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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지-가스터빈 하이 리드 시스템 기술

안 국 , 유 상 석, 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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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 지의 효율  사용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한 새로운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에 지 효율 증 의 한 방법으로 연료 지가 각 을 받고 있으며, 연료 지의 효율을 더

욱 더 높이기 하여 연료 지와 가스터빈을 결합한 하이 리드 시스템에 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1)  

연료 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휴 용, 가정용, 수송용  발 용으로 나  수 있으며, 발 용을 제외하

면 작동온도가 낮기 때문에 하이 리드 시스템을 용하여도 효율 상승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료 지  가스터빈 기술을 간략히 요약하고(2)(3), 가정용  수송용에 사용되는 온형 연

료 지 시스템과 발 용에 사용되는 고온형 연료 지 시스템에 하이 리드 시스템을 용하 을 경우에 

하여 효율을 비교하 다(1)(4). 한편으로는, 국내외 발 용 연료 지 연구개발 황을 소개하고, 발 용 

연료 지 시스템의 용량별 시스템 효율을 살펴보았으며, 가스터빈 등의 터보기계 설계 차를 간략하게 

기술하 다.(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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