에서 축 방향 스월러의 삽입을 통해 보완되었다. Quarl

구조와 Bluffbody구조의 삽입을 통해 생성된 스월화염을 최대한 인젝터

의 출구에 가깝게 유지하고 화염의 부상을 방지했다. Quarl구조는 인젝

터의 출구 쪽에 각을 주어 유동이 급격히 팽창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달

하도록 유도하며, 유동의 축 방향 모멘텀과 방위각 방향 모멘텀의 균형

을 유지해주기 위해 적용되었다. Bluffbody구조는 화염의 최하단이 안정

적으로 Bluffbody구조의 상단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출구의 최상단을 

기준으로 후퇴된 높이로 설계됨으로써, Quarl구조와 마찬가지로 축 방향 

모멘텀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 방위각 방향 모멘텀과의 균형을 유지

해주는 효과를 갖는다. 

유동스월생성인젝터는 다수의 인젝터를 공간적으로 집적시켜 연소배

기가스의 균일함을 높이기 위해 매우 작은 스케일로 설계되었다. 이는, 

공간상의 집적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기존의 가공방법을 활용하여 

결합하기에 한계가 있어, 용접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종 결합을 진행했

다. 이는 추후에 개별 인젝터의 설계나 인젝터 간의 배열을 변경하는 것

에 큰 한계를 초래한다. 스월러삽입인젝터에서는 각 인젝터의 설계의 변

경성의 용이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크기를 키우고 결합/분해

가 용이한 가공방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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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단면도

Table 2.2.1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대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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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2.2.3/2.2.4/2.2.5는 설계된 유동스월생성인젝터 9개를 공

간적으로 집적시켜서 만든 전체 인젝터를 상압에서 점화화여 연소 테스

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인젝터는 Taylor-Green Vortex구조에 따라 배열

되었는데, 이 유동 구조는 와류를 서로 교차하도록 배치하여, 와류들 간

의 보강간섭을 유도한다. 이 유동 구조는 유동이 발달함에 따라, 하나의 

큰 와류로 병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연소배기가

스의 유동이 병합되는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각 화염의 위쪽 부분은 높

은 온도의 연소배기가스가 자발광(Chemiluminescence)을 통해 특정 파장

의 빛을 방출하여 보이는 부분이다. 자발광의 형상을 통해, 화염 후단의 

연소배기가스의 유동이 축 방향으로 발달됨에 따라, 하나의 큰 와류로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 메탄-공기화염과 순산소화

염의 경우, 각기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계열의 산화물들이 다량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소배기가스 내의 산화물들의 불균일

한 분포로 이어질 것이며, 보조 유동의 공급을 통해 후단에서의 와류의 

합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첫 째로, 보조 유동을 합성된 와류의 반대 방

향으로 스월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사하여 화염 후단에서의 와류

의 병합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보조 유동으로 연료와 산화제가 

혼합된 예혼합물을 분사하여, 주화염의 후단에서 다단연소를 추가적으로 

발생시켜 불필요한 산화물들을 연소시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언급한 두 가지 방법들을 조합하여 불필요한 산화물들의 불균

일한 축적을 막을 것이다. 

 Figure 2.2.2/2.2.3/2.2.4/2.2.5에서는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접한 

화염간의 간섭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화염 형상의 왜곡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연료희박연소구간에서는 연료과잉연소구간에 비해 이러한 

현상이 적게 관찰되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량비의 증가에 따른 연료분사량의 증가에 의한 전체적인 유량의 증가

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론공연비구간에서 최대가 되

는 난류화염속도의 분포와는 상당히 다른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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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따른 난류화염속도는 관찰되는 현상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

정된다. 연료량의 증가에 따라, 개별 인젝터의 유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

고 이에 따라 각 화염의 재순환영역의 크기와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화

염 간의 재순환영역의 간섭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연소반응구

간이 크게 왜곡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당량비가 높은 구간에

서는 산화되지 못한 연료가 다량으로 남을 것이며, 그에 따라 연소효율

이 매우 저하될 것이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래의 목표인 연소배기가스

의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량비 0.7 ~ 0.9 근처의 연료희박연소구

간에서의 운전이 요구되며, 인젝터 간의 거리를 최적화하여 재순환영역

과 연소반응구간의 간섭을 최소화해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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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산화제(공기)공급 유량이 15 SLPM일 때의 당량비에 따른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화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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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 산화제(공기)공급 유량이 20 SLPM일 때의 당량비에 따른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화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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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4 산화제(공기)공급 유량이 25 SLPM일 때의 당량비에 따른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화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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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5 산화제(공기)공급 유량이 50 SLPM일 때의 당량비에 따른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화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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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스월러삽입인젝터

스월러삽입인젝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1) 

연료와 산화제의 공급 방향과 유속의 조절을 이용한 예혼합물의 스월 생

성과 축 방향 스월러 삽입을 동시에 활용한 설계 (2) 인젝터 내 예혼합 

길이 최소화 설계 (3) 인젝터 출구 쪽 노즐 구조 삽입을 통한 Bluffbody

구조 상단의 역류 방지 설계 (4) Quarl구조와 Bluffbody구조의 삽입을 통

한 화염 안정화 설계 (5) 구조적 변형의 용이함을 위한 설계이다. 스월러

삽입인젝터는 유동스월생성인젝터와 달리 Figure 2.2.6과 같이 축 방향 

스월러가 있는 Bluffbody구조를 인젝터 내에 삽입하여 전체적인 유동의 

스월을 생성한다. 스월러에 의해 생성된 유동의 스월 수는 아래의 식

([2.2.2])와 같이 정의된다. 는 Bluffbody구조의 직경, d는 인젝터 내부 

유로의 직경, ϕ는 스월러의 베인의 각에 해당한다. 

스월러삽입인젝터는 유동스월생성인젝터에서 문제가 되었던 예혼합

물의 혼합질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의 공급 방향과 유속의 조절에 

의한 스월 생성과 축 방향 스월러에 의한 스월 생성을 혼합하여 설계에 

적용했다. 인젝터의 하단에서 연료와 산화제가 매우 높은 스월 수(SN≥

5)를 같도록 혼합되어 초기 예혼합이 된 후, 축 방향 스월러에 의해 화

염 생성에 적절한 스월 수(SN≒1)를 갖도록 조절이 되는 동시에, 유로의 

변화에 의해 추가적으로 예혼합이 되어 설계목표로 하는 높은 혼합질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스월 수의 변화에 의해 연료/산화제의 각 분사

구와 축 방향 스월러 사이에 강력한 와류가 생성되어 매우 높은 혼합질

을 갖는다. 유동스월생성인젝터와 같이 역화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인젝터 내부의 가연체적을 최소화했다. Bluffbody구조의 상단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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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화염의 최하단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화염의 대류/복사열에 그대

로 노출된다. 열에 대한 노출에 의한 Bluffbody구조의 구조적 변형을 방

지하기 위해, Bluffbody구조의 상단에 생성되는 역류유동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인젝터의 상단에 노즐 구조를 적용하여, Bluffbody구조의 상

단을 효과적으로 냉각하고 역류유동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했다. 유동스월생성인젝터와 같이 Quarl/Bluffbody구조를 삽입하여 스월

화염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경우, 구조

적 변형을 통한 인젝터 간의 거리의 변경, 개별 인젝터의 스월 수 변경, 

보조화염 삽입과 같은 설계의 변경이 매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월러삽입인젝터에서는 용접과 같은 가공 방법을 지양하고 Table 2.2.2

에 명시된 것과 같이 쉽게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가공방법을 택했다. 

이를 통해,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연소 테스트 결과를 통해 개선점으로 

발견되었던 인젝터 간의 거리의 조절과 연소 후단 유동의 병합현상의 해

소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인젝터 간의 유동의 보강간

섭을 유도하면서도 재순환영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젝터 간의 

거리를 실험적으로 찾아낼 수 있으며, 중심 인젝터의 스월 수를 변경하

여 연소 반응 후단에서의 유동 병합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스월러삽입인젝터의 구조적 안정성과 화염 형상의 적절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Figure 2.2.6과 2.2.7과 같이 상압에서 산화제(공기)의 공

급 유량에 따른 운전 조건을 측정하고 연료희박연소한계점에서의 화염의 

형상에 대해 관찰했다. 개별 인젝터는 불필요한 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하

고 연료의 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연료희박연소구간에서 가동된다. 개별 

인젝터의 안정성과 화염 형상의 적절함을 모두 확인한 후, Figure 2.2.8

과 같이 결합하여 다음 장에서 다룰 고압연소기에서 추가적인 연소 테스

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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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6 스월러삽입인젝터의 단면도

Table 2.2.2 스월러삽입인젝터의 대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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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7 공기를 산화제로 이용한 스월러삽입인젝터의 산화제 공급 

유량에 따른 운전 조건과 연료희박연소한계점

Figure 2.2.8 스월러삽입인젝터의 연료희박연소한계점에서의 화염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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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9 개별 스월러삽입인젝터와 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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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연소기 개발

2.3.1 연소기 라이너

연소기의 라이너는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유량 조건에서, 라이너와 같은 

밀폐된 구조물의 안에서 생성된 스월화염은 구조물이 없을 때와 달리, 

전체적인 화염의 형상을 결정하는 연소반응구간의 전단층(Shear Layer)

이 구조물의 벽을 따라 생성되고 재순환영역의 전체적인 난류강도

(Turbulence Intensity)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같은 유량조건에서의 화염

의 안정성이 저하되게 된다. 또한, 밀폐된 구조물이 없는 조건에서 화염

을 생성하면, 연소배기가스가 재순환영역에 축적되어 연소반응구간으로 

유입되는 양이 적고 외부공기의 유입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화염

이 쉽게 연소불안정성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연소반응으로 인해 국

부적인 밀도가 감소되어 외부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재순환영역이 유지

가 되도록 도와주는 와류의 생성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하지만, 밀폐

된 구조물이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공기의 유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순환영역에서의 연소배기가스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부공기의 유입이 없이 일정시간이 지속되면 화염이 자연스럽게 소염되

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기 라이너를 통해 연소

반응구간으로 외부유동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Figure 2.3.1과 같이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공간은 크게 1번 구역

(주 연소 구간), 4번 구역(바이패스 구간), 5번 구역(냉각 구간)으로 나뉘

게 된다. 1번 구역은 주 연소 구간으로써 1차 연소 구간(Primary 

Combustion Zone)과 2차 연소 구간(Secondary Combustion Zone)으로 이

루어져있으며, 전체적으로 다단연소를 일으킨다. 1차 연소 구간에서는 

주화염의 연소가 이루어지며, 연료과잉연소구간에서 작동한다. 2차 연소 

구간에서는 연소기 라이너의 보조유동 분사구간을 통해 분사되는 산화제

와 혼합되어 연소가 이루어지며, 연료과잉연소구간에서 작동하는 주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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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혼합되어 연료희박연소구간으로 연소반응구간을 이동시켜 2차 연소를 

발생시킨다. 1차 연소 구간의 주화염을 연료과잉연소구간에서 발생시키

는 이유는 주화염의 안정성이 유일한 목적이며, 연료가 연소배기가스에 

다량 잔존함을 감수하고 초기 화염의 응답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1차 연

소 구간에서 잔존한 다량의 연료는 2차 연소 구간의 산화제와 희석되어 

재연소되며, 1번 구역의 전체적인 당량비를 연료희박연소구간으로 맞추

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단연소 방법을 통해 (1) 주화염의 안정성 강화 

(2) 연료희박연소구간에서의 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2차 

연소 구간에서 유입되는 보조유동은 실질적으로 연소에 참여하는 것뿐만

이 아니라, 스월화염의 재순환영역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와류의 생성에

기여하며, 재순환영역에 축적되는 다량의 불필요한 산화물과 물, 이산화

탄소를 연소반응구간의 후단으로 유도하여 배출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한다. 즉, 전체적인 화염의 형상을 유지시키고 일정 시간 이상으로 지

속적인 연소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1번 구역의 2차 연소 구간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4번 구역에서 공급되는 보조유동은 초기에 

연소기 라이너 내부를 작동 조건의 압력으로 가압하는 역할을 하며, 3개

의 구역 중 가장 큰 유량을 공급한다. 5번 구역에서 공급되는 보조유동

은 가스터빈의 터빈으로 공급되는 연소배기가스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조절되며, 연소배기가스의 온도를 대략 1000 K 근처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5번 구역에서의 연소기 라이너의 구조가 수렴

하는 이유는 배기 후단에서의 유동이 연소기 내부로 역류하여 주화염을 

소염시키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배압을 형성하기 위함이며, 터빈으로 

전달되는 유동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벤튜리(Venturi)관으로써의 역할도 

담당한다. 1번 구역으로 공급되는 연료와 산화제의 질량유량은 1차 연소 

구간에 해당하는 주화염의 연료/산화제, 2차 연소 구간의 산화제가 모두 

독립적인 열식질량유량계에 연결되어 조절되므로, 주화염이 특정 운전조

건에서 연소불안정성에 노출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질량유량의 조절을 

통해 연소불안정성으로 인한 주화염을 소염을 방지할 수 있다.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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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유동은 공급유량에 상관없이 주화염에 대해 거의 영향이 없는 것

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되었으며, 2개의 구역의 유동은 앞서 언급했듯

이,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가압과 연소배기가스의 냉각의 두 가지 역할

로만 사용된다.   

 

Figure 2.3.1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공간의 역할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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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보염기

연소기에 장착되는 보염기는 주화염의 점화를 보조하는 화염을 생성

한다. 주화염을 폭발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점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 점화원이 필요하다. 점화원으로써 (1)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를 이용

한 점화 (2) 상용 점화플러그 (3) 보염기와 같이 크게 3종류가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집적시킬 수 있는 펄스레이저를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해야 하는데, 펄스레이저의 특성 상 플라즈마가 연속적으로 생성되지 않

고 일정한 반복 주기를 갖게 된다. 주화염을 점화할 때, 첫 번째 플라즈

마 생성 시점에서 점화가 되지 않고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플라즈마 

생성 시점에 점화가 된다면, 두 시점 사이에 연소기 라이너 내부에 축적

된 연료/산화제의 예혼합물이 순간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펄스레이저와 부수적인 광학장치들에 의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

스터빈이나 발사/추진체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 적용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점화플러그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가장 신뢰

받는 점화원이다. 점화플러그의 재질과 점화 방식의 적절한 선택에 따라 

고온/고압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화염의 점화에 필요한 초기 점화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점화플러그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소기 라이너 내부에서 주화염의 연소반응구간에 인접한 곳에 

위치되어야 한다. 점화플러그가 발생시키는 전기 스파크는 에너지는 충

분히 높지만, 생성 영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 주화염이 발생하는 

위치를 예상하고 점화플러그가 설치되어야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초기 점

화열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점화플러그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와 달

리,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화염 관련 유동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 화염의 연소반응구간의 끝단에 주로 설치되며, 점화플러그의 팁의 최

상단이 연소기 라이너의 내부와 동일선 상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어야 유

동장에 대한 방해 없이 안정적으로 점화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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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2 보염기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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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유도 플라즈마와 상용 점화플러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보염기를 제작하였다. 보염기의 자세한 구조는 Figure 2.3.2에 

명시되어 있다. 보염기 내부의 최하단에는 연료와 산화제의 초기화염을 

유도하는 챔버가 있다. 산화제는 챔버의 내부로만 공급되어 보염기의 외

부로 분사되고 연료는 챔버와 스테인리스스틸 튜브 사이의 환공간 사이

로 동시에 분사된다. 챔버 내에서 연료/산화제의 예혼합물이 점화플러그

에 의해 초기점화가 되어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연소열을 가진 연소배기

가스가 보염기 출구로 분사되어 연료와 연료의 분사에 의한 전단력으로 

인해 유입되는 외부공기가 모두 혼합되어 보염기의 주화염(Figure 2.3.3)

이 생성되게 된다. 이러한 보염기의 주화염의 형태는 기존의 전단동축화

염(Shear Coaxial Flame)의 형태를 모사한 것이며, 보염기의 주화염의 점

화에 필요한 초기 점화열과 유동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점화플러그의 단점이었던 국부적이고 위치 제한적인 초기 열 공급을 해

결할 수 있으며,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문제인 공간 소모성과 비지속

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그러나 보염기는 현재 연소기 라이너의 구조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

한다. 전단동축화염의 특성 상,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유동이 보염기의 

화염 분사 방향과 평행하여야만, 보염기의 주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나, 현재 연소기의 구조 상, 보염기를 인젝터와 평행하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염기의 주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추후 

설계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소기 라이너를 구조적으로 변형을 할 예

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상용 점화플러그를 이용하여 연소기 라이너 내부

에서 인젝터의 주화염을 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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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3 보염기의 주화염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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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고압 연소 실험

난류화염을 고압조건에서 생성하면 한정된 연소기 구조물에서 캔 수

의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증가 없이 단순 연소에 의해 상압보다 높은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고압조건에서 연소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는 (1) 주화염의 연소안정성을 위한 보조 유동의 공급 (2) 안정적인 외부 

점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2.2.2장에서 언급했듯이 주화염의 연소안정성

을 강화하기 위해 연소기 라이너에서 보조 유동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

를 설계에 반영했으며, 주화염의 초기 점화에 필요한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점화플러그를 선택했다. 보염기는 설계를 보완하여 추후 

연소기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Figure 2.3.4에는 연소기의 전체적인 구

조와 형상이 나타나 있다. (1)은 연소기 후단에 설치된 소음기로써 고압 

작동조건에서 유량의 증가로 인한 관 내 소음 및 주화염의 연소불안정성

과 연소기 내부의 압력의 진동 간의 섭동에 의한 공진으로 인한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는 역압조절기(Back Pressure Regulator)로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역압조절기는 다른 

압력조절기와 다르게 압력조절기 기준 상류의 압력, 즉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압

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지 않으면,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구조에 의해 

생성되는 압력파와 주화염의 연소불안정성의 섭동에 의해 공진이 발생하

여 주화염의 연소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소기 라이너 내부

의 압력의 진동이 발생하면, 상류의 열식질량유량계의 하류의 압력의 진

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열식질량유량계에 압력의 진동에 의한 부하가 걸

리게 된다. 주화염을 연소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류의 유량공급계

통을 압력 부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압조절기의 사용은 필수

적이다. (3)은 물 배출 챔버이다. 고압조건에서는 지속적인 연소반응에 

따라 다량의 물이 연소배기가스에서 발생하게 된다. 역압조절기를 고온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소배기가스의 온도를 충분히 낮추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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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4 전체 연소기의 구조와 형상

Figure 2.3.5 연소기 라이너의 구조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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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소기 라이너 후단에서의 물의 응축을 수반한다. 역압조절기의 오

링은 액체상태의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응축된 물이 포함된 연소배기가

스가 역압조절기에 도달하기 전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응축된 물을 배출

시켜야 한다. 물 배출 챔버는 고온의 연소배기가스의 온도를 빠르게 떨

어뜨려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며 (4)의 드레인 밸브를 통해 응축된 물을 

배출한다. (5)는 연소기 라이너이며 구체적인 구조는 Figure 2.3.5에 명시

되어 있다. (6)은 정압측정용 압력계이며, 역압조절기에 의해 조절되는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정압을 측정한다. (7)은 (5)로 공급되는 다양한 유

동들을 일정하게 분배해주는 매니폴드 역할을 하는 가스분배기이다. 

Figure 2.3.5의 (1)은 Figure 2.3.1의 4, 5번 구역으로 공급되는 보조 유동

에 해당하며, (2)와 (4)는 Figure 2.3.1의 1번 구역에 공급되는 보조 유동

에 해당한다. Figure 2.3.5의 (2)는 1번 구역의 내부를 가시화할 수 있는 

쿼츠윈도우이며, 추후 연구에서 레이저 계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으며, 높은 내압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두껍게 제작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화염의 연소안정성의 유지에 있어, Figure 2.3.5의 (3), (4)

의 유동의 유량 조합이 가장 중요하며, (1)에 해당하는 보조 유동은 화염

의 안정화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소기 라이너의 초기 가압과 연

소배기가스의 냉각을 담당한다. 

고압 실험의 순서는 Figure 2.3.6의 윗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초기에 

Figure 2.3.5의 (1)에 해당하는 보조 유동을 공급하여 챔버를 작동조건에 

맞게 가압하고 역압조절기로 향하는 연소배기가스의 온도를 냉각할 준비

를 한다. 이후, (3)에 해당하는 주화염 용 연료/산화제 중 산화제를 (4)의 

보조 유동과 함께 공급한다. (3)의 산화제와 (4)의 보조 유동은 화염의 

안정에 필요한 초기 재순환영역을 생성하게 된다. 이후, 점화플러그를 

작동하여 지속적으로 전기 스파크를 생성하여 부드럽게 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후, (1)의 연료를 공급하여 주화염의 점화를 유도한다. 실

험에 의해, (4)에 해당하는 보조 유동이 없이는 점화 및 화염의 안정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 주화염의 점화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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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1)과 (4)의 동시 공급이 필수적이다. Figure 2.3.6의 아랫부분은 

연소기 라이너 내부에서 발생하는 주화염의 실제 당량비를 예측하기 위

한 가상의 당량비 두 종류를 명시한 것이다. ϕ_supply는 (3)의 주화염의 

연료/산화제가 공급되는 유량의 비율로 도출할 수 있는 이론 당량비이

며, ϕ_global은 (3)의 주화염 용 연료/산화제와 (4)의 보조 산화제가 모두 

혼합되어 연소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론 당량비이다. 실제 국부

적인 연소반응구간에서의 당량비는 ϕ_supply와 ϕ_global의 사이에서 형성

될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2.3.6 고압 실험의 유량 공급 및 점화 타임라인과 

당량비 예측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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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7은 스월러삽입인젝터의 고압조건에서의 연소실험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연료로는 메탄, 산화제로는 공기가 이용되었으며, 연소기 

라이너 내부의 압력은 상압에서 최대 절대압력 단위 기준 6.3 bar까지 

가압하였다. Figure 2.3.8/2.3.9/2.3.10은 Figure 2.3.7의 조건에 따라 촬영

된 화염의 형상이다. 고압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관

찰되었다. 첫 째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주화염을 생성하는 연료/산

화제 이외에 연소기 라이너의 (1)번 구역으로 보조 유동이 공급되어야만 

주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두 번째로, 압력을 증가시키는 가변구간

에서 반드시 상류의 질량유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난류화염속도는 그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

하게 된다. 난류화염속도의 증가에 따라 공급되는 주화염의 연료/산화제

의 질량유량도 압력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상류 유량 

공급계통에서 압력의 증가분을 고려하여 밸브의 개폐율을 조절하여 순간

적으로 유량계수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압력차의 감소로 인하여 일시적

으로 질량유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주화염의 소염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실험에서 사용된 열식질량유량계는 유량계 내부에서 피드백 컨트롤

을 통해 사용자가 정한 질량유량을 주위 환경이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유

지해주기 때문에, 다른 유량공급방식들에 비해 소염의 가능성이 낮다. 

본 실험에서는 역압조절기를 조절하여 연소기 라이너의 내부를 먼저 가

압한 후, 이후에 상류에서의 주화염의 연료/산화제와 보조 유동의 질량

유량을 증가시켜 주화염을 안정화시켰다. 세 번째로, 1번 구역으로 공급

되는 유량공급계통의 구간 별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3.5에

서 보듯이 축 방향으로 3단계로 나뉘어 1번 구역으로 보조 유동이 공급

되었는데, 이 때, 전체 질량유량을 고정한 채로 각 단의 상류의 볼밸브

를 여닫으며 주화염의 연소안정성에 대한 각 단의 영향성을 검토했다. 

인젝터의 출구 쪽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1단/2단/3단으로 명명하여 설명

한다. 1단의 보조 유동은 주화염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

며, 공급이 차단될 시, 주화염의 초기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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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화염인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안정성에 절대적인 재순환영역의 

생성과 연소배기가스의 배출, 불필요한 산화물의 축적 억제에 직접적으

로 관여함을 알 수 있다. 1단을 공급하고 2단의 공급을 차단할 시, 주화

염이 매우 큰 주파수로 진동함을 관찰했다. 2단 또한 1단과 비슷한 역할

을 수행하나, 초기 점화에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화염이 진동하는 

것으로 추정할 때, 1단의 보조 유동만으로는 재순환영역의 안정적인 구

조 생성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순환영역이 화염의 근처에

서 적절한 크기로 생성되어야 하나, 2단의 보조 유동이 없으면, 재순환

영역이 연소기 라이너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팽창하고 와류의 세기가 급

격히 증가하여 화염을 소염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1단, 2단을 공급하

고 3단의 공급을 차단할 시, 화염이 두 번째의 경우보다 매우 낮은 주파

수로 진동을 한다. 결론적으로 축 방향을 기준으로 주화염에서 멀어질수

록 주화염의 연소안정성에 대한 기여도와 중요도는 낮아지지만, 모두 주

화염의 초기 연소안정성에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순산소화염의 생성을 위해, 주화염의 산화제 유동을 산소(30 Vol%)/

이산화탄소(70 Vol%)의 혼합가스를 공급할 시, 전체적인 화염의 형상과 

거동은 메탄-공기화염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절대압력 단위 기준 5 

bar이상으로 연소기 라이너를 가압하여 초기 점화를 유도하면, 유량공급

계통에서 질량유량을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큰 진폭으로 진동을 보

인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상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류의 혼합

가스 공급 용 가스 실린더의 최대 충전 압은 60 bar인데, 압력조절기를 

통해 50 bar이상의 압력강하를 통해 혼합가스가 연소기 라이너 내부로 

공급되게 된다. 이러한 높은 압력강하를 보이는 환경에서 질량유량이 증

가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응결되어 액체 상태로 상변화를 

하게 된다. 이는 열식질량유량계와 압력조절기의 수명과 정확도에 악영

향을 미치게 되며 실험의 정확도 또한 매우 떨어지게 된다. 추후 연구에

서는 혼합가스 공급라인에 이산화탄소가 상변화를 하지 않도록 가온 장

치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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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7 고압 실험의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의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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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8 해당 고압 조건에서의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형상과 

추정 당량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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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9 해당 고압 조건에서의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형상과 

추정 당량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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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10 해당 고압 조건에서의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형상과 

추정 당량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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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난류화염의 계측을 위한 

TDLAS의 적용 가능성

3.1 HITEMP를 이용한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예상 

흡광도 계산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HITRAN과 HITEMP는 특정 물질의 파장

에 따른 흡수라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보들과 측

정하고자 하는 유동 또는 정적인 체적의 조건을 이용하여 데이터 라이브

러리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측정한 흡광도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 라이

브러리 상의 예상 흡광도를 찾아 실제로 얻고자 하는 유동 또는 체적의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HITEMP는 HITRAN의 흡수라인 정보들을 고온 

조건에 맞게 최적화시킨 변형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어 고온조건에서의 

흡광도의 계산에 적절하다. HITEMP에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들

로는 (1) Line Intensity(S) [  ×     ], (2) 

Air-broadened Halfwidth( ) [    ] (3) 

Self-broadened Halfwidth(  ) [    ] (4) 

Lower-state Energy( ″) [ ] (5) Temperature-dependence 

Coefficient(n) (6) Air-pressure-induced line shift() [     ]

가 있다. 흡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유동이나 

체적의 온도와 압력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스펙트럼 선모양(Spec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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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shape)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계측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는 유

동 또는 체적이 노출된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으로, 

Lorentzian 스펙트럼 선모양은 충돌선폭확장(Collisional Broadening)을 주

로 반영하기 때문에 고압의 환경의 특성을 계측할 때 주로 이용되며, 

Gaussian 스펙트럼 선모양은 도플러선폭확장(Doppler Broadening)을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고온의 환경의 특성을 계측할 때 주로 이용된다. Voigt 

스펙트럼 선모양은 Lorentzian 스펙트럼 선모양과 Gaussian 스펙트럼 선

모양의 합성곱(Convolution)을 통해 도출된 스펙트럼 선모양이며 온도와 

압력에 의한 선폭확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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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식([3.1.1])에서 식([3.1.6])까지는 Lorentzian과 Gaussian 스펙트럼 

선모양의 반치전폭(Full Width Half Maximum)을 계산하여 각 파장에 따

른 각 스펙트럼 선모양의 함수를 구하고 두 함수의 합성곱을 통해 Voigt 

스펙트럼 선모양을 도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식([3.1.8])과 같이 흡광도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구한 스펙트럼 선모양의 함수와 온도에 

따른 각 파장의 세기, 특정 물질의 농도, 압력, 흡수 길이가 필요하다. 

식([3.1.7])은 온도에 따라 각 파장의 세기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며, 식([3.1.9]와 식([3.1.10])은 특정 물질에 대하여 흡수라인을 갖는 두 

파장에 대한 비율을 구하여 유동 또는 체적의 온도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나타낸다.  

 



- 50 -

Figure 3.1.1 T = 1000 K, P = 5 atm,  = 0.8, L = 5 cm 일 때의 

예상 흡광도

Figure 3.1.1 은 연소배기가스 중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4985  와 4995  사이의 파장 대에서 가상의 유동 또는 

체적의 환경조건에서의 예상 흡광도를 앞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3.2 DA와 WMS의 적용 가능성

DA는 식([1.3.1])과 같이 Beer-Lambert 법칙에 의해, 특정 유동 또는 

체적을 투과한 레이저의 세기와 투과 전 레이저 세기의 비율을 통해 실

제 흡광도를 계산하여 3.1장에서 계산된 예상 흡광도로 이루어진 데이터 

라이브러리 중 일치율이 가장 높은 조건을 역으로 추산하여 특정 물질의 

온도와 농도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DA는 WMS에 비해 방법이 간단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고온/고압 환경과 같이 충돌/도플러 선폭확장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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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간에서는 각 흡수라인들 간의 간섭이 심해지고 개별 흡수라인의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어 특정 파장에 대한 정확한 흡광도를 도출해내기

가 어려워 전체적인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2장

에서 언급한 고압 연소기의 경우, 주화염 이외에도 보조 유동이 연소기 

라이너 내부로 상당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레이저가 조사되는 흡수라인 

상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낮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게 되면, 

전체적인 흡광도가 떨어지게 되어,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DA의 적용이 

더욱 어렵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WMS가 적용되어야 하

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로, WMS는 레이

저의 기본 신호와 변조 신호를 합성하여 레이저의 입력 신호로 사용하

며, 투과된 레이저 세기의 조화신호의 절댓값 또는 비율을 통하여 흡광

도를 계산한다. 고속푸리에변환을 통해 얻어진 조화신호는 낮은 흡광도

를 나타내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개별 흡수라인에 대한 해상도가 유지되

며, 변조 깊이(Modulation Depth)의 최적화를 통해 고온/고압의 선폭확장

이 지배적인 환경에서도 측정하고자 하는 개별 흡수라인을 높은 해상도

로 측정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WMS는 조화신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Lock-in Amplifier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필터링하고 필요한 조화신호의 

세기만을 증폭시켜 값을 얻기 때문에 DA에 비해 노이즈가 현저히 적다. 

TDLAS를 이용한 측정과정 중 발생하는 노이즈는 레이저의 세기에 그대

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온/고압 환경에서 필요한 개별 흡수라인을 추

출해내는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WMS는 DA와 달리 조화신호를 얻

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으로 노이즈를 필터링하기 때문에 이

와 같은 불필요한 신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전체적인 측정값의 정

확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다 [24-27]. 이를 통해, 고압 연소기와 같은 고

온/고압 환경에서 특정 물질의 온도나 농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WMS

가 DA에 비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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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을 기반으로 한 인젝터 및 고압 

연소기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고압연소환경에서의 연소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적합한 TDLAS의 종류와 적용 가

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는 (1) 유동스월

생성인젝터 (2) 스월러삽입인젝터의 총 두 가지 종류로 개발되었다. 유동

스월생성인젝터는 연료/산화제의 공급 방향과 유속의 조절만을 통해 주

화염의 안정화에 필요한 스월을 생성한다. 또한, 인젝터 내부의 가연체

적을 최소화화여 예혼합화염의 주된 특성 중 하나인 역화현상에 대한 취

약성을 해결하였으며, Quarl/Bluffbody구조의 삽입을 통해 인젝터 출구에

서의 유동의 급격한 팽창을 막고 주화염이 Bluffbody구조 상단에서 연소

불안정성이 없이 초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설계목

표로 삼았던 예혼합물의 높은 혼합질을 달성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월러삽입인젝터를 추가로 설계했다. 스월

러삽입인젝터는 유동스월생성인젝터의 스월 생성방식인 연료/산화제의 

공급 방향 및 유속의 조절을 통해 인젝터 내부의 하단에서 강력한 스월

을 초기에 생성한 후 축 방향 스월러의 삽입으로 추가적인 와류를 인젝

터 중심부에서 발생시켜 예혼합물의 높은 혼합질을 달성하였으며, 난류

스월예혼합화염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스월을 공급

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된 인젝터들을 고압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고압 연소기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고압 연소기 내에서 고

압연소실험을 진행했다. 고압 연소기는 연소기 라이너와 보염기를 위주

로 설계되었다. 연소기 라이너는 난류스월예혼합화염에 고압/밀폐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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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밀폐 구조물인 동시에 연소가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보

조 유동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소기 라이너 내부로 

공급되는 보조 유동은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유지에 필수적인 재순환영

역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며, 재순환영역에 축적되는 불필요한 

산화물과 연소배기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시켜 주화염의 소염을 방지한

다. 전체적인 연소 과정은 주화염을 연료과잉연소구간에서 초기 연소를 

시킨 후, 후단에서의 보조 유동의 공급을 통해 전체적인 화염의 당량비

를 연료희박연소구간으로 유도하는 다단연소 방식을 채택했다. TDLAS는 

연속파레이저인 다이오드레이저를 활용하여 특정 물질의 흡수라인에 의

해 발생하는 흡광도를 통해 유동이나 정적인 체적의 농도, 온도, 습도와 

같은 특성들을 계측하는 방법이다. DA는 투과된 레이저의 세기와 투과 

전 레이저의 세기의 비율을 통해 실제 흡광도를 계산하여, HITRAN과 

HITEMP에 의해 미리 계산된 예상 흡광도의 데이터 라이브러리와의 비

교를 통해 역으로 유동 또는 체적의 특성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WMS는 

DA와 달리 레이저에 입력되는 기본 신호에 변조 신호를 합성하여, 투과

된 레이저 세기의 고속푸리에변환을 통해 얻어진 조화신호의 절댓값 또

는 비율을 통해 유동 또는 체적의 특성을 계측하는 방법으로써 DA에 비

해 노이즈에 대한 저항성과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개별 흡수라인에 대한 

해상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추후 고압 연소기 내부의 유동의 계측

을 통해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연소불안정성을 계측하는 것에 적합한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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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about Diagnostics of 

Turbulent Flame by TDLAS

Youchan Park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urbulent swirl-stabilized premix flame is widely used in various 

practical applications like power generating gas turbine or propulsion 

system because of capability of producing significant heat energy and 

sustainability of continuous, stable combustion reaction. Turbulent 

swirl-stabilized premix flame features following characteristics, (1) 

utilization of swirl for generation of flame-favorable recirculation zone 

and vortexes (2) premix of fuel and oxidizer for uniform combustion 

reaction and efficient consumption of premix mixture. To effectively 

stabilize the turbulent swirl-stabilized flame, especially for high pressure 

environment with confinement, auxiliary flow is supplied inside of 

confinement to induce (1) maintenance of structure of recirculation 

zone (2) ventilation of combustion-generated unnecessary oxides and 

prevention of excessive accumulation of product gas. The passiv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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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ing strategies like Quarl/Bluffbody structures and independent 

mass flow rate controllable systems are applied to prevent flashback 

inside of injector. TDLAS is useful optical spectroscopy method for 

measuring properties of flame-related flows inside of combustor. The 

properties are deduced by comparison of data library constructed by 

HITRAN/HITEMP and the ratio of transmitted/original laser intensity by 

Beer-Lambert relation. WMS is predicted to be applicable to high 

temperature/pressure environment inside of combustor because of (1) 

resistance to noise generated by optical equipment and overall system 

(2) high resolution of each interested absorption line even at harsh 

condition by utilization of harmonic signals. In this research, high 

pressure combustor and injector for turbulent swirl-stabilized premix 

flame are designed and operated at high pressure condition. And 

applicability of TDLAS for measurement flame instability, especially by 

WMS at harsh condition inside of combustor is tested and verified in 

details.

Keywords : Turbulent Swirl-stabilized Premix Flame, Recirculation Zone, 

Auxiliary Flow, TDLAS, WMS, Flame Instability

Student Number : 2017-25238


	1. 서론.
	1.1 난류화염의 특성과 종류
	1.2 고압연소의 특성과 종류
	1.3 TDLAS.
	1.4 연구동기와 목표

	2.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 및 연소기 개발
	2.1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특성.
	2.2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 개발.
	2.2.1 유동스월인젝터
	2.2.2 스월러삽입인젝터.

	2.3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연소기 개발.
	2.3.1 연소기 라이너
	2.3.2 보염기
	2.3.3 고압 연소 실험.


	3. 난류화염의 계측을 위한 TDLAS의 적용 가능성.
	3.1 HITEMP를 이용한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예상 흡광도 계산
	3.2 DA와 WMS의 적용 가능성.

	4. 결론.
	참조 문헌.
	영문 초록.


<startpage>11
1. 서론. 1
 1.1 난류화염의 특성과 종류 1
 1.2 고압연소의 특성과 종류 2
 1.3 TDLAS. 4
 1.4 연구동기와 목표 6
2.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 및 연소기 개발 7
 2.1 난류스월예혼합화염의 특성. 7
 2.2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인젝터 개발. 16
  2.2.1 유동스월인젝터 16
  2.2.2 스월러삽입인젝터. 25
 2.3 난류스월예혼합화염 용 연소기 개발. 30
  2.3.1 연소기 라이너 30
  2.3.2 보염기 33
  2.3.3 고압 연소 실험. 37
3. 난류화염의 계측을 위한 TDLAS의 적용 가능성. 47
 3.1 HITEMP를 이용한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예상 흡광도 계산 47
 3.2 DA와 WMS의 적용 가능성. 50
4. 결론. 52
참조 문헌. 54
영문 초록. 5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