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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 난류 선회 비예혼합 연소기의 화염구조 및

공해물질 생성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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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 detailed flame structure of the Syngas

diffusion flames. In order to realistically represent the turbulence-chemistry interaction

and the spatial inhomogeneity of scalar dissipation rate, the Eulerian Particle Flamelet

Model(EPFM) with multiple flamelets has been applied to simulate the combustion

processes and NOx formation in the syngas turbulent nonpremixed flames. And level-set

approach is also utilized to account for the partially premixing effect at fuel and oxidizer

injector in KEPRI nonpremixed combustor. Based on numerical results, the detailed

discussion has been made for the precise structure and NOx 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urbulent syngas nonpremixed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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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

와 같은 연료들은 연료의 높은 가격 때문에 석

탄이나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연료들의 가스화

전처리를 통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이러한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분야의 연구가

최근에 와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나 미국,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석탄가스화에 대

한 연구와 함께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가스터빈

발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최근에 합성가스에 대한 고

온, 고압 상태에서의 화학반응기구[2,3]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EU의

HEGSA(High Efficiency Gas-turbine for

Syngas Application) 프로젝트에 의해 가스터빈

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4]와 국내에서도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 플랜트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석탄가스 가스터빈 연소기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가스화 공정으로 얻을 수 있는 석탄가

스는 주로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물로 구성

된 것으로 보여 부분적으로 메탄, 수증기, 이산

화탄소와 질소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석

탄가스의 다양한 화학적 구성은 근본적으로 석

탄가스 연소기 내의 정상상태의 화염구조 및 동

적거동의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석탄가

스 연소기의 화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석탄가스 가스터빈 연소기는 비예혼합

선회 연소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5,6] 그러나

비예혼합 화염은 화학당량비 조건을 갖는 고온

의 반응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

의 NOx 발생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난류 비예혼합 선회 연소기의 화

염구조와 NOx의 생성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EU의 HEGSA 비예혼합 선회 연소기와 KEPRI

의 비예혼합 선회 연소기를 선택하여 연소특성

과 공해물질 배출 특성을 해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 비예혼합 선회 연소기의 상

세화염구조 및 NOx 생성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서 Eulerian Particle Flamelet Model(EPFM)을

이용하였다.[7-8] 또한 난류 부분예혼합 화염에

의한 화염부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Level-Set

기반의 비예혼합 화염편 모델을 적용하였다.[9]

그러나, 이러한 Level-set 기반의 화염편 모델은

정상상태의 화염편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

소기 내에서의 상세화염구조가 가지는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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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고려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NOx의 생

성과 같은 slow process를 예측하지 못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 예혼합 구조를 가지

는 연소기의 상세화염구조 및 NOx 생성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EPFM과 Level-set 기반의 화

염편 모델을 결합한 모델을 적용하였다. 석탄가

스의 화염구조 및 NOx 생성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Warnatz의 석탄가스 화학반응기구와

Hewson의 NOx 생성반응기구를 결합하여 사용

하였다.

DLR 석탄가스 비예혼합 선회 연소기의 해석

Fig. 1 DLR HEGSA swirl combustor : (a) geometry and 
inlet condition, (b) axial vane, (c) radial swirler

Fig. 1은 HEGSA 연소기의 입구조건 및 선회류

발생장치와 평균 온도장, 속도벡터를 나타낸 것

이다. 입구에서 공기측의 강한 스월 때문에 45

도 방향으로 강한 전단류를 형성하면서 혼합특

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한 연소기의 중심부에

서부터 입구쪽으로 재순환 유동이 발생하게 된

다. 입구의 강한 전단류 부분에서는 높은 스칼

라 소산율을 갖게하여 화학당론적 혼합분률을

가지더라고 온도가 낮게 예측되고 또한 비평형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게 한

다. 또한 재순환 유동에 의해 고온의 연소 생성

물이 입구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고 화염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난류화염장에서의 비평형특성은 평균온

도장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2은 이론당량적 혼합분률을 갖는 영역을

각각 전단류가 흐르는 부분과 재순환유동이 생

기는 부분에서 x=0.03 인 곳에서의 온도와 OH,

NO의 질량분률의 조건부평균 분포와 PDF 형상

를 나타낸 것이다. 강한 전단류가 발생하는 영

역은 높은 혼합분률의 변동량 값과 높은 스칼라

소산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는

PDF의 형상이 넓게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OH의 분포도 비평형효과 때문에 높은 값

으로 분포하고 있다가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떨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의 분포는 상

대적으로 높은 체류시간을 갖는 재순환유동의

영역에서 높은 분포를 갖는다.

Fig. 2 Condition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mass 
fraction of OH and NO for HEGSA combustor

KEPRI 석탄가스 비예혼합 선회 연소기의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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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undary conditions, predicted temperature and 
velocity vector fields and flame front for KEPRI syngas 
combustor

실제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석탄가스 연료의

조성 및 부하에 따른 화염구조 및 공해물질 배

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KEPRI의 석탄가스

비예혼합 연소기를 해석하였다. Fig. 3와 4는

KEPRI 연소기의 형상, 입구 및 경계조건 그리

고 예측된 속도장, 온도장, 화염면 및 화학종의

질량분율 분포를 나타낸다. KEPRI 연소기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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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는 30도의 선회류 발생기를 통과하여 연소

기 안으로 공급되며, 연료는 선회류 발생기의

끝단에서 수직한 원통을 통하여 공급된다.

KEPRI 연소기는 연료와 산화제가 비예혼합의

형태로 공급되지만, 연료와 산화제의 인젝터 내

에서 부분적으로 예혼합된 상태로 연소기 내부

로 공급되게 된다. 따라서 화염면은 연료와 산

화제의 인젝터 내부로 들어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EPRI 연소기는 산화제의 선회류 발생기와 연

소기의 형상에 의해 연소기 벽면과 연소기 내부

에 복잡한 3차원 형태의 두 개의 재순환 유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순환 유동 구조

는 높은 온도를 가지는 고온의 연소생성물을 미

연혼합물에 공급해 줌으로써 화염을 안정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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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dicted mass fractions of H2O, CO2 and OH 
fields for KEPRI syngas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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