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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strong need for carbon-free and low NOx gas turbine power plants. In order to keep up with this 

global need, major gas turbine manufacturer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develop low NOx combustion 

technologies that can afford a high fraction of hydrog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rend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low NOx hydrogen gas turbines carried out by major gas turbine manufacturers 

and research institute. Technical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hydrogen combustion under wide gas 

turbine operating conditions will be briefly summarized, and then state-of-the-art development status for 

premixed-type hydrogen gas turbine combustor will be followed.

Key Words : Gas turbine, Hydrogen, Premixed combustion, Flashback

†
Corresponding Author, dkim@gw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c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2019년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수소를 새

로운 성장 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

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

성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소개하였다[1]. 동 로드맵에서

는 수소경제를 수소용 자동차와 발전 등의 주요 에너지원

으로서 수소가 사용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발전 분

야의 경우에 연료전지 보급률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발전

이 용이한 수소 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급속한 확대가 필수적인 데 반하

여,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인 전력생산 간헐성에 의한 전력

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전원으로서 운전 유연성

(operational flexibility)이 뛰어난 가스터빈의 수요가 증

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술하였던 범정부 차원의 수소

경제로의 전환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확

대 및 최근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기후 환경 이슈로부터 

수소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아진 실

정이다.

해외의 경우에 이러한 발전용 수소 가스터빈 개발 및 실

증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보다 오래전부터 부각되어 

왔었고, 지난 10여 년 전부터 여러 에너지 분야 선진국에

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산학연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

다.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의 Kawasaki 중공업[3]에서는 

Kobe 시에 100% 수소를 연료로 하는 1 MW급 가스터빈 

발전 플랜트의 실증에 성공한 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대

표적인 가스터빈 제작사인 GE, Siemens, MHPS 등도 앞

다투어 수소 터빈의 연소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술 개발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1)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 개발 시 기술

적 고려 사항들을 소개하고, 2) 수소와 천연가스 혼합 연소 

(이하 혼소) 및 100%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술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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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fuel properties between CH4

and H2 at 300 K and 1 atm [6]

Fuel CH4 H2

Density (kg/m
3
) 0.651 0.082

Mol. weight (kg/kmol) 16.04 2.02

Higher heating value (MJ/kg) 55.50 141.75

Lower heating value (MJ/m
3
) 36.17 11.60

Thermal diffusivity (10
-6

m
2
/s) 24.56 159.40

Mass diffusivity (10
-6

m
2
/s) 22.39 77.92

Adiabatic flame temperature (°C) 1,963 2,254

Fig. 1. Comparison of lean blowout limits from 

literature [6].

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로부터 본 논문의 목적은 현

재 태동 단계에 있는 국내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술

2.1. 수소-천연가스 혼합 연료의 워베 지수와 

물성치

가스터빈 제작사 및 발전사에서 연료 다변화에 대한 설

계 연소기의 허용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워베지수

(Wobbe Index, WI) 또는 수정 워베지수(Modified Wobbe 

Index, MWI)가 사용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4].





 



 (1)

여기서, 와 는 연료의 단위 체적당 고위발열량 

및 저위발열량을 의미하고, 과 는 각각 연료와 공

기의 밀도를 나타내고, 는 연료 온도를 의미한다. 천

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용 가스터빈의 경우에 

천연가스의 원산지에 따라 화학적 조성과 발열량이 크게 

다르므로, WI는 본래 천연가스 조성변화의 영향과 발열

량 등급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하

였다. 이후 MWI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연료를 사용

할 경우 일반적으로 WI를 대신하고 있다. 가스터빈 분야

에서 유사한 범위의 WI(또는 MWI)를 갖는 연료의 경우

에 연소기 설계상의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4,5]. 일

반적으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4)의 WI는 47~ 

53 MJ/Nm
3
의 WI 값을 갖고, 수소(H2)는 40~48 MJ/Nm

3

으로 두 연료 사이에 큰 차이의 WI는 보이지 않는다[5,6]. 

그러나 유사한 범위의 WI를 갖는다고 하여 기존 천연가스

용 연소기를 큰 개조 없이 수소 연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WI가 연료의 화염 속도와 

같은 다른 핵심적인 연소 성질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1은 수소와 메탄의 대표적인 가스 물성치를 비교

한 것이다. 수소는 밀도와 분자량에서 대표적으로 가벼운 

기체로서, 단위 질량당 높은 발열량을 보이지만, 단위 체

적당 메탄 대비 낮은 발열량을 가지게 되고, 또한 매우 높

은 확산 속도를 갖는 특징이 있다.

2.2. 연료 조성변화가 가스터빈 연소기 운전 

조건 및 연소 성능에 미치는 영향

2.2.1. 희박 가연 한계(lean blowout limit)

현대의 가스터빈 예혼합 연소기는 질소산화물(NOx) 저

감을 위하여 희박 가연 한계 근처에서 운전 조건이 선택되

고, 여기서 희박 가연 한계는 화염의 블로우아웃(blowout) 

발생 여부를 통하여 판단한다. 화염 블로우아웃은 연소기

로 들어오는 연료-공기 혼합기의 속도가 화염의 속도보다 

커지는 조건에서 발생한다. 화염의 속도는 연료 조성에 크

게 의존하게 되는데, 수소의 경우에 높은 확산 속도와 화

학 반응 속도로 인하여 가스터빈 연소기 운전 조건에서 메

탄 화염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난류 화염 속도를 갖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7-10]. 

이러한 수소의 빠른 화염 속도는 가스터빈 운전 조건 선

택 시 희박 가연 한계를 낮은 당량비 쪽으로 확장하는 순기

능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소-천연가스 혼합 화염에서 희박 

가연 한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Fig. 1은 

Taamallah 등[6]이 몇 가지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수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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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ble combustion

(b) Flashback

Fig. 2. Overview of flashback phenomenon [12].

(a) 100% natural gas

(b) 25% H2 + 75% natural gas

Fig. 3. Stability maps in the Penn State generic pre-

mixed combustor [16].

연가스 연료 비율에 따른 희박 가연 한계를 정리한 것이

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스월러의 형상과 운전 조건에 따라 

희박한계는 달라지나, 공통으로 메탄-수소 혼소 연소에서 

연료 중 수소의 증가는 희박 가연 한계를 낮은 당량비 쪽으

로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도 같은 경향을 보고한 바가 있다[9-11].

2.2.2. 역화(flashback)

역화는 수소 전소 및 수소-천연가스 예혼합 시스템의 설

계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3,6,9,12]. 역화는 앞 절에서 언급한 블로우아웃과 반대되

는 현상으로 Fig. 2의 개략도에서와같이 화염 속도가 유입

되는 혼합기의 속도보다 과도하게 빨라서, 연소기 입구와 

노즐 방향으로 화염이 역행하게 되는 현상이다. 예혼합 연

소 시스템에서 역화가 발생할 시에 노즐 및 전체 시스템의 

손상과 파괴로 연결된다. 이러한 역화 특성은 온도와 같은 

연소기 운전 조건뿐만 아니라, 연료 조성에도 크게 의존하

게 되는데, 특히 수소 화염의 경우에 전술하였듯이 화염 

속도가 매우 빠른 관계로, 역화 방지 기술 및 운전 조건 선

정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스터빈과 같은 

난류 연소 시스템에서 연소 속도는 연료 고유의 물성치가 

아니라, 연소실 유동 패턴(예, 스월러와 연소실 형상)에 크

게 의존하므로, 역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기법 확립 및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로 여

겨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외 선진 가스터빈 개발사들의 

역화 방지 연구 개발 노력은 후 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2.2.3. 연소불안정(combustion instability)

연소불안정은 연소기 내 고유 음향장에 의한 동압의 섭

동과 화염장에서의 열발생 섭동 간에 피드백 결합 때문에 

두 섭동이 서로 위상차가 90
o
 이내(in-phase)가 되면 연소

기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값이 시스템 내부의 손

실 또는 댐핑 에너지보다 크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13]. 수소-천연가스 혼소 시스템에서 연소불안정에 대한 

실험적 또는 수치해석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

게 진행됐다[14-17]. 

Penn State 대학[16]에서는 가스터빈 예혼합 연소기에

서 같은 입구 온도와 속도 조건에서 당량비와 연소기 길이

를 바꾸어 가면서 100% 천연가스와 75% 천연가스 + 25% 

수소(체적 기준)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연료 조성에서 안정

화 선도를 비교하였다. Fig. 3에서 보이듯이 연료 조성변

화로부터 연소불안정이 발생하는 조건(즉, 연소기 길이와 

당량비)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ig. 4는 Yoon 

등[14]이 부분 예혼합 연소기에서 연소 조성의 변화에 따

른 불안정 발생 주파수를 도시한 것으로서, 수소의 증가에 

따라 불안정 주파수는 높은 조화진동(harmonic) 모드로 

천이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 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

표하였다[14-17]. 요약하면, 연료 중 수소 분율의 증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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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crease in instability frequency with increasing

the hydrogen fraction in the SNU lab-scale 

combustor [14]. Fig. 5. Measured NOx and CO emissions as a function 

of equivalence ratio in a swirl-stabilized 

combustor [18].
기존 100% 천연가스 연소 대비 화염의 길이가 짧아져서 

연소기 입구 덤프면에 가까워지고, 또한 화염의 형상 역시 

크게 바뀌게 된다. 이러한 화염 형상 및 길이의 변화는 연

소기 입구에서의 혼합기 섭동(속도 또는 당량비 섭동)이 

열발생율의 변동까지 전달되는 시간 지연(time delay)을 

바꾸게 되고, 이는 전술하였던 열발생 섭동과 동압 섭동 

간의 위상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희박 예혼합 가스

터빈 시스템에서 수소의 증가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연소

불안정을 더 촉진하거나 억제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소의 증가에 따라 동압과 열발생파 사이

의 위상 관계에 따라 불안정했던 모드들이 안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안정하였던 조건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2.2.4. NOx 배출 특성

현대의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NOx의 배출은 연소불안

정 모니터링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가장 중

요한 연소 특성 중의 하나이다. NOx는 연소장에서의 온도

에 지수함수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Table 1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수소 연소는 천연가스 연소 대비 동일 조건에서 

화염 온도가 높으므로 NOx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

나, 2.2.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 시에 

천연가스 연소와 비교할 때 희박 가연 한계를 낮은 당량비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소 연소시 이러

한 가연 한계 확장의 장점을 이용할 경우 NOx 저감에 대하

여 천연가스 연소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Fig. 

5는 Williams 등[18]이 발표한 예혼합 연소기에서 당량비

에 따른 NOx 배출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같은 당량비에서

는 수소 화염의 경우에 메탄 화염 대비 높은 NOx 배출을 

보이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 시에 희박 가연 한계를 확장

할 수 있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더 낮

은 NOx 배출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6,18].

3.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 개발 동향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용 가스터빈 연소기의 경우

에 NOx 저감을 목적으로 대부분 희박 예혼합 연소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syngas 등 수소가 함유된 연

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역화 등의 위험성을 피하고자 

모두 비예혼합 방식의 연소기를 채택하여 왔다. 이 경우

에, 확산 화염에 따른 NOx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량

의 증기 또는 질소 분사를 수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최신 또는 향후의 수소 터빈은 전 세계 가스터

빈 선진 제조사들에서 모두 공통으로 예혼합 연소 또는 소

형 마이크로믹서(micro-mixer) 방식의 연소기술을 적용

을 시작하였거나, 검토 중이다. 본 절에서는 제조사별 수

소 연소기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Kawasaki - Aachen 대학 공동 연구

마이크로믹서(micro-mixer) 방식의 연소는 수소 전소 

가스터빈에서 역화를 방지하고 NOx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고, 많은 해외 선진 제조업

체들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이크로믹서 

연소기는 Aachen 대학교에서 1990년대에 두 개의 연속된 

유럽 국책 과제를 통하여 항공용 보조 동력 장치인 

APU(Auxiliary Power Unit)에 수소 연료를 도입하기 위

하여 최초로 개발된 가스터빈 연소 방식이다[19,20]. 이후 

일본의 KHI(Kawasaki Heavy Industry)에서는 Kobe에 1 

MW급 수소 플랜트에 적용을 위하여 Aachen 대학교와 공

동 연구를 시작하였고, 현재 100% 수소 연소 마이크로믹

서 가스터빈 플랜트 적용을 위한 마지막 검증 단계를 거치

고 있다. (해당 플랜트는 2018년부터 100% 수소를 통한 

실증을 마치고 운영 중이나, 이는 마이크로믹서 방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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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ical combustor

(b) Micromixer combustor

Fig. 6. Combustion principle of the micromixer 

combustor [3].

Fig. 7. Prototype of the KHI micromixer combustor [3].

닌 기존의 확산 화염 연소기와 증기 분사를 통하여 운영 중

임[3].) 

Fig. 6은 마이크로믹서 방식의 연소 원리를 설명하는 개

략도이다. 기존의 가스터빈 연소 방식은 연소기에 걸쳐서 

화염장이 넓게 분포한다. 아래 그림의 마이크로믹서 연소

기는 이러한 하나의 큰 화염장을 매우 많은 수의 작은 화염

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NOx 생성은 연소 반응 시의 온도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반응물이 고온의 화염장에 체류하는 

시간(residence time)에도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따라서, 

마이크로믹서 연소기에서는 이 반응물의 체류 시간 저감

으로부터 NOx 생성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믹서 

출구의 매우 작은(1 mm 이하) 노즐에서의 고속 유동 분출

로 인하여 역화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연소기의 세

부 개발 과정 및 핵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동 

연구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들[3,19,20]에서 자세하게 언

급되어 있다. Fig. 7은 KHI에서 공개한 마이크로믹서 시

제품의 사진이다. 전체 연소기는 410개의 화염으로 구성

되며, 각 화염은 1 mm 이하 지름의 연료 노즐로부터 형성

된다. 최근 2 bar 조건의 연소기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

었으며, 전체 연소기 운전 부하 조건에서 역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NOx는 20 ppm 이하로 계측되었다.

3.2. MHPS(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일본의 대표적인 가스터빈 제조사인 MHPS는 syngas 

외에도 부생가스(refinery gas), COG(coke oven gas), 

BFG(blast furnace gas)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 연소를 위

한 다양한 모델의 가스터빈 개발과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기존 수소 터빈용 연소기는 확산 

화염 방식으로 NOx 저감을 위하여 대량의 증기 및 질소 분

사를 수반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왔다[21-23]. 그러나 전체 

시스템 효율 향상과 강화되는 NOx 규제 강화를 만족시키

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수소 연소 시스템에도 예혼합 연소

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가지 연소 개념을 고려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체적 기준으로 30%까지의 수소-천

연가스 혼소 연소 시스템과 다른 하나는 100% 수소 연소

기 개발이다. 전자인 혼소 개념은 대략 향후 10년 후인 

2030년까지의 발전 시장을 위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비

전으로부터 제시되었다. MHPS는 현재 운영 중인 천연가

스 및 석탄 화력 발전을 수소 발전으로 전체 대체되기는 경

제적인 상황과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

고, 또한 수소 인프라 구축이 일본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가스터빈을 100% 수소 연료로 운

전 가능할 수준의 수소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

하였다. 이로부터 2030년까지 현재의 천연가스 발전소의 

인프라에 대한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100% 수소 발전으로 

가는 과도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30% 수소 혼소 기술개

발에 매진하였다.

Fig. 8은 수소-천연가스 혼소를 위한 MHPS의 개략도이

다. 상단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기존의 천연가스 연소용 

MHPS 예혼합 연소기는 강한 스월 유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MHPS의 개발 보고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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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HPS’s new combustor concept for hydrogen

co-firing [22].

Fig. 9. MHPS’s multi-cluster combustor for 100% 

hydrogen firing [23].

면, 수소 20% 수준까지는 기존 연소기와 노즐을 사용하였

을 때, 역화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소를 30% 수

준으로 증가시킬 경우, 역화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다

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월 유동에 의한 연소기 입구의 

재순환영역에서의 낮은 유동 속도에 의한 역화의 위험성

을 줄이기 위하여 연소기 중앙 부분에 추가의 고속 유동을 

분사해 줌으로써 역화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현재 본 방식을 통하여 30% 연소기 실증 

시험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연소기 외의 부수적인 부

품 개발과 발전소에서의 연료 혼소에 따른 운영 기술개발

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100% 수소 연소가 가능한 마이크로

급 가스터빈에 관한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Multi-cluster 연소기”라고 명명하였고, 연소기의 시제품

과 개념도는 Fig. 9와 같다. 연소 원리는 KHI-Aachen 대학

의 마이크로믹서 방식과 유사하여, 하나의 큰 노즐을 수많

은 작은 지름의 노즐로 대체하여, 공기 분출 속도를 증가

시켜 역화의 위험성을 줄이고, 고온에서의 체류 시간을 줄

임으로써 NOx를 줄이는 방식이다. KHI의 연소기는 확산

연소 방식임에 반하여 Multi-cluster 연소기는 짧은 구간

이지만 그림에서 보이듯이 연료와 공기가 섞일 수 있는 예

혼합 공간을 가지고 있다. MHPS에서는 이 방식을 도입한 

가스터빈의 개발을 202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1].

3.3. Siemens

독일에 본사를 위치한 Siemens는 예혼합 방식의 수소-

천연가스 혼소 기술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제조사 중의 하

나이다. 다양한 개발 결과로부터 15%까지의 수소-천연가

스 혼소의 경우에 기존 천연가스 연소기를 큰 변경 없이 그

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24,25]. 그러나 그 이상

의 수소 분율을 혼소시에 역화와 고온 화염 영역을 막기 위

하여, 재료의 선정과 연료 시스템 사이징과 연소기 운전 

방식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Siemens에서

는 높은 수소 분율의 혼소를 위하여 특히 3D 프린팅 기술

을 접목하여 연소기와 노즐을 설계/제작하였다. Figs. 10

과 11은 수소-혼소를 위하여 개발한 Simens의 제3세대 및 

4세대 DLE(dry low emission) 연소기의 개략도를 소개한 

것이다. Fig. 10의 3세대 연소기는 환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Fig. 11의 4세대 예혼합 연소기는 캔 방식을 적용

하였다. 두 연소기 모두 각각 2개씩의 메인과 파일럿 연료 

분사 방식 및 다양한 공기 유로를 통하여 혼합기가 유입되

고 예혼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Siemens는 연료 조성

의 변화에 따라 화염의 위치 및 연소 온도를 최적화하기 위

한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각각의 유로를 통한 공기와 연료

의 분사율을 제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공통으

로 수소 분율이 증가할 경우, 연소기 하류 방향으로의 축 

방향 유동 속도를 증가시켜, 연소실에서의 중앙 재순환 영

역(central recirculation zone)에 의한 역화의 위험성을 상

쇄할 수 있다고 하였다. Siemens는 2018년까지 3세대 연

소기를 이용한 SGT-600, 700, 800 모델에 대하여 수소 분

율 50%까지의 혼소 연소의 실증에 성공하였고, 4세대 연

소기를 이용한 SGT-750 모델에 대하여 연소기 단품 성능 

검증 단계에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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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C (b) MNQC (c) DLN2.6e

Fig. 12. GE’s hydrogen gas turbine combustors [28].

(a) Prototype hardware (b) Combustor test

Fig. 13. GE’s multi-tube mixer [29].

Fig. 10. Siemens 3rd generation DLE burner [26].

Fig. 11. Siemens 4th generation DLE burner [27].

3.4. GE (General Electric)

세계 최대의 가스터빈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의 GE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소 전소 또는 수소-천연

가스 혼소 기술개발에 많은 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

다[28,29]. GE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최근 보고서[28]

에 따르면, 현재 생산 중인, 수소-천연가스 혼소용 연소기

술은 Fig. 12와 같이 3가지 종류의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Aeroderivative 가스터빈 방식에 적용되는 

SAC(single annular combustor)는 전 세계에 약 2,600대가 

운영 중이며, 엔진 모델에 따라 체적 기준으로 30~85% 수

준의 수소 혼소 연소가 가능하다. 또한, 대형 가스터빈에 

적용되고 있는 고유 연소기 모델은 MNQC(multi-nozzle 

quiet combustor)는 현재 E- 및 F-class 가스터빈에 주로 적

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1,700대가 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는 89%까지의 수소 혼소가 가능하나, 향후 

100% 수소 전소를 위한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SAC 및 MNQC는 기본적으로 확산화염 방식으로서, 다

량의 NOx 배출이 불가피하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양

의 질소 및 증기 분사가 수반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혼합 

방식의 DLN 연소기의 경우에 DLN 2.6e 연소기가 상용화

되어 있으나, 단지 15% 수준까지의 혼소가 가능하며, 실

제 운영상에서는 5% 수소 혼소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

혔다.

그러나 GE에서는 향후 강화되는 NOx 규제를 만족시키

면서 동시에 수소 전소를 위한 기술개발을 2000년대 중반

부터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 아래, “Advanced IGCC/Hydrogen Gas 

Turbine Development” 프로그램이 2005년에 시작되어 

2015년까지 10년 이상 동안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진행된 

바가 있다[29].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으

며, 2007년까지 1단계의 기간에는 기존 스월 방식의 예혼

합 연소기를 30개 가까이 제작하고, 시험하면서 수소 전소 

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연구/개발 결과 이

러한 스월 방식의 예혼합 연소기는 역화 등의 이유로 수소 

전소 시스템의 대형 가스터빈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1단계 연구 결론으로부

터 수소 전소시 화염장의 온도 상승과 역화의 위험성을 줄

이는 방안으로써 Fig. 13과 같은 “Multi-tube mixer” 연소



김대식8

Fig. 14. Overall flow design of FlameSheet comb-

ustor [30].

Fig. 15. CFD velocity contours (top) and temperature

contour (bottom) [30].

기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 방식은 KHI 및 MHPS와 유사한 

방식으로 스월 방식 대비 연료-공기의 짧은 시간과 공간에

서의 예혼합이 가능하고, 높은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로 인

하여 역화 방지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현재 GE에서는 

DLN 2.6e 연소 시스템에 적용을 검토 중이다.

3.5. Ansaldo Energia

이탈리아에 본사를 위치한 Ansaldo Energia의 자회사

인 Power Systems Mfg.에서는 수소-천연가스 혼소를 위

한 예혼합 시스템인 “FlameSheet
TM

” 연소기를 개발하였

다[30,31]. 독특한 점은 이 개발 프로그램은 가스터빈 엔

진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기만을 개발하는 목

적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현재의 개발된 연소기는 기존 대

표적인 발전용 가스터빈 모델인 GE의 6F, 7E, 7F, 9E, 9F

와 Siemens/MHPS의 501F, 501G, 701F, 701G 및 Siemens

의 501B/D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Figs. 14와 15는 

FlameSheet 연소기의 개략도와 CFD를 이용한 속도 및 온

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시스템은 파일럿과 주유동의 두 개의 유동 경로로 나

누어진다. 파일럿 유동은 반경 방향의 바깥쪽(Fig. 14의 

파란색)과 같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반경 방향 스월

러를 통과하고, 이때 스월러의 베인에서 분사된 공기와 예

혼합 된다. 공기-연료 혼합기는 연소기 입구로 들어와서 

연소실 센터라인 근처에서 스월에 의하여 안정화되는 메

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주유동(빨간색 화살표)은 

연소실 라이너 뒷면을 따라 유입되어 주연료 인젝터를 통

과하면서 연료-공기 혼합기가 형성되고, 180도 회전 후에 

연소실로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 “aerodynamically trapped 

vortex”에 의하여 화염은 원하는 위치에서 안정화 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유동 경로에 의하여 형성된 화염장은 서

로 분리되고 강한 재순환 영역들에 의하여 설계 의도에 따

른 위치에서 화염은 안정화되고, 기존의 다른 가스터빈 제

조사의 예혼합 시스템 대비 더욱 균질한 예혼합기를 공급

하며, 더욱이 예혼합기 출구 면적 감소로 인하여 유동 속

도가 증가하여 수소 분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화를 방

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계 결과로부터 기존 7F 

DLN 시스템에서 5% 수소 연소만이 가능하였으나, 동일 

가스터빈에 FlameSheet 연소기로 교체한 결과 동일 NOx 

배출 성능을 유지하면서 40%까지의 수소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30,31].

4. 결 론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와 더불어 국내에

서도 수소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대한 요구는 지속해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천연가스 연

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 연소기에 수소를 사용할 때 기술

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 연구기관과 제조

업체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각국의 선진 가스터빈 제조업체들의 수소 터빈 개발 현

황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수소 터빈 개발을 위한 계획 수

립 단계에 있는 국내의 경우에 수소-천연가스 혼소 기술 

및 수소 전소 방식 기술개발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향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소-천연가스 혼소 방식

은 기존의 천연가스 발전 시스템 인프라에서 수정을 최소

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

점과 더불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100%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터빈 발전 

시장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 발맞추어 MHPS, Siemens, Ansaldo 등이 30~50% 

수준의 수소-천연가스 혼합 연료에 대한 예혼합 연소기술

을 개발하고 실증 단계에 있다. 연소기마다 방식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으로 연소기 입구에서 유동 속도를 증가

시키고, 예혼합기 공급 경로 및 연소실 형상을 최적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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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위치에서 화염을 안정화하고, 고온의 화염장 영

역을 최소화하여, 수소 분율 증가에 따른 역화를 방지하고 

NOx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설계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수소 전소 가스터빈의 경우에 KHI, GE, MHPS 등은 공통

으로 마이크로믹서 방식의 유사한 연소기 방식을 채택하

여 개발 및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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