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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가스터빈을 위한 하이브리드/이중 선회제트 연소기의 개발

(Part II: 비반응 유동구조에 관한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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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sothermal flow structure and mixing characteristics of a hybrid/dual swirl jet

combustor for micro-gas turbine were numerically investigated. Location of pilot nozzle,

angle and direction of swirl vane were varied as main parameters with constant fuel

flow rates for each nozzle. As a result, the variation in location of pilot nozzle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 in turbulent flow field near burner exit, in particular, center toroidal

recirculation zone (CTRZ) as well as turbulent intensity, and thus flame stability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might be significantly changed. The swirl angle of 45
o

provided

similar recirculating flow patterns in a wide range of equivalence ratio (0.5∼1.0).

Compared to the co-swirl flow, the counter-swirl flow leaded to the reduction in CTRZ

and fuel-air mixing near the burner exit and a weak interaction between the pilot

partially premixed flame and the lean premixed flame. With the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ase of co-swirl flow and swirl

angle=45
o

would provided an optimized combustor performance in terms of flame

stability and pollutant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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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Dry-Low-NOx (DLN) 기법으로 알

려진 희박예혼합연소는 낮은 화염안정성뿐만 아

니라 주기적인 음향파의 가진과 열발생의 상호

작용에 의한 에너지 피드백에 의해 발생되는 연

소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부분예혼합화염과 희박 예혼합화염이 동

시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연소개념을

적용하였다[1]. 내부의 부분예혼합화염은 외부의

예혼합화염의 안정성을 개선시키며, 동시에 연

료 부하의 분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확산화염방식에서 화염 안정성과 저 NOx 배출

을 위해 사용되는 이중선회연소기의 개념을 채

택하였다[2].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이중 선회제트

연소기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비

반응 선회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Schematic of a hybrid/dual swirl jet

combustor for a micro-gas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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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하이브리드/이중 선회제트 연소기의

개략도를 도시한 것이다. 내부의 pilot 버너에서

연료량은 0.648L/min이며 총괄 당량비는 0.7로

고정되었다. 외부관에는 당량비에 따른 연료/공

기 혼합기가 공급되었으며, 연료량은

1.512L/min으로 고정되었다. Pilot 버너의 위치

변화에 따른 유동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료

노즐의 외경 를 이용하여 (버너 출구의 축방

향 위치와 pilot 버너의 외부관 끝의 축방향 위

치의 차)와  가 단계적으로 변화되었다.

수치계산을 위해 ANSYS Fluent 13이 사용되

었다. 3차원 정상상태의 지배방정식은 QUICK법

을 통해 차분되었으며, SIMPLE 알고리즘이 적

용되었다. 난류 유동모델로는 Realizable k-ε 모

델이 적용되었으며, Enhanced wall treatment

모델이 사용되었다. 적용된 격자는 형상에 따라

Hexahedral/Prismatic/Tetrahedral 격자를 이용

한 Hybrid 격자계가 적용되었으며, 격자 민감도

해석을 통해 총 130만개의 격자수가 선정되었다.

Fig. 2는 pilot 노즐 위치변화에 따른 축방향

유속분포 및 유선을 비교·도시한 결과이다. Pilot

노즐이 하부로 이동함에 따라 버너 출구 근처에

유동 면적의 증가로 축방향 유속이 감소되며,

이로 인한 연소기 입구의 선회강도가 증가, 중

앙 재순환 영역의 증가 그리고 연료/공기 혼합

도의 증가가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case 1-1에 비해 case 1-5의 조건에서 보다

낮은 CO와 NOx 배출량 그리고 균일한 선회 화

염의 형상에 대한 부분적인 결과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Fig. 2 Comparisons of axial velocity and

streamline between case 1-1 and case 1-5.

Fig. 3 Comparisons of axial velocity and

streamline for different swirl flows and

equivalence ratios.

Fig. 3은 선회각 및 선회방향의 변화에 따른

당량비 0.6과 0.9의 조건에서 축방향 유속 및 유

선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선회각 30o의 형상은

당량비 0.9의 조건에서 중앙재순환영역이 생성

되지 않는 반면에, 선회각 45
o
의 형상은 당량비

0.6과 유사한 재순환 영역을 생성시킴을 볼 수

있다. 실험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선회각 45
o
의

형상은 보다 넓은 당량비에서 균일한 CO/NOx

배출이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역방향 선회

화염의 경우, 버너 출구 근처의 선회강도의 감

소로 인하여 중앙재순환영역이 감소되며, 연료/

공기의 혼합도 감소로 정방향 선회화염에 비해

보다 높은 NOx 배출이 발생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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