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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메탄 농도 변화에 따른 발전용 소형 가스터빈 연소기 배기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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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gas turbine using biogas can reduce carbon dioxide (CO2), the biogas gas turbine

is becoming more attractive to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business sector. Natural gas

and CO2 mixture was used to simulate the biogas fuel. At the experiments pressure

losses, pattern factor, and emissions were measured. The results revealed that methane

concentrations of the fuel mixture showed little effects on the combustor performance

except emissions. As methane concentrations in fuel decreased, emissions measured at

the exit of the combustor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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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

력과 각 정부의 환경 친화적 정책에 의해 각광받

고 있다.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

소(CO2)를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원이 화석연료

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송배전이 불가능한 외진 지역에서 바

이오 연료를 이용하면 분산 발전이 가능하게 되

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가스터빈에서 바이오가스를 비롯하여 Syng

as, Landfill 가스, BFG(Blast Furnace Gas) 등의

저발열량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

다. 저발열량 연료가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짐에도

가스터빈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천연가스

에 비해 발열량이 낮아 화염 안정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가

증가하기도 한다 [1]. 또한 수소의 함량이 높아지

면 화염전파속도가 매우 빨라져 희박 예혼합 연

소를 통해 저 NOx 운전을 하는 가스터빈의 경

우 화염 역화로 인해 연소기의 주요 부품이 파손

될 수 있다. 주요 저발열량 가스의 조성에 대해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Average composition of dry low-BTU

gases in [Vol-%] [2]

두산중공업에서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5MW급

소형가스터빈엔진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

보한 천연가스 연소기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가

스용 연소기를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새로 제작한 바이오가스용 연소기의 성능

을 시험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바이오가스에 포함

된 메탄 농도에 따른 배기성능 변화를 알아보았

다.

연소기는 반경류 이중 스월러로 구성되며 내부

파일럿 스월러를 통해 화염 안정성을 높이고 외

부 메인 스월러를 통해 희박 예혼합 화염을 유도

하여 배기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라이너와 트랜

지션 피스는 막 냉각을 사용하여 수명과 안정성

을 확보하였다.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이므로 시험시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

를 섞어 바이오가스 연료를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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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연소기를 연소기 시험 리그에 장착

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공기는 압축기를

통해 공급되며 공기 히터로 승온되어 연소기로

공급된다. 파일럿 스월러로만 연료를 공급하여

점화를 시키고 점화 성공 여부는 UV 센서를 통

해 판단하게 된다. 이후 화염이 안정되면 운전

조건에 따라 파일럿과 메인 연료량을 조절한다.

연소기 출구부에 R-Type 열전대를 장착하여 출

구온도를 측정하였으며 Testo 350 XL 장비를 이

용하여 배기가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NOx와 C

O의 측정 오차는 5 ppm 이내이다. 연소기 시험

리그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시험 조

건은 Table 2와 같다. 연료 분배비는 총 연료량

에 대한 파일럿 연료량으로 정의된다.

Fig. 1 Schematic of combustor test rig.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Value

LHV (kJ/kg) 24000∼33500

Load (%) 70∼100

Inlet Temperature (K) ∼668

Volumetric Air Flowrate ∼0.33

Equivalence Ratio ∼0.347

Fuel Distribution Ratio 0∼0.3

Fig. 2에 100% 부하조건에서 연료의 저위발열

량(LHV)에 따른 압력손실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료의 LHV는 메탄과 CO2의 혼합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LHV가 높을수록 연료에 메탄이 많이

포함된다. LHV가 31,000인 경우에 약간 높은 경

향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 연료 분배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설계 목

표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압력

손실은 연료의 메탄 농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값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ig. 2 Normalized pressure loss with varying

LHV at 100% load condition (T∞ = 15℃)

Fig. 3 Normalized NOx emission with varying

LHV at 100% load condition (T∞ = 15℃)
Fig. 3에 연료의 LHV에 따른 NOx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연료의 LHV가 증가함에 따라 NOx

배출량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큰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료의 LHV가 증가하

면 CO2 포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료의 inert

가스량이 줄어 국소 온도가 증가하여 NOx가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료 LHV 경우에

대해 연료 분배비 0.1 부근에서 NOx 배출량이

최소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NOx 배

출량은 파일럿 스월러에 의해 생성되는 화염에

의한 파일럿 NOx와 메인 스월러에 의해 성성되

는 화염에 의한 메인 NOx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연료 분배비가 감소함에 따라 파일럿 연료량이

감소하여 파일럿 연소 영역의 온도 감소로 인해

파일럿 NOx가 감소된다. 연료 분배비를 감소시

키면 파일럿 연료를 감소하지만 총 연료량은 일

정하기 때문에 메인 연료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에 따라 메인 NOx가 점차 증가한다. 연료 분배

비를 0.1까지 감소시키게 되면 메인 NOx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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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파일럿 NOx 감소량이 더 커 전체 NOx 발

생량은 감소하지만 연료 분배비가 0.1 이하로 더

줄어들게 되면 파일럿 NOx 감소량보다 메인 N

Ox 증가량이 더 커지게 되어 전체 NOx 발생량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료 분배

비 0.1 부근에서 전체 NOx 발생량은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가스의 메탄 농도에 따른

연소기 성능을 살펴보았다. 주어진 메탄 농도 범

위에서 압력 손실을 비롯하여 배기성능까지 설계

목표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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