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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an atmopheric pressure, lab-scale gas turbine combustor to see the
effect of partial premixing on unstable flame structure and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The swirl
angle is 45 deg., fuel-air mixing degrees were varied 0, 50, and 100% respectively at equivalence
ration ranging from 0.53 to 0.79. The evaluation of phased-locked OH chemiluminescence images were
acquired with an ICCD.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were also investigated at each experimental
condition. The effect of the fuel-air mixing degree on the flame structure was obtained from
phase-locked OH* images. And it was obtained from local heat release characteristics that the
information about the region which the combustion instability was amplified or damped. It also could
be confirmed that has greatly influence on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at lean regimes. It would beσ
expected that it could provide invaluable data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combustion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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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연소 시스템의 필요성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가스터빈 연

소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규제도 날로 엄격해 지

고 있다.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 중에서NOx

희박 예혼합 연소는 초기에 연료와 공기를 예혼

합시켜 균일한 혼합기를 주 연소 영역에 공급하

고 당량비를 희박 가연한계에 가깝게 유지시킴,
으로서 화염온도를 낮춰 를 상당량 저감시킬NOx
수 있다 그리고 낮은 화염온도에서는 체류시간.
이 길어져도 양이 증가하지 않아NOx (1) 체류시,
간이 길도록 연소기를 설계하여 배출은 저NOx
감시키면서 및 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CO UHC
있다 하지만 희박 예혼합 연소의 큰 단점은 연.
소기 자체의 압력파와 열방출 사이의 상호작용으

로 인한 연소불안정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압력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소불안

정은 연소기 자체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희박 예혼합 연소시 문제가 되는 연소

불안정에 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

행되고 있다 특히 동축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내.
의 연소불안정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자

에 의해 이미 수행되었다.(5)

하지만 이 같은 선행 연구에서는 실제 가스터,
빈 연소기내의 연소 현상을 모사하기에는 말소의

제한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연소불안정과 배기배출 특성을 조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형에 근접한 연소시스템

이 필요하므로 선행 연구의 시스템을 더욱 발전

시켜 불안정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를 재현하기

위해 선회기를 설치하였으며 화염의 안정화를 돕

는 보염기로 블럽 바디 를 사용하였다- (Bluff-body) .
본 연구의 목적은 고효율 및 저공해 가스터빈

연소기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것으로 연료 공기의 혼합정도가 화염구조 국, - ,
소 레일라이 분포 국소 열방출 및, (heat release)

배출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NOx
다 화염구조 파악 및 열방출 조사는 를 통. ICCD
해 취득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화염OH* .
의 중앙 단면 정보를 얻기 위해 선 적분된 이미

지를 아벨 역변환 시켰다 배출특성은. NOx NOx
분석기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취득한 상기 결과들은 불안정

가스터빈 연소기내의 연소불안정과 열방출 및

배출특성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는NOx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장치 및 방법2.

실험장치2.1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치는 크게 두 부분으

로 이루어져 있다 연소기 공기 예열용 히터로. ,
구성되어진 연소 시험부와 소음계(sound level

앰프 게이트 콘트롤러meter, SLM), , (DG-535),
카메라 컴퓨터 배기가스 분석장치로 구성ICCD , ,

되어 있는 데이터 취득부로 구성되어 있다. Fig.
는 연소기의 특성 및 연소불안정 영역 파악 불2 ,

Fig. 1 Schematic of dump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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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안정 연소의 특성 파악 자발광 이미지 취득, OH
을 위한 장치구성도와 배기배출물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장치구성도이다.

연소기2.1.1
실험에 사용한 의 동축 덤프 연소기는Fig.1

기존의 연소기에 선회기와 보염기를 추가하여 개

량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
소 현상에 더 근접하여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연.
소기는 직경 길이 의 혼합부와 직12.5mm, 550mm
경 길이 의 연소부로 구성되어 있42mm, 410mm
다.
혼합 부분을 상부에서 아래에 설치하여450mm

연소시 발생하는 급격한 압력변동의 영향이 혼합

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연료 공기의. -
혼합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혼합되지 않은 연료

가 공급되는 개의 구멍을 상부에서 지점에6 24mm
설치하였다 연소의 광학 측정을 하기위해 석영.
관을 연소기 위에 설치하였고 석영관과 어뎁터,
사이에 석면을 붙여서 열팽창에 의한 손상이 없

도록 하였다.
연료는 메탄을 사용하였고 부분예혼합의 정도,
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두 곳에서 연료를 공급

하도록 하였다 하나는 히터를 통과하여 공기와.
바로 혼합이 되고 다른 하나는 덤프면 상부에서,

아래 지점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였다 첫 번4mm .

째 부분에서 모든 연료가 공급되면 혼합정도( σ)
가 두 번째 부분에서 모두 공급이 되면100%,
라고 할 수 있다0% .
일반 가스 터빈의 흡입공기 의 온도인(Tinlet)

와 유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인180~630 3.5kW℃

히터를 사용하여 의 온도에서 혼합이 되도300℃

록 하였다.

이미지 취득 및 배기 배출물 측정2.1.2 OH
장치

연소기에서의 연소불안정시 화염구조와 배기배

출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의 개략도가 Fig.
에 있다2 .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측정기(SLM,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소음Sound Level Meter) .
측정기에서 나온 신호를 증폭하여 게이트 조절기

의 트리거 신호로 입력하여 와 동(DG-535) ICCD
기시켰으며 대역필터를 지나 위상별로 를 측, OH
정하였다.
배기배출물의 특성 조사는 석영관 끝에서

떨어진 곳에 냉각 프로브를 설치하여20mm NOx
를 분석하였다.

실험방법2.2
연료 공기 혼합정도가 연소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화염내의 를 측CH, CO2, OH
정하여 열방출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

특히 가 강도가 강하고 측정이 용이하기, OH
때문에 열방출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불안정연,
소조건에서 압력변동의 위상에 따라 측정하였다.
하나의 당량비 조건에 대해 연료 공기 혼합정도-
를 변화시켜 불안정 연소 영역을 측정하였고 당

량비를 로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불안정0.53-0.79 .
연소 영역에서는 의 주기로 진동하였2.84~2.89ms
는데 한주기의 압력을 등분하여 각 위상에서16

노출시간을 μ 로 개의 이미지를 얻어 평균50
화하여 각 위상의 이미지를 취득하였다 이때 선.
적분된 이미지를 아벨 역변환을 통해서 화염 중

앙 단면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배기 배출물 측정은 연소기 상부에 설치한 프

로브에서 얻은 배출물을 분석하였으며 약 분간5
은 시간 내 안정된 배출량을 측정하였다NOx .

실험결과3.

연소기 특성3.1
연료 공기 혼합정도가 이고 연소불안정이- 100%
발생할 경우에 시간에 대한 음압변동을 변환FFT
을 하면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Fig.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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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ypical pressure trace with respect to
time (b) Frequency spectrum of an unstable flame

in the combustor ( σ = 100%)

의 주파수에서 큰 반응을 보이는 불안351.6Hz
정 연소특징을 알 수 있다.

불안정 연소의 화염구조3.2
연소불안정에 연료 공기 혼합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이미지 압력 파동에 따른 시간 분OH
해능에 따라 취득하였다 이것은 선 적분된 이미.

지로 단면구조를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아벨.
변환을 통해 화염의 중간 단면구조를 얻어낼 수

있다 이는 아벨 역변환을 통해서 화염구조에 관.
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다. 중앙 단면구조를 에 보였으며 좌측은Fig. 4
선 적분된 이미지이고 우측은 아벨변환으로 얻,
은 단면 구조이다.
화염의 변화 추이를 보면 위상이 커짐에 따라,

재순환영역이 생겼다가 다시 처음의 형상으로 돌

아가고 있다 연료 공기의 혼합이 덜 될수록 재순. -
환 영역의 반경이 감소하고 화염의 높이가 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회기가 있는 연소기의.
화염구조가 선회기가 없는 연소기보다 확연한 차

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소 열방출률3.3
에서 한 주기당 시간에 따른 열방출 변화Fig. 4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측정된 압력 결과.
로 레일레이 지수 분포 를 구할 수 있다R(x, y) .

Fig. 4 Phase-locked OH images during one period of unstable combustion. Left half of the picture is the
line-of-sight image and the right half is the Abel invert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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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2-D Rayleigh index distributions obtained
at different mixing degree conditions (1pixel=103

μ )

는 각 연료 공기 혼합정도에 따른 레일레Fig. 5 -
이 지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밝은 부분은 열.
방출과 압력변동이 동일한 위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두운 부분은 다른 위상에 있다는 의,
미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연료 공기 혼합. Fig. 5 -
정도가 감소하면서 연소불안정이 소멸되는 영역

이 화염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소불안정이 증가되고 소멸되는 영역인 (a), (b),
영역에서 국소 열방출을 살펴보면 의 결(c) , Fig. 6

과를 얻을 수 있다 와 는 가 음의 영. (a) (b) R(x, y)
역으로 연료 공기 혼합의 정도가 커질수록 국소-
열방출이 감소하고 는 가 양인 영역으, (c) R(x, y)
로 연료 공기 혼합의 정도가 커질수록 국소 열방-
출이 증가하고 위상과 압력이 거의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에서 지점을 보면 국소 열방출의 경향Fig. 6 (c)

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소열방출을 보면. ,
가 양인 영역에서는 압력변동의 위상과 일R(x, y)

치하고 음인 영역에서는 압력변동과 반대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료 공기 혼합정도에. , -
따른 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이용R(x, y) .
하면 연소 불안정을 연료의 양의 조절없이 연료, -
공기 혼합정도를 변화시켜서 제어할 수 있다.

배기배출물 특성3.4
연료 공기 혼합 정도에 따라 농도가 달라- NOx
짐을 확인할 수 있고 희박연소영역에서는 연료, -
공기 혼합이 잘 되었을 때가 발생이 적음을NOx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규제측면에서 희박조. NOx
건에서 연소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보여주는

Fig. 6 Local heat release rate obtained at three
reference locations indicated in Fig. 5

결과이며 아울러 연료 공기 혼합정도의 제어가, -
배출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요한 과제라NOx

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에 대한 원.
인을 살펴보면 연소불안정이 발생함에 따라 연,

Fig. 7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fuel-air mixing degre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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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 온도가 떨어짐으로써 기구에, Zeldovich
의한 열적 의 감소 또는 발생(thermal) NOx NOx
메커니즘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으론 맥동을 가지는 연소가 발생량을 저감, NOx
시킨다는 연구결과 와 같이 연소불안정성이 발(8) ,
생할 경우 화염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맥동연

소로 가정할 수 있고 이러한 맥동현상으로 인해,
발생량이 저감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NOx .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불안정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

서 연료 공기 혼합정도가 연소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 위상에서 획득한 이미지와 각 조OH*
건에서의 농도를 취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NOx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연료 공기 혼합정도에 따라 위상에 대한 화(1) -
염의 구조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혼합정도,
가 증가함으로써 선회기에 의한 화염의 재순환

영역이 중심축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염의 신장 길이는 혼합.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소 분포 결과로부터 각 연료 공기(2) R(x,y) , -

혼합정도에에서 연소 불안정을 증폭시키거나 소

멸시키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가 양 또는 음 인 지점에서의 당(3) R(x,y) (+) (-)

량비에 따른 국소 열방출 결과로부터 압력과의,
위상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연료 공기 혼합정도에 따른 배출(4) - NOx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희박 연소 영역에서는 연,
료 공기 혼합이 잘 될수록 발생이 적음을- NOx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기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의 일부 는 단계( ) "2
사업 의 지원비를 받았음BK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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