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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analyse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complex thermal characteristics of a gas 
turbine combustor liner such as combustion gas temperatures, wall temperatures and heat transfer 
distributions. As results, The maximum internal and external heat transfer is 2218W/m2K and 
2358W/m2K, respectively.  The combustion gas temperatures range is 673K to 1760K. A range of 
temperature on TBC is 676K to 1382K. Lastly, temperature range on outer surface of combustion liner 
cooled by compressed air is 676K to 118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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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십 년 동안 높은 효율을 가지면서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가스터빈 연소기 시스템

에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열효

율 상승과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터빈 입구 

온도가 증가해왔고 터빈 입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가스터빈의 여러 부품에 막냉각, 충돌냉각, 
류 냉각, 핀휜 냉각 등이 사용되었다. 최근에 

NOx로 인한 환경문제가 두됨에 따라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연소가 일어나는 영역의 온도를 

가능한 한 낮게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 가스터

빈 연소기에서는 공기와 연료의 예혼합시 완전연

소에 필요한 공기의 양보다 훨씬 많은 공기를 이

용하여 연소온도를 낮추는 희박 예혼합 연소 시

스템(Lean-premixed combustion system)이 개발 되

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막냉각 기법처럼 압축공

기가 손실되는 냉각법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제약 안에서 효과적인 냉각 시스

템의 설계를 위해 설계자는 많은 열특성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고온․고
압의 환경에서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수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부분 연소기의 

유동 및 연소 해석에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

으며 자세한 열/유동 해석에 의한 열전달 및 온

도 분포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실

제 가스터빈 연소실(Fig. 1)의 유동 및 열전달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Fluent와 

CFX를 사용하여 내․외부 영역에서 수치해석을 수



Fig. 1 Combustion liner with flow sleeve

행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터빈 연소

실의 열전달 분포를 해석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연소가스 온도분포, TBC 온도분포, 라이너 외벽

의 온도분포에 해 연구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소 해석 방법 

연소 해석에는 연소기 라이너와 6개의 연료 노

즐 부분을 고려하였고 연소실 내부의 온도 및 유

동 특성을 상용 소프트웨어인 GAMBIT과 Fluent 
6.3을 사용하여 3차원으로 해석하였다. Fig. 2은 

연소기의 계산 격자를 보여주는 그림이며, 6개의 

연료 노즐 부분과 라이너를 나타내고 있다. 계산

영역은 노즐캡 Assembly 상단에서 Combustion 
Liner 끝까지 전체 길이를 908mm로 설정하였고, 
노즐 캡 부위의 내경을 457.2mm, Transition Piece
와 연결부위는 내경 348.85mm로 계산 격자수는 

약 30만개가 사용되었다. Fluent에서 사용한 난류 

모델은 Realizable k-ε 모델 이고 또한 DLN 2.6의 

연소 Mode중에서 Mode 6을 선정하여 해석하였으

며 편의상 Cross Fire Collar 부분은 고려하지 않

았으며, 연료 노즐을 통한 Purge Air나 연소기 벽

면의 작은 냉각 공기구멍들에 한 유량과 유로 

형상에 관한 상세정보가 없어서 이를 단순화하여 

계산하였다. 연소실 벽면은 단열조건으로 가정하

였고 Equivalence Ratio 조건은 0.38, 압력과 온도 

계산조건으로 연료노즐과 연소기의 평균압력은 

15.2기압, 연료노즐 온도는 675.55K로 가정하여 

계산에 필요한 물성치를 설정하였다. 연소 계산

에 사용된 연료는 실제 연료인 LNG 구성의 부

분을 차지하는 CH4를 사용하였으며, 연소 메카니

Fig. 2 Grid system for the lean-premixed methane 
flame in the combustion liner

Fig. 3 Modeling for external heat transfer analysis

즘은 아래 식과 같은 일단계 반응 과정만을 고려

하였다.

CH4+2(O2+3.76N2)→CO2+2H2O+7.52N2 

2.2 외부 열전달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연소실 외부의 열전달 해석을 위

하여 GAMBIT과 CFX-11을 사용하여 3차원 해석

을 수행하였다. 라이너 외부는 Flow sleeve를 통

한 Impingement jets 으로 냉각되며, 냉각홀 배열

이 축 칭으로 4개씩 24열을 이루고 있으므로 라

이너와 Sleeve 사이를 24등분하여 symmetric 조건

을 주고 이를 계산하였다. 이 계산영역을 Fig. 3
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격자생성은 GAMBIT을 이

용하였고 격자수는 약 115만 개이다. CFX에서 

사용된 난류 모델은 RNG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4 Velocity vectors at horizontal plane

Fig. 5 Temperature contour at horizontal plane

3. 결과 및 토의

3.1 가스터빈 연소실 연소장 해석

Fig. 4은 Combustion Liner의 축방향으로 수평한 

단면의 유동해석 결과이다. 노즐로부터 스월 성

분을 가지고 유입된 혼합기체가 연소반응으로 속

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불균일하고 복잡한 형태

를 이루다가 Combustion Liner의 After Part에서는 

단면이 축소되면서 유속이 더욱 증가하고 마지막

에는 단면 전체에 거의 균일한 유속분포가 형성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즐 팁 상부에서는 선회유동으로 인한 

재순환 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순환 유동은 희박예혼합 가스터빈 연소

기에서 역화 및 화염부상을 비롯한 화염 안정화 

메커니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순환 유동영역

에서 유동속도는 체로 작은 값을 유지하기 때

문에 유동속도와 난류화염속도가 평형을 이루는 

재순환유동영역내에 부상된 화염이 안정화 될 가

(a) near the nozzle tip (b) near the liner end

Fig. 6 Velocity vectors and temperature contour 
on the plane normal to the liner axis

능성이 매우 높다. Fig. 5는 축방향으로 수평한 

단면의 온도분포 해석 결과로 부상된 화염이 안

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는 단면에서의 속도 벡터를 나타내며, 연

소실 내부에서 스월 속도분포가 어떻게 변해 가

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노즐 팁 부분의 유

동해석 결과인 Fig. 6(a)에서 각각의 노즐에서 생

성된 6개의 스월 속도 성분을 볼 수 있으며, Fig. 
Fig. 6(b)는 Combustion Liner와 Transition Piece가 

연결되는 단면에서의 속도 벡터를 보여주며 Fig. 
6(a)에서 보인 노즐팁 주위를 따라서 생성된 스월 

속도 성분은 약화되었고 연소기 외측을 따라 시

계 방향의 회전유동과 내측의 반시계 방향의 유

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나타나고 있음을 관

찰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반 로 회전하는 2개
의 스월 성분은 연소에 필요한 난류강도를 증가

시켜서 보다 균일한 연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3.2 연소실 내/외부 열전달 및 온도 분포

Fig. 7은 앞의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소실

내벽 및 외벽 열전달 분포이다. 내벽 열전달 계

수(Fig. 7(a))는 평균 1054W/m2K 근처에 분포하였

으며, 특별히 스월 유동으로 인하여 연소가스가 

충돌하는 라이너 앞부분에서는 최고 2218W/m2K, 
평균 1500W/m2K 정도의 높은 열전달 분포가 형

성되었다. 외벽 열전달 계수(Fig. 7(b))는 략 

1241W/m2K 근처로 나타났고 특히 충돌 제트 냉

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최고 2358W/m2K의 높은 

열전달 분포가 나타났다.
Fig. 8은 앞서 해석한 열전달 분포로부터 해석

된 연소실의 온도분포이다. 연소실 내벽, 연소가



(a) Intern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 External heat transfer coefficient

Fig. 7 Heat transfer distributions

스와 직접 맞닿는 부분인 TBC에서의 온도분포는 

676K에서 1382K로 나타났으며 연소가스와 충돌

하는 부분에서 최고온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소실 외벽, 즉 냉각공기로 냉각되는 연소실 겉

표면에서는 676K에서 1188K의 온도분포로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프로그램인 Fluent와 CFX를 

이용하여 1600K급 가스터빈 연소실에서의 연소, 
열전달, 온도를 해석하였다.
연소실 입구와 6개의 노즐에서 주입되는 연소 

(a)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BC)

(b) Ex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on coolant surface)

Fig. 8 Temperatures distributions 

가스의 유동은 매우 불균일하며 재순환 영역이 

존재하는 복잡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즐

에서 발생된 스월 유동은 연소실 외측에 시계방

향의 회전유동과 내측의 반시계방향의 유동을 만

듦으로써 균일한 연소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이 

유동은 연소실을 통과하면서 점차 소멸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소실 내벽에서의 열전달 

분포는 스월 유동으로 인하여 연소가스가 충돌하

는 라이너 앞부분에서 높은 열전달 분포가 나타

나며 외벽에서는 Flow sleeve를 통해 냉각이 일어

나는 부위에 높은 열전달 분포가 예측되었다. 마
찬가지로 내벽에서의 온도분포는 연소가스 충돌

지역과 그 이후로 연소가스가 벽을 따라 지나가



는 부분에서 상 적으로 높은 온도가 나타났으며 

냉각이 이루어지는 외벽에서는 내벽에 비해 낮은 

온도 분포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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