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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스터

빈엔진에 있어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확

대되어 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기 오염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동력원으로 저공해 가스터빈 엔진

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 시스템개발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기존의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력 수급

시스템은 초기투자비용 크고, 건설기간이 길어서

급변할 수 있는 전력수요의 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전 시 대체 전력 수급이 힘들다. 소형 가스터

빈 발전시스템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작고, 설

치기간이 짧으며, 기동-정지 시간이 짧아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

로 가스터빈의 경우, 수요지역에 설치하여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무게와 크기가 작아

부지선정이 수월하여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체에 해로운 일산

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억제하는 기술이

크게 요구된다.(1)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법

으로는 연료와 과잉의 공기를 가연 한계 이상으

로 예혼합하여 공급함으로서 화염온도를 감소시

켜 Themal NOx를 저감시키는 희박 예혼합연소

(lean-premixed combustion), 연소에 필요한 공

기량보다 적은 공기량을 주연소영역으로 공급하

여 연료과농상태로 연소를 시켜 화염온도를 저하

시키고 후류 쪽에 공기를 과잉공급하여 잔존하는

미연가스 및 CO를 연소시키고 화염의 고온영역

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함으로서 NOx를 저감하

는 과농-희박 연소(Rich-Quick quench- Lean

burn combustion), 촉매를 사용하여 보다 낮은

온도영역에서 연소를 가능하게 하여 NOx를 저

감시키는 촉매연소(catalytic combustion), 그 외

에 배가스 재순환(flue gas recirculation), 물분사

법 등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200kWe급 마이크로 가스터빈

개발에 필요한 저 NOx형 연소기를 설계하기 위

하여 희박예혼합 방법을 적용한 버너를 사용하였

으며, 희박 연소에 따른 화염의 불안정성, 역화

(flashback), 부하에 따른 안정적인 제어 등의 문

제점(6,7)을 고려하여 실 엔진 운전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라이너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라이너 기본 설계

2.1 정격 운전 설계점 기준

2.1.1 대상 엔진 구성

Fig. 1 Schematic of 200kWe-class micro gas 
turbine.

본 연구의 대상 엔진의 경우, 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열회수 시스템(recuperator)

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소기 입구 온도가 높다.

가스터빈 엔진의 주요 구성품인 압축기, 터빈, 연

소기 그리고 열교환기의 설계 사양은 정격 운전

조건에 대한 싸이클 해석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그 결과, 정격 운전 조건에서 연소기의 입출구

조건 및 요구 성능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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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target of combustor for 
200kWe MGT
Cycle pressure ratio 4.2

Inlet temp. [K] 900

Inlet press. [kPa] 400

Combustion eff. [%] 99.5

Fuel flow rate [kg/hr] 43

2.1.2 MGT 연소기 성능 제어 인자

MGT 연소기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능

인자들을 고려해야한다. 이미 전체 시스템의 성

능 요구 조건에서 정격 운전시의 공기량, 공기

온도와 압력 그리고 연료 투입량이 결정되어 있

으며, 부분 부하 운전의 경우에도 시스템의 운전

특성에 의해 연소기의 입출구 조건이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부품으로써의 운전

범위에서 연소기의 요구 성능을 만족해야할 필요

가 있다. 연소기에 요구되는 성능은 배출물 저감

성능, 소염/역화/진동 등과 관련된 연소 안정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버너의 개발과정에서 결정되

나, 연소기와의 상호 관계에 의해 변동될 수 있

다. 따라서, 연소기의 성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입출구 조건에서 주어진 버너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운전 조건을 구현할 수 있도

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어 인자로는

화염 온도와 버너 출구 유속이 있다. 주어진 입

구 공기량, 연료량, 공기온도/압력에서 화염 온도

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연소 영역으로 유입되는

공기와 희석 영역으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배량을

제어해야한다. 이를 통해 버너 출구 유속도 제어

될 수 있다.

2.1.3 연소기 라이너 설계 인자

일반적인 가스터빈 연소기 기본 형상 설계 방법

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1-3, 7). 정격

운전 조건에서 요구되는 화염의 안정성 및 압력

손실을 만족하기 위한 기준 속도와 면적을 도출

한 후, 전체 엔진의 크기를 고려되어 연소기 캐

이싱의 크기가 결정되면, 내부의 공기 유로와 연

소실을 이루는 라이너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각 유로의 속도와 차압의 크기, 냉각성능,

주연소 영역과 희석 영역의 공기량 배분 등이 고

려되어야 한다.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경우, 가변

속도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운전 영역에 따라 유

입 공기량이 변동된다. 이렇게 유입된 전체 공기

는 Fig. 2와 같이 라이너 유로를 따라서 이동하

다가 1차 희석공기공(m1), 버너(mo), 2차 희석공

기공(m2)를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된다. 이때

버너 출구 형상, 1,2차 희석공기공 형상에 의해

각각의 분배량이 결정되어진다.

Fig. 2 Schematic of air flow passages.

이때 특정 공기 분배량이 결정이 되면, 점화, 가

속, idle, 부분부하, 정격운전, 감소, 정지로 이어

지는 가스터빈 엔진의 다양한 운전 영역에서 동

일한 공기 분배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기 분배

량을 결정하는 라이너의 형상 설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스터빈 운전 조건에서 연소기 성능을

검토하여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다.

3. 라이너 최적 설계

3.1 싸이클 해석상의 운전 영역

3.1.1 부분 부하 운전 영역

Fig. 3은 본 연소기가 적용되는 가스터빈의 압

출기 성능을 보여준다. 60~100% 속도에서 공기

량과 압력비가 변동되면서 작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 부하 운전 영역에 해

당하는 70~100% 속도 (A-E)에 대하여, 압축기

특성 선도값 0.73~0.82 (1-4)를 검토점으로 선정

하였다. 이때 제어 로직은 터빈 입구 온도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검토점에 대하여 터빈

입구온도를 380도에서 980도로 변화 시키면서 출

력과 효율, 그리고 연소기 입구 조건을 계산하여

연소 성능 검토에 사용하였다. 자세한 해석 방법

은 문헌 (8)를 참고하였다.

Fig. 3 Operation points on compressor 
performance map for various loads.

3.2 단일 버너 성능 실험
검토점에 대한 싸이클 해석 결과를 통해 얻은

연소기 입출구 조건에서 원하는 성능 구현 여부

를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 버너의 연소 성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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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 소염 한계와 배출물 특성을 살펴 보았

다.

3.2.1 화염 안정성

Fig. 4는 버너 출구 유속의 변화에 따른 화염

날림시의 단열화염온도를 보여준다. 출구 유속이

증가 할수록 높은 화염온도에서 화염 날림이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박예혼합 화염을 사

용하는 본 연소기의 버너의 경우에 화염이 상류

의 혼합기 속도와 화염의 전파속도가 평형을 이

루는 지점에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희박 영역

에서 화염 전파속도는 화염 온도에 비례하기 때

문에 유속이 증가할수록 안정화 영역이 좁아지게

된다. 여기에 운전 안정성을 고려하여 50K의 마

진을 고려하여 안정 운전 영역을 결정하였다.

Fig. 4 Adiabatic flame temperature of blowoff 
with burner exit velocity.

3.2.1 배출물 저감 성능

Fig. 5는 연소기 입구 온도 400도에서 화염 온도

변화에 따른 CO와 NOx 배출 특성을 보여준다.

화염온도가 증가하면서, thermal NOx의 증가로

인하여 NOx 배출량이 증가하고, 화염 온도가 감

소하면서 불완전 연소에 의한 CO 배출량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배출 특성은 희박

예혼합 연소기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결과적으로

CO와 NOx의 동시 저감을 위해서는 특정 화염

온도 영역을 연소기 작동 영역으로 제어해주어야

함을 알 수있다. 여기서는 약 1800K 근방이 된

다.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면 NOx가, 낮

은 온도에서 운전되면 CO가 증가하여 원하는 저

감 성능을 만족하기 어렵게된다.

3.3 최적 공기 분배량 결정
Fig. 3에 나타낸 검토점에 대하여 주연소 공기

비율을 0.25~0.4로 설계할 경우, 소염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대하여 발전량을 화염 온도에 대하

녀 나타내었다. 열교환기를 포함한 시스템의 경

우, 열교환기 입구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구조

적인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특정 온도

이하로 제어해야한다.

Fig. 5 NOx and CO emission with adiabatic 
flame temperature at inlet air 
temperature of 400 deg. C.

본 연구의 대상 열교환기의 경우, 680도의 한계

온도를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연소로 유입되

는 공기 비율을 높이게 되면, 운전 영역이 희박

연소영역으로 치우치게 되어 낮은 화염 온도에

의해 소염되기 쉽기 때문에 작동 가능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주연소 공기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작동영은 넓어지게 되나,

화염 온도 상승으로 인해 NOx 배출물 제어가

힘들다.

Fig. 6 Electric power with adiabatic flame 
temperature for various main air ratio.

본 연구에서는 배출물 저감 성능이 우수한

1800K 지점에 정격 운전점이 형성되는 0.35 조

건과 약 25%의 넓은 부분부하 운전 영역을 갖는

0.3 조건의 중간 지점을 선정하여 설계하였다. 이

경우에 CO와 NOx가 각각 50ppm과 10ppm (배

가스 O2농도 15% 기준)이하로 제어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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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kWe급 마이크로 가스터빈

용 저 NOx 연소기 개발을 위하여 연소기 라이

너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가

스터빈 운전 조건에서 우수한 배출물 저감 성능

과 화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싸이클 해석

에서 도출된 작동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라이너 설계점을 주연소 공기비가

약 0.325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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