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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고효율 및 저공해를 위한 규제강화

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5].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만

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이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원의 경우 화석

연료에 비하여 에너지 밀도가 낮은 문제점과 설비의 비용

이 높아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

고 있다[6].

특히 항공 및 발전 산업에 적용되는 가스터빈의 경우에

서도 고효율, 저공해 및 안정성에 대한 높은 규제가 적용

되고 있다. 가스터빈 분야에서 향후 10년내 적용될 예정인 

현재의 NOx 배출 20% 수준의 Single digit에 해당되는 

NOx 10 ppm이하의 엄격한 배출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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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sponse to the tight regulation of CO2 emissions, studies on gas turbines for aviation based on hydrogen 

fuel have recently become more important. Especially the Micro-mix combustion method is one of the 

promising combustion technologies that inherent safety against flash-back and low NOx emission due to a 

very short residence time of reactants in the flame region. In order to analyze the stability and low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 gas turbine combustion system using hydrogen fuel and micro-mix technology, 

a series of numerical approach were perform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supplied fuel flow 

rate and the diameter of the fuel supply nozzle were increased, a stable hydrogen micro-mix combustion 

flame wa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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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치는 기존에 적용

되는 연소방식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배기가스 규정에 해

당된다. 가스터빈에서의 10 ppm 이하의 NOx 배출을 달성

하기 위하여 주로 Lean Prevaporizing Premixed(이하 

LPP) 연소방식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8]. 

LPP 연소방식은 액체연료를 고온의 입구공기의 열을 이

용하여 증발, 혼합시켜 희박 예혼합상태로 만들고 이를 스

월류 및 확대연소기형상을 이용하여 화염안정화를 시키는 

연소방식이다. 기존의 가스터빈 연소기는 연료를 주 연소

영역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이론 

공연비 영역의 농후한 운전영역에서 연소온도의 상승에 의

한 높은 NOx의 생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LPP 연소기술

은 가연한계근방의 초 희박 연소상태에서 연소시킴으로 

10 ppm이하의 초저 NOx를 실현시키는 기술이다. 또한 이

러한 예혼합연소는 연료/공기의 국부적인 연료과잉 부위

의 생성을 막아주게 되어 Thermal NOx가 발생하는 고온의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연소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LPP 연소기술은 가연한계근방에서 연소가 진

행됨에 따라 낮은 공해 배출특성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기

존 확산화염방식 가스터빈연소에는 잘 나타나자 않는 블

로우아웃(Blow Out), 자발점화(Auto Ignition), 역화(Flash 

Back)와 같은 단점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연한

계에서의 예혼합화염이 가지는 가장 큰 연소측면에의 문

제는 연소화염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가

연한계에서 예혼합 연소가 불안정해지면 압력파과 열 유

속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섭동 값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섭동 값이 매우 증폭되는 경향을 보

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극한의 경우 연소실내에서 발

생하는 거대한 압력섭동에 따른 연소기 몸체의 진동으로 

연소기가 파손되거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9-12]. 

이러한 연소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료에 

수소를 혼합하여 화염을 보다 안정화 시키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나아가 가스터빈에 수소를 단일 연료

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15]. 이러한 수소

의 사용은 저공해측면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

산화탄소의 근본적인 저감측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소는 기존 탄화수소연료에 비해 6-7배 정도 빠

른 연소속도에 의한 Flashback 현상과 높은 단열화염온도

에 의한 NOx의 배출량 증가 문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어려움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연소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최근 가스터빈 연소기에 수소연료적용을 위하여 

연구되고 있는 Micro-mix방식을 적용하여 가스터빈 연소

기의 연소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Micro-mix방식의 경우 

화염의 Micro화에 따른 화염체류시간을 작게 하여 NOx의 

발생을 줄이고 확산화염의 특성상 역화(Flashback)를 미

연에 방지하는 개념이다. Funke 등[16-18]은 연소기의 기

하학적 형상과 교차인젝션(Cross injection)을 통한 운동량 

흐름 비율(Momentum Flux Ratio)에 따라 발생되는 재순

환영역과 와류형성 조건에 따라 안정된 연소화염 형성 및 

저 NOx 배출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연료와 Micro-mix기술을 적용한 가

스터빈 연소기의 연소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 연소

기를 간략히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다. 수소연료와 Micro-mix기술을 적용한 가스터빈 연소

시스템의 안정성의 유지 및 저 NOx 배출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료노즐의 직경,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거리, 연

료공급노즐의 단차크기 등 연소기의 형상설계인자를 변

경하여 Micro-mix연소방식을 적용한 가스터빈 연소기의 

최적화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방법

2.1. 지배방정식 

3차원 수치해석을 적용하여 수소 마이크로 연소에 영향

을 미치는 가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용전산수치해

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

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 운동량보존방정식, 에너

지보존방정식, 화학종보존방정식을 적용하였다. 

∇∙  (1)

∇∙     (2)

∇∙ ∇∙   (3)

∇∙ ∇∙  (4)

2.2. 수치해석모델 

3차원 수소 마이크로 가스터빈 연소시스템을 수치해석

하기 위하여 Realizable k-ε 난류모델, DO(Discrete Ordi-

nates) 복사열전달 모델, EDC(Eddy Dissipation Concept) 

연소모델을 적용하여 난류와 화학반응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EDC 연소모델은 화학반응이 Kolmogorov 

Microscale과 동일한 특성길이를 갖는 미세구조(Fine St-

ructure)내에서 발생된다고 가정하고 기존 Eddy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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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확장형으로 화학종의 반응을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고, Arrhenius 타입의 화학반응을 고려하여 유한반응율

(Finite Reaction Rate)의 연소해석이 가능하다. 선행된 많

은 연소시스템의 수치해석에서 EDC 연소모델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고 타당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19]. 

EDC 연소모델의 화학종변환 방정식은 식 (5)와 같다. 




∇∇∙

 (5)


 



  (6)

 






 (7)

 
 



(8)

식 (5)에서 는 밀도, 는 화학종의 질량비, 는 속도

벡터, 는 화학종의 질량확산플럭스, 는 화학반응을 

통한 화학종의 순 생산속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와 

는 식 (6)과 식 (7)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식 (8)의 는 미세

구조의 부피분율을 의미하며 는 부피분율 상수 2.1377

이고 는 동적 점성도(Kinematic Viscosity)를 의미한다. 

수소연료의 연소반응을 해석하기 위하여 간단한 수소

반응만을 포함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메커니

즘의 해석 정밀성이 검증된 19개의 화학종과 84개의 화학

반응으로 구성된 Reduced GRI-Mech 1.2 화학방정식을 

사용하여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화학종의 분포를 

예측하였다[20]. 또한 Extended Zeldovich mechanism을 

통하여 발생되는 Thermal NOx를 예측하였다. 

⇔ (9)

⇔ (10)

 ⇔ (11)

2.3.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 모델링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의 수치해석을 진행하기 위

하여 Fig. 1과 같이 여러 개의 Micro-mix 연소기 다발 중 하

나를 모델링 하였다. 직경 4 mm, 길이 40 mm의 매우 작은 

연소장을 모델링 하였으며 중앙의 연료공급노즐의 측면 

홀을 통하여 연료인 수소가 300 K 조건으로 공급되고 하

단의 연료공급노즐을 제외한 밑면에서 560 K 조건으로 

예열된 공기가 공급되도록 설계하였다. Micro-mix기술

을 적용한 연소시스템의 형상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연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a: 연료분사 직경, b: 연료분사구

의 위치, c: 연료공급노즐의 직경 등 연소기 형상설계인자

를 변경하여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의 최적설계인자

를 수치해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면대칭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Fig. 2와 같이 연소시스템의 1/4만

을 모델링 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2의 격자구

조를 살펴보면 열유동 수치해석에 적합한 사각격자를 활

용하여 약 140,000개의 격자를 구성하였다.

Fig. 1. Schematics of micro-mix combustion system 

and computation domain.

(a) iso view (b) X-Y plane

Fig. 2. Mesh structure of micro-mix combus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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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치해석조건 

수치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연료유량을 결정하기 위하

여 normalized energy density ()을 도입하여 실제 연

소기에서 필요한 열에너지와 연소실 설계면적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

 







 


 (12)

은 분사된 연료의 에너지 E와 설계된 최소면적 A 

그리고 연소실의 압력 P와의 상관관계로 정의되어있다. 

본 수치해석에서는 대기압조건의 =7.95 ㎿/㎡bar에 

해당하는 연료유량을 공급하였으며 해당 당량비 조건에 

따른 공기유량이 공급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치해

석 조건은 연료분사속도변화(a), 연료공기혼합 길이의 변

화(b), 연료공급 노즐의 직경변화에 의한 단차길이 변화

(c) 및 당량비 변화(Φ)에 따른 수소 Micro-mix 연소시스

템의 연소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료공급유속변화에 따른 수소 Micro-mix 

연소특성 분석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의 공급되는 연료유속변화

에 따른 연소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경계

조건을 설정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당량비 0.4, 연

료분사 위치는 0.6 mm, 연료공급노즐의 직경은 2 mm로 

고정하고 연료공급 홀의 직경(D)을 1.8, 1.2, 0.6, 0.3 mm

로 변경하여 연료공급유속(V)이 각각 0.2, 0.34, 1.24, 4.8 

m/s로 적용되게 된다. 

Fig. 3에는 연료공급 홀의 직경이 1.8 mm에서 0.3 mm로 

감소함에 따라 변화되는 연소장 내부의 온도를 대칭경계

면에서 비교하였다. 연료공급 홀의 직경이 감소하여 연료

공급유속이 증가됨에 따라 연소장의 고온영역이 노즐방

향에 가깝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연료공급 홀의 직경이 상

대적으로 큰 1.8 mm와 1.2 mm 조건에서의 온도분포가 다

른 0.6 mm 및 0.3 mm 조건에서의 온도분포와 매우 상이함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온도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Fig. 4에 수소 및 산소의 농도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Fig. 4의 1.8 mm와 1.2 mm 조건의 수소농도를 살펴

보면 연소장에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0.6 mm 및 

0.3 mm 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8 mm 조건의 경우 수소가 연소

장 출구까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오른쪽의 산소농도를 살

펴보면 연료공급 홀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산소가 연료와 

혼합되어 반응이 일어나는 위치가 점차 밀려나며 경계가 

Table 1. Boundary condition for fuel velocity effect 

on hydrogen micron-mix combustion

Case #
a

b c Φ
D V

Case 1 1.8 mm 0.2 m/s

0.6 mm 2 mm 0.4
Case 2 1.2 mm 0.34 m/s

Case 3 0.6 mm 1.24 m/s

Case 4 0.3 mm 4.8 m/s

Fig. 3. Comparison of temperature contour for different 

fuel inlet velocity.

Fig. 4. Comparison of hydrogen and oxygen contour 

for different fuel inle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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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cross flow로 공급되는 공

기와 연료의 특성에 따라 연료공급유속이 증가되며 제트

가 형성되어 산화제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며 연료공

기의 혼합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료공기의 반응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5에 연료 

유속변화에 따른 OH 라디컬 분포를 대칭경계면에서 비

교하였다. 연료공급 홀 1.8 mm조건에서는 설정한 연소장 

내부에서 반응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1.2 mm직경 조건에

서도 연소장 끝단에 OH 라디컬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 반

응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ross flow를 

적용한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에서 연료유속은 공급

되는 연료의 유속이 일정이상 증가하여 cross flow에 연료

제트를 형성함으로 연료공기의 혼합을 증가시키고 안정

적인 연소화염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연료공급유속 변화에 따른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

의 배기가스 배출 특성을 Fig. 6에 나타내었다. NOx의 경

우 반응이 연소장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료공급 홀 직

경 1.8 mm조건(case 1)을 제외하면 연료공급유속이 증가

함에 따라 배출되는 NOx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연료공급 

홀 직경 1.2 mm조건(case 2)의 경우 연소장의 출구에 OH 

라디컬이 강하게 분포하고 출구에서의 온도가 2300 K 수

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Thermal NOx의 생성이 가속화 되

어 출구에서의 NOx 배출이 100 ppm의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출구에서 배출되는 수소농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1.8 mm 조건의 경우 수소가 반응하지 않고 15%정도 그대

로 배출되고 있으며 수소 또한 연료공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양이 감소하며 완전연소에 가까운 연소반

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3.2. 연료분사위치변화에 따른 수소 Micro-mix 

연소특성 분석

Cross flow를 적용한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의 경

우 연료공급노즐의 위치에 따라 연료와 공기가 혼합되는 

위치도 달라진다. 이러한 연료분사위치의 변화가 연료 및 

공기의 혼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Table 2와 같이 

연료분사위치를 1배, 3배, 5배로 변경하며 나타나는 연소

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7에는 당량비 0.4, 연료공급 홀의 직경 0.6 mm, 연료

공급노즐의 직경 2 mm조건에서 연료분사위치변화에 따

른 온도분포를 연료노즐의 중심에서 Z축 방향으로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Fig. 7을 살펴보면 연료분사위치가 노즐 

끝에서 멀어져 연료와 공기의 혼합구간이 길어지면 발생

하는 화염의 온도가 증가되며 고온구간이 노즐방향으로 

가깝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온의 화염길이

가 짧아지는 것을 center line의 온도분포를 통해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온도증가 및 고온영역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하

여 OH radical과 Thermal NO 생성률을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을 살펴보면 연료와 공기의 혼합구간이 

길어지면 발생되는 OH radical의 분포가 연료노즐에 가깝

게 형성되며 OH radical의 강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연료와 공기의 혼합구간이 길어짐에 따라 OH 

radical의 강도가 증가되고 Thermal NO 생성률 또한 국부

적으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연료분사위치를 연료노즐 끝

에서 멀어지게 설정하여 연료 공기 혼합구간이 길어지게 

Fig. 5. Comparison of OH radical contour for different

fuel inlet velocity.

Fig. 6. Comparison of NOx emission and H2 concen-

tration at outlet for different fuel inle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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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잘 혼합된 예혼합기의 영향으로 반응성이 증가되어 

고온의 화염이 발생하여 Thermal NO의 생성이 증가되고 

화염의 위치가 연료노즐과 가까워짐에 따라 연료노즐에 

열적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3.3. 연료공급노즐의 직경변화에 따른 수소 

Micro-mix 연소특성 분석

Cross flow를 적용한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의 연

료공급노즐은 구조적으로 단차를 형성하여 재순환 유동

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재순환유동의 크기가 수소 

Micro-mix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료공급노즐의 직경을 2.0 mm에서 1.5, 1.0 mm로 감소

시켜가며 수치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조건을 Table 3에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9에는 연료공급노즐의 직경변화에 따른 온도분포 

및 OH radical분포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연료공급

노즐의 직경이 감소하게 되면 온도분포의 고온영역이 축소

되며 연료노즐로부터 떨어져서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OH radical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

며 Micro-mix 연소시스템에 안정적으로 화염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하였다. 연료공급노즐직경

이 감소함에 따라 연소화염이 불안정해지는 원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Fig. 10에 수소연료의 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10을 살펴보면 연료공급노즐직경이 2.0 mm인 경우에

는 옆쪽에서 분사된 수소의 농도가 재순환유동 근방에서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며 연료공급노즐의 중앙에는 수소의 

농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1.5 mm조건의 경우도 재순환유동이 형성된 부근에서 

수소의 농도가 감소되긴 하나 연료공급노즐의 중앙의 수

소농도가 낮은 영역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료공급

노즐직경 1.0 mm조건에서는 수소농도가 낮은 영역이 재

순환유동영역에서 생성되지 않고 높은 수소농도의 영역

이 넓게 형성되어 연료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고 반응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료공급노즐의 직경

을 2.0 mm이상으로 설정하여 강한 재순환유동을 형성하

는 것이 안정적인 연소화염을 형성할 수 있고 연료공급노

즐직경에 따른 단차의 길이가 안정적인 Cross flow를 적

용한 수소 Micro-mix 연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설계 요소

임을 확인하였다.

Table 2. Boundary condition for fuel injection position 

effect on hydrogen micron-mix combustion

Case #
a

b c Φ
D V

Case 3

0.6 mm 1.24 m/s

0.6 mm

2 mm 0.4Case 5 1.8 mm

Case 6 3.0 mm

Fig. 7. Comparison of temperature profile at center 

line for different fuel injection position.

Fig. 8. Comparison of OH radical and thermal NO rate 

contour for different fuel injection position.

Table 3. Boundary condition for fuel nozzle diameter 

effect on hydrogen micron-mix combustion

Case #
a

b c Φ
D V

Case 3

0.6 mm
1.24 

m/s
0.6 mm

2mm

0.4Case 7 1.5 mm

Case 8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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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당량비 변화에 따른 수소 Micro-mix 

연소특성 분석

Cross flow를 적용한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의 당

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은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1에는 연료공급유속 1.24 m/s, 연료분사위치 0.6 

mm, 연료공급노즐의 직경 2 mm 조건에서 당량비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를 연료노즐의 중심에서 Z축 방향으로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Fig. 11을 살펴보면 당량비가 감소됨에 

따라 연소화염의 온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

는 당량비가 감소되면 단열화염온도가 감소되어 연소장 내

부온도가 낮아지는 일반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당량비가 증가하며 고온의 영역이 넓어지며 배출되

는 가스의 온도가 터빈의 허용 온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당량비 변화가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의 배기가스

배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12에 산소

농도와 NOx 배출량을 비교하였다.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

라 배출되는 산소농도가 비례적으로 낮아지는 타당한 결과

를 보였으며 NOx의 경우 당량비가 0.8인 조건에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지만 2 ppm의 매우 낮은 배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당량비의 증가로 단열화염온도가 증가되며 Thermal 

NOx의 배출이 증가 될 수 있으나 출구에서의 온도는 NOx

의 발생이 억제되는 1,800 K에 근접함에 따라 본 수치해석

에서 예측되는 NOx의 배출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Table 4. Boundary condition for equivalence ratio 

effect on hydrogen micron-mix combustion

Case #
a

b c Φ
D V

Case 3

0.6 mm 1.24 m/s 0.6 mm 2 mm

0.4

Case 9 0.6

Case 10 0.8

Fig. 11. Comparison of temperature profile at center 

line for different equivalence ratio.

(a) temperature

(b) OH radical

Fig. 9. Comparison of temperature and OH radical 

contour for different fuel nozzle diameter.

Fig. 10. Comparison of hydrogen contour for different

fuel nozzl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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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Cross flow를 적용하여 연소기의 형상 및 가동조건 변화에 

따른 수소 Micro-mix 연소시스템의 연소특성에 대한 3차원 

수치해석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공급 된 연료 유속 및 연료 공급 노즐의 직경이 증가함

에 따라 Cross flow로 공급되는 공기와 연료의 유동특성 

뚜렷하게 나타나며 보다 안정적인 수소 Micro-mix 연소

화염을 형성하였다.

2) 연료분사위치가 연료노즐 끝에서 멀어지면 연료 공

기의 혼합구간이 길어져 잘 혼합된 예혼합기의 영향으로 

반응성이 증가되고 고온의 화염이 발생하여 Thermal NO

의 생성률이 증가되고 연소화염의 위치가 연료노즐과 가

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3) 당량비 변화에 따른 수소 Micro-mix 연소특성을 수

치해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당량비가 0.8에서 0.4로 감소

되면 단열화염온도가 감소되어 연소장 내부 온도가 감소

되는 일반인 경향이 나타났고 당량비 0.4의 경우 2 ppm 매

우 낮은 NOx배출수준을 보였다. 

4) 본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소장의 온도 및 배기가스 배

출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료공급유속 1.24 m/s, 연료분사

위치 0.6 mm, 연료공급노즐직경 2 mm, 당량비 0.4조건에

서 가장 낮은 화염온도와 낮은 NOx배출특성을 갖는 수소 

Micro-mix 연소를 형성하였다. 

후 기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7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

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J. Li, W. Yang, W. Blasiak, A. Ponzio, Volumetric 

combustion of biomass for CO2 and NOx reduction 

in coal-fired boilers, Fuel, 102 (2012) 624-633.

[2] C.S. Lee, J.Y. Jeon, Activities on IEA/ ECERC 

delegation of Korea, J. Korean Soc. Combust., 

17(4) (2012) 1-4.

[3] A. Naidja, C.R. Krishna, T. Butcher, D. Mahajan, 

Cool flame partial oxidation and its role in combustion 

and reforming of fuels for fuel cell systems, Prog. 

Energy Combust. Sci., 29(2) (2003) 155-191.

[4] M. Nishioka, Z. Shen, A. Uemichi, Ultra-lean 

combustion through the back flow of burned gas in 

rotating counterflow twin premixed flames, Combust. 

Flame, 158 (2011) 2188-2198.

[5] A.S. Veríssimo, A.M.A. Rocha, M. Costa, Importance 

of the inlet air velocity on the establishment of 

flameless combustion in a laboratory combustor, Exp. 

Therm. Fluid Sci., 44 (2013) 75-81. 

[6] R. O’Hayre, S.W. Cha, W. Collolla, F.B. Prinz, Fuel 

cell fundamentals, John Wiley & Sons, Hoboken, 

U.S.A., 2006.

[7] J.G. Lee, D.A. Santavicca, Experimental diagnostics 

for the study of combustion instabilities in lean 

premixed combustors, J. Propul. Power, 19(5) (2003) 

735-750.

[8] T. Lieuwen, H. Torres, C. Johnson, B.T. Zinn, A 

mechanism of combustion instability in lean pre-

mixed gas turbine combustors, J. Eng. Gas Turb. 

Power, 123(1) (2001) 182-189.

[9] H. Büchner, H. Bockhorn, Aerodynamic suppression 

of combustion-driven pressure oscillations in techni-

cal premixed combustors, Symposium on energy eng. 

in the 21st century, 2000, 1573-1580.

[10] M.L. Mather, N.R.L. Maccallum, Swirling air jets 

issuing from vane swirlers Part-1 ; Free jets, J. Inst. 

Fuel, (1967) 214-225.

[11] E.C. Fernandes, M.V. Heitor, Unsteady flame and 

the Rayleigh criterion, Unsteady Combustion, 

(1996) 1-16.

[12] A.A. Putnam, W.R. Dennis, Organ-pipe oscillations 

in a flame-filled tube, Symposium on Combustion, 

4(1), 1952, 566-575.

[13] C.J. Marek, T.D. Smith, K. Kundu, Low emission 

hydrogen Combustors for gas turbines using lean 

direct injection, 41st AIAA/ ASME/ SAE/ ASEE 

Joint Propulsion Conference and Exhibit, 2005.

Fig. 12. Comparison of NOx emission and O2

concentration at outlet for different equi-

valence ratio.



Cross flow Micro-mix 방식을 이용한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 연소특성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25

[14] J. Brand, S. Sampath, F Shum, R.L. Bayt, J. Cohen, 

Potential use of hydrogen in air propulsion, AIAA/ 

ICAS International Air & Space Symposium and 

Exposition, 2003.

[15] D. Cecere, E. Giacomazzi, A. Ingennito, A review 

on hydrogen industrial aerospace applications, Int. 

J. Hydrogen Energy, 39 (2014) 10731-10747.

[16] A.H. Ayed, K. Kusterer, H.H.-W. Funke, J. Keinz, 

C. Striegan, D. Bohn,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s of the dry-low-NOx hydrogen 

micromix combustion chamber of an industrial gas 

turbine, Propul. Power Res., 4(3) (2015) 123-131.

[17] A. H. Ayed, K. Kusterer, H.H.-W.Funke, J. Keinz, 

C. Striegan, D. Bohn, Improvement study for the 

dry-low-NOx hydrogen micromix combustion 

technology, Propulsion and Power Research, 4(3) 

(2015) 132-140.

[18] H.H.-W.Funke, J. Keinz, K. Kusterer, A.H. Ayed, 

M. Kazari, J. Kitajima, A. Horikawa, K. Okada,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low NOx micromix 

combustion chamber for industrial gas turbines, 

Propul. Power Res., 9(1) (2017) 27-36.

[19] A. Parente, C. Galletti, L. Tognotti, Effect of the 

combustion model and kinetic mechanism on the 

MILD combustion in an industrial burner fed with 

hydrogen enriched fuels, Int. J. Hydrogen Energy, 

33 (2008) 7553-7564.

[20] M. Frenklach, H. Wang, C.L. Yu, M. Goldenberg, C. 

Bowman, R. Hanson, D. Davidson, E. Chang, G. 

Smith, D. Golden, W. Gardiner, V. Lissianski, GRI- 

MECH: An optimized detailed chemical reaction 

mechanism for methane combustion, Gas Research 

Institute Topic, Report GRI-95/0058,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