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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스 터빈 엔진에서의 연소 안정화용 파일럿 연소기

(57) 요약

본 발명은 연소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안정화하는 것을 돕는 파일럿 화염을 이용하는 가스 터빈 엔진용 버너에 관한 것이

다. 개시된 버너의 실시예는, 특히, 버너 하우징, 파일럿 연소기 및 켄쳐를 포함한다. 버너 하우징은 축선 방향으로 대향된

상류 및 하류 단부를 구비한다. 추가적으로, 버너 하우징은, 연료 및 공기를 하우징에 형성된 내부 챔버에 각각 공급하기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주 연료 입구 통로 및 적어도 하나의 주 공기 입구 통로를 구비한다. 파일럿 연소기는 하우징의 축선

을 따라 배치되어 있고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을 받기 위한 입구,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이 연소 생성물로 연소되는

연소 챔버, 및 연소 챔버로부터 연소 생성물을 배출하기 위한 출구를 구비한다. 켄쳐는 중심 축선을 따라 버너 하우징의 내

부 챔버 내에 배치되어 있고 파일럿 연소기의 출구에 위치되어 있다. 켄쳐는, 냉각 공기를 파일럿 연소기의 출구를 향하게

하고 파일럿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생성물을 켄칭하기 위한 하나의 공기 입구 및 복수의 반경 방향의 공기 출구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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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축선 방향으로 대향된 상류 및 하류 단부(end portion)를 구비하는 버너 하우징으로서, 상기 하우징에 형성된 내부 챔버

(chamber)에 연료 및 공기를 각각 공급하는데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주 연료 입구 통로 및 적어도 하나의 주 공기 입구 통

로를 구비하는 버너 하우징;

b) 상기 버너 하우징의 축선을 따라 배치된 파일럿 연소기로서, 과농(rich)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을 수용하기 위한 입구, 내

부에서 상기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이 연소되어 연소 생성물로 되는 연소 챔버, 및 상기 연소 챔버로부터 상기 연소 생

성물을 배출하기 위한 출구를 구비하는 파일럿 연소기; 및

c) 중심 축선을 따라 상기 버너 하우징의 상기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되고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에 위치된 켄쳐

(quencher)로서,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 방향으로 냉각 공기를 향하게 하여 상기 파일럿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상기 연소 생성물을 켄칭(quenching)하기 위한 하나의 공기 입구와 복수의 반경 방향의 공기 출구를 구비하는 켄쳐를 포

함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용 버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 하우징의 상기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되고, 상기 버너 하우징과 맞물려 있는 기저부(base portion) 및, 상기 기저

부로부터 상기 내부 챔버로의 축선 하류 방향으로 연장한 긴 원통형의 블러프체(bluff body)를 포함하는 플레임 홀더

(flame holder)를 더 포함하는 버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임 홀더는, 상기 플레임 홀더에 형성되고 상기 켄쳐 입구와 연통하여 상기 켄쳐 입구에 공기를 공급하는 축선 방

향으로 연장한 중앙 공기 통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 하우징의 하류 단부에 근접하여 배치된 퀄(quarl) 장치를 더 포함하고, 상기 퀄 장치가 내부 재순환 챔버와 버너

출구를 형성하며, 상기 내부 재순환 챔버가 상기 혼합 챔버로부터 예연소(precombustion) 가스를 받고 상기 연소 생성물

의 일부를 상류 방향으로 재순환하여 연소 안정화를 돕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 하우징 중심 축선을 따라 위치되고, 주 재순환 영역의 전방 정체점에서 상기 버너 하우징의 상기 내부 챔버 내에

서의 주 희박 연소(main lean combustion)를 점화하기에 적합한 점화기를 더 포함하는 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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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가 환형 단면을 구비하고 상기 켄쳐를 둘러싸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는, 냉각 공기의 2차적인 공급원을 상기 파일럿 연소기에서 배출되는 연소 생성물로 향하

게 하기 위해 반경 방향으로 외부의 표면에 형성된 복수의 개구(aperture)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8.

a) 축선 방향으로 대향하는 상류 및 하류 단부를 구비하는 버너 하우징으로서, 상기 하우징에 형성된 내부 주 연소 챔버에

연료 및 공기를 각각 공급하기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주 연료 입구 통로 및 적어도 하나의 주 공기 입구 통로를 구비하는

버너 하우징;

b)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고 상기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상기 하우징의 상기 주 내부 연소 챔버에 공급하기 위해 상기

버너 하우징 내에 배치된 수단;

c) 상기 배출되는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상기 주 내부 연소 챔버로 이들이 도달하기 직전에 켄칭하기 위해 상기 버너 하우징

내에 배치된 수단을 포함하는 가스 터빈용 버너.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켄칭된 열 및 자유 라디칼이 상기 버너 하우징의 축선을 따라 상기 주 내부 연소 챔버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이 상기 버너 하우징의 축선을 따라 배치된 파일럿 연소기를 포함하도록 되

어 있는 버너.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연소기는,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을 수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입구, 내부에서 상기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이 연소되어 열 및 자유 라디칼로 되는 연소 챔버, 및 상기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상기 연소 챔버로부터 배출하기 위

한 출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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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되는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켄칭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중심 축선을 따라 상기 버너 하우징의 상기 내부 챔버 내

에 배치되고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에 위치된 켄쳐를 포함하고, 상기 켄쳐는, 냉각 공기를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로 향하게 하고 상기 파일럿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상기 연소 생성물을 켄칭하기 위한 하나의 공기 입구와 복수

의 반경 방향의 공기 출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 하우징의 상기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되고, 상기 버너 하우징과 맞물려 있는 기저부 및, 상기 기저부로부터 상기

주 내부 챔버로의 축선 하류 방향으로 연장한 긴 원통형의 블러프체를 포함하는 플레임 홀더를 더 포함하는 버너.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임 홀더는, 상기 플레임 홀더에 형성되고 상기 켄쳐 입구와 연통하여 상기 켄쳐 입구에 공기를 공급하는 축선 방

향으로 연장한 중앙 공기 통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 하우징의 하류 단부에 근접하여 배치된 퀄 장치를 더 포함하고, 상기 퀄 장치가 내부 재순환 챔버와 버너 출구를

형성하며, 상기 내부 재순환 챔버가 상기 주 내부 연소 챔버로부터 예연소 가스를 받고 상기 연소 생성물의 일부를 상류 방

향으로 재순환하여 연소 안정화를 돕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16.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 하우징 중심 축선을 따라 위치되고, 주 재순환 영역의 전방 정체점에서 상기 버너 하우징의 상기 주 내부 연소

챔버 내에서의 주 희박 연소를 점화하기에 적합한 점화기를 더 포함하는 버너.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가 환형 단면을 구비하고 상기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켄칭하기 위한 상기 수단을 둘러싸도

록 되어 있는 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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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a) 축선 방향으로 대향된 상류 및 하류 단부를 구비하는 버너 하우징으로서, 상기 하우징에 형성된 내부 챔버에 연료 및 공

기를 각각 공급하는데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주 연료 입구 통로 및 적어도 하나의 주 공기 입구 통로를 구비하는 버너 하우

징;

b) 상기 버너 하우징의 축선을 따라 배치된 파일럿 연소기로서,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을 수용하기 위한 입구, 내부에서

상기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이 연소되어 연소 생성물로 되는 연소 챔버, 및 상기 연소 챔버로부터 상기 연소 생성물을

배출하기 위한 출구를 구비하는 파일럿 연소기;

c) 중심 축선을 따라 상기 버너 하우징의 상기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되고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에 위치된 켄쳐로

서, 상기 파일럿 연소기의 상기 출구 방향으로 냉각 공기를 향하게 하여 상기 파일럿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상기 연소 생

성물을 켄칭하기 위한 하나의 공기 입구와 복수의 반경 방향의 공기 출구를 구비하는 켄쳐; 및

d) 상기 버너 하우징의 상기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된 플레임 홀더로서, 상기 버너 하우징과 맞물려 있는 기저부 및, 상기 기

저부로부터 상기 내부 챔버로의 축선 하류 방향으로 연장한 긴 원통형의 블러프체를 포함하는 플레임 홀더를 포함하는 버

너.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임 홀더는, 상기 플레임 홀더에 형성되고 상기 켄쳐 입구와 연통하여 상기 켄쳐 입구에 공기를 공급하는 축선 방

향으로 연장한 중앙 공기 통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 하우징의 하류 단부에 근접하여 배치된 퀄 장치를 더 포함하고, 상기 퀄 장치가 내부 재순환 챔버와 버너 출구를

형성하며, 상기 내부 재순환 챔버가 상기 혼합 챔버로부터 예연소 가스를 받고 상기 연소 생성물의 일부를 상류 방향으로

재순환하여 연소 안정화를 돕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버너.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3년 9월 5일에 출원된 미국 가특허출원 제 60/500,518호를 우선권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출원은 참조에 의

해 그대로 구체화되어 있다.

본 발명은 가스 터빈용 버너, 보다 구체적으로는, 엔진 연소를 안정화하기에 적합한 버너,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 희박 예혼합 연소(main lean premixed combustion)를 안정화하기 위해 연소 생성물(특히, 열 및 자유 라디칼)을 공급

하는 파일럿 연소기를 이용하는 버너와 관계된다.

배경기술

가스 터빈은, 전력 발전, 군용 및 상용 항공, 파이프라인 트랜스미션, 및 해상 운송을 포함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채택

된다. 가스 터빈 엔진에서, 연료 및 공기는 버너 챔버에 공급되는데, 여기서 이들이 혼합되고 화염에 의해 점화되어 연소를

시작하게 된다. 가스 터빈 엔진에서 연소 프로세스와 관련한 주요 문제는, 열효율과 연료 및 공기의 적절한 혼합뿐만 아니

라, 화염 안정화, 맥동과 잡음의 제거, 및 오염 배출물, 특히 질소산화물(NOx)의 제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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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프로세스는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 열이 연료-공기 혼합물에 가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반응이 시작되었을 때, 연소

에 의해 방출되는 열은 반응 자체를 시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연소로부터의 열

을 다시 상류로 점화 지점에 운반하는 약간의 매커니즘이 사용되어야 한다. 또는, 반응이 자동으로 계속되지 않은 곳으로,

별개의 파일럿 화염(pilot flame), 또는 가열된 촉매 금속 표면과 같은 별개의 공급원으로부터 열 및/또는 자유 라디칼이 공

급되어야 한다. 이 방법들과 다른 방법의 어떠한 조합이라도, 연소를 시작하기 위한 충분한 열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사

용될 수 있다.

가스 터빈에서 사용되는 가장 흔한 자동으로 계속되는 연소 프로세스는, 새롭게 혼합된 연료 및 공기의 연소를 시작하도록

연소 생성물을 재순환시키고 이전에 반응된 연료 및 공기에 의해 생성된 고온 가스와 자유 라디칼을 다시 상류로 운반하는

공기 유동을 스월링(swirling)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종래 기술의 스월-안정화된 버너(swirl-stabilized burner)는 도 1에

도시되어 있고 참조 번호 100으로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스월-안정화된 연소에서, 중앙의 주 재순환 영역이, 연소를

안정화하기 위해 상류로 운반되는 재순환된 고온 가스 및 자유 라디칼의 주 공급원이다. 연소 프로세스가 매우 희박하게

(lean) 될 때, 이에 따라, 열이 연소로부터 거의 방출되지 않고, 다시 상류로 운반되는 열 및 자유 라디칼의 양은, 연소가 시

작되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 희박 연소 생성물의 낮은 온도는 낮은 평형 수준의 자유 라디칼을 생성한

다. 재순환된 연소 생성물이 새로운 미반응된 예혼합 연료 및 공기와 혼합할 때, 희박 연소(lean combustion)에 의해 발생

한 연소 생성물의 낮은 온도는, 또한 낮은 자유 라디칼 생성율을 초래한다. 이 조건하에서, 연소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유도

시간은 과도하게 되고 화염은 소화되거나, 또는 불안정하게 되고 강도에 있어 변동한다.

낮은 NOx 배출물(low NOx emissions)을 생성하는데 이용되는 희박 예혼합 연소 시스템(lean premixed combustion

system)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NOx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화염 온도가 충분히 낮도록 하기 위해서 연료-공기 혼합물이

희박하여 많은 작동 조건하에서 연소가 자동으로 계속되기에 충분한 열을 생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열 및 자유

라디칼의 보조 공급원이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론(stoichiometric)에 가까운)고온의 보조 파일

럿이 사용되면, 그것은 희박한 주 화염을 안정화할 것이나, 상당한 NOx 배출을 생성할 것이다.

순수하게 열적으로 시작된 연소는, 유효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도록 고온에서 연료를 열분해함으로써 연소 프로세스를 시

작한다. 처음에, 매우 낮은 연료 소모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 상승이 발생한다. 사슬 가지화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최초 생성된 자유 라디칼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유 라디칼의 풀(pool)을 생성한다. 결국 라디칼 풀은 상당한 양의 연료

를 소모하기에 충분히 크게 되어, 신속한 점화에 이른다(와메츠(Wamatz)). 이 자유 라디칼의 풀이 점화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점화-지연 시간" 또는 "유도 시간"이다. 초기 온도가 증가될 때, 자유 라디칼의

생성율은 지수 비율로 증가되고 연소 시작을 위한 유도 시간은 감소된다. 만약 초기 온도가 자기-점화 온도보다 낮으면,

어떠한 기간에서도 점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연소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온 가스, 및 자유 라디칼이 새로운 예혼합 연

료-공기 혼합물과 혼합될 연소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전에 생성된 자유 라디칼은 연소를 위한 유도 시간을 상

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비말 동반된(entrained) 자유 라디칼이 충분한 양이면,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신속한 연소 시

작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말 동반된 자유 라디칼없이는 긴 유도 시간을 가질 것이다. 안정한 연소는, 이전에

연소된 연료의 고온 생성물과 혼합된 후에 즉시, 예혼합된 연료 및 공기의 연소의 신속한 시작을 필요로 한다.

전술한 점에서 보아, 안정한 연소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NOx 배출을 감소시키는 향상된 버너에 대한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연소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안정화하는 것을 돕는 파일럿 화염을 사용하는 가스 터빈 엔진용 버너에 향해 있다.

개시된 버너의 실시예는 특히 버너 하우징, 파일럿 연소기 및 켄쳐(quencher)를 포함한다.

버너 하우징은 축선 방향으로 대향된 상류 및 하류 단부(end portion)를 구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하우징은, 연료 및 공

기를 각각 하우징에 형성된 내부 챔버에 공급하기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주 연료 입구 통로 및 적어도 하나의 주 공기 입

구 통로를 구비하고 있다.

파일럿 연소기는 버너 하우징의 축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고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을 받기 위한 입구, 내부에서 과농 연

료 및 공기 혼합물이 연소되어 연소 생성물로 되는 연소 챔버, 및 연소 챔버로부터 연소 생성물을 배출하기 위한 출구를 구

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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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에서, 파일럿 연소기의 출구는 환형 단면을 구비하고 켄쳐(quencher)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계

획된다. 추가적으로, 파일럿 연소기의 출구는, 냉각 공기의 2차적인 공급원을 파일럿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생성물

을 향하게 하기 위해 반경 방향으로 외부의 표면에 형성된 복수의 개구(aperture)를 포함한다.

켄쳐는 중심 축선을 따라 버너 하우징의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되고 파일럿 연소기의 출구에 위치된다. 켄쳐는, 냉각 공기를

파일럿 연소기의 출구를 향하게 하고 파일럿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생성물을 켄칭(quenching)하기 위한 하나의 공

기 입구 및 복수의 반경 방향(radially-oriented)의 공기 출구를 구비한다.

개시된 버너의 약간의 실시예는, 버너 하우징의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된 플레임 홀더(flame holder)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

획된다. 플레임 홀더는 버너 하우징과 맞물려 있는 기저부(base portion) 및 기저부로부터 내부 챔버로의 축선 하류 방향

으로 연장한 긴 원통형의 블러프체(bluff body)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 플레임 홀더는, 플레임 홀더에 형성되고 켄쳐 입

구와 연통하여 켄쳐 입구에 공기를 공급하는 축선 방향으로 연장한 중앙 공기 통로를 구비한다.

개시된 버너의 실시예는, 추가적으로 버너 하우징의 하류 끝에 근접하여 배치된 퀄(quarl) 장치를 구비하는 것으로 계획된

다. 퀄 장치는 내부 재순환 챔버 및 버너 출구를 형성한다. 내부 재순환 챔버는, 혼합 챔버로부터 예연소(precombustion)

가스를 받고 연소 생성물의 일부를 상류 방향으로 재순환하여 연소를 안정화하는 것을 돕기에 적합하다.

개시된 버너가, 버너 하우징 중심 축선을 따라 위치되고 주 재순환 영역의 전방 정체점에서 버너 하우징의 내부 챔버 내에

서의 주 희박 연소를 점화하기에 적합한 점화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계획된다.

본 발명은, 또한 주 내부 연소 챔버를 형성하는 버너 하우징, 하우징 내에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 및 주

내부 연소 챔버에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증명하기 전에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켄칭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에 향해 있다. 바람직하게는, 켄칭된 열 및 자유 라디칼은 버너 하우징의 축선을 따라 주 내부 연소 챔버에 공급된

다.

버너 하우징은 축선 방향으로 대향된 상류 및 하류 단부 및, 하우징에 형성된 주 연소 챔버에 연료 및 공기를 각각 공급하

기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주 연료 입구 통로 및 적어도 하나의 주 공기 입구 통로를 구비한다.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는 버너 하우징 내에 배치되어 있고, 하우징의 주 내부 연소 챔버에 열 및 자유 라

디칼을 공급한다.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 장치는 버너 하우징의 축선을 따라 배치된 파일럿 연소기일 수 있는 것으

로 계획된다. 바람직하게, 파일럿 연소기는,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을 받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입구, 내부에서 과농 연

료 및 공기 혼합물이 연소되어 열 및 자유 라디칼로 되는 연소 챔버, 및 연소 챔버로부터 열 및 자유 라디칼을 배출하기 위

한 출구를 포함한다.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주 내부 연소 챔버로 이들이 도달하기 직전에 켄칭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버너 하우징 내에 배치된다.

배출되는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켄칭하기 위한 수단은 중심 축선을 따라 버너 하우징의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되는 것으로 계

획된다. 바람직하게, 켄쳐는 파일럿 연소기의 출구에 위치되고, 냉각 공기를 파일럿 연소기의 출구를 향하게 하고 파일럿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생성물을 켄칭하기 위한 공기 입구 및 복수의 반경 방향의 공기 출구를 포함한다.

개시된 버너의 실시예는 버너 하우징의 내부 챔버 내에 배치된 플레임 홀더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플레임 홀더는,

버너 하우징과 맞물려 있는 기저부 및 기저부로부터 주 내부 연소 챔버로의 축선 하류 방향으로 연장한 긴 원통형의 블러

프체를 포함한다. 플레임 홀더가, 플레임 홀더에 형성되고 켄쳐 입구와 연통하여 켄쳐 입구에 공기를 공급하는 축선 방향

으로 연장한 중앙 공기 통로를 구비하는 것이 현재 선호된다.

개시된 버너가 버너 하우징의 하류 단부에 근접하여 배치된 퀄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된다. 퀄 장치는 내부 재순환

챔버 및 버너 출구를 형성한다. 내부 재순환 챔버는, 주 내부 연소 챔버로부터 예연소 가스를 받고 연소 생성물의 일부를

상류 방향으로 재순환하여 연소를 안정화하는 것을 돕기에 적합하다.

실시예

참조 번호 200으로 지시되는 본원의 버너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 2와 3을 참조한다. 버너(200)는 연소 프로세스를 안정

화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파일럿 화염(202)을 사용한다. 버너(200)는 특히, 버너 하우징(204), 파일럿 또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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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럿 연소기(210) 및 켄쳐(206)를 포함한다. 버너 하우징(204)은 축선 방향으로 대향된 상류 및 하류 단부(212 및 214)를

각각 구비한다. 추가적으로, 하우징(204)은, 연료 및 공기를 각각 하우징(204)에 형성된 내부 챔버(219)에 각각 공급하기

에 적합한 복수의 주 연료 입구 통로(216) 및 복수의 공기 입구 통로(218)를 구비한다.

파일럿 연소기(210)는 버너 하우징(204)의 축선 X-X를 따라서 배치되고,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을 수용하기 위한 입구

(260), 내부에서 과농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이 연소되어 연소 생성물로 되는 연소 챔버(262), 및 연소 생성물을 연소실로부

터 배출하는 출구(264)를 구비한다. 켄쳐(206)는 중심 축선 X-X를 따라 버너 하우징(204)의 내부 챔버(219) 내에 배치되

어 있고 파일럿 연소기(210)의 출구(264)에 위치되어 진다. 켄쳐(206)는, 냉각 공기를 켄치(quench)부(222)로 향하게 하

여 파일럿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생성물을 켄칭하기 위한 공기 입구(266) 및 복수의 반경 방향의 공기 출구(268)를

구비한다.

버너(200)는, 전방 정체점(212)에 그리고 주 재순환 영역(214)으로 향하게 되는 자유 라디칼 및 열을 "생성하는" 낮은

NOx 배출물 파일럿(low NOx emissions pilot)(210)을 포함한다. 버너(200)는 과농 상태로 연소하는 파일럿(210)을 이

용하여:

높은 NOx 배출없이 안정한 고온 열원을 제공하고,

높은 양의 자유 라디칼을 제공하고,(고온에서의 과농 연소(rich combustion)는 높은 수준의 자유 라디칼을 생성한다)

가장 폭넓게 달성가능한 안정성 한도를 제공한다.

과농 연소 생성물은 질소 산화물 배출의 생성 결과를 초래하는 고온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희박 예혼합 주 연료 및 공기

(lean premixed main fuel and air)와 혼합되기 전에 켄칭되어야 한다. 과농 연소는 낮은 산소 수준으로 인하여 높은 일산

화탄소(CO) 및 미연소된(unburned) 탄화수소를 가지는 낮은 NOx 배출물을 생성한다. 과농 파일럿(210)에 의해 생성되

는 미연소된 탄화수소 및 CO는 주 예혼합 연료의 희박 부분 예혼합 연소(lean partially premixed combustion) 동안에 연

소될 것이다.

리치 켄치 린(Rich Quench Lean, RQL) 연소 시스템은 과농 연소에 의해 낮은 NOx 배출을 생성하도록 의도된다. 연소 프

로세스 중에 연료와 반응할 수 있는 공기보다 더 많은 연료가 공급되거나 또는 소모될 때, 연소 프로세스는 과농이다라고

한다. 가용한 산소는 질소가 아닌 연료의 수소 및 탄소와 반응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과농 연소는 낮은 NOx 배출물을

초래한다. 과농 연소는 매우 안정적이고 쉽게 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과농 인화 한계는

희박 한계보다 더 폭이 넓고, 희박 연소를 보다 희박하게 하는 것과 비교하여, 더 과농으로 할 때 인화 온도는 빨리 떨어지

지 않는다. 공기 질량 유동율에 비하여 배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과농 연소는 또한 높은 동력 선속 밀도

(power flux densities)를 생성한다. 과농 연소의 주요 단점으로는: 1) 모든 연료가 완전히 반응되는 것은 아니므로, 열효

율의 감소를 초래하고, 2) 배출물에 있는 미연소된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과농 연소의

안정성과 높은 동력 밀도는, 미연소된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이 덜 문제가 되고 높은 중량대비 동력비가 매우 바

람직한 적용분야에서 과농 연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 희박 동작 동안 특히 낮은 배출 수준이 얻어지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공업용 발전에서 과농 연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없다.

리치 켄치 린 개념은, 과도한 수준의 NOx의 생성없이 과농 연소의 안정성을 획득하도록 과농으로 연소하고, 그 후 희박 연

소로 전이하여 연소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방법이다. 과농 연소 동안에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NOx 배출물은 생성

되지 않고 희박 연소 동안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NOx는 생성되지 않는다. 여분의 공기가 반응하지 않아 열을 생성하지

않으나, 반응하는 연료 및 공기에 의해 가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소 온도는 희박 연소시에는 낮다. 성공적인 리치-켄치-

린 연소와 관련한 핵심 이슈는 켄치 프로세스이다. 과농에서 희박으로의 전이에서 혼합물은 이론적인 이상적 혼합물을 통

과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화염 온도가 최대로 되고 NOx가 생성될 수 있다. 이전의 과농 연소의 결과로 존재하는 자유 라디

칼의 커다란 풀(pool) 및 고온 때문에 이론적인 조건에서 이러한 반응은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만약 켄치 프로세스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켄치 프로세스 동안에 일어나는 고온 연소로부터 높은 수준의 NOx 배출물이 초래될 것이

다.

다시 도 2와 3을 참조하면, RQL 연소기 또는 파일럿(210)은 스월 안정화된 희박 부분 예혼합 버너/연소기(swirl

stabilized lean partially premixed burner/combustor)(200)의 중심선 X-X에 위치한 파일럿 인젝터(pilot injector)로서

사용되어 진다. RQL 연소기/파일럿(210)은 추가의 고농도의 자유 라디칼과 열을, 전방 정체점(212)과 전단층(shear

layer)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희박한 예혼합된 유동이 주 재순환 영역(214)의 고온 기체와 혼합된다. 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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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있어 RQL 연소기/파일럿(210)의 출구(218)에 있는 중앙 블러프체 플레임 홀더(central bluff body flame holder)

(216)는 주 재순환 영역(214)의 전방 정체점(212)의 위치를 안정화하는데 이용되며, 이는 주 예혼합 연료 및 공기의 지속

적인 연소를 가능하게 하고 안정화하는 것을 돕는다.

플레임 홀더(218)는 또한, 본 발명에서, 켄치 공기를 RQL 파일럿(210)의 켄치부(242)에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켄치부

(242)에 있는 대향 벽(244)으로부터, 켄칭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켄치 공기가 공급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도 2에 잘 도시되어 있다. RQL 파일럿(210)의 중앙에 있는 플레임 홀더(218)가 RQL 파일럿의 출구(218)를 환형 통로로

만든다. 이것은 켄치부(242)에 있는 RQL 파일럿 유동 통로를 넓은 표면적을 가진 상태로 좁게 만들어서, 켄치를 보다 효

과적으로 만든다. 넓은 표면적은 켄치 프로세스에서 많은 공기의 제트(jets)가 사용되도록 한다. RQL 켄치 유동 통로(222)

의 좁은 갭(gap)이 켄치 제트가 관통해야하는 거리를 제한한다. 켄치 프로세스의 스케일은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소형으

로 유지되어야 하고 유속은 빨라야 하며, 여기에서 혼합물은 이론적인 조건에 있게 된다. 켄치 프로세스에서의 혼합은 신

속하고 철저해야 한다; 켄치부를 빠져 나오는 과농의 또는 이론적인 혼합물의 층(streak)은 높은 국부적 화염 온도가 된다.

과농 연소 프로세스로부터 나오는 고농도의 자유 라디칼 때문에, RQL 파일럿(210)의 출구(218)에서의 켄치 프로세스는

신속해야 한다. 켄치 프로세스 동안 공기로부터의 추가적인 산소와 혼합되어질 때, 큰 자유 라디칼 풀은 남아있는 미연소

된 탄화수소의 반응의 시작을 위한 유도 시간을 매우 신속하게 만든다. 공기가 켄치 매체(medium)로 사용될 때, 켄치의 치

수 스케일과 난류 스케일은 작아야 한다. 이것은 높은 체적 유동율을 요하는 대형 가스 터빈에서 주된 연소의 형태로서 리

치-켄치-린 연소를 사용하기에 곤란하게 만든다.

큰 스케일의 켄칭을 곤란하게 만드는, RQL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자유 라디칼의 매우 큰 풀은, 또한 RQL을 희박 예혼합

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파일럿으로 만드는 것이다. RQL 파일럿 배출에서의 고농도의 자유 라디칼은, 매우 희박한 주 스월

안정화 연소(very lean main swirl stabilized combustion)에서 신속하고 안정한 연소를 지원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면

너무 희박하고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안정할 수 없게 된다. 엔진 연소정지(flameout)없이 매우 희박하게 작동하는 능력과 엔

진을 과속시킴이 없이 신속한 엔진 부하 변화를 처리하는 능력은 엔진 시동을 위한 매우 유용한 특징이다.

스월 안정화 연소에서, 열 및 자유 라디칼을 이전에 연소된 공기 및 연료로부터 다시 상류로 화염 전방을 향하여 운반함에

의해서 프로세스는 시작되고 안정화된다. 희박 부분 예혼합 연소 시스템(lean-partially premixed combustion systems)

에서 흔히 있듯이 만약 연소 프로세스가 매우 희박하다면, 연소 온도는 낮아, 매우 낮은 자유 라디칼의 평형 수준이 된다.

이 이슈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높은 엔진 압력에서 연소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자유 라디칼이 연소 생성물의 온도에 상

당하는 평형 수준으로 빠르게 이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 라디칼이 평형 수준에 이르는 비율이 압력이 증가함에 따

라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반면에 자유 라디칼의 평형 수준이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기인한다.

연소의 시작을 위해 가용한 자유 라디칼의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연소 프로세스는 보다 신속하고 안정해지는 경향이 있

을 것이다. 현대의 가스 터빈이 작동하는 높은 압력에서, 자유 라디칼의 이완 시간은, 자유 라디칼이 주 재순환 영역의 전

단층에서 생성된 지점으로부터 다시 상류로 주 재순환 영역의 전방 정체점 및 화염 전방을 향하여 하류로 대류되는데 필요

한 운반 시간에 비하여 짧을 수 있다. 그 결과, 주 재순환 영역 내의 재순환 유동이 자유 라디칼을 화염 전방을 향하여 대류

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이들이 혼합하고 전방 정체점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예혼합 희박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의 연소를 시

작할 때까지, 자유 라디칼은 안정한 연소가 시작되지 않는 낮은 평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RQL 파일럿의 스케일은 소형으로 유지되고 연료의 대부분의 연소는 RQL 파일럿 연소기(210)에서가 아니

라, 희박 예혼합 주 연소기(240)에서 발생한다. 자유 라디칼이 주 재순환 영역(214)의 전방 정체점(212) 근방에서 방출되

기 때문에, RQL 파일럿(210)은 소형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스월 안정화 연소에 추가적인 열 및 자유 라디칼을 공급

하는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위치이다. RQL 파일럿 연소기(210)에 의해 생성된 자유 라디칼과 열이 효과적으로 사용

되기 때문에, 그 크기는 소형이 될 수 있고 켄칭 프로세스는 효과적일 수 있다.

버너(200)는 주 희박 연소를 안정화하기 위해 높은 비평형 수준의 자유 라디칼을 이용한다. RQL 켄치의 출구가 재순환 유

동의 전방 정체점(212)에 있기 때문에, 켄치와 자유 라디칼의 이용사이의 시간 스케일은 매우 짧아, 자유 라디칼이 낮은 평

형 수준으로 이완되도록 하지 않는다. 켄치로부터 자유 라디칼과 예혼합된 연료 및 공기의 혼합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최대

한 짧고 직접적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플레임 홀더(216)는 파일럿(210)의 켄치부(242)의 출구 또는 켄쳐에 전방 정체점

(212)을 유지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혹한 열음향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고압 가스 터빈 엔진에 매우 유리하다. 항공 가

스 터빈 엔진은 중량에 대한 그 동력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압비를 가진다. 본 발명은 항공 엔진, 고압 공업 엔진, 및 고

압에서 작동하는 항공 유래 공업용 엔진에 가장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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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주 연소의 점화가 주 재순환 영역(214)의 전방 정체점(212)에서 발생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가스 터빈 엔진은

불꽃 또는 토치 점화기가 엔진을 점화하는 위치로, 외부 재순환 영역(도 1 참조)을 이용한다. 안정적인 연소가 발생할 수

있어야만 점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염은 점화 후에 즉시 소화될 것이다. 재순환된 가스가 주 예혼합 유동의

외부 근처의 환형의 영역 대신에 점 영역으로 다시 운반되기 때문에, 내부 또는 주 재순환 영역(214)은 일반적으로 화염을

안정화하는데 보다 성공적이다. 재순환된 연소 생성물로부터의 열은 주 재순환 영역(212)의 전방 정체점(212)에서의 작은

영역에 집중된다. 연소는 또한 도 3에 도시한 대로, 전방 정체점으로부터 콘형(conic shape)으로 외부로 팽창한다. 하류로

의 콘형 팽창은 상류에 생성된 열 및 자유 라디칼이 하류의 연소를 지원하도록 하며, 하류로 움직일 때 화염 전방을 보다

넓게 하도록 한다. 도 1에 도시된 중앙 플러프체 플레임 홀더가 없는 스월 안정화 연소에 비하여, 도 2에 도시된 중앙 블러

프체 플레임 홀더(216)는, 어떻게 플레임 홀더(216)가 화염을 성질상 보다 콘형에 가깝게 그리고 보다 반구형에 가깝지 않

게 형성하는지 나타낸다. 콘형에 가까운 화염 전방은 점열원이 전체 유동장의 연소를 효과적으로 시작하도록 한다. 이 열

원과 자유 라디칼은 재순환된 고온 연소 생성물, RQL 파일럿(210), 또는 양자의 조합일 수 있다.

점화기가 외부 재순환 영역에 위치할 때,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연료/공기 혼합물은, 화염 온도를 이 영역에서 안정한 연소

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높게 만들기 위해서 종종 과농으로 되어야 한다. 주 예혼합 연료 및 공기 유동이 충분히 과농 및,

고온이 되고 충분한 자유 라디칼의 풀을 가지기 전까지, 화염은 종종 주 재순환에 전파될 수 없고, 이는 더 높은 유동율에

서 발생한다. 화염이 외부 재순환 영역으로부터 내부 주 재순환 영역으로 점화 후에 곧 전파될 수 없는 때에는, 화염은 엔

진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후에 더 높은 압력에서 전파하여야 한다. 단지 연소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후에 외부 재순환

영역 파일럿으로부터 주 화염의 시작을 전달하는 것은 자유 라디칼이 낮은 평형 수준으로 보다 신속히 이완되도록 하는데,

이는 주 재순환 영역의 전방 정체점에서의 화염의 점화를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이다. 파일럿이 용적

(bulk) 온도를 주 재순환 영역에서 비말 동반된 자유 라디칼의 평형 수준과 예혼합 주 연료 및 공기 혼합물이 주 재순환 영

역을 점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충분히 올릴 때까지, 주 재순환의 점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외부로부터 주 재순환

영역으로 화염을 전파하는 중에, 점화되지 않은 주 예혼합 연료 및 공기 혼합물로부터 연소 없이 많은 양의 연료가 엔진에

서 빠져 나간다. 화염이 내부에서 안정화된 버너는 모든 연료가 연소되어 보다 더 고온이기 때문에, 같은 엔진에서 다른 버

너보다 먼저 어떤 버너에서 주 재순환 영역에 화염 전이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버너 대 버너 온도 차이는 엔진 구

성요소를 상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주 재순환 영역을 직접 RQL 파일럿(210)으로 점화하여, 이런 문제점을 방지한다.

전체 엔진을 과농으로 할 필요 없이 RQL 파일럿 연소기(210) 내의 혼합물이 점화와 동시에 과농으로 될 수 있으므로,

RQL 파일럿(210)은 점화하기에 용이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이 개시의 발명적인 측면이 고체 연료 버너 또는 용광로와 같은 어떠한 타입의 연소기 또는 버너

에 적용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원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아래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원과 동일한 것을 생산 및 사용하는 방법

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도 1은, 자동으로 계속되는 연소를 생성하기 위한 시도로 연소 생성물을 재순환하는 종래 기술의 버너의 단면도이다;

도 2는, 연소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안정화하는 것을 돕는 파일럿 연소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스월 안정화 버너 단면의

사시도이다; 또한

도 3은, 버너 내의 스월 유동 및, 중앙의 블러프체 플레임 홀더에 의해 주 재순환 영역의 전방 정체점 및 화염 전방(flame

front)을 고정시키는 것을 도시하는 도 2의 버너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버너의 특징은, 다음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에게 보다 쉽게 명확하게 될 것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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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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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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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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