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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w distribution of fuel nozzles for a combustor in a micro gas turbine is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fuel 
supply system for the present study has 12 single nozzles with a diameter of several hundred micrometers. 
A 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of a combustor outlet should be achieved for maximizing the lives of the 
turbine blades and nozzle guide vanes. For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uniformly supply fuel to a combustor. 
In order to investigate flow distributions of fuel nozzles, numerical models for fuel nozzles are made and solved 
by a commercial code, ANSYS FLUENT. An effect of a fuel nozzle diameter and fuel flow rates on flow 
distribution of fuel nozzles is numerically investigated. As a result, non-uniformity is increasing as a diameter 
of a single fuel nozzle increases. Finally, an appropriate diameter of a single fuel nozzle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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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 Diameter of supply tube, mm
 : Diameter of fuel header, mm
 : Diameter of fuel nozzle, mm
 : Height of fuel header, mm
 : Dimensionless mass flow rate
 : Averaged mass flow rate, g/min
 : Mass flow rate of fuel, g/min
 : Mass flow rate in nozzle, g/min

 : Uniform mass flow rate, g/min
 : Pressure at inlet, Pa
 : Pressure at outlet, Pa
∆ : Pressure drop, Pa
 : Pumping power, W
 : Flow rate, m3/s
 : Width of fuel header, mm
 : Standard deviation of fuel flow rate, g/min

1. 서 론

최근 로봇, 소형 UAV(Unmanned Aerial Vehicles), 

군용 원격 제어복(Exoskeleton) 등과 같이, 높은 에너

지 밀도(Energy Density)를 요구하는 모바일 전원에 

대한 다양한 적용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 

처들에서는 0.2-6 kWhr/kg의 범위의 에너지 밀도와 

0.1-0.6 kW/kg 범위의 전력 밀도(Power Density)가 요

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된 이차전지로는 달성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 가스터빈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나 탄화수소계 연료를 사용하기 때

문에 높은 파워 및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 이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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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이크로 가스 터빈은 장시간 사용을 필요

로 하는 제품들의 휴대용 동력원으로써 각광을 받

고 있다[2].
마이크로 가스 터빈은 크게 압축기, 터빈, 로터, 베

어링, 연료저장탱크, 연료 공급펌프 및 분무 노즐, 연
소기, 전기발생장치(Generator), 열회수장치(Recupera-
tor),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연소기는 압축기로부터 나온 고온, 고
압의 공기를 연료와 반응시켜 높은 에너지를 갖게 

하고 이를 터빈에 전달하여 터빈을 구동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마이크로 가스 터빈에 적용될 수 있는 

연소기 종류는 크게 Multi-Can Type과 Annular Type
의 연소기로 분류할 수 있다[3]. Multi-Can Type의 

연소기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Tubular 연소기를 병

렬로 연결한 형태의 연소기로 제작이 용이하고 Single 
Can 연소기의 성능평가만으로 전체 연소기의 성능

을 예측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소기 사이의 Dead Volume이 발생하고 전

체적인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Annular Type의 연소기는 공기의 유동 불균일

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성능평가의 어려움이 있

지만 Multi-Can Type의 연소기에 비해 Compact하고 

압력손실이 적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 3-D layout

(b) 2-D layout
Fig. 1. Schematics of a combustor.

(a) Fuel spray nozzles

(b) Side view of fuel spray nozzles
Fig. 2. Schematic of fuel spray nozzles.

는 Annular Type의 연소기를 마이크로 가스 터빈용 

연소기로 선정을 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연소기의 3D 및 2D 

레이아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연소기

는 크게 Flame Holder, 연료 공급 부(Fuel Supply), 
Outer Liner, Inner Liner, Igniter 등으로 구성된다. 특
히 연료 공급 부는 연료저장탱크로부터 연료공급부

로 연료를 이송하는 연료 공급 라인 부(Fuel Supply 
Line), 연료를 노즐에 분배하는 연료 공급 분배기 (Fuel 
Supply Header), 및 연료를 연소기 내로 분사하는 연

료 분사 노즐(Fuel Spray Nozzle)부로 구성된다. 특
히 연료 분사 노즐은 원주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를 

가지는 총 12개의 원형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2 
참조). 이 12개의 노즐로 연료가 균일하게 분사되지 

못한다면 연소기 내의 연소가 불균일하게 생성되게 

된다. 이는 터빈 쪽으로 전달되는 동력의 불균일성

을 초래하여 진동을 생성하게 되고 시스템의 안전성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료 분사 노즐의 연료 분

사 특성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연료 공급 부를 모델링한 후 상용 수

치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4]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특히, 연료 공급량 및 연료분

사노즐의 직경을 변화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한

다.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연료분사노즐로부터 균일

하게 연료가 분사될 수 있는 연료분사노즐의 직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2.1. Model
Fig. 3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연료공급부의 3차

원 모델링을 보여준다. 연료 공급 라인 부는 단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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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erical model for fuel spray nozzles.

원형인 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료 공급 분배기는 

단면이 사각인 링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연료 분사 

노즐은 Fig. 2에서 보듯이 각도를 가지며 구부러져 

있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연료 분사 노즐은 일직

선으로 쭉 뻗어있다고 가정하였다. 수치해석 수행 시 

유체가 지나가는 부분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연

료 공급 라인부, 연료 공급 분배기, 및 연료 노즐의 

유체 부분만 모델링하였다.
연료공급라인부의 원형관의 단면의 직경(Ds)은 1 

mm 이며 길이는 60 mm이다. 연료 공급 분배기의 유

동에 수직한 단면은 정사각형을 가지며 크기는 2 mm 
(Wh) × 2 mm (Hh)이다. 또한 연료 공급 분배기의 링 

내부의 직경(Dh)은 57 mm이다. 연료 분사 노즐의 경

우는 길이가 15 mm로 고정되어 있으며 단면의 직경

(Dn)은 100 µm에서 800 µm까지 변화시키면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Governing Equations
본 수치해석에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Continuity equation













  (1)

∙Momentum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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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nerated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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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esh Generation
수치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상용 프

로그램인 ANSYS FLUENT 14.5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격자 역시 ANSYS에서 제공하는 격자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생성한 격자의 

예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체(Tetrahedron) 
모양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연료 노즐의 크기가 연

료공급라인 및 연료 공급 분배기보다 작기 때문에 

연료 노즐과 연료 공급 분배기가 만나는 부분의 격

자를 잘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료 노즐의 격자는 촘촘하게 생성되었고 연료 공

급 분배기가 만나는 부분 역시 촘촘하게 격자가 생

성되었다. 연료 노즐과 만나지 않는 부분의 격자는 

상대적으로 성기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연
료 노즐 단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 연구에

서 고려한 격자수는 500,000-2,000,000개이다.

2.4. Boundary Conditions
본 모델에서는 연료공급라인부로 연료가 공급되

어 연료 공급 분배기를 거쳐 연료 노즐을 통해 연소기

로 분사된다. 이에 따라 본 모델에서는 한 개의 입구

와 12개의 출구가 존재하게 된다. 입구의 경계조건으

로 일정 질량유량을 주었으며 출구 쪽은 연료가 대기로 

나간다는 가정 하에 대기 압력 조건을 주었다. 본 연

구에서는 연료로서 액체 연료인 Kerosene을 사용하

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료량이 연료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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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erical simulation cases

Diameter of nozzle, 
Dn (µm)

Mass flow rate of fuel, 
 (g/min)

100 3, 5, 10, 15, 20, 30

150 3, 5, 10, 15, 20, 30

200 3, 5, 10, 15, 20, 30

250 3, 5, 10, 15, 20, 30

300 3, 5, 10, 15, 20, 30

400 3, 5, 10, 15, 20, 30

450 3, 5, 10, 15, 20, 30

500 3, 5, 10, 15, 20, 30

600 3, 5, 10, 15, 20, 30

700 3, 5, 10, 15, 20, 30

800 3, 5, 10, 15, 20, 30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료량( )
을 3 g/min에서 30 g/min까지 변화시키면서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Case
는 Table 1과 같다. 이 때 채널 내의 Reynolds 수는 

10-400 사이에 있으며 Laminar flow 영역이다.

3. 결과 및 토의

Fig. 5는 연료량이 30 g/min일 때 연료 노즐의 직

경 변화에 따른 12개의 노즐의 유량 분포를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노즐의 직경이 작을 때는 

12개의 노즐로 분사되는 연료량의 분포가 일정한 

Fig. 5. Flow distribution of fuel spray nozzles (30 g/min).

(a) Dn = 100 µm

(b) Dn = 800 µm
Fig. 6. Normalized flow distribution of fuel spray nozzles.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노즐의 직경이 커질수

록 연료량의 분포는 불균일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료 노즐의 직경이 800 µm일 경우를 살펴보

면 연료 공급 라인 부(Fuel Supply Line)에 가까운 노

즐인 #1, #12의 연료 분사량이 가장 크며 연료 공급 

라인 부로부터 멀어질수록 연료 분사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즐 직경 변화 및 연료량 변화에 따른 연료 노즐

의 유량 분배 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연료 분사량을 표준화시키고자 한다. 연료 공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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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가는 총 연료량이 일 때 만약 총 12개의 

연료 노즐로 균일하게 연료가 분배된다고 하면 한 개

의 노즐로 분사되는 연료량( )은 이다. 이 값

을 이용하여 실제 노즐로 분사되는 연료량을 식 (5)과 

같이 표준화 시킬 수 있다.



 

  (5)

Fig. 6(a)는 연료 노즐의 직경이 100 µm일 때의 표

준화된 연료 분사량 분포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

듯이 12개 노즐의 표준화된 연료 분사량은 1에 근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료가 균일하게 12개의 

연료 노즐을 통해 분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은 연료유량이 3 g/min 에서부터 30 g/min
까지 증가시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b)는 연료 노즐의 직경이 800 µm일 때

의 표준화된 연료 분사량 분포를 보여 준다. 그림에

서 보듯이 연료 공급 라인 부에 가까운 노즐(#1, #2)
의 경우는 표준화된 연료 분사량이 1.3에 가깝고 연

료 공급 라인 부 먼 쪽의 노즐(#6)은 0.8에 가까운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료량이 커질수록 연료 분사

의 불 균일 정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노즐 별로 연료 분사의 불 균일 정도를 정량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된 연료 분사량의 편차

를 식 (6)과 같이 구하였다.

  ×  (6)

Fig. 7은 각 노즐의 유량 분포의 편차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료 노즐의 직경이 100 µm일 때

는 유량 편차가 ±1% 내로 각 노즐로 분사되는 연료

량이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료 노즐의 직경이 

450 µm일 때는 유량 편차가 ±2% 이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료 노즐이 연료 공급 부 

근처에 있는 경우는 유량 편차 값이 양이고 연료 공

급 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유량 편차 값이 

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료 공급 부 근처의 연

료 노즐의 연료 분사량은 평균 연료 분사량 보다 많

이 분사되고 연료 공급 부의 먼 쪽에 있는 연료 노즐

의 연료 분사량은 평균 연료 분사량 보다 적게 분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료 노즐의 직경이 600 µm
일 경우에는 -8%에서 +15%까지 유량 편차가 존재하

며 800 µm일 때는 -20%에서 +34%까지 유량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노즐

의 직경이 작을 경우에는 연료량에 따라 유량 균일

도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노즐의 직경이 

클 경우에는 연료량에 따라 유량 균일도 편차가 달

(a) Dn = 100 µm

(b) Dn = 450 µm

(c) Dn = 600 µm

(d) Dn = 800 µm
Fig. 7. Deviation of fuel flow rates for each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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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andard deviation of fuel flow rate.

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연료 노즐의 유량 불 균일 정

도를 살펴보았다. 연료 공급 부의 유량 불 균일 정

도를 살펴보기 위해 식 (7)과 같이 12개 연료 노즐의 

연료량의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7)

Fig. 8은 연료 노즐의 직경 변화에 따른 연료 분

사량의 표준 편차 경향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듯

이 연료 노즐의 직경이 450 µm 보다 작을 경우에는 

표준 편차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연료 

노즐의 직경이 500 µm 보다 커지면서부터 연료 분사

량의 표준 편차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즉, 연소기 내

의 균일한 연소를 위해서는 연료 노즐의 직경이 450 
µm 보다 작게 제작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균일한 연료 분배를 위해서 무작정 연

료 노즐의 직경을 작게 만들 수는 없다. 연료 노즐의 

직경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연료를 분사하기 위해 용

량이 큰 펌프를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된

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연료 공급 부의 

입구 압력과 연료 노즐의 출구 사이의 압력 차이를 계

산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료 노즐의 직경이 450 
µm일 때는 연료량이 30 g/min일 때 압력 강하량이 대

략 10 kPa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필

요한 펌프 능력은 식 (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8)

노즐 직경이 450 µm일 때에 필요한 펌프 능력은 

6.1 mW가 필요하다. 이는 본 과제에서 고려하고 있

는 500 ml/min(최대유량), 2.7 bar(최대 압력) 용량을 

가지는 2022-RM2(Flight Works, Inc.) 펌프를 사용하

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Fig. 9. Pressure drop between inlet and outle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가스 터빈에 들어가는 연

소기의 균일 연소를 위한 연료 분사 노즐의 연료 분

사 특성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해 연료량과 연료 노즐의 직경을 변화시키면

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료 노즐의 직경이 감소할수록 연료 분배의 불

균일성은 줄어든다.
2) 연료 노즐의 직경이 작을 경우에는 연료량의 변

화가 연료 분배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연료 노즐의 직경이 클 경우에는 연료량이 작을

수록 연료 분배 특성이 나빠진다.
4) 연료 분사량의 표준 편차 경향에 따르면 연료 

노즐의 직경이 450 µm 이하이면 총 12개의 연료 노

즐의 연료 분사 분포가 균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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