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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들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가스

터빈연소시스템에서 NOx, CO, Unburned hydro

carbon, Soot등의 유해배기가스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연소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있

다. 특히 가스터빈의 경우 다단연소를 통하여 화

염의 온도를 저감하여 NOx를 저감하는 연소기

술과 희박 예혼합 연소(Lean Prevaporzing Prem

ixed)를 통하여 연료의 소비를 줄이며 NOx의 배

출을 저감하는 연소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지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연소기술들은 희

박가연한계 부근의 당량비영역에서 연소가 진행

됨에 따라 낮은 공해배출특성에도 불구하고 연소

불안정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연소불안

정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6] 최근 이러한 연소불안정성을 극복하며 낮은

배기가스 배출특성을 갖는 연소기술인 무화염 연

소(Flameless combus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무화염 연소기술은 연소로 발생된 기연

가스의 강한 재순환을 통하여 산화제 및 연료를

희석하여 반응성을 감소시켜 저산소상태에서 연

소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국부적

인 연소화염의 형태가 가열로 전체로 확장되어

1,400℃이하의 온도분포를 형성하여 Thermal N

Ox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연소기술이

다. 무화염 연소기술에 대하여 처음으로 연구한

Wṻnning[7]은 배기가스 재순환율()과 연소로

내부 온도로 나타내어지는 무화염 연소의 형성영

역을 Fig.1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배기가

스 재순환율은 재순환하는 가스의 질량흐름율을

공급되는 연료와 산화제의 질량흐름율로 나눈 값

으로 정의 하였다. Fig.1을 살펴보면 재순환율이

3이상 노의 온도가 연료의 자발점화온도 이상인

800℃이상의 조건에서 무화염 연소를 형성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높은 재순환류와 낮은 산소

농도에 의한 화학반응의 지연과 재순환율을 극대

화 시키려는 공기유입속도 증가에 의한 난류강도

에 의한 특성시간( )을 화학특성시간( )

으로 나눈 값이 (Damkohler)에 의하여서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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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연료 무화염형성에 미치는 배기가스희석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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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meless combustion, well known as MILD (Moderate Intensity Low oxygen Dilution)

combustion or CDC(Colorless Distributed Combustio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promising technology for achieving low NOx and CO emissions with improving thermal

efficiency of combus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exhaust gas dilution rate

on formation of flameless combustion of liquid fuel were analyzed using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s for application of gas turbine combustor with

high power density. Results show that the local high temperature region was decreased
and flame temperature was spatially uniformly distributed due to higher dilution rate of

burnt gas as similar pattern of gas phase flameless combustion. But the evaporation and

mixing process of liquid fuel are found to be another important factors for formation of

flameless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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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ameless combustion stability limits.

Fig. 2 Borghi Diagram of turbulent premixed

combustion.

무화염에서는 현상적으로 재순환류에 의한 산소

농도의 감소와 재순환류에 의한 , 의 높

은 분율에 의하여 화학특성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난류에 의한 유동특성시간과 거의 같은 =1의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이를 Borghi Diagram에 표

시하면 Fig.2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Broken

Reaction Zone 혹은 Distributed Reaction Zone

영역에 위치하여 기존의 가스터빈엔진 연소영역

에서 많이 나타나는 연소영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순환률로

결정되는 재순환되어지는 기연가스양의 혼합정도

가 액체연료를 사용한 무화염형성에 미치는 영향

을 전산수치해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전산수치해석은 상용 CFD코드인 ANSYS

Fluent 15.0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모델로는

Realizable   난류모델을 적용하였고, 화학종

보존방정식과 P1모델을 사용하여 화학반응과 복

사열전달을 고려하였다. 또한 액체연료의 분사모

델로 Lagrangian 방법으로 입자의 궤적을 계산

하며 가스상과 운동량, 에너지, 질량을 서로 교환

하는 DPM(Discrete Phase Model)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격자구조는 Fig.3과 같이 약

100,000개의 사각격자로 구성하였다. 계산에 적용

된 혼합율의 각각의 화학종 조성비는 Table.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혼합율(ψ)이 ‘0’인 경우를

산화제로 산소()만을 사용하는 순 산소 연소로

Fig. 3 Mesh structure of computational domain.

Table 1 Mass fraction of components for each

dilution rate

Dilution rate (ψ)
0 0.3 0.5 0.7 0.9

O2 1.0 0.7 0.5 0.3 0.1

CO2 0 0.026 0.0435 0.061 0.078

H2O 0 0.056 0.0935 0.131 0.169

N2 0 0.218 0.363 0.508 0.653

Fig. 4 Predicted spray pattern of numerical

spray model (t=0.2ms).

Fig. 5 Compare spray penetration length with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생각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먼저 액체연료를 사용한 무화염 수치해석에 앞

서 분사모델의 검증을 하였다. Fig.4는 분사가

0.2ms진행되었을 때의 분사된 액적의 분포를 나

타내었다. 액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분사된 액적

의 분포모양이 분사모델에서 설정한 Solid cone

의 형상을 잘 모사하고 있으며 분사각도 또한 설

정한 분사각도 60°의 부채꼴 모양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andia National Labo-

ratories와 EHPC(Eindhoven High Pressure Cell)

의 노즐분사실험데이터와 분사거리비교를 통하여

액체연료분무모델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Fig.5와

같이 시간에 따른 액적의 분사거리를 계산한 결

과가 실험값과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어 본 수치

해석에 적용할 분사모델이 액체연료의 분사특성

을 잘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각 혼합율에서의 계산결과를 Fig.6에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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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하였다.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순 산

소연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온도가 매우 높게 예

측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공급되어지는 산

소+기연가스와 분사되는 액체연료인 등유의 온

도가 낮으므로 고온의 온도장에 저온의 영역이

제트모양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축방향의 중앙선을

따라 온도분포를 Fig.7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혼

합율이 ψ=0일 때와 ψ=0.3인 경우는 반응온도가

5000K으로 고온의 국부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연가스의 혼합율이

50% 이상인 ψ=0.5와 ψ=0.7인 경우에는 국부적으

로 고온인 영역이 줄어들며 온도분포가 비교적

균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혼합율이

매우 높은 ψ=0.9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소의 영향으로 고온의 온도증가가 일어나지 않

았다. 따라서 기연가스가 재순환되는 양이 50%

에서 70%정도일 때에 무화염연소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ψ 0 0.3 0.5 0.7 0.9
Fig. 6 Contour of Temperature for different

dilution rate.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axial

distance for different dil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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