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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조건에서 H2O/N2 혼합희석이 IGCC 가스터빈 연소기의

화염구조 및 NOx 생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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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2O/N2 Blended Dilution on Flame Structure and 

NOx Formation Characteristics in High Pressur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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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has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oxidizer-side nitrogen

dilution on the precise structure and NOx 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urbulent

syngas nonpremixed flames. Eulerian particle flamelet model was used to predicted the

NOx formation characteristics in the turbulent syngas swirling nonpremixed flames.

Current numerical simulation was conducted for the syngas gas turbine combustor.

Numericla results indicate that as the H2O portion is increased in diluent, the formation

of NOx decreased effectively in turbulent syngas swirl nonpremixed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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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Synthesis gas)는 친환경적인 특성과

제조과정에서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물로서 구성되어 있는

연료이다. 이 석탄가스는 제조과정과 그 사용되

는 분야, 기기에 따라서 그 조성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이 조성들에 따라서 연소의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의 동적인 거동이 바뀌게 된다. 최근

에는 화염안정화를 위해서 IGCC 가스터빈엔진에

서는 확산 와류 연소기를 사용하고 있다.[1] 하지

만 확산화염은 본질적으로 이론반응비 근처에서

반응이 밀도있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높은 온도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NOx 생성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 NOx를 저감하기 위해서 연료나 산화제에 희

석제를 첨가하여서 온도를 낮추어줌으로서 NOx

를 저감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는데, 이에 대해서

Lee. J. W.가 최근에 연구를 하였다.[2] 하지만

아직까지 NOx의 저감과 화염안정화를 동시에

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완벽히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석탄가스의 연소

반응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기관에서는 기존까지 석탄가스의 질

소희석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많은 발전

소에서 가스터빈을 작동할 시 연료측이 아닌 산

화제측에 희석제를 첨가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산화제측에 희석제를 첨

가하였을 때 NOx의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수치적으로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확산 와류 연소기의 조건하에서

수치실험을 하였으며, 난류화염모델로는 층류화

염편 모델을 사용하였다. 화염편 모델은 난류연

소장을 본질적으로 1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는 층

류 화염편들의 집합체로 가정한다. 이 때, 난류

유동은 화염편들을 신장시키거나 주름지게 함으

로서 화염편 내부에서 분자단위의 물질 및 열확

산을 지배하고 비평형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소화염구조로서 층류화염편은 대향류 확

산화염해석으로부터 구하거나, Peters 변환에 의

하여 아래 식과 같이 유도되는 화염편 방정식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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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perature distributions for each

conditions

Figure 2 NO distributions for eac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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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모델을 사용할 때 정상상태로 가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응속도가 느린 NOx

formation, soot formation, radiation과 같은 물리

적인 현상들을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상 화염편 모델을 사

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화염편 모

델중에 Eulerian particle flamelet model을 사용

하였다.

수치실험을 위한 석탄가스의 조성으로는 CO와

H2의 부피비가 약 2:1인 조성으로 선정하였다.

희석제는 연료에 섞여서 연소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며, 희석률은 유입되는 연료의 50%로 고정이

되었으며 희석제를 H2O와 N2가 섞여있다. 압력

은 일반적인 가스터빈의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15

기압으로 정하였으며 공기는 473K의 온도로 들

어가며 연료는 300K의 조건으로 연소실에 들어

간다.

온도장과 NO 분포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Figure 1과 Figur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온도장

을 살펴보면 희석제를 첨가한 조건의 경우 희석

제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에 비해서 화염영역에서

온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희석제를 첨가한 조건끼리 비교를 해보면

희석제에 H2O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할수록 화

염의 온도도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의 분포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온도의 영

향으로 인해서 희석을 시키지 않은 조건의 경우

다른 조건들보다 NO의 분포가 매우 큰 값을 가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온도가 높

은 영역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Thermal NOx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희석제를 첨가한 조건

들의 경우에는 온도장의 경향과 비슷하게 희석제

에 H2O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성되는 NO의

양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

한 원인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온

도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Thermal NO가 온도

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전체 NO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후 기
본 연구는 2014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KEP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

한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입니다.

참고 문헌

[1] Moore, M.J. (1997) “NO emission control in gas
turbines for combined cycle gas turbine plant”, Proc,

Inst, MechEng, Vol. 211, pp. 43-52

[2] 	 Jweongwon Lee, Sangwoon Park, Yongmo Kim.
(2012) “Effects of Fuel-side dilution on structure on

NOx formation of turbulent Syngas non-premixed jet

flames”, Energy & Fuels, Vol. 26, p. 3304-3315

[3] Peters, N. (2000) Turbulent Combus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