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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용 환형연소기의 연소실 길이비에 따른 화염특성

김재영*․이동원**․이기만*†

The Flame Characteristics of Annular Combustor for Gas Turbine 
according to Combustor Length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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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 flame shape and characteristic of

annular combustor.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mbustor length ratio and equivalence ratio on

the flame shape in annular combustion configuration, the employed parameters are combustor

length ratio 0.6-1.0, equivalence ratio 0.7-1.1. The flame shape is visualized using DSLR

camera and precision optic mirror. The flame intensity is analyzed by OH* chemiluminescence

images with ICCD camera. CO and NOx emission performance is also examined using an

exhaust gas analyzer. From the visualized images, it is confirmed that the different tendency

appeared in combustor length ratio 0.6-0.7 and 0.8-1.0. The results of OH* chemiluminescence

show that the flame intensity is the most uniform for equivalence ratio 0.9. The smaller

equivalence ratio is, the less emission of CO and NOx will be in this investigatio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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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연소기는 연소실의 공간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엔진 지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연소

실내 압력손실이 다른 연소기에 비해 낮은 장점

이 있어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연소조건에 따라 화염의 거동이나 연소 반

응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연소조건 최적

화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1-4]

환형연소기에 관한 계산적 연구들은 이전부터

수행되었지만 연소조건에 따른 각각의 실제 화

염형상과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연소조건에 따

른 환형연소기의 실제 화염형상과 특성을 관찰

하여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산발전형 마이크로 가

스터빈용 연소기는 8개의 축 방향 선회기로 구

성된 환형연소기이다. 연소기의 개략도와 사용

된 실험 장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연소실에

유입되는 연료와 산화제가 보다 더 균일하게 혼

합되도록 적절한 유로계 설계로 연소실 덤프면

에서 분사되기 전에 예혼합 되도록 하였다. 연

소실을 묘사하기 위하여 연소기 출구부분에 원

통형 석영유리관(quartz tube)을 위치시켰으며,

화염형상을 가시화하고 열 방출의 지표로 OH*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해 가로 세로가 100×100mm,

두께 15mm, 표면평탄도 λ/4, UV Enhanced

Aluminum(Ravg>85%, 250-700nm)로 코팅된 정사

각형의 정밀한 광학미러(opic mirror)를 45° 기

울여 사용하였다. CO 및 NOx 배출성능을 검토

하기 위하여 배기가스 분석기(330-2LL, Testo

Inc.)가 사용되었다. 석영유리관은 직경 100mm,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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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p view of the flame shapes in each

condition.

3mm, 길이 100, 150mm의

Equivalence ratio 0.7-1.1

Swirl number 0.83

Thermal power(kW) 5

Lc1(mm) 100, 150

Lc2(mm) 60-150

Lc2/Lc1 0.6-1.0

Outer quartz tube

(mm)

diameter : 100

thickness : 3

Inner quartz tube

(mm)

diameter : 43

thickness : 2.5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외부석영 유리관과 직경43mm, 두께 2.5mm, 길

이 60-150mm의 내부 석영 유리관이 사용되었다.

Figure 1에 외부 석영유리관의 길이를 Lc1, 내부
석영유리관의 길이를 Lc2로 정의하여 나타내었고,

외부와 내부의 길이비를 Lc2/Lc1로 정의하였다.
이전 연구를 통해 열용량 5kW, 당량비

0.9-1.0인 조건에서 환형연소기의 화염이 가장

안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본 연구에서

는 열용량을 5kW로 고정시켰을 때 화염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연소실의 길이비

(Lc2/Lc1)와 당량비를 설정하였으며 실험조건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연소기 연료는

프로판(C3H8)이 사용되었으며, MFC를 통해 연

료와 공기가 각각 공급되었다.

Figure 2는 열용량 5kW에서 Lc2/Lc1를
0.6-1.0, 당량비를 0.7-1.1로 각각 변화시켰을 때

의 화염형상이다. Lc2/Lc1이 0.6부터 1.0까지

Lc1=100mm일 때 Lc2는 60, 70, 80, 90, 100mm가

사용되었으며, 마찬가지로 Lc1=150mm일 때 Lc2
는 90, 105, 120, 135, 150mm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조건에서 관찰된 4가지 특징적인 화염

을 Fig. 3에 나타내었다. Lift-off flame(LF),
Partial Lift-off flame(PL), Stable flame(ST),
Reddish Rich flame(RR)로 구분된다. LF는 연

료가 희박한 조건에서 모든 화염이 부상되는 경

우를 의미하며, PL은 부분적으로 부상된 화염과

부착된 화염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ST는
모든 화염이 부착되어 안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RR은 적염을 의미한다.

Lift-off flame (LF) Partial Lift-off flame (PL) Stable flame (ST) Reddish Rich flame (RR) Reddish Rich flame (RR)

Fig. 3 Front view of the flame shapes according to the flame mode.



제 51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129

φ=0.7 φ=0.8 φ=0.9 φ=1.0 φ=1.1

Fig. 4 Top view of the mean global OH* chemiluminescence at Lc2/Lc1=0.7 (Lc2=70mm, Lc1=100mm).

(a) Lc1=100mm (b) Lc1=150mm
Fig. 5 CO and NOx emission with equivalence ratio for (a) Lc1=100mm, (b) Lc1=150mm.

Figure 2를 살펴보면 당량비 0.7일 때 모든

Lc2/Lc1에서 LF가 나타나고, 당량비 0.8일 때 모

든 Lc2/Lc1에서 PL이 나타난다. 그리고 당량비

0.9일 때 모든 Lc2/Lc1에서 ST가 나타난다.
당량비 1.0에서부터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 Lc2/Lc1=0.8-1.0일 때 당량비 1.0에서 RR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당량비 1.1에서 RR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Lc2/Lc1=0.6-0.7에서는 Lc1
이 각각 100, 150mm일 때 서로 다른 경향을 보

인다. Lc2/Lc1=0.6-0.7에서 Lc1=100mm일 때 당량

비 1.0까지는 RR이 나타나지 않고, 당량비 1.1

부터 RR이 나타나는데 비해, Lc1=150mm일 때

에는 당량비 1.0부터 RR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는 당량비 1.0까지 RR이 나타나지

않았던 조건 중 Lc2/Lc1=0.7(Lc1=100mm,
Lc2=70mm)일 때 OH* 이미지를 취득하여 나타낸

것이다. 화염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당량비 1.0

까지는 비교적 화염의 발광강도가 균일한 분포

를 가지는 반면 당량비 1.1에서는 불균일한 분

포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CO 및 NOx 배출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열용량 5kW에서 Lc1=100, 150mm일 때

각각의 Lc2/Lc1에 따른 CO 및 NOx 배기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Figure 5 (a), (b)는 각각

Lc1=100, 150mm을 나타내며, 그래프 안의 범주는

Lc2/Lc1=0.6-1.0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당량비가

감소함에 따라 CO와 NOx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당량비 0.8에서는 다른

Lc2/Lc1에 비해 Lc2/Lc1=0.7일 때 CO가 가장 적게

배출되는 특별한 경향을 관찰하였고, 이를

Lc1=100, 150mm 두 경우에서 모두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형연소기의 실제 화염형상과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독자 설계한 가스터빈

용 모델 환형연소기에 대한 연소실의 길이비와

당량비에 관한 연구를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환형연소기의 설계 및 운전조건에서 거시적인

화염의 거동을 살펴보고자 일차적으로 이들 인

자들에 대한 화염의 형상을 가시화하였다. 또한

OH* 이미지를 취득하여 화염강도의 변화를 살

펴보았고, CO 및 NOx 배출성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용량 5kW, Lc1=100mm,
Lc2=70mm, 당량비 0.9-1.0이 환형연소기 최적의

연소조건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초 소형 분산발

전용 저공해용 희박 연소기에 적합한 연소성능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형연소기 설계 및 운전

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력 조사가 필요하

였다. 향후 계속해서 여러 설계인자들에 대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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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찰을 통하여 환형연소기 최적화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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