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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기술집>은
지난 10년간(2010~2019) 국내에서 등록된 가스터빈
분야 해외선도기업인 미츠비시, 지멘스, GE, 안살도
(알톰스) 네 개사의 약 300여개 특허기술에 대한 분석
자료집이다.

●

가스터빈 관련 기술은 A섹션(제어), B섹션(냉각), C섹션
(연소), D섹션(블레이드), E섹션(세부구성)의 다섯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다시 각 섹션은 기술의 특징에 따라
서브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

기술분석 항목 중 ‘평가’란은 특허권리범위의 관점에서
그 동안 이 기술분야를 심사해 온 심사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발간사
기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전통 제조업 분야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묵묵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세계
5번째 대형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은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4개국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해외로 기술의 이전을 꺼리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통산업인 발전용 가스터빈에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해외 선도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들에
대한 분석집은 우리기업들이 향후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보고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막 세계 가스터빈 시장에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딛는 우리기업들이 불필요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특허청 동력기술연구회에서 발간하는 ‘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이 우리기업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및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향후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8월
기계금속심사국장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신 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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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
제 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섹션 A. 제어 • 1

섹션A 개관

기술분류
섹션A는 가스터빈 설비의 제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공기 흡입 제어,
터빈 제어, 압축기 제어 등 연료 공급에 관한 제어와 밸브의 개방도 제어
및 가스터빈 운전에 관한 제어 등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출원인별 동향
가스터빈 설비의 제어에 관한 전체 58건 특허출원 중 45건(78%)을
미츠비시가 출원하고 있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스터빈의 연료
공급제어(a1)에 관한 것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스
터빈의 밸브제어(a2)에 관한 것이 21%, 그리고 가스터빈의 과속도보호
제어(a4)에 관한 출원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동향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가스터빈의 연료공급제어(a1)와
가스터빈의 밸브 개방도 제어(a2)에 관한 출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섹션 A. 제어 • 3

◆ Table A. 기술 분류표 ◆

구분

코드

명칭

명

관련 cpc

연료공급제어

- 공기흡입 제어
- 압축기 제어
- 터빈 제어

F02C 7/00
F02C 9/00
F01D
F04D 27/00

a2

밸브제어

- 밸브 개방도 제어
- 입구 안내 날개 개방도 제어

F02C 9/00
F02C 7/00
F02C 3/00

a3

증기터빈제어

- 증기유량제어
- 열 유지

B63B
F01K

a4

과속도보호

- 과속도 보호 장치 제어

F01D

a5

운전상태제어

- 터빈 운전 상태
- 이상 검출
- 회전수 검출

F02C 9/00
F01D

a6

기타제어

- 일반적인 제어

F01K
F01D
F02C 3/00

a1

A
세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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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B. 기업별 출원건수 ◆

A
세부구성

코드

미츠비시

지멘스

GE

알스톰/
안살도

a1

26

1

0

0

a2

10

0

2

0

a3

2

1

0

0

a4

0

6

0

0

a5

5

0

0

0

a6

2

2

1

0

◆ Table C. 연도별 출원건수 ◆

코드

a1

a2

a3

a4

a5

a6

2009

5

0

0

0

0

0

2010

1

0

0

0

0

0

2011

1

2

0

0

1

0

2012

0

2

0

0

0

0

A

2013

0

1

1

0

0

1

세부구성

2014

8

0

0

5

1

0

2015

6

3

2

1

1

1

2016

4

3

0

0

2

3

2017

1

1

0

0

0

0

2018

1

0

0

0

0

0

섹션 A. 제어 • 5

발 명 의
명
칭

습분 이용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0010493 (2018.01.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기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터빈 날개의 열부하
증가를 억제한다. 본 발명에 관한 습분 이용
가스 터빈(101)은, 압축기(1), 연소기(2),
터빈(3), 터빈 배기 가스의 열을 회수하고,
고온의 습분(18)을 발생시키는 배열 회수
장치(5), 연료 유량 제어 밸브(9)가 설치된
연료 공급 계통(60), 터빈(3)을 구동하여
배출되는 배기(51)의 온도를 취득하는 배기
온도 취득부(26), 연소 가스(20)에 포함되는
습분 비율을 연산하는 연소 가스 습분 비율
연산부(30), 연소 가스 습분 비율과 압력비
로부터 배기 온도 상한값을 설정하는 배기
온도 상한 연산부(32), 배기 온도 상한값과
배기 온도의 차이를 연산하는 배기 온도 차이
연산부(36), 배기 온도의 차이를 사용 하여
연료 유량 지령값을 연산하는 연료 유량
지령값 연산부(44) 및 연료 유량 지령값
선택부(45)에 의해 선택된 지령값에 기초
하여 연료 유량 제어 밸브(9)에 지령 신호를
출력 하는 제어 지령값 출력부(46)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를 압축하여 압축 공기를 생성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의 압력비를
연산하는 압력비 연산부와, 상기 압축기의 흡기 또는 상기 압축기에서 생성된 압축 공기에
습분을 공급하는 습분 계통과, 상기 흡기 또는 상기 압축 공기에 습분을 공급하여 생성되는
가습 공기를 연료와 혼합하여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
가스에 포함되는 습분 비율인 연소 가스 습분 비율을 취득하는 연소 가스 습분 비율
연산부와,상 기 연소기에 연료를 공급하고, 연료 유량 제어 밸브가 설치된 연료 공급 계통과,
상기 연소기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터빈과, 상기 터빈을 구동하여
배출되는 배기의 온도인 배기 온도를 취득하는 배기 온도 취득부와, 상기 배기 온도의
상한값을 상기 연소 가스 습분 비율과 상기 압력비에 따라서 연산하는 배기 온도 상한
연산부와, 상기 배기 온도 상한 연산부에 의해 연산된 배기 온도 상한값과 상기 배기 온도에
기초하여 연산되는 연료 유량 지령값을 사용하여 상기 연료 유량 제어 밸브에 지령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지령값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습분 이용 가스 터빈.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52067 (2019.02.1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배기 온도 차이 연산부를 사용하여 연료 공급 계통의 연료 유량을 제어하여
기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터빈 날개의 열부하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습분 이용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압력비 연산부; 연소 가스 습분 비율 연산부;
배기 온도 취득부; 배기 온도 상한 연산부; 제어 지령값 출력부를 구비하여 기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터빈 날개의 열부하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공급 습분량에 의존하지 않고, 미리 설정한 부하 상승률에 따라서 변화되는 발전
요구량에 추종하도록 연료 유량 지령값을 선택하고, 연료 유량 제어 밸브를 제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6 • 2010-2019

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2축식 가스 터빈 및 그 입구 안내익 개방도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012805 (2017.01.2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제너레이터와 저압 터빈으로 구성되는
2축식 가스 터빈이어도, 저기온 시의 압축기
성능 저하를 억제하는 것이다.본 발명의
2축식 가스 터빈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 도입측에 설치된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제어하여 압축기에의 유입 공기량이
조정되는 2축식 가스 터빈이며,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고압 터빈축의 고속 회전 시에 해당 고압
터빈축의 실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제1
제어부와, 해당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와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확인하는 제어 상태 확인부와, 해당 제어
상태 확인부에 입력된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가 미리 설정한
역치 N0 이상이고, 또한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ξ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대기 온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Ta0 이하인 경우에,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를 감소시키는
저대기 온도 보정부를 적어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 도입측에 입구 안내익을 갖고 유입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해당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 해당
연소기에서 생성된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고압 터빈으로 구성되는 가스
제너레이터와, 상기 고압 터빈으로부터 배출된 가스로 구동되는 저압 터빈을 구비하고,
상기 압축기와 고압 터빈을 접속하는 고압 터빈축과, 상기 저압 터빈과 부하를 접속하는
저압 터빈축이 별개의 축이고, 또한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제어하여 상기
압축기에의 유입 공기량이 조정되는 2축식 가스 터빈이며,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고압 터빈축의 고속 회전 시에 해당 고압 터빈축의 실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제1 제어부와, 해당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와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확인하는 제어
상태 확인부와, 해당 제어 상태 확인부에 입력된 상기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가 미리 설정한 역치 N0 이상이고, 또한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ξ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대기 온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Ta0 이하인
경우에, 상기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를 감소시키는 저대기 온도
보정부를 적어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축식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07295 (2018.10.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저기온 시의 압축기 성능 저하를 억제하고, 후단 날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2축식 가스 터빈 및 그 입구 안내익 개방도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실회전수가 미리 설정한 역치 이상이고,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 온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이하인 경우에,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를 감소시키는 저대기 온도 보정부를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저대기 온도 보정부의 제어 기능에 유의하여야 한다.
섹션 A. 제어 • 7

발 명 의
명
칭

2축식 가스 터빈 및 그 입구 안내익 개방도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012805 (2017.01.2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제너레이터와 저압 터빈으로 구성되는
2축식 가스 터빈이어도, 저기온 시의 압축기
성능 저하를 억제하는 것이다.본 발명의
2축식 가스 터빈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 도입측에 설치된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제어하여 압축기에의 유입 공기량이
조정되는 2축식 가스 터빈이며,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고압 터빈축의 고속 회전 시에 해당 고압
터빈축의 실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제1
제어부와, 해당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와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확인하는 제어 상태 확인부와, 해당 제어
상태 확인부에 입력된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가 미리 설정한
역치 N0 이상이고, 또한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ξ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대기 온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Ta0 이하인 경우에,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를 감소시키는
저대기 온도 보정부를 적어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 도입측에 입구 안내익을 갖고 유입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해당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 해당
연소기에서 생성된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고압 터빈으로 구성되는 가스
제너레이터와, 상기 고압 터빈으로부터 배출된 가스로 구동되는 저압 터빈을 구비하고,
상기 압축기와 고압 터빈을 접속하는 고압 터빈축과, 상기 저압 터빈과 부하를 접속하는
저압 터빈축이 별개의 축이고, 또한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제어하여 상기
압축기에의 유입 공기량이 조정되는 2축식 가스 터빈이며,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고압 터빈축의 고속 회전 시에 해당 고압 터빈축의 실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제1 제어부와, 해당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와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확인하는 제어
상태 확인부와, 해당 제어 상태 확인부에 입력된 상기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가 미리 설정한 역치 N0 이상이고, 또한 상기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ξ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대기 온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Ta0 이하인
경우에, 상기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를 감소시키는 저대기 온도
보정부를 적어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축식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07295 (2018.10.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저기온 시의 압축기 성능 저하를 억제하고, 후단 날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2축식 가스 터빈 및 그 입구 안내익 개방도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실회전수가 미리 설정한 역치 이상이고,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 온도가 미리 설정한 역치 이하인 경우에, 제1 제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회전수를 감소시키는 저대기 온도 보정부를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저대기 온도 보정부의 제어 기능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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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및 가스 터빈의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25693 (2016.12.0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응답성이 높고 또한 산출 정밀도도 높은 연소
가스 온도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제어 장치는
가스 터빈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이다. 제어
장치는 연료의 공급량, 압축 공기의 압력, 및
발전기의 발전 전력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검출치(I1)를 취득하는 검출치 취득부(52)와,
배기 가스 온도 검출치(O1)를 취득하는 배기
가스 온도 취득부(54)와, 검출치(I1)에 근거
해서,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I2)를 산출하는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 산출부(60)와,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I2)와 배기 가스 온도
검출치(O1)의 비율에 근거해서, 보정항(X4)을
산출하는 보정항 취득부(64)와,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I2)를 보정항(X4)으로 보정해서,
보정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I3)를 산출하는
보정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 산출부(66)와,
보정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I3)에 근거해서,
가스 터빈을 제어하는 가스 터빈 제어부(58)를
갖는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 공급 라인으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연료가 공급되고
상기 압축기에서 압축된 압축 공기를 연소시키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기에서 생긴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하는 터빈과, 상기 터빈을 회전시킨 후의 연소 가스인 배기 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가스 배출 라인과, 상기 터빈의 회전에 의해 발전하는 발전기를 갖는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로서, 상기 연료의 공급량, 상기 압축 공기의 압력, 및 상기 발전기의 발전
전력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검출치를 취득하는 검출치 취득부와, 상기 배기 가스의 온도의
검출치인 배기 가스 온도 검출치를 취득하는 배기 가스 온도 취득부와, 상기 검출치
취득부가 취득한 검출치에 근거해서, 상기 연소 가스의 추정 온도인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 산출부와, 상기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와 상기
배기 가스 온도 검출치의 비율에 근거해서, 상기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를 보정하는
보정항을 산출하는 보정항 취득부와, 상기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를 상기 보정항으로
보정해서, 보정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보정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 산출부와,
상기 보정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에 근거해서, 상기 가스 터빈을 제어하는 가스 터빈
제어부를 갖는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20166 (2019.09.0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료의 공급량으로부터 산출한 연소 가스의 온도의 추정치는 실제의 연소
가스 온도의 변위에 대한 응답성은 높지만, 산출 정밀도가 낮으므로 응답성이 높고, 산출
정밀도도 높은 연소 가스 온도의 추정치를 산출하는데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검출치
취득부, 배기 가스 온도 취득부,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 산출부, 보정항 취득부, 보정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 산출부, 가스 터빈 제어부를 구비하며, 보정항 취득부는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와 배기 가스 온도 검출치의 비율에 근거해서,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를 보정하는
보정항을 산출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연소 가스 온도 추정치를
보정하는 보정항을 산출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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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료 제어 장치, 연소기, 가스 터빈, 제어 방법 및 프로그램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1383 (2016.09.1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IGV의 개방도 지령값을 보정하여 실제의
개방도의 근사치를 나타내는 실 개방도
상당값을 연산한다. 실 개방도 상당값과 대기
조건과 가스 터빈 출력을 이용하여 연료와
유입한 공기와의 혼합체를 연소시킨 경우의
온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온도 추정치에
기초하여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으로부터
출력하는 연료의 배분을 나타내는 연료 배분
지령값을 산출한다. 연료 배분 지령값과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에 출력하는 전 연료
유량을 나타내는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을
취득하고, 연료 배분 지령값과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에 기초하여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의 연료 유량 조절 밸브의 각 밸브
개방도를 산출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료와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공기의 양을 제어하는 인렛 가이드 베인의 개방도
지령값 및 상기 인렛 가이드 베인의 기구에 기인하는 동작의 응답 지연에 관한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인렛 가이드 베인이 상기 개방도 지령값이 나타내는 개방도에 도달할때
까지에 있어서의 실제의 개방도의 근사치를 나타내는 실 개방도 상당값을 연산하는 IGV
응답 보정부와, 상기 실 개방도 상당값과 대기 조건과 가스 터빈 출력을 이용하여 상기
연료와 유입한 공기와의 혼합체를 연소시킨 경우의 온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연소 온도
추정치 산출부와, 상기 온도 추정치에 기초하여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으로부터 출력하는
연료의 배분을 나타내는 연료 배분 지령값을 산출하여 출력하는 연료 배분 지령값
산출부와, 상기 연료 배분 지령값과 상기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에 출력하는 전(全) 연료
유량을 나타내는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을 취득하고, 그들 연료 배분 지령값과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의 연료 유량 조절 밸브의 각 밸브
개방도를 산출하는 밸브 개방도 산출부를 구비하는 연료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22811 (2019.09.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 입구 온도 추정치에 기초하여 연료 제어 장치가 산출한 연료
배분비와 실제의 가스 터빈 입구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운전 라인이 연소 진동 발생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 연소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인렛 가이드 베인의 개방도 지령값 및 인렛 가이드 베인이 개방도
지령값이 나타내는 개방도에 도달할 때 까지에 있어서의 실제 개방도의 근사치를 나타내는
실 개방도 상당값을 연산하는 IGV 응답 보정부를 갖는 점에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IGV 응답 보정부에 특징이 있어 목표치로서의 IGV 개방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지연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연을 고려한 경우의 현시점에서의 IGV 개방도 (즉, 실
개방도 상당값)를 연산하여 구하는 추기 유량이 확보되는 상태에 따라 선택되는 입구 안내
날개 최소 개방도를 설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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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료 유량 설정 방법, 이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 이 장치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36483 (2016.07.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의 연료 유량 설정 장치(100)는
유량비 연산기(160)와 유량 연산기(180)를
구비한다. 유량비 연산기(160)는 가스 터빈
출력과 상관성을 갖는 파라미터(CLCSO)를
접수하고, 파라미터(CLCSO)와 복수의 예혼합
노즐 군(54A, 54B) 상호의 연료 유량비와의
미리 정해진 유량비 관계를 이용하여, 접수한
파라미터에 따른 연료 유량비를 정한다. 유량
연산기(180)는 유량비 연산기(160)에서 정해진
연료 유량비를 이용하여, 복수의 예혼합 노즐
군(54A, 54B)마다 공급하는 연료 유량을
구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예혼합 연소시키는 연료를 분사하는 하나 이상의 예혼합 노즐로 구성되는 예혼합
노즐 군을 복수 구비하는 가스 터빈의 연료 유량 설정 장치에 있어서, 가스 터빈 출력과
상관성을 갖는 파라미터를 접수하고, 상기 파라미터와 복수의 상기 예혼합 노즐 군 상호의
연료 유량비와의 미리 정해진 유량비 관계를 이용하여, 접수한 상기 파라미터에 따른 상기
연료 유량비를 정하는 유량비 연산기와, 상기 유량비 연산기에서 정해진 상기 연료
유량비를 이용하여, 복수의 상기 예혼합 노즐 군마다 공급하는 연료 유량을 구하는 유량
연산기와, 상기 가스 터빈 출력이 변화하고 있을 때의 상기 연료 유량비에 관한 보정치를
구하는 보정치 연산기와, 상기 보정치 연산기에서 구한 상기 보정치를 이용하여, 상기
유량비 연산기에서 정한 상기 연료 유량비를 보정하는 보정기를 구비하며, 상기 유량비
관계는 상기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해 상기 연료 유량비가 연속성을 갖고 변화하는
관계이며, 상기 유량 연산기는 상기 가스 터빈 출력이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상기
보정기에서 보정된 상기 연료 유량비를 이용하여, 복수의 상기 예혼합 노즐 군마다의 상기
연료 유량을 구하는 연료 유량 설정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08604 (2019.08.0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예혼합 연소시키는 연료를 분사하는 복수의 예혼합 노즐을 구비하는 가스
터빈에서 연료의 연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유량비 관계는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해 연료 유량비가 연속성을 갖고 변화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량비 연산기, 유량 연산기, 보정치 연산기, 보정기를 주요
기술적 구성으로 하며, 특히 유량 연산기는 가스 터빈 출력이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보정기에서 보정된 연료 유량비를 이용하여, 복수의 예혼합 노즐 군마다의 연료 유량을
구하는 점에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유량 연산은 가스 터빈 출력이 변화하고
있는 경우 보정된 연료 유량비를 이용하여, 복수의 상기 예혼합 노즐 군마다의 연료 유량을
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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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용 냉각 패널, 이것을 구비하는 트랜지션 피스 및 연소기, 및 연소기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3150 (2016.02.1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소기용 냉각 패널(31)에는, 냉각 매체가
흐르는 제 1 유로(61) 및 제 2 유로(81)가
형성되어 있다. 제 2 유로(81)는, 제 1 유로(61)의
길이 방향의 단부 영역(63)에 대하여, 단부
영역(63)의 연재 방향(De)에 대해 교차하는
둘레 방향(Dc)으로 이격되며 또한 연재
방향(De)으로 연장되어 연재 방향(De)으로
단부 영역(63)과 오버랩되는 오버랩 영역(82)과,
연재 방향(De)으로 단부 영역(63)과 오버랩되지
않는 비오버랩 영역(83)을 갖는다. 제 2 유로
(81)에는, 둘레 방향(Dc)으로 단부 영역(63)에
접근하는 측으로 굽혀져 있는 굽힘부(84)가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소기의 축선이 연장되는 축 방향의 상류측으로부터 하류측으로 연소 가스가
흐르는 연소 가스 유로의 주위를 획정하는 연소기용 냉각 패널에 있어서, 상기 연소 가스에
접촉할 수 있는 내면과, 상기 내면과 상반되는 측을 향하는 외면과, 상기 내면과 상기 외면
사이를 상기 내면 및 상기 외면을 따른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내면으로부터 상기 외면을
향하는 두께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내면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며, 냉각 매체가 흐르는
제 1 유로 및 제 2 유로가 형성되고, 상기 제 2 유로는, 상기 제 1 유로의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단부를 포함하는 단부 영역에 대하여, 상기 단부 영역의 연재 방향에 대해
교차하는 교차 방향으로 이격되며 또한 상기 연재 방향 성분을 갖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연재 방향으로 상기 단부 영역과 오버랩되는 오버랩 영역과, 상기 연재 방향으로 상기
단부 영역과 오버랩되지 않는 비오버랩 영역을 갖고, 상기 제 2 유로는, 상기 교차 방향으로
상기 단부 영역에 접근하는 측으로 굽혀져 있는 제 1 굽힘부와, 상기 비오버랩 영역 내이며
또한 상기 제 1 굽힘부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오버랩 영역과 반대측의 영역 내에, 상기 제
1 굽힘부의 굽힘과는 역측으로 굽혀져 있는 제 2 굽힘부가 형성되어 있는 연소기용 냉각
패널.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41808 (2019.01.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냉각 매체의 유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연소기용 냉각
패널 중에 단면적이 큰 냉각 유로를 다수 형성하거나, 냉각 유로의 수를 많이 형성하여
연소기용 냉각 패널의 전체를 일정한 온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 매체가 흐르는 제 1, ㄴ2 유로가 형성되고, 제 2 유로는
제 1 유로의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단부를 포함하는 단부 영역의 연재 방향에 대해 교차하는
교차 방향으로 이격되고 연장되어 연재 방향으로 단부 영역과 오버랩되는 오버랩 영역과,
연재 방향으로 단부 영역과 오버랩되지 않는 비오버랩 영역을 갖고, 제 2 유로는 교차
방향으로 단부 영역에 접근하는 측으로 굽혀져 있는 제 1 굽힘부와, 비오버랩 영역 내에
오버랩 영역과 반대측의 영역 내에 제 1 굽힘부의 굽힘과는 역측으로 굽혀져 있는 제 2
굽힘부를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복수의 냉각 유로 중 일부의
냉각 유로에 대해 굽힘부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각별 유로의 수를 증가시키는 일 없이
냉각이 불충분한 부분을 없애거나 또는 작게 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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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비상 연료 시스템을 구비한 발전소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6446 (2015.08.1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가스 터빈(2)과 비상 연료
시스템(11)을 포함하는 발전소(1)를 작동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상 작동
상태에서, 가스(5)는 공급 라인(3)으로부터
가스 터빈(2)의 연소 공정(4)으로 급송되며,
또한 가스(5)는 공급 라인(3)으로부터 그것이
액화되는 가스 액화 설비(6)로 급송되고,
액화 가스 저장소(7)에 저장되는 액화 가스
(LNG)를 형성한다. 특수 작동 상태에서는,
액화 가스(LNG)가 액화 가스 저장소(7)에서
끌어내지고 증발기(8)에서 증발되며, 기체
상태로 가스 터빈(2)의 연소 공정(4)에
급송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2)과 비상 연료 시스템(11)을 포함하는 발전소(1)를 작동하기 위한
방법이며, - 정상 작동 상태에서 가스(5)가 공급 라인(3)으로부터 가스 터빈(2)의 연소
공정(4)으로 급송되며, 또한 가스(5)가 공급 라인(3)으로부터 가스 액화 설비(6)로 급송되어
그 안에서 액화되고, 액화 가스(LNG)가 형성되어 액화 가스 탱크(7)에 저장되며, 그리고특수 작동 상태에서 액화 가스(LNG)가 액화 가스 탱크(7)로부터 추출되고, 증발기(8)에서
증발되며, 기체 상태로 가스 터빈(2)의 연소 공정(4)으로 급송되는 발전소 작동 방법에
있어서, 공급 라인에서의 압력 동요를 보상하거나, 혹은 완전 공급 중단의 경우, 공급
라인(5)에 연결된 다른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해주기 위해, 특수 작동 상태에서 증발된
가스가 액화 가스 탱크(7)로부터 다시 라인(3)으로 급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소
작동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61495 (2018.05.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2차 연료를 위한 가스 터빈의 고비용 확장이 없어지고, 비상 연료 작동
중에 파워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1차 가스 연료의 갑작스러운 중단의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발전소가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작동
방법은 공급 라인에서의 압력 동요를 보상하거나 완전 공급 중단의 경우, 공급 라인에
연결된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 특수 작동 상태에서 증발된 가스가 액화 가스
탱크로부터 라인으로 급송되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 특수 작동 상태에서 증발된 가스가 액화 가스 탱크로부터 라인으로
급송되도록 하는 공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섹션 A. 제어 • 13

발 명 의
명
칭

유량비 산출 장치,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제어 장치, 이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 ☑
가스 터빈 플랜트, 유량비 산출 방법 및 연료 계통의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35114 (2015.07.1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은 여러 개의 연료 계통과, 여러
개의 연료 계통으로부터의 연료를 압축 공기
중에서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와,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하는 터빈을
구비한다. 여러 개의 연소 계통을 흐르는
연료의 유량비를 산출하는 유량비 산출
장치(140)는 연소기에서의 연소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제 1 파라미터(CLCSO) 및 제 2
파라미터(% Load)의 값을 받아, 두 개의
파라미터와 유량비로 사전에 정해진 관계를
이용하여, 접수한 두 개의 파라미터의 값에
대한 유량비를 산출하는 산출기(140p,
140t)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여러 개의 연료 계통과, 공기를 압축하여 압축 공기를 생성하는 압축기와, 여러
개의 상기 연료 계통으로부터의 연료를 상기 압축 공기 중에서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하는 터빈을 구비하는 가스 터빈이고, 여러
개의 상기 연료 계통을 흐르는 상기 연료의 유량비를 산출하는 유량비 산출 장치로서, 상기
연소기에서의 연소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개의 파라미터의 값을 접수하고, 두 개의 상기
파라미터와 상기 유량비의 사전에 정해진 관계를 이용하여, 접수한 두 개의 상기
파라미터의 값에 대한 상기 유량비를 산출하는 산출기를 구비하고, 상기 산출기가 접수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 중 제 1 파라미터는 상기 터빈에 따른 상기 연소 가스의 입구 온도 변화에
대하여 상관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값 또는 상기 입구 온도인 입구 온도 상관값이고, 제 2
파라미터는 상기 압축기가 흡수하는 상기 공기의 유량인 유량비 산출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85453 (2018.07.3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소기에서의 연소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산출기가 접수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 중 제 1 파라미터는 터빈에
따른 연소 가스의 입구 온도 변화에 대하여 상관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값 또는 입구 온도인
입구 온도 상관값이고, 제 2 파라미터는 압축기가 흡수하는 공기의 유량인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산출기의 제어 기능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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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유량비 산출 장치,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제어 장치, 이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 ☑
가스 터빈 플랜트, 유량비 산출 방법 및 연료계통의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1389 (2015.06.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소기에서의 연소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제1파라미터와 여러 개의 연료 계통을 흐르는
연료의 유량비의 사전에 정해진 관계를
이용하여, 제1파라미터의 값에 따른 유량비를
구하는 유량비 연산기(141p)와, 가스 터빈의
부하 변화 시에 따른 유량비의 보정값을
구하는 보정값 연산기(142p)와, 가스 터빈의
부하 상관값의 변동을 검지하는 변동 검지기
(144)와, 변동 검지기(144)에서 부하 상관값의
변동이 검지되면 유량비 연산기(141p)에서
구해진 유량비를 보정값 연산기(142p)에서
구해진 보정값으로 보정하는 보정기(151)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여러 개의 연료계통과, 공기를 압축하여 압축 공기를 발생하는 압축기와, 여러
개의 상기 연료계통으로부터의 연료를 상기 압축 공기 중에서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하는 터빈을 구비하는 가스 터빈으로 여러
개의 상기 연료계통을 흐르는 상기 연료의 유량비를 산출하는 유량비 산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에서의 연소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 중 제1파라미터의 값을
접수하고, 상기 제1파라미터와 상기 유량비의 사전에 정해진 관계를 이용하여, 접수한 상기
제1파라미터의 값에 따른 상기 유량비를 구하는 유량비 연산기와, 상기 가스 터빈의 부하
변화 시에 따른 상기 유량비의 보정값을 구하는 보정값 연산기와, 상기 가스 터빈의 부하
변화에 대하여 상관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값 또는 상기 부하의 값인 부하 상관값의 변동을
검지하는 변동 검지기와, 상기 변동 검지기에서 상기 부하 상관값의 변동이 검지되면 상기
유량비 연산기에서 구해진 상기 유량비를 상기 보정값 연산기에서 구해진 상기 보정값으로
보정하는 보정기를 구비하고, 상기 보정값 연산기는 상기 여러 개의 파라미터 중 상기
제1파라미터와 상이한 제2파라미터의 값을 접수하고, 상기 제2파라미터와 상기 보정값의
사전에 정한 관계를 이용하여, 접수한 상기 제2파라미터의 값에 따른 상기 보정값을
구하고, 상기 보정값 연산기는 상기 부하 상관값이 증가하고 있을 때의 상기 제2파라미터와
상기 보정값의 사전에 정해진 증가시 관계를 이용하여, 상기 부하 상관값이 증가하고 있을
때의 상기 제2파라미터의 값에 따른 보정값을 구하는 증가시 보정값 연산기와, 상기 부하
상관값이 감소하고 있을 때의 상기 제2파라미터와 상기 보정값의 사전 정해진 감소시
관계를 이용하여, 상기 부하 상관값이 감소하고 있을 때의 상기 제2파라미터의 값에 따른
보정값을 구하는 감소시 보정값 연산기를 가지고, 상기 보정기는 상기 변동 검지기에서
상기 부하 상관값의 증가가 검지되면 상기 유량비 연산기에서 구해진 상기 유량비를 상기
증가시 보정값 연산기로 구해진 상기 보정값으로 보정하고, 상기 변동 검지기에서 상기
부하 상관값의 감소가 검지되면 상기 유량비 연산기에서 구해진 상기 유량비를 상기 감소시
보정값 연산기로 구해진 상기 보정값으로 보정하는 유량비 산출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85489 (2018.07.3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각종 부하 변화 시에 따른 연소기에서의 연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보정기는 변동 검지기에서 부하 상관값의
증가가 검지되면 유량비 연산기에서 구해진 유량비를 증가시 보정값 연산기로 구해진
보정값으로 보정하고, 변동 검지기에서 부하 상관값의 감소가 검지되면 유량비 연산기에서
구해진 유량비를 감소시 보정값 연산기로 구해진 보정값으로 보정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보정값 연산기와 보정기의 제어 기능에 유의하여야 한다.
섹션 A. 제어 • 15

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연소 제어 장치 및 연소 제어 방법 및 프로그램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5666 (2015.03.2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압축기(2)와, 연소기(3)와, 터빈(4)과, 추기
공기를 흡기 설비(7)의 입구로 되돌리는 추기
배관(12)과, 추기 공기의 추기량을 조절하는
추기 밸브(22)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에 장착되는
연소 제어 장치(50)는, 입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터빈 입구 온도 또는 터빈 입구 온도 상당
제어 변수를 설정하고, 터빈 입구 온도 또는
터빈 입구 온도 상당 제어 변수에 기초하여
연료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연료 배분
설정부(70)와, 연료 조정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설정하는 연료 밸브 개방도 설정부(81)를
구비한다. 연료 배분 설정부(70)는 연료 배분
비율을 수정하는 보정 수단을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입구 안내 날개를 구비한 압축기와, 복수의 연료 노즐을 구비한 연소기와,
터빈과, 실린더로부터의 추기(抽氣) 공기를 흡기 설비의 입구로 되돌리는 추기 배관과,
상기 추기 배관에 마련되고, 상기 추기 공기의 추기량을 조절하는 추기 밸브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에 장착되고, 상기 연소기에 공급되는 연료의 연료 회로의 연료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가스 터빈의 연소 제어 장치로서,입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산된 터빈 입구 온도
또는 터빈 입구 온도 상당 제어 변수를 설정하고, 상기 터빈 입구 온도 또는 상기 터빈 입구
온도 상당 제어 변수에 기초하여 상기 연료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연료 배분 설정부와, 상기
연료 배분 비율에 기초하여 상기 연료 회로에 마련된 연료 조정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설정하는 밸브 개방도 설정부를 구비하되, 상기 연료 배분 설정부는, 상기 추기 공기의
추기량에 기초하여 상기 연료 배분 비율을 수정하는 보정 수단을 포함하는 가스 터빈의
연소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75861 (2017.08.3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안티 아이싱 운전의 경우에도, 안정된 연소 제어가 가능하고, 또한 턴
다운 운전(부분 부하 운전)시에도, 이미션 규제치를 충족하면서, 안정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밸브 개방도 설정부의 연료 밸브
개방도 설정부에서는 연료 배분 산출부에서 산출된 제 1, 2 연료 회로의 각각의 연료 배분
비율에 기초하여, 파일럿 연료 조정 밸브 및 메인 연료 조정 밸브의 밸브 개방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산출된 연료 배분 비율에 따라 밸브
개방도를 설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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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료 제어 장치, 연소기, 가스 터빈, 제어 방법 및 기록 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17280 (2015.02.1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료 제어 장치는, 대기 조건과, 연료와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공기의 양을 제어하는
밸브의 개방도 지령값과,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에 흐르는 전체 연료 유량의
산출에 이용하는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에
근거하여 산출한 출력 예측값을 이용하여
상기 연료와 유입된 공기의 혼합체를
연소시킨 경우의 온도 추정값을 산출하는
연소 온도 추정값 산출부와, 상기 온도
추정값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으로부터 출력하는 연료의
배분을 나타내는 연료 배분 지령값을
산출하여 출력하는 연료 배분 지령값
산출부와, 상기 연료 배분 지령값과 상기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에 근거하는 전체
연료 유량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의 연료 유량 조절 밸브의 각
밸브 개방도를 산출하는 밸브 개방도
산출부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대기 조건과, 연료와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공기의 양을 제어하는 밸브의 개방도
지령값과,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에 흐르는 전체 연료 유량의 산출에 이용하는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에 근거하여 산출한 출력 예측값을 이용하여 상기 연료와 유입된 공기의
혼합체를 연소시킨 경우의 온도 추정값을 산출하는 연소 온도 추정값 산출부와, 상기 온도
추정값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으로부터 출력하는 연료의 배분을 나타내는
연료 배분 지령값을 산출하여 출력하는 연료 배분 지령값 산출부와, 상기 연료 배분
지령값과 상기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에 근거하는 전체 연료 유량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연료 공급 계통의 연료 유량 조절 밸브의 각 밸브 개방도를 산출하는 밸브 개방도 산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에 근거해서 산출한 출력 예측값은 상기 온도
추정값의 산출로부터 상기 온도 추정값에 근거하는 연료 배분 지령값에 따른 상기 밸브
개방도의 제어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출력의 변화를 선행적으로 보상하는 출력
예측값이며, 상기 연료 배분 지령값 산출부는 상기 출력 예측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상기
온도 추정값에 근거해서 상기 연료 배분 지령값을 산출하는 연료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805331 (2017.11.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부하 변화의 과도기에 있어서도 터빈 입구 온도에 대한 목표로 하는 연료
계통 연료비와 실제의 연료 계통 연료비의 어긋남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료 제어 신호 지령값에 근거하여 산출한 출력 예측값을
이용하여 연료와 유입된 공기의 혼합체를 연소시킨 경우의 온도 추정값을 산출함으로써
온도 추정값의 산출로부터 온도 추정값에 근거하는 연료 배분 지령값에 따른 밸브 개방도의
제어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출력의 변화를 선행적으로 보상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가스 터빈 출력의 예측값을 이용하여 터빈 입구 온도 추정값을
산출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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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가스 터빈, 및 가스 터빈의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17342 (2015.02.0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100)은, 전단에 입구 안내 날개
(104)를 구비하는 압축기(102)로부터의 압축
공기와 연료를 연소기(103)에 공급하여
연소기(103)에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에
의해 터빈(101)을 회전시켜 발전기(150)를
구동한다. 그리고, 가스 터빈(100)의 운전
제어 장치(110)는, 입구 안내 날개(104)가
전개(全開)가 아닌 경우, 또한, 계통 주파수가
소정 임계치 α 이하 또는 가스 터빈(100)의
출력 증가가 요구된 경우에, IGV 선행 개방
플래그를 유효로 하고, IGV 선행 개방
플래그가 유효인 경우에, 입구 안내 날개(104)의
개방도를 그때까지에 비하여 열도록 설정한다.
이것에 의해, 가스 터빈(100)의 운전 상태에
관계없이, 터빈 입구 온도를 높이는 일 없이
출력의 상승이 가능하게 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전단(前段)에 입구 안내 날개를 구비하는 압축기로부터의 압축 공기와 연료를
연소기에 공급하여 상기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에 의해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기를
구동하는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로서, 부분 부하에서 상기 가스 터빈이 운전된 상태에서,
상기 가스 터빈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IGV 선행 개방 플래그를 유효로 하는 IGV
제어 플래그 생성 수단과, 상기 IGV 선행 개방 플래그가 유효인 경우에, 터빈 입구 온도
저하에 의한 열낙차 이상으로 상기 압축기의 흡기 유량이 증가하여, 터빈 출력이
증가하도록,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개방도를 그때까지에 비하여 열도록 설정하는 입구
안내 날개 개방도 설정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IGV 선행 개방 플래그가 유효로 된 경우에,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개방도에 따라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을 증가시키는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819844 (2018.01.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의 운전 상태에 관계없이, 터빈 입구 온도를 높이는 일 없이
출력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계통
주파수가 소정 임계치 이하 또는 가스 터빈의 출력 증가가 요구된 경우에, IGV 선행 개방
플래그를 유효로 하고, IGV 선행 개방 플래그가 유효인 경우에, 입구 안내 날개의 개방도를
그때까지에 비하여 열도록 설정하여 연료 유량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어장치가 IGV 선행 개방 플래그가 유효로 된 경우에, 입구 안내 날개의
개방도에 따라 연료 유량을 증가시키는 특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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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제어 장치 및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0228 (2014.10.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료를 연소하여 가동하는 제1 동력원에
의하여 발전을 행하는 발전 시스템의
제어 장치로서, 상기 제1 동력원에 상기
연료를 공급하는 전단 기구에 있어서의
부하 변화 전에 설정된 상기 연료의
압력과, 상기 전단 기구에 있어서의 부하
변화 후 설정된 상기 연료의 압력의
압력차에 근거하여 상기 전단 기구에
있어서의 상기 압력차를 보완하는 연료
용량을 특정하고, 상기 연료를 상기 제1
동력원에 공급하는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하여 연료 공급량을 증감시키기 위한
지령값으로서, 특정한 상기 연료 용량을
가속하여 보완하는 연료 공급 가속 지령값을
이용하여 상기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하여
출력하는 연료 공급 지령값을 산출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료를 연소하여 가동하는 제1 동력원에 의하여 발전을 행하는 발전 시스템의
제어 장치로서, 상기 제1 동력원에 상기 연료를 공급하는 전단 기구에 있어서의 부하 변화
전에 설정된 상기 연료의 압력과, 상기 전단 기구에 있어서의 부하 변화 후 설정된 상기
연료의 압력의 압력차에 근거하여 상기 부하 변화 후 설정된 상기 연료의 압력을 유지하는
연료 용량을 특정하고, 상기 연료를 상기 제1 동력원에 공급하는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한
연료 공급량을 조정하기 위한 지령값으로서, 특정한 상기 연료 용량의 조정을 가속하여
행하는 연료 공급 가속 지령값을 이용하여 상기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하여 출력하는 연료
공급 지령값을 산출하는 발전 시스템의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70534 (2017.08.1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플랜트 전체의 압력온도 밸런스를 조정하여, 부하 변화에 대해서도, 발전
플랜트 전체의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부하 변화 후 설정된 연료 압력의 압력차에 근거하여 부하 변화 후 설정된 연료의 압력을
유지하는 연료 용량을 특정하고, 연료를 제1 동력원에 공급하는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한
연료 공급량을 조정하기 위한 지령값으로서, 특정한 연료 용량의 조정을 가속하여 행하는
연료 공급 가속 지령값을 이용하여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하여 출력하는 연료 공급 지령값을
산출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부하 변화 전후에 따른 연료의 압력에
근거하여 연료 공급 지령값을 산출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섹션 A. 제어 • 19

발 명 의
명
칭

가스터빈, 가스터빈 제어장치 및 가스터빈의 운전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6965 (2014.09.1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압축기(11)와, 연소기(12)와, 터빈(13)을 구비한
가스터빈(10)에 있어서, 압축기(11)로 압축된
상기 압축공기의 일부분을 유입시키고, 유입
시킨 상기 압축공기를 승압시키는 승압수단
(40)과, 승압된 압축공기에 의해 연소기(12)를
냉각시키는 연소기냉각라인(49)과, 승압된
압축공기에 의해 터빈(13)의 날개환(37) 등
정지부재를 온도조정하는 온도조정라인(48)과,
승압장치(40)로부터 연소기냉각라인(49)을
향하여 압축공기가 유통하는 연소기공급라인
(45)과, 승압장치(40)로부터 온도조정라인(48)을
향하여 압축공기가 유통하는 터빈공급라인
(44)과, 터빈공급라인(44)에 설치되어 압축
공기를 가열시키는 가열 히터(62)와, 히터
(62)를 제어가능한 제어장치(50)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압축기로 압축된 압축공기에 연소기로 연료를 공급하여 연소시키고, 발생한
연소가스를 터빈에 공급하는 것에 의해 회전동력을 얻는 가스터빈에 있어서, 상기 압축기로
압축된 상기 압축공기의 일부분을 유입시키고, 유입시킨 상기 압축공기를 승압시키는
승압수단과, 상기 승압수단에 의해 승압된 상기 압축공기에 의해 상기 연소기를 냉각시키는
연소기냉각수단과, 상기 승압수단에 의해 승압된 상기 압축공기에 의해 상기 터빈의
정지부재를 온도조정하는 터빈온도조정수단과, 상기 승압수단으로부터 상기 연소기냉각수단을
향하여 상기 압축공기가 유통하는 연소기공급유로와, 상기 승압수단으로부터 상기 터빈
온도조정수단을 향하여 상기 압축공기가 유통하는 터빈공급유로와, 상기 터빈온도조정
수단으로부터 상기 연소기 냉각수단을 향하여 상기 압축공기가 유통하는 접속공급유로와,
상기 접속공급유로에 설치되는 제4 유량조정기구와, 상기 제4 유량조정기구를 제어하여,
상기 터빈온도조정수단으로부터 상기 연소기 냉각수단에 유입되는 상기 압축공기의 유량을
조정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823802 (2018.01.2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소기 및 터빈 각각에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운전 효율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접속공급유로에 설치되는 제4 유량조정기구와, 제4 유량조정기구를 제어하여
터빈온도조정수단으로부터 연소기 냉각수단에 유입되는 압축공기의 유량을 조정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어장치가 압축공기의
유량을 제어하는 특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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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가스 터빈, 제어 장치 및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6979 (2014.09.03.)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92453 (2017.10.2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파일럿 노즐을 포함하는 파일럿 노즐 주위의
소손을 억제하면서, NOx의 생성량을 억제하고,
보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스 터빈 연소기
등을 제공한다. 가스 터빈 연소기(12)는,
연료(F)와, 노즐 선단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
기술요약

공기(A)를 분사 가능한 파일럿 노즐(59)과,
파일럿 노즐(59)에 공급하는 냉각 공기의
유량을 조정 가능한 유량 조정 밸브(77)와,
연료의 연소 상태를 검출하는 검출 센서(92)와,
검출 센서(92)의 검출 결과에 근거하여, 유량
조정 밸브(77)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91)를
구비한다.

(청구항 1) 연료와, 노즐 선단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 공기를 분사 가능한 분사 노즐과, 상기
분사 노즐에 공급하는 상기 냉각 공기의 유량을 조정 가능한 공기 유량 조정부와, 상기
연료의 연소 상태를 검출하는 검출부와, 상기 검출부의 검출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공기
청구범위

유량 조정부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 장치는, 상기 분사 노즐에
대향하여 형성되는 순환류의 형성 위치가 상기 분사 노즐에 근접하면, 상기 냉각 공기의
유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상기 순환류의 형성 위치가 상기 분사 노즐로부터 멀어지면, 상기
냉각 공기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분사 노즐을 포함하는 분사 노즐 주위의 소손을 억제하면서, NOx의
생성량을 억제하고, 보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평

가

기술적으로 제어 장치는 분사 노즐에 대향하여 형성되는 순환류의 형성 위치가 분사 노즐에
근접하면, 냉각 공기의 유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분사 노즐로부터 멀어지면 냉각 공기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어 장치가 순환류 형성
위치와 분사 노즐과의 거리에 따른 유량을 제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섹션 A. 제어 • 21

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플랜트, 그 제어 장치, 및 가스 터빈의 운전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2453 (2014.08.19.)

기술분야

☑ 제어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52110 (2017.06.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제어 장치(50)는, 연소 가스가 유입되는
터빈(21)의 입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도록, 연료 유량 조절 밸브(47)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온도 조절 제어부
(51)와, 연소기(19)에 공급되는 연료의
기술요약

단위 열량을 열량계(55)로부터 받아들이고,
단위

열량의

변화에

대하여,

공기

압축기(11)에 있어서의 흡기량이 정의
상관성으로 변경시키도록, 흡기량 조절기
(15)를 제어하는 흡기량 제어부(52)를
갖는다.
(청구항 1) 흡기량을 조절하는 흡기량 조절기를 갖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로 압축된 공기
중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 가스에 의하여
구동하는 터빈과,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상기 연료의 유량을 조절하는 연료 유량 조절
밸브를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플랜트의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연소 가스가 유입되는
청구범위

상기 터빈의 입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상기 연료 유량 조절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온도 조절 제어부와, 상기 연소기에 공급되는 상기 연료의 단위량당 열량인 단위
열량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상기 단위 열량의 변화에 대하여, 정의 상관성으로 상기
압축기의 흡기량이 변경되도록, 상기 흡기량 조절기를 제어하는 흡기량 제어부를 갖는 가스
터빈 플랜트의 제어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의 입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가스 터빈 출력의 변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온도 조절 제어부에 의해 터빈의 입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연료 유량 조절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고 있는 온도
평

가

조절 제어 공정 중에, 압축기와 연소기와 터빈을 갖는 가스 터빈의 출력 변동에 대하여,
부의 상관성으로 압축기의 흡기량이 변경되도록, 흡기량 조절기를 제어하는 흡기량
제어부를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온도 조절 제어부에 의해
터빈의 입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 조절 제어 공정 중에 압축기의 흡기량을
제어하여, 가스 터빈의 출력 변동을 억제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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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제어장치, 가스화 발전 플랜트, 및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제어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30297 (2014.04.24.)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39678 (2017.05.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IGCC 플랜트는, 공기로부터 산소가스와 질소
가스를 분리하는 ASU, 산화제를 이용하여
석탄을 가스화시키는 석탄 가스화 노 및 석탄
가스화 노에 의하여 생성된 가스를 연소시킨
연소가스에 의하여 구동하는 가스터빈을
구비한다. IGCC 플랜트의 제어장치(50)는,
기술요약

ASU에 의하여 제조되는 질소가스의 제조량을,
IGCC 플랜트의 운전 부하에 따라 결정하는
공기분리량 결정부(52)를 구비하고, 결정된
질소가스의 제조량에 따라 부생된 산소가스의
전량을, 석탄 가스화 노로 공급한다. 이로써,
IGCC 플랜트는, 공기로부터 제조된 산소가스의
방풍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청구항 1) 공기로부터 산소가스와 질소가스를 분리하는 공기분리장치, 상기 산소가스를
산화제로 하여 탄소 함유 연료를 가스화시키는 가스화 노, 및 상기 가스화 노에 의하여
생성된 가스를 가스정제설비에서 정제하여 얻어지는 연료가스를 연소시킨 연소가스에
의하여 구동하는 가스터빈을 구비하는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제어장치로서, 상기

청구범위

공기분리장치에 의하여 제조되는 상기 질소가스의 제조량을, 상기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운전 부하에 따라 결정하는 공기분리량 결정부를 구비하고, 상기 공기분리량 결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상기 질소가스의 제조량에 따라 부생된 산소가스의 전량을, 상기 가스화
노로 공급하고, 상기 가스화 노로 공급되는 산화제의 부족분에 근거하여, 상기
가스터빈으로부터 추기되는 공기량을 결정하는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제어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공기로 제조된 산소가스의 방풍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공기분리장치에 의하여 제조되는 질소가스의 제조량을 가스화
평

가

발전 플랜트의 운전 부하에 따라 결정하는 점과 가스화 노로 공급되는 산화제의 부족분에
근거하여 가스터빈으로부터 추기되는 공기량을 결정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질소가스의 제조량에 따라 부생된 산소가스의 전량을 가스화 노로 공급하고,
가스화 노로 공급되는 산화제의 부족분에 근거하여 가스터빈으로부터 추기되는 공기량을
결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섹션 A. 제어 • 23

발 명 의
명
칭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제어 장치, 가스화 발전 플랜트, 및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30094 (2014.04.2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IGCC 플랜트는 산화제를 이용하여 석탄을
가스화시키는 석탄 가스화 로, 및 석탄
가스화 로에 의해서 생성된 가스를 가스 정제
설비에서 정제해서 얻어지는 연료 가스를
연소시킨 연소 가스에 의해서 구동하는 가스
터빈, 및 가스 터빈의 공기 압축기로부터
추출한 공기 또는 해당 공기로부터 분리되는
산소를 석탄 가스화 로의 산화제로서
공급하는 산화제 공급로를 구비한다. IGCC
플랜트의 제어 장치(50)는 석탄 가스화 로의
운전 상태량의 변동 또는 IGCC 플랜트의
부하의 변동에 따라, 탄소의 이론 연소
공기량에 대해 석탄 가스화 로에 공급되는
공기량의 비인 공기비가 미리 정해진 설정값
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고, 석탄
가스화 로에 공급하는 산화제량을 소정의
상한값 내로 제어한다. 이것에 의해, IGCC
플랜트는 산화제의 공급 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일없이, 또한 플랜트 전체의
제어를 신속히 안정될 수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산화제를 이용하여 탄소 함유 연료를 가스화시키는 가스화 로(爐), 상기 가스화
로에 의해서 생성된 가스를 가스 정제 설비에서 정제하여 얻어지는 연료 가스를 연소시킨
연소 가스에 의해서 구동하는 가스 터빈, 및 상기 가스 터빈의 공기 압축기로부터 추출한
공기 또는 상기 공기로부터 분리되는 산소를 상기 가스화 로의 산화제로서 공급하는 산화제
공급로를 구비하는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제어 장치로서, 상기 가스화 발전 플랜트가
정정(靜定) 상태인 경우, 탄소 함유 연료의 이론(理論) 연소 산화제량에 대해 상기 가스화
로에 공급되는 산화제량의 비인 공기비를 고정으로 하는 공기비 고정 모드로 하고, 상기
가스화 로의 운전 상태량이 변동한 경우 또는 상기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부하가 변동한
경우, 산화제량을 부하에 따라 변동시키는 것에 의해 상기 공기비를 변동 가능하게 해서
상기 공기비를 저하시키는 공기비 변동 모드로 하는 전환 수단을 구비하는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35989 (2017.05.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산화제의 공급 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일없이, 또한 플랜트 전체의
제어를 신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스화 로의 운전
상태량이 변동한 경우 또는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부하가 변동한 경우에, 산화제량을
부하에 따라 변동시키는 것에 의해 공기비를 변동 가능하게 해서, 공기비를 저하시키는
공기비 변동 모드로 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가스화 발전 플랜트의
상태에 따라, 공기비를 고정으로 하는 공기비 고정 모드와 공기비를 변동 가능하게 하는
공기비 변동 모드간에 전환하도록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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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제어 장치, 가스 터빈 시스템 및 가스 터빈의 연소기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18842 (2014.02.1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가스 터빈 시스템은, 가스 터빈(10)과,
연소기 제어 장치(11)를 구비한다. 가스
터빈(10)은, 파일럿 노즐(13)과, 제 1 메인
노즐(14)과, 제 2 메인 노즐(15)을 갖는 연소기
(12)를 구비한다. 연소기 제어 장치(11)는,
가스 터빈(10)의 부하 차단을 검출하는 부하
차단 검출부(16)와, 부하 차단의 검출에
근거하여, 파일럿 노즐(13)의 예혼합 연료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파일럿 노즐 유량
제어부(17)와, 부하 차단의 검출에 근거하여,
제 1 메인 노즐(14)로의 예혼합 연료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제 1 메인 노즐 유량
제어부(18)와, 부하 차단의 검출에 근거하여,
제 2 메인 노즐(15)로의 예혼합 연료의
공급량을 소정량까지 감소시킨 후, 미리 정한
시간의 경과 후에 공급량을 더 감소시키는 제
2 메인 노즐 유량 제어부(19)를 갖는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의 부하 차단을 검출하는 부하 차단 검출부와, 상기 부하 차단의
검출에 근거하여, 파일럿 노즐의 예혼합(豫混合) 연료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파일럿 노즐
유량 제어부와, 상기 부하 차단의 검출에 근거하여, 제 1 메인 노즐로의 예혼합 연료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제 1 메인 노즐 유량 제어부와, 상기 부하 차단의 검출에 근거하여,
제 2 메인 노즐로의 예혼합 연료의 공급량을 소정량까지 감소시킨 후, 미리 정한 시간의
경과 후에 그 공급량을 더 감소시키는 제 2 메인 노즐 유량 제어부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의
연소기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07361 (2017.02.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소기의 실화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부하 차단 시에 예혼합 파일럿 연료 가스를 증가시킴과 아울러 제 2 메인
노즐을 즉시 차단하지 않고 소정의 기간에 있어서 소정량의 연료 가스의 공급을 계속하고,
예혼합 파일럿 연료 가스의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메인 계통으로부터의 불길이 옮아가는
것을 재촉하여 연소기의 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부하 차단 검출에 근거하여 연료공급량을 제어하는 제1,2 메인 노즐 유량 제어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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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료 가스 칼로리 추정 장치, 연료 가스 칼로리 추정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 매체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15369 (2014.02.14.)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04326 (2017.02.0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이 연료 가스 칼로리 추정 장치는, 가스
터빈의 연소기에 유입되는 연료 가스 유량을
취득하는 연료 가스 유량 취득부와, 상기
가스 터빈의 상태량을 취득하는 상태량
취득부와, 상기 상태량에 대응지어진 효율
기술요약

보정 계수를 포함하는 발전 효율을 기억하는
기억부와, 상기 연료 가스 유량과, 상기
상태량과, 상기 상태량에 따른 효율 보정
계수로부터 얻어지는 발전 효율에 근거하여
연료 가스 칼로리 연산을 행하는 연료 가스
칼로리 연산부를 구비한다.

(청구항 1) 가스 터빈의 연소기에 유입되는 연료 가스 유량을 취득하는 연료 가스 유량
취득부와, 상기 가스 터빈의 상태량을 취득하는 상태량 취득부와, 상기 상태량에
청구범위

대응지어진 효율 보정 계수를 포함하는 발전 효율을 기억하는 기억부와, 상기 연료 가스
유량과, 상기 상태량과, 상기 상태량에 따른 효율 보정 계수로부터 얻어지는 발전 효율에
근거하여 연료 가스 칼로리 연산을 행하는 연료 가스 칼로리 연산부를 구비하는 연료 가스
칼로리 추정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발전 효율의 정밀도를 높여, 가스 칼로리를 보다 정밀도 좋게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료 가스 칼로리 연산부의 추정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가스 칼로리에 근거하여 가스 칼로리의 제어를 행할 수 있어, 터빈
평

가

본체의 제어와 가스 칼로리의 제어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고, 연료 가스 칼로리 연산부의
추정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가스 칼로리에 근거하여 가스 칼로리의 제어를 행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연료 가스 칼로리 연산부는 연료 가스 유량,
상태량, 상태량에 따른 효율 보정 계수로부터 얻어지는 발전 효율에 근거하여 연료 가스
칼로리 연산을 행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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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의 연료 공급 계통 및 가스 터빈 연소기의 연료 공급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31141 (2011.03.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과제는 가스 터빈 운전 중에
있어서의 코크스로 가스(COG) 등의 고칼로리
가스의 소비량을 저감시켜, 파일럿 계통의
막힘이나 고칼로리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의
문제 등에 의한 가스 터빈의 정지를 방지하고,
가스 터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스 터빈(11)의 운전 개시시에는, 연소기(17)를
구성하는 제1 노즐에, 고칼로리 연료를 공급하는
제1 연료 공급 계통(31) 및 연소기(17)를 구성
하는 제2 노즐에, 저칼로리 연료를 공급하는
제2 연료 공급 계통(32)의 양쪽을 사용하여,
연소기(17)에 고칼로리 연료 및 저칼로리
연료를 공급하고, 가스 터빈(11)이 저칼로리
연료만으로 계속 운전 가능한 출력에 도달한
시점에서, 연소기(17)로의 고칼로리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연소기(17)에 저칼로리
연료만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칼로리가 다른 적어도 2종류의 연료를 가스 터빈 연소기에 공급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의 연료 공급 방법이며, 가스 터빈의 운전 개시시에는, 상기 가스 터빈 연소기를
구성하는 제1 노즐에, 제1 연료를 공급하는 제1 연료 공급 계통 및 상기 가스 터빈 연소기를
구성하는 제2 노즐에, 상기 제1 연료보다 칼로리가 낮은 제2 연료를 공급하는 제2 연료
공급 계통의 양쪽을 사용하여, 상기 가스 터빈 연소기에 상기 제1 연료 및 상기 제2 연료를
공급하고, 가스 터빈이 상기 제2 연료만으로 계속 운전 가능한 출력에 도달한 시점에서,
상기 가스 터빈 연소기로의 상기 제1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상기 가스 터빈 연소기에
상기 제2 연료만을 공급하도록 한, 가스 터빈 연소기의 연료 공급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398381 (2014.05.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 운전 중에 있어서의 코크스로 가스(COG) 등의 고칼로리 가스의
소비량을 저감시킬 수 있어, 파일럿 계통의 막힘이나 고칼로리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의
문제 등에 의한 가스 터빈의 정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1연료 공급 계통 및 제1연료보다 칼로리가 낮은 제2연료를 공급하는 제2 연료
공급 계통을 이용하여 연소기에 제1, 2연료를 공급하고 가스 터빈이 제2 연료만으로 계속
운전 가능한 출력에 도달한 시점에서, 연소기로의 제1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연소기에
제2 연료만을 공급하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2 연료만으로
계속 운전 가능한 출력에 도달한 시점에서, 제1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제2 연료만을
공급하도록 제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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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이산화탄소 분리 장치를 구비한,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발전 설비의 개량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11193 (2010.11.02.)

기술분야

☑제어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362626 (2014.02.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은 다중 케이싱 증기 터빈(2)을
포함하고 이산화탄소 분리 장치를 구비한,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발전 설비(1)의 개량
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방법에서 증기
기술요약

터빈(2)의 최대 유량은 이산화탄소 분리
장치의 작동을 위해 제거될 프로세스 증기(4)에
맞춰지고, 증기 라인(5)을 통해 이산화탄소
분리 장치는 2개의 증기 터빈 케이싱들을
연결하는 과류 라인(6)에 연결된다.

(청구항1) 다중 케이싱 증기 터빈(2)을 포함하고 이산화탄소 분리 장치를 구비한,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발전 설비(1)의 개량 방법이며, a) 증기 터빈(2)의 최대 유량은 이산화탄소
청구범위

분리 장치의 작동을 위해 제거될 프로세스 증기(4)와 일치하고, b) 증기 라인(5)을 통해
이산화탄소 분리 장치는 2개의 증기 터빈 케이싱들을 연결하는 과류 라인(6)에 연결되는,
발전 설비의 개량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산화탄소 분리장치를 포함하는 발전설비에 관한 것으로 이산화탄소분리장치의
비용면에서 유리하도록 발전설비를 개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증기터빈의 최대유량을
평

가

이산화탄소 분리장치의 작동을 위한 프로세스 증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분리장치가 2개의 증기터빈 케이싱들을 연결하는 라인에 연결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산화탄소 분리장치의 운영에 맞추어 증기터빈을 제어하는 것으로 권리범위는 넓을
수 있으나, 기술적 의의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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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연료 제어 방법 및 연료 제어 장치, 및 가스 터빈59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02062 (2009.07.0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126976 (2012.03.0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연소기의 착화시 전체 그룹의 메인 노즐로부터
연료를 공급하고(S1), 그후의 가스 터빈의
승속시에 A그룹의 메인 노즐 3개로부터
기술요약

연료를 공급한다(S3). 승속시에서는 소수의
메인노즐로부터 연료를 분사하므로 메인
노즐 1개당의 연료 유량이 많고, 연소 영역의
연공비(연료 유량/공기 유량)가 높게 되어서
연소성이 향상한다.

(청구항 1) 연료를 공급하는 복수의 메인 노즐을 적어도 2개의 그룹으로 나눈 형태로
연소기가 구성된 가스 터빈의 연료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착화시는, 전체 그룹의 상기
청구범위

메인 노즐로부터 연소기의 연료를 공급하고, 그 후의 상기 가스 터빈의 승속시에는, 상기
전체 그룹 중 일부 그룹의 메인 노즐로부터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의 연료 제어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복수의 메인 노즐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눈 형태의 연소기에서 착화 시 전체
그룹의 메인 노즐로부터 연소기의 연료를 공급하고, 그 후의 가스 터빈의 승속 시에 전체
그룹 중 일부 그룹의 메인 노즐로부터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스 터빈의 착화시와 승속시를 구분하여 복수개의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는
평

가

제어 방법은 제조 비용을 저감하면서 승속 시에 연소 영역의 연공비를 높게 할 뿐만 아니라,
착화 시에서의 가스 터빈 전체의 착화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고, 향후
전망도 밝다. 청구범위는 연소기 노즐의 위치 및 형상과 연료 공급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상당히 넓은 청구범위에 속하므로 회피 설계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과도하게 넓은 청구범위이므로 특허 무효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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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제어 방법 및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1954 (2009.04.1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과 연소 진동 특성의
관계를 완화하여, 연소 진동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연소 진동을 더욱
고정밀도로 억제하도록 한다. 가스 터빈(1)의
연소기(32)에서 발생하는 연소 진동 및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f)의 조성 또는 열량
및 다른 플랜트 상태량을 검출하여, 상기
검출치로부터 연소 진동 특성을 파악하고,
연소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운전 조건으로
되도록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을 증감할 때에, 연소 진동 및 연료
조성 또는 열량 및 다른 플랜트 상태량의
검출치를 상기 연료 조성 또는 열량의 값에
따라서 복수의 데이터 베이스로 분할하여
저장함으로써, 각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마다 행하는 연소 진동 특성의 근사
처리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2개의 데이터
베이스 사이에서 연료 조성 또는 열량의 경계
영역의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시에 근사 처리에 의해 구한
연소 진동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의 불연속성을
저감시킨다.

청구범위

(청구항1) 가스 터빈의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연소 진동 및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 및 상기 연소 진동,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을 제외한, 가스 터빈의 운전
조건이나 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세스량을 검출하고, 또한 이들 검출치로부터 연소 진동
특성을 파악하고, 상기 연소 진동 특성으로부터 연소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운전 조건으로
되도록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을 증감하도록 한 가스 터빈 제어
방법에 있어서, 연소 진동,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 및 상기 연소 진동,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을 제외한, 가스 터빈의 운전 조건이나 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세스량의 검출치를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의 값에 따라서 복수의 데이터 베이스로 분할하여 저장함으로써, 각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마다 행하는 연소 진동 특성의 근사 처리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상기 복수의 데이터 베이스 중에서 중복 영역을 갖는 2개의 데이터 베이스
사이에서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의 경계 영역의 데이터를 상기 2개의 데이터 베이스에
중복해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시에 근사 처리에 의해 구해진 연소 진동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의 불연속성을 저감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제어 방법.

평

가

□ 지멘스

□ 냉각

중요도 상□

□ ☑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48349 (2013.03.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과 연소진동 특성 관계를 파악함에 따라 연소 진동을 정밀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소진동, 연료조성 또는 열량, 이 외의 가스터빈 프로세스량 검출치를
연료조성 또는 열량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분할 저장하고, 분할저장된 데이터는
근사처리를 수행해 연소진동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을 포함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다양한 제어 방법 중의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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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제어 방법 및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1679 (2009.04.1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파일럿비 등의 조작량을 할당하여 최적의
운전 조건을 자동 탐색하도록 한 가스 터빈
제어 방법에 있어서, 초기 설계값으로 상정한
이상적인 연료 유량, 공기 유량에서의 운전
상태로부터 일탈된 운전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설계시에 상정한
이상적인 연료 유량, 공기 유량에 의한 설계
성능이나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가스 터빈 제어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이다. 가스 터빈에 있어서의 연료
유량, 공기 유량, 파일럿 연료의 비, 톱 해트
연료의 비의 조작량과 가스 터빈의 부하량의
상관 관계인 부하 감도를 기억하고 있는 제 2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부하 감도를 이용하여
탐색에 의해 얻어진 운전 조건에 따라,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의 유량 또는 공기의
유량의 적어도 일방의 조작량에 대한 부하
변동량을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
조정을 실시함과 함께, 조정 결과를 제 2
데이터베이스에 기억하도록 하였다.

청구범위

(청구항1) 연소기에 있어서의 최적의 운전 조건을 기억한 제 1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가스
터빈에서 연소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의 유량 또는
공기의 유량의 적어도 일방을 변동시켜 최적의 운전 조건을 탐색하고, 얻어진 운전 조건에
의해 상기 제 1 데이터베이스의 기억 내용을 갱신함과 함께, 상기 최적의 운전 조건에 따라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의 유량 또는 공기의 유량의 적어도 일방을 조정하는 가스
터빈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가스 터빈에 있어서의 연료 유량, 공기 유량, 파일럿 연료의
비, 톱 해트 연료의 비의 조작량과 상기 가스 터빈의 부하량과의 상관 관계인 부하 감도를
기억하고 있는 제 2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그 제 2 데이터베이스에 기억된 부하 감도를
이용하여, 상기 탐색에 의해 얻어진 최적의 운전 조건에 따라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의 유량 또는 공기의 유량의 적어도 일방의 조작량에 대한 부하 변동량을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의 유량 또는 공기의 유량의 적어도 일방에
대한 조정을 실시함과 함께, 그 조정 결과에 의해 상기 제 1 데이터베이스의 기억 내용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제어 방법.

평

가

□ 지멘스

□ 냉각

중요도 상□

□ ☑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56038 (2013.04.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의 제어에 있어서, 최적의 운전 조건을 자동 탐색하도록 하여, 초기 설계값으로
설정한 이상적인 운전상태로부터 일탈된 운전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설계 성능이나
운전 상태를 노후화와 상관없이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료유량, 공기유량,
파일럿 연료의 비, 톱 해트 연료 비의 조작량과 가스 터빈의 부하량의 상관 관계인 부하
감도를 기억하고 있는 제2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부하 감도를 이용하여 탐색에 의해 얻어진
운전 조건에 따라,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의 유량 또는 공기의 유량의 적어도 일방의
조작량에 대한 부하 변동량을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 조정을 실시함과 함께, 조정
결과를 제 2 데이터베이스에 기억하도록 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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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제어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1963 (2009.04.1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 플랜트에 있어서, 목표 부하에
대응하여, 공기 유량이나 연료 유량의 설정의
자유도를 향상시키고, 이에 의해 연소
안정성을 향상시켜, 연소 진동의 발생을 미연
방지 가능하게 한다. 목표 부하에 대응하여
연소기(32)에 공급되는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을 설정하는 제1 함수 발생기(62)와,
압축기 입구의 흡기 온도를 검출하는 흡기
온도 검출기(22) 및 상기 흡기 온도 검출기의
검출치에 기초하여 상기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의 설정치를 보정하는 보정량을 설정하는
제2 함수 발생기(69)와, 목표 부하를 가미하여
상기 보정량을 수정하는 수정량을 설정하는
제3 함수 발생기(66)와, 제2 함수 발생기에
의해 설정된 보정량과 제3 함수 발생기에
의해 설정된 수정량으로부터 수정 보정량을
연산하는 제1 연산기(68)와, 제1 함수 발생기에
의해 설정된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의
설정치에 상기 수정 보정량을 더하여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을
산출하는 제2 연산기(64)를 구비하였다.

청구범위

(청구항1) 가스 터빈의 목표 부하에 대응하여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을 제어하도록 한 가스 터빈 제어 장치에 있어서,목표 부하에 대응하여 상기 연소기에
공급되는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을 설정하는 제1 함수 발생기와,압축기 입구의 흡기
온도를 검출하는 흡기 온도 검출기 및 상기 흡기 온도 검출기의 검출치에 기초하여 상기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의 설정치를 보정하는 보정량을 설정하는 제2 함수 발생기와,상기
목표 부하에 기초하여 상기 보정량을 수정하기 위한 수정량을 설정하는 제3 함수
발생기와,상기 제2 함수 발생기에 의해 설정된 보정량과 제3 함수 발생기에 의해 설정된
수정량으로부터 수정 보정량을 연산하는 제1 연산기와,제1 함수 발생기에 의해 설정된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의 설정치에 상기 수정 보정량을 더하여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
또는 공기 유량을 산출하는 제2 연산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제어 장치.

평

가

□ 지멘스

□ 냉각

중요도 상□

□ ☑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48258 (2013.03.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의 제어에 있어서 흡기온도나 연료의 조성 또는 열량이 변동되어도 안정 연소를
유지하게 하는 가스터빈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목표부하에 따라 연료유량 또는
공기유량을 설정하고, 흡기온도에 따라 연료유량 또는 공기유량을 보정하고, 목표부하에
따라 상기 보정량을 수정하며, 보정량과 수정량으로부터 수정보정량을 연산하고 최초
설정치에 수정보정량을 더해 연료유량 또는 공기유량을 산출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다양한 제어 방법 중의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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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제어 방법 및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03188 (2009.02.0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과제는 설계 시에 상정한 이상적인
연료 유량, 공기 유량에서의 운전 상태로부터
일탈한 운전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스
터빈 제어 방법의 제공에 있다. 가스 터빈의
연소기 내 주파수를 해석하는 주파수 해석
수단과, 주파수대별 해석 결과와 가스 터빈에
있어서의 공기 유량과 파일럿 연료의 비를
포함하는 조작 프로세스량이나 대기 상태와
부하량을 포함하는 상태 신호에 기초하여,
가스 터빈에 있어서의 연소 상태를 파악하는
상태 파악 수단 및 연소 진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소 특성 파악 수단과, 연소 특성
파악 수단이 파악한 연소 진동 특성과 상태
파악 수단이 파악한 연소 상태로부터, 연소
진동이 미리 결정된 관리값을 초과할 때마다
연소기에 공급하는 공기 유량과 파일럿비의
적어도 한쪽의 보정량을 산출하고, 조작
프로세스량과 상태 신호에 대응시켜 미리
설정한 공기 유량과 파일럿비의 초기 설계값을
보정하여 가스 터빈을 구동하는 제어부로
이루어지고, 제어부는 가스 터빈의 연소
진동이 미리 결정된 상기 관리값을 일정 시간
하회한 상태에서, 초기 설계값의 보정을
리셋하여, 초기 설계값으로 가스 터빈을 운전
하도록 구성하였다.

청구범위

(청구항1) 가스 터빈에 있어서의 연소기 내의 압력 변동 또는 가속도를 복수의 주파수대별로
주파수 해석하는 제1 스텝과,상기 주파수대별 해석 결과와 상기 가스 터빈에 있어서의 공기
유량과 파일럿 연료의 비를 포함하는 조작 프로세스량 및 대기 상태와 부하량을 포함하는
상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가스 터빈의 연소 진동의 특성을 주파수대별로 파악하는 제2
스텝과,상기 연소 진동이 미리 결정된 관리값을 초과할 때마다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공기 유량과 파일럿비의 적어도 한쪽의 보정량을 산출하여, 상기 조작 프로세스량과 상태
신호에 대응시켜 미리 설정한 공기 유량과 파일럿비의 초기 설계값을 보정하는 제3
스텝과,상기 제3 스텝의 보정에 기초하여 가스 터빈을 구동하여, 상기 연소 진동이 상기
관리값을 일정 시간 하회한 경우에 상기 연소진동이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제4
스텝과,상기 제4 스텝의 판단에 기초하여, 상기 제3 스텝에서 행한 초기 설계값의 보정을
리셋하고, 초기 설계값으로 운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제어 방법.

평

가

□ 지멘스

□ 냉각

중요도 상☑

□ ☑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191548 (2012.10.09.)
□ 세부 구성

청구범위 대□

□ 융합기술

중□ 소☑

가스터빈 제어에 관한 것으로 설계 시 설정한 이상적인 연료유량, 공기유량의 운전상태로부터
일탈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소기 내의 압력변동을
주파수해석하고, 연소진동 특성을 주파수대별로 파악하며, 공기 유량 또는 파일럿비의
보정량을 산출하고 조건에 따라 연소진동을 판정하고 그에 따라 보정 제어를 수행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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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040459 (2017.03.3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바이패스 밸브에 대한 열 영향을 억제하면서
수증기 산화 스케일의 생성을 억제한다.증기
발생기(1), 증기 터빈(2), 복수기(3), 증기
발생기(1)와 증기 터빈(2)을 접속하는 주
증기관(4), 주 증기관(4)으로부터 분기되며
증기 터빈(2)을 바이패스시키는 바이패스관(6),
바이패스관(6)에 설치한 바이패스 밸브(7),
바이패스 밸브(7)의 본체로부터 분기된
워밍관(8), 워밍관(8)에 설치한 워밍 밸브(9),
제어 장치(10)를 구비하고, 제어 장치(10)에
의해, (1) 바이패스 밸브(7)로의 유입 증기의
포화 온도 이상일 것, (2) 유입 증기와의
온도차가, 바이패스 밸브(7)에 발생하는 열
영향이 일정 이하가 되도록 설정된 허용치
이하가 될 것, (3) 바이패스 밸브(7)의 재료에
따라 정해지는 수증기 산화 스케일의 생성
속도가 빨라지는 온도 이하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온도 범위에 바이패스
밸브 온도 t가 되도록 워밍 밸브(9)를
제어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증기 발생기와, 증기 터빈과, 복수기와, 상기 증기 발생기 및 상기 증기 터빈을
접속하는 주 증기관과, 상기 주 증기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증기 터빈을 바이패스시키는
바이패스관과, 상기 바이패스관에 설치한 바이패스 밸브와, 상기 바이패스관에 있어서의
상기 바이패스 밸브의 상류부 또는 상기 바이패스 밸브의 본체로부터 분기되어 연장되는
워밍관과, 상기 워밍관에 설치한 워밍 밸브와, 상기 워밍 밸브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 장치가, 상기 바이패스 밸브의 메탈 온도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온도 범위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기 워밍 밸브를 제어하는 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워밍관이 상기 주 증기관에 합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터빈
플랜트.(1) 상기 바이패스 밸브에 유입되는 유입 증기의 포화 온도 이상일 것.(2) 상기 유입
증기와의 온도차가, 상기 바이패스 밸브의 재료에 발생하는 열 영향이 일정 이하가 되도록
상기 재료에 따라서 설정된 허용값 이하가 될 것.(3) 상기 바이패스 밸브의 재료에 수증기
산화 스케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기 바이패스 밸브의 재료에 따라
정해지는 수증기 산화 스케일의 생성 속도가 빨라지는 온도 이하일 것.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65950 (2019.03.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터빈 바이패스관에 설치되는 터빈 바이패스밸브의 써멀쇼크나 열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패스 밸브를 워밍업 시키는 것에 관한 것을 청구하고 있다. 바이패스 밸브의
워밍업(예열)을 위한 워밍밸브를 제어함에 있어 바이패스밸브의 메탈온도를 측정하고, 세부
조건들에 따른 바이패스밸브의 온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청구항1에서는 3가지 조건을
제시) 그 조건에 따라 워밍밸브를 제어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워빙밸브의 작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매우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워밍밸브 제어 시 회피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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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분사 기구를 갖는 2축식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0160166 (2016.11.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의 연소기에 수증기를 분사해서
터빈의 출력을 증가시킬 때, 증기 분사 시의
압축기의 서지 마진 확대를 가능하게 한 증기
분사 기구를 갖는 2축 가스 터빈을 제공한다.
입구 안내익(12)을 설치한 압축기(10)와,
연소기(20)와, 터빈(30, 40)과, 배열 회수
보일러(60)와, 연소기에 공급하는 증기를
조절하는 증기 밸브(72)와,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를 조절하는 연료 밸브(71)를 구비한 증기
분사 기구를 갖는 2축식 가스 터빈에 있어서,
압축기의 회전수 계측기와, 배열 회수
보일러로부터 연소기에 공급하는 증기를
계측하는 유량 계측기와, 압축기에 설치한 입구
안내익 개방도 계측기와, 증기 밸브 개방도
계측기를 갖고, 상기 회전수 계측기, 입구
안내익 개방도 계측기 또는 증기 밸브 개방도
계측기로 계측한 각 계측 신호와 가스 터빈에
대한 증가 출력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연료
밸브, 증기 밸브 및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조작하는 지령 신호를 연산해서 출력하는 제어
장치(100)를 구비하였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도입하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입구 안내익을 설치한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로
도입한 공기를 압축한 압축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연소하여 연소 가스를 발생하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기에서 발생한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하는 고압 터빈 및 해당 고압 터빈의 하류측에
설치된 저압 터빈으로 이루어지는 터빈과, 상기 저압 터빈으로부터 배출된 배기 가스를 열원으로
해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배열 회수 보일러와, 상기 배열 회수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증기 계통과, 상기 연소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계통에 설치되어 해당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의 유량을 조절하는 연료 밸브와, 상기 증기 계통에 설치되어 해당 증기
계통을 통해서 배열 회수 보일러로부터 연소기에 공급하는 증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증기 밸브와,
상기 터빈에 의해 구동되는 부하를 갖고, 상기 고압 터빈은 상기 압축기를 구동하고, 상기 저압
터빈은 상기 부하를 구동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고압 터빈과 압축기를 연결하는 압축기 축과, 상기
저압 터빈과 부하를 연결하는 저압 터빈 축을 구비한 증기 분사 기구를 갖는 2축식 가스 터빈에
있어서, 압축기의 회전수를 계측하는 회전수 계측기와, 압축기에 설치한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계측하는 입구 안내익 개방도 계측기와, 증기 계통에 설치된 증기 밸브의 개방도를 계측하는 증기
밸브 개방도 계측기 및 배열 회수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연소기에 공급하는 증기의 유량을
계측하는 유량 계측기 중 적어도 한쪽의 계측기를 각각 갖고, 상기 회전수 계측기와, 입구 안내익
개방도 계측기와, 증기 밸브 개방도 계측기 및 유량 계측기 중 적어도 한쪽의 계측기에 의해 각각
계측한 각 계측 신호와 가스 터빈에 대한 증가 출력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연료 밸브, 증기 밸브
및 입구 안내익의 개방도를 조작하는 지령 신호를 각각 연산해서 출력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분사 기구를 갖는 2축식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08200 (2018.10.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의 연소기에 수증기를 분사해서 터빈의 출력을 증가시킬 때, 증기
분사 시의 압축기의 서지 마진을 확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증기 분사 기구를 갖는 2축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압축기의 회전수 상승을 검지한 후에, 증기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조절하고, 배열 회수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증기 계통에 설치한 증기
밸브를 통해서 연소기에 공급하는 증기량을 증대시키도록 제어하여, 서지 마진이 증기의 증기
유입 증대에 의해 과도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에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섹션 A. 제어 • 35

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운전 제어 방법, 개장 방법, 및 가스 터빈 제어 장치의 설정 변경 방법

□ ☑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1159 (2016.11.1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터빈에 공급되는 냉각용 공기의 공급량을
저감하고, 또한 터빈에 마련되는 적어도
일부의 부품을 냉각용 공기의 공급량에 따른
부품으로 교환하는 개장을 행하는 것과, 개장
후의 냉각용 공기의 공급량 및 교환된 부품에
따라 설정치 산출 함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 공급 라인으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연료가 공급되고
상기 압축기에서 압축된 압축 공기를 연소시키는 연소기와,상기 연소기에서 생긴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하는 터빈과,상기 압축 공기의 일부를 상기 터빈의 냉각용 공기로서 상기
터빈에 공급하는 냉각용 공기 공급부와,상기 공기 공급 라인에 마련되고, 상기 압축기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정하는 흡기 밸브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의 운전 제어 방법으로서,상기
가스 터빈의 출력을 측정한 결과인 출력 측정치와, 상기 출력 측정치와 상기 흡기 밸브의
개방도 설정치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 1 함수에 근거해서 상기 출력 측정치에 대한 상기
개방도 설정치를 산출하는 스텝과, 산출된 상기 개방도 설정치에 근거해서 상기 흡기
밸브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스텝과,상기 터빈에 공급되는 상기 냉각용 공기의 공급량을
저감하고, 또한 상기 터빈에 마련되는 부품을 상기 냉각용 공기의 공급량에 따른 부품으로
교환하는 개장(改裝)이 행해진 경우에, 상기 개장 후의 상기 냉각용 공기의 공급량 및
교환된 상기 부품에 따라 상기 제 1 함수를 변경하는 스텝과, 상기 압축기의 압력비와, 상기
압력비와 상기 터빈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 가스에 대해 미리 설정된 설정 온도의 관계를
규정한 제 2 함수에 근거해서, 상기 압력비에 대한 상기 설정 온도를 구하는 스텝과, 상기
개장이 행해진 경우에, 상기 제 2 함수를, 상기 압력비의 상승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열
팽창에 의한 배기 가스 온도의 저하의 증가량에 상당하는 제 1 보정치와 상기 냉각용 공기의
공급량의 저감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 온도의 상승의 증가량에 상당하는 제 2
보정치로부터 산출되는 제 2 함수로 변경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가스 터빈의 운전 제어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84448 (2019.05.2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개장의 전후로 가스 터빈의 운전 조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의 운전방법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출력 측정치에 대한
개방도 설정치를 산출하는 스텝; 흡기 밸브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스텝; 제 1 함수를
변경하는 스텝; 압력비에 대한 설정 온도를 구하는 스텝; 제 2 함수로 변경하는 스텝 등으로
구성되어 압축기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정하는 흡기 밸브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의 운전을
제어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개장이 행해진 경우에, 제 2 함수를
압력비의 상승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열 팽창에 의한 배기 가스 온도의 저하의 증가량에
상당하는 제 1 보정치와 냉각용 공기의 공급량의 저감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
온도의 상승의 증가량에 상당하는 제 2 보정치로부터 산출되는 제 2 함수로 변경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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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및 방법, 가스 터빈의 제어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비일시적
기억 매체,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1383 (2016.09.1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및 방법, 가스 터빈의
제어 프로그램, 가스 터빈에 대해, 압축기(11)의
서지 한계를 제외한 요인으로부터 입구 안내
날개(22)의 제 1 IGV 개방도 지령값(S1)을
설정하는 제 1 개방도 설정부(101)와, 압축기(11)의
서지 한계로부터 입구 안내 날개(22)의 제 2
IGV 개방도 지령값(S2)을 설정함과 아울러
압축기(11)의 압력에 따라 제 2 IGV 개방도
지령값(S2)을 보정하는 제 2 개방도 설정부
(102)와, 제 1 IGV 개방도 지령값(S1)과 제 2
IGV 개방도 지령값(S2) 중 최대의 개방도를
입구 안내 날개(22)의 IGV 개방도 지령값(S)
으로서 선택하는 개방도 선택부(103)와,
개방도 선택부(103)에 의해 선택된 IGV
개방도 지령값(S)에 따라 입구 안내 날개(22)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개방도 제어부(104)를
마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압축기와, 연소기와, 터빈과, 상기 압축기의 입구에 마련되어 상기 압축기에
유입하는 공기량을 조정하는 입구 안내 날개와, 상기 압축기로 가압된 공기의 일부를
뽑아내는 추기(抽氣) 유로(extraction air flow channel)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에서, 상기
압축기의 서지 한계로부터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제 2 개방도를 설정함과 아울러 상기
압축기의 압력에 따라 상기 제 2 개방도를 보정하는 제 2 개방도 설정부와, 상기 제 2
개방도 설정부와 상이한 제어에 의해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제 1 개방도를 설정하는 제 1
개방도 설정부와, 상기 제 1 개방도와 상기 제 2 개방도 중 최대의 개방도를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개방도로서 선택하는 개방도 선택부와, 상기 개방도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개방도에 따라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개방도
제어부를 가지며, 상기 제 2 개방도 설정부는, 상기 추기 유로에 의한 소정의 추기 유량이
확보되는 제 1 상태에서 선택되는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제 1 최소 개방도를 설정하는 제
1 계산부와, 상기 제 1 상태보다 상기 추기 유로에 의한 추기 유량이 많은 제 2 상태에서
선택되는 상기 입구 안내 날개의 제 2 최소 개방도를 설정하는 제 2 계산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22810 (2019.09.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압축기에 의한 최적의 흡기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일산화탄소를 감소시켜
이미션을 보증하고, 설비의 증대로 인한 제조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개방도 설정부는 추기 유로에 의한 소정의 추기 유량이 확보되는 제 1 상태에서
선택되는 입구 안내 날개의 최소 개방도를 설정하는 계산부와, 제 1 상태보다 추기 유량이
많은 제 2 상태에서 선택되는 입구 안내 날개의 최소 개방도를 설정하는 계산부를 갖는
점에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추기 유량이 확보되는 상태에 따라 선택되는 입구
안내 날개 최소 개방도를 설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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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 플랜트, 가스 터빈의 기동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6341 (2015.09.1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 및 컴바인드 사이클 플랜트, 가스
터빈의 기동 방법에 있어서, 압축기(21)에서
추기한 압축 공기를 열 교환하여 냉각된 압축
공기를 터빈(23)에 따른 로터계 냉각 계통에
공급하는 공기 냉각기(31)와, 공기 냉각기(31)에
도입되는 압축 공기를 바이패스하는 공기
냉각기 바이패스 라인(34)과, 공기 냉각기
바이패스 라인(34)에 설치되는 전동 밸브(35)와,
가스 터빈(20)의 기동 중에 전동 밸브(35)의
밸브 개도를 저 레벨 개도 이하로 하고, 가스
터빈(20)의 부하 상승 후에 전동 밸브(35)의
밸브 개도를 저 레벨 개도보다 크게 하도록
전동 밸브(35)를 개폐 제어하는 제어부(101)를
설치함으로써, 터빈 차실 측과 운동 날개의
클리어런스를 적정량으로 하여 안전성의
확보 및 성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상기 압축기가 압축한 압축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하는 연소기와,상기 연소기가 생성한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 동력을 얻는 터빈과,상기
압축기에서 추기한 압축 공기를 열 교환하여 냉각시킨 압축 공기를 상기 터빈에 따른
로터계 냉각 계통에 공급하는 공기 냉각기와,상기 공기 냉각기에 도입되는 압축 공기를
바이패스하는 공기 냉각기 바이패스 라인과,상기 공기 냉각기 바이패스 라인에 설치되는
제1 밸브와,가스 터빈의 기동 중에 상기 제1 밸브의 밸브 개도를 사전에 설정된 소정의 저
레벨 개도 이하로 하고, 상기 가스 터빈의 부하 상승 후에 상기 제1 밸브의 밸브 개도를 상기
저 레벨 개도보다 크게 하도록 상기 제1 밸브를 개폐 제어하는 제어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46176 (2019.01.3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컴바인드 공기 냉각기에 도입되는 압축공기를 바이패스하는 공기냉각기 바이패스 라인에
설치된 제1밸브의 개도를 제어하여 플랜트의 급격한 부하 변화에 따른 공기 온도 변화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제어 수단으로 터빈 기동 중 제1밸브 개도를
소정 개도 이하로 하고, 부하 상승 후에 상기 소정 개도보다 크게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제어과정이 매우 단순한 것으로 판단되어 권리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평가되나, 결국 세부 제어과정을 일부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쉽게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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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가스 터빈의 냉각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17318 (2015.01.3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 가스 터빈의 제어 장치, 가스
터빈의 냉각 방법에 있어서, 압축기(11)
로부터 추기한 압축 공기를 터빈(13)의
디스크 캐비티(31)에 공급하는 냉각 공기
공급 경로(41)와, 냉각 공기 공급 경로(41)에
마련되는 쿨러측 밸브(44)와, 디스크
캐비티(31)의 분위기 온도를 계측하는
온도 계측부(48)와, 온도 계측부(48)가
계측한 분위기 온도에 근거하여 쿨러측
밸브(44)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제어
장치(49)를 갖고, 제어 장치(49)는, 쿨러측
밸브(44)에 있어서의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A1)과,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A1)
보다 큰 제 2 밸브 개방도 설정값(A2)을
갖고, 분위기 온도가 미리 설정된 전환
온도보다 낮을 때에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A1)을 적용하고, 분위기 온도가
전환 온도보다 높을 때에 제 2 밸브
개방도 설정값(A2)을 적용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가 압축한 압축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하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기가 생성한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 동력을 얻는 터빈과,
상기 압축기로부터 추기한 공기를 상기 터빈의 디스크 캐비티에 공급하는 냉각 공기 공급
경로와, 상기 냉각 공기 공급 경로에 마련되는 개폐 밸브와, 상기 디스크 캐비티의 분위기
온도를 계측하는 온도 계측부와, 상기 온도 계측부가 계측한 분위기 온도에 근거하여 상기
개폐 밸브의 개방도를 조정하는 제어 장치를 갖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는,
상기 개폐 밸브에 있어서의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과, 상기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보다
큰 제 2 밸브 개방도 설정값을 갖고, 제 1 전환 온도와, 상기 제 1 전환 온도보다 높은 제
2 전환 온도를 갖고, 상기 분위기 온도가 상기 제 2 전환 온도보다 높아지면 상기 제 2 밸브
개방도 설정값을 적용하고, 상기 분위기 온도가 상기 제 1 전환 온도보다 낮아지면 상기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을 적용하고, 상기 제 2 밸브 개방도 설정값이 적용된 상태에서 상기
분위기 온도가 상기 제 1 전환 온도 이상이면 해당 상태를 유지하고, 상기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이 적용된 상태에서 상기 분위기 온도가 상기 제 2 전환 온도 이하이면 해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98806 (2017.1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디스크 캐비티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제어의
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디스크 캐비티의
분위기 온도가 제 2 전환 온도보다 높아지면 제 2 밸브 개방도 설정값을 적용하고, 제 1
전환 온도보다 낮아지면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을 적용하며, 제 2 밸브 개방도 설정값이
적용된 상태에서 분위기 온도가 제 1 전환 온도 이상이면 해당 상태를 유지하고, 제 1 밸브
개방도 설정값이 적용된 상태에서 분위기 온도가 제 2 전환 온도 이하이면 해당 상태를
유지시키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분위기 온도에 따른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섹션 A. 제어 • 39

발 명 의
명
칭

가스터빈의 운전방법 및 운전제어장치47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19955 (2015.01.2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3657 (2018.02.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압축기의 중간단 또는 출구와 터빈을 접속
하여 압축기(201) 로부터 추출한 압축공기를
터빈(203)에 공급하는 냉각공기시스템(300)을
구비 하고 있고, 냉각공기시스템(300)의
도중에 압축 공기를 냉각시키는 TCA쿨러(303)의
압축공기의 하류측에 설치된 드레인수 배출
기술요약

밸브(제1 드레인수 배출 밸브(402) 및 제2
드레인수 배출 밸브(403))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의 운전방법으로서 적어도 가스터빈 의
기동에 따른 정격속도 도달 후의 소정 기간에
상기 드레인수 배출 밸브를 열림 상태로 하고
그 후 드레인수 배출 밸브를 폐쇄 상태로
한다.
(청구항 1) 압축기의 중간단 또는 출구와 터빈을 접속하여 상기 압축기로부터 추출한
압축공기를 터빈에 공급하는 냉각공기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냉각공기시스템의
도중에 상기 압축공기를 냉각하는 열교환기와, 상기 열교환기의 상기 압축공기의 하류측에

청구범위

설치된 드레인수 배출 밸브를 구비하는 가스터빈의 운전방법으로서, 적어도 상기 가스터빈
기동에 따른 정격속도 도달 시점부터 상기 정격속도 도달 후의 소정 기간의 경과 시점까지
상기 드레인수 배출 밸브를 개방 상태로 하여 상기 냉각공기시스템의 드레인수를
배출시킴으로써 상기 냉각공기시스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상기 드레인수 배출
밸브를 폐쇄 상태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터빈 운전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 기동에 따른 정격속도 도달 시점부터 정격속도 도달 후의 소정
기간의 경과 시점까지 드레인수 배출 밸브를 개방 상태로 하여 냉각공기시스템의
드레인수를 배출시킴으로써 냉각공기시스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평

가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기동 시에 냉각공기시스템의 드레인수를 배출시킴으로써 냉각공기
시스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성능 손실을 방지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스터빈 기술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운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청구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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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유동 제어 시스템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0096327 (2013.08.1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증기 터빈 구성요소를 향하는 및/또는 증기
터빈 구성요소를 통하는 모델에 기초한 증기
유동 제어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시스템은,
발전 시스템 내의 증기 유동에 대한 작동
데이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증기
유동에 대한 유동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및
유동 모델에 기초하여 증기 유동의 특성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작용을 수행함
으로써 발전 시스템 내의 증기 유동을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장치를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증기 터빈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발전 시스템 내의 증기 유동에 대한 작동
데이터를 얻도록 구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 증기 터빈을 통한 증기의 증기 유동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어 밸브;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어 밸브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증기 유동에 대한 작동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유동 모델을 생성하도록 구성된 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유동 모델은, 증기
유동 속도 설정점을 목표 증기 유동 속도로 설정하기 위해 초기 증기 유동 속도와 목표 증기
유동 속도 사이의 연관된 제 1 시간 지연을 갖는 제 1 증기 유동 속도 곡선, 및 상기 증기
유동 속도 설정점을 상기 목표 증기 유동 속도 이외의 값으로 설정하며, 또한 상기 목표
증기 유동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증기 유동 속도 설정점을 상기 목표 증기 유동 속도로
설정하기 위해, 상기 초기 증기 유동 속도와 상기 목표 증기 유동 속도 사이의 연관된 제
2 시간 지연을 갖는 제 2 증기 유동 속도 곡선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유동 모델의
제 2 증기 유동 속도 곡선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발전 시스템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어 밸브를 조정함으로써, 상기 제어 밸브를 조정하는 것과 상기 증기 유동이 상기
목표 증기 유동 속도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시간 지연을 감소시키도록 추가로 구성되는
증기 터빈 제어 시스템.

□ 냉각

□ ☑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지멘스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04860 (2017.02.0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발전 시스템 내의 증기 터빈을 통과하는 증기 유동을 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유동 모델의 제 2 증기 유동 속도
곡선에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발전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제어 밸브를 조정함으로써, 제어
밸브를 조정하는 것과 증기 유동이 목표 증기 유동 속도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시간 지연을
감소시키도록 추가로 구성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시간 지연을 갖는
제1, 2 증기 유동 곡선이 한정되어 제어 밸브를 조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섹션 A. 제어 • 41

발 명 의
명
칭

연료 공급 장치, 연료 유량 제어 장치, 및 가스 터빈 발전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18481 (2012.12.1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에 있어서의 부하의 변동에 대한
응답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그 제조를
용이하게 하여 제조 비용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연료 공급 장치 및 가스 터빈 발전
플랜트를 제공한다. 연료 공급 계통을 흐르는
연료의 유량을 조절하는 복수의 유량 조절
밸브(13P, 13M, 13T)와, 적어도, 연료의
흐름에 대한 유량 조절 밸브(13P, 13M,
13T)보다 상류측의 연료 압력, 유량 조절
밸브(13P, 13M, 13T)보다 하류측의 연료
압력으로서 미리 정해진 압력 및 서로 다른
종류의 연료 노즐 중 하나의 연료 노즐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에 기초하여, 하나의 연료
노즐에 대응하는 유량 조절 밸브(13P, 13M,
13T)에 있어서의 필요 유량 계수를 산출하는
산출부(21)와, 필요 유량 계수에 기초하여,
하나의 연료 노즐에 대응하는 유량 조절
밸브(13P, 13M, 13T)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밸브 제어부(23)가 설치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의 연소기에 설치된 연료 노즐에 대해 공급되는 연료 유량을 제어하는
연료 공급 장치이며, 상기 연료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공급 계통에 설치되고, 상기
연료 공급 계통을 흐르는 연료의 유량을 조절하는 복수의 유량 조절 밸브와, 적어도, 상기
연료의 흐름에 대한 상기 유량 조절 밸브보다 상류측의 연료 압력, 상기 유량 조절 밸브보다
하류측의 연료 압력으로서 미리 정해진 압력 및 상기 연료 노즐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에
기초하여, 상기 연료 노즐에 대응하는 유량 조절 밸브에 있어서의 필요 유량 계수를
산출하는 산출부와, 상기 필요 유량 계수에 기초하여, 상기 유량 조절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밸브 제어부가 설치되어 있는, 연료 공급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574040 (2015.11.2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의 부하의 변동에 대한 응답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그 제조를 용이하게 하여 제조 비용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미리 정해진 압력 및 연료 노즐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에
기초하여, 연료 노즐에 대응하는 유량 조절 밸브에 있어서의 필요 유량 계수를 산출하고,
필요 유량 계수에 기초하여, 유량 조절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밸브 제어부가 필요 유량 계수를 산출하고, 필요 유량 계수에
기초하여 유량 조절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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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밸브 제어 장치, 가스 터빈, 및 밸브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8203 (2012.11.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밸브 제어 장치(50)는, 연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22), 연소기(22)에
의해서 생성된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터빈(24), 연소기(22)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을
조정하는 유량 조정 밸브(42), 및 연소기(22)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유로(40)에 있어 유량
조정 밸브(42)의 상류 측에 배치되어 연료
압력을 조정하는 압력 조정 밸브(44)를 구비한
가스 터빈(12)에 설치되어, 압력 조정 밸브(44)의
개방도를 제어한다. 그리고, 밸브 제어 장치(50)는
가스 터빈(12)의 부하의 저감을 검지하는
부하 저감 검지부(52), 부하 저감 검지부(52)에
의해서 부하 저감이 검지된 경우에, 부하
저감 후의 가스 터빈(12)의 출력에 따라, 압력
조정 밸브(44)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압력
제어부(56)를 구비한다. 이것에 의해, 밸브
제어 장치(50)는 부하가 급격하게 저하해도
가스 터빈의 출력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억제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 상기 연소기에 의해서 생성된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터빈, 상기 연소기에 공급하는 연료 유량을 조정하는 유량 조정
밸브, 및 상기 연소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유로에 있어 상기 유량 조정 밸브의 상류
측에 배치되어 연료 압력을 조정하는 압력 조정 밸브를 구비한 가스 터빈에 설치되어,
적어도 상기 압력 조정 밸브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밸브 제어 장치로서, 상기 가스 터빈의
부하의 저감을 검지하는 검지 수단과, 상기 검지 수단에 의해서 상기 부하의 저감이 검지된
경우에, 상기 부하의 저감 후의 상기 가스 터빈의 출력에 따라, 상기 압력 조정 밸브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압력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밸브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20240 (2015.05.0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부하가 급격하게 저하해도 가스 터빈의 출력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밸브 제어 장치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스 터빈 부하의
저감을 검지하는 검지 수단과, 검지 수단에 의해서 부하의 저감이 검지된 경우에, 부하의
저감 후의 가스 터빈의 출력에 따라, 압력 조정 밸브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압력 제어 수단을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압력 제어 수단이 검지 수단에 의해서
부하의 저감이 검지된 경우에, 부하의 저감 후의 가스 터빈의 출력에 따라, 압력 조정
밸브의 개방도를 제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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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발전 플랜트 설비 및 이것을 구비한 선박 그리고 발전 플랜트 설비의 운전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33256 (2011.09.0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계통의 수요 전력의 변동에 대해 높은
응답성을 가짐과 함께, 디젤 기관의 연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발전 플랜트 설비를
제공한다. 디젤 주기 (1) 와, 과급기 (2) 와,
디젤 주기 (1) 로부터의 배기 가스의 일부가
과급기 (2) 를 바이패스하도록 형성된 추기
가스 바이패스관 (8) 과, 추기 가스 바이패스관
(8) 에 형성되어, 배기 가스의 바이패스량을
조정하는 추기 가스 바이패스 밸브 (9) 와,
배기 가스로부터 배열을 회수하여 증기를
생성시키는 배기 가스 이코노마이저 (3) 와,
배기 가스 이코노마이저 (3) 에서 생성된
증기에 의해 구동되는 증기 터빈 (5) 과, 증기
터빈 (5) 에서 얻은 구동력에 의해 발전되고,
선내 계통 (34) 으로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7) 와, 배기 가스 이코노마이저 (3)
로부터 증기 터빈 (5) 으로 공급되는 과열
증기의 압력에 따라, 추기 가스 바이패스
밸브 (9) 의 개도를 조정하는 제어부 (10) 를
구비하고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1) 디젤 기관과,그 디젤 기관으로부터의 배기 가스에 의해 구동되고, 그 디젤
기관으로 공급되는 연소용 공기를 압축하는 과급기와,상기 디젤 기관으로부터의 배기
가스의 일부가 상기 과급기를 바이패스하도록 형성된 추기 가스 바이패스 경로와,그 추기
가스 바이패스 경로에 형성되어, 배기 가스의 바이패스량을 조정하는 추기 가스 바이패스
밸브와,상기 과급기 또는 상기 과급기 및 상기 추기 가스 바이패스 경로를 통과한 배기
가스로부터 배열을 회수하여 증기를 생성시키는 증기 발생 장치와,그 증기 발생 장치에서
생성된 증기에 의해 구동되는 증기 터빈과,그 증기 터빈에서 얻은 구동력에 의해 발전되고,
발전된 전력을 전력 수요 계통으로 공급하는 발전기와,상기 증기 발생 장치로부터 상기
증기 터빈으로 공급되는 과열 증기의 압력에 따라, 상기 추기 가스 바이패스 밸브의 개도를
조정하는 제어부를 구비하고,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젤 기관이 일정한 부하에 이르면 추기
가스 바이패스 밸브를 전폐 상태에서 전개 상태로 하는 동시에, 그 후는 과열 증기의 압력에
따라 추기 가스 바이 패스 밸브의 개도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 플랜트 설비.

□ 냉각

중요도 상□

평

가

□ 지멘스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422990 (2014.07.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발전 플랜트설비의 운전 시 배기 이코너마이저를 활용해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발전
플랜트 설비에 관한 것이다. 디젤기관에서 배기가스 일부가 과급기를 바이패스하도록
형성된 바이패스 경로에 추기가스 바이패스밸브를 구비하도록 하고, 증기발생장치에서
증기터빈으로 공급되는 과열 증기 압력에 따라 추기가스 바이패스밸브 개도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디젤기관이 일정부하에 이른 경우 바이패스 밸브를 전개하고, 그 후는 과열증기
압력에 따라 바이패스 밸브 개도를 제어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플랜트의
효율 상승 효과가 있다. 가스터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플랜트 구성을 청구하면서
그 제어과정을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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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발전기용 수소 제어 시스템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1-0016476 (2011.02.2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발전소 시스템내 수소 순도 제어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발전기 하우징(312)용 수소 제어 시스템(200)은,
상기 발전기 하우징(312)에 유체-연통되어
있고 발전기 하우징(312)으로부터 추출된
가스 혼합물의 유속을 측정하고 상기 가스
혼합물의 유속을 소정 유속 범위로 조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100);
및 상기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에 유체-연통되어
있고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100)으로부터
가스 혼합물의 일부를 수용하고 상기 가스
혼합물의 일부를 배출구로 공급하기 위한
배기 도관(108)을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발전기 하우징(312)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기 발전기 하우징(312) 내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순도 모니터링 시스템(PMS)(204);상기
PMS(204)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기 발전기 하우징(312)으로부터 가스
혼합물을 추출하기 위한 상기 발전기 하우징(312)의 배출구에 유체-연통되어 있으며
(fluidly connected), 상기 추출된 가스 혼합물의 유속을 측정하고 상기 추출된 가스
혼합물의 유속을 하나 이상의 질량 유동 제어 밸브(110)를 통해 소정 유속 범위로
조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100)으로서, 상기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100)이 상기 발전기 하우징(312)에 유체-연통된 솔레노이드 밸브(112)를 포함하고,
상기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100)이 상기 추출된 가스 혼합물의 유속을 소정 유속 범위로
조절하는데 실패한 하나 이상의 질량 유동 제어 밸브(110)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솔레노이드 밸브(112)를 개방하고 하나 이상의 질량 유동 제어 밸브(110)를 폐쇄하도록
추가로 구성되는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100);상기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100)의 배출구에
유체-연통되어 있고, 상기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100)으로부터 상기 추출된 가스
혼합물의 일부를 수용하고 상기 추출된 가스 혼합물의 일부를 주변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기 도관(108)을 포함하는, 발전기 하우징(312)용 수소 제어 시스템(200).

□ 냉각

가

☑ GE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 ☑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36504 (2017.05.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발전기 내부의 수소 순도 유지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저렴하면서도 수소
순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PMS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질량 유동 제어 밸브의 작동 성능에 기초하여
발전기 하우징에 유체-연통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추출된 가스 혼합물의 유속을 질량 유동 제어 밸브를 통해 소정
유속 범위로 조절하도록 구성된 질량 유동 제어 시스템의 수소 제어방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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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의 가열 또는 열 유지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33544 (2015.4.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증기 터빈(2)의 가열 또는 열 유지
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기 방법은, 초기또는 중간 압력 레벨로 작동하는 적어도
하나의 압력단(4)과, 초기- 또는 중간 압력
레벨보다 낮은 최종 압력 레벨로 작동하며
유체 기술적으로 상기 압력단(4) 하류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최종 압력단(5)과,
최종 압력단(5) 하류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응축기(6)를 포함하며, 증기 터빈(2)의 외부에서
생성된 증기가 압력단(4) 내로 도입되며,
증기는 압력단(4)의 관류 후에, 최종 압력단(5)의
바이패스 하에 응축기(6)로 직접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초기- 또는 중간 압력 레벨로 작동하는 적어도 하나의 압력단(4)과, 초기- 또는
중간 압력 레벨보다 낮은 최종 압력 레벨로 작동하며 유체 기술적으로 상기 압력단(4)
하류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최종 압력단(5)과, 최종 압력단(5) 하류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응축기(6)를 포함하는 증기 터빈(2)의 가열 또는 열 유지 방법이며,
증기를 압력단(4) 내로 직접 도입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장치(8)에 의해 생성된 증기가
압력단(4) 내로 도입되며,
증기는 압력단(4)의 관류 후에, 최종 압력단(5)의 바이패스 하에 응축기(6)로 직접
공급되는, 증기 터빈의 가열 또는 열 유지 방법에 있어서,
증기는 압력단(4)의 관류 후에 압력단(4)으로부터 부압에 의해 흡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터빈의 가열 또는 열 유지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65660 (2019.03.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증기 터빈의 가열 또는 열 유지를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조 증기, 밀폐 증기 등의 증기 터빈 외부에서 생성된 증기가 압력단 내로 도입되며,
증기가 압력단의 관류 후에, 최종 압력단의 바이패스 하에 직접 응축기로 공급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최종 압력단의 부품이 증기 또는 이와 관련된 높은 온도의 부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 압력단의 부품의 수명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종래에는
필수적인 최종 압력단의 부품의 냉각이 수행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기 터빈의 가열 또는
열 유지가 저렴하게 수행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증기터빈의 기술에
대한 출원이 계속되고 있어 중요도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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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콤바인드사이클플랜트, 그 제어방법 및 그 제어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2110 (2015.3.0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제어장치(100)는 제1 증기터빈(31)에 유입되는
제1 증기의 유량이 규정 유량으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부(111)와, 제1 증기
터빈에 유입되는 제1 증기의 유량이 규정
유량으로 되었다고 판단되면 제2 바이패스
라인(52)에 설치되어있는 열림상태의 벤치
레타밸브(71)에 대하여 닫힘상태에로의 이행을
나타내는 닫힘지령을 출력하는 지령출력부
(112)와, 판단부가 규정 유량으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치를 제1 증기의 온도에
대하여 양의 상관성을 갖게 하여 변경시키는
역치변경부(114)를 가진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소가스에 의해 구동하는 가스터빈과, 상기 가스터빈으로부터 배기된
연소가스의 열에 의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배열회수보일러와, 상기 증기로 구동하는 제1 및
제2 증기터빈과, 상기 제2 증기터빈으로부터 배기된 증기를 물로 되돌리는 복수기를
구비하고, 상기 배열회수보일러는 상기 연소가스의 열에 의해 상기 제1 증기터빈에
공급하는 제1 증기를 발생시키는 제1 증기발생부와, 상기 제1 증기터빈으로부터 배기된
증기를 가열하는 재열부를 가지고 있고, 상기 배열회수보일러의 상기 제1 증기발생부와
상기 제1 증기터빈은 상기 제1 증기를 상기 제1 증기터빈에 인도하는 제1 증기라인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1 증기터빈과 상기 제2 증기터빈은 상기 제1 증기터빈으로부터 배기된
증기를 상기 배열회수보일러의 상기 재열부를 경과하여 상기 제2 증기터빈에 인도하는
재열증기라인으로 접속되고, 상기 재열증기라인중에서 상기 제1 증기터빈으로부터 상기
재열부까지의 재열전증기라인과 상기 제1 증기라인은 제1 바이패스라인으로 접속되고,
상기 재열전증기라인과 상기 복수기는 제2 바이패스라인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2
바이패스라인에는 상기 제2 바이패스라인을 통하는 증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벤치레타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콤바인드사이클플랜트의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증기터빈 및 상기 제2
증기터빈의 기동 과정에서 상기 제1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상기 제1 증기의 유량이 규정
유량으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설정된 역치로부터 판단하는 판단부와, 상기 판단부에 의해
상기 제1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상기 제1 증기의 유량이 규정 유량으로 되었다고 판단되면
열림상태의 상기 벤치레타밸브에 대하여 닫힘상태에로의 이행을 나타내는 닫힘지령을
출력하는 지령출력부와, 상기 배열회수보일러의 기동모드에 따른 모드 종류에 따라서 상기
역치를 변경시키는 역치변경부를 가지는, 제어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51279 (2019.11.2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콤바인드사이클플랜트의 기동 과정에서 재열증기라인에 관한 제어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열전증기라인과 복수기를
연결하는 제2바이패스라인에 벤치레타밸브를 설치하고, 제1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제1증기의
유량을 역치와 비교하여 벤치레타밸브의 닫힘을 제어하며, 배열회수보일러의 기동모드에
따른 모드 종류에 따라 역치를 변경하는 구성을 포함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기동
과정에서 재열증기라인에 관한 제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한 점에서 중요도가
보통인 편이다. 현재, 콤바인드사이클플랜트의 제어기술에 대한 출원이 계속되고 있어
중요도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제어는 더 복잡하면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청구범위는 벤치레타밸브의 제어에 대한 구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배열회수보일러의 기동모드에 따른 모드 종류에 따라 역치를 변경한 점에서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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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LNG 선박의 증기 라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0155304 (2013.12.1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머뉴버링 영역에서도 보일러에서 천연
가스의 전소를 실시할 수 있는 LNG 선박의
증기 라인을 제공한다. 주기용 증기 터빈의
부하가 소정 값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보일러는, 상기 주기용 증기 터빈이 요구하는
증기량보다 많은 증기량을 항상 생성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LNG 선박에 탑재된 LNG 탱크에 저장된 액화 천연 가스 혹은 상기 LNG
탱크에서 자연 발생한 보일오프 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주복수기에
유도하는 LNG 선박의 증기 라인으로서,상기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주기용 증기 터빈에
유도하고, 상기 주기용 증기 터빈에서 일을 끝낸 증기를 주복수기에 유도하는 주기용
증기관과, 상기 보일러와 상기 주기용 증기 터빈 사이에 위치하는 상기 주기용 증기관과,
상기 주기용 증기 터빈과 상기 주복수기 사이에 위치하는 상기 주기용 증기관을
연통시키고, 상기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상기 주기용 증기 터빈을 우회하여 상기
주복수기에 유도하는 덤프 증기관과,상기 덤프 증기관을 통과하는 증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 조절 밸브를 구비하고,상기 주기용 증기 터빈의 부하가 소정 값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상기 보일러는 상기 주기용 증기 터빈이 요구하는 증기량보다 많은 증기량을 항상 생성하는
LNG 선박의 증기 라인.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80418 (2016.11.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LNG 선박에 사용되는 증기터빈의 증기배관에 관한 것이다. 주기용 증기관 + 덤프 증기관
+ 유량조절밸브의 구성을 구비하면서, 주기용 증기 터빈의 부하가 소정 값 이하인 경우에,
보일러는 주기용 증기 터빈이 요구하는 증기량보다 많은 증기량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선박의 증기터빈 제어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가 제한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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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19955 (2015.01.2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3657 (2018.02.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며, 증기 터빈(3)을 단축 시스템(1)에
기술요약

결합시킬 수 있는 클러치(7)를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며, 증기 터빈(3)을 단축
시스템(1)에 결합시킬 수 있는 클러치(7)를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이며, 상기 방법은, (a) 클러치(7)가 결합 해제되는 단계와, (b) 가스
터빈(2) 및 증기 터빈(3)이 정격 속도로 작동되는 단계와, (c) 증기 터빈(3)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증기 터빈(3) 내로 도입되는 증기의 질량 유동이 증가되며,
청구범위

과속도 보호 장치는, 증기 터빈(3)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되는 단계와, (d)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와, (e) 가스 터빈(2)의 속도가 가스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가스
터빈(2)의 속도가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가스 터빈(2)의 속도가 가스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되는 단계와, (f) 제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과속도 보호 장치 검사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며, 증기 터빈(3)을 단축
시스템(1)에 결합시킬 수 있는 클러치(7)를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의
평

가

속도가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터빈의 질량 유동과 속도가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의 속도가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1, 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하고 검사하는 것에 의하여 단축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증기터빈과 가스터빈 기술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운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청구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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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6647 (2014.09.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이며, 상기 방법은, (a) 단축 시스템(1)이 정격 속도로 작동되며,
발전기(4)에 전기 부하가 연결되지 않는 단계와, (b) 증기 터빈(3)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증기 터빈(3) 내로 도입되는 증기의 질량 유동 및/또는 가스 터빈(2)
내로 도입되는 연료의 질량 유동이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증기 터빈(3)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되는 단계와, (c)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와, (e) 증기 터빈 한계 속도보다
높은 가스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연료의 질량 유동이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가스 터빈(2)의 속도가 가스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되는 단계와, (f) 제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증기 터빈(3)은 클러치(7)를 통해 단축 시스템(1)에 결합되며, 클러치(7)는 증기
터빈(3)이 가스 터빈(2)을 추월하는 즉시 맞물리며, 증기 터빈(3)의 속도가 가스 터빈(2)의
속도보다 낮을 경우 결합 해제되며, 상기 단계(b)는 증기 터빈(3)이 가스 터빈(2)보다
빠르게 가속됨으로써, 클러치(7)가 맞물려 유지되도록 실행되는 과속도 보호 장치 검사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4099 (2018.02.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증기
터빈(3)은 클러치(7)를 통해 단축 시스템(1)에 결합되며, 클러치(7)는 증기 터빈(3)이 가스
터빈(2)을 추월하는 즉시 맞물리며, 증기 터빈(3)의 속도가 가스 터빈(2)의 속도보다 낮을
경우 결합 해제되며, 증기 터빈(3)이 가스 터빈(2)보다 빠르게 가속됨으로써, 클러치(7)가
맞물려 유지되도록 실행되는 것에 의해 과부하를 방지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증기터빈과 가스터빈 기술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운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청구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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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6330 (2014.09.08.)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4098 (2018.02.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2)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기술요약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이다.

(청구항 1) 가스 터빈(2)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이며, 상기 방법은, (b) 증기가 증기 터빈(3) 내로 도입되지 않고, 가스
터빈(2)이 증기 터빈(3)을 구동시키도록 단축 시스템(1)이 작동되는 단계와, (c) 단축
시스템(1)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가스 터빈(2) 내로 도입되는 연료의
질량 유동이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단축 시스템(1)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청구범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되는 단계와, (d)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와, (e) 단축 시스템(1)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보다 높은 가스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가스 터빈(2) 내로 도입되는 연료의
질량 유량이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단축 시스템(1)의 속도가 가스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되는 단계와, (f) 제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과속도 보호 장치 검사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2)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의 속도가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터빈의 질량 유동과 속도가 증가되며, 과속도
평

가

보호 장치는,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의 속도가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1, 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하고 검사하는 것에 의하여 단축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증기터빈과 가스터빈 기술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운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청구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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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9640 (2014.09.08.)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4101 (2018.02.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2),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기술요약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가스 터빈(2)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이며, 상기 방법은, (a) 증기 터빈(3)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제1 속도
측정 장치를 제공하며, 제1 속도 측정 장치는 단축 시스템(1)의 축(6)에 제공된 하나 이상의
표시 및 위치 고정된 스캐닝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표시가 스캐닝 장치를 통과할 경우,
스캐닝 장치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표시가 검출될 수 있고, 위치 고정된 스캐닝 장치는
사전 설정된 시간 간격 내에서 스캐닝 장치를 통과하는 축(6) 상의 표시의 수를 측정하여
청구범위

증기 터빈(3)의 속도를 측정하는 단계와, (b) 제1 속도 측정 장치의 표시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제1 속도 측정 장치에 의해 측정된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높은 단계와, (c)
증기 터빈(3)의 측정된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증기 터빈(3) 내로
도입되는 증기의 질량 유동 및/또는 가스 터빈(2) 내로 도입되는 연료의 질량 유동이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증기 터빈(3)의 측정된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되는 단계와, (d)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과속도 보호 장치 검사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2)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스캐닝 장치를
이용하여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의 속도가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터빈의 질량
평

가

유동과 속도가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의 속도가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1, 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하고 검사하는 것에 의하여
단축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증기터빈과 가스터빈 기술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운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청구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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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6629 (2014.09.08.)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4676 (2018.02.2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기술요약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이며, 상기 방법은, (a) 정격 속도 및 발전기(4)에 연결된 전기
부하로 단축 시스템(1)이 작동되며, 부하는, 부하의 인가 후에 단축 시스템(1)의 속도가 가스
터빈 한계 속도보다 낮은 증기 터빈 한계 속도보다 낮게 유지될 정도로 상승하도록 작게
선택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증기 터빈(3)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청구범위

즉시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고, 가스 터빈(2)의 속도가 가스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되는 단계와, (b) 부하를 인가하는 단계와, (c)
증기 터빈(3)의 속도가 증기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증기 터빈(3) 내로 도입되는
증기의 질량 유동 및/또는 가스 터빈(2) 내로 도입되는 연료의 질량 유동이 증가되는
단계와, (d) 제1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과속도
보호 장치 검사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2), 발전기(4) 및 증기 터빈(3)을 포함하는 단축 시스템(1)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의 속도가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도록, 터빈의 질량
평

가

유동과 속도가 증가되며, 과속도 보호 장치는,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의 속도가 터빈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제1, 2 과속도 보호가 개시되도록 설치하고 검사하는 것에 의하여
단축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증기터빈과 가스터빈 기술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운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청구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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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단축 시스템의 과속도 보호 장치의 검사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37052 (2014.05.26.)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46639 (2018.04.0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은, 단축 복합 순환 설비(1)(single-shaft combined-cycle plant)의 과속
보호 메커니즘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기술요약

것으로서, 이 경우 검사 모드 동안에는 전기
부하가 처음에는 발전기(4)에 연결되어 있으며,
검사 시점에는 부하 차단이 이루어지고 개시
한계값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속
보호 메커니즘이 개시된다.
(청구항 1) 단축 복합 순환 설비(1)의 과속 보호 메커니즘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이며, 검사
모드 동안에는 가스 터빈(3) 및 증기 터빈(2)이 검사 회전수로 작동되고, 발전기(4)는
연결된 부하로 작동되며, 검사 모드 동안에는 상기 부하의 차단이 이루어지고, 증기

청구범위

터빈(2)의 회전수는 증가하며, 상기 증기 터빈(2)의 회전수가 DT-개시 한계값에 도달한
경우에는 DT-과속 보호 메커니즘이 개시되며, 증기 터빈(2)의 회전수가 상기 DT-개시
한계값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스 터빈(3)의 회전수가 GT-개시 한계값에
도달하며, 상기 증기 터빈(2)의 회전수가 상기 DT-개시 한계값에 도달한 후에 상기
DT-과속 보호 메커니즘이 개시되는, 검사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단축 복합 순환 설비(1)의 과속 보호 메커니즘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검사 모드 동안에는 가스 터빈(3) 및 증기
터빈(2)이 검사 회전수로 작동되고, 발전기(4)는 연결된 부하로 작동되며, 검사 모드
동안에는 부하의 차단이 이루어지고, 증기 터빈(2)의 회전수는 증가하며, 증기 터빈(2)의
회전수가 DT-개시 한계값에 도달한 경우에는 DT-과속 보호 메커니즘이 개시되며, 증기
평

가

터빈(2)의 회전수가 DT-개시 한계값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스 터빈(3)의
회전수가 GT-개시 한계값에 도달하며, 증기 터빈(2)의 회전수가

DT-개시 한계값에

도달한 후에 DT-과속 보호 메커니즘이 개시되는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단축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증기터빈과 가스터빈 기술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과부하 방지 운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청구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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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플랜트 분석 장치, 플랜트 분석 방법, 및 프로그램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9788 (2016.09.15.)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15744 (2019.08.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상태량 취득부는, 터빈의 상태량을 취득한다.
시간 산출부는, 터빈의 설계 수명과 상태량에
근거하여, 터빈의 오버 파이어링 운전에서의
기술요약

운전 가능 시간을 산출한다. 거리 산출부는,
상태량에 근거하여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산출한다. 판정부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및
운전 가능 시간에 의해 터빈의 오버 파이어링
운전의 가부를 판정한다.

(청구항 1) 터빈의 상태량을 취득하는 상태량 취득부와, 터빈의 설계 수명과 상기 상태량에
근거하여, 상기 터빈의 오버 파이어링 운전에서의 운전 가능 시간을 산출하는 시간
청구범위

산출부와, 상기 상태량에 근거하여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산출하는 거리 산출부와, 상기
마할라노비스 거리 및 상기 운전 가능 시간에 의해 상기 터빈의 오버 파이어링 운전의
가부를 판정하는 판정부를 구비하는 플랜트 분석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오버 파이어링 운전은 터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종래기술에
의해 산출되는 운전 가능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보수 부품의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버 파이어링 운전에서의 운전의 가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플랜트 분석 장치,
평

가

플랜트 분석 방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시간 산출부,
거리 산출부, 판정부를 구비하여 할라노비스 거리 및 운전 가능 시간에 의해 터빈의 오버
파이어링 운전의 가부를 판정하는 점에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및 운전 가능 시간에 의해 터빈의 오버 파이어링 운전의 가부를 판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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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제어 장치, 터빈, 및 터빈 축의 진동값 저감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0104183 (2016.08.1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과제) 터빈 축의 휨 등이 제거되지 않은 채
터빈을 증속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결 수단) 터빈 리모콘은,
증기 터빈의 기동 후부터 통상 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있어서, 터빈 진동값이, 증기
터빈을 통상 운전시키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는 통상 운전 알람값보다 작은 기동 운전
알람값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터빈 진동값이 기동 운전 알람값을 초과한다고
판정한 경우, 이상의 발생을 알린다. 그리고,
터빈 리모콘은, 터빈 진동값이 기동 운전
알람값을 초과하는 경우, 선체 이동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터빈 축의 변형을 제거할 수 있는
회전수로 증기 터빈을 운전하는 진동값 저감
운전을 실행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선박의 기관으로서 사용되는 증기 터빈의 기동 후부터 통상 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있어서, 상기 증기 터빈의 진동값이, 상기 증기 터빈을 통상 운전시키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는 제 1 설정값보다 작은 제 2 설정값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상기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진동값이 상기 제 2 설정값을 초과한다고 판정된 경우,
이상의 발생을 알리는 알림 수단 및,상기 진동값이 상기 제 2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선체
이동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터빈 축의 변형을 제거할 수 있는 회전수로 상기 증기 터빈을
운전하는 진동값 저감 운전을 실행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상기 진동값 저감 운전은,
상기 증기 터빈의 난기 유지가 가능하고, 또한 선체 이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회전수로 상기
증기 터빈을 운전하고,상기 증기 터빈의 증속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조종자에 의한 조작에
의해 미속 전진과 미속 후진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수동 조작에 의한 회전수보다 낮고, 또한
상기 터빈 축의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미속 전진과 미속 후진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자동
조작에 있어서의 회전수보다 높은 회전수로 상기 증기 터빈을 운전하는 터빈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25680 (2018.11.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선박의 증기터빈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오토스핀모드의 장기간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오토 스핀 모드 이후 핸드 스핀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진동값 저감 운전을 위한 세부 구성으로 난기 유지가 가능하고 선체 이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회전수로서 미속 전후진을 반복하는 수동회전수보다 낮고, 미속 전후진을 반복하는
자동회전수보다 높은 회전수로 운전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선박의 증기터빈을
제어하는 것으로 터빈의 기술 적용분야가 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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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상태 판정 장치, 운전 제어 장치, 가스 터빈 및 상태 판정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0907 (2015.11.2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을 보다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가스 터빈의 운전 상태를 판정하는 상태 판정
장치, 운전 제어 장치, 가스 터빈 및 상태
판정 방법을 제공한다. 상태 판정 장치는,
흡입된 공기를 압축해 압축 공기로 하는
압축기와,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공급
장치와, 압축기로부터 공급되는 압축 공기와
연료 공급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와, 생성한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되는
터빈을 갖고, 발전기에 접속되어 있는 가스
터빈의 상태를 판정한다. 상태 판정 장치는,
가스 터빈의 출력에 관한 지령값의 차분을
검출하는 지령값 검출부와, 발전기의 출력의
차분을 검출하는 출력 검출부와, 지령값의
차분과 출력의 차분의 차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가스 터빈의 운전이 소정의 관계를
일탈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판정부를 가진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압축 공기로 하는 압축기와,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공급
장치와, 상기 압축기로부터 공급되는 압축 공기와 상기 연료 공급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와, 생성한 상기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되는 터빈을 갖고, 발전기에 접속되어 있는 가스 터빈의 상태를 판정하는 상태 판정
장치로서, 상기 가스 터빈의 출력에 관한 지령값의 차분을 검출하는 지령값 검출부와, 상기
발전기의 출력의 차분을 검출하는 출력 검출부와, 상기 지령값의 차분과 상기 출력의
차분의 차(差)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상기 가스 터빈의 운전이 소정의 관계를 일탈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판정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판정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878625 (2018.07.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을 보다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가스 터빈의 운전 상태를
판정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어 장치는 상태 판정 장치의
결과에 근거하여, 터빈 입구 온도 산출부에 입력하는 가스 터빈 발전기 출력을
조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관계를 일탈하는 경우, 가스 터빈 발전기 출력을 실제의 값보다
변동이 적은 값으로 함으로써, 가스 터빈을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가스 터빈의 상태를 판정하는 상태 판정 장치의 제어 기능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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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원동기의 이상 검출 방법, 이 방법을 실행하는 원동기의 제어 장치, 및 이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발전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0718 (2014.3.26.)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제어 장치(100)는,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16599 (2017.3.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출력계(26)로 검지된

발전기(20)의 출력의 변동폭이 허용 출력
변동폭의 범위 외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원동기인 가스 터빈(10)이 이상인지
기술요약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상 판단부(160)와,
회전수계(25)로 검지된 회전수를 이용하여,
회전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허용 출력
변동폭이 커지도록, 허용 출력 변동폭을
보정하는 보정부(150)를 구비한다.

(청구항 1) 발전기에 기계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원동기의 이상 검출 방법에 있어서,
출력계로 검지된 상기 발전기의 출력의 변동폭이 허용 출력 변동폭의 범위 외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기 원동기가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상 판단 공정과,
청구범위

상기 이상 판단 공정에서의 판단 기준이 되는 상기 허용 출력 변동폭과, 상기 이상 판단
공정에서의 판단 대상이 되는 상기 출력계로 검지된 상기 출력 중 일방을, 회전수계로
검지된 상기 발전기와 상기 원동기 중 일방의 회전수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보정 공정을
실행하는
원동기의 이상 검출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동력장치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전기의
평

가

출력을 이용하되, 이 값을 발전기의 출력 변동폭과 출력값을 발전기 또는 원동기의
회전수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는 발전 장치의 구동원의 이상을
검출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제어 분야의 일반적 기술사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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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제어 장치 및 발전 시스템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4305 (2011.11.2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시운전시나 부하 병입 직후 등과 같은 정격
부하보다 낮은 부하 영역에서, 발전기 출력에
발생하는 헌팅을 억제하는 것. 가스 터빈과,
적어도 가스 터빈의 회전 동력이 전달되어
발전되는 발전기를 구비하는 발전 설비에
이용되고, 요구 부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발전기 출력 설정값에 발전기 출력을 추종
시키기 위한 제 1 연료 제어 지령을 구하는 제
1 제어부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 제어
장치로서, 제 1 제어부는 피드백 제어부(60)를
갖고, 피드백 제어부(60)는, 발전기 출력
설정값에 대한 발전기 출력의 편차를 산출하는
감산부(62)와, 감산부(62)보다 제어의 후단에
마련된 PI 제어부(64)와, 발전기 또는 해당
발전기를 포함하는 계통의 진폭 특성의
피크를 억제하는 피크 억제부(66)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 제어 장치를 제공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과, 적어도 가스 터빈의 회전 동력이 전달되어 발전되는 발전기를
구비하는 발전 설비에 이용되고, 요구 부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발전기 출력 설정값에
발전기 출력을 추종시키기 위한 제 1 연료 제어 지령을 구하는 제 1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가스 터빈 제어 장치로서,상기 제 1 제어 수단은 피드백 제어 수단을 갖고, 상기 피드백
제어 수단은, 상기 발전기 출력 설정값에 대한 발전기 출력의 편차를 산출하는 감산
수단과, 감산 수단보다 제어의 후단에 마련된 비례 적분 연산 수단과, 상기 발전기 또는
상기 발전기를 포함하는 계통의 진폭 특성의 피크를 억제하는 피크 억제 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피크 억제 수단은, 상기 발전기 출력이 입력 신호로서 입력되고, 상기 입력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진폭 특성에서 피크가 발생하고 있는 소정의 주파수 이상의 신호를
차단하는 로우패스 필터 또는 상기 발전기의 역특성 모델의 전달 함수가 설정된 감산
수단을 갖고, 상기 피크 억제 수단을 경유한 발전기 출력이 상기 감산 수단에 입력되는 가스
터빈 제어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07290 (2017.02.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시운전 시나 부하 병입 직후 등과 같은 정격 부하보다 낮은 부하 영역에서,
발전기 출력에 발생하는 헌팅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피드백 제어 수단은 감산 수단, 비례 적분 연산 수단, 피크 억제 수단을
구비하되, 피크 억제 수단은 입력 신호에 포함되는 진폭 특성에서 피크가 발생하고 있는
소정의 주파수 이상의 신호를 차단하는 로우패스 필터 또는 발전기의 역특성 모델의 전달
함수가 설정된 감산 수단을 갖고, 피크 억제 수단을 경유한 발전기 출력이 감산 수단에
입력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가스 터빈 제어 장치는 발전기의
역특성 모델에 관한 전달 함수를 연산부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발전기의 특성을 상쇄하고,
기계 출력을 피드백 제어부의 입력 신호로서 이용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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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회전 기계 및 회전 기계의 제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1585 (2016.10.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제1 트러스트 칼라(35)를 통해 축 방향에
걸리는 하중을 받아 들이는 제1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31) 와, 제2 트러스트 칼라(36)를
통해 축 방향에 걸리는 하중을 받아들이는
제2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32)와, 제1 트러
스트 베어링 장치(31)와 제2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32)의 적어도 한쪽에 걸리 는 하중을
제어하는 하중 제어 장치 (16)를 구비하는
회전 기계를 제공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직경 방향 외측으로 돌출하는 제1 트러스트 칼라와 제2 트러스트 칼라가
형성되어 축 방향으로 연장하는 로터와, 상기 제1 트러스트 칼라를 통해 상기 축 방향에
걸리는 하중을 받아들이는 제1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와, 상기 제2 트러스트 칼라를 통해
상기 축 방향에 걸리는 하중을 받아들이는 제2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와, 상기 제1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와 제2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의 적어도 한쪽에 걸리는 하중을 제어하는 하중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제2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는 상기 제2 트러스트 칼라의 상기
축 방향을 향하는 면을 지지하는 제2 트러스트 베어링 본체를 갖고, 상기 하중 제어 장치는,
상기 제2 트러스트 베어링 본체를 상기 축 방향으로 가압하는 구동 장치와, 상기 구동
장치에 오일을 공급하는 제1 오일 공급 계통과, 상기 오일의 유압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갖고, 상기 구동 장치는, 상기 제2 트러스트 베어링 본체를 가압하는 가압부를 갖는 구동
로드와, 상기 가압부가 상기 제2 트러스트 베어링 본체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상기 구동
로드를 가압하는 탄성 부재를 구비하여, 상기 유압에 의해 상기 제2 트러스트 베어링
본체를 상기 제2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에 걸리는 하중의 방향과는 역방향으로 가압하는
회전 기계.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39875 (2019.10.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 로터 트러스트 하중을 받아들이는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를 갖는
회전 기계에 과대한 트러스트 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오일 유압 장치를 설치하여 제어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유압에 의해 제2 트러스트 베어링 본체를 제2 트러스트
베어링 장치에 걸리는 하중의 방향과는 역방향으로 가압하는 것에 의하여 운전 수명 향상을
도모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스터빈의 연구개발이 성숙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전 수명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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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 ☑

2개의 서브-샤프트를 결합하기 위한 방법
☑ 지멘스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6835 (2016.06.3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전기 회로망에 접속된 제너레이터
및 제1 터보기계를 갖는 제1 서브-샤프트를
제2 터보기계를 갖는 제2 서브-샤프트에
오버러닝 클러치에 의해 결합하기 위한
방법이며, a) 제1 서브-샤프트의 회전 속도
보다 느린 초기 회전 속도로 제2 서브샤프트를 회전하는 단계; b) 전기 회로망의
표준 주파수(2)를 측정하는 단계; c) 제1
서브-샤프트와 제2 서브-샤프트 사이의
차동각을 측정하는 단계; d) 단계 b)에서
측정된 표준 주파수(2), 차동각 및 초기 회전
속도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가속도값으로 제2
서브-샤프트를 가속하여, 오버러닝 클러치가
이전에 결정된 목표 결합각에서 2개의
서브-샤프트를 서로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전기 회로망에 접속된 제너레이터 및 제1 터보 기계를 갖는 제1 서브-샤프트를
제2 터보 기계를 갖는 제2 서브-샤프트에 오버러닝 클러치에 의해 결합하기 위한
방법이며,a) 상기 제1 서브-샤프트의 회전 속도보다 느린 초기 회전 속도로 상기 제2
서브-샤프트를 회전하는 단계;b) 상기 전기 회로망의 표준 주파수(2)를 측정하는 단계;c)
상기 제1 서브-샤프트와 상기 제2 서브-샤프트 사이의 차동각을 측정하는 단계;d) 단계
b)에서 측정된 표준 주파수(2), 상기 차동각 및 상기 초기 회전 속도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가속도값으로 상기 제2 서브-샤프트를 가속하여, 상기 오버러닝 클러치가, 이전에 결정된
목표 결합각에서 상기 2개의 서브-샤프트를 서로 결합하는 단계;e) 상기 제2 서브-샤프트의
가속 중에 새로운 표준 주파수를 측정하는 단계;f) 상기 새로운 표준 주파수가, 단계 b)에서
측정된 표준 주파수와 상이한 경우에, 상기 새로운 표준 주파수를 사용하여 생성된 변화된
가속도값으로 상기 제2 서브-샤프트를 가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냉각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79165 (2019.05.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2개의 서브-샤프트의 원하는 목표 결합각이 신뢰성 있게 높은 정확도를
갖고 성취되는 2개의 서브-샤프트를 결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생성되는 가속도 값으로 제2 서브-샤프트를 가속하여 오버러닝 클러치가
이전에 결정된 목표 결합각에서 2개의 서브-샤프트를 서로 결합하는 단계; 제2
서브-샤프트의 가속 중에 새로운 표준 주파수를 측정하는 단계; 새로운 표준 주파수가
측정된 표준 주파수와 상이한 경우에 새로운 표준 주파수를 사용하여 생성된 변화된
가속도값으로 제2 서브-샤프트를 가속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제1 서브-샤프트를 제2
서브-샤프트에 오버러닝 클러치에 의해 결합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2 서브-샤프트의 가속 중에 측정한 새로운 표준 주파수가 측정된 표준
주파수와 상이한 경우에 새로운 표준 주파수를 사용하여 생성된 변화된 가속도 값으로 제2
서브-샤프트를 가속하는 단계를 구비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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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기 가스로부터 습분을 회수하는 화력 발전 설비 및 그 화력 발전 설비의 회수수의
처리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0080579 (2016.06.2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연소 배기 가스와 기액 직접
접촉하는 회수수 계통의 순환수와 보일러
급수에 이용하는 급수 계통의 급수 pH를
조정하여 설비 전체에서 사용하는 pH
조정제의 양을 저감하고, 배기 가스로부터
습분을 회수하는 화력 발전 설비의 경제성을
향상시킨 화력 발전 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배기 가스로부터 습분을 회수하는
화력 발전 설비에 가스 터빈으로부터 배출된
연소 배기 가스를 열원으로서 공급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배열 회수 보일러와, 그
하류측에 설치되어 배열 회수 보일러로부터
흘러내린 연소 배기 가스와 물과 기액 직접
접촉하여 연소 배기 가스 중의 습분을
응축하여 회수하는 물 회수 장치와, 회수수의
일부를 물 회수 장치로 순환시키는 회수수
계통과, 회수수의 다른 일부를 급수로서 배열
회수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수 계통과, 회수수
계통을 흐르는 순환수를 제1 pH의 값으로
조정하는 제1 pH 조정 장치와, 급수 계통을
흐르는 급수를 제2 pH의 값으로 조정하는
제2 pH 조정 장치와, pH 조정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하여 구성하였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과, 가스 터빈으로부터 배출된 연소 배기 가스를 열원으로서 공급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배열 회수 보일러와, 이 배열 회수 보일러의 하류측에 설치되어 상기 배열
회수 보일러로부터 흘러내린 연소 배기 가스와 물과의 기액 직접 접촉에 의해 연소 배기
가스 중의 습분을 응축하여 회수하는 물 회수 장치와, 물 회수 장치에 의해 회수한 회수수의
일부를 이 물 회수 장치에 공급하여 순환수로서 순환시키는 회수수 계통과, 물 회수 장치에
의해 회수한 회수수의 다른 일부를 급수로서 상기 배열 회수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수
계통과, 회수수 계통에 설치되고, 이 회수수 계통을 흐르는 순환수를 제1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의 값으로 조정하는 제1 pH 조정 장치와, 급수 계통에 설치되고, 이 급수 계통을
흐르는 급수를 제2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의 값으로 조정하는 제2 pH 조정 장치와, 제1
pH 조정 장치 및 제2 pH 조정 장치로부터 각각 주입하는 pH 조정제의 양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제1 pH의 값이 6.0 내지 8.0의 범위의 값이며, 상기 제2 pH의
값이 8.0 내지 12.0의 범위의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기 가스로부터 습분을 회수하는
화력 발전 설비.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07257 (2018.10.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설비 전체에서 사용하는 pH 조정제의 양을 저감하고, 화력 발전 설비의
경제성을 향상시킨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pH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pH 검출값에
기초하여 순환수의 pH를 조절하는 약제 주입 장치 및 급수의 pH를 조절하는 약제 주입
장치를 각각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어
장치의 약제 주입 장치를 제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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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복합 사이클 전력 플랜트에서의 굴뚝 에너지 제어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2074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 및 가스 터빈의 배기가스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스팀 터빈을
갖는 복합 사이클 전력 플랜트 및 굴뚝
에너지 제어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복합 사이클 전력 플랜트(combined cycle power plant)(100)로서, 전력 출력을
생성하며 배기 가스(gas)(210)를 생산하도록 구성되는 가스 터빈(turbine)(200); 상기 가스
터빈(200)으로부터 상기 배기 가스(210)를 수용하며 상기 배기 가스(210)로부터
에너지(energy)를 추출함으로써 스팀(steam)을 생산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가스 터빈(200)의
하류에 위치된 열 회수 스팀 발생기(500); 상기 열 회수 스팀 발생기(500)를 통과한 후에
상기 배기 가스(210)를 덤핑하도록(dump) 구성되는 배기 굴뚝(stack)(900); 및 상기 열
회수 스팀 발생기(500)에서 생산된 스팀을 수용하여 전력 출력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스팀
터빈(300)을 포함하며, 상기 열 회수 스팀 발생기(500)는 고압 스팀 시스템(system)(600),
중압 스팀 시스템(700), 및 저압 스팀 시스템(800)을 포함하며, 상기 고압 스팀 시스템(600)
및 상기 중압 스팀 시스템(700)은 부분적으로 바이패싱되도록(bypassed) 구성되고, 상기
저압 스팀 시스템(800)은, 상기 배기 가스(210)로부터 더 적은 에너지가 추출되도록 상기
스팀의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전력 플랜트(100)의 스타트업(startup) 동안 셧
오프(shut off)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배기 굴뚝(900)은, 상기 스팀의 생산의 감소 그리고
상기 전력 플랜트(100)의 스타트업 동안 상기 배기 가스(210)로부터 더 적은 에너지가
추출되는 것에 기인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배기 가스(210)를 덤핑하도록 구성되며,
그리고 상기 스팀 터빈(300)은, 상기 가스 터빈(200)을 기저 부하까지의 부하로 동작
시키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상기 고압 스팀 시스템(600)은 고압 이코노마이저
(economizer)(620)를 포함하고, 중압 시스템(700)은 중압 이코노마이저(720)를 포함하며,
그리고 상기 고압 이코노마이저(620) 및 상기 중압 이코노마이저(720)는 상기 전력
플랜트(100)의 스타트업 동안 부분적으로 바이패싱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고압
이코노마이저(620)는 복수의 스테이지(stage)들을 포함하며, 상류 고압 이코노마이저
(620a)는 몇몇 상류 스테이지들을 포함하며, 하류 고압 이코노마이저(620b)는 몇몇 하류
스테이지들을 포함하며, 그리고 상기 상류 고압 이코노마이저(620a)는, 상기 전력
플랜트(100)의 스타트업 동안 상기 하류 고압 이코노마이저(620b)에 의해 부분적으로
바이패싱될 미리 결정된 레벨(level)보다 더 높은 미리 결정된 레벨로 부분적으로
바이패싱되도록 구성되는, 복합 사이클 전력 플랜트(100).

□ 냉각

☑ 지멘스

등록번호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52016(2019.11.2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 건 등록특허는 전력 플랜트의 스타트업(가스 터빈이 기저 부하 까지 부하 상승 중 스팀
터빈을 시동 시킬 때) 동안 배기가스로부터 더 적은 에너지가 추출되도록 열 회수 스팀
발생기의 복수의 가열 표면들을 부분적으로 바이패싱 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스팀 터빈이 시동하는 동안 열 회수 스팀 발생기에서 생성된 스팀을 응축시키는 응축기의
용량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스팀 터빈의 시동 시간을 단축하여 발전 출력을 향상시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복합전력플랜트의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및 급수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청구범위는 고압/중압 스팀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바이패싱 되도록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특징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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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화력 발전소의 작동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0108871 (2013.09.1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가스 터빈(12), 샤프트(14)에
의해서 상기 가스 터빈(12)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고 전자 분리 장치(15)를 통해서
그리드 주파수(FG)를 갖는 배전망(17)에
연결되는 발전기(13) 및 승압 변압기(16)를
포함하는 화력 발전소(10)의 작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합성 관성 응답은 상기 그리드 주파수(FG)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그리드 주파수(FG)의 이탈의 경우에
추가 관성 전력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
관성 전력이 필요하면, 상기 추가 관성
전력의 크기 및 지속기간을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전자 분리 장치(15)를 통해서 상기
계산들에 따라서 추가 관성 전력을 상기
배전망(17)으로 릴리스(release)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의해서 달성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12), 상기 가스 터빈(12)에 의하여 샤프트(14)를 매개로 직접 구동되고
전자 분리 장치(15) 및 승압 변압기(16)를 통해서 그리드 주파수(FG)를 갖는 배전망(17)에
연결되는 발전기(13)를 포함하는 화력 발전소(10)의 작동 방법으로서,
상기 그리드 주파수(FG)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그리드 주파수(FG)의 이탈(excursion)의 경우에 추가 관성 전력(△P)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
관성 전력(△P)이 필요하면, 상기 추가 관성 전력(△P)의 크기 및 지속기간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전자 분리 장치(15)를 통해서 상기 계산에 따라서 추가 관성 전력(△P)을 상기
배전망(17)으로 릴리스(release)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 분리 장치(15)는, 상기 전자 분리 장치(15)의 정격 출력 용량보다 큰 단기간
용량을 가지며, 상기 계산 단계에서 상기 전자 분리 장치(15)의 상기 단기간 용량이
고려되는, 화력 발전소의 작동 방법.

□ 냉각

가

☑ GE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 ☑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05681 (2016.03.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장치에 있어서, 그리드(전력망)의
주파수와 발전기의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 추가 관성전력을 계산하여 흘리되, 전자분리
장치의 단기간 용량을 고려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전력망과의 전력의 주파수
차이를 해결한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전기의 품질 준수에 대한 출원이 있고,
전력전자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므로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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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B 개관

기술분류
섹션B는 높은 터빈 작동 온도 내에 적용되는 고온 부품의 냉각을 위한
냉각 유로구조 및 냉각용 유체의 공급구조에 관한 것이다.

출원인별 동향
이들 부품 냉각에 관한 전체 27건의 등록 특허출원 중 25건(93%)를
미츠비시가 출원하였다. 미츠비시 출원건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터빈 로터 주위에 구비되는 내부케이싱의 냉각유로 및 유체 공급구조
(b3)에 관한 것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유로구조(b1)와 다수 부품 연계형 냉각 유로 및 유체 공급구조
(b5)에 관한 것이 각각 20%로 뒤를 이었다.

기술동향
2009~2018년 사이 10년간의 전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15,
2016년에 가장 많은 수의 건이 가장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출원되며
성숙된 기술 수준을 나타내었고, 2017년 이후에는 출원 수가 다소 감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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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A. 기술 분류표 ◆

구분

코드

명칭

설

명

관련 cpc

b1

블레이드

- 터빈 로터에 결합된 블레이드(동익) F01D5/18
냉각을 위한 유로구조
F02C7/18

b2

로터 휠

- 터빈 로터의 축부를 형성하는
휠(디스크) 냉각을 위한 유로 및
유체 공급구조

b3

내부케이싱

F01D25/12
- 터빈 로터와 함께 작동 가스 유로를
F01D3/02
형성하는 내부케이싱(분할 링, 차실)
F01D9/02
냉각을 위한 유로 및 유체 공급구조
F01D11/24

b4

배기부품

- 터빈 로터의 최종단 휠 하류의 배기 F01D25/30
연결부 냉각 유로 및 유체 공급구조 F01D25/24

b5

복수 부품
연계

- 복수의 세부 부품에 걸쳐 연계
형성되는 냉각 유로 및 냉각 유체
공급구조

F02C6/08
F02C7/18
F01D25/12

b6

기타
(시스템,
흡기 등)

- 세부 한정되지 않은 터빈 시스템
전체로의 냉각유체 공급구조
- 가스 터빈에 공급되는 흡기 냉각
구조

F01K13/02
F02C7/143
F02C7/18

F01D5/08
F02C7/18

B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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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B. 기업별 출원건수 ◆

B
냉각

코드

미츠비시

지멘스

GE

알스톰/
안살도

b1

5

0

0

0

b2

3

0

0

0

b3

8

1

0

0

b4

2

0

0

0

b5

5

0

0

0

b6

2

1

0

0

◆ Table C. 연도별 출원건수 ◆

B
냉각

코드

b1

b2

b3

b4

b5

b6

2009

0

1

1

0

1

0

2010

0

0

3

0

0

0

2011

2

0

0

0

0

0

2012

0

0

0

0

0

1

2013

0

0

0

0

0

0

2014

0

0

0

0

1

0

2015

1

0

4

1

2

0

2016

1

2

1

0

1

2

2017

0

0

0

1

0

0

2018

1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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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날개 및 그것을 구비한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0009803 (2018.01.26.)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08606 (2019.08.0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냉각 유로(23c)와 작동 유체 유로(17)를
연통하는 연통 구멍(36)과, 연통 구멍(36)의
제1 벽면(38)에 개구되는 개구부(39)의 냉각
공기(35)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마련되고,
제1 벽면(38)으로부터 냉각 유로(23c)측으로
기술요약

돌출되는 돌출부(37)를 구비하고, 돌출부(37)는
제1 벽면(38) 으로부터 냉각 공기(35)의 흐름
방향과 역방향으로 냉각 유로(23c)측에 오름
경사로 형성된 경사부(37A)와, 냉각 유로(23c)
측에 볼록 형상으로 형성되고, 제1 개구부(39)에
호상으로 연결되는 곡부(37B)를 구비한다.

(청구항 1) 냉각 공기가 흐르는 냉각 유로에 면하는 제1 벽면과, 작동 유체가 흐르는 작동
유체 유로에 면하는 제2 벽면과, 상기 냉각 유로와 상기 작동 유체 유로를 연통하는 연통
구멍과, 상기 연통 구멍의 상기 제1 벽면에 개구되는 개구부의 상기 냉각 공기의 흐름
청구범위

방향의 하류측에 마련되고, 상기 제1 벽면으로부터 상기 냉각 유로측으로 돌출되는
돌출부와, 상기 개구부의 주위 방향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에 인접하여 마련되고, 상기 제1
벽면으로부터 상기 개구부에 원활하게 연결되는 제2 곡부를 구비하고, 상기 돌출부와 상기
제2 곡부는 상기 제1 벽면과 동일 평면 상에서 접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날개.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 날개의 냉각 개구부에 돌출부와 제2 곡부는 제1 벽면과 동일
평면상에서 접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 개구부의
주위 방향 돌출부에 인접하여 마련되고, 돌출부와 제2 곡부는 제1 벽면과 동일 평면상에서
평

가

접하도록 형성되어 있어서 냉각공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 점에서 종래 냉각 개구부에
비하여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스터빈의 연소기 냉각 기술의 연구개발이
성숙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냉각 개구부 형상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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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기 프레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006919 (2017.01.1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배기 프레임의 냉각 효율의 저하를
억제하는 것으로, 배기 프레임(4)은 내주 케이싱
(9A)과, 환상의 내주 냉각 유로(16)를 형성하는
내주 디퓨저(10A)와, 외주 디퓨저 (10B)와,
외주 디퓨저(10B)와의 사이에 환상의 외주 냉각
유로(19)를 형성하는 외주 케이싱(9B)과, 배기
유로(18)를 걸쳐서 내주 케이싱(9A) 및 외주
케이싱(9B)을 연결하는 스트러트(11)와, 내주
디퓨저(10A) 및 외주 디퓨저(10B)를 연결함과
함께, 스트러트 (11)와의 사이에 내주 냉각
유로(16) 및 외주 냉각 유로(19)를 연결하는
환상의 연락 유로(22)를 형성하는 스트러트
커버(12)와, 연소 가스(7)의 흐름 방향에 있어서
스트러트 (11)의 중심선 X보다도 하류측의
위치에서 외주 냉각 유로(19)의 벽면에 형성한
연통 구멍(24)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터빈의 연소 가스의 출구에 접속하는 배기 프레임에 있어서,내주 케이싱과,상기 내주
케이싱의 외주측을 덮고, 상기 내주 케이싱과의 사이에 상기 터빈의 최종단 휠 스페이스에
접속되는 환상의 내주 냉각 유로를 형성하는 내주 디퓨저와,상기 내주 디퓨저의 외주측을 덮고,
상기 내주 디퓨저와의 사이에 상기 연소 가스의 배기 유로를 형성하는 외주 디퓨저와,상기 외주
디퓨저에 대하여 상기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연결된 하류측 디퓨저와,상기 외주
디퓨저의 외주측을 덮고, 상기 외주 디퓨저와의 사이에 환상의 외주 냉각 유로를 형성하는 외주
케이싱과,상기 배기 유로에 걸쳐져 상기 내주 케이싱 및 상기 외주 케이싱을 연결함과 함께 상기
내주 케이싱의 주위 방향으로 복수 설치된 스트러트와,상기 내주 디퓨저 및 상기 외주 디퓨저를
연결함과 함께, 상기 스트러트를 덮고 상기 스트러트와의 사이에 상기 내주 냉각 유로 및 상기
외주 냉각 유로를 연결하는 환상의 연락 유로를 형성하는 스트러트 커버를 구비하고,상기 외주
냉각 유로는, 상기 연락 유로보다도 상기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상류측의 위치에 냉각 공기의
도입 구멍을 갖고,상기 외주 냉각 유로의 단부는 서로 연결된 상기 외주 디퓨저 및 상기 하류측
디퓨저의 플랜지로 폐지되어 있고,상기 도입 구멍으로부터 상기 외주 냉각 유로에 도입된 냉각
공기가 상기 연락 유로를 경유하여 상기 내주 냉각 유로의 출구로부터 상기 최종단 휠 스페이스에
흘러 내리도록 유로가 형성된 배기 프레임에 있어서, 상기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에 있어서 상기
스트러트의 중심선보다도 하류측의 위치이며, 인접하는 스트러트 사이에 적어도 하나씩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외주 디퓨저와 상기 하류측 디퓨저를 연결하는 상기 플랜지를 관통하도록
형성한 연통 구멍을 구비하고,상기 연통 구멍은 상기 도입 구멍으로부터 상기 연락 유로의 입구를
향해 흐르는 냉각 공기의 일부를 상기 외주 냉각 유로로부터 상기 하류측 디퓨저의 외부 공간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기 프레임.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81379 (2019.05.1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배기프레임의 냉각 효율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행 특허문헌 일본 2005-83199 공보의
기술 내용을 개량 발전시키기 위한 등록 발명에 해당한다. 스트러트의 중심선보다 하류측에서
인접하는 스트러트 사이에 적어도 하나씩 형성되어 있으며, 외주 디퓨저와 하류측 디퓨저를
연결하는 플랜지를 관통하도록 연통구멍을 형성한 것에 구성상의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냉각공기 일부가 외주 냉각유로로부터 하류 측 디퓨저 외부 공간에 배출됨으로써 배기프레임의
냉각효율 저하를 막는다. 연소온도 상승이 전반적인 기술 개발 추세임을 고려할 때, 냉각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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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및 그 부품 온도 조절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4610 (2016.11.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1)은, 압축기(10)와, 터빈(30)과,
추기 라인(61)과, 부품 도입 라인(66)을
구비한다. 추기 라인(61)은, 압축기(10)의
중간 압축단(19a)으로부터 압축 공기를 추기
공기로서 추기하고, 터빈 차실(41)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 1 부품(44)으로 안내한다. 부품
도입 라인(66)은, 터빈(30)을 구성하는 부품인
제 2 부품으로, 제 1 부품(44)을 통과한 추기
공기를 안내한다. 제 2 부품은, 중간 압축단
(19a)의 출구에 있어서의 압축 공기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 환경 하에 배치되어 있는
저압 부품(47)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압축단을 갖고, 각 압축단에서 공기를 순차 압축하는 압축기와,상기
압축기에서 압축된 압축 공기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와,상기 연소 가스에 의해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는 터빈 로터와, 상기 터빈
로터를 덮는 통 형상의 터빈 차실과, 상기 터빈 차실의 내주측에 고정되어 있는 복수의
정익렬을 갖는 터빈과, 복수의 상기 압축단 중 중간 압축단으로부터 압축 공기를 추기
공기로서 추기하고, 상기 터빈 차실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 1 부품에 상기 추기 공기를
안내하는 추기 라인과,상기 터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상기 제 1 부품과 상이한 제 2
부품에, 상기 제 1 부품을 통과한 상기 추기 공기를 안내하는 부품 도입 라인을 구비하고,
상기 제 1 부품 내에는, 상기 축선이 연장되는 축방향으로 연장되며, 상기 추기
라인으로부터의 상기 추기 공기가 흐르는 제 1 공기 유로가 형성되고, 상기 제 2 부품은,
상기 중간 압축단의 출구에 있어서의 상기 압축 공기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 환경 하에
배치되어 있는 저압 부품이고, 상기 저압 부품에는, 상기 부품 도입 라인으로부터의 상기
추기 공기가 흐르는 제 2 공기 유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부품 도입 라인은 제 1 단부가
상기 제 1 부품에 접속되고, 상기 제 1 부품을 통과한 상기 추기 공기가 흐르는 재사용
배관을 갖고, 상기 재사용 배관의 제 2 단부는 상기 터빈 차실 외부로부터 상기 터빈 차실에
접속되는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91645 (2019.06.1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설비비용을 억제하면서도, 고온 고압의 압축 공기의 유효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터빈 차실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1부품에 추기 라인, 제2부품에 부품 도입 라인을 구비하고, 제1 부품 내에는 제1 공기
유로, 제2 부품은 내에는 제2 공기 유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부품 도입 라인은 제1 단부가
제1 부품에 접속되고, 제1 부품을 통과한 추기 공기가 흐르는 재사용 배관을 갖고, 재사용
배관의 제2 단부는 터빈 차실 외부로부터 터빈 차실에 접속되는 구성을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부품 도입 라인은 제1 단부가 제1 부품에 접속되고, 제1
부품을 통과한 추기 공기가 흐르는 재사용 배관을 갖고, 재사용 배관의 제2 단부는 터빈
차실 외부로부터 터빈 차실에 접속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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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냉각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7172 (2016.11.1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증기 터빈(120, 130, 140)에 대하여, 과열
증기 공급관(69A)을 따라서 차실(62(외측
차실(62A) 및 내측 차실(62B)))을 관통하여
간극(65B)에 이르러 설치된 냉각 증기
통로(69Ba)와, 냉각 증기 통로(69Ba)를 통해
과열 증기 공급관(69A)을 따라서 간극(65B)에
이르고, 과열 증기 공급관(69A)에 의해
공급되는 과열 증기(G)보다도 높은 압력이며
저온인 냉각 증기(C)를 공급하는 냉각 증기
공급부(70)를 구비한다. 이에 의해, 냉각
효율을 향상시킨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자체의 회전 축심을 따라서 연장되는 회전체로서의 로터와,상기 로터를
격납하는 차실과,상기 로터의 연장 방향을 따라서 상기 로터와 상기 차실 사이에 설치된
증기 통로와,상기 로터의 외주를 둘러싸는 환상으로 형성되며 그 외면과 상기 로터의
외주면 사이에 상기 증기 통로에 연통하는 간극을 가지고 상기 차실 내에 설치되고, 그
내부에 환상을 따라서 형성된 증기 노즐실, 및 상기 증기 노즐실로부터 상기 로터의 연장
방향을 향해 상기 증기 통로에 연통하는 개구를 갖는 증기 노즐부와,상기 차실의
외부로부터 상기 차실을 관통하여 상기 증기 노즐부의 상기 증기 노즐실에 연통하여
설치되며 과열된 증기가 공급되는 과열 증기 공급관을포함하는 증기 터빈에 대하여,상기
과열 증기 공급관을 따라서 상기 차실을 관통하여 상기 간극에 이르러 설치된 냉각 증기
통로와,상기 냉각 증기 통로를 통해 상기 과열 증기 공급관을 따라서 상기 간극에 이르고,
상기 과열 증기 공급관에 의해 공급되는 증기보다도 높은 압력이며 저온인 냉각 증기를
공급하는 냉각 증기 공급부를구비하며,상기 냉각 증기 통로는, 상기 과열 증기 공급관의
외주면과 상기 차실의 공간부와, 상기 공간부에 연통하여 설치된 상기 증기 노즐부의 벽
내의 공동부와, 상기 공동부로부터 상기 간극에 관통하는 관통 구멍을 포함하고, 상기
차실의 외부로부터 상기 차실의 내부에 이르러 상기 간극에 연통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터빈 냉각 장치.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26040 (2019.09.20.)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증기터빈 냉각 수단에 관한 것으로, 저온고압의 냉각 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냉각증기 공급
수단의 형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증기터빈 냉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냉각증기의 통로의 세부 구성은
위 대표도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고 있어서 청구범위는 적절한 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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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로터, 가스 터빈 및 가스 터빈 설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10705 (2016.10.2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55117 (2019.12.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벤틸레이션 유로(22)는 압축기(10)의 공기
토출구보다도 축 방향 상류 측의 압축 공기를
압축기 추기로 하여 압축기 로터(20)의 내부에
안내한다. 냉각 공기 유로(178)는 공기 토출구
기술요약

보다도 축 방향 하류 측 부분에 냉각 공기를
안내한다. 혼합 공간(177)에서 는, 압축기
추기(Bcom)와 냉각 공기가 혼합한다. 혼합
공기 유로 (137)는 압축기 추기와 냉각 공기
(Ac)와의 혼합 공기(Am)를 터빈 로터(120)
안에 안내한다.
(청구항 1) 가스 터빈 차실 안에서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는 가스 터빈 로터에
있어서, 상기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는 압축기의 압축기 로터와, 상기 축선 위에
위치하여 상기 압축기 로터에 접속되며, 상기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상기 압축기 로터와
일체 회전하는 터빈의 터빈 로터를 구비하고, 상기 압축기의 공기 토출구보다도 축 방향
상류 측으로, 상기 가스 터빈 차실의 내측을 흐르는 압축 공기를 상기 압축기 로터의 내부에

청구범위

안내하는 벤틸레이션 유로와, 상기 공기 토출구보다도 축 방향 하류 측의 부분에 상기
벤틸레이션 유로를 흐르는 압축 공기보다도 저온의 냉각 공기를 안내하는 냉각 공기
유로와, 상기 벤틸레이션 유로 및 상기 냉각 공기 유로에 연결되고, 상기 벤틸레이션 유로를
흘러온 압축 공기와 상기 냉각 공기 유로를 흘러온 냉각 공기가 혼합하는 혼합 공간과, 상기
혼합 공간에 연결되고, 상기 압축 공기와 상기 냉각 공기와의 혼합에서 생성된 혼합 공기를
상기 터빈 로터 안에 안내하는 혼합 공기 유로 가 형성되어 있는 가스 터빈 로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벤틸레이션 유로와 냉각 공기 유로를 연결하여, 벤틸레이션 유로를 흘러온
압축 공기와 냉각 공기 유로를 흘러온 냉각 공기를 혼합한 혼합 공기를 터빈 로터 안에
안내하는 것에 의하여 가스 터빈 로터 냉각 효율을 높이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평

가

종래에 압축기의 중단에서 추기한 압축 공기를 그대로 터빈 로터에 안내하여 냉각하던 것을
가스 터빈 로터 속에서 터빈 로터를 더욱더 냉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압축기의 압축공기를 그대로 냉각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간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스터빈의 냉각 기술의 연구개발이 성숙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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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압축기 로터, 이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 로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0798 (2016.10.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벤틸레이션 유로(22)는 도입부(23)와, 복수의
분기부(27)와, 집합부(28)를 가고 있고,
도입부(23)는 두 개의 동익 열(51) 사이를
흐르는 압축 기체를 압축기 로터 축(21) 안에
안내하며, 복수의 분기부(27)는 도입부(23)
로부터 분기하여 형성되어 있다. 집합부(28)는
복수의 분기부(27)의 각각과 접속되어, 복수의
분기부(27)를 통한 압축 기체가 유입되고,
유입된 압축 기체를 외부에 유출시킨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고, 축 방향으로 적층된 복수의 로터 디스크를 갖는
압축기 로터 축과, 상기 압축기 로터 축의 외주에 부착되며, 축 방향으로 늘어서는 복수의
동익 열을 가지며, 상기 압축기 로터 축에는, 복수의 동익 열 중 축 방향으로 인접하는 두
개의 동익 열 사이를 흐르는 압축 기체를 자신의 내부에 안내하는 벤틸레이션 유로가
형성되고, 상기 벤틸레이션 유로는, 상기 두 개의 동익 열 사이를 흐르는 압축 기체를 상기
압축기 로터 축 안에 안내하는 도입부와, 상기 도입부로부터 분기하여 축 방향으로 서로
상이한 위치에 형성되고, 상기 도입부로부터의 압축 기체가 유입되는 복수의 분기부와,
상기 복수의 분기부의 각각과 접속되며, 상기 복수의 분기부를 통한 압축 기체가 유입되고,
유입된 압축 기체를 외부에 유출시키는 집합부를 가지며, 복수의 상기 분기부는 각각
캐비티를 가지며, 상기 도입부는, 상기 복수의 상기 동익 열 중, 상기 두 개의 동익 열
사이를 흐르는 압축 기체가 유입되고, 축 방향에서 인접하는 다른 두 개의 동익 열 사이를
흐르는 압축 기체가 유입되지 않는 유입구가 형성되고, 상기 유입구로부터 상기 축선에
대한 지름 방향 내측으로 연장되는 유입부와, 상기 유입부의 지름 방향 내측의 끝으로부터
축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로터 디스크를 축 방향으로 관통하는 관통 구멍인 분배부를
가지며, 상기 분배부는 지름 방향에서 상기 유입부와 상기 복수의 분기부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분기부에 접속되어 있는, 압축기 로터.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56045 (2019.12.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벤틸레이션 유로의 도입과 분배를 하는데 있어 유로를 적절히 배치하여
압축기 로터 냉각 효율을 높이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축선에 대한 지름 방향
내측으로 연장되는 유입부와, 유입부의 지름 방향 내측의 끝으로부터 축 방향으로
연장되고, 로터 디스크를 축 방향으로 관통하는 관통 구멍인 분배부를 가지며, 분배부는
지름 방향에서 유입부와 복수의 분기부 사이에 형성되고, 복수의 분기부에 접속됨에 따라
냉각 효율을 높인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스터빈의 냉각 기술의
연구개발이 성숙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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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을 냉각하는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178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증기 터빈의 이론적 최대 냉각율을 결정하고,
증기의 열에너지가 사전 설정된 냉각율을
초과하거나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증기
발생기를 동작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냉각

□ ☑

☑ 지멘스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연소

□ 블레이드/베인

10-2055378(2019.12.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항 1) 증기 터빈(2)을 냉각하는 방법이며,
증기 터빈(2)은 증기 발생기(6)로부터의 증기에 의해 충전되고,
증기 터빈(2)의 사전 설정된 냉각율( 사전)이 결정되고,
청구범위

실제 냉각율( 실제)이 결정되어, 사전 설정된 냉각율( 사전)과 비교되며, 증기 발생기(6)는
실제 냉각율( 실제)이 사전 설정된 냉각율( 사전)에 본질적으로 대응하도록 동작되며,
증기 발생기(6)는 증기 발생기(6)의 동력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연소가 변화 하도록
그리고/또는 보일러 블로우-오프가 일어나도록 동작되는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청구범위 대☑ 중□ 소□

이 건 등록특허는 증기 터빈이 동력 동작 동안 증기 터빈이 냉각되는 단계(예비 냉각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증기 터빈을 냉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고정된
속도로 증기 터빈을 냉각하는 것과 비교하여 냉각시간을 단축시키고, 이에 따라 증기
발생기에 열원을 공급하는 보일러의 연료 소모율을 감소시킨 점에서 기술적 중요도는
보통에 해당한다. 현재, 증기 터빈의 냉각방법에 관한 출원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청구범위는 실제 냉각율( 실제)이 사전 설정된 냉각율( 사전)에 본질적으로 대응하도록
동작되며, 증기 발생기(6)는 증기 발생기(6)의 동력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연소가 변화
하도록 그리고/또는 보일러 블로우-오프가 일어나도록 동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기 터빈이 동력 동작 동안에 증기 터빈을 냉각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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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흡기 냉각 방법,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는 흡기 냉각 장치, 이것을 구비하는 배열
회수 설비 및 가스 터빈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5571 (2016.03.10.)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26548 (2019.09.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흡기 냉각 장치(150)는 급수 라인(131)과,
히트 펌프 장치(151)를 구비한다. 급수
라인(131)은 가스 터빈(10)으로부터의 배기
가스(EG)의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기술요약

배열 회수 보일러(110)로 물을 이송한다.
히트 펌프 장치(151)는 가스 터빈(10)이
흡입하는 공기(A)의 열을 급수 라인(131)을
흐르는 물로 이동시켜, 공기(A)를 냉각하는
한편 물을 가열한다.

(청구항 1) 가스 터빈으로부터 배기된 배기 가스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증기로 하는 배열
회수 보일러로 상기 물을 이송하는 급수 라인과, 상기 가스 터빈이 흡입하는 공기의 열을
청구범위

상기 급수 라인을 흐르는 물로 이동시켜, 상기 공기를 냉각하는 한편 상기 물을 가열하는
히트 펌프 장치와, 상기 급수 라인 중에서, 상기 히트 펌프 장치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배열
회수 보일러측의 예열완료 급수 라인을 흐르는 물인 예열수의 온도를 낮추는 급수 온도
조절 장치를 구비하는 흡기 냉각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이 흡입하는 공기를 냉각하면서, 이러한 공기의 냉각으로 얻은
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흡기 냉각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배열 회수 보일러로 물을 이송하는 급수 라인, 히트 펌프 장치를 구비하여 급수
평

가

라인 중에서 히트 펌프 장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열 회수 보일러측의 예열완료 급수 라인을
흐르는 물인 예열수의 온도를 낮추는 급수 온도 조절 장치를 구비한 점에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향후 예열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급수 온도 조절 장치 제어에 대한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청구범위는 히트 펌프 장치와 급수 라인 중에서 히트 펌프 장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열 회수 보일러측의 예열완료 급수 라인을 흐르는 예열수의 온도를 낮추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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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냉각 계통,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설비, 및 가스 터빈의 부품
냉각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0809 (2016.01.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냉각 계통(60)은, 압축기(10)의 제 1 추기
위치(Pb1)로부터 고압 압축 공기(A1)를
추기하고 제 1 고온 부품(44a)으로 이송하는
고압 추기 라인(61)과, 압축기(10)의 제 2 추기
위치(Pb2)로부터 저압 압축 공기(A2)를
추기하고 제 2 고온 부품(54b)으로 이송하는
저압 추기 라인(64)과, 저압 추기 라인(64)에
마련되어 있는 오리피스(65)와, 고압 추기
라인(61)과 저압 추기 라인(64)을 접속하는
접속 라인(66)과, 접속 라인(66)에 마련되어
있는 제 1 밸브(67)와, 접속 라인(66)과 저압
추기 라인(64)을 접속하는 바이패스 라인(68)과,
바이패스 라인(68)에 마련되어 있는 제 2
밸브(69)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3)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 중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하는 터빈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의 냉각 계통에 있어서, 상기 압축기의 제 1 추기 위치로부터 공기를 추기하고, 상기 가스
터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상기 연소 가스에 접하는 제 1 고온 부품에, 상기 제 1 추기
위치로부터 추기한 공기를 이송하는 고압 추기 라인과, 상기 고압 추기 라인을 통과하는 공기를
냉각하는 냉각기와, 상기 제 1 추기 위치로부터 추기되는 공기보다 저압의 공기를 상기 압축기의
제 2 추기 위치로부터 추기하고, 상기 가스 터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상기 연소 가스에
접하며 또한 상기 제 1 고온 부품보다 저압 환경하에 배치되어 있는 제 2 고온 부품에, 상기 제
2 추기 위치로부터 추기한 공기를 이송하는 저압 추기 라인과, 상기 고압 추기 라인 중에서 상기
냉각기보다 상기 제 1 고온 부품측의 위치와, 상기 저압 추기 라인을 접속하는 접속 라인과, 상기
접속 라인에 마련되어 있는 제 1 밸브와, 상기 저압 추기 라인 중에서, 상기 접속 라인과의 접속
위치보다 상기 제 2 고온 부품측의 위치에 마련되어 있는 제 2 밸브와, 상기 제 1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제 1 제어부와, 상기 제 2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제 2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제어부는, 상기 압축기가 흡입하는 공기의 온도인 흡기 온도와, 가스 터빈
출력 또는 상기 가스 터빈 출력에 상관하는 값인 출력 상관 값 중, 적어도 한쪽의 파라미터 값에
근거하여 상기 제 1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고, 상기 제 2 제어부는 상기 파라미터 값에
근거하여 상기 제 2 밸브의 밸브 개방도를 제어하는 가스 터빈의 냉각 계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33819 (2018.12.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냉각 공기를 고온 부품에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의 냉각 계통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 1 밸브 및 제 2 밸브의 모두가 폐쇄 상태에서 고장이
나도, 제2 열 정익이 즉시 열손상 되어 버리는 것을 회피할 수 있고, 제1 밸브 및 제2 밸브의
모두 폐쇄 상태에서 고장이 나도, 저압 추기 라인을 흐르는 저압 압축 공기의 유량이 오리피스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압축기로부터의 추기량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어서 가스 터빈 출력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1 밸브 및 제2 밸브 모두
폐쇄 상태에서 고장이 나도, 저압 추기 라인 중의 오리피스를 거쳐서, 제2 추기 위치로부터의
저압 압축 공기를 정익 냉각 공기로 하여 제2열 정익에 공급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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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기 장치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11232 (2015.10.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배기 장치 및 가스 터빈에 있어서, 배기
차실(29)과, 배기 차실(29)의 내측에 지지되는
외측 디퓨저(43)와, 외측 디퓨저(43)의 내측에
배치되며 외측 디퓨저(43)와의 사이에 배기
가스 유로(F)를 형성하는 내측 디퓨저(44)와,
일단부가 외측 디퓨저(43)에 연결되며 타단부가
내측 디퓨저(44)에 연결되는 스트럿 커버(45)와,
배기 차실(29)에 있어서의 스트럿 커버(45)보다
배기 가스 유로(F)의 하류측에 마련되는 제 2
냉각 공기 도입구(62)와, 외측 디퓨저(43)의
외측을 덮도록 환상으로 형성되며 배기
차실(29)에 지지된 칸막이 부재(64)와, 외측
디퓨저(43)와 칸막이 부재(64)의 사이에
마련되며 제 2 냉각 공기 도입구(62)로부터
도입된 냉각 공기를 스트럿 커버(45) 내측의
스트럿 커버 유로(65)로 인도하는 냉각 공기
유로(63)를 마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환상으로 형성되는 차실과,환상으로 형성되며 상기 차실의 직경방향의 내측에
지지되는 외측 디퓨저와,환상으로 형성되며 상기 외측 디퓨저의 직경방향의 내측에
배치되는 것에 의해 상기 외측 디퓨저와의 사이에 배기 가스 유로를 형성하는 내측
디퓨저와,통형상으로 형성되며, 길이방향의 일단부가 상기 외측 디퓨저에 연결되며
타단부가 상기 내측 디퓨저에 연결되는 스트럿 커버와,상기 차실에 있어서의 상기 스트럿
커버보다 상기 배기 가스 유로의 상류측 또는 하류측에 마련되는 냉각 공기 도입부와,상기
외측 디퓨저의 직경방향의 외측을 덮도록 환상으로 형성되며 상기 차실에 지지되고,
축방향의 일단부를 선단이 고정되지 않는 자유단으로 하며, 타단부는 상기 차실에 고정된
고정단을 구비하고, 축방향으로 환상으로 배치되는 칸막이 부재와,상기 외측 디퓨저와 상기
칸막이 부재의 사이에 마련되며 상기 냉각 공기 도입부로부터 도입된 냉각 공기를 상기
스트럿 커버 내측의 스트럿 커버 유로로 인도되도록 형성되는 냉각 공기 유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기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26289 (2018.11.3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 고출력화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배기 디퓨저를 냉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서, 배기 디퓨저의 효율적 냉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차실에 있어서의 냉각 공기 도입부(62)가 스트럿 커버(45)보다 배기 가스 유로의 상류측
또는 하류측에 마련되는 구성과, 외측 디퓨저(43)와 상기 칸막이 부재(64)의 사이에 마련된
냉각 공기 유로(63)가 상기 냉각 공기 도입부(62)로부터 도입된 냉각 공기를 상기 스트럿
커버 내측(45)의 스트럿 커버 유로(65)로 인도되게 하는 구성에 의해 냉각 공기가 S자 형상
유로를 따라 흘러 냉각을 촉진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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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및 증기 터빈 동작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7136 (2015.08.1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증기가 유동 채널로부터 취해지는,
냉각 가능성을 갖는 증기 터빈(1)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증기는 추력-보상 중간
바닥(16)을 냉각시키고, 적은 양의 생증기와
혼합되며, 유동 채널로 재공급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증기 터빈(1)이며, 내부 케이싱(2) 및 외부 케이싱(3) 그리고 또한 내부 케이싱(2)
내측에 회전 지지 방식으로 배열되는 회전자(4)를 포함하고, 외부 케이싱(3)은 내부
케이싱(2) 주위에 배열되고, 회전자(4)는 제1 유동 방향(6)을 따라서 배열된 고압 영역(7)
및 제2 유동 방향(8)을 따라서 배열된 중압 영역(9)을 갖고, 내부 케이싱(2)은 고압 영역(7)
내에 복수의 고압 고정자 블레이드를 갖고, 상기 고압 고정자 블레이드는, 고압 회전자
블레이드의 행 및 고압 고정자 블레이드의 행을 각각의 경우에 갖는 복수의 고압 블레이딩
스테이지를 구비하는 고압 유동 통로(10)가 제1 유동 방향(6)을 따라서 형성되는 방식으로,
배열되고, 내부 케이싱(2)은 중압 영역(9) 내에 복수의 중압 고정자 블레이드를 갖고, 상기
중압 고정자 블레이드는, 중압 회전자 블레이드의 행 및 중압 고정자 블레이드의 행을
각각의 경우에 갖는 복수의 중압 블레이딩 스테이지를 구비하는 중압 유동 통로가 제2 유동
방향(8)을 따라서 형성되는 방식으로, 배열되고, 회전자(4)는 고압 영역(7)과 중압 영역(9)
사이에서 추력-보상 구획 벽(16)을 갖고, 내부 케이싱(2)은 연결부(17)를 갖고, 상기
연결부는, 연통 파이프로서, 제1 고압 블레이딩 스테이지(18) 하류의 고압 유동 통로(10)와
제1 추력-보상 구획 벽 공간(19) 사이에 형성되고, 내부 케이싱(2)은 제1 교차 피드백
통로(21)를 갖고, 상기 제1 교차 피드백 통로는, 연통 파이프로서, 제2 추력-보상 구획 벽
공간(22)과 고압 유입 유동 공간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제2 추력-보상 구획 벽 공간은
추력-보상 구획 벽(16)과 내부 케이싱(2) 사이에 배열되고, 상기 고압 유입 유동 공간은
고압 유동 통로(10)에서 제2 고압 블레이딩 스테이지(23)의 하류에 배열되고, 제2 교차
피드백 통로(26)를 갖고, 상기 제2 교차 피드백 통로는, 연통 파이프로서, 제3 추력-보상
구획 벽 공간(27)과 고압 유입 유동 공간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제3 추력-보상 구획 벽
공간은 추력-보상 구획 벽(16)과 내부 케이싱(2) 사이에 배열되고, 상기 고압 유입 유동
공간은 고압 유동 통로(10)에서 제3 고압 블레이딩 스테이지(28)의 하류에 배열되는, 증기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49058 (2019.02.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내부 케이싱 및 외부 케이싱 그리고 내부 케이싱 내측에 회전식으로
지지된 방식으로 배열된 회전자를 포함하는 증기 터빈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증기
터빈을 냉각하기 위하여 증기 터빈은 고압 영역 및 중압 영역을 가지며, 회전자는 고압
영역과 중압 영역 사이에 배열되고 추력-보상 구획 벽을 갖는 점에 특징이 있어 내부 압력
차이를 이용함에 따라 효과적 냉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고압 영역 및 중압 영역간의
증기 공급부의 유동 통로와 위치를 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범위는 넓지 않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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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터빈의 고온부품, 이를 구비하는 가스터빈, 및 가스터빈의 고온부품 제조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0137 (2015.06.25.)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660679 (2016.09.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터빈의 고온부품(450)은, 연소가스 유로
에서의 로터의 직경방향의 내측 또는 외측의
적어도 한쪽에 면하는 가스패스면(451)을
가지는 판상부재를 구비한다. 이 판상부재는,
기술요약

가스패스면(451)과 교차하는 외주면(452)에
따라 내부에 냉각유통로가 형성되어 있다.
판상부재는, 냉각유통로의 내면 중 상기
외주면(452)측으로부터 돌출하는 외주면측
터뷸레이터(482)를 가지고 있다.

(청구항 1) 로터의 둘레에 연소가스가 흐르는 환상(環狀)의 연소가스유로를 획정하는
가스터빈의 고온부품으로서,
상기 연소가스유로에서의 상기 로터의 직경방향의 내측 또는 외측의 적어도 한쪽에 면하는
청구범위

가스패스면을 가지는 판상(板狀)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판상부재는, 상기 가스패스면과 교차하는 외주면에 따라 내부에 냉각유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냉각유통로의 내면 중 상기 외주면측으로부터 돌출하는 외주면측 터뷸레이터를 갖고,
상기 냉각유통로의 내면 중 상기 가스패스면측으로부터 돌출하는 가스패스면측
터뷸레이터를 구비하는, 가스터빈의 고온부품.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로터 둘레의 가스터빈 고온 부품의 냉각을 난류를 형성하는 터뷸레이터를
형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고, 부품의 외부형상에 난류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형상설계를 통해 회피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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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동익 및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31752 (2015.06.0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동익(50)에는, 동익(50)의 익체(51) 및 플랫폼(61)
내를 연결하는 날개 공기 통로(71)가 형성되어
있다. 플랫폼(61)에는, 날개 공기 유로(71)로부터
둘레 방향 복측을 향하여 연장되며 복측
단면(64)에서 개구되며, 축방향(Da)으로 늘어선
복수의 복측 통로(72)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플랫폼(61)에는, 냉각 공기가 유입되는
배측 모 통로(73)와, 배측 모 통로(73)와
연통하며, 배측 모 통로(73)로부터 배측
단면(65)을 따라서 연장되는 배측 통로(74)가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로터 축의 외주측에 장착되는 동익에 있어서,
상기 로터 축에 대한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익체와,
상기 익체의 직경 방향 내측에 형성되며, 연소 가스가 흘러가는 연소 가스 유로의 직경 방향
내측을 구획형성하는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익체 및 상기 플랫폼에는, 상기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며, 상기 익체 중 및 상기 플랫폼
중을 연결하며, 냉각 공기가 흐르는 날개 공기 통로가 형성되며,
상기 플랫폼에는,
상기 로터 축이 연장되는 축방향에 있어서 상기 연소 가스가 흘러가는 축방향
하류측의 단면인 후단면과, 상기 축방향 하류측과는 반대측의 축방향 상류측의 단면인
전단면과, 상기 로터 축에 대한 둘레 방향에 있어서 상기 익체의 복측(腹側)인 둘레 방향
복측의 단면인 복측 단면과, 상기 둘레 방향 복측과는 반대측인 둘레 방향 배측(背側)의
단면인 배측 단면이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날개 공기 통로로부터 상기 둘레 방향 복측을 향하여 연장되며 상기 복측
단면에서 개구되며, 상기 축방향으로 늘어선 복수의 복측 통로와, 냉각 공기가 유입되며,
단부가 상기 익체보다 상기 둘레 방향 배측에 위치하는 모 통로인 배측 모 통로와, 상기
배측 모 통로와 연통하며, 상기 배측 모 통로로부터 상기 배측 단면을 따라서 상기 축방향
성분을 갖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배측 통로가 형성되어 있는 동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14678 (2016.04.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 운전효율 및 동익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동익 내부에 냉각
공기 통로를 형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적은 공기를 이용하여
동익(로터)를 냉각하도록 한 것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블레이드의 냉각 기술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중요도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블레이드의 유로의
길이, 폭 등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청구범위는 날개 공기 통로의
방향과 냉각공기의 흐름 방향을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복측(정압면측)으로 공기가
유출되도록 한 점에서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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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31374 (2015.05.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냉각 공기의 공급량을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조정하는 가스 터빈을 제공한다. 가스
터빈은, 정지체의 내부에 형성되며, 냉각
공기가 공급되는 제 1 캐비티와, 정지체와
회전체 사이에 형성되는 제 2 캐비티와, 제 1
캐비티와 제 2 캐비티 사이에 형성되며, 제 1
캐비티의 냉각 공기를 회전체의 회전 방향을
따라서 선회시켜 제 2 캐비티에 공급하는
선회류 가이드 노즐이 배치된 제 1 냉각
통로와, 회전체에 형성되고, 제 2 캐비티와
연통하며, 제 2 캐비티의 냉각 공기가
공급되는 제 2 냉각 통로와, 제 1 냉각
통로와는 상이한 냉각 공기의 유로로서 제 1
캐비티와 제 2 캐비티 사이에 형성되며, 냉각
공기가 제 1 캐비티로부터 제 2 캐비티에
공급되는 유량 조정로를 구비하고, 유량
조정로는 냉각 공기의 유량을 조정하는 유량
조정 수단을 갖는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정지체와 회전체를 갖고, 상기 회전체에 냉각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정지체의 내부에 형성되며, 냉각 공기가 공급되는 제 1 캐비티와, 상기
정지체와 상기 회전체 사이에 형성되는 제 2 캐비티와, 상기 제 1 캐비티와 상기 제 2
캐비티 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제 1 캐비티의 상기 냉각 공기를 상기 회전체의 회전 방향을
따라서 선회시켜 상기 제 2 캐비티에 공급하는 선회류 가이드 노즐이 배치된 제 1 냉각
통로와, 상기 회전체에 형성되고, 상기 제 2 캐비티와 연통하며, 상기 제 2 캐비티의 상기
냉각 공기가 공급되는 제 2 냉각 통로와, 상기 제 1 냉각 통로와는 상이한 상기 냉각 공기의
유로로서 상기 제 1 캐비티와 상기 제 2 캐비티 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제 1 캐비티로부터
상기 제 2 캐비티에 냉각 공기가 공급되는 유량 조정로를 구비하고, 상기 유량 조정로는
상기 냉각 공기의 유량을 조정하는 유량 조정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17460 (2018.01.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냉각 공기의 공급량을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 유로 구조는 제1 캐비티와 제2 캐비티 사이에
형성되며, 제1 캐비티로부터 제2 캐비티에 냉각 공기가 공급되는 유량 조정로를 구비하고,
유량 조정로는 냉각 공기 유량을 조정하는 유량 조정 수단을 갖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유량 조정로의 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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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냉각장치,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터빈설비, 냉각장치의 운전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9601 (2015.05.20.)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10-1854067 (2018.04.2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냉각장치(60)는 가스터빈(10)의 고온부품(41)에
공기를 인도하는 고온부품 냉각계(70)를 구비
한다. 고온 부품 냉각계(70)는 가스터빈(10)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전 가능한 압축기(77)를
가지고, 가스터빈(10)의 차실(16) 내의 공기를
차실(16)에서 추기하여 압축기(77)에서 승압하고
기술요약

나서 고온부품(41)에 공기를 인도한다. 냉각장치
(60)는 또한 차실(16) 내의 공기를 차실(16)에서
추기하여, 이 공기를 터빈로터(51)로 인도하는
로터 냉각계(80)와 가스터빈(10)에의 연료
공급정지 중에 압축기(77)에서 승압된 공기를
로터 냉각계(80)로 인도하는 연락계(90)를
구비한다.

(청구항 1) 가스터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전 가능한 압축기를 가지고, 상기 가스터빈의
차실 내의 공기를 상기 차실에서 추기하여 상기 압축기로 승압하고 나서, 상기 가스터빈을
청구범위

구성하는 부품으로 연소가스와 접하는 고온부품에 상기 공기를 인도하는 고온부품
냉각계와, 상기 차실 내의 공기를 상기 차실에서 추기하여 상기 공기를 상기 가스터빈의
로터로 인도하는 로터 냉각계와, 상기 가스터빈에의 연료공급정지 중에 상기 압축기로
승압된 상기 공기를 상기 로터 냉각계로 인도하는 연결계를 구비하고 있는, 냉각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 기동 시에 팁 클리어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장치는 중간차실 내의 공기를 추기하여 이 공기를
평

가

냉각하고 나서 승압하여 연소통으로 인도하는 고온부품 냉각계와 중간차실 내의 공기를
추기하여 이 공기를 냉각하고 나서 터빈로터의 로터축으로 인도하는 로터 냉각계와
고온부재 냉각계 내의 공기를 로터 냉각계로 인도하는 연결계를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냉각장치를 구성하는 고온부품 냉각계, 로터 냉각계, 연결계를
구비한 특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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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분할환 냉각 구조 및 이것을 갖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6061 (2015.03.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분할환 냉각 구조는 분할체의 본체에 의해
둘러싸이며, 냉각 공기가 공급되는 캐비티와,
분할체의 본체 내에 둘레 방향으로 배치되고,
일단이 캐비티에 연통하며, 타단이 분할체의
회전 방향의 전방측 및 후방측의 측단부에
개구되는 냉각 공기가 흐르는 냉각 유로를
갖고, 전방측을 향해 배출되는 제 1 냉각
유로와, 후방측을 향해 배출되는 제 2 냉각
유로를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둘레 방향으로 배설되어 환상을 이루는 복수의 분할체를 갖는 가스 터빈의
분할환을 냉각하는 분할환 냉각 구조에 있어서, 상기 분할체의 본체에 의해 둘러싸이는
캐비티와, 상기 분할체에 지지되고, 복수의 구멍을 구비한 충돌판과, 상기 분할체의 본체
내에 둘레 방향으로 상기 분할체의 내주면을 따라서 환상으로 배치되고, 상기 충돌판에
덮인 상기 캐비티가 대면하는 상기 분할체 본체의 외표면보다 직경 방향 내측의 내부에
배치되고, 일단이 상기 캐비티에 연통되며, 타단이 상기 분할체의 회전 방향의 전방측 및
후방측의 측단부에 개구되는 냉각 공기가 흐르는 냉각 유로를 갖고, 상기 냉각 유로는, 상기
분할체의 회전 방향의 전방측의 제 1 영역에 형성되며, 상기 냉각 공기가 상기 회전 방향의
후방측으로부터 전방측을 향해 배출되는 제 1 냉각 유로와, 상기 분할체의 회전 방향의
후방측의 제 2 영역에 형성되며, 상기 냉각 공기가 상기 회전 방향의 전방측으로부터
후방측을 향해 배출되는 제 2 냉각 유로를 포함하는 분할환 냉각 구조.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3662 (2018.02.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분할환의 냉각 유로는 분할체의 회전 방향의 전방 측의 제1 영역에
형성되며, 냉각 공기가 회전 방향의 후방측으로부터 전방측을 향해 배출되는 제1 냉각
유로와, 분할체의 회전 방향의 후방측의 제2 영역에 형성되며, 냉각 공기가 회전 방향의
전방측으로부터 후방측을 향해 배출되는 제2 냉각 유로를 구비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캐비티와 연통한 제1 냉각 유로와 제 2 냉각 유로를 마련함으로써, 냉각 공기의
재사용이 되어, 간단한 구조로 분할체의 회전 방향의 양단을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또한, 가스터빈의 분할환에 대한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돋보이고, 냉각 기술의 개발이 성숙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날개 이외의 주변 부품의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구범위는 다소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설계 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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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터빈 발전설비, 가스터빈 냉각공기시스템 건조장치 및 건조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18702 (2015.01.21.)

기술분야

□ 제어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867199 (2018.06.0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터빈의 냉각공기시스템에 따른 배관
내면의 녹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 즉, 발전기
(100)에 접속되는 터빈(203), 터빈(203)에
연소가스를

공급하는

연소기(202)

및

연소기(202)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축기
(201)를 구비하는 가스터빈(200)과, 압축기
기술요약

(201)의 중간단 또는 출구에 일단 측이
접속되고 터빈(203)에 타단 측이 접속되어
압축기(201)에서 추기한 압축공기를 터빈
(203)에 공급하는 냉각공기시스템(300)과,
냉각공기시스템(300)에 접속되어 가스터빈
(200)의 정지 시에 냉각공기시스템(300)
내에 건조공기를 공급하는 건조공기시스템
(400)을 가진다.
(청구항 1) 발전기에 접속되는 터빈, 상기 터빈에 연소가스를 공급하는 연소기 및 상기
연소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축기를 구비하는 가스터빈과, 상기 압축기의 중간단 또는
출구에 일단 측이 접속되고 상기 터빈에 타단 측이 접속되어, 도중에 상기 압축공기를
냉각하는 열교환기를 구비하고, 상기 압축기에서 추기한 압축공기를 상기 터빈에 공급하는

청구범위

냉각공기시스템과, 상기 냉각공기시스템에 접속되고 상기 가스터빈의 정지 시에 상기
열교환기를 포함하는 상기 냉각공기시스템 내에 건조공기를 공급하는 건조공기시스템과,
상기 냉각공기시스템의 상기 열교환기 및 상기 터빈의 사이에 배치된 필터를 갖고, 상기
건조공기시스템은 상기 필터보다도 상기 터빈측에서 상기 냉각공기시스템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터빈 발전설비.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냉각공기시스템에 따른 배관 내면의 녹의 발생을 억제하는
평

가

것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공기시스템의 열교환기 및
터빈의 사이에 배치된 필터를 갖고, 건조공기시스템은 필터보다도 터빈 측에서
냉각공기시스템에 접속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냉각공기시스템과
건조공기시스템의 배치관계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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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9544 (2014.10.1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에 있어서, 압축기(11)로서, 링
형상의 공기 통로(49)를 형성하는 압축기
차실(21)과, 압축기 차실(21)의 중심부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로터(32)와,
로터(32)의 외주부에 축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복수 고정되고 공기 통로(49)에
배치되는 동익체(46)와, 각 동익체(46)의
사이에 압축기 차실(21)에 복수 고정되고
공기 통로(49)에 배치되는 복수의 정익체
(45)와, 압축기 차실(21)에 있어서의
복수의 동익체(46)의 외측에 대향하여
마련되는 냉각 공기 유로(61)와, 압축
공기(A)의 일부를 냉각 공기 유로(61)에
공급하는 제 1 냉각 공기 공급 경로(71)와,
제 1 냉각 공기 공급 경로(71)의 압축
공기를 냉각하는 냉각기(72)와, 냉각
공기 유로(61)의 냉각 공기를 터빈(13)의
냉각부에 공급하는 제 2 냉각 공기 공급
경로(73)를 마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가 압축한 압축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하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기가 생성한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 동력을 얻는 터빈과,
상기 공기에 의해 회전 축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축을 갖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압축기는, 상기 회전 축선 주위에 링 형상을 이루는 공기 통로를 형성하는 케이싱과, 상기
회전축의 외주부에 축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복수 고정되고 상기 공기 통로에 배치되는
동익체와, 상기 복수의 동익체의 사이에서 상기 케이싱에 복수 고정되고 상기 공기 통로에
배치되는 복수의 정익체와, 상기 복수의 동익체의 직경방향의 외측에 대향하여 마련되고,
내부에 냉각 공기 유로가 형성된 익환부와, 상기 압축기가 압축한 압축 공기의 일부를 상기
냉각 공기 유로에 공급하는 제 1 냉각 공기 공급 경로와, 상기 냉각 공기 유로의 냉각
공기를 상기 터빈의 냉각부에 공급하는 제 2 냉각 공기 공급 경로와, 상기 익환부의
직경방향 내측으로 돌출하는 지지부를 거쳐서 상기 익환부로부터 지지되고, 상기 회전 축선
주위에 링 형상을 이루고, 직경방향 내측단에서 축방향으로 돌출하는 칼라부를 거쳐서 상기
정익체를 지지하며, 상기 지지부 및 상기 정익체와는 일체가 아니라 별체로 형성된
차열환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54546 (2017.06.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케이싱과 동익의 간극을 적정량으로 하여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동익체의 선단과 익환부와의 사이의 간극의 증가를
저감하기 위하여, 정익체가 차열환을 거쳐서 익환부에 지지되도록 함으로써, 정익체로부터
익환부로의 직접 열이동을 회피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지지부 및 상기
정익체와는 일체가 아니라 별체로 형성된 차열환을 갖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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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냉각 시스템 및 가스 터빈 냉각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6649 (2012.09.1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배열 회수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고압 증기를
이용하거나 고압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가스 터빈을
증기에 의해 냉각 가능한 가스 터빈 냉각
시스템 및 냉각 방법을 제공한다. 이 냉각
시스템은, 가스 터빈(3)과, 가스 터빈으로
부터의 배열과 열교환하여 고압 증기를
발생시키는 고압 계통(6)과, 고압 계통에 물
및 증기를 공급하는 고압 드럼(11)과, 가스
터빈(3)으로부터의 배열과 열교환하여 중압
증기를 발생시키는 중압 계통(7)과, 중압
계통에 물 및 증기를 공급하는 중압 드럼
(12)을 갖는 배열 회수 보일러(2)와, 중압
계통(7)과 가스 터빈(3)의 냉각 계통을 접속
하여, 중압 계통(7)으로부터 냉각 계통에
중압 증기를 공급하는 중압 증기관(19)과,
고압 드럼(11)과 중압 드럼(12)을 접속하여,
고압 드럼(11)으로부터 중압 드럼(12)에 고압
드럼(11) 내의 포화 증기를 공급하는 증기
공급관(20)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과, 상기 가스 터빈으로부터의 배열과 열교환하여 제 1 증기를
발생시키는 제 1 계통과, 상기 제 1 계통에 물 및 증기를 공급하는 제 1 드럼과, 상기 가스
터빈으로부터의 배열과 열교환하여 상기 제 1 증기보다 저압인 제 2 증기를 발생시키는 제
2 계통과, 상기 제 2 계통에 물 및 증기를 공급하는 제 2 드럼을 갖는 배열 회수 보일러와,
상기 제 2 계통과 상기 가스 터빈의 냉각 계통을 접속하여, 상기 제 2 계통으로부터 상기
냉각 계통에 상기 제 2 증기를 공급하는 제 1 유로와, 상기 제 1 드럼과 상기 제 2 드럼을
접속하여, 상기 제 1 드럼으로부터 상기 제 2 드럼에 상기 제 1 드럼 내의 포화 증기를
공급하는 제 2 유로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 냉각 시스템.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20238 (2015.05.0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배열 회수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고압 증기를 이용하거나 고압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가스 터빈을 증기에 의해 냉각하는 것이
가능한 가스 터빈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고압 드럼의 포화
증기를 감압하여 중압 드럼에 공급하고, 기수 분리를 실행한 후 중압 증기를 가스 터빈의
냉각 증기로서 사용하여 가스 터빈을 냉각하는 증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 2 계통으로부터 가스 터빈의 냉각 계통에 제 2 증기를
공급하고, 제 1 드럼으로부터 제 2 드럼에 제 1 드럼 내의 포화 증기를 공급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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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동익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8515 (2011.11.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열 응력이 큰 날개면이나 플랫폼의 외표면에
구멍 가공을 행하지 않고, 필랫부를 대류
냉각한 후의 냉각 공기를 필랫부 근방의 냉각
구멍으로부터 연소 가스중에 배출하지 않고,
날개체내의 냉각 공기로서 유효 이용할 수
있는 가스 터빈 동익의 냉각 구조를 제공한다.
플랫폼과, 사행되는 서펜타인 냉각 유로를
포함하는 냉각 유로를 구비한 날개체와, 상기
날개체와 상기 플랫폼의 이음면에 배치된
필랫부와, 상기 서펜타인 냉각 유로에 연통하는
냉각 유로를 구비한 기부로 형성되는 가스
터빈 동익이며, 상기 냉각 유로는, 상기 냉각
유로의 고압부로부터 분기하고, 상기 필랫부의
내측을 근접해서 통과하고, 상기 냉각 유로의
저압부에 접속하는 바이패스 유로를 구비하고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플랫폼과,
사행되는 서펜타인 냉각 유로를 포함하는 냉각 유로를 구비한 날개체와,
상기 날개체와 상기 플랫폼의 이음면에 형성된 곡면과, 상기 날개체의 외표면과, 상기
플랫폼의 외표면으로 둘러싸인 범위 내에 형성된 필랫부와,
상기 날개체의 냉각 유로에 연통하는 냉각 유로를 구비한 기부로 형성되는 가스 터빈
동익이며,
상기 냉각 유로는, 상기 냉각 유로의 고압부로부터 분기해서, 상기 필랫부를 따라 상기
필랫부의 내측에 배치되고, 상기 고압부가 배치된 상기 냉각 유로에 인접하는 하류측 냉각
유로에 배치된 저압부에 접속하는 바이패스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바이패스 유로는 상기 필랫부가 형성된 범위 내에 배치되는, 가스 터빈 동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52450 (2015.09.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날개의 피로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익의 필랫부의 내측에
고압부에서 저압부로 유로를 형성한 바이패스 유로를 형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동익의 익근부에서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유로를 그 위치에 적절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청구범위는 고압유로와 저압유로의 냉각공기의 흐름
방향의 압력면이나 부압면에 바이패스 유로를 형성한 점에서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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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28442 (2011.11.29.)

기술분야

□ 제어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277388 (2013.06.1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열응력이 큰 필렛부나 날개면이나 플랫폼의
표면에 구멍 가공을 행하지 않고, 필렛부를
대류 냉각한 후의 냉각 공기는, 열응력이
작은 플랫폼 표면에 개방되는 가스 터빈
동익의 냉각 구조를 제공한다. 로터에 고정되는
기부와, 상기 기부에 고정되고, 내부에 냉각
유로를 구비하는 플랫폼과, 상기 플랫폼으로부터
직경 방향의 외측으로 연장되는 날개형부와,
기술요약

상기 날개형부와 상기 플랫폼을 연결시키는
면에 배치된 필렛부로 형성되는 가스 터빈
동익이며, 상기 냉각 유로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플랫폼의 측단부에 개방되는 모관과,
상기 모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필렛부를
따라 직경 방향의 내측에 근접하고, 상기
플랫폼의 표면에 개방되는 필름 구멍을
구비하는 지관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로터에 고정되는 기부(13)와, 상기 기부에 고정되고, 내부에 냉각 유로(C1 내지
C7)를 구비하는 플랫폼(12)과,
상기 플랫폼으로부터 직경 방향의 외측으로 연장되는 날개형부(11)와,상기 날개형부와 상기

청구범위

플랫폼을 연결시키는 면에 배치된 필렛부(14)로 형성되는 가스 터빈 동익이며,
상기 냉각 유로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플랫폼의 측단부에 개방되는 모관(20, 30)과, 상기
모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필렛부를 따라 직경 방향의 내측으로부터 상기 필렛부에
근접하고, 상기 플랫폼의 표면에 개방되는 필름 구멍(21a, 31a)을 구비하는 지관(21,
31)으로 형성되는, 가스 터빈 동익(7).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 동익의 필렛부의 냉각을 위해 플랫폼에서 모관을 형성하고 다시
평

가

이를 필렛부를 따라 작은 구멍을 형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동익과 플랫폼의
연결부 필렛은 열응력이 집중되는 곳에 정교한 냉각유로를 형성한 것에 유의하여야 하고,
필렛이 없는 제조법을 연구(회피방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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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분할 링 냉각 구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22440 (2010.04.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의 분할 링을 냉각하는 분할 링 냉각
구조에 있어서, 분할 링의 분할체는 냉각
공기를 분출하는 작은 구멍을 구비한 충돌판과,
상기 충돌판과 상기 분할체의 본체로 둘러싸인
냉각 공간과, 측단부를 따라 회전축의 축
방향에 배치되고, 상기 냉각 공간으로부터 냉각
공기를 수용하는 제1 캐비티와, 일단부가 상기
제1 캐비티에 연통하고, 타단부가 상기 측단부에
배열된 개구로부터 연소 가스 중에 냉각 공기를
분출하는 제1 냉각 유로로 구성되고, 상기 제1
냉각 유로의 개구는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상류측에서는 하류측의 개구보다 개구의 배열
피치가 작거나 또는 개구의 개구 면적이
커지도록 배열되고,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서는 상류측의 개구보다 개구의 배열
피치가 크거나 또는 개구의 개구 면적이
작아지도록 배열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둘레 방향에 배치되어 링 형상을 이루는 복수의 분할체로 형성되고, 상기 분할체의
내주면이 터빈 동익의 선단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차실 내에 배치되는 가스
터빈의 분할 링을 냉각하는 분할 링 냉각 구조에 있어서,
상기 분할체는, 상기 차실의 외부로부터 공급된 냉각 공기를 분출시켜, 상기 분할체의 본체를
인핀지먼트 냉각하는 작은 구멍을 구비한 충돌판과, 상기 충돌판과 상기 분할체의 본체로
둘러싸인 냉각 공간과, 상기 분할체의 회전축의 축 방향을 따른 측단부 중, 적어도 한쪽의
측단부를 따라 회전축의 축 방향에 배치되고, 상기 냉각 공간으로부터 인핀지먼트 냉각 후의
냉각 공기를 수용하는 제1 캐비티와,
일단부가 상기 제1 캐비티에 연통하고, 타단부가 상기 측단부에 배열된 개구로부터 연소 가스
중에 냉각 공기를 분출하는 제1 냉각 유로로 구성되고, 상기 제1 냉각 유로의 개구는,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상류측에서는 하류측의 개구보다 개구의 배열 피치가 작거나 또는 개구의
개구 면적이 커지도록 배열되고,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서는 상류측의 개구보다
개구의 배열 피치가 크거나 또는 개구의 개구 면적이 작아지도록 배열되어 있고, 상기 제1 냉각
유로의 개구는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상류측에서 하류측을 향해 2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상류측의 제1 영역에서는 하류측의 제2 영역보다 개구의 배열 피치가 작거나 또는 개구의 개구
면적이 커지도록 배열되고, 하류측의 제2 영역에서는 상기 제1 영역보다 개구의 배열 피치가
크거나 또는 개구의 개구 면적이 작아지도록 배열되어 있는, 분할 링 냉각 구조.

☑ 냉각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19159 (2014.07.0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분할체의 측단부의 과냉각을 줄이기 위해 냉각 유로의 개구는 흐름
상류에서 배열 피키가 작거나 개구 면적이 커지도록 배열하고, 하류에는 배열 피치가
개구 면적이 작아지도록 구성한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측단부의 냉각 유량을
하여 분할링 전체의 냉각이 균일하게되어 분할링의 냉각 최적화 및 가스터빈의 냉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가스터빈의 냉각에서 특히 분할링의 냉각구조를 개선하여 냉각
높이는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방향의
크가너
적정화
효율이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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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분할 링 냉각 구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04624 (2010.04.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의 분할 링을 냉각하는 분할 링
냉각 구조에 있어서, 분할 링의 분할체는
냉각 공기를 분출하는 작은 구멍을 구비한
충돌판과, 상기 충돌판과 상기 분할체의
본체로 둘러싸인 냉각 공간과, 측단부를 따라
회전축의 축 방향에 배치되고, 상기 냉각
공간으로부터 냉각 공기를 수용하는 제1
캐비티와, 일단부가 상기 제1 캐비티에
연통하고, 타단부가 상기 측단부에 배열된
개구로부터 연소 가스 중에 냉각 공기를
분출하는 제1 냉각 유로로 구성되고, 상기
제1 냉각 유로의 개구는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상류측에서는 하류측의 개구보다
개구의 배열 피치가 작거나 또는 개구의 개구
면적이 커지도록 배열되고,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서는 상류측의 개구보다
개구의 배열 피치가 크거나 또는 개구의 개구
면적이 작아지도록 배열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축둘레 방향에 배치되어 링 형상을 이루는 복수의 분할체로 형성되고, 차실과
상기 분할체에 둘러싸인 냉각 공간에 상기 분할체의 외주면이 면하고, 상기 분할체의
내주면이 터빈 동익의 선단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는 가스 터빈의 분할
링 냉각 구조이며, 상기 분할체의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상류측 단부이며, 회전축의 축
방향에 직교하도록 배치된 제1 캐비티(23)와, 상기 냉각 공간으로부터 상기 제1 캐비티에
연통하는 제1 냉각 유로(24)와, 상기 제1 캐비티로부터 상기 분할체의 연소 가스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 단부에 있어서 연소 가스 공간에 연통하는 중공 유로이며, 상기 축 방향의
하류측 단부면에 개구를 포함하는 제2 냉각 유로(25)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냉각 유로(24)와
상기 제2 냉각 유로(25)는, 상기 제1 캐비티(23)에 있어서, 상기 회전축의 축 방향으로
되접히어, 축 방향으로 직렬로 접속하는 구조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냉각 유로는, 상기 제2
냉각 유로와 평행이고, 상기 제1 캐비티와 직교하는, 분할 링 냉각 구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70618 (2016.10.2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캐비티와 직교 연통되는 제1, 2 냉각유로가 최전축 방향과 나란하게
구성한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측단부 보다 상하류의 냉각 공기량이 증대되어
분할링의 냉각 최적화 및 가스터빈의 냉각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가스터빈의
냉각에서 특히 분할링의 냉각구조를 개선하여 냉각 효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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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분할 링의 분할체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5813 (2010.4.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회전축에 대해서 둘레 방향으로 배치되어 링
형상을 이루는 복수의 분할체로 형성되고,
분할체의 내주면이 터빈 동익의 선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차실 내에 배치되는
가스 터빈의 분할 링을 구성하는 분할체에
있어서, 분할체의 상면을 포함하고, 회전축에
대한 직경 방향 외측으로부터 직경 방향
내측으로 오목한 오목부와, 연소가스의
흐름방향의 상류측 단부이며, 회전축의 축방향에
직교하도록 배치되고, 오목부에 연통하는
상류측 단부 캐비티와, 회전축의 회전방향의
측단부 중 적어도 한쪽에 배치되고, 일단이
상류측 단부 캐비티에 연통하는 측단부
캐비티와, 일단이 측단부 캐비티에 연통하고,
타단이 측단부의 단부면에 개구를 갖는
측단부 냉각유로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축에 대해서 둘레 방향으로 배치되어 링 형상을 이루는 복수의 분할체로
형성되고, 상기 분할체의 내주면이 터빈 동익의 선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각각 연소가스의 흐름방향의 상류 및 하류에 배치된 상류 훅 및 하류 훅에 의해서 차실 내에
배치되는 가스 터빈의 분할 링을 구성하는 분할체이며, 상기 분할체는, 상기 분할체의
상면을 포함하고, 상기 회전축에 대한 직경 방향 외측으로부터 직경 방향 내측으로 오목한
오목부; 연소가스의 흐름방향의 상류측 단부이며, 상기 회전축의 축방향에 직교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오목부에 연통하는 상류측 단부 캐비티; 상기 회전축의 회전방향의 측단부
중 적어도 한쪽에 배치되고, 일단이 상기 상류측 단부 캐비티에 연통하는 측단부 캐비티;
및 일단이 상기 측단부 캐비티에 연통하고, 타단이 상기 측단부의 단부면에 개구를 갖는
측단부 냉각유로; 를 구비하고, 상기 측단부 캐비티가 하류측 단부까지 연장되고, 상기
하류측 단부에 위치한 측단부 냉각유로는, 상기 측단부 캐비티로부터 상기 회전축의
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상기 측단부의 단부면의 상기 개구까지 연장되고, 상기 측단부
캐비티의, 상기 하류 훅의 하류단보다 하류에는, 하나의 상기 측단부 냉각유로만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할체.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22894 (2017.3.2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 로터와 마주보는 분할링의 양측 및 상하류 단부에 냉각유로를
형성하되, 최하류부에는 측단부 냉각유로만을 구성한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측단부
모다 상하류의 냉각 공기량이 증대되어 분할링의 냉각의 적정화 및 가스터빈의 냉각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가스터빈의 냉각에서 특히 분할링의 냉각구조를 개선하여 냉각
효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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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발전 설비의 냉각 방법 및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1-7016974 (2009.10.1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단일 케이싱내에 고압 터빈부 (31a) 및
중간압 터빈부 (32a) 가 수용되는 대향류
단일 케이싱 유형의 증기 터빈 (40) 에
있어서, 더미 링 (10) 은 고압 터빈부 (31a)
와 저압 터빈부 (32a) 를 분할하고, 냉각
증기 공급로 (101) 와 냉각 증기 배출로 (103)
는 더미 링 (10) 내에 반경방향으로 형성된다.
제 1 단 정익 블레이드 (8a1) 를 통과하는
증기의 온도 이상의 온도를 가진 고압 터빈부
(31a) 의 추출 증기 또는 배출 증기 (s1) 는
냉각 증기 공급로 (101) 에 공급된다.
냉각
증기 (s1) 는 간극 (721, 723) 전체에 걸쳐
공급되어, 더미 링 (10) 과 터빈 로터 (7) 의
냉각 효율을 향상시킨다.
그 후, 냉각 증기
(s1) 는 냉각 증기 배출로 (103) 를 통하여
후속의 증기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배출
증기관 (44) 으로 배출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저압 터빈보다 고압측에 배열되고 또한 다수의 터빈부를 단일 케이싱에 수용하여
더미 시일부가 상기 다수의 터빈부를 서로 격리시키는, 대향류 단일 케이싱 증기 터빈을
구비한 증기 터빈 발전 설비를 냉각시키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증기 터빈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고, 상기 대향류 단일 케이싱 증기 터빈의 다수의 터빈부 각각에 공급되고
또한 제 1 단 정익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작동 증기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며, 제 1
단 정익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작동 증기의 압력 이상의 압력을 가진 냉각 증기를, 상기 더미
시일부에 형성된 냉각 증기 공급로에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냉각 증기 공급로를 통하여
상기 더미 시일부와 로터축 사이에 형성되는 간극에 상기 냉각 증기를 도입하여, 상기 제
1 단 정익 블레이드의 출구로부터의 증기에 대항하여 상기 간극에서 냉각 증기를 흐르게
함으로써, 상기 더미 시일부 및 이 더미 시일부 내측에 배열되는 로터축을 냉각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더미 시일부 및 로터축을 냉각하는 단계 이후에, 더미 시일부에 형성된 냉각
증기 배출로를 통하여 후속의 증기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도록 냉각 증기를 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대향류 단일 케이싱 증기 터빈은, 작동 증기의 압력이 상이한 고압측
터빈부와 저압측 터빈부를 포함하고, 상기 냉각 증기 공급로는 냉각 증기 배출로보다 상기
저압측 터빈부에 더 근접한 측의 간극으로 개방하고, 상기 냉각 증기는 저압측 터빈부의 제
1 단 정익 블레이드의 출구로부터의 증기에 대항하여 상기 간극에서 흐른 후, 냉각 증기를
상기 고압측 터빈부의 제 1 단 정익 블레이드의 출구로부터 분기하는 증기와 함께 냉각 증기
배출로를 통하여 배출되는 증기 터빈 발전 설비의 냉각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318487 (2013.10.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저압 및 고압 터빈에 연결된 발전설비의 냉각을 위해서 냉각 증기의 흐름
방향을 증기 공급로와 증기 배출로를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냉각 증기 공급로는 냉각
증기 배출로보다 저압측 터빈수에 더 근접한 방향의 간극을 개방되고, 냉각 증기는 저압측
터빈의 제1 단 정익에 따라 간극을 지난 증기와 고압측 터빈부의 제1 단 정익의 출구에서
분기하는 증기와 합쳐서 배출로를 통하여 배출되는 것에 특징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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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분할환 냉각 구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1-7025365 (2009.09.29.)

기술분야

□ 제어

□ 지멘스

☑ 냉각

둘레방향으로

□ ☑

□ 연소

배설되어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환상을

□ 알스톰/안살도
10-1366908 (2014.02.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이루는

복수의 분할체로 형성되고, 내주면이 터빈
동익의 선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도록 하여 차실 내에 배설되는 가스 터빈의
분할환을 냉각하는 분할환 냉각 구조에
있어서, 복수의 작은 구멍을 구비한 충돌판과,
해당 충돌판과 상기 분할체의 본체에 의해
기술요약

둘러싸인 냉각 공간과, 상기 분할체의 연소
가스의 유동방향의 상류측 단부에 있어서
회전축의 축방향에 직교하도록 배치된 제 1
캐비티와, 상기 냉각 공간으로부터 상기 제 1
캐비티로 연통되는 제 1 냉각 유로와, 상기
제 1 캐비티로부터 상기 분할체의 연소
가스의 유동방향의 하류측 단부에서 연소
가스 공간으로 연통되는 제 2 냉각 유로를
포함한다.
(청구항 1) 둘레방향으로 배설되어 환상을 이루는 복수의 분할체(11)로 형성되고, 내주면이
터빈 동익의 선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차실 내에 배설되는 가스 터빈의
분할환을 냉각하는 분할환 냉각 구조에 있어서,
복수의 작은 구멍을 구비한 충돌판(14)과, 상기 충돌판과 상기 분할체의 본체에 의해

청구범위

둘러싸인 냉각 공간(29)과, 상기 분할체의 연소 가스의 유동방향의 상류측 단부에 있어서
회전축의 축방향에 직교하도록 배치된 제 1 캐비티(20)와, 상기 냉각 공간으로부터 상기 제
1 캐비티로 연통되는 제 1 냉각 유로(21)와,
상기 회전축의 회전방향의 전방측 및 후방측의 측단부를 제외하고 상기 분할체에 배치되고,
상기 제 1 캐비티로부터 상기 분할체의 연소 가스의 유동방향의 하류측 단부에서 연소 가스
공간으로 연통되는 제 2 냉각 유로(2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할환 냉각 구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동익의 단부 외측에 형성된 분활환의 냉각을 위해서 캐비티와 냉각공간을
평

가

연통하는 제1 냉각유로와 캐비티에서 유동방향 하류측 단부의 연소 가스 공간으로 연결되는
제2 냉각유로를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동익의 선단부의 분할환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냉각 공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냉각 효율을 높인 것에서
기슬적 특이점이 있다. 냉각 유로의 변경으로 회피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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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디스크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18233 (2009.01.16.)

기술분야

□ 제어

□ ☑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245094 (2013.03.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터빈 디스크 및 가스 터빈에 있어서, 로터
(24) 에 고결됨으로써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외부 둘레부에 복수의 동익
(22a) 을 둘레 방향으로 병설하고, 터빈
디스크의

내측으로부터

외측을

향하여

관통하여 동익 (22a) 내부의 냉각 통로 (41)
기술요약

에 연통되는 제 1 냉각 구멍 (42) 을 둘레
방향으로 병설함과 함께, 각 제 1 냉각 구멍
(42)

사이에

위치하여

터빈

디스크의

내측으로부터 외측을 향하여 관통하는 제 2
냉각 구멍 (43) 을 형성하고, 제 1 냉각 구멍
(42) 과 제 2 냉각 구멍 (43) 을 직경 방향
연통로 (47) 에 의해 연통시킴으로써, 응력
집중을 완화시켜 내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청구항 1)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지지되어 외부 둘레부에 복수의 동익이 둘레
방향으로 병설되는 터빈 디스크에 있어서,
터빈 디스크의 내측으로부터 외측을 향하여 관통하여 상기 각 동익 내부의 냉각 통로에
연통되는 복수의 제 1 냉각 구멍이 둘레 방향으로 병설됨과 함께,
청구범위

상기 각 제 1 냉각 구멍 사이에 위치하여 터빈 디스크의 내측으로부터 외측을 향하여
관통하는 제 2 냉각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 제 1 냉각 구멍과 상기 제 2 냉각 구멍의 기단부 (基端部) 로부터 냉각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음과 함께,
상기 제 1 냉각 구멍과 상기 제 2 냉각 구멍의 선단부가 둘레 방향을 따라 형성된 직경 방향
연통로에 의해 연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디스크.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 디스크를 냉각하여 열응력을 감소시켜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

가

2개의 냉각구멍을 구성하고, 이 구멍을 서로 연결하여 다수의 구멍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량화를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동익과 디스크를 연결하여
냉각하는 유로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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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C 개관

기술분류
섹션C는 연소기 케이싱, 화염 전파 구조, 가스 공급관 등의 연소기
조립체, 트랜지션 피스의 형상, 냉각공기 통로, 트랜지션 피스 체결
등의 트랜지션 피스 구조, 연소 효율 향상, 연료 공기 혼합비, 연료
공급 제어 등의 연소기의 운전 제어, 연소가스 유입 가이드, 연소기
출구 안내공 등의 연소가스 안내장치, 공통의 환상 노즐, 로터리 노즐공,
관상의 화염관 등의 연소기 분사노즐에 관한 것이다.

출원인별 동향
이들 세부구성에 관한 전체 57건 특허출원 중 52건(91%)를 미츠비시가
출원하고 있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스터빈의 연소기 분사노즐
(c5)에 관한 것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스터빈
연소기의 트랜지션 피스 구조(c2)에 관한 것이 25%, 그리고 가스터빈
연소기의 운전 제어(c3)에 관한 출원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동향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가스터빈의 연소기 조립체
(c1)와 가스터빈의 트랜지션 피스 구조(c2)에 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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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A. 기술 분류표 ◆

구분

코드

c1

C
세부구성

연소기
조립체

c2

트랜지션
피스 구조

c3

연소기 운전
제어

c4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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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연소가스
안내장치

연소기
분사노즐

설명

관련 cpc

- 연소기 케이싱, 화염 전파 구조,
F23R 3/14
가스 공급관
F23R 3/28
- 연소통 지지 및 결합 구조

- 트랜지션 피스의 형상,
냉각공기 통로
- 트랜지션 피스 체결 구조 및
내외통 결합

- 연소 효율 향상, 연료 공기
혼합비, 연료 공급 제어
- 배기가스 저감 운전 제어

- 연소가스 유입 가이드, 연소기
출구 안내공
- 연소가스 밀봉 구조

- 공통의 환상 노즐, 로터리
노즐공, 관상의 화염관
- 로터리식 연료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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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R 3/42
F01D 25/28

F01D19/00
F02C 3/28

F23R 3/42
F01D 9/02

F23R 3/28
F23R 3/20

◆ Table B. 기업별 출원건수 ◆

C
세부구성

코드

미츠비시

지멘스

GE

알스톰/
안살도

c1

9

0

0

0

c2

13

1

0

0

c3

10

0

2

0

c4

5

0

1

0

c5

15

0

1

0

◆ Table C. 연도별 출원건수 ◆

C

코드

c1

c2

c3

c4

c5

2009

0

1

1

0

0

2010

1

0

0

2

1

2011

0

0

0

0

0

2012

0

2

1

0

3

2013

0

1

5

1

2

2014

3

0

1

2

3

2015

1

4

2

1

3

2016

1

5

0

-

3

2017

3

1

2

-

1

2018

-

-

-

-

-

세부
구성

섹션 C. 연소 • 101

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19960 (2010.10.2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연소기는, 연소기의 중심축의
주위에 배열되고, 각각의 기단부가 오일
공급관에 접속된 복수의 노즐과, 상기 복수의
노즐을 지지하고, 각 오일 공급관에 설치된
오일 유입부를 통해 상기 노즐에 연료를
중계하는 오일실을 갖는 노즐 관 베이스와,
상기 오일실의 내부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의
중심축을 향해 볼록하게 형성되어, 상기
오일실 내의 잔류 오일을 상기 오일 유입부로
유도하는 제1 안내부와, 상기 오일실의
내부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의 기단부를 향해,
상기 오일실 내의 잔류 오일을 상기 오일
유입부로 유도하는 제2 안내부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1) 연소기의 중심축의 주위에 주위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 배치되어 있는
노즐과, 상기 노즐 각각의 기단부에 접속되어 있는 오일 공급관과,상기 복수의 노즐을
지지하고, 각 오일 공급관에 설치된 오일 유입부를 통해 상기 노즐에 연료를 중계하는
오일실을 갖는 노즐 관 베이스와, 상기 오일실의 내부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의 중심축을
향해 볼록하게 형성되어, 상기 오일실 내의 잔류 오일을 상기 오일 유입부로 유도하는 제1
안내부와, 상기 오일실의 내부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의 기단부를 향해, 상기 오일실 내의
잔류 오일을 상기 오일 유입부로 유도하는 제2 안내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안내부는,
인접하는 오일 유입부들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인접하는 오일 유입부들 중 한쪽의 오일
유입부에 근접할수록 상기 연소기의 중심축으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 경사지는 제1
경사면과, 상기 인접하는 오일 유입부들 중 다른 한쪽의 오일 유입부에 근접할수록 상기
연소기의 중심축으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 경사지는 제2 경사면을 갖고, 상기 제2
안내부는, 상기 오일 유입부보다도 상기 연소기의 선단 부근에 위치하고, 상기 오일
유입부에 근접할수록 상기 연소기의 중심축으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 경사지는 제3
경사면을 갖는, 연소기.

평

가

□ 지멘스

□ 냉각

중요도 상□

□ ☑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42935 (2014.09.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오일 연소식 또는 오일을 포함한 듀얼 연소식 연소기에 있어서 오일실 내의 잔존 연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 안내부 및 제2 안내부의 위치 및 세부 형상 등을 부가
한정함에 따라 오일실내의 잔류 오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으나,
그에 따라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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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0230 (2014.01.1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플래시백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필름 공기의
치우침을 억제한다. 즉, 파일럿 버너와,
파일럿 버너를 중심으로 한 반경방향
외측으로 둘레방향을 따라 복수 마련되고,
메인 버너통(36A) 내에 메인 노즐(36a)이
배치된 메인 버너(36)와, 각 메인 버너의
메인 버너통으로부터 하류측으로 연장되어서
마련되어 있으며, 메인 버너통에 연결되는
입구(36Ba)가 원형상이고, 하류측의 출구
(36Bb)가 반경방향에 평행한 2개의 반경방향
에지(36Bc), 및 각 반경방향 에지의 양단부를
연결하도록 둘레방향을 따르는 2개의 둘레
방향 에지(36Bd)로 형성된 연장관 (36B)과,
메인 버너통의 외측에 마련된 공기 통로
(36E)와, 연장관의 입구측에 있어서 반경
방향의 내측의 둘레방향 에지에 대응하는
위치에 마련되고 공기 통로와 연장관 내를
연통하는 내측 연통 구멍(H1)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파일럿 버너와, 상기 파일럿 버너를 중심으로 한 반경방향 외측으로 둘레방향을
따라 복수 마련되고, 메인 버너통 내에 메인 노즐이 배치된 메인 버너와, 각 상기 메인
버너의 상기 메인 버너통으로부터 하류측으로 연장되어서 마련되어 있으며, 상기 메인
버너통에 연결되는 입구가 원형상이고, 하류측의 출구가 반경방향에 평행한 2개의
반경방향 에지, 및 각 상기 반경방향 에지의 양단부를 연결하도록 둘레방향을 따르는 2개의
둘레방향 에지로 형성된 연장관과, 상기 메인 버너통의 외측에 마련된 공기 통로와, 상기
연장관의 입구측에 있어서 상기 반경방향의 내측의 둘레방향 에지에 대응하는 위치에
마련되고 상기 공기 통로와 상기 연장관 내를 연통하는 내측 연통 구멍을 구비하며,상기
내측 연통 구멍은 상기 연장관에 형성되고,상기 내측 연통 구멍은 상기 연장관의 출구를
향하도록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85865 (2016.12.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플래시백(역화)을 방지하기 위한 연소기 설계에 관한 것이다. 플래시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둘레방향 에지로 형성된 연장관의 세부 구성들 및 그 연장관에 내측 연통 구멍이
형성되고, 내측 연통구멍은 연장관 출구를 향하도록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플래시백 방지를 위한 다수의 특허문헌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중요도를
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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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4498 (2014.03.19.)

기술분야

□ 제어

□ ☑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96645 (2017.0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NOx의 생성량을 보다 저감할 수 있는 연소
화염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소기(14)는, 파일럿 노즐(40)과, 파일럿
노즐(40)의

외주측에서

둘레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서 복수 배치되어 예혼합 연소를
실행하는 메인 노즐(44)과, 파일럿 노즐(40)과
기술요약

각 메인 노즐(44)을 둘러싸는 내통(34)과,
내통(34)의 선단에 마련되는 출구 외측
링(50)과, 내면이 내통(34)의 외주에 감합되는
동시에,

출구

외측

링(50)을

둘러싸는

연소통(36)을 구비한다. 그리고, 출구 외측
링(50)은, 연소통(36)의 내벽면(66)에 대해서
평행이 되도록 형성된다

(청구항 1) 파일럿 노즐과, 상기 파일럿 노즐의 외주측에서 둘레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서
복수 배치되어 예혼합 연소를 실행하는 메인 노즐과,상기 파일럿 노즐과 각 상기 메인
노즐을 둘러싸는 내통과,상기 내통의 선단에 마련되는 링부와,내면이 상기 내통의 외주에
청구범위

감합되는 동시에, 상기 링부를 둘러싸는 연소통을 구비한 연소기에 있어서,상기 링부는,
상기 연소통의 내벽면에 대해서 평행, 또는 예혼합기의 흐름의 하류측일수록 내경이 작게
형성되고,상기 링부의 외경 및 상기 연소통의 내경은 상기 링부의 단부를 향해서
축소되는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NOx 생성량을 억제하기 위한 연소 화염을 실현하는 연소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도출된 발명이다. 내통의 선단에 마련되는 링의
평

가

외경 및 연소통의 내경이 링부의 단부를 향해 축소되는 구조를 통해 공기유로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링부의 단부를 향하게 되어 링부가 냉각되는 효과가 있다. NOx 생성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고, 널리 쓰이는 연소기 기본구조로 보이며 이때, 한정하고 있는 링부의 형상
구조는 다소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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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터빈 연소기 및 해당 연소기를 구비한 가스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9518 (2014.04.25.)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72837 (2017.08.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벽부(26)에 연소가스 흐름의 하류측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추기승압공기가 흐르는
냉각공기통로(27A)를 연소가스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병렬로 여러 개 설치된
가스터빈 연소기로서, 냉각공기통로(27A)는
기술요약

통로전환홈부(33)를 개재하여 추기승압
공기 입구구멍(30a)부 측의 상류측 냉각
공기통로(27A1)와 추기승압공기 출구구멍
(30b)부 측의 하류측 냉각공기통로(27A2)로
분단됨과 동시에, 상류측 냉각공기통로
중심선(C1)은 모두 하류측 냉각통로
중심선(C2)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

(청구항 1) 내부에 연소가스의 흐름이 형성되도록 통상으로 형성된 벽부의 연소가스
하류측에 설치된 냉각매체 입구부와, 해당 냉각매체 입구부에 접속되고 상기 벽부 내에
연소가스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병렬로 여러 개 설치된 냉각매체통로와, 해당
청구범위

냉각매체통로에 접속되고 상기 벽부의 연소가스 상류측에 설치된 냉각매체 출구부를
구비한 가스터빈 연소기로서, 상기 냉각매체통로는 통로전환홈부를 개재하여 냉각매체
입구부 측의 상류측 냉각매체통로와 냉각매체 출구부 측의 하류측 냉각매체통로로
분단됨과 동시에, 상기 상류측 냉각매체통로 중심선은 모두 하류측 냉각매체통로 중심선과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터빈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냉각매체통로의 구조변경에 의해 냉각능력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냉각구조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매체통로는 통로전환홈부를
평

가

개재하여 냉각매체 입구부 측의 상류측 냉각매체통로와 냉각매체 출구부 측의 하류 측
냉각매체통로로 분단됨과 동시에, 상류 측 냉각매체통로 중심선은 모두 하류 측
냉각매체통로 중심선과 일치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상류
측 냉각공기통로와 하류측 냉각공기통로의 개수 및 통로중심선의 피치를 변경함에 따른
냉각구조의 변경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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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 버너,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36287 (2015.01.2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노즐과, 상기 노즐의 주위에 있어서 상기
노즐의 축 방향을 따라서 연장되는 축 방향
유로에 마련되는 스월러 베인을 구비하고,
상기 스월러 베인은, 상기 축 방향 유로 중
외주측의 영역을 유통하는 기체를 선회
방향으로 선회시키기 위한 선단부와, 상기
선단부에서 보아서 상기 노즐의 직경 방향에
있어서의 내측에 위치하며, 후연측에 절결
부분을 갖는 근본부를 포함하며, 상기 축
방향 유로는, 적어도 상기 스월러 베인이
마련된 축 방향 범위에 있어서, 상기
외주측의 영역과 내주측의 영역이 구획되지
않고 서로 연통되어 있으며, 상기 스월러
베인의 상기 근본부의 복면의 하류측 영역은,
상기 절결에 의해서, 상기 후연에 근접함에
따라서 상기 선회 방향의 반대로 향하는
만곡면으로서 획정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노즐과,상기 노즐의 주위에 있어서 상기 노즐의 축 방향을 따라서 연장되는 축
방향 유로에 마련되는 스월러 베인을 구비하고,상기 스월러 베인은, 상기 축 방향 유로 중
외주측의 영역을 유통하는 기체를 선회 방향으로 선회시키기 위한 선단부와, 상기
선단부에서 보아서 상기 노즐의 직경 방향에 있어서의 내측에 위치하며, 후연측에 절결을
갖는 근본부를 포함하며,상기 축 방향 유로는, 적어도 상기 스월러 베인이 마련된 축 방향
범위에 있어서, 상기 외주측의 영역과 내주측의 영역이 구획되지 않고 서로 연통되어
있으며,상기 스월러 베인의 상기 근본부의 복면의 하류측 영역은, 상기 절결에 의해서, 상기
후연에 근접함에 따라서 상기 선회 방향의 반대로 향하는 만곡면으로서 획정되며,상기
스월러 베인의 상기 선단부의 복면은 후연에 근접함에 따라서 상기 선회 방향을 향하는
만곡면을 갖고,상기 스월러 베인의 복면은 상기 선단부의 상기 만곡면과 상기 근본부의
상기 만곡면의 사이에 단차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연소 버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81722 (2017.09.1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노즐 주위의 축방향 유로에 스월을 발생시키기 위한 스월러베인이 마련된 연소기에 관한
것이다. 플래시백(역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월러베인을 포함하는 연소기와 관련된
선행기술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스월러베인에 관한 것을 청구한다. 절결부를
포함하는 스월러베인의 세부 형상 및 구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점에서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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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36177 (2016.07.06.)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55493 (2019.12.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연소기는 적어도 1개의 제 1 개구가 형성된
기술요약

제 1 영역을 갖는 연소통과, 연소통 내에
연료를 분사하도록 구성된 노즐과, 연소통에
장착되는 제 1 음향 장치를 구비한다.

(청구항 1) 적어도 1개의 제 1 개구가 형성된 제 1 영역을 갖는 연소통과, 상기 연소통 내에
연료를 분사하도록 구성된 노즐과, 상기 연소통에 장착되는 제 1 음향 장치를 구비하고, 제
1 음향 장치는, 상기 연소통의 외측에 상기 제 1 영역과 대향하여 배치되는 동시에 적어도
1개의 제 2 개구가 형성된 적어도 1개의 제 1 벽을 갖고, 상기 제 1 영역과 상기 적어도
1개의 제 1 벽의 사이에 상기 적어도 1개의 제 1 개구를 통하여 상기 연소통의 내부와
청구범위

연통되는 적어도 1개의 제 1 공간을 구획하는 제 1 케이싱부와, 상기 제 1 케이싱부의 외측에
상기 적어도 1개의 제 1 벽과 대향하여 배치되는 적어도 1개의 제 2 벽을 갖고, 상기 적어도
1개의 제 1 벽과 상기 적어도 1개의 제 2 벽의 사이에 상기 적어도 1개의 제 2 개구를 통하여
상기 적어도 1개의 제 1 공간과 연통하는 적어도 1개의 제 2 공간을 구획하는 제 2
케이싱부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1개의 제 2 공간은, 격벽에 의해 서로 분리되며 또한
상기 연소통의 직경 방향에서의 높이가 상이한 복수의 제 2 공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적어도 1개의 제1 개구가 형성된 제1 영역을 갖는 연소통의 외측에 제1,
2 공간의 높이가 다르게 하여 구획하는 제1, 2 케이싱부를 포함하는 제1 음향 장치를 구비한
평

가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소통의 외측에 구비한 하나의 음향 장치에 의하여 복수의
연소 진동 모드를 감쇠 가능하게 한 점은 종래 복수의 음향 장치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설치 공간이나 비용의 제약을 극복한 것이므로 돋보이고, 청구범위는
필수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넓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회피 설계 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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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012756 (2017.1.2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 연소기의 점화 시에, 화염
전파관을 통과하는 연소 배기 가스의 온도를
낮추지 않고 화염 전파관을 냉각하고, 그의
열변형이나 소손을 방지함과 함께, 화염
전파관의 내통의 하류측에서 발생하는 연소용
공기의 치우침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외주에 환상의 연소용 공기 유로를 갖는 연소실을 구비한 복수의 연소기의
인접하는 상기 연소기 사이를 화염 전파관으로 접속하고, 상기 화염 전파관에 의해 상기
연소기가 점화되는 가스 터빈 연소기이며,
상기 화염 전파관은, 인접하는 상기 연소기의 연소실 사이를 접속하는 내통, 및 해당 내통을
덮고, 인접하는 상기 연소기 사이의 상기 연소용 공기 유로 사이를 접속하는 외통의
2중관으로 구성되고, 또한 상기 화염 전파관의 상기 외통과 접속되는 상기 연소용 공기
유로의 외주 격벽의 상기 내통과 외통 사이에 형성된 상기 연소용 공기가 유통되는
개구부에 있어서, 상기 내통을 중심으로 하여 상기 연소용 공기 유로를 흐르는 연소용
공기의 흐름에 대한 상류측에 형성되는 개구부와 하류 측에 형성되는 개구부를
설치함으로써 상기 연소용 공기가 유통되는 개구부가 제한되어 형성됨과 함께,
상기 내통의 상류 측에, 상기 개구부를 통하여 상기 연소용 공기를 상기 외통 내의 공간으로
유도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상기 연소용 공기 유로를 흐르는 상기 연소용 공기가 상기 내통의 상류측에 형성된 상기
개구부로부터 상기 외통과 상기 내통 사이의 공간으로 흐르고, 이 상기 외통과 상기 내통
사이의 공간으로 흐른 상기 연소용 공기가 상기 내통의 하류 측에 형성된 상기 개구부를
통하여 상기 연소용 공기 유로의 하류 측으로 유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11162 (2018.10.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 연소실 온도를 낮추지 않고, 화염 전파관을 냉각하여 배기가스
저감을 위하여, 연소용 공기 유로의 상하류 측 모두에 연소용 공기흐름 통로를 설치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소실에 유입되는 연소용 공기의 흐름이 균일하게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한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연소실 온도를 낮추지 않고, 배기가스를
냉각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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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098493 (2017.08.03.)

기술분야

□ 제어

□ ☑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00337 (2019.07.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안내 링과 화염 전파관 사이에 구성되는 환상
공간의 편측 단부는 화염 전파관의 내부의
공간에 개방되고, 다른 쪽의 단부는 화염
전파관을 구성하는 격벽과 접속하는 폐쇄단
기술요약

으로 하고, 상기 공기 구멍과 폐쇄단 사이의
환상 공간의 길이를 공기 구멍의 직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공기 구멍의

일부를 상기 환상 공간의 폐쇄단에 기울여
천공함으로써, 적은 냉각 공기량으로 안내
링을 포함하는 화염 전파관을 냉각한다.
(청구항 1) 복수의 연소기를 갖고, 인접하는 상기 연소기 사이를 화염 전파관으로 접속하고,
상기 화염 전파관을 통해 상기 복수의 연소기의 각각에 점화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이며,
상기 화염 전파관은, 내부를 연소 배기 가스가 흐르는 내통과, 상기 내통을 덮도록 설치된
외통을 구비하고, 상기 내통은 상기 화염 전파관의 외부로부터 상기 내통 내에 공기를
도입하는 공기 구멍과, 상기 내통 내의 상기 공기 구멍과 대향하는 위치에, 상기 내통 내에
청구범위

도입한 공기를 유도하는 안내 링을 갖고, 상기 안내 링의 일단은 상기 화염 전파관의 격벽과
접속됨으로써 도입한 공기의 흐름에 대한 폐쇄단이 되고, 상기 안내 링의 타단은 상기 내통
내의 공간에 개방되는 개방단이 되고, 상기 공기 구멍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폐쇄단측으로
기울여 천공되고, 상기 공기 구멍으로부터 상기 내통 내에 도입된 공기는 상기
폐쇄단측에서 순환한 후, 상기 폐쇄단과 대향된 상기 개방단으로부터 유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화염 전파관의 공기 구멍 중 적어도 일부는 폐쇄단 측으로 기울여
천공되고, 공기구멍으로부터 내통 내에 도입된 공기는 폐쇄단 측에서 순환한 후, 폐쇄단과
대향된 개방단으로부터 유출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스터빈 연소기의 화염
평

가

전파관을 통과하는 연소 배기 가스의 온도를 낮추는 일 없이 화염 전파관을 냉각하여, 그
열변형이나 소손을 방지하는 점에서 종래 연소 연소기 냉각 방식과 차이가 있어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스터빈의 연소기 냉각 기술의 연구개발이 성숙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소기 냉각 부분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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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135542 (2017.10.1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 연소기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 클러스터 버너 구조의 가스 터빈
연소기에 적용하기에 유효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 연소기의 연소실을 구성하는 연소기 라이너와, 상기 연소실에 연료를
분출하는 복수의 연료 노즐과,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의 연료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에 대응하는 복수의 공기 구멍을 갖는 공기 구멍
플레이트를 구비한 가스 터빈 연소기이며,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부에 상기
연소실측으로 돌출되어 설치된 스월러 립과, 상기 연소기 라이너와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 및 상기 스월러 립이 감합되는 부분에 설치된 스프링 시일을 구비하고, 상기
스프링 시일은,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부와 상기 연소기 라이너의 간극에 도입된
연소용 공기의 일부를 통과시키는 공기 구멍을 갖고, 상기 스월러 립은, 상기 스프링 시일의
공기 구멍을 통과한 연소용 공기의 일부를 상기 연소실 내로 도입하는 공기 구멍을 갖고,
상기 연소기 라이너는, 상기 스프링 시일의 공기 구멍에 대향하는 위치에 상기 연소기
라이너의 외부로부터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부와 상기 연소기 라이너의 간극에
연소용 공기의 일부를 도입하는 공기 구멍을 갖고, 상기 연소기 라이너의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와 감합되는 측의 단부에, 연소용 공기의 흐름을 정류하는 턴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38197 (2019.10.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소기 라이너의 공기 구멍 플레이트와 감합되는 측의 단부에, 연소용
공기의 흐름을 정류하는 턴 가이드가 설치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멀티 클러스터
버너 구조의 가스 터빈 연소기의 공기 구멍 플레이트 외주부를 효과적으로 냉각함으로써,
공기 구멍 플레이트 외주부의 스월러 립의 변형이나 손상을 방지하여 신뢰성을 높인 점에서
종래 연소 연소기 라이너 냉각 방식과 차이가 있어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스터빈의 연소기 냉각 기술의 연구개발이 성숙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소기
라이너 부분의 냉각 가이드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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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접속 구조체, 연소기 미통, 연소기 미통의 설계 방법,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03607 (2009.04.23.)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132853 (2012.03.2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내측 슈라우드(351) 및 외측 슈라우드(352)의
상류측 단부의 직경방향 치수(Hin)를 미통
출구(222)의 직경방향 치수(a)와 동일의
치수로 한 연소기 접속 구조체로 한다. 또한,
가스 터빈의 로터(4)의 축심(R)에 대하여
기술요약

중심선(S)이 각도를 갖고서 배치된 연소기(2)에
마련되고, 연소 가스를 터빈(3)으로 유도하는
연소기 미통(22)에 있어서, 연소 가스가
유입하는 미통 입구(221)로부터 연소 가스를
송출하는 미통 출구(222)에 이르는 단면적을
단조롭게 감소시킨다.

(청구항 1) 연소기의 미통 입구의 단면적(Din)에 대하여 미통 출구의 단면적(Dout)을
0.79≤Dout/Din≤0.9의 범위로 설정하고, 또한 상기 미통 출구가 접속되는 터빈의 제 1 단
터빈 정익에 있어서, 상기 정익의 직경방향 내측벽을 이루는 내측 슈라우드의 상류측단과
청구범위

상기 미통 출구의 직경방향 내측단이 로터의 축방향에 평행하게 배치하고, 또한 상기
정익의 직경방향 외측벽을 이루는 외측 슈라우드의 상류측단과 상기 미통 출구의 직경방향
외측단이 로터의 축방향에 평행하게 배치하고, 상기 내측 슈라우드와 상기 외측 슈라우드
사이의 상류측단의 직경방향 치수를 상기 미통 출구의 직경방향 치수와 동일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 접속 구조체.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미통 출구의 직경방향 외측단이 로터의 축방향에 평행하게 배치하고, 내측
슈라우드와 외측 슈라우드 사이의 상류측단의 직경방향 치수를 미통 출구의 직경방향
치수와 동일하게 한 연소기 접속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터빈에 연결되는
평

가

연소기의 미통 출구의 형상을 최적화해서 연소 가스의 벽면 유속을 저감하고, 미통 출구
부분의 교환 열량을 삭감하여 콤바인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연소기 미통의
미통 입구로부터 미통 출구에 이르는 단면 형상의 변형 및 스로틀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소기 노즐의 입출구 형상과 접속 구조에 따른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한 연구가 적극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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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이것을 구비한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24715 (2012.03.14.)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31124 (2015.06.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에 관한 연소기(10)는, 내부에서 압축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어 연소하는 내통(14)과,
내통(14)의 선단부가 간극(C)을 갖고 삽입된
미통(17)과, 내통(14)과 미통(17) 사이를 폐색
기술요약

하는 스프링 클립(19)과, 간극(C)에 있어서의
내통(14)의 선단측에서 미통(17)에 개구되는
개구부(Ck)에 설치되고, 기단부측과 비교하여
개구부(Ck)의 개구 면적을 좁히는 스로틀부
(21)와, 스로틀부(21)를 냉각하는 냉각 수단
(22)을 구비한다.

(청구항 1) 내부에서 압축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어 연소하는 내통과, 상기 내통의 선단부가
간극을 갖고 삽입된 미통과, 상기 내통과 상기 미통 사이를 폐색하는 스프링 클립과, 상기
간극에 있어서의 상기 내통의 선단측에서 상기 미통에 개구되는 개구부에 설치되고, 상기
청구범위

내통의 기단부측과 비교하여 상기 개구부의 개구 면적을 좁히는 스로틀부와, 상기
스로틀부를 냉각하는 냉각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냉각 수단이, 상기 개구부를 향해 냉각용
유체를 분사하는 분사부와, 분사한 냉각용 유체를 상기 스로틀부를 향해 안내하는 안내부를
갖고, 상기 스로틀부에 냉각용 유체를 분사함으로써 상기 스로틀부를 냉각하는,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내통과 미통의 간극에 설치된 스프링 클립이, 상기 간극으로 유입된
고온의 연소 가스에 노출되어 소손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점에
평

가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 수단이 스로틀부에 냉각용 유체를 분사함으로써 스로틀부를
냉각하고, 개구부를 향해 냉각용 유체를 분사하는 분사부와, 분사한 냉각용 유체를
스로틀부를 향해 안내하는 안내부를 갖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미통의
내주면에 내통의 측으로 돌출시켜 스로틀부를 설치한 것과 냉각 수단을 구성하는 안내부의
형상이나 크기나 설치 위치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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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17846 (2012.12.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연소기는 연소기 외통과, 연소기 외통
내부에 설치되는 통 형상의 연소기 내통과,
연소기 외통과 연소기 내통 사이에 획정된
압축 공기 유로와, 연소기 내통 내부에
설치된 복수의 연료 노즐을 구비하고, 압축
공기 유로를 흐르는 압축 공기가, 연소기
내통의 단부에서 유동 방향이 대략 반전되어
복수의 연료 노즐에 도입되는 연소기이며,
압축 공기 유로에는 상류측 연료를 분사하는
상류측 연료 분사 페그와, 하류측 연료를
분사하는 하류측 연료 분사 페그를 포함하는
연료 분사 페그가 설치되어 있고, 연소기
내의 압력 변동에 기인하는 상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이, 연소기의 연소 개시 위치에
있어서, 하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의 피크를
저감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1) 연소기 외통과, 상기 연소기 외통 내부에 설치되는 통 형상의 연소기 내통과,
상기 연소기 외통의 내주면과 상기 연소기 내통의 외주면 사이에 획정된 압축 공기 유로와,
상기 연소기 내통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연소기 내통의 중심축에 대해 평행하게 연장되어,
그 적어도 하나로부터 예혼합 연소용 연료를 분사하는 복수의 연료 노즐을 구비하고,상기
압축 공기 유로를 흐르는 압축 공기가, 상기 연소기 내통의 단부에서 유동 방향이 반전되어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에 도입되고, 상기 압축 공기 유로에는, 상류측 연료를 분사하는
상류측 연료 분사 페그와, 하류측 연료를 분사하는 하류측 연료 분사 페그를 포함하는 연료
분사 페그가 설치되어 있고, 연소기 내의 압력 변동에 기인하는 상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이,
연소기의 연소 개시 위치에 있어서, 상기 하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의 피크를 저감시키도록
구성되어 있고,상기 상류측 연료 분사 페그와 상기 하류측 연료 분사 페그의 거리는, 상기
하류측 연료 분사 페그에 도달한 위치에 있어서의 상기 상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의 위상이,
상기 하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의 위상에 대해 역위상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연소기.

□ ☑

□ 냉각

중요도 상☑

평

가

□ 지멘스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26692 (2016.05.2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소진동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연소기 제공을 목표로 한다. 연소기 내의 압력 변동에
기인하는 상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이 연소 개시 위치에 있고, 상류측 연료 분사 페그와
하류측 연료 분사 페그의 거리는 하류측 연료 분사 페그에 도달한 위치에 있어서의 상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의 위상이 하류측 연료의 농도 변동의 위상에 대해 역위상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연소진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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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산업용 가스 터빈을 위한 모듈형 드롭-인 전이부 조립체 및 설치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15184 (2013.10.2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산업용 가스 터빈 접근 포트 내로 삽입 전
및 삽입 후 조립 및 기능 사양들에
부합하는 내부 구성요소들을 가지는 사전
조립된 모듈형 드롭-인 전이부가 개시
된다. 전이부 조립체는 전이부 조립체의
설치 동안 다른 터빈 구성요소들과
부주의하게 충돌하지 않는 경우 연소기
케이스 내로 삽입 후 상기 사양들과
부합되어 유지된다. 부주의한 충돌은 연소기
케이스 근처에 연소기 서비스 구역을
가짐으로써 회피되어, 각각의 전이부 및/
또는 연소기 조립체의 다른 터빈 시스템
구성요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의
대응하는 삽입 경로를 따라 대응하는
접근 포트 내로 미끄럼 가능한 삽입을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자동 제어
하에서 연소기 서비스 구역 내의 다축
모션 전이부 취급 공구(THT)는 전이부에
커플링되고 삽입 경로를 다른 정밀한
정렬을 용이하게 한다. 자동 제어는 일련의
저장된 사전-결정된 조작 단계들을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이부
설치 및 제거를 용이하게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산업용 가스 터빈 시스템(industrial gas turbine system)으로서,압축기
섹션(compressor section; 22), 연소기 섹션(24) 및 터빈 섹션(turbine section; 26)을
가지는 가스 터빈(gas turbine; 20)으로서, 상기 연소기 섹션(24)은 원형 어레이(circular
array)로 정렬되는 각각의 대응하는 복수 쌍들의 연소기 접근 포트들(combustor access
ports; 32)을 형성하는 연소기 케이스(combustor case; 30) 및 그 각각의 접근 포트(32)와
동축으로 정렬되는 연소기 케이스(30) 내의 대응하는 각각의 전이부 조립체 삽입
경로들(transition assembly insertion paths; I')을 가지는, 가스 터빈(20);연소기 접근
포트들(32)의 대응하는 쌍들 각각 및 그 삽입 경로(I')를 따라 그 접근 포트(32) 내로 미끄럼
가능하게 삽입되도록 구성된 삽입 경로들(I')에 대응하는, 복수의 사전 조립된 모듈형
드롭-인 전이부 조립체(modular drop-in transition assemblie; 60); 및다른 터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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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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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알스톰/안살도
10-1748556 (2017.06.1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구성요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그 대응하는 삽입 경로(I')를 따라 그 대응하는 접근
포트(32) 내로 각각의 전이부 조립체(60)가 미끄럼 가능하게 삽입되도록 하는, 상기 연소기
케이스(30)에 근접한 연소기 서비스 구역(combustor service zone; 28)을 포함하고, 상기
산업용 가스 터빈 시스템은, 상기 전이부 조립체(60)의 각각의 삽입 경로(I')를 따라 상기
연소기 케이스(30) 내로 상기 전이부 조립체(60)의 삽입을 위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전이부
조립체(60)에 커플링되도록 구성된, 상기 연소기 서비스 구역(28)으로 배향된 전동식 다축
모션 전이부 취급 공구(powered multi-axis motion transition handling tool; 150)를
포함하고, 상기 산업용 가스 터빈 시스템은, 상기 전동식 다축 모션 전이부 취급
공구(150)에 커플링되어 일련의 사전-결정된 전이부 조립체 삽입 조작 단계들로 상기
전이부 취급 공구의 운동을 제어하는 제어기(87)를 포함하고,상기 전동식 다축 모션 전이부
취급 공구(150)는:수직 지지 컬럼(vertical support column; 82);상기 연소기
케이스(30)에 대한 수직 높이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수직 지지 컬럼(82)에
커플링되는 리프팅 플랫폼(lifting platform; 88)으로서, 상기 수직 높이는 상기 산업용
가스 터빈 시스템 내의 수직 방향의 제 1 축(Z)을 따른 위치에 대응하는, 리프팅
플랫폼(88);연소기 케이스(30)에 대해 횡방향 위치, 축방향 위치 및 회전 위치들을
선택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리프팅 플랫폼(88)에 커플링되는 전이부 정렬
플랫폼(90)으로서, 상기 횡방향 위치는 상기 산업용 가스 터빈 시스템 내의 횡방향의 제 2
축(Y)을 따른 위치에 대응하고, 상기 축방향 위치는 상기 산업용 가스 터빈 시스템 내의
축방향의 제 3 축(X)을 따른 위치에 대응하고, 상기 제 1 축(Z), 제 2 축(Y) 및 제 3 축(X)은
상호간에(mutually) 직교하는, 전이부 정렬 플랫폼(90); 및상기 전이부 조립체(60)에
커플링하기 위해, 전이부 정렬 플랫폼(90)에 커플링되는 전이부 그리퍼(transition gripper; 170)를 포함하고, 상기 전이부 정렬 플랫폼(90)은:상기 제 2 축(Y)을 따라 상기 횡방향
위치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 1 슬라이더(first slider; 92), 제 2 슬라이더(94)
및 제 3 슬라이더(96);상기 제 3 축(X)을 따라 상기 축방향 위치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 4 슬라이더(152) 및 제 5 슬라이더(154);상기 제 1 축(Z)을 중심으로 한 팬(pan)
또는 스위프(sweep) 회전을 제공하기 위한 제 1 터릿 조립체(first turret assembly; 100);
및상기 제 2 축(Y)을 중심으로 한 기울기(tilt) 또는 상경사/하경사(inclination/declination) 회전을 제공하기 위한 제 2 터릿 조립체(104)를 포함하는,산업용 가스 터빈 시스템.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전이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연소기 케이스 내부 또는 외부에서 다른 터빈
구성요소들과 부주의한 전이부 접촉/충돌의 과도한 위험 없이 설치 경로를 따라 연소기
케이스 접근 포트 내로 사전 조립된 전이부들의 직접적인 정렬 및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2 축을 따라 횡방향 위치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1~3 슬라이더; 제3 축을 따라 축방향 위치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4, 5
슬라이더; 제1 축을 중심으로 한 팬(pan) 또는 스위프(sweep) 회전을 제공하기 위한 제1
터릿 조립체 및 제 2 축을 중심으로 한 기울기 또는 상경사/하경사 회전을 제공하기 위한
제 2 터릿 조립체를 포함하는 전이부 정렬 플랫폼을 구비한 점에서 특징이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전이부 취급 공구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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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의 실린더, 연소기의 실린더의 제조 방법 및 압력 용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2442 (2015.04.16.)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10-1960199 (2019.03.1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내주면과 실린더 본체(4)의 외주면 사이에
고압 유체가 흘러 들어가는 유체 공간(FS)을
형성하는 자켓판(61)과, 실린더 본체(4) 및
자켓판(61)을 접속하는 리브(62)를 구비하고
있다. 리브(62)는, 실린더 본체(4)의 축선을
기술요약

기준으로 하는 직경방향의 실린더 본체(4)
측의 실린더측 단부(621a)가 상기 축선의
축방향의 양측으로부터 용접되어 실린더
본체(4)에 접속되며, 상기 직경방향의 자켓판(61)
측의 자켓측 단부(621b)가 상기 축방향의
양측으로부터 용접되어 자켓판(61)에 접속되어
있다.
(청구항 1) 내부에 연소 가스가 흐르는 실린더 본체와, 상기 실린더 본체를 외측으로부터
덮고, 내주면과 상기 실린더 본체의 외주면 사이에 고압 유체가 흘러 들어가는 유체 공간을
형성하는 자켓판과, 상기 실린더 본체 및 상기 자켓판을 접속하는 리브를 포함하며, 상기

청구범위

리브는, 상기 실린더 본체의 축선을 기준으로 하는 직경방향의 상기 실린더 본체측의
실린더측 단부가 상기 축선의 축방향의 양측으로부터 용접되어 상기 실린더 본체에
접속되며, 상기 직경방향의 상기 자켓판측의 자켓측 단부가 상기 축방향의 양측으로부터
용접되어 상기 자켓판에 접속되고, 상기 리브는 상기 실린더 본체 및 상기 자켓판과는
별도의 부재인 연소기의 실린더.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실린더 본체측의 실린더측 단부가 축선의 축방향의 양측으로부터
용접되어 실린더 본체에 접속되며, 직경방향의 자켓판측의 자켓측 단부가 축방향의
양측으로부터 용접되어 자켓판에 접속되고, 리브는 실린더 본체 및 자켓판과는 별도의
평

가

부재인 연소기의 실린더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연소기의 실린더 본체에 접속된
자켓판의 용접 결합 구조에서, 리브의 단부를 축방향의 양측으로부터 용접하는 것에 의해
리브의 접합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 돋보이나, 연소기의 실린더의 결합 구조 및
결합수단의 한정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각 구성이 갖는 내재적 효과 외의
현저하고 상승된 효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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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용 통체,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34653 (2015.07.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소기용 통체(12)는 통본체(21)와, 통본체
(21)에 형성되는 제1냉각 통로(22) 및 제2냉각
통로 (23)와, 공급구 연설부(30)를 구비한다.
제1냉각 통로(22)는 통 본체(21)의 외주면
(21c)으로 개구하는 공급구(25A)를 가진다.
제2냉각 통로(23)는 공급구(25A)보다도 하류
측에서 통본체(21)의 외주면(21c)으로 개구
하는 배출구(27)를 가진다. 공급구 연설부
(30)는 공급구(25A)와 배출구(27) 사이에서
통본체(21)의 외주면(21c)으로부터 연장하는
제1벽부(31) 및 공급구(25A)보다도 상류측에서
통본체(21)의 외주면(21c)으로부터 연장하는
제2벽부(32)를 가진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내부에 연소 가스가 흐르고 상기 연소 가스를 터빈에 보내는 연소기용 통체로서,
축선을 따라 연장하는 통 본체와, 상기 통 본체의 벽부 내 중 상기 연소 가스의 유통 방향의
상류 측에 위치하는 상류 측 영역에 형성됨과 동시에, 상기 통 본체의 외주면으로 개구하는
공급구를 가지고, 상기 통 본체의 외측 공간에서 상기 공급구를 통하여 제1냉각 유체를
도입하여 상기 상류 측 영역을 냉각하는 제1냉각 통로와, 상기 통 본체의 벽부 내 중 상기
상류 측 영역에 대하여 상기 연소 가스의 유통 방향의 하류 측에 연속하여 위치하는 하류
측 영역에 형성되어, 제2냉각 유체가 공급됨으로써 상기 하류 측 영역을 냉각하고, 상기 통
본체의 외주면 중 상기 공급구보다도 상기 연소 가스의 유통 방향의 하류 측에서 개구하여
상기 제2냉각 유체를 상기 통 본체의 외측 공간에 배출하는 배출구를 가지는 제2냉각
통로와, 상기 공급구와 상기 배출구 사이에서 상기 통 본체의 외주면에서 이간하는
방향으로 연장하는 제1벽부 및 상기 공급구보다도 상기 연소 가스의 유통 방향의 상류
측에서 상기 통 본체의 외주면에서 이간하는 방향으로 연장하는 제2벽부를 가지는 공급구
연설부를 구비하는 연소기용 통체.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829572 (2018.02.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제2냉각 통로에서 배출된 고온 공기가 제1냉각 통로에 도입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방지하여 냉각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소기용 통체에서는 제1냉각 통로의 하류 측 공급구와 제2냉각 통로의
배출구 사이에 공급구 연설부의 제1벽부가 설치되어 차실 내부 공간에서 압축 공기가
꼬리통 내에 따른 연소 가스의 유통 방향과 역방향으로 흘러도 제1벽부에 의해 제2냉각
통로의 배출구에서 배출된 고온 공기가 하류 측 공급구에서 제1냉각 통로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1,2냉각 통로 사이 설치된
제1벽부 제2냉각통로 배출구에서 배출된 고온 공기가 제1냉각통로로의 유입을 방지하는
특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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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이를 구비한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7681 (2015.09.02.)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95179 (2018.08.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음향 감쇠기(30)는, 연소통(20)을 형성하는
판자의 일부와, 이 일부 판자와 공동으로
연소통(20)의 외주 측에 공간을 형성하는
음향 커버(34)를 가진다. 연소통(20) 내에는
기체의 유로를 작게 하는 스로틀(40)이
기술요약

설치되어 있다. 상기 판자 일부에는 연소통(20)
내에서 공간으로 괸통하는 하나 이상의 관통
구멍(33)이 형성되어 있다. 음향 감쇠기(30)의
적어도 하나의 관통 구멍(33)은 스로틀(40)의
최소 스로틀 지름(43)의 위치로부터 상류 측
및 하류 측으로 최소 스로틀 반경(R)분 거리
위치까지의 영역 내에 존재한다.
(청구항 1) 축선 주변에 통상을 이루고 내주 측에서 연료가 연소하는 연소통과,상기
연소통을 형성하는 판자의 일부를 포함하고, 일부 상기 판자와 공동으로 상기 연소통의
외주 측에 공간을 형성하는 음향 커버를 가지는 음향 감쇠기와,상기 축선이 연장되는 축
방향의 일측인 상류 측에서 다른 일측인 하류 측을 향함에 따라, 상기 연소통 내에서 흐르는

청구범위

기체의 유로를 상기 축 방향의 일부에서 작게 한 다음 크게 하는 스로틀을 구비하며,상기
음향 감쇠기의 상기 일부 판자에는, 상기 연소통 내에서 상기 공간으로 관통하는 하나
이상의 관통 구멍이 형성되고,상기 축 방향에 따른 상기 음향 감쇠기에 대한 상기 스로틀의
상대 위치는, 상기 축 방향에서 상기 스로틀의 최소 스로틀 지름의 위치로부터 상류 측 및
하류 측으로 상기 최소 스로틀 지름의 절반인 최소 스로틀 반경분 거리의 위치까지의 영역
내에, 상기 음향 감쇠기의 적어도 일부의 상기 관통 구멍이 존재하는 위치인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소기에서 생기는 공기의 소음 진동을 저감하는 연소기에 관한 것이다. 음향 감쇠기(30)의
음향 박스(31)로부터 관통 구멍(33)을 통해 연소통(20) 내로 공기가 분출되고, 이렇게
평

가

분출된 공기가 연소통(20)내에서 예혼합 기체와 혼합되어 이 예혼합 기체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예혼합 기체가 불완전 연소하여 CO가 발생하게 되는데. 스로틀을 설치함으로 인해
와류가 발생하여 CO를 연소시켜 배출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음향
감쇠기에 대한 스로틀의 상대 위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점에서 권리범위가 좁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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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12645 (2015.12.0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소기는, 통 형상의 부재이며, 일단부에
연소 가스의 입구를 갖고, 또한 타단부에
상기 연소 가스의 출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입구로부터 유입된 연소 가스를 상기
출구로부터 유출시켜 터빈으로 인도하는
미통과, 상기 미통의 상기 출구측에 있어서의
외주부에 마련되며, 냉각 매체가 도입되는
냉각 매체 도입부와, 상기 냉각 매체를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에 도입하는 냉각 매체
입구와, 상기 미통의 상기 출구로부터 상기
입구를 향해 마련되고,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와 접속되어,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
로부터의 상기 냉각 매체를 상기 출구로부터
상기 입구를 향해 통과시키는 냉각부와, 상기
냉각 매체 입구로부터 가장 이격된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미통의 둘레 방향에서의 소정
영역에 마련되며,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
내의 상기 냉각 매체의 일부를 상기 냉각부에
유입시키는 분기부를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통 형상의 부재이며, 일단부에 연소 가스의 입구를 갖고, 또한 타단부에 상기
연소 가스의 출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입구로부터 유입된 연소 가스를 상기 출구로부터
유출시켜 터빈으로 인도하는 미통(尾筒)과, 상기 미통의 상기 출구측에 있어서의 외주부의
둘레 방향에서의 적어도 일부에 마련되며, 냉각 매체가 도입되는 냉각 매체 도입부와,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에 마련되며 상기 냉각 매체를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에 도입하는 냉각
매체 입구와, 상기 미통의 상기 출구로부터 상기 입구를 향해 소정 위치까지의 범위에
마련되고,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와 접속되어,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로부터의 상기 냉각
매체를 상기 출구로부터 상기 입구를 향해 통과시키는 냉각부와, 상기 냉각 매체
입구로부터 가장 이격된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미통의 둘레 방향에서의 소정 영역에
적어도 마련되며,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 내의 상기 냉각 매체의 일부를, 상기 냉각부가
상기 냉각 매체 도입부와 접속되는 접속부보다 상기 입구측에서, 상기 냉각부에 유입시키는
분기부를 포함하고, 상기 분기부는, 적어도 상기 미통의 상기 터빈의 회전 중심축 측에
마련되는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18878 (2018.11.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의 연소기가 구비하는 미통을 냉각용 매체로 냉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냉각 능력의 저하를 억제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 매체 도입부 및 냉각부는
각각 미통의 출구측에 있어서의 외주부(냉각 매체 도입부) 또는 미통의 출구로부터 입구를
향해 소정 위치까지의 범위(냉각부)에 마련되어, 냉각 매체 도입부로부터의 냉각 매체가
미통의 출구로부터 입구를 향해 냉각부를 통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통 자체를
냉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냉각 매체 도입부 및 냉각부의 냉각 대상 및 형성 위치를 한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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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트렌지션 피스, 이를 구비하는 연소기, 및 연소기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19601 (2016.01.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트렌지션 피스(20)에는, 축 방향(Da)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냉각 통로(35)가 원주
방향(Dc) 및 축 방향(Da)으로 나란히 형성되어
있다. 일부의 원주 방향 영역(Rc) 내의 하류
측 영역(Rd)에는, 1 이상의 하류 측 통로(43,
44)가 형성되어 있다. 원주 방향 영역(Rc)
내에서 상류 측 영역(Ru)에는, 1 이상의 상류
측 통로(41, 42)가 형성되어 있다. 1 이상의
하류 측 통로(43, 44)에 있어서의 단위 원주
방향 길이당 총단면적은 1 이상의 상류 측
통로(41, 42)에 있어서의 단위 원주 방향
길이당 총단면적보다 크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축선이 연장되는 축 방향의 상류 측으로부터 하류 측으로 연소 가스가 흐르는
연소 가스 유로의 주위를 획정하는 트렌지션 피스에 있어서, 내부에 냉각 매체가 흐르고
상기 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냉각 통로가 상기 축선에 대한 원주 방향 및 상기 축
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되고, 상기 원주 방향에 있어서의 적어도 일부의 원주 방향 영역
내에서 상기 하류 측의 하류 측 영역에는, 상기 복수의 상기 냉각 통로의 일부인 1 이상의
하류 측 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원주 방향 영역 내에서 상기 하류 측 영역에 대해 상류 측의
상류 측 영역에는, 복수의 상기 냉각 통로의 다른 일부인 1 이상의 상류 측 통로가 형성되며,
상기 하류 측 통로의 상기 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상기 하류 측 통로의 단면적의 비율은
상기 상류 측 통로의 상기 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상기 상류 측 통로의 단면적의 비율보다
큰 트렌지션 피스.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01746 (2019.07.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운용비용면의 관점에서 트렌지션 피스에 공급하는 냉각 매체의 유량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도 요망되고 있어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냉각 매체의 유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하류 측 영역에는 복수의 냉각
통로의 일부인 1 이상의 하류 측 통로가 형성되고, 상류 측 영역에는 복수의 냉각 통로의
다른 일부인 1 이상의 상류 측 통로가 형성되며, 상 하류 측 통로의 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하류 측 통로의 단면적의 비율은 상류 측 통로의 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상류 측 통로의
단면적의 비율보다 큰 점에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상/하류 측 통로의 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하류 측 통로의 단면적의 비율은 상류 측 통로의 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상류
측 통로의 단면적의 비율보다 큰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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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0096662 (2016.08.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소기 등에 상대 변위가 발생해도, 연소기
미통과 터빈 입구부의 접속부에 있어서의
시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공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환상으로 배열된 복수의 가스 터빈 연소기의 미통과 단면 원환상의 터빈 입구
유로를 형성하는 터빈 입구부의 접속부에 시일 구조를 갖는 가스 터빈이며, 상기 미통의
각각은, 그 출구측 단부에 있어서 외주를 둘러싸는 프레임을 갖고, 상기 프레임은, 주위
방향으로 연장되는 내측 프레임부와, 상기 내측 프레임부보다도 직경 방향 외측에
위치하며, 주위 방향으로 연장되는 외측 프레임부와, 상기 내측 프레임부의 주위 방향의
양쪽 측단부와 상기 외측 프레임부의 주위 방향의 양쪽 측단부 사이에 각각 설치되며,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측방 프레임부로 구성되고, 상기 시일 구조는, 상기 내측
프레임부를 따라서 연장되어 상기 내측 프레임부와 상기 터빈 입구부의 간극을 밀봉하는
내주측 시일 부재와, 상기 외측 프레임부를 따라서 연장되어 상기 외측 프레임부와 상기
터빈 입구부의 간극을 밀봉하는 외주측 시일 부재와, 상기 측방 프레임부를 따라서
연장되어 인접하는 상기 프레임의 상기 측방 프레임부간의 간극을 밀봉하는 측방 시일
부재로 구성되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인접하는 상기 프레임에 있어서의 상기 내측
프레임부와 상기 측방 프레임부의 제1 코너부의 사이의 간극에 배치된 제1 장해물과,
인접하는 상기 프레임에 있어서의 상기 외측 프레임부와 상기 측방 프레임부의 제2
코너부의 사이의 간극에 배치된 제2 장해물을 구비하고, 상기 제1 장해물 및 상기 제2
장해물은 각각, 상기 측방 시일 부재의 터빈 입구부측의 부분에 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00402 (2019.07.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연소기 미통과 터빈 입구부의 접속부에 시일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측방 프레임의 제1, 2코너부에 제1, 2 장해물을 시일 부재의 부분에 접하도록
설치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1 코너부간의 간극 및 제2 코너부 간의 간극에 제1,
2 장해물을 측방 시일 부재에 접한 상태에서 배치하므로, 연소기 및 터빈의 구성 부품에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발생해도 프레임의 제1 코너부 간의 간극 및 제2 코너부간의
간극으로부터 터빈 입구 유로에의 누설을 억제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고, 추후
연소기 미통과 터빈 입구부의 접속부의 시일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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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0096662 (2016.08.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의 연소기 미통과 터빈 정익의
사이의 간극을 시일하면서 효과적으로
냉각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에서 압축된 압축 공기를 연료와 함께
연소하여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기에서 발생한 연소 가스로 구동되는
터빈을 구비하고, 상기 연소기가, 상기 연소 가스를 상기 터빈에 공급하는 연소기 미통을
구비하고, 상기 터빈이, 터빈 축방향으로 상류측으로부터 차례로 나열되는 정익 익렬 및
동익 익렬을 1열씩 포함하는 터빈 단락을 적어도 1단 구비하고, 터빈 초단의 정익 익렬의
환상의 연소 가스 유로의 내외주를 확정하는 정익 엔드 월의 전방 에지와 상기 연소기
미통의 후방 에지가 상기 터빈 축방향으로 대향하고 있고, 상기 연소기 미통의 후방 에지와
상기 정익 엔드 월의 전방 에지 사이의 간극이 시일 부재로 시일된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 미통이, 연소 가스 출구부의 내주벽 및 외주벽에 있어서의 연소 가스 유로와
반대측의 면에 터빈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플랜지부를 구비하고, 상기 정익 엔드 월이,
상기 연소기 미통과의 대향면에 상기 터빈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시일 홈을 구비하고, 상기
시일 부재가, 상기 연소기 미통의 플랜지부에 대해 터빈 직경 방향으로 미끄럼 이동하도록
상기 플랜지부를 감싼 훅부 및 상기 정익 엔드 월의 시일 홈에 삽입된 시일 플레이트부를
구비하고 있고, 상기 시일 홈 및 상기 시일 플레이트부가, 상기 시일 홈의 상기 연소 가스
유로에 가까운 측인 고온측 내벽면과 상기 시일 플레이트부가 면 접촉하는 면 접촉 영역,
상기 면 접촉 영역보다 상기 연소기 미통측에 위치하고 상기 고온측 내벽면과 상기 시일
플레이트부 사이에 간극이 개재되는 비접촉 영역, 및 상기 비접촉 영역의 간극을 통해 상기
시일 홈의 고온측 내벽면에 대향하도록 상기 시일 플레이트부에 형성한 관통 구멍을 갖도록
구성되고, 상기 시일 플레이트부는, 상기 면 접촉 영역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상기 비접촉
영역을 구성하는 부분이 상기 연소 가스 유로로부터 멀어지도록 구부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00402 (2019.07.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연소기 미통과 터빈 입구부의 접속부에 시일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일 플레이트부가 면 접촉 영역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비접촉 영역을
구성하는 부분이 연소 가스 유로로부터 멀어지도록 구부러져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시일 플레이트부의 형상을 달리하여 연소기 미통과 터빈 정익 사이의 간극을
시일하면서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연소기 미통과 터빈 입구부의
정익 사이 접속부의 시일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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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용 통,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6862 (2016.09.0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내측의 공간이 연소 가스를 통과시키는
유로로 되고, 유로로 되는 벽면에 냉각
매체가 통과하는 제1 냉각 유로가 형성된
내측 통과, 내측 통의 외주에 배치되고, 내측
통에 고정된 외측 통을 가지며, 내측 통의
외주면과 외측 통의 내주면 사이에 냉각
매체가 통과하고, 또한 제1 냉각 유로와
연소기용 통의 출구 근방에서 이어지는 제2
냉각 유로가 형성되고, 외측 통은, 제2 냉각
유로의 제1 냉각 유로의 근방에 냉각 촉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고입구와 출구를 갖는 연소기용 통으로서, 내측의 공간이 연소 가스를
통과시키는 유로로 되고, 상기 유로로 되는 벽면에 냉각 매체가 통과하는 제1 냉각유로가
형성된 내측 통과, 상기 내측 통의 외주에 배치되고, 상기 내측 통에 고정된 외측 통을
가지며, 상기 내측 통의 외주면과 상기 외측 통의 내주면 사이에 냉각 매체가 통과하고,
또한 상기 제1 냉각 유로와 상기 연소기용 통의 출구 근방에서 이어지는 제2 냉각 유로가
형성되고, 상기 외측 통은, 상기 제2 냉각 유로의 상기 제1 냉각 유로의 근방에 냉각 촉진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냉각 촉진 구조는, 상기 제2 냉각 유로의 상기 제1 냉각
유로와의 접속 부분의 근방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용 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59327 (2019.12.1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연소기용 통의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을 효율 좋게 냉각하여,
가스 터빈의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2 냉각유로의 제1 냉각 유로와의 접속 부분
근방에 냉각 촉진 구조를 설치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소기의 내외측통 사이의
냉각유로에 냉각 촉진 구조를 설치하여 냉각공기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스터빈의 연소기 냉각 기술의 연구개발이 성숙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냉각 촉진 구조의 형상과 배치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범위는 냉각 유로에 형성된 냉각 촉진 구조의
형상과 위치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넓은 청구범위에 속하고, 미국의
페밀리 특허 심사 경과를 참조하여 보면, 한국의 등록 청구범위보다 좁은 청구범위의
보정서가 제출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무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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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0145667 (2016.11.0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버너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저감하여, 가스
터빈 연소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본
발명에 관한 가스 터빈 연소기(3)는, 연료를
분사하는 복수의 연료 노즐(22)과, 복수의
연료 노즐(22)에 대응하여 형성된 복수의
공기 구멍(21)을 가지며, 복수의 연료 노즐(22)의
연료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된 공기 구멍
플레이트(20)와, 공기 구멍 플레이트(20)의
외주측을 덮는 플레이트 립(25)과, 연소실(5)의
플레이트 립(25)측 부분의 외주부에 압축
공기(102)를 공급하는 외주 유로(27)를 구비
하고, 공기 구멍 플레이트(20)의 외주면은,
플레이트 립(25)에 접합하는 제1면(28)과,
플레이트 립(25)의 내주면의 사이에 공간(40)을
형성하도록 제1면(28)보다도 공기 구멍
플레이트(20)의 직경 방향 내측에 위치하는
제2면(29)을 구비하고, 외주 유로(27)와 공간
(40)을 연통하는 연통 구멍(41)이 플레이트
립(25)에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내부에 연소실을 형성하는 내통과,상기 내통의 외주측을 덮는 외통과,상기
내통과 상기 외통의 사이에 형성되며, 압축 공기가 흐르는 환상 유로와,상기 외통의 상기
압축 공기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된 엔드 커버와,상기 엔드 커버에 지지되며, 연료를
분사하는 복수의 연료 노즐과,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에 대응하여 형성된 복수의 공기
구멍을 가지며,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의 상기 연료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된 공기
구멍 플레이트와,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측을 덮고,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면에 접합되는 플레이트 립과,상기 플레이트 립의 외주면과 상기 내통의 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연소실의 상기 플레이트 립측 부분의 외주부에 상기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외주 유로를 구비하고,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면은, 상기 플레이트 립에 접합하는
제1면과, 상기 제1면의 상기 연료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되며, 상기 플레이트 립의
내주면과의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도록 상기 제1면보다도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직경
방향 내측에 위치하는 제2면을 구비하고,상기 외주 유로와 상기 공간을 연통하는 연통
구멍이 상기 플레이트 립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64501 (2018.05.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버너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저감하여 연소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기구멍플레이트 외주측을 덮는 플레이트 립, 공기구멍 플레이트에 형성되는 제1면 및
제2면의 형상에 의해 공간을 형성하고, 외주유로와 그 공간을 연통하는 연통구멍이
플레이트 립에 형성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공기구멍 플레이트 저부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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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040176 (2017.03.29.)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00600 (2018.09.1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연소기 미통의 플랜지부에 있어서의 핀 구멍
근방의 열 응력을 완화하여, 반복 피로를
경감한다. 미통 시일(15)을 개재시켜 터빈(13)과
접속되는 연소기 미통(23)을 구비한 연소기
(12)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 미통(23)에
있어서의 유체 유동 방향 하류측의 단부에
마련되고,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 돌출하는
기술요약

동시에 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플랜지부(41)를
구비하며, 상기 플랜지부(41)는, 상기 미통
시일(15)을 위치 결정하는 핀(16)이 관통
삽입되는 핀 구멍(42)과, 상기 핀 구멍(42)이
형성되는 직경 방향의 범위 내, 또는 상기 핀
구멍(42)보다 직경 방향 외측에 위치하여
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둘레 방향 슬릿부
(43c)와, 상기 둘레 방향 슬릿부(43c)의
일부가 면하는 구멍부(44)를 갖고 이루어진다.
(청구항 1) 미통 시일을 개재시켜 터빈과 접속되는 연소기 미통을 구비한 연소기에
있어서,상기 연소기 미통에 있어서의 유체 유동 방향 하류측의 단부에 마련되고,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 돌출하는 동시에 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플랜지부를 구비하며,상기

청구범위

플랜지부는,상기 미통 시일을 위치 결정하는 핀이 관통 삽입되는 핀 구멍과,상기 핀 구멍이
형성되는 직경 방향의 범위 내, 또는 상기 핀 구멍보다 직경 방향 외측에 위치하여 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둘레 방향 슬릿부와,상기 둘레 방향 슬릿부의 일부가 면하는 구멍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소기 미통과 가스터빈의 접합부에서 연소기 미통의 플랜지부에 발생하는 영 응력을
해소하기 위한 미통의 플랜지부 형상에 관한 것이다. 핀 구멍이 형성되는 직경 방향의 범위
평

가

내, 또는 상기 핀 구멍보다 직경 방향 외측에 위치하여 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둘레 방향
슬릿부와, 둘레 방향 슬릿부의 일부가 면하는 구멍부를 갖는 구성을 갖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절개부 구조에 따라 플랜지부에 생기는 열변형차(열 응력)가 둘레
방향 슬릿부에 의해서 완화되어 열 응력을 해소해 반복 피로(저 사이클 피로)를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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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1-7002163 (2009.07.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건조용 가스로서 사용하는 가스 터빈 배기
가스의 산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이더라도, 건조용 가스에 가스 터빈 배기
가스를 사용하여 미분탄기를 운전 가능한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장치를 제공한다.
가스 터빈(8)의 연소 배기 가스를 미분탄기
(1)의 건조용 가스로서 사용하고, 건조용
가스의 온도 조절이 배기 가스 보일러(9)
내에 설치된 탈질 장치(9a)의 출구 가스와
배기 가스 보일러(9)의 출구 가스를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에
있어서, 건조용 가스의 산소 농도가 소정치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기동되어, 생성한
연소 배기 가스에 의해 건조용 가스의 산소
농도를 조정하도록 설치된 조연 버너(20)를
구비하고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의 연소 배기 가스를 미분탄기의 건조용 가스로서 사용하고, 상기
건조용 가스의 온도 조절이 배기 가스 보일러 내에 설치된 탈질 장치의 출구 가스와 상기
배기 가스 보일러의 출구 가스를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에
있어서, 상기 건조용 가스의 산소 농도가 소정치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기동되어, 생성한
연소 배기 가스에 의해 상기 건조용 가스의 산소 농도를 조정하도록 설치된 조열(助燃)
버너를 갖추고, 상기 조열 버너가 상기 배기 가스 보일러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가스 터빈과 상기 배기 가스 보일러 사이를 연결하는 연소 배기 가스 유로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건조용 가스 유로에 합류하는 연소 배기 가스 바이패스 유로를 설치하고,
상기 연소 배기 가스 바이패스 유로에 개도(開度) 조정 가능한 유량 조정 밸브를 설치한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93321 (2013.07.3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저부하 운전 시 건조용 가스로서 사용하는 가스 터빈 배기 가스의 산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건조용 가스에 가스 터빈 배기 가스를 사용하여
미분탄기를 운전 가능하게 한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장치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건조용 가스의 산소 농도가 소정치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기동되어 생성된
연소 배기가스에 의해 건조용 가스의 산소 농도를 조정하도록 설치된 조열 버너를 갖추어,
저부하시 등에 있어서 가스 터빈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가 증가한 경우이더라도, 조열
버너에서 생성되는 연소 배기가스량에 따라 건조용 가스의 산소 농도를 규정치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는
개도 조정 가능한 유량 조절 밸브가 설치된 연소 배기가스 바이패스 유로를 구비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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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음향 댐퍼,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07961 (2012.02.20.)

기술분야

□ 제어

□ ☑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98400 (2015.02.2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진동 발생원에 고정되고, 당해 진동 발생원의
외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진동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공기 진동(V)을 도입하는
통로(R)를 형성하고, 또한 통로(R)에 있어서의
공기 진동(V)의 전반의 하류측을 폐색해서
당해 공기 진동(V)의 저항이 되는 구획
기술요약

부재(5b)를 갖는 음향부(N)를 구비하고,
음향부(N)는, 공기 진동(V)을 역방향으로
전반시키는 동시에, 각 방향의 공기 진동(V)의
저항이 되도록 구획 부재(5b, 5c)를 배치한다.
이로써, 진동을 감쇠할 때의 압력 변동에
의한 응력의 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비교적
소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청구항1) 공기 진동을 발생하는 진동 발생원에 고정되고, 당해 진동 발생원의 외면을 따라
설치된 음향 댐퍼이며,상기 음향 댐퍼는,상기 외면의 일부를 둘러싸는 하우징과,상기
하우징을 구획하는 구획 벽과,상기 하우징 내에 있어서 상기 외면을 따라 설치된 격벽이며,
상기 진동 발생원에 연통하여 상기 공기 진동을 도입하는 적어도 2개의 서로 인접하는
청구범위

통로를 상기 하우징 및 상기 구획 벽과 함께 확정하는 격벽과,상기 적어도 2개의 통로의
각각에 설치되어, 상기 공기 진동의 전반의 하류측을 폐색해서 당해 공기 진동의 저항이
되는 적어도 2개의 구획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2개의 통로에 있어서, 상기 진동
발생원에 연통하는 입구로부터 상기 구획 부재에 이르는 방향이 서로 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향 댐퍼.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소기에 설치하는 음향 댐퍼에 관한 것이다, 도5에 개시되어 있는 구획벽, 격벽, 2개의
평

가

구획부재의 설치 형상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즉, 2개의 통로가 1개의 하우징 내에 진동
발생원의 외면을 따라 서로 반대방향의 공기흐름을 가지는 것). 요소 기술로서 다양한
사례에 적용 가능하나, 구체적 형상을 제시함에 따라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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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료를 산소 함유 가스의 스트림과 혼합하기 위한 혼합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9716 (2013.03.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축방향 채널, 특히 연속 연소를
갖는 가스 터빈의 제 2 연소기에서 축(16)을
따라 유동하는 산소 함유 가스의 스트림과
연료(13,15)를 혼합하기 위한 혼합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가스의 스트림이 내부 및
외부로 통과하는 적어도 하나의 분사기
링(11)을 갖는 분사기(10)를 포함하는 상기
혼합 장치에 의해서 혼합이 개선되고 혼합
길이는 감소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속 연소를 갖는 가스 터빈(25)의 제 2 연소기(29)에서 축방향 채널(31) 내의
축(16)을 따라 유동하는 산소 함유 가스(32)의 스트림과 연료(13,15)를 혼합하기 위한 혼합
장치로서,상기 혼합 장치는 상기 산소 함유 가스(32)의 스트림이 내부 및 외부로 통과하는
적어도 하나의 분사기 링(11;18a-18c)을 갖는 분사기(10,18)를 포함하고,복수의 분사기
링(11;18a-18c)은 다중 링 구성으로 제공되며, 상기 분사기 링들은 다른 크기를 가지고
다른 축방향 위치에 배열되고,와류 발생기들(20a,20b;22a,22b)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사기 링(18a,18b)에 원주를 따라 제공되고,와류 발생기(20a,20b)는 직렬 분사부와
결합되되, 상기 직렬 분사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사기 링(18a,18c)에 원주방향으로
분배되고 상기 축(16)과 정렬되는 분사방향을 가지는 복수의 직렬 분사 노즐들(19)을
구비하거나, 또는와류 발생기(22a,22b)는 경사 분사부와 결합되되, 상기 경사 분사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사기 링(18b)에 원주방향으로 분배되고 상기 산소 함유 가스(32)의
스트림에 대해서 직교류 배향되는 분사 방향을 가지는 복수의 경사 분사 노즐들(21a,21b)을
구비하거나, 또는와류 발생기(20a,20b)는 직렬 분사부와 결합되되, 상기 직렬 분사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사기 링(18a,18c)에 원주방향으로 분배되고 상기 축(16)과 정렬되는
분사방향을 가지는 복수의 직렬 분사 노즐들(23)을 구비하고, 또한 로브들(lobes;24a,24b)이
이웃 직렬 분사 노즐들(23) 사이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장치.

□ 냉각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지멘스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696645 (2017.0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속 연소를 갖는 가스터빈 버너에서 산호 스트림과 연료를 혼합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복수의 분사기 링은 다중 링으로 구성되고 다른 크기를 가지고 다른 축방향 위치에
배열되고, 분사부가 원주방향으로 배열되고, 와류발생기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연료와 공기의 혼합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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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음향 댐퍼,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2995 (2013.02.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음향 댐퍼는 연소기에 대하여
광범위한 주파수 밴드의 흡음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음향 댐퍼는, 연소기에,
해당 연소기의 내측에 연통 상태로 부설되는
음향관 본체를 구비하며, 상기 음향관 본체는
내부에 서로 연장 치수가 다른 복수의 유로를
갖고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소기에 상기 연소기의 내측에 연통 상태로 부설되는 복수의 음향관 본체를
복수 구비한 음향 댐퍼에 있어서, 상기 음향관 본체는, 내부에 서로 연장 치수가 다름과
함께, 서로 독립된 복수의 유로를 갖고, 상기 복수의 음향관 본체가, 연소기의 외주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거리만큼 이격하여, 연통부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상기 외주
표면을 따라 연장하고, 상기 복수의 유로는 상기 음향관 본체와, 상기 음향관 본체 내에
마련되는 제 1 및 제 2 분리판과, 상기 음향관 본체의 내벽면과 상기 제 1 분리판과의 사이에
마련되는 제 1 칸막이판과, 상기 음향관 본체의 내벽면과 상기 제 2 분리판과의 사이에
마련되는 제 2 칸막이판으로 구획 형성되고, 상기 제 1 분리판의 일단측을, 상기 음향관
본체가 상기 연소기에 부설되는 측과 반대측의 벽면으로부터 이격하여 배치하는 동시에,
상기 제 1 분리판의 한쪽 면의 소정 위치와, 상기 한쪽 면과 대향하는 상기 음향관 본체의
상기 내벽면과의 사이에 상기 제 1 칸막이판을 마련하고, 상기 제 2 분리판이 상기 제 1
분리판의 다른쪽면측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되어 상기 제 1 분리판과 평행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제 2 분리판의 일단측을 상기 음향관 본체가 상기 연소기에 부설되는 측과 반대측의
벽면으로부터 이격하여 배치하여, 상기 복수의 유로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분리판의
일단측과 상기 음향관 본체가 상기 연소기에 부설되는 측과 반대측의 벽면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제 2 칸막이판은 상기 제 2 분리판의 한쪽면의 소정 위치와 상기 제 2
분리판의 한쪽면과 대향하는 상기 음향관 본체의 내벽면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분리판과, 상기 제 1 및 제 2 칸막이판과, 상기 음향관 본체가 상기 연소기에 부설되는
측과 반대측의 벽면이 유닛을 형성하고, 상기 유닛은 상기 음향관 본체의 연장 방향을
따르는 축심선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으로 배치되는 음향 댐퍼.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71600 (2016.10.2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간단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연소기에 대하여 광범위한 주파수 밴드의
흡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음향 댐퍼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음향관
본체가 서로 독립된 복수의 유로를 갖고, 복수의 유로는 제1 및 제2 분리판과, 음향관
본체의 내벽면과 제1 분리판과의 사이에 마련되는 제1 칸막이판, 음향관 본체의 내벽면과
제2 분리판과의 사이에 마련되는 제2 칸막이판으로 구획 형성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음향관 본체가 서로 독립된 복수의 유로를 갖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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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의 퍼지 방법 및 퍼지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6939 (2013.04.2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듀얼식의 가스 터빈 연소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기 가스 환경
규제값의 관리 범위로부터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스 터빈 연소기의 퍼지
방법 및 퍼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스 터빈 연소기는, 오일 연료가
흐르는 오일 연료 라인 및 가스 연료가
흐르는 가스 연료 라인에 연통하며, 상기
오일 연료와 상기 가스 연료와의 사이에서
분사 연료를 전환 가능한 노즐(A, B)을
구비하고 있다. 가스 터빈 연소기의 퍼지
방법은, 상기 오일 연료로부터 상기 가스
연료로의 분사 연료의 전환(t1 ) 직후에,
적어도 물을 이용하여 상기 오일 연료 라인의
퍼지를 실행하는 제 1 퍼지 단계와, 상기 가스
연료로부터 상기 오일 연료로의 분사 연료의
전환(t7 ) 직전에, 적어도 물을 이용하여 상기
오일 연료 라인의 퍼지를 실행하는 제 2 퍼지
단계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오일 연료가 흐르는 오일 연료 라인 및 가스 연료가 흐르는 가스 연료 라인에
연통하며, 상기 오일 연료와 상기 가스 연료와의 사이에서 분사 연료를 전환 가능한 노즐을
구비한 가스 터빈 연소기의 퍼지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일 연료로부터 상기 가스 연료로의
분사 연료의 전환 직후에, 적어도 물을 이용하여 상기 오일 연료 라인의 퍼지를 실행하는
제 1 퍼지 단계와, 상기 가스 연료로부터 상기 오일 연료로의 분사 연료의 전환 직전에,
적어도 물을 이용하여 상기 오일 연료 라인의 퍼지를 실행하는 제 2 퍼지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의 퍼지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06310 (2016.03.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듀얼식의 가스 터빈 연소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기 가스 환경
규제값의 관리 범위로부터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오일 연료로부터 가스 연료로의 분사 연료의 전환 직후에, 적어도
물을 이용하여 오일 연료 라인의 퍼지를 실행하고, 가스 연료로부터 오일 연료로의 분사
연료의 전환 직전에, 적어도 물을 이용하여 오일 연료 라인의 퍼지를 실행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오일 연료->가스 연료로 분사 연료 전환 직후와 가스
연료->오일 연료로 분산 연료 전환 직전에 물을 이용한 오일 연료 라인 퍼지를 실행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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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발전 시스템 및 발전 시스템의 구동 방법 및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10271 (2013.11.0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종류가 상이한 연료 가스의 온도차에 의한
문제를 해소한다. SOFC(13)로부터 배출되는
배출 연료 가스(L3)를 가스 터빈(11)의 연소기의
연료로서 이용함과 아울러, 가스 터빈(11)의
압축기(20)에서 압축된 일부의 압축 공기(A2)를
SOFC(13)의 구동에 이용하는 발전 시스템
(10)에 있어서, 가스 터빈(11)은, 배출 연료
가스(L3)와는 종류가 상이한 연료 가스(L1)를
연소시키는 제 1 연소기(21A)와, 제 1 연소기
(21A)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G1)에 의해
구동되는 제 1 터빈(22A)과, 배출 연료
가스(L3)를 연소시키는 제 2 연소기(21B)와,
제 1 터빈(22A)과 축연결되어 있고 제 2
연소기(21B)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G2)에
의해 구동되는 제 2 터빈(22B)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료 전지로부터 배출되는 배출 연료 가스를 가스 터빈의 연소기의 연료로서
이용함과 아울러, 상기 가스 터빈의 압축기에서 압축된 일부의 압축 공기를 상기 연료
전지의 구동에 이용하는 발전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가스 터빈은, 상기 배출 연료
가스와는 종류가 상이한 연료 가스를 연소시키는 제 1 연소기와, 상기 제 1 연소기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제 1 터빈과, 상기 배출 연료 가스를 연소시키는 제
2 연소기와, 상기 제 1 터빈과 축연결되어 있고(shaft-coupled) 상기 제 2 연소기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제 2 터빈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
시스템.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07353 (2017.02.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소기에 종류가 상이한 연료가 공급되더라도, 가스터빈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배출 연료
가스와는 종류가 상이한 연료 가스를 연소시키는 제1 연소기와 제1 연소기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제1 터빈과, 배출 연료 가스를 연소시키는 제2 연소기와, 제1
터빈과 축연결되어 있고 제2 연소기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제2
터빈을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1 연소기는 배출 연료 가스와는
종류가 상이한 연료 가스를 연소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2 연소기는 연료
전지로부터 배출되는 배출 연료 가스를 연소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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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발전 시스템 및 발전 시스템의 구동 방법 및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0727 (2013.11.0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종류가 상이한 연료 가스의 온도차에 의한
문제를 해소한다. SOFC(13)로부터 배출되는
배출 연료 가스(L3)를 가스 터빈(11)의 연소기의
연료로서 이용함과 아울러, 가스 터빈(11)의
압축기(20)에서 압축된 일부의 압축 공기(A2)를
SOFC(13)의 구동에 이용하는 발전 시스템(10)에
있어서, 가스 터빈(11)은, 배출 연료 가스(L3)와는
종류가 상이한 연료 가스(L1)를 연소시키는
제 1 연소기(21A)와, 제 1 연소기(21A)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G1)에 의해 구동되는 제 1
터빈(22A)과, 배출 연료 가스(L3)를 연소시키는
제 2 연소기(21B)와, 제 1 터빈(22A)과
축연결되어 있고 제 2 연소기(21B)로부터
공급되는 연소 가스(G2)에 의해 구동되는 제
2 터빈(22B)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료 전지로부터 배출되는 배출 연료 가스를 가스 터빈의 연소기의 연료로서
이용하는 발전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는, 제 1 메인 노즐과, 제 2 메인 노즐과, 상기
제 1 메인 노즐에 접속되어 상기 연료 전지로부터 배출되는 상기 배출 연료 가스를 보내는
제 1 메인 노즐 연료 라인과, 상기 제 2 메인 노즐에 접속되어 상기 배출 연료 가스와는
종류가 상이한 연료 가스를 보내는 제 2 메인 노즐 연료 라인과, 상기 제 1 메인 노즐 연료
라인에 마련되는 제 1 메인 노즐 제어 밸브와, 상기 제 2 메인 노즐 연료 라인에 마련되는
제 2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갖고, 상기 가스 터빈을 기동하는 경우에 상기 제 1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폐쇄하고 상기 제 2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개방하는 제어를 하고, 상기 가스
터빈의 기동 후에 상기 연료 전지가 기동되면, 상기 제 1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개방하고
상기 제 2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좁히는 제어를 하는 제어부를 갖고, 상기 연소기는,
파일럿 노즐과, 상기 파일럿 노즐에 접속되어 상기 연료 가스를 보내는 파일럿 노즐 연료
라인과, 상기 파일럿 노즐 연료 라인에 마련되는 파일럿 노즐 제어 밸브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가스 터빈을 기동하는 경우나 구동하는 경우에 상기 파일럿 노즐 제어
밸브를 개방하는 제어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 시스템.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682870 (2016.11.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소기에 종류가 상이한 연료가 공급되더라도, 가스터빈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스 터빈을
기동하는 경우에 제 1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폐쇄하고 제 2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개방하는 제어를 하고, 가스 터빈의 기동 후에 연료 전지가 기동되면, 제 1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개방하고 제 2 메인 노즐 제어 밸브를 좁히는 제어를 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어부는, 가스 터빈을 기동하는 경우나 구동하는 경우에 파일럿 노즐
제어 밸브를 개방하는 제어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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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희석 가스 혼합기를 갖는 연속 연소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0104950 (2014.08.1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제 1 버너(10), 제 1 연소 챔버(11),
희석-가스-연료 애드믹서(admixer;34)를
통하여 제 1 연소기 연소 생성물들로 희석
가스(32)와 제 2 연료(29)를 혼합하기 위한
희석 버너(35)를 포함하는 연속 연소기
장치(4)에 관한 것이다. 상기 희석-가스-연료
애드믹서(34)는 적어도 하나의 유선형 몸체
(42)를 구비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유선형
몸체는 적어도 하나의 연료 노즐(43)을
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연료(29)를
상기 희석 버너(35) 안으로 도입하기 위해
상기 희석 버너(35)에 배열되고, 유선형 단면
프로파일을 가지며 상기 희석 버너(35)에
작용하는 주요 유동 방향에 길이방향으로
직각으로 또는 경사도를 갖고 연장된다. 상기
유선형 몸체(42)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료
노즐(43)의 상류에서 희석 가스(32)를 상기
제 1 연소기 연소 생성물들(37) 내로
혼합하기 위해 희석 가스 개구(44)를 포함한다.
본원은 또한 그러한 연속 연소기 장치(4)를
갖는 가스 터빈(1)의 작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1) 유체 유동 연결부에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제 1 버너(10), 제 1 연소 챔버(11), 작동
중에 희석-가스-연료 애드믹서(34)를 통하여 상기 제 1 연소 챔버(11)를 떠나는 제 1
연소기 연소 생성물들(37)에 희석 가스(32) 및 제 2 연료(29)를 혼합하기 위한 희석
버너(35), 및 제 2 연소 챔버(14)를 포함하는 연속 연소기 장치(4)로서,상기 희석-가스-연료
애드믹서(34)는 적어도 하나의 유선형 몸체(42)를 구비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유선형
몸체는 적어도 하나의 연료 노즐(43)을 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연료(29)를 상기
희석 버너(35) 안으로 도입하기 위해 상기 희석 버너(35)에 배열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유선형 몸체는 유선형 단면 프로파일을 가지며 상기 희석 버너(35)에 작용하는 주요 유동
방향에 직각이거나 경사진 길이방향으로 연장하는, 상기 연속 연소기 장치(4)에
있어서,상기 유선형 몸체(42)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료 노즐(43)의 상류에서 희석
가스(32)를 상기 제 1 연소기 연소 생성물들(37) 내로 혼합하기 위해 희석 가스 개구(44)를
포함하고,상기 희석 가스 개구(44)는 작동 중에 상기 희석 가스 개구(44)를 통해 혼합되는
상기 희석 가스의 질량 유동에 대한 상기 제 1 연소기 연소 생성물들(37)의 질량 유동의
비가 0.5 내지 2의 범위에 있도록 치수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연소기 장치(4).
중요도 상□

평

가

☑ GE

□ 지멘스

□ 냉각

☑ 연소

중☑ 하□

□ ☑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27523 (2016.05.3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희석가스를 연속 연소기 장치 안으로 혼합하는 가스터빈용 연속 연소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유선형 몸체에서 희석가스 개구를 포함하고 희석가스와 연소생성물이 혼합되는
구조를 가지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희석가스의 개구를 물리적 의미를 포함하여
수치한정하였으나, 매우 넓은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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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7541 (2015.04.2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889638 (2018.08.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 연소기 및 가스 터빈에 있어서,
파일럿 버너(44)와 복수의 메인 버너(45)와
파일럿 콘을 마련하는 동시에, 메인 버너(45)의
외측에서 선단부측을 향해서 공기를 분출하는
공기 통로(81)와, 파일럿 콘(62)의 외측에서
기술요약

선단부측을 향해서 공기를 유통시키는 동시에
직경방향에 있어서의 외측을 향해서 공기를
분출하는 공기 통로(83, 84)와, 공기 통로(83,
84)로부터 분출되는 공기의 분출 방향을
파일럿 콘(62)의 중심 축심(O) 방향으로
변경하는 차양부(변경 부재)(65c)를 마련한다.
(청구항 1) 원통형상을 이루는 연소통과, 상기 연소통 내의 중심부에 배치되는 파일럿
버너와, 상기 연소통 내에서 상기 파일럿 버너를 둘러싸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메인 버너와,
상기 파일럿 버너에 있어서의 파일럿 노즐의 외측을 덮는 동시에 선단부측이 방사상으로
퍼지는 테이퍼 통형상을 이루는 보염기와, 상기 메인 버너의 외측에서 선단부측을 향해서
공기를 분출하는 제 1 공기 분출부와, 상기 보염기의 외측에서 선단부측을 향해서 공기를

청구범위

유통시키는 동시에 직경방향에 있어서의 외측을 향해서 공기를 분출하는 제 2 공기
분출부와, 상기 제 2 공기 분출부로부터 분출되는 공기의 분출 방향을 상기 보염기의
축심방향으로 변경하는 변경 부재를 갖고,상기 제 2 공기 분출부는, 상기 보염기의 외측에
마련되어 선단부측을 향해서 공기를 유통시키는 제 1 공기 통로와, 상기 제 1 공기 통로의
선단부측으로부터 직경방향에 있어서의 외측을 향해서 공기를 유통시키는 제 2 공기
통로와, 상기 제 2 공기 통로의 선단부측에 마련되는 공기 분출구를 갖고, 상기 변경 부재는
상기 공기 분출구에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가스 터빈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파일러 버너를 포함하는 연소기에 있어서 화염 위치를 적정 위치로 제어해 연소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 공기분출부의 공기분출구(85)가 제 2공기통로(84)의
평

가

선단부측에 마련되고, 거기에 마련된 변경부재가 제2 공기분출부에서 분출되는 공기
방향을 보염기 축심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에 의해 화염 위치를 적절히 제어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파일럿버너, 메인버너, 보염기를 갖춘 버너에 한정되는 연소 기술에 해당되고,
위 구성들의 위치를 모두 한정하는 점에서 그 권리범위는 좁은 편이나, 연소안정성 향상
과제는 연소기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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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 및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의 운전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36079 (2015.06.2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미분탄으로부터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는 가스화
노(20)와, 가스 냉각기(30)와, 가스 터빈 설비(50)와,
보조 연료를 가스 터빈 설비(50)로 공급하는
보조 연료 공급부(60)와, 배열 회수 보일러
(70)와, 증기 터빈 설비(80)와, 발전기(90)와,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순환 계통부(100)를
구비하고, 배열 회수 보일러(70)가, 제1 중압
절탄기(70a)와 제2 중압 절탄기(70b)를 가지며,
미분탄으로부터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를 연소
시키는 경우는 냉각수가 제1 중압 절탄기
(70a)와 제2 중압 절탄기(70b)와 가스 냉각기
(30)를 직렬로 경유하는 직렬의 열교환 계통을
형성하고, 보조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는
냉각수가 제1 중압 절탄기(70a)와 제2 중압
절탄기(70b)의 각각에 경유하는 개별의 열교환
계통을 형성하는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1)를 제공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산소 함유 기체를 이용하여 고체 탄소질 연료를 가스화 반응시켜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는 가스화 노와, 상기 가스화 노에 의하여 생성된 상기 가연성 가스와 냉각수의
열교환에 의하여 상기 냉각수로부터 증기를 생성하는 가스 냉각기와, 상기 가스 냉각기에
의하여 냉각된 상기 가연성 가스, 또는 보조 연료 공급부로부터 공급되는 보조 연료를
연소시켜 회전 동력을 얻는 가스 터빈 설비와, 상기 가스 터빈 설비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배기 가스의 열량을 회수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배열 회수 보일러와, 상기 배열 회수
보일러로부터 공급되는 증기에 의하여 회전 동력을 얻는 증기 터빈 설비와, 상기 가스 터빈
설비 및 상기 증기 터빈 설비가 공급하는 상기 회전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와, 상기
배열 회수 보일러에 있어서 상기 냉각수의 열교환을 시키는 순환 계통부를 구비하고, 상기
배열 회수 보일러가, 상기 연소 배기 가스와 상기 냉각수의 열교환을 행하는 제1 열교환기
및 제2 열교환기를 가지며, 상기 가스 터빈 설비가 상기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와,
상기 보조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따라, 상기 순환 계통부는, 상기 냉각수가 상기 제1
열교환기와 상기 제2 열교환기와 상기 가스 냉각기 중 어느 것을 경유할지를 전환하는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10-1847329 (2018.04.0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화 노가 생성하는 가연성 가스의 대체가 되는 다른 보조 연료를 가스
터빈 설비에서 연소시켜 연소 배기 가스를 생성하고, 배열 회수 보일러에 의한 연소 배기
가스로부터의 열회수 효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스화 노에 의한 가연성 가스의 생성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냉각수의 열교환 계통으로서, 직렬 혹은 개별의 순환 계통 중 어느 하나를 형성하여, 배열
회수 보일러의 열회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어장치의 가연성 가스 생성여부에 따른 처리과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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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040457 (2017.03.3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과제는 가스 터빈 연소기의
구조물의 과도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가스
터빈 연소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본
발명의 가스 터빈 연소기(3)는 공기 구멍
플레이트(20)가, 복수의 공기 구멍(51A,
51B)으로 이루어지는 중앙 공기 구멍군(51)과,
복수의 공기 구멍(52A, 52B, 52C)으로
이루어지고, 중앙 공기 구멍군(51)을 둘러싸도록
형성된 복수의 외주 공기 구멍군(52)을 갖고,
인접하는 2개의 외주 공기 구멍군(52)과 중앙
공기 구멍군(51)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위치하도록
공기 구멍 플레이트(20)에 형성된 구멍부(601)
및 온도 센서(401)와, 냉각제의 공급원(220)과,
구멍부(601)와 공급원(220)을 접속하는 냉각
배관(205)과, 냉각 배관(205)에 설치된 밸브
(67, 68)와, 온도 센서(401)의 계측값에 기초
하여 밸브(67, 68)를 구동하는 제어 장치
(500)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료를 분사하는 복수의 연료 노즐과,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에 대응하여 형성된
복수의 공기 구멍을 갖고,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의 연료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형성된
공기 구멍 플레이트와, 상기 복수의 공기 구멍으로부터 분사된 연료와 공기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실을 구비한 가스 터빈 연소기에 있어서,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는, 복수의 상기 공기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중앙 공기 구멍군과, 복수의 상기 공기
구멍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둘레 방향에 있어서 복수 배치되고, 상기
중앙 공기 구멍군을 둘러싸도록 형성된 복수의 외주 공기 구멍군을 갖고,인접하는 2개의
상기 외주 공기 구멍군과 상기 중앙 공기 구멍군으로 둘러싸인, 이들 3개의 공기 구멍군의
사이의 영역에 위치하도록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에 형성된 구멍부 및 온도
센서와,냉각제의 공급원과,상기 구멍부와 상기 공급원을 접속하는 냉각 배관과,상기 냉각
배관에 설치된 밸브와,상기 온도 센서의 계측값에 기초하여 상기 밸브를 구동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88790 (2018.08.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 연소기의 과도한 온도 상승을 억제해 연소기 신뢰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공기구멍군, 외주공기구멍군을 갖고, 2개의 외주공기구멍군과 중앙공기구멍군으로
둘러싸인 구멍플레이트에 형성된 구멍부 및 온도센서, 구멍부에 연결된 냉각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온도센서 값을 통해 제어함에 따라 연소기의 과도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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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및 그 운전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0136223 (2017.10.20.)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38198 (2019.10.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의 연료를 오일 연료로부터 가스
연료로 전환할 때, 가스 터빈 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 가스를 가능한 한 가시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가스 터빈 연소기
및 그 운전 방법을 제공한다. 파일럿
기술요약

버너(38) 에서의 연소를 오일 연소로부터
가스 연소로 전환할 때, 메인 버너에 가스
연료를

공급하여

메인

버너(39A

내지

39F)에서 가스 연소를 개시하고, 그 후,
파일럿 버너(38)에 가스 연료를 공급하여
파일럿 버너(38)에서 가스 연소를 개시한다.

(청구항 1) 파일럿 버너와, 상기 파일럿 버너의 외주에 배치된 메인 버너로 구성되고, 상기
파일럿 버너는 오일 연소와 가스 연소가 가능하게 구성되고, 상기 메인 버너는 적어도 가스
연소가 가능하게 구성된 가스 터빈 연소기의 운전 방법이며, 정격 부하보다 부하가 낮은
청구범위

부분 부하 조건에서 상기 파일럿 버너에 의한 연소를 오일 연소로부터 가스 연소로 전환할
때, 상기 메인 버너에 가스 연료를 공급하여 메인 버너에서 가스 연소를 개시하고, 그 후,
상기 파일럿 버너에 가스 연료를 공급하여 파일럿 버너에서 가스 연소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의 운전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의 연료를 오일 연료로부터 가스 연료로 전환할 때, 가스
터빈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가능한 한 가시화할 수 없도록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파일럿 버너에 의한 연소를 오일 연소로부터 가스 연소로 전환할 때, 메인
평

가

버너에 가스 연료를 공급하여 메인 버너에서 가스 연소를 개시하고, 그 후, 파일럿 버너에
가스 연료를 공급하여 파일럿 버너에서 가스 연소를 개시하는 점에서 종래 연소 방식과
차이가 있어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스터빈의 연소 방법을 다체롭게 하여
연소 효율 향상 및 배기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연소 제어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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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와 터빈부의 연통 구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08290 (2010.05.1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통체(33)의 내부에서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연소기(3)와, 연소 가스를, 터빈 정익(4SV)
및 터빈 동익으로 이루어지는 터빈단을 순차
통과시킴으로써 회전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터빈부(4)의 연통 구조에 있어서, 터빈
정익(4SV) 중, 연소기(3)에 가장 가까운 터빈
1단 정익(4SV)의 적어도 일부는, 인접한
하나의 통체(33) 및 다른 통체(33)에 있어서의
측벽(34)의 하류에 배치되는 동시에, 통체(33)에
있어서의 측벽(34)의 하류에 배치된 터빈 1단
정익(4SV)의 전방 테두리로부터, 측벽(34)에
있어서의 터빈부(4)측의 단부까지의 거리가,
하나의 통체(33)의 측벽(34)에 있어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통체(33)의 측벽(34)에
있어서의 내면까지의 간격 이하로 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1) 회전축 둘레에 인접하여 복수 배치된 통체의 내부에서, 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 공기 및 연료 노즐로부터 공급된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 가스를, 상기 회전축 둘레에 복수 배치된 터빈 정익 및
터빈 동익으로 이루어지는 터빈단을 순차 통과시킴으로써 회전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터빈부의 연통 구조이며, 상기 터빈 정익 중, 상기 연소기에 가장 가까운 터빈 1단 정익의
적어도 일부는, 인접한 하나의 통체의 측벽 및 다른 통체의 측벽에 의해 형성된 측벽부의
하류에 배치되는 동시에, 상기 측벽의 하류에 배치된 터빈 1단 정익의 전방 테두리로부터,
상기 측벽에 있어서의 터빈부측의 단부까지의 거리가, 상기 하나의 통체의 측벽에 있어서의
내면으로부터, 상기 다른 통체의 측벽에 있어서의 내면까지의 간격 이하이고,상기 하나의
통체의 내표면 및 상기 다른 통체의 내표면과 상기 측벽부의 하류에 배치된 터빈 1단 정익의
외표면이 원활하게 연결되는 형상으로 되도록, 상기 측벽부가 상기 하류에 배치된 터빈 1단
정익을 향해 서서히 폭이 넓어지도록 형성되어 있는, 연소기와 터빈부의 연통 구조.

□ 냉각

중요도 상□

평

가

□ 지멘스

☑ 연소

중□ 하☑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377772 (2014.03.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출원번호 10-2013-7019998의 원출원)
연소기와 터빈부의 연통 구조에 관한 것으로 연소가스의 손실 억제 및 터빈 날개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유체의 유량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연소기에 가까운 터빈 정익의 위치를
한정하고, 측벽부의 폭이 서서히 넓어지도록 형성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위
분할출원보다 넓은 범위의 권리범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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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대향 유동 고압-저압 증기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00740658 (2010.07.0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따른 대향 유동 고압-저압 증기
터빈(105, 205)는 고압 증기 터빈(110,
210)의 스러스트(160, 260)과 저압 증기
터빈(120, 220)의 스러스트(265)를 균형을
맞추어, 스러스트 베어링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양 터빈에 있어서 더 높은 스테이지
반동은 대향 흐름과 오프셋되어 있어서, 더
높은 증기 경로 효율을 가능하게 한다. 대향
증기는 크로스오버 관(180)을 통해 또는 이중
고압 쉘(211, 212)을 사용하여 설정될 수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대향 유동 증기 터빈(205)에 있어서, 고압 증기 터빈(210)과, 저압 증기
터빈(220)과, 상기 고압 증기 터빈(210)과 저압 증기 터빈(220)에 공통하는 로터축(230)과,
상기 고압 증기 터빈(210)을 관통하는 제 1 방향의 제 1 증기 유동 경로(250)와, 상기 저압
증기 터빈(220)을 관통하는 반대 방향의 제 2 증기 유동 경로(255)와, 상기 제 1 증기 유동
경로(250)를 고압 증기 터빈(210)으로부터 저압 증기 터빈(220)을 관통하는 반대 방향의 제
2 증기 유동 경로(255)로 안내하기 위한 수단(280)을 포함하고, 상기 수단은 상기 고압 증기
터빈(210)을 관통하는 제 1 방향의 제 1 증기 유동 경로(250)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고압
증기 터빈(210) 상의 내측 쉘(211)로서, 상기 제 1 증기 유동 경로(250)는 상기 고압 증기
터빈(210)의 내측 쉘(211)을 관통하는 제 1 방향인, 상기 내측 쉘(211)과, 상기 고압 증기
터빈(210) 상의 외측 쉘(212)과, 상기 고압 증기 터빈(210) 상의 외측 쉘(212)을 관통하여
저압 증기 터빈(220)에 이르는 크로스오버 증기 유동(251)과, 상기 고압 증기 터빈(210)의
외측 쉘(212)로부터 상기 크로스오버 증기 유동(251)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고압 증기
터빈(210)과 저압 증기 터빈(220) 사이의 케이싱 조인트(290)와, 복수의 증기 유동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하도록 구성된, 고압 증기 터빈(210)과 저압 증기 터빈(220) 사이의
크로스오버 증기 유동 경로(251) 상의 기구(295)를 포함하고, 상기 크로스 오버 증기 유동
경로(251) 상의 기구(295)로부터의 데이터는 증기 터빈 제어를 위한 혼합된 유동 정보를
포함하는 대향 유동 증기 터빈.

□ 냉각

가

☑ GE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 ☑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65699 (2016.12.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고압터빈의 제1 증기유동 경로와 저압터빈의 제2 증기유동 경로에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유동을 안내하기 위해 고압증기 터빈의 내외측 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흐름이 이동하도록 구성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고저압 터빈에서 발생하는 스러스트를
유동경로를 조정하여 줄이도록 한 것으로 유사한 등록사례를 확인하여 회피 등에 대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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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5940 (2013.02.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블레이드(50)의 선단부에는 구조체(10)의
회전축 방향의 상류측을 향하는 단차면(53A
내지 53D)을 갖는 복수의 스텝부(52A 내지
52D)를 설치하고, 구조체에는 상기 복수의
스텝부의 둘레면(54A 내지 54D)을 향해
연장되고, 상기 복수의 스텝부에 대응하는
둘레면과의 사이에 미소 간극(H1 내지 H4)을
형성하는 시일 핀(124A 내지 124D)을 설치
한다. 그리고, 구조체의 회전축 방향을 따라서
미소 간극으로부터 상류측의 단차면에 이르는
거리(L1 내지 L4)는 상류측의 스텝부보다도
하류측의 스텝부의 쪽을 작게 설정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날개 부재와,
상기 날개 부재의 선단부에 간극을 두고 설치되는 구조체를 구비하고,
상기 날개 부재는 상기 구조체에 대하여 회전하고, 상기 간극에 유체가 유통되는 터빈이며,
상기 날개 부재의 상기 선단부 및 상기 구조체 중 상기 날개 부재의 상기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 중 어느 한쪽에는, 상기 날개 부재의 상기 선단부 및 상기 구조체 중 상기 날개 부재의
상기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 중 어느 다른 쪽의 회전축 방향의 상류측으로 향하는
단차면을 갖고, 상기 다른 쪽을 향해 스텝 형상으로 돌출되는 복수의 스텝부가, 상기 회전축
방향으로 나란히 설치되고,
상기 다른 쪽에는, 상기 복수의 스텝부의 둘레면을 향해 연장되고, 상기 복수의 스텝부에
대응하는 둘레면과의 사이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복수의 시일 핀이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시일 핀은, 제1 시일 핀 및 상기 제1 시일 핀보다도 상기 유체의 흐름의
하류측에 위치하는 제2 시일 핀을 갖고,
상기 제1 시일 핀과 상기 회전축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제1 시일 핀에 대응하는 상기
단차면과의 사이의 제1 거리는, 상기 제2 시일 핀과 상기 회전축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제2
시일 핀에 대응하는 상기 단차면과의 사이의 제2 거리보다도 길게 설정되어 있으며,
상기 제1 시일 핀으로부터 상기 회전축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일 핀의 상류측에
대향하는 상기 다른 쪽의 벽면까지의 사이의 축방향 치수와, 상기 제1 시일핀에 대응하는
상기 스텝부의 상기 단차면의 하단으로부터, 상기 제1 시일 핀이 설치된 상기 다른 쪽의
저면까지의 사이의 직경 방향 거리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11267 (2017.02.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날개 부재의 끝단 또는 그의 마주보는 부위에 스탭부를 형성하고, 이
스탭부들 사이에 다수개의 시일 핀을 부가형 간극을 작게 구성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날개 부재 끝단과 구조체의 사이를 통과하는 누설 유량을 줄여서 터빈을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간극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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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로터, 터빈 및 실 판 탈착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0508 (204.03.19.)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11777 (2017.02.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의 터빈 로터(10)는 로터 축부(11A)와
로터 축부(11A)의 외주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운동 날개(21)와 운동 날개(21)의
플랫폼(23)에 형성되어 반경 방향 외측을
향하여 오목하고 또한 원주 방향Dc로 뻗는
기술요약

홈(23d)에 끼워져, 축 방향Da의 기체의 흐름을
밀폐하는 실 판(41)을 구비한다. 실 판(41)에서
운동 날개(21)의 날개 뿌리(25)와 대향하는
면인 내측면(41i)과 반대측의 면인 외측면
(41o)에 탈착용 공구(90)를 삽입 가능하게
비관통한 공구 구멍(42)이 형성되어 있다.

(청구항 1) 축 방향으로 뻗는 로터 축부와,
상기 로터 축부의 외주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운동 날개와,
상기 운동 날개의 날개 뿌리에 따른 상기 축 방향의 적어도 한쪽 측에 상기 날개 뿌리와
대향 배치되고, 상기 운동 날개의 플랫폼에 형성되어 반경 방향 외측을 향하여 오목하고
또한 원주 방향으로 뻗은 홈에 끼워져, 상기 축 방향의 기체의 흐름을 밀폐하는 실 판과,
청구범위

상기 실 판의 반경 방향 내측에 배치되어 상기 실 판의 반경 방향 내측 단부와 일부가 반경
방향으로 서로 오버랩한 상태로 계합하고 있는 로킹 플레이트를 구비하고,
상기 실 판의 면으로서 상기 날개 뿌리와 대향하는 면인 내측면과 반대측 면인 외측면에
탈착용 공구를 끼워 넣을 수 있고 비관통한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 실 판의 상기 내측면은 상기 반경 방향의 전체에 걸쳐 평탄하고, 상기 실 판의 상기
외측면은 상기 구멍을 제외하고 상기 반경 방향의 전체에 걸쳐 평탄한 터빈 로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로터 날개 뿌리에 기체를 밀폐하는 실 판을 구성하고, 이 실판의 형상을
평

가

탈착용 공구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비관통 구멍과 이를 제외한 부위를 편평하게
구성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실 판을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이러한 것은 쉽게 해피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제품 설계에 있어서 조립성 관점에서
쉽게 침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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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축류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0153712 (2014.11.0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가스 터빈이나
증기 터빈 등의 축류 터빈에 있어서, 고효율
이며 성능이 좋은 축류 터빈을 제공한다.
축류 터빈에 있어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터빈 로터와, 터빈 로터에 고정된 터빈 동익과,
터빈 동익의 선단에 설치된 슈라우드와,
슈라우드와 간극을 두고 대향하는 다이어프램
외륜과, 슈라우드와 다이어프램 외륜의
간극에 있어서, 다이어프램 외륜으로부터
터빈 로터의 직경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설치된 직경 방향 시일 핀과, 슈라우드와
다이어프램 외륜의 간극에 있어서, 다이어프램
외륜으로부터 터빈 로터의 회전축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설치된 축 방향 시일 핀과,
슈라우드와 다이어프램 외륜의 간극에 있어서,
다이어프램 외륜과 축 방향 시일 핀 사이에
끼워지도록 설치되어, 다이어프램 외륜부터
슈라우드를 향해서 터빈 로터의 직경 방향 및
회전축 방향으로 신장되는 복수의 리브와, 축
방향 시일 핀과 다이어프램 외륜의 터빈
로터와 대향하는 면을 따라 연장되어, 터빈
로터의 회전 직경 방향으로 신장되도록
설치된 안내판을 갖는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터빈 로터와, 상기 터빈 로터에 고정된 터빈 동익과, 상기
터빈 동익의 선단에 설치된 슈라우드와,상기 슈라우드와 간극을 두고 대향하는 다이어프램
외륜과, 상기 슈라우드와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의 간극에 있어서,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으로부터 상기 터빈 로터의 직경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설치된 직경 방향 시일 핀과,
상기 슈라우드와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의 간극에 있어서,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으로부터
상기 터빈 로터의 회전축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설치된 축 방향 시일 핀과, 상기 슈라우드와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의 간극에 있어서,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과 상기 축 방향 시일 핀
사이에 끼워지도록 설치되어,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으로부터 상기 슈라우드를 향해서 상기
터빈 로터의 직경 방향 및 회전축 방향으로 신장되는 복수의 리브와, 상기 축 방향 시일
핀과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의 증기 주류에 접하는 면을 따라 연장되어, 상기 터빈 로터의
회전 직경 방향으로 신장되도록 설치된 안내판을 갖고, 운전 상태에 따라서, 상기 안내판의
위치가 저절로 상기 터빈 로터의 주위 방향으로 가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류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60120 (2016.09.2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축 방향 시일 핀과 상기 다이어프램 외륜의 증기 주류에 접하는 면을 따라
연장되어, 터빈 로터의 회전 직경 방향으로 신장되도록 설치된 안내판을 갖고, 운전 상태에
따라 안내판의 위치가 로터의 주위 방향으로 가변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터빈의
운전 상태에 따라 유동의 누설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유동손실을 줄이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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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2009 (2015.08.19.)

기술분야

□ 제어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91449 (2018.08.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제1단 고정 날개(27)의 피치 치수 P를 기준
으로 하여 인접하는 꼬리통(43)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원주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제1단 고정 날개(27)의 상류단까지의 원주
기술요약

방향의 치수 S의 비율 S/P을 0에서 0.2의
사이로 설정함과 동시에, 피치 치수 P를
기준으로 하여 꼬리통(43)의 하류 단면으로부터
제1단 고정 날개(27)의 상류단까지의 축
방향의 치수 L의 비율 L/P을 0.3에서 0.55의
사이로 설정한다.
(청구항 1)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가 압축한 압축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하는 복수의 연소기와, 상기 연소기가 생성한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 동력을 얻는
터빈을 가지고, 상기 연소기는 로터를 중심으로 하여 환상으로 배치되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연소기의 꼬리통의 하류 단부에 따른 원주 방향으로 인접하는 측벽의 내면에

청구범위

상기 꼬리통의 통로 면적이 커지는 경사면이 설치되고, 상기 터빈의 제1단 고정 날개의 피치
치수 P를 기준으로 하여, 인접하는 상기 꼬리통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상기 원주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상기 제1단 고정 날개의 상류단까지의 원주 방향의 치수 S의 비율 S/P이 0에서
0.2의 사이로 설정되는 동시에, 상기 피치 치수 P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꼬리통의
하류단으로부터 상기 제1단 고정 날개의 상류단까지의 축 방향의 치수 L의 비율 L/P이
0.3에서 0.55의 사이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소기의 꼬리통의 하류 단부와 터빈의 제1단 고정 날개의 피치 치수에
따른 비율을 수치 한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꼬리통과 제1단 고정 날개의 위치
관계를 적정한 위치 관계로 하므로, 여러 개의 연소기의 꼬리통의 후단부에서의 주요한
평

가

카르만 와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 개의 연소기에 따른 연소 가스의 유량
차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NOx의 증가나 터빈 효율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범위는 단순히 꼬리통과 제1단 고정 날개의 위치
관계를 특정한 점에서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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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02579 (2010.11.05.)

기술분야

□ 제어

□ ☑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12237 (2014.06.1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 연소기 및 가스 터빈에 있어서,
연소기 내통(42)에 대하여, 연소용 고압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통로(54)와, 연료를
공급하는 파일럿 노즐(44), 메인 연료 노즐(45),
톱 햇 노즐(47)과, 필름 공기(냉각용 공기)를
공급하는 개구부(64)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소기 내통(42)에 있어서의 연소 가스의
기술요약

유동방향의 하류부 내벽면에 둘레방향을
따라서 축소 부재(71, 72, 73)를 마련하고,
이 축소 부재(71, 72, 73)를 필름 공기의
흐름을 혼란시키지 않는 관통부(74, 75,
76)를 제외하는 둘레방향에 있어서 소정
영역에

마련함으로써,

일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억제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안정
연소의 발생을 억제 가능하게 한다.
(청구항1) 고압 공기와 연료가 내부에서 연소하여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연소통과,상기
연소통에 연소용 고압 공기를 공급하는 연소용 고압 공기 공급 수단과,상기 연소통의 고온
공기에 대하여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공급 수단과,상기 연소통에 내벽면을 따라서 냉각용
청구범위

공기를 공급하는 냉각용 공기 공급 수단과,상기 연소통에 있어서의 연소 가스의 유동방향의
하류부 내벽면에 둘레방향을 따라서 마련되는 축소 부재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에
있어서, 상기 축소 부재는 둘레 방향에 있어서, 냉각용 공기의 흐름을 혼란시키지 않는
관통부를 제외한 영역에 마련되고,상기 축소 부재는, 단면이 'ㄴ'자 형상을 이루고, 상기
둘레방향으로 연장되는 직사각형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가스 터빈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필름 공기에 의해 연소 불안정(일산화탄소 또는 미연탄화수소의 발생)이 생기는 것을
평

가

억제하기 위한 연소기 구조에 관한 것이다. 연소가스 하류 내벽면에 축소부재를 마련하고,
축소부재의 단면 모양 및 위치를 한정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미연가스의
발생을 억제한다. 일반적으로 화염 유지를 위한 보염기구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필름
공기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면서 그 형상을 한정하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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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노즐 및 가스 터빈 연소기,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03744 (2012.02.28.)

기술분야

□ 제어

□ 지멘스

□ 냉각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71311 (2014.12.0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파일럿 노즐 및 가스 터빈 연소기, 가스
터빈에 있어서, 연료 통로(72)를 갖는 노즐
본체(71)와, 노즐 본체(71)의 선단 외주부의
외측에 소정 간극을 두고 배치함으로써 내측
공기 통로(78)를 형성하는 동시에 노즐
본체(71)의 전방을 향해 공기를 분사 가능한
커버링(75)과, 커버링(75)의 선단부에 원주
기술요약

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장착되어 연료
통로(72)와 연통되는 연료 분사 노즐(81)을
갖는 동시에 내측 공기 통로(78)로부터의
분사 공기의 외측에 연료를 분사 가능한
복수의 노즐 팁(80)과, 내측 공기 통로(78)를
통과하여 분사되는 공기에 선회력을 부여하는
선회력 부여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파일럿 콘
내부의 냉각 공기량이나 속도 분포를 컨트롤
함으로써 안정된 연소를 가능하게 한다.

(청구항1) 연료 통로를 갖는 노즐 본체와, 상기 노즐 본체의 선단 외주부의 외측에 소정
간극을 두고 배치함으로써 내측 공기 통로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기 노즐 본체의 전방을
향해 공기를 분사 가능한 커버링과,상기 연료 통로와 연통되도록 상기 커버링의 선단부의
청구범위

내측면에 원주 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장착되는 외측면을 갖는 각각의 노즐 팁 내에
배치되는 연료 분사 노즐과,상기 내측 공기 통로의 출구에 제공되어, 상기 내측 공기 통로를
통과하여 분사되는 공기에 원주 방향의 선회력을 부여하는 선회력 부여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즐.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확산 연소를 위한 노즐 및 이를 포함하는 연소기에 관한 것이다. 커버링 선단부에
평

가

원주방향으로 소정간격을 두고 커버링을 배치하는 선회력 부여수단을 통해 공기 유량이
변동되도 축방향 공기 유속 분포가 크게 변동하는 일 없이 연소를 안정화시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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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03744 (2012.02.2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외통(31)과, 당해 외통(31)의
내측에 설치되어 외통(31)과의 사이에 공기
통로(30)를 형성하는 내통(32)과, 내통(32)의
중심부에 있어서 연소기 축(S) 방향을 따라서
설치된 파일럿 노즐(35)과, 내통(32)의
내주면에 둘레 방향을 따라 파일럿 노즐(35)을
둘러싸도록 복수 설치된 메인 노즐(36)을
구비하고, 공기 통로(30)에 도입된 연소용
공기에 대하여 복수의 메인 노즐(36)에 의해
연료를 미리 혼합해서 내통(32)의 내부에
분출시키는 가스 터빈 연소기에 있어서, 상기
공기 통로(30)의 내부에서 둘레 방향에
걸쳐서 설치되고, 복수의 메인 노즐(36)에
이르기 이전의 연소용 공기에 연료를 혼합
시키는 톱 해트 노즐(41)을 더 구비하고,
당해 톱 해트 노즐(41)의 연료를 분사하는
위치를 연소기 축(S)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청구범위

(청구항1) 외통과, 당해 외통의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외통과의 사이에 공기 통로를
형성하는 내통과, 상기 내통의 중심부에 있어서 연소기 축 방향을 따라서 설치된 파일럿
노즐과, 상기 내통의 내주면에 둘레 방향을 따라 상기 파일럿 노즐을 둘러싸도록 복수
설치된 메인 노즐을 구비하고, 상기 공기 통로에 도입된 연소용 공기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메인 노즐에 의해 연료를 미리 혼합해서 상기 내통의 내부에 분출시키는 가스 터빈
연소기에 있어서,상기 공기 통로의 내부에서 둘레 방향에 걸쳐서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메인 노즐에 이르기 이전의 상기 연소용 공기에 연료를 혼합시키는 톱 해트 노즐을 더
구비하고, 당해 톱 해트 노즐의 연료를 분사하는 위치를 연소기 축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평

가

□ 지멘스

□ 냉각

중요도 상☑

□ ☑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71311 (2014.12.0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일반적인 예혼합연소 방식의 가스터빈 연소기에 관한 것이다. 공기통로 내부에서
둘레방향에 설치되는 연료를 분사하는 톱헤드 노즐을 포함하고, 그 톱헤드 노즐의 위치를
연소기 축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고, 그에 따라 연소상태가 변화하여
NOx 저감 및 연소 진동 발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전제부는 일반적인 연소기 구성에
해당하고, 특징부의 구성이 명확하고 단순함에 따라 권리범위는 넓은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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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3989 (2012.11.30.)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70149 (2016.10.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에 관한 연소기는, 외부로부터 공기
(A)가 공급되는 내통(12)과, 내통(12)의 내주를
따라 환 형상으로 복수 설치되고, 각각 공기(A)와
연료(f)의 예혼합 기체(M)를 내통(12)의 내부에
공급하는 제1 노즐(14)과, 내통(12)이 기단부
(15b)에 접속됨과 함께 제1 노즐(14)로부터
기술요약

공급된 예혼합 기체(M)를 연소시켜 축 방향
선단측을 향함에 따라서 외주측으로 넓어지는
화염면(F)을 형성하는 미통(15)을 구비하고,
각 제1 노즐(14)은 축 방향에 있어서 화염면
(F)이 균일한 온도로 되도록, 그 제1 노즐
(14)의 중심축 주위로 연료 농도를 변화시켜
예혼합 기체(M)를 공급한다.
(청구항 1) 외부로부터 공기가 공급되는 내통과,상기 내통의 축 방향으로 연장됨과 함께
상기 내통의 내주를 따라 복수 설치된 메인 노즐통과, 각각 상기 메인 노즐통에 포위되어
있고, 상기 공기와 연료의 예혼합 기체를 상기 내통의 내부에 공급하는 제1 노즐과,상기
내통이 기단부에 접속됨과 함께 상기 제1 노즐로부터 공급된 상기 예혼합 기체를 연소시켜

청구범위

화염면을 형성하는 미통을 구비하고,상기 각 제1 노즐은, 축 방향에 있어서 상기 화염면이
균일한 온도로 되도록, 그 제1 노즐의 중심축 주위로 연료 농도를 변화시켜 상기 예혼합
기체를 공급하고, 냉각 공기에 의해 상기 내통, 상기 미통, 및 상기 내통 및 상기 미통의
주변 부재의 냉각이 행해지고, 상기 메인 노즐통에서의, 상기 내통의 직경 방향 외측으로
되는 제1 범위와, 상기 내통의 직경 방향 내측으로 되는 제2 범위 중, 상기 냉각 공기의
영향이 강한 쪽의 연료 농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예혼합 연소 방식의 가스터빈 연소기에 관한 것으로 예혼합 기체의 연료 농도를
평

가

반경방향으로 균일화 시켜서 국소적인 연소 온도 증가에 따른 NOx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혼합 기체를 공급하는 제1노즐의 중심축 주위로 연료 농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냉각 공기의 영향이 강한 쪽의 연료 농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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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노즐 조립체,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02072 (2013.03.1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연소기 노즐 조립체(20)는, 터빈 차실에
형성되어 있는 연소기 삽입 개구를 막는 노즐
장착 기체(70)와, 노즐 장착 기체를 관통하며,
터빈 차실의 내측으로 봉 선단부(41t)가 돌출
하는 동시에 터빈 차실의 외측으로 봉
기단부(41b)가 돌출하는 노즐봉(40)과, 노즐봉
내에 전체가 삽입되며, 관 선단부(61t)가
노즐봉에 있어서의 봉 선단부에 고정되고, 관
기단부(61b)가 노즐봉의 봉 기단부 내에
삽입되며, 봉 기단부를 거쳐서 연료(Fmo)가
내부에 공급되고, 관 선단부로부터 노즐봉의
봉 선단부를 거쳐서 연료를 분사하는 오일
연료관(60)과, 노즐봉의 봉 기단부 내에 배치
되며, 노즐봉의 내주측과 오일 연료관의
외주측 사이에서, 관 선단부측으로의 연료의
누출을 억제하는 O링(36b, 36c)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1) 터빈 차실에 형성되어 있는 연소기 삽입 개구를 막는 노즐 장착 기체와,통형상을
이루며 상기 노즐 장착 기체를 관통하고, 상기 터빈 차실의 내측으로 봉 선단부가 돌출하는
동시에 상기 터빈 차실의 외측으로 봉 기단부가 돌출하는 노즐봉과,관형상을 이루며 상기
노즐봉 내에 전체가 삽입되고, 관 선단부가 상기 노즐봉에 있어서의 상기 봉 선단부에
고정되며, 관 기단부가 상기 노즐봉의 상기 봉 기단부 내에 삽입되고, 상기 봉 기단부를
거쳐서 연료가 내부에 공급되며, 상기 관 선단부로부터 상기 노즐봉의 상기 봉 선단부를
거쳐서 상기 연료를 분사하는 연료관과,상기 노즐봉의 상기 봉 기단부의 내에 배치되며,
상기 노즐봉의 내주측과 상기 연료관의 외주측 사이에서, 상기 관 선단부측으로의 상기
연료의 누출을 억제하는 시일 부재를 구비하고,상기 노즐봉은, 상기 노즐 장착 기체 내에
위치하는 장착부와, 상기 장착부와 상기 봉 기단부 사이로서, 상기 노즐봉이 연장되어 있는
방향에 대해 수직인 단면에 있어서의 단면적이 상기 장착부의 최대 단면적보다 작은 단면적
감소부를 갖는가스 터빈의 연소기 노즐 조립체.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669373 (2016.10.1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에 이용되는 듀얼노즐 조립체의 노즐 장착구조에 관한 것이다. 노즐봉이 연장되어
있는 방향에 대해 수직인 단면에서 단면적이 장착부의 최대 단면적보다 작은 단면적
감소부를 갖는 구조를 갖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노즐봉의 봉 기단부가 노즐
장착기제로부터 받는 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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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10871 (2013.10.22.)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76975 (2016.1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미리 혼합시킨 예혼합
가스가 연소되는 것에 의해, 내부에 연소
영역(R1)이 형성되는 가스 터빈 연소기로서,
예혼합 가스가 유통하는 버너통(51)과, 버너통
(51)에 마련되고, 버너통(51)의 내벽면(내주면)을
기술요약

따르게 한 필름 형상의 필름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필름 공기 공급구(61)가 형성되는 연소
영역(R1)과 대향하는 백스텝면(65)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 공기가 유통하는 냉각 통로(71)를
구비하며, 냉각 통로(71)는 그 유출측이 필름
공기 공급구(61)에 접속되어 있다.

(청구항 1)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미리 혼합시킨 예혼합 가스가 연소되는 것에 의해, 내부에
연소 영역이 형성되는 가스 터빈 연소기에 있어서,상기 예혼합 가스가 유통하는 예혼합
가스 공급 통로와,상기 예혼합 가스 공급 통로에 마련되고, 상기 예혼합 가스 공급 통로의
내벽면을 따르게 한 필름 형상의 필름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필름 공기 공급구와,형성되는
상기 연소 영역과 대향하는 내벽면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 공기가 유통하는 냉각 통로를
청구범위

구비하며,상기 냉각 통로는, 그 유출측이 상기 필름 공기 공급구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냉각 통로의 흐름 방향에 있어서, 상기 내벽면을 사이에 두고 상기 연소 영역의 반대측의
면이 되는 내면을 따르는 상류측의 냉각 통로와, 상기 예혼합 가스 공급 통로의 내면을
따르는 하류측의 냉각 통로를 가지며, 상기 하류측의 냉각 통로에서는 냉각 공기가 상기
예혼합 가스 공급 통로의 선단측으로부터 기단측을 향하여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가스
터빈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예혼합 연소 방식의 가스터빈 연소기에 관한 것으로 플래시백 및 NOx 저감을 목표로 한다.
평

가

필름 공기 공급구와 연소 내벽면 냉각통로가 연결되어 냉각공기가 예혼합 가스 공급통로의
선단측에서 기단측으로 흐르는 구성을 가지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냉각공기로 흐르는 양을 줄이고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늘려 NOx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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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5378 (2014.02.14.)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90446 (2016.12.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이 연소기는, 연소기 본체의 축선 방향으로
연장되며, 연소실측에 배치되는 분사 구멍
(24)으로부터 연료를 분사 가능한 복수의
연료 노즐(20)을 구비한 연소기(4)이다. 이
기술요약

연소기(4)는, 복수의 연료 노즐(20) 중,
적어도 2개의 연료 노즐(20) 사이에서 연료의
유량 변동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도록, 적어도
1개의 연료 노즐(20)의 유로 단면적을 축선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위상 조정부
(33)를 구비한다.

(청구항 1) 연소기 본체의 축선 방향으로 연장되며, 연소실측에 배치되는 분사 구멍으로부터
연료를 분사 가능한 복수의 연료 노즐을 구비한 연소기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 중,
적어도 2개의 연료 노즐 사이에서 상기 연료의 유량 변동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도록,
적어도 1개의 연료 노즐의 유로 단면적을 상기 축선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위상
청구범위

조정부를 구비하고,상기 위상 조정부를 구비하는 상기 연료 노즐은 상기 위상 조정부에
의해 생기는 압력 손실의 크기에 따른 크기의 분사 구멍을 가지며,상기 위상 조정부를
구비하는 상기 연료 노즐의 상기 분사 구멍의 크기는, 상기 위상 조정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의 상기 연료 노즐의 전체 압력 손실과, 상기 위상 조정부를 구비하는 상기 연료 노즐의
전체 압력 손실이 동등하게 되는 크기로 형성되어 있는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소 영역에 공급되는 연료 유량 변동을 억제하여 연소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평

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로 단면적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위상조정부를 구비하고,
위상조정부에 의해 생기는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분사구멍 크기를 결정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메인 연료 공급압력 증강벗이 연소 진동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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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캔 환형 연소기 배열을 위한 캔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0049781 (2014.04.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가스 터빈의 캔 환형 연소기
배열을 위한 캔 연소기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캔 연소기(10)는 적어도 본질적 원통형
케이싱(11)과 다수의 예혼합식 버너들(14)을
포함하고, 상기 본질적 원통형 케이싱은
축방향 상류 전방 패널(13)과 축방향 하류
출구 단부를 구비하고, 상기 다수의 예혼합
버너들은 상기 케이싱(11) 내부의 연소 구역(12)
안으로 연료/공기 혼합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전방 패널(13)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연장하고 이 전방 패널(13)에 의해 지지되는
버너 출구(17)를 가지며, 4개까지의 예혼합식
버너들(14)은 실질적 환형 어레이로 상기
전방패널(13)에 부착되고, 각 버너(14)는
상기 연료/공기 혼합물의 와류 유동을 유도하기
위해 원추형 와류 생성기(15)와 혼합 튜브(16)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의 캔 환형 연소기 배열을 위한 캔 연소기로서, 상기 캔 연소기(10)는
적어도, 본질적 원통형 케이싱(11)과 다수의 예혼합식 버너(14)들을 포함하고, 상기 본질적
원통형 케이싱은 축방향 상류 전방 패널(13)과 축방향 하류 출구 단부를 구비하고, 상기
다수의 예혼합 버너들은 상기 케이싱(11) 내부의 연소 구역(12) 안으로 연료/공기 혼합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전방 패널(13)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연장하고 이 전방 패널(13)에 의해
지지되는 버너 출구(17)를 가지고, 4개까지의 예혼합식 버너(14)들은 실질적 환형 어레이로
상기 전방 패널(13)에 부착되고, 각 버너(14)는 상기 연료/공기 혼합물의 와류 유동을
유도하기 위해 혼합 튜브(16)를 가지고, 중심 버너가 제공되지 않는 캔 연소기에 있어서,각
버너(14)는 원추형 와류 생성기(15)를 가지고, 상기 전방 패널(13)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예혼합식 버너(14')의 중심 길이방향 축(19)의 정렬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예혼합식
버너(14", 14'", 14"")의 중심 길이방향 축(19)의 정렬과 반경 방향에서 다르며, 적어도
하나의 예혼합식 버너의 반경방향 거리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예혼합식 버너의 반경방향
거리와 다르고, 상기 반경방향 거리는 상기 캔 연소기의 중심 길이방향 축과 각각의
예혼합식 버너의 중심 길이방향 축 사이의 거리로서 정의되고,상기 전방 패널은
원추형이고, 상기 버너들은 상기 캔 연소기의 중심 길이방향 축에 대해 경사진 길이방향
축들을 갖고,상기 원추형 전방 패널의 경사각이 상기 버너들의 중심 길이방향 축들의
경사각에 대응하여 상기 버너 출구의 평면이 상기 전방 패널에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캔 연소기.

□ 냉각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지멘스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02854 (2017.01.3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종래 환형 연소기들 도는 캔 환형 연소개 배열들을 갖는 다중 버너 사일로 연소기들로부터
개선된 캔 환형 연소기를 제공한다. 중심버너가 제공되는 캔 연소기에 있어서 예혼합식
버너들의 정렬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면서, 전방패널이 원추형이고 버너들이 원추형
전방패널의 경사각에 대응해 형성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버너의 대칭
평면들을 회피하고 응집성 유동 구조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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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터빈 연소기 및 이를 구비한 가스터빈기관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4458 (2014.09.22.)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49875 (2017.06.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 연소기에
있어서, 간소하고 코스트 퍼포먼스가 높은
구성에 의해, 연소 진동의 발생을 방지한다.
가스터빈 연소기(1)는 연소통(2)의 중심부에
배치된 파일럿버너(3)와, 그 주위를 둘러싸게
배치된 복수의 메인버너(4)를 구비하고,
메인버너(4)는 원통상의 예혼합노즐(12)의
중심부에 메인노즐 (11)이 설치 되어서, 메인
기술요약

노즐(11)의 주변에 설치된 연료 분사 구멍
(15)으로부터, 예혼합노즐(12)의 하류 측에
접속된 연장 노즐(13)의 내면 (13a)을 향하여
액체 연료(F2)가 분사되는 구성으로서, 그
분사 패턴이, 복수의 메인버너(4) 사이에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료분사
구멍(15)에서의 액체 연료 (F2)의 분사 각도
(θ1，θ2)를, 복수의 메인버너(4)의 사이에서
다르게 하는 것에 의해 분사 패턴을 다르게
하고 있다.
(청구항 1) 연소통의 중심부에 배치된 파일럿버너와,상기 파일럿버너의 주위를 둘러싸게
배치된 복수의 메인버너를 구비하고,상기 메인버너는 원통상의 예혼합노즐의 중심부에
메인노즐이 설치되어서, 상기 메인노즐의 주변에 설치된 연료 분사 구멍으로부터, 상기

청구범위

예혼합노즐의 하류측에 접속된 연장 노즐의 내면을 향하여 액체 연료가 분사되는
구성으로서,상기 연료 분사 구멍으로부터 상기 연장 노즐의 내면을 향하여 분사되는 상기
액체 연료의 분사 패턴이, 상기 복수의 메인버너 사이에 서로 다르게 설정되고,상기
메인노즐에서의 상기 연료 분사 구멍의 주방향 위치를, 상기 각 메인버너 사이에서 다르게
하는 것에 의해 상기 분사 패턴을 다르게 한가스터빈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LNG 등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버너에서 연소진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

가

연료 분사구에서 연장노즐 내면을 향해 분사되는 액체연료 분사 패턴이 메인버너 사이에
서로 다르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료분사 구멍의 주방향 위치를 메인버너
사이에서 다르게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친환경 버너 설계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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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가스터빈, 가스터빈 시스템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2134 (2015.03.12.)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74705 (2019.04.2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연소기(10)는 선단부(25s)에서 공기를 분사시키는
공기 분사부(51)가 형성된 노즐(25)과, 노즐(25)을
외주 측에서 덮음과 동시에 노즐(25) 사이에
공기 유로를 형성하는 통상부재(26)와, 공기
유로에 설치되어, 공기 유로를 흐르는 공기에
기술요약

압력 손실을 발생시키는 압력 손실부(27)를
구비하고, 노즐(25)은 압력 손실부(27)보다도
상류측의 외주면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
주입부(52)와, 공기 주입부(52)에서 주입된
공기를 공기 분사부(51)까지 인도하는 분출
공기 유로(R2)를 형성하는 유로 형성부(50)를
구비한다.

(청구항 1) 선단부를 향하여 그 외경이 점차 축소하는 원추상을 이루고, 상기 원추상의
선단에서 공기를 분사시키는 하나의 공기 분사부를 구비하는 노즐과, 상기 노즐을 외주
측에서 덮음과 동시에 상기 노즐과의 사이에 공기 유로를 형성하는 통상부재와, 상기 공기
유로에 설치되어, 상기 공기 유로를 흐르는 공기에 압력 손실을 발생시키고, 연료가
청구범위

분사되는 압력 손실부를 구비한버너를 포함하며, 상기 노즐은, 상기 압력 손실부보다도
상류측의 외주면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 주입부와, 상기 공기 주입부에서 주입된 공기를
상기 공기 분사부까지 인도하는 유로를 형성하는 유로 형성부를 구비하며, 상기 공기
주입부는 상기 노즐의 외주면에 여러 개 설치되고,상기 유로 형성부는 여러 개의 상기 공기
주입부에서 주입된 공기를 상기 공기 분사부의 상류측에서 합류시키는 합류부를 구비하는
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에 이용되는 연소기에 관한 것으로 기존 예혼합 연소방식을 채택한 연소기에서
평

가

발생할 수 있는 역류 현상으로 인한 노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류측 외주면에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주입부, 노즐 내부의 유로형성부 및 노즐 첨단의 합류부로 이루어진
노즐에 의해서 유체를 고속 분사하여 역화 현상을 억제하는데 특징이 있다. 연소기 설계에
있어 위와 같은 구조의 노즐을 채용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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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 버너 및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5483 (2015.08.1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노즐과, 연료를 분사하기 위한 연료 분사
구멍을 갖는 동시에, 상기 노즐의 주위에
있어서 상기 노즐의 축방향을 따라서 연장
되는 환상의 공기 유로에 마련되며 상기 공기
유로를 흐르는 공기를 선회시키도록 구성된
스윌러 베인과, 상기 노즐의 반경방향에
있어서 상기 공기 유로 중 적어도 상기
스윌러 베인의 하류측의 영역을 구획하고,
상기 공기 유로 중 적어도 상기 영역을, 상기
노즐의 외주면에 면하는 내측 유로와 상기
내측 유로에 대하여 상기 반경방향의 외측에
위치하는 외측 유로로 분할하는 환상의
칸막이판을 구비하고, 상기 연료 분사 구멍은,
상기 공기 유로의 상기 외측 유로 내에
위치하며, 상기 칸막이판의 상류측의 단부는,
상기 축방향에 있어서, 상기 연료 분사
구멍보다 상류측에 위치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노즐과, 연료를 분사하기 위한 연료 분사 구멍을 갖는 동시에, 상기 노즐의
주위에 있어서 상기 노즐의 축방향을 따라서 연장되는 환상의 공기 유로에 마련되며 상기
공기 유로를 흐르는 공기를 선회시키도록 구성된 스윌러 베인과, 상기 노즐의 반경방향에
있어서 상기 공기 유로 중 적어도 상기 스윌러 베인의 하류측의 영역을 구획하고, 상기 공기
유로 중 적어도 상기 영역을, 상기 노즐의 외주면에 면하는 내측 유로와 상기 내측 유로에
대하여 상기 반경방향의 외측에 위치하는 외측 유로로 분할하는 환상의 칸막이판을
구비하며,상기 연료 분사 구멍은, 상기 스윌러 베인 중 상기 공기 유로의 상기 외측 유로
내에 위치하는 부위에만 마련되며,상기 칸막이판의 상류측의 단부는, 상기 축방향에
있어서, 상기 연료 분사 구멍보다 상류측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연소 버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92879 (2018.08.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선회류(와류)를 형성하기 위한 스월러를 갖는 연소기에 관한 것이다. 공기유로를 내측
유로와 외측유로로 분할하는 환상의 칸막이판을 구비하고, 연료분사 구멍이 스윌러 베인 중
공기 유로의 외측 유로 내에 위치하는 부위에만 마련되고, 내측 유로에는 스우러러 베인에
연료 분사구멍이 마련되지 않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연료분사구멍으로부터
분사된 연료가 내측유로의 필름 공기층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플래시백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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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7176 (2015.09.0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98402 (2018.09.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연소기는 노즐과, 노즐의 외주를 둘러싸는
버너통(43)과, 버너통(43) 중의 하류 단부의
외주를 둘러싸는 외측 유로통(60)을 구비한다.
외측 유로통(60)의 내주 측과 버너통(43)의
기술요약

외주 측 사이에는 공기(A1)가 흐르는 퍼지
공기 유로(66)를 형성하고 있다. 버너통(43)의
하류 단부에는 하류 측을 향함에 따라
버너통(43)을 형성하는 버너통 형성 판(49)의
판 두께가 점차 얇아지도록 테이퍼 면(50)이
형성되어 있다.

(청구항 1) 버너 축선을 중심으로 하는 봉상 부재를 가지고,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과,통상을
이루는 상기 노즐의 외주를 둘러싸고, 상기 버너 축선이 연장하는 축선 방향의 일방 측인
상류 측에서 타방 측인 하류 측으로, 공기와 상기 노즐로부터의 연료를 혼합한 예혼합
기체를 분출하는 버너통과, 상기 버너통 중에 적어도 하류 단부의 외주를 둘러싸고, 상기
버너통의 외주 측과 자신의 내주 측 사이에서 하류 측을 향하여 공기가 흐르는 퍼지 공기
청구범위

유로를 형성하는 외측 유로통을 구비하고, 상기 버너통의 하류 단부에는 하류 측을 향함에
따라 상기 버너통을 형성하는 버너통 형성 판의 판 두께가 점차 얇아지도록 테이퍼 면이
형성되고, 판 두께 방향에 따른 상기 테이퍼 면의 테이퍼 면 형성 폭이 상기 버너통 형성
판에서 상기 테이퍼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따른 판 두께의 반 이상이며,상기
버너통에는 상기 테이퍼 면으로서 상기 버너통의 내주 측에 내측 테이퍼 면이
형성되고,상기 내측 테이퍼 면은 상기 하류 측을 향함에 따라 점차 상기 버너통의 외주 측과
가까워지도록 경사진 면인연소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소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것으로 연소기 형상에 관한 것이다. 버너통의 내주측과 외주
평

가

측에 모두 테이퍼 면을 형성함에 따라, 버너통의 필름 냉각효과를 높여 메인버너통의
열손상을 억제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연소기 설계에 있어 다양한 형상을 시도할 수
있고, 버너통 단부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함에 따라 충분히 회피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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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노즐, 가스 터빈 연소기, 가스 터빈, 커버 링, 및 연소기 노즐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36737 (2016.06.08.)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56044 (2019.12.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노즐 본체(71)의 선단부에 둘레 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커버 링(75)을 관통하여
마련되는 것에 의해 연료 유로(72)의 연료를
전방을 향하여 분사 가능한 연료 분사
노즐(79)을 구비하고, 커버 링(75)에는, 노즐
기술요약

본체(71)의 외주면을 피복하는 외주면 커버
(75a)와, 노즐 본체(71)의 선단면을 피복하는
선단면 커버(75b)와, 선단면 커버(75b)를
두께 방향으로 관통하는 동시에 중심 축선(C)
방향에 대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경사지는
복수의 경사 유로(101)를 마련한다.
(청구항 1) 연료 유로가 마련되고 봉형상으로 연장되는 노즐 본체와, 상기 노즐 본체의 선단
외주부의 외측에 소정 간극을 두고 배치되는 것에 의해 전방을 향하여 공기를 분출 가능한
공기 유로를 형성하는 커버 링과, 상기 노즐 본체의 선단부에 둘레 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상기 커버 링을 관통하여 마련되는 것에 의해 상기 연료 유로의 연료를 전방을 향하여
분사 가능한 연료 분사 노즐을 구비하는 연소기 노즐에 있어서, 상기 커버 링은, 상기 노즐

청구범위

본체의 외주면을 피복하는 원통형상을 이루는 외주면 커버와, 상기 노즐 본체의 선단면을
피복하는 원환형상을 이루는 선단면 커버와, 상기 선단면 커버를 두께 방향으로 관통하는
동시에 상기 노즐 본체의 축심 방향에 대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경사지는 경사 유로를
가지고, 상기 연소기 노즐에는, 상기 공기 유로를 흐르는 공기 흐름에 선회력을 부여하는
선회력 부여부가 마련되고, 상기 경사 유로는, 상기 선회력 부여부에 의한 공기의 선회
방향을 따라서 경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 노즐.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공기 유로를 흐르는 공기 흐름에 선회력을 부여하는 선회력 부여부가
마련되고, 선회력 부여부에 의한 공기의 선회 방향을 따라서 경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평

가

하는 연소기 노즐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커버 링을 두께 방향으로 관통하는 동시에
축심 방향에 대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경사지는 경사 유로를 마련한 점에서, 연소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선단부의 냉각 성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소기 노즐의 입출구 형상에 따른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한 연구가 적극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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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0077014 (2016.06.2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가스 터빈 연소기는, 공기와 연료를
분출하는 버너와, 상기 버너를 둘러싸도록
설치된 내통과, 상기 내통의 외주측을 둘러
싸도록 설치된 외통과, 상기 내통과 외통
사이에 형성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내통에 공기 유로를 통해서
공급된 공기를 내통의 외주측으로부터 내통의
내주측으로 도입하는 개구부를 형성하고, 상기
내통의 개구부에 연통하는 상기 공기 유로 내에,
공기의 흐름에 대하여 장해가 되는 장해물을
설치함과 함께, 이 장해물은 공기를 상류측
으로부터 하류측으로 유통 시키는 복수의
구멍을 갖는 다공판에 의해 형성하고, 상기
장해물은, 이 장해물에 형성한 상기 구멍의 개구
부분의 면적은, 상기 구멍을 제외한 공기의
흐름의 차폐가 되는 차폐 부분의 면적과 상기
구멍의 개구 부분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대한
상기 구멍의 개구 부분의 면적의 비율인
개구율이, 상기 장해물의 내주측에서는 작아지고,
상기 장해물의 외주측 에서는 커지도록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와 연료를 분출하는 버너와, 상기 버너를 둘러싸도록 설치된 내통과, 상기 내통의
외주측을 둘러싸도록 설치된 외통과, 상기 내통과 외통 사이에 형성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내통에 공기 유로를 통해서 공급된 공기를 내통의 외주측으로부터 내통의
내주측으로 도입하는 개구부를 형성하고,상기 내통의 개구부에 연통하는 상기 공기 유로 내에,
공기의 흐름에 대하여 장해가 되는 장해물을 설치함과 함께, 이 장해물은 공기를 상류측으로부터
하류측으로 유통시키는 복수의 구멍을 갖는 다공판에 의해 형성하고, 상기 장해물은, 이
장해물에 형성한 상기 구멍의 개구 부분의 면적은, 상기 구멍을 제외한 공기의 흐름의 차폐가
되는 차폐 부분의 면적과 상기 구멍의 개구 부분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대한 상기 구멍의 개구
부분의 면적의 비율인 개구율이, 상기 장해물의 내주측에서는 작아지고, 상기 장해물의
외주측에서는 커지도록 형성하고, 상기 장해물에 형성된 구멍은 해당 장해물의 내주측에서
구멍의 개구부 단면적에 대한 구멍의 주위부 길이가 길게, 해당 장해물의 외주측에서 구멍의
개구부 단면적에 대한 구멍의 주위부 길이가 짧게 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69150 (2018.06.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소기 내부 공기 편류를 억제하여 질소산화물 배출 등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소기에
관한 것이다. 역류형 연소기에 관한 것으로 장해물에 형성한 개구율이 장해물의 내주측에서는
작아지고, 장해물의 외주측에서는 커지도록 형성하고, 장해물에 형성된 구멍은 해당 장해물의
내주측에서 구멍의 개구부 단면적에 대한 구멍의 주위부 길이가 길게, 해당 장해물의 외주측에서
구멍의 개구부 단면적에 대한 구멍의 주위부 길이가 짧게 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구성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즉, 개구율 및 장해물에 형성된 구멍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함에 따라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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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0113692 (2016.09.0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각 공기 구멍에 공급되는 공기 유량의 편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가능한 가스 터빈 연소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가스 터빈
연소기(2)는, 내통(10)과, 외통(11)과, 내통(10)과
외통(11)의 사이에 형성된 환상 유로(48)와,
외통(11)의 고압 공기(101)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된 연료 헤더(40)와, 연료
헤더(40)에 지지된 동심원상의 복수의 연료
노즐(91)과, 복수의 연료 노즐(91)의 연료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되고, 복수의 연료
노즐(91)에 대응하는 복수의 공기 구멍(33)을
갖는 공기 구멍 플레이트(32)와, 공기 구멍
플레이트(32)의 외주면으로부터 내통(10)
보다 외주측까지 돌출되는 벽부(37A)와,
외통(11) 및 연료 헤더(40)를 향하여 볼록
형상으로 형성되고, 공기 구멍 플레이트
(32)의 최외주의 공기 구멍(33)에 호상으로
연결되는 곡부를 갖는 가이드부 (37)와, 공기
구멍 플레이트(32)의 외주면과 내통(10)의
사이에 형성된 외주 유로(94)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측에 연소실을 형성하는 내통과,상기 내통을 덮도록 설치된 외통과,상기
내통과 상기 외통의 사이에 형성되고, 고압 공기가 흐르는 환상 유로와,상기 외통의 상기
고압 공기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된 연료 헤더와,상기 연료 헤더에 지지된
동심원상의 복수의 연료 노즐과,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의 연료의 흐름 방향의 하류측에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에 대응하는 복수의 공기 구멍을 갖는 공기 구멍
플레이트와,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면으로부터 상기 내통보다 외주측까지
돌출되는 벽부와, 상기 외통 및 상기 연료 헤더를 향하여 볼록 형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최외주의 공기 구멍에 호상으로 연결되는 곡부를 갖는
가이드부와,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면과 상기 내통의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연소실의 상기 공기 구멍 플레이트측의 부분의 외주부에 상기 고압 공기를 공급하는 외주
유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67690 (2018.06.0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기존 선행기술을 개량시키는 것으로 각 공기 구멍에 공급되는 공기유량 편차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외주면으로부터 내통보다 외주 측까지 돌출되는
벽부와, 외통 및 연료 헤더를 향하여 볼록 형상으로 형성되고, 공기 구멍 플레이트의
최외주의 공기 구멍에 호상으로 연결되는 곡부를 갖는 가이드부를 갖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고압공기의 일부를 벽부(37A)에 충돌시켜 외주 유로(94)를 통하여
연소실(50)의 공기 구멍 플레이트(32)측의 외주부에 공급할 수 있고, 고압 공기(101)를
벽부(37A)에 충돌시킴으로써, 고압 공기(101)를 정압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NOx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연소기 설계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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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27856 (2017.03.2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축체(24) 및, 축체(24)의 외주면으로부터
축선의 직경방향으로 장출하고, 축선 방향의
하류 측으로 흐르는 유체를 축선 둘레로
선회시키는 선회 익근(26)을 가지는 노즐
본체(16)와, 노즐 본체(16)에 형성된 제 1
연료 분사 구멍(38a)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 1
연료 유로(41)와, 노즐 본체(16)에 있어서의
제 1 연료 분사 구멍(38a)보다 직경방향
외측에 형성된 제 2 연료 분사 구멍(38b)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 2 연료 유로(42)와, 제 1
연료 유로(41)에 마련되고 제 1 연료 유로(41)를
흐르는 연료의 유량을 조정하는 제 1 조정
밸브(43)와, 선회 익근(26)보다 하류측의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센서(33)와, 온도
센서(33)가 검출하는 온도가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 1 연료 유로(41)를
흐르는 연료의 유량이 감소하도록 제 1 조정
밸브(43)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5)를 구비하는
연소기를 제공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축선을 따라서 연장되는 축체, 및 상기 축체의 외주면으로부터 상기 축선의
직경방향으로 장출하고, 상기 축선 방향의 하류 측으로 흐르는 유체를 상기 축선 둘레로
선회시키는 선회 익근을 가지는 노즐 본체와, 상기 노즐 본체에 형성된 제 1 연료 분사
구멍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 1 연료 유로와, 상기 노즐 본체에 있어서의 상기 제 1 연료 분사
구멍보다 직경방향 외측에 형성된 제 2 연료 분사 구멍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 2 연료
유로와, 상기 제 1 연료 유로에 마련되고 상기 제 1 연료 유로를 흐르는 연료의 유량을
조정하는 제 1 조정 밸브와, 상기 선회 익근보다 하류측의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센서와,
상기 온도 센서가 검출하는 온도가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상기 제 1 연료 유로를
흐르는 연료의 유량이 감소하도록 상기 제 1 조정 밸브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하는
연소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40425 (2019.10.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이상 연소가 발생한 경우에 연소기의 열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연소기 및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온도 센서가 검출하는 온도가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 1 연료 유로를 흐르는 연료의 유량이 감소하도록 제1 조정
밸브를 제어하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상 연소가 발생하면 노즐에 화염이 부착해서
열 손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청구범위는 온도 조건에 따라 연료 유로를 흐르는 연료 유량을 감소하도록 조정밸브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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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D 개관

기술분류
섹션D는 가스터빈의 제조방법, 유로, 외부형상, 냉각, 재료, 시일 이외에
블레이드 캐리어, 슈라우드 결합 등에 관한 것이다.

출원인별 동향
이들 블레이드/베인에 관한 전체 32건 특허출원 중 27건(84%)를
미츠비시가 출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멘스가 점유하고 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로 및 냉각에 관한 것(d2, d4)이 각각 (e1)에
관한 것이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조방법과 외부형상
(d1, d3)에 관한 것이 각각 22%, 그리고 재료 및 시일(d5, d6)에 관한
출원이 각각 3%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동향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외부형상과 냉각에 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제조방법 및 유로에 관한 것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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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A. 기술 분류표 ◆

구분

코드

d1

명칭

제조방법

설명
- 터빈날개 제작시 주조품의
품질
- 복합재료의 용접 방법

d2

유로

d3

외부형상

- 유로 안내면의 유로면적
- 동익 끝단의 간극

- 동익의 테두리 영역의 구배
- 동익의 스로트 폭

관련 cpc

F01D 11/08
F01D 5/14

F01D 9/04
F01D 5/20

F01D 5/20
F01D 5/14

D
세부구성
- 동익체 사이의 냉각공기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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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C 7/18
F23R 3/42

d4

냉각

- 연소기와 터빈부의
연통구조의 냉각

d5

재료

- 동익의 재질은 티타늄 합금

d6

시일

- 가압부재에 의한 시일성 향상 F01D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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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D 5/28

◆ Table B. 기업별 출원건수 ◆

D
세부구성

코드

미츠비시

지멘스

GE

알스톰/
안살도

d1

5

2

-

-

d2

8

-

-

-

d3

5

2

-

-

d4

7

1

-

-

d5

1

-

-

-

d6

1

-

-

-

◆ Table C. 연도별 출원건수 ◆

코드

d1

d2

d3

d4

d5

d6

2009

-

-

-

-

-

-

2010

-

-

1

-

-

-

2011

-

-

-

-

-

-

2012

-

-

1

-

-

-

D

2013

2

1

-

1

-

-

세부구성

2014

-

1

1

-

-

-

2015

1

2

1

-

-

1

2016

1

1

1

2

-

-

2017

1

2

2

4

1

-

2018

2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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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날개, 이를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및 날개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8588 (2016.10.1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날개(50)의 단판(60)은, 연소 가스 유로(49)의
측을 향하는 가스 패스 면(61)과, 가스 패스
면(61)의 가장자리 를 따른 단면(63)과,
복수의 통로(81p) 와, 걸레받이 구멍(75p)을
갖는다. 복수의 통로(81p)는 단면(63)의
일부인 부분 단면(63p)을 따른 방향으로
연장되고, 또한 부분 단면(63p)에 대한 원근
방향으로 나란하다. 걸레받이 구멍(75p)은
부분 단면에서 개방한다. 걸레받이 구멍(75p)은
복수의 통로 중 부분 단면(63p)으로부터 먼
내측 통로에 연통하고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소 가스가 흐르는 연소 가스 유로 속에 배치되어 날개형을 이루는 날개체와,
상기 날개체의 날개 높이 방향의 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단판을 갖고, 상기 단판은, 상기
연소 가스 유로의 측을 향하는 가스 패스 면과, 상기 가스 패스 면과 상반하는 측을 향하는
반 가스 패스 면과, 상기 가스 패스 면의 가장자리를 따른 단면과, 상기 가스 패스 면과 상기
반 가스 패스 면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가스 패스 면을 따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통로와, 상기 단면의 일부인 부분 단면에서 개방하는 걸레받이 구멍을 갖고, 복수의 상기
통로는 상기 부분 단면에 대한 원근 방향으로 나란하며, 상기 걸레받이 구멍은 복수의 상기
통로 중 상기 부분 단면에 가까운 외측 통로보다도 상기 부분 단면으로부터 먼 내측 통로에
연통하고, 상기 걸레받이 구멍은 상기 날개 높이 방향에서 보아 상기 외측 통로와 일부가
겹치고, 상기 걸레받이 구멍의 상기 일부의 상기 날개 높이 방향의 위치와 상기 외측 통로의
상기 날개 높이 방향의 위치가 다른 날개.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48686 (2019.11.2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날개 플랫폼에 걸레받이 구멍을 형성하여 높은 응력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날개의 제조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걸레받이 구멍의 배치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걸레받이 구멍은 날개 높이 방향에서 보아 외측 통로와 일부가
겹치고, 걸레받이 구멍의 일부의 날개 높이 방향의 위치와 외측 통로의 날개 높이 방향의
위치가 다르게 하여 날개의 냉각 효율과 운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날개에 대한 구조, 형상과 배치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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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동익,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및 동익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5726 (2016.09.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동익(50)은, 날개 높이 방향(Dwh)으로 연장
되는 날개 통로(71)와, 플랫폼(60) 에 형성
되어 있는 플랫폼 통로(81)와, 축 장착부
(90)의 외면(93)으로부터, 플랫폼 통로(81)를
거쳐 날개 통로(71) 에 연결되는 연통로(75)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소 가스가 흐르는 연소 가스 유로 내에 배치되어, 익형을 이루는 익체와, 상기
익체의 날개 높이 방향의 단부로부터 상기 날개 높이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을 갖는
방향으로 넓어지는 플랫폼과, 상기 플랫폼으로부터 상기 익체와 반대측으로 연장되는 축
장착부를 구비하고, 상기 익체, 상기 플랫폼 및 상기 축 장착부에는, 상기 익체, 상기
플랫폼 및 상기 축 장착부의 내부를 상기 날개 높이 방향으로 연장해서, 냉각 공기가 흐르는
날개 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플랫폼에는, 상기 날개 높이 방향을 향해 상기 연소 가스에
접하는 가스 패스면과, 상기 가스 패스면과 배합의 관계에 있는 축 측면과, 상기 가스
패스면과 상기 축 측면과의 사이에 형성되어 냉각 공기가 흐르는 플랫폼 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플랫폼의 상기 축 측면과 상기 축 장착부의 외면 중, 적어도 한쪽의 면으로부터, 상기
플랫폼 통로를 거쳐서 상기 날개 통로에 연결되는 연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연통로에
있어서의 상기 적어도 한쪽의 면에서의 개구가 밀봉 부재로 폐쇄되고, 상기 플랫폼 통로는,
상기 날개 통로 근방의 위치로부터 상기 위치에 있어서의 날개 두께 방향 성분을 갖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유입 통로부를 구비하고, 상기 유입 통로부를 획정하는 내면은, 상기 축
측면의 측을 향하는 가스 패스측 내면과, 상기 가스 패스측 내면에 대향하는 면으로서 상기
날개 높이 방향 성분보다 상기 날개 두께 방향 성분이 많은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는 축측
내면만을 포함하고, 상기 연통로를 획정하는 내면이 상기 유입 통로부의 상기 축측 내면에
교차되어 연결되어 있는 ㄹ.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18011 (2019.08.2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날개 플랫폼에 유입 통로부를 구비하고, 유입 통로부를
획정하는 내면은 축 측면의 측을 향하는 가스 패스측 내면과 가스 패스측 내면에 대향하는
면으로서 날개 높이 방향 성분보다 날개 두께 방향 성분이 많은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는
축측 내면만을 포함하고, 연통로를 획정하는 내면이 유입 통로부의 축측 내면에 교차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날개의 두께를 고려하여 유입
통로부의 위치와 방향을 특정하여 냉각 효율과 운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날개에 대한 구조, 형상과 배치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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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동익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34072 (2016.08.2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날개 본체(51)는 전연 측 냉각 통로(64)와,
후연 측 냉각 통로(67)와, 중간 냉각
통로(65)를 구비한다. 칩 슈라우드(52)는 제1
배출 통로(72)와 제2 배출 통로(73)와 제3
배출 통로(74)를 구비한다. 제1 배출
통로(72)는 전연 측 냉각 통로(64)를 흐르는
냉각 매체를 배출한다. 제2 배출 통로(73)는
후연 측 냉각 통로(67)를 흐르는 냉각 매체를
배출한다. 제3 배출 통로(74)는 중간 냉각
통로(65)를 흐르는 냉각 매체를 배출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전연과 후연을 갖고, 이들 전연과 후연 사이에 정압 면 및 부압 면을 갖는 날개
본체를 구비하고, 상기 날개 본체는 날개 본체의 상기 정압 면 및 부압 면을 따라 연장되는
내주 벽에 의해 구획 형성되어 냉각 매체가 흐르는 냉각 통로를 구비하고, 상기 냉각
통로는, 상기 전연에 가깝게 설치된 전연 측 냉각 통로와, 상기 후연에 가깝게 설치된 후연
측 냉각 통로와, 상기 전연 측 냉각 통로와 상기 후연 측 냉각 통로 사이에 설치되어, 이들
전연 측 냉각 통로 및 후연 측 냉각 통로와 각각 칸막이벽에 의해 구획된 중간 냉각 통로를
구비하고, 상기 전연 측 냉각 통로 및 상기 후연 측 냉각 통로를 흐르는 냉각 매체의 유속이
상기 중간 냉각 통로를 흐르는 냉각 매체의 유속보다 커지도록 상기 중간 냉각 통로를
흐르는 냉각 매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전연 측 냉각 통로 및
상기 후연 측 냉각 통로의 유로 단면적이 상기 중간 냉각 통로의 유로 단면적보다도 작은
터빈 동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11590 (2019.08.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전연 측 냉각 통로 및 상기 후연 측 냉각 통로를 흐르는 냉각 매체의
유속이 중간 냉각 통로를 흐르는 냉각 매체의 유속보다 커지도록 중간 냉각 통로를 흐르는
냉각 매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전연 측 냉각 통로 및 후연 측 냉각
통로의 유로 단면적이 중간 냉각 통로의 유로 단면적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전연 측과 후연측 및 중간 냉각 통로를 분리하고 유로 단면적을 달리하여 냉각
공기량의 증대를 억제하면서 효율 좋게 냉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날개에 대한 구조, 형상과 배치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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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터빈 동익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31352 (2016.08.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제1 냉각 통로부(58)는 전연(55)에 가까운
측에 설치된다. 제2 냉각 통로부(59)는 상기
후연(56)에 가까운 측에 설치된다. 기둥부(60)는
상기 제1 냉각 통로부(58)와 상기 제2 냉각
통로부(59)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날개
본체(51)의 기부와 단부 사이에 연속하여
형성된다. 복수의 돌출부는 상기 제1 냉각
통로부(58)의 내벽 면과 상기 제2 냉각
통로부(59)의 내벽 면으로부터 돌출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전연과 후연을 갖고, 이들 전연과 후연 사이에 정압 면 및 부압 면을 갖는 날개
본체를 구비하고, 상기 날개 본체는 상기 전연에 가깝게 설치되어 냉각 매체가 흐르는 제1
냉각 통로부와, 상기 후연에 가깝게 설치되어 냉각 매체가 흐르는 제2 냉각 통로부와, 상기
제1 냉각 통로부와 상기 제2 냉각 통로부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날개 본체의 기부와 단부
사이에 연속하여 형성되는 기둥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1 냉각 통로부는 상기 기둥부와 상기
전연 사이에, 날개 높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날개형 중심선을 따라 나란하도록 상기
날개 본체의 기부와 단부 사이에 연속하여 형성되는 칸막이벽에 의해 구획된 복수의 냉각
통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2 냉각 통로부는 상기 기둥부와 상기 후연 사이에, 날개 높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날개형 중심선을 따라 나란하도록 칸막이벽에 의해 구획된
복수의 냉각 통로를 구비하며, 상기 기둥부의 상기 날개형 중심선이 연장되는 방향의
두께가, 각 상기 칸막이벽의 날개형 중심선이 연장되는 방향의 두께보다도 큰 터빈 동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01757 (2019.07.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날개 본체의 기부와 단부 사이에 연속하여 형성되는 칸막이벽에 의해
구획된 복수의 냉각 통로를 구비하고, 제2 냉각 통로부는 기둥부와 후연 사이에, 날개 높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날개형 중심선을 따라 나란하도록 칸막이벽에 의해 구획된
복수의 냉각 통로를 구비하며, 기둥부의 날개형 중심선이 연장되는 방향의 두께가, 각
칸막이벽의 날개형 중심선이 연장되는 방향의 두께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날개의 두께를 고려하여 냉각 통로의 위치와 방향을 특정하여 냉각 공기량의
증대를 억제하면서 효율 좋게 냉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날개에 대한 구조, 형상과 배치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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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정익, 및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2664 (2016.08.0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둘레 방향 단면(63) 내의 중앙 영역(91)과,
둘레 방향 단면(63) 내의 상류측 영역(92)과,
둘레 방향 단면(63) 내의 하류측 영역(93) 중
적어도 중앙 영역(91)에 복수의 둘레 방향
분출 통로(95)의 개구가 형성되어 있다. 축
방향(Da)에 있어서의 단위 길이당의 둘레
방향 분출 통로(95)의 개구의 수인 밀도는
중앙 영역(91)이 가장 높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로터 축을 중심으로 둘레 방향으로 늘어서서 복수 배치되는 가스 터빈의 정익에
있어서, 연소 가스가 흐르는 연소 가스 유로 중에 배치되고, 상기 로터 축에 대한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익체와, 상기 익체의 상기 직경 방향의 단에 형성되고, 상기 연소 가스
유로의 일부를 획정하는 슈라우드를 포함하며, 상기 슈라우드에는, 상기 직경 방향을 향해
상기 연소 가스에 접하는 가스 패스면과, 상기 둘레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측을 향하고
있는 한쌍의 둘레 방향 단면과, 냉각 공기가 유입하는 공동과, 상기 공동과 연통하고 상기
둘레 방향 단면에서 개구하는 복수의 둘레 방향 분출 통로가 형성되며, 상기 둘레 방향 단면
중, 상기 익체와 상기 둘레 방향에서 인접하는 다른 정익에 있어서의 익체와의 각각에
접하는 원 중에서 최소 반경의 원인 스로트 원내의 영역인 중앙 영역과, 상기 중앙 영역보다
상기 연소 가스 유로의 상류측의 상류측 영역과, 상기 중앙 영역보다 상기 상류측과는
반대측의 하류측 영역 중 적어도 상기 중앙 영역에 상기 복수의 둘레 방향 분출 통로의
개구가 형성되며, 상기 로터 축이 연장되는 축 방향에 있어서의 단위 길이당의 상기 둘레
방향 분출 통로의 개구의 수인 밀도가, 상기 상류측 영역 및 상기 하류측 영역보다 상기
중앙 영역이 높은 가스 터빈의 정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25027 (2019.09.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슈라우드 본체에 형성된 분출 통로의 개구가 로터 축이 연장되는 축
방향에 있어서의 단위 길이당의 둘레 방향 분출 통로의 개구의 수인 밀도가 상류 측 영역
및 하류 측 영역보다 중앙 영역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둘레 방향
분출 통로의 개구의 수인 밀도를 달리하여 정익을 효과적으로 냉각해서 내구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고, 향후 날개의 냉각 공의 위치와 복수의 냉각 공의 밀도에
따른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한 연구가 적극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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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터빈용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2917 (2016.06.02.)

기술분야

□ 제어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33653 (2019.10.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세그먼트들은 원주방향 윤곽을 함께 형성
하고, 세그먼트(6)는 관통 개구(12) 를 구비
하고, 이 관통 개구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지지 스트러트(3,4,5)가 연장하고, 적어도
기술요약

하나의 지지 스트러트 (3,4,5)는 반경방향에
횡단방향으로 연장 하는, 외향으로 돌출하는
돌출부(9)를 갖고, 상기 돌출부는 세그먼트(6)
내에 형성된 대응하는 오목부(13) 내에 결합
한다.
(청구항 1) 반경방향으로 연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지지 스트러트(3, 4, 5)를 갖는 금속 지지
구조체 및 상기 지지 구조체 상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부에 배열되어 있고, 판형
디자인을 가지며, 세라믹 파이버 복합 재료로부터 제조되는 복수의 세그먼트(6)를 포함하는
터빈용 장치(1)이며, 상기 세그먼트들은 상기 장치의 원주방향 윤곽의 적어도 하나의

청구범위

부분을 함께 형성하고, 상기 세그먼트(6)는 관통 개구(12)를 구비하고, 상기 관통 개구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지지 스트러트(3, 4, 5)가 연장하는, 터빈용 장치(1)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지지 스트러트(3, 4, 5)는 반경방향에 횡단방향으로 연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외향으로 돌출하는 돌출부(9)를 갖고, 상기 돌출부는 상기 세그먼트(6) 중 적어도
하나의 세그먼트 상에 대응적으로 설계된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13) 내에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반경방향으로 연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지지 스트러트를 갖는 금속 지지
구조체 및 지지 구조체 상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부에 배열되고 판형 디자인을 갖고
세라믹 파이버 복합 재료(seramic fiber composite material)로부터 제조되는 복수의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이 세그먼트들은 장치의 원주방향 윤곽을 함께 형성하고, 세그먼트는
평

가

적어도 하나의 지지 스트러트가 그를 통해 연장하는 관통 개구를 구비하는 터보기계용
장치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지지 구조체 상에 세라믹 파이버 복합
재료의 복수 세그먼트를 레이저 용융, 화염 분사, 적층 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점에서, 종래의 주조방식에 비하여 제조 비용 저감 및 맞춤형 제조 효율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날개의 제조 방식과 재질에 특징이 있는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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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동익 및 증기 터빈 동익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7221 (2016.04.1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22239 (2019.07.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내마모성 및 신뢰성을 양립한 증기 터빈 동익
및 이와 같은 증기 터빈 동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 증기 터빈 동익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증기 터빈 동익은, 날개 기재와,
상기 날개 기재의 표면에 형성된 에로전
기술요약

실드를 갖고, 상기 날개 기재는,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에로전 실드는,
금속 원소가 고용된 순티타늄 또는 금속
원소가 고용된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모상(30)과, 상기 모상 중에 분산된 경질상
(31)을 포함하는 용접 패딩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날개 기재와, 상기 날개 기재의 표면에 형성된 에로전 실드를 갖고, 상기 날개
기재는,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에로전 실드는, 금속 원소가 고용된 순 티타늄

청구범위

또는 금속 원소가 고용된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모상과, 상기 모상 중에 분산된
경질상을 포함하는 용접 패딩층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경질상은, 티타늄 규화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터빈 동익.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날개 기재는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에로전 실드는 금속 원소가
고용된 순 티타늄 또는 금속 원소가 고용된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모상과, 모상 중에
분산된 경질상을 포함하는 용접 패딩층으로 이루어지고, 경질상은 티타늄 규화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에로전 실드는 금속 원소가 고용된 순
평

가

티타늄 또는 금속 원소가 고용된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모상과, 모상 중에 분산된
경질상을 포함하는 용접 패딩층으로 이루어지고, 경질상은 티타늄 규화물을 포함하는
점에서 내마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날개 기재의 재료와
더불어 에로전 실드 부분의 내마모성 재료를 한정하여 신뢰성을 향상을 도모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구범위는 다소 넓은 편에 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회피설계 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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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블레이드, 및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6382 (2016.03.1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후단면(62b) 중의 배측 영역(NP)과 복측
영역(PP) 중 적어도 한쪽측 영역에 있어서의
복수의 후방 통로(75)의 개구 밀도보다
후단면(62b) 중의 중간 영역(MP)에 있어서의
복수의 후방 통로(75)의 개구 밀도가 높다.
개구 밀도는 복수의 후방 통로(75)의 개구의
간격에 대한 복수의 후방 통로(75)의 누출
연부 길이의 비율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로터 축을 중심으로 하여 환상을 이루며 또한 상기 로터 축이 연장되는 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연소 가스 유로가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가스 터빈의 블레이드에
있어서, 연소 가스가 흐르는 상기 연소 가스 유로 중에 배치되며, 상기 로터 축에 대한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익체와, 상기 익체의 상기 직경 방향의 단에 형성되며, 상기 연소 가스
유로의 일부를 구획형성하는 유로 형성판을 갖고, 상기 유로 형성판에는 상기 축 방향에
있어서 상기 연소 가스가 흘러가는 축 방향 하류측의 단면인 후단면과, 상기 로터 축에 대한
둘레 방향에 있어서 상기 익체의 복측인 둘레 방향 복측의 단면인 복측 단면과, 상기 둘레
방향 복측과는 반대측인 둘레 방향 배측의 단면인 배측 단면과, 냉각 공기가 유입되는
공동과, 상기 공동과 연통하며 상기 후단면에서 개구되는 복수의 후방 통로와,
상기 후단면을 따라서 상기 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며, 복수의 상기 후방 통로에 연통하는
후방 헤더 통로와, 상기 배측 단면을 따라서 상기 축 방향 성분을 갖는 방향으로 연장되며,
상기 공동과 상기 후방 헤더 통로를 연통시키는 배측 통로와, 상기 복측 단면을 따라서 상기
축 방향 성분을 갖는 방향으로 연장되며, 상기 공동과 상기 후방 헤더 통로를 연통시키는
복측 통로가 형성되며, 상기 후단면 중에서 상기 배측 단면과의 연부 및 상기 복측 단면과의
연부를 포함하지 않는 중간 영역과, 상기 후단면 중에서 상기 배측 단면과의 연부를
포함하며 상기 중간 영역과 둘레 방향으로 인접하는 배측 영역과, 상기 후단면 중에서 상기
복측 단면과의 연부를 포함하며 상기 중간 영역과 둘레 방향으로 인접하는 복측 영역의
각각에는, 상기 둘레 방향으로 나열되는 복수의 상기 후방 통로의 개구가 형성되며, 상기
배측 영역과 상기 복측 영역 중 적어도 한쪽측 영역에 있어서의, 복수의 상기 후방 통로의
개구의 간격에 대한 복수의 상기 후방 통로의 누출 연부 길이의 비율인 개구 밀도보다 상기
중간 영역에 있어서의 복수의 상기 후방 통로의 상기 개구 밀도가 높은 가스 터빈의
블레이드.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65997 (2019.03.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블레이드를 효과적으로 냉각하여 내구성의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냉각용의 공기의 사용량을 억제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날개에 대한 구조, 형상과 배치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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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동익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4086 (2015.10.20.)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930651 (2018.12.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전연측(33)으로부터 후연측(34)을 향하여
연장되는 1개 이상의 스퀼러 리브(40, 42,
44)를 구비하고, 상기 스퀼러 리브 중 적어도
1개의 스퀼러 리브(42)는, 상기 스퀼러
리브의 연장방향으로 이어지는 능선(43)을
기술요약

갖고, 상기 선단면에 대향하는 상기 터빈의
케이싱 내벽면(23)과 상기 선단면의 사이의
간극(100)은, 상기 능선상에서 극소값을
갖고, 상기 스퀼러 리브의 폭방향에 있어서
상기 능선의 양측에 있어서, 상기 간극은
상기 극소값보다 커지도록 구성된다.
(청구항 1) 터빈에 이용되는 터빈 동익에 있어서, 복면 및 배면에 의해 형성되는 익형을
갖는 익형부와, 상기 터빈 동익의 선단면에서, 전연측로부터 후연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1개
이상의 스퀼러 리브(squealer rib)를 구비하고, 상기 스퀼러 리브 중 적어도 1개는 상기
스퀼러 리브의 연장방향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갖고, 상기 선단면에 대향하는 상기 터빈의
케이싱 내벽면과 상기 선단면의 사이의 간극은 상기 능선상에서 극소값을 갖고, 상기

청구범위

스퀼러 리브의 폭방향에 있어서 상기 능선의 양측에 있어서, 상기 간극은 상기 극소값보다
커지고, 상기 스퀼러 리브 중 적어도 1개는, 복면측의 복측 에지와, 상기 복측 에지보다
배면측에 위치하는 상기 능선의 사이에서, 상기 복측 에지로부터 상기 능선을 향하여 상기
간극을 단조 감소시키는 스로틀 면을 갖는 것과 동시에, 상기 극소값의 상기 간극을
형성하는 상기 능선은, 상기 스퀼러 리브의 배측 에지에 일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동익.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스퀼러 리브 중 적어도 1개는 복면측의 복측 에지와 복측 에지보다
배면측에 위치하는 능선의 사이에서, 복측 에지로부터 능선을 향하여 간극을 단조
감소시키는 스로틀 면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극소값의 간극을 형성하는 능선은 스퀼러
평

가

리브의 배측 에지에 일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터빈 동익에 마련된
스퀼러 리브에 의해 높은 축류 효과를 유지하고, 터빈 동익의 선단면과 케이싱 내벽면의
사이의 클리어런스에서의 리크 유량을 저감하여, 흐름에 기인한 손실을 저감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스퀼러 립의 구조, 형상과 배치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동력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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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정익, 가스 터빈, 분할 링, 정익의 개조 방법, 및 분할 링의 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0032 (2015.09.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외측 슈라우드(20)는 슈라우드 본체부(31)와,
직경방향 돌출부(36, 37)와, 직경방향 돌출부(36,
37), 및 계합부(39, 40)를 구비하는 후크부(32)를
포함한다. 후크부(32)는 원주방향의 적어도
일부에 축방향 또는 직경방향으로 오목한
오목부(50)를 구비한다. 계합부(39)는 정익
지지 부재(24)와 직경방향으로 접촉하는 시일
면을 원주방향 전체에 걸쳐서 연속해서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직경방향으로 연장되는 익형부와, 상기 익형부의 직경방향 외측에 배치되는
외측 슈라우드를 구비하고, 정익 지지 부재에 의해서 차실의 내부에 지지되는 정익에
있어서, 상기 외측 슈라우드는, 축방향, 및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슈라우드 본체부와,
상기 슈라우드 본체부의 직경방향 외측에 설치되고, 직경방향 외측으로 돌출하는 동시에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직경방향 돌출부와, 상기 직경방향 돌출부로부터 축방향으로
돌출하는 동시에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계합부를 구비하는 후크부를 포함하며, 상기
후크부는 원주방향의 적어도 일부에 축방향 또는 직경방향으로 오목한 오목부를 구비하고,
상기 계합부는 상기 정익 지지 부재와 직경방향으로 접촉하는 시일 면을 원주방향 전체에
걸쳐서 연속해서 구비하는 정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39519 (2019.0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축방향, 및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슈라우드 본체부와, 슈라우드 본체부의
직경방향 외측에 설치되고, 직경방향 외측으로 돌출하는 동시에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직경방향 돌출부와, 직경방향 돌출부로부터 축방향으로 돌출하는 동시에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계합부를 구비하는 후크부를 포함하며, 후크부는 원주방향의 적어도 일부에
축방향 또는 직경방향으로 오목한 오목부를 구비하고, 계합부는 정익 지지 부재와
직경방향으로 접촉하는 시일 면을 원주방향 전체에 걸쳐서 연속해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익 슈라우드와 정익 지지 부재에 의해 차실의 내부에
지지되는 정익의 구조에 의하여 누설 공기량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열응력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익 슈라우드와 정익 지지 부재에 의해
차실의 내부에 지지되는 정익의 결합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결합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구범위는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설계시 유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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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날개, 터빈, 및 터빈 날개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0032 (2015.09.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슈라우드부의 개구를 형성하는 벽면과 익형부의
단부의 외주면과의 사이에는, 간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슈라우드부의 벽면과 익형부의 외주면은,
간극을 사이에 두고 유체 유로와는 반대측에서
용접부를 거쳐서 서로 접합되어 있으며,
슈라우드부 또는 익형부 중 적어도 한쪽에는,
간극에 개구되며 또한 간극에 냉각 유체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냉각 구멍이 마련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터빈의 직경방향을 따라서 마련되는 터빈 날개에 있어서, 상기 터빈의 유체 유로
내에 위치하는 익형부와, 상기 직경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익형부의 내측 또는 외측에
위치하며, 또한, 상기 익형부의 단부가 끼워 맞춰지는 개구를 갖는 슈라우드부를 구비하고,
상기 슈라우드부의 상기 개구를 형성하는 벽면과 상기 익형부의 상기 단부의 외주면과의
사이에는 간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슈라우드부의 상기 벽면과 상기 익형부의 상기
외주면은, 상기 간극을 사이에 두고 상기 유체 유로와는 반대측에서 용접부를 거쳐서 서로
접합되어 있으며, 상기 슈라우드부 또는 상기 익형부 중 적어도 한쪽에는, 상기 간극에
개구되며 또한 상기 간극에 냉각 유체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냉각 구멍이 마련되며, 상기
익형부는, 상기 냉각 유체가 흐르도록 구성된 중공부를 갖고, 상기 냉각 구멍은 상기
익형부의 상기 중공부와 상기 간극을 연통시키도록 구성된 제 1 냉각 구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날개.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39519 (2019.0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슈라우드부의 벽면과 익형부의 외주면은 간극을 사이에 두고
유체 유로와는 반대측에서 용접부를 거쳐서 서로 접합되어 있으며, 슈라우드부 또는 익형부
중 한쪽에는 간극에 개구되며 또한 간극에 냉각 유체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냉각 구멍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슈라우드부의 벽면과 익형부의 외주면은
간극을 사이에 두고 유체 유로와는 반대측에서 용접부를 거쳐서 서로 접합되어 있으며,
간극에 냉각 유체를 공급하도록 구성됨에 따라 용접부의 온도 상승을 억제 가능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날개와 슈라우드와의 결합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용접 부위 온도 상승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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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축류 터보 기계용 구 블레이드의 교체품으로서의 교체 블레이드를 모방 절삭하는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0032 (2015.09.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축류 터보 기계용 구 블레이드(11)를 위한
교체품으로서의 교체 블레이드를 모방 절삭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축류 터보 기계용 구 블레이드(11)를 위한 교체품으로서의 교체 블레이드를 모방
절삭하는 방법에 있어서, - 구 블레이드(11)의 유동 채널의 허브 윤곽선(5)과 하우징
윤곽선(6), 그리고 일측이 허브 또는 하우징에 클램핑되어 있는 구 블레이드(1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의 무게중심의 축방향 위치 및/또는 구 블레이드(11)의 설치 공간을 측정하는
단계와, -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기하구조 설계 단계로서,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클램핑측 섹션이 구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클램핑측 섹션의 같은 지점에 놓이고,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전연(7)이 단효율의 최적화 관점에서 클램핑부에 대해 상류를 향해
기울어짐으로써, 블레이드 에어포일(2)이 후방 스윕(14)을 갖는 단계와, - 클램핑측
섹션에서 시작하여 교체 블레이드(1)의 팁(4)을 향해 연장하는 교체 블레이드(1)의 반경
방향 길이의 5% 내지 15%인,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클램핑측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와, -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무게중심의 축방향 위치가
구 블레이드(1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의 무게중심의 축방향 위치와 일치할 때까지,
그리고/또는 구 블레이드(11)의 설치 공간을 활용하여 교체 블레이드(1)의 기계적 보전성이
달성될 때까지,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클램핑측 영역의 밖에 배치된,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 섹션을 상류를 향해 축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클램핑측 영역 내에서 전연(7)이
클램핑부를 향해 하류 방향으로 기울어짐으로써, 블레이드 에어포일(2)이 상기 영역에서
전이 스윕(19)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체 블레이드의 모방 절삭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39519 (2019.0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무게중심의 축방향 위치가 구
블레이드(11)의 축방향 위치와 일치할 때까지, 영역(21)의 밖에 배치된, 교체 블레이드(1)의
블레이드 에어포일 섹션을 상류 방향으로 축방향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교체
블레이드의 클램핑 측 섹션(5)에서부터 이동된 블레이드 에어포일 섹션(2)까지의
영역(21)에서 전연(7)이 클램핑 측을 향해 하류 방향으로 기울어짐으로써, 블레이드
에어포일(2)은 영역(21)에서 전이 스윕(19)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구
블레이드를 위한 교체품으로서 전이 스윕을 갖는 교체 블레이드를 모방 절삭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가스터빈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존 설치된
가스터빈의 운전 연한을 상승시키기 위한 유지 보수 관련 연구도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한편, 청구범위는 넓지 않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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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날개열, 가스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4771 (2015.04.02.)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3660 (2018.02.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날개열은 작동유체(G)를 유통하는 유로(R)를
구획 형성하고, 날개체(11)를 구비한 날개
분할체(10)를 원주방향으로 여러 개 구비함으로써
환상이 되고, 상기 날개분할체(10)는 상기
유로(R)에 면하여 상기 원주방향으로 연장하는
기술요약

단벽부(12, 13)와, 상기 단벽부(12, 13)에서
연장하여 상기 유로(R) 내에 배치되는 날개체
(11)를 구비하고, 상기 단벽부(12, 13)의 상기
원주방향의 단면(15A, 15B)이 상기 유로(R)
측 또한 상기 유로(R)를 유통하는 상기
작동유체(G)의 선회방향의 하류측을 향하여
경사지는 경사부(16)를 가지고 있다.

(청구항 2) 작동유체가 유통되는 유로에 면하여 원주방향으로 연장하는 단벽부와, 상기
단벽부에서 연장하여 상기 유로 내에 배치되는 날개체를 구비하고, 상기 단벽부의 상기
청구범위

원주방향의 단면이 상기 유로 측 또한 상기 유로를 유통하는 상기 작동유체의 선회방향의
하류측을 향하여 경사지는 경사부를 가지고, 상기 선회방향의 하류측에 배치되는 상기
단벽부의 상기 유로에 면하는 면에 대하여, 상기 선회방향의 상류측에 배치되는 상기
단벽부의 상기 유로에 면하는 면이 상기 유로측에서 이간한 측에 배치되는, 날개분할체.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단벽부의 원주방향의 단면이 유로 측 또한 유로를 유통하는 작동유체의
선회방향의 하류측을 향하여 경사지는 경사부를 가지고, 단벽부의 유로에 면하는 면에
대하여 선회방향의 상류측에 배치되는 단벽부의 유로에 면하는 면이 유로 측에서 이간한
평

가

측에 배치되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날개열의 서로 이웃한 단벽부 사이의
간극에 작동유체가 흘러드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작동유체의 흐름에 따른 손실을 억제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날개열의 서로 이웃한
단벽부 사이의 간극의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구범위는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설계 시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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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동익, 에로전 실드의 형성 방법 및 동익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3983 (2015.04.0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862964 (2018.05.2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날개 본체의 선단(26) 및 날개면(27)의 적어도
일부에 레이저 용접을 사용한 덧살로 형성된
에로전 실드(25)를 구비하고, 에로전 실드와의
경계(28)가, 날개면(27)측 단부로부터 선단(26)을
향함에 따라서, 날개면(27)의 반대측 면에
기술요약

가까워지는 형상이고, 날개면(27)측 단부를
포함하는 제1 원호(R1)와, 제1 원호(R1)보다
선단측에 배치된 제2 원호(R2)를 포함하고,
제1 원호(R1)는 날개 본체(24)의 내측으로
볼록하고, 제2 원호(R2)는 날개 본체(24)의
외측으로 볼록하다.
(청구항 1) 터빈에 설치되는 동익이며, 회전 방향의 상류측 단부로 되는 선단과, 상기
선단과 접해 있고, 작동 유체의 흐름 방향의 상류측 면인 날개면을 갖는 날개 본체와, 상기
날개 본체의 상기 선단 및 상기 날개면의 적어도 일부에 레이저 용접을 사용하여 상기
날개면 측부터 상기 날개면과는 반대측을 향하는 일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덧땜 가공된 1층의
덧살로 형성된 에로전 실드를 구비하고, 상기 날개 본체는, 연장 방향에 직교하는 단면에

청구범위

있어서, 상기 에로전 실드와의 경계가, 상기 날개면측 단부로부터 상기 선단을 향함에 따라,
상기 날개면의 반대측 면에 가까워지는 형상이며, 상기 날개면측 단부를 포함하는 제1
원호와, 상기 제1 원호보다 상기 선단측에 배치된 제2 원호와, 상기 제2 원호보다 상기
선단측에 배치된 제3 원호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원호는, 상기 날개 본체의 내측으로
볼록하고, 상기 제2 원호는, 상기 날개 본체의 외측으로 볼록하고, 상기 제3 원호는, 상기
날개 본체의 외측으로 볼록하고, 상기 날개 본체와 상기 에로전 실드에 마무리 가공이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익.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날개 본체의 선단 및 날개면의 적어도 일부에 레이저 용접을 사용한
덧살로 형성된 에로전 실드를 구비하고, 에로전 실드의 형상을 한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에로전 실드의 형상을 특정하여 결함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경도를
평

가

유지하고 에로전에 대한 내성을 높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날개 기재의 재료와 더불어 에로전 실드 부분의 형상을 한정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구범위는 다소 넓은 편에 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회피설계
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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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슈라우드, 운동날개체 및 회전기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3692 (2015.03.1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8837 (2018.03.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이 슈라우드(22)는 로터 본체에서 지름방향
으로 연장하도록 운동날개 (18)의 날개 단에
고정되고, 원주방향으로 서로 인접하여 배치
되는 슈라우드 본체(22)를 구비하고, 슈라우드
본체(22)는 서로 이웃하는 슈라우드 본체(22)끼리
기술요약

서로 당접하는 당접 단면 및 당접 단면과
이어져 서로 이웃하는 슈라우드 본체(22)끼리
클리어런스(32)를 개재하여 대향하는 대향면
(34)을 갖는 원주방향 단면(27, 28)과,
대향면(34)을 따라 연장하도록 형성되어
지름방향 외측으로 돌출하는 볼록부(40)를
갖는 외주면(24)을 가진다.
(청구항 1) 로터 본체에서 지름방향으로 연장하도록 설치되는 운동날개의 날개 단에
고정되고, 원주방향으로 서로 인접하여 배치되는 슈라우드 본체를 구비하고, 상기 슈라우드

청구범위

본체는 서로 이웃하는 슈라우드 본체끼리 서로 당접하는 당접 단면 및 상기 당접 단면과
이어져 서로 이웃하는 슈라우드 본체끼리 클리어런스를 개재하여 대향하는 대향면을 갖는
원주방향 단면과, 상기 대향면을 따라 연장하도록 형성되어 지름방향 외측으로 돌출하는
볼록부를 갖는 외주면을 갖는 슈라우드.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서로 이웃하는 슈라우드 본체끼리 서로 당접하는 당접 단면 및 당접
단면과 이어져 서로 이웃하는 슈라우드 본체끼리 클리어런스를 개재하여 대향하는
대향면을 갖는 원주방향 단면과, 대향면을 따라 연장하도록 형성되어 지름방향 외측으로
돌출하는 볼록부를 갖는 외주면을 포함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서로 이웃하는
슈라우드 본체끼리 대향면을 따라 연장하도록 형성되어 지름방향 외측으로 돌출하는
평

가

볼록부를 설치함에 따라, 로터 본체에서 지름방향으로 연장하도록 설치되는 운동날개의
날개 단에 고정되고 원주방향으로 서로 인접하여 배치되는 슈라우드 간의 클리어런스에서
누설하는 유체를 감소시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또한,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슈라우드
간의 클리어런스를 줄여 운전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추후, 날개 주변의 구성부품의 형상을 달리하여 운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구범위는 다소 넓은 편에 속하므로, 회피설계 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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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블레이드용 블레이드 기부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8047 (2015.03.0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슈라우드(14)는 전방면(40), 후방면(41), 제1
지지면(43) 및 제2 지지면(44)을 갖는 평행
사변형(42)을 포함하며, 블레이드 에어포일(2)은
프로파일화되어 형성되며 선단 에지(45) 및
후단 에지(46)를 포함하며, 선단 에지(45)는
전방면(40)을 향하며, 후단 에지(46)는 후방면
(41)을 향하며, 작동 중에, 소성 변형이 방지
되도록, 전방면(40)은 부분적으로 만곡부(20)를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블레이드 에어포일(2)과, 원주방향 슬롯 내에 배치된 마름모형 헤머헤드
(hammerhead) 기부로서 구성된 블레이드 기부(3)와, 블레이드 에어포일(2)의 단부에
배열된 블레이드 팁(30)과, 블레이드 기부(3)와 블레이드 에어포일(2) 사이의 슈라우드(14)를
포함하는 터빈 블레이드(1)이며, 블레이드 기부(3) 및 블레이드 에어포일(2)은 블레이드
축(4)을 따라 블레이드 기부(3)로부터 블레이드 팁(30)을 향해 구성되며, 슈라우드(14)는
전방면(40) 및 이에 대해 평행으로 배열된 후방면(41)과, 제1 지지면(43) 및 이에 대해
평행으로 배열된 제2 지지면(44)을 갖는 평행 사변형(42)을 포함하며, 제1 지지면(43)은
인접한 터빈 블레이드의 제2 지지면(44)에의 지지를 위해 배향되고, 블레이드
에어포일(2)은 프로파일화되어 형성되며, 선단 에지(45) 및 후단 에지(46)를 포함하며,
선단 에지(45)는 전방면(40)을 향하며, 후단 에지(46)는 후방면(41)을 향하는 터빈
블레이드(1)에 있어서, 전방면(40)은 부분적으로 만곡부(20)를 포함하고, 전방면(40)은
길이 LO를 가지며, 만곡부(20)는 LKV에서 시작되며, 0.3 LO < LKV < 0.7 LO, 0.2 LO
< LKV < 0.8 LO 또는 0.45 LO < LKV < 0.55 LO 이며, 상기 평행 사변형은 예각의 영역에
배열된 모서리(16, 24)를 포함하고 상기 만곡부는 상기 모서리의 영역에 형성되며, 상기
평행 사변형(42)은 둔각을 포함하고 상기 LKV는 상기 둔각과 상기 만곡부(20)의 시작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터빈 블레이드(1).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9261 (2018.03.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슈라우드는 전방면, 후방면, 제1 지지면 및 제2 지지면을 갖는 평행
사변형을 포함하며, 작동 중에 소성 변형이 방지되도록 전방면은 부분적으로 만곡부를
포함한 것으로서, 작동 중에 더 빠른 온도 변화를 허용할 수 있는 종래 대비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청구범위는 넓지 않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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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동익 열, 터빈 단락 및 축류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1805 (2015.02.10.)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98398 (2018.09.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허브의 축선방향으로 익간 유로의 입구와
출구의 사이에 스로트부를 갖고, 익간 유로의
출구에 있어서의 제 1 단면형상의 유로 폭을
A1로 하고, 스로트부에 있어서의 제 1
기술요약

단면형상의 유로 폭을 B1로 하고, 익간
유로의 출구에 있어서의 제 2 단면형상의
유로 폭을 A2로 하고, 허브의 축선방향에서
스로트부와 동일 위치에 있어서 제 2
단면형상의 유로 폭을 B2로 하면, A1/B1>
A2/B2이다.

(청구항 1) 서로의 사이에 익간 유로가 형성된 상태에서 허브의 둘레방향을 따라서 배열되는
복수의 터빈 동익을 구비하고, 상기 익간 유로는, 상기 허브의 직경방향에서 제 1 위치에,
상기 직경방향과 수직인 제 1 단면형상을 갖는 동시에, 상기 허브의 직경방향에서 상기 제
1 위치보다 상기 허브로부터 먼쪽의 제 2 위치에, 상기 직경방향과 수직인 제 2 단면형상을
갖고, 상기 제 1 단면형상은 상기 허브의 축선방향에서 상기 익간 유로의 입구와 출구의
청구범위

사이에 스로트부를 갖고, 상기 익간 유로의 출구에 있어서의 상기 제 1 단면형상의 유로
폭을 A1로 하고, 상기 스로트부에 있어서의 상기 제 1 단면형상의 유로 폭을 B1로 하고,
상기 익간 유로의 출구에 있어서의 상기 제 2 단면형상의 유로 폭을 A2로 하고, 그리고,
상기 허브의 축선방향에서 상기 스로트부와 동일 위치에 있어서의 상기 제 2 단면형상의
유로 폭을 B2로 하면, A1/B1>A2/B2이고, 상기 제 2 단면형상의 유로 폭은 상기 익간
유로의 입구로부터 출구에 걸쳐서 단조감소(單調減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동익 열.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 동익 열의 익간 유로를 조절하여 2차 흐름 손실을 억제하고 터빈
동익 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점에서 종래 익간 유로의 입구로부터 출구를
평

가

향하여 유로 폭이 서서히 좁아지는 구성 대비하여 중요도가 있어 보인다. 기술적으로 터빈
동익 열의 익간 유로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설계적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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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09486 (2014.09.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에 있어서, 터빈 차실(26)의 내주부에
연결됨으로써 환상의 제 1 캐비티(61)를 구획
하는 익환(43)과, 익환(43)의 내주부에 축방향
으로 소정 간격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차열환
(46, 47)과, 복수의 차열환(46, 47)의 내주부에
연결되는 복수의 분할환(49, 51)과, 로터(32)의
외주부에 축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복수
고정되며 분할환(49, 51)에 직경 방향으로 대향
하여 배치되는 복수의 동익체 (54)와, 복수의
동익체(54)의 사이에서 외측 슈라우드(56)가
차열환(46, 47)에 고정됨 으로써 환상의 제 2
캐비티(62)를 구획하는 복수의 정익체(53)와,
압축 공기를 제 2 캐비티(62)에 공급하는 제 2
냉각 공기 공급 경로(74)와, 압축 공기보다
저온의 냉각 공기를 제 1 캐비티(61)에 공급하는
제 1 냉각 공기 공급 경로(71)와, 제 1
캐비티(61)로부터 냉각 공기를 배출하는 냉각
공기 배출 경로(72)를 마련함으로써, 터빈
차실측과 동익과의 클리어런스를 적정량으로
하여 성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가 압축한 압축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하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기가 생성한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 동력을 얻는 터빈과, 상기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축선 주위로 회전하는 회전축을 갖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터빈은,
상기 회전축선 주위에 링 형상을 이루는 터빈 차실과, 상기 회전축선 주위에 링 형상을 이루며
상기 터빈 차실의 내주부에 지지됨으로써 링 형상의 제 1 캐비티를 구획하는 익환과, 상기
회전축선 주위에 링 형상을 이루며 상기 익환의 내주부에 축방향으로 소정 간격으로 지지되는
복수의 차열환과, 상기 회전축선 주위에 링 형상을 이루며 상기 복수의 차열환의 내주부에
지지되는 복수의 분할환과, 상기 회전축의 외주부에 축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복수
고정되며 상기 분할환에 직경방향으로 대향하여 배치되는 복수의 동익체와, 상기 복수의
동익체의 사이에서 상기 회전축선 주위에 링 형상을 이루는 슈라우드가 인접하는 상기 차열환에
고정됨으로써 링 형상의 제 2 캐비티를 구획하는 복수의 정익체와, 상기 압축기가 압축한 압축
공기의 일부를 상기 제 2 캐비티에 공급하는 제 2 냉각 공기 공급 경로와, 상기 압축기가 압축한
압축 공기보다 저온의 냉각 공기를 상기 제 1 캐비티에 공급하는 제 1 냉각 공기 공급 경로와,
상기 제 1 캐비티로부터 냉각 공기를 배출하는 냉각 공기 배출 경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20476 (2017.03.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 차실 측과 동익과의 간극을 적정량으로 하여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1 캐비티에 공급하는 냉각 공기와 제2
캐비티에 공급하는 냉각 공기의 사이에 온도차를 마련하여, 익환을 낮은 온도로 유지하면,
동익의 선단과 분할환의 간극의 관리가 용이하게 되고, 정격 운전시에서 적절한 간극량이
유지되어 가스 터빈의 성능이 향상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1, 2
캐비티에 공급하는 냉각 공기 온도차에 의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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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축류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2298 (2014.01.30.)

기술분야

□ 제어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660204 (2016.09.2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동익(50)의 선단이 들어가는 캐비티(12)가
형성된 케이싱(10)과, 케이싱(10)의 캐비티
(12)의 내주면으로 부터 동익(50)의 선단을
향해 연장되어, 케이싱(10)과 동익(50) 사이의
공간을 시일하는 복수의 시일 핀(17)과,
복수의 시일 핀의 사이에 있어서, 케이싱
기술요약

(10)의 캐비티(12)의 내주면으로부터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 연장되고,

선회류가

충돌하는 선회류 충돌면(3)을 가짐과 함께,
선회류 충돌면(3)의 적어도 일부에 선회류를
주위 방향으로 통과시키는 선회류 통과부(n)가
형성된 스월 브레이커(2)를 구비하는 회전
기계.
(청구항 1) 축선 주위로 회전하는 로터 본체와, 상기 로터 본체로부터 직경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도록 배치된 동익을 갖는 로터와,
상기 로터를 외주측으로부터 둘러싸도록 배치되고, 상기 동익의 선단이 들어가는 캐비티가
형성된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의 상기 캐비티의 내주면으로부터 상기 동익의 선단을 향해 연장되어, 상기
케이싱과 상기 동익 사이의 공간을 시일하는 복수의 시일 핀과,
청구범위

상기 복수의 시일 핀의 사이에 있어서, 상기 케이싱의 상기 캐비티의 내주면으로부터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 연장되고, 선회류가 충돌하는 선회류 충돌면을 가짐과 함께, 상기 선회류
충돌면의 적어도 일부에 상기 선회류를 주위 방향으로 통과시키는 선회류 통과부가 형성된
스윌 브레이커를 구비하고,
상기 스윌 브레이커는, 판상체에 의해 형성되고,
상기 선회류 충돌면은, 그 기단부측과 선단부측에서 상기 축선 방향에 대한 각도가
다르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기계.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정익과 동익 사이를 통과하는 유동의 스월 성분을 작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평

가

시일 핀 사이에 스월 브레이커를 형성하여 유동의 선회류를 주위 방향으로 통과시키도록
구성하되 그 충돌면의 각도를 다르게 구성한 것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쇠하기 위해 케이싱에 형성된 시일 핀 사이의 공간의 압력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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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의 동익의 제조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15873 (2013.12.18.)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656197 (2016.09.0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단조공정 후에 있어서, 여유두께부가 마련된
동익 전체의 휨, 굽힘 또는 비틀림을 억제
하는 터빈의 동익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블레이드부(23)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단조공정에 있어서, 단조물이,
블레이드부(23) 및 여유두께부(31)의 블레이드
기술요약

길이방향에 수직인 단면에 대하여, 블레이드부
(23)의 블레이드면 으로부터 여유두께부의
표면까지의 거리(여유두께량)가, 블레이드부
(23)의 당해 단면의 주위 전체에서 대략
균일해지도록, 또한, 블레이드 길이 방향에
있어서, 소정 위치로부터 익정측을 향하여
여유두께부(31)의 두께인 여유 두께량이
서서히 커지도록 열간 형단조한다.

(청구항 1) 터빈 내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로터의 외주에, 그 둘레방향을 따라 복수
병설되어 고정되는 동익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동익의 블레이드부에 여유두께부를 마련하고, 상기 블레이드부의 블레이드 길이방향의
청구범위

소정 위치로부터 익정측을 향하여, 상기 여유두께부의 두께인 여유두께량을 서서히 크게 한
단조물을 형단조하여 성형하는 단조공정과,
상기 단조물로부터 상기 여유두께부를 절삭하여 상기 블레이드부를 형성하는 기계가공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의 동익의 제조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실제 블레이드 형상에 추가로 여유 두께부를 형성하도록 형단조를 하고 그
평

가

후에 여유두께를 절작하여 동익을 제조하는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는 주조를 하는 방법
또는 단조 시에 정밀가공을 위해 행해지는 통상의 가공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청구범위가 넓어서 무효의 증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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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02271 (2012.12.2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가스 터빈은, 제 1 정익(11a)이
장착되는 제 1 익환부(20f)와, 제 2 정익
(11b)이 장착되는 제 2 익환부(20g)는 일체로
형성되어 합체 익환(20y)을 이룬다. 제 1
분할환(30a) 및 이 제 1 분할환의 하류측에
배치되는 제 2 정익단(10b)을 합체 익환에
장착하는 제 2 상류측 차열환(40g)의 상류측
에는, 제 2 상류측 가압 부재(50g)가 배치
되어 있다. 가압 부재를 익환부에 장착하는
것에 의해, 가압 부재가 차열환을 하류측에
가압하여 고정하며, 패킹(71b)의 시일성이
유지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 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로터 본체, 및 상기 회전 축선이 연장되어
있는 축 방향으로 나열되며 상기 로터 본체에 고정되어 있는 복수의 동익단을 갖는 로터와,
복수의 동익단의 각각의 상류측에 배치되어 있는 복수의 정익단과, 상기 로터를 덮는
동시에 복수의 상기 정익단이 내주측에 장착되어 있는 케이싱을 구비하고,
상기 케이싱은, 상기 회전 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환상을 이루며, 하나의 상기 동익단 및
하나의 상기 정익단을 덮는 복수의 익환부(blade ring section)와, 상기 회전 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환상을 이루며, 상기 익환부의 내주측에서 또한 상기 동익단의 외주측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정익단의 상호간에 배치되는 복수의 분할환(split ring)과, 상기
정익단의 상류측 또는 하류측에 배치되는 상기 분할환을 장착하기 위한 복수의
차열환(heat-insulating ring)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축 방향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상기 익환부는 일체 형성된 합체
익환(combined blade ring)을 이루며,
복수의 상기 차열환 중에서 소정 차열환에는, 상기 분할환과 상기 정익단 중 상기 소정
차열환의 상류측에 배치된 상류측 부재가 장착되는 동시에, 상기 분할환과 상기 정익단
중에서 상기 소정 차열환의 하류측에 존재하는 하류측 부재가 장착되며,
상기 케이싱은, 또한, 상기 소정 차열환의 상류측에 배치되며, 상기 익환부에 장착되며,
상기 소정 차열환과 상기 상류측 부재 중 적어도 한쪽의 피가압 부재를 하류측으로
가압하는 가압 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26264 (2016.05.2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케이싱의 조립성 향상을 위하여 일주 차열환에 상류측 분할환과 하류 측
분활환으로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스 터비의 조립성을 향상하기 위해
부품을 분할하여 구성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조립성 향상을 위해 부품을 분할하거나 형상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부품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상하류 환으로 변경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분할
또는 형상변경을 회피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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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연소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13458 (2012.12.1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관한 터빈은, 블레이드와, 상기
블레이드에 대해서 상대 회전하는 구조체를
구비하고, 유체가 유통하는 터빈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의 직경방향 선단부, 및 상기
구조체에 있어서의 상기 직경방향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 중, 어느 일방에 형성된 스텝부와,
타방으로부터 상기 스텝부를 향하여 연장되어,
상기 스텝부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씰핀과, 상기 유체의 유통방향에서 상기 씰핀
보다 상류측에 형성되어, 상기 유체가 충돌하는
흐름 충돌면과, 상기 흐름 충돌면으로부터
상류측을 향하여 돌출되는 볼록부와, 상기 흐름
충돌면에 대향하는 대향면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블레이드와, 상기 블레이드의 직경방향 선단측에 간극을 통하여 설치됨과 함께 상기
블레이드에 대해서 상대 회전하는 구조체를 구비하고, 상기 간극에 유체가 유통하는 터빈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의 직경방향 선단부 및 상기 구조체에 있어서의 상기 직경방향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 중 어느 일방에 형성되어, 직경방향으로의 복수의 단차를 가지는 스텝부와, 상기
블레이드의 직경방향 선단부 및 상기 구조체에 있어서의 상기 직경방향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
중 타방으로부터 상기 스텝부를 향하여 연장되어, 상기 스텝부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복수의 씰핀과, 상기 블레이드의 직경방향 선단부 및 상기 구조체에 있어서의 상기 직경방향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 중 타방에 형성됨과 함께, 상기 유체의 유통방향에서 상기 씰핀보다
상류측에 형성되어, 상기 유체가 충돌하는 흐름 충돌면과, 상기 흐름 충돌면에 대향하는
대향면을 구비하고, 상기 씰핀, 상기 흐름 충돌면 및 상기 일방에 의해 캐비티가 형성되며, 상기
흐름 충돌면으로부터 상류측을 향해 돌출하며, 상기 캐비티를 상기 일방측의 공간과 상기
타방측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볼록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스텝부는 축방향을 따르는 축방향
벽면, 및 모서리부를 개재하여 상기 축방향 벽면에 접속되고, 또한 직경방향을 따르는 직경방향
벽면을 가지며, 복수의 상기 씰핀은 축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상기 스텝부의 각 단차에
있어서의 상기 직경방향 벽면 및 상기 모서리부보다 하류 측의 위치에 각각 고정되어 있고, 상기
흐름 충돌면에 충돌하는 상기 유체에 의해 상기 캐비티의 타방측의 공간에, 상기 흐름 충돌면을
거쳐 상기 볼록부를 따라서 흐르는 주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상기 주 소용돌이의 일부가 상기
볼록부에 의해 박리되어, 상기 캐비티의 일방측의 공간에 상기 주 소용돌이와는 반대 방향의 제1
박리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상기 제 1 박리 소용돌이의 일부가 상기 스텝부에서 박리되어, 상기
제1 박리 소용돌이와는 반대 방향의 제2 박리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상기 제2 박리 소용돌이가
상기 미소 간극에 있어서 상기 유체의 누설량을 저감시키는 축류 효과를 발휘하는, 터빈.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16010 (2017.3.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흐름 충돌면에 충돌한 유체에서 발생한 주 소용돌이의 일부를 볼록부에서
박리시키고, 주 소용돌이와는 역회전의 소용돌이를 발생시킨 후, 이 소용돌이를 더 스텝부의
모서리부에서 박리시키고, 박리 소용돌이와는 역회전의 다른 박리 소용돌이를 발생한다. 즉,
3개의 소용돌이를 발생시키고, 3번째의 소용돌이를 이용하여 축류 효과에 따른 미소 간극의 유체
리크량(누설량)을 저감시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동익과 정익의 사이에서 누설을
최소화 하는 기술 중에서 씰핀을 이용한 것으로 적용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에 씰을 부착하고 탈거를 방지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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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블레이드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7253 (2012.08.14.)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939866 (2019.01.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블레이드 캐리어(56)와, 블레이드 캐리어
기술요약

내에 배치된 파지 홈부(58)를 포함하는
블레이드 장치이며 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블레이드 캐리어(56)와, 블레이드 캐리어 내에 배치된 파지 홈부(58)를 포함하는
블레이드

장치(40)이며,파지

홈부의

측벽부들(60)은

회전축(12)의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면서 언더컷부들(64)을 형성하기 위한 돌출부들(62)을 포함하고, 파지 홈부 내로는
터보 기계의 블레이드 링을 형성하기 위한 복수의 블레이드(25, 27)가 삽입되며, 각각의
블레이드(25, 27)는 베인(48) 외에도 고정을 위해, 언더컷부들(64) 내로 맞물리는 블레이드
청구범위

루트(50)를 포함하여, 블레이드 루트 하면(68)과 파지 홈부(58)의 홈 바닥부(70) 사이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비드부(52, 55)를 포함하는 판형 구성 부재(46)에 의해 돌출부들(62)에
압착되는, 상기 블레이드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구성 부재(46)는 구성 부재에 의해
압착되는 블레이드 루트(50)에 의해 파지 홈부(58)의 길이방향으로 부분적으로만 덮이고,
파지 홈부(58) 내에서 2개의 블레이드(25, 27) 사이에 중간 피스(44)가 삽입되고, 중간
피스는 블레이드 루트(50)에 의해 덮이지 않는 구성 부재(46)의 부분에 의해 돌출부들(62)에
압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레이드 장치(40).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판형 구성 부재에 의해 압착되는 블레이드 루트에 의해 파지 홈부의
길이방향으로 부분적으로만 덮이고, 파지 홈부 내에서 2개의 블레이드 사이에 중간 피스가
삽입되고, 중간 피스는 블레이드 루트에 의해 덮이지 않는 구성 부재의 부분에 의해
돌출부들에 압착되는 블레이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판형
평

가

구성 부재를 블레이드 루트와 파지 홈부에 압착 결합함에 따라 조립 및 분해가
간편하면서도, 원주방향 홈부 내에 블레이드들의 내구성 있고 동시에 신뢰성이 있으면서
확실한 고정이 보장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블레이드에 로터의
결합에 대한 구조, 형상과 배치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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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32763 (2012.03.2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동익(28a)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동익체(28)를
구성하고, 이 동익(28a)을, 그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단부측의 스로트 폭을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중간부측의 스로트 폭보다 크게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배기가스의 압력회복을
행함으로써 터빈 효율을 향상시켜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에 있어서,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기; 연료와 압축 공기를
연소시키기 위한 연소기; 및 발생한 연소 가스가 공급되는 터빈을 포함하고, 상기 터빈은
상기 연소 가스의 유동 방향을 따라 교대로 위치하는 동익체와 정익체를 포함하고, 상기
동익체 및 상기 정익체는 원통 형상의 터빈 차실에 배치되고, 원통 형상의 축류 배기
디퓨저는 최종단 정익체 및 최종단 동익체 다음으로 상기 터빈 차실의 후방부에 연결되며,
상기 정익체는 상기 터빈 차실의 원주 방향으로 등 간격으로 배치된 복수의 정익을
포함하고, 상기 동익체는 상기 원주 방향으로 등 간격으로 고정된 복수의 동익을 포함하며,
상기 정익체는 상기 터빈 차실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기단부측으로부터 선단부측까지
연장되며, 상기 최종단 정익체의 상기 정익은 상기 기단부측과 상기 선단부측의 스로트
폭이 상기 정익체의 중앙부의 스로트 폭보다 크거나, 또는 상기 동익체는 상기 터빈
차실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상기 기단부측으로부터 상기 선단부측으로 연장되며, 상기
최종단 동익체의 상기 동익은 상기 기단부측과 상기 선단부측의 스로트 폭이 상기 동익체의
중앙부의 스로트 폭보다 크고, 상기 축류 배기 디퓨저는 상기 최종단 정익체 및 상기 최종단
동익체의 상기 기단부측과 상기 선단부측으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가스의 증가된 전체압을
유지하고 압력을 회복하도록 구성된 형상을 갖고, 상기 동익체 및 상기 정익체 각각의
높이는 상기 축류 배기 디퓨저를 향해 증가하며, 각각의 상기 최종단 정익체의 상기 정익
및 상기 최종단 동익체의 상기 동익은 최대 높이를 갖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60199 (2017.07.1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축류 배기 디퓨저는 최종단 정익체 및 최종단 동익체의 기단부측과
선단부측으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가스의 증가된 전체압을 유지하고 압력을 회복하도록
구성된 형상을 갖고, 동익체 및 정익체 각각의 높이는 축류 배기 디퓨저를 향해 증가하며,
각각의 최종단 정익체의 정익 및 최종단 동익체의 동익은 최대 높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익 또는 동익의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단부측의 스로트 폭을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중간부측의 스로트 폭보다 크게 설정함에 따라 단부측의 유출각이
중간부의 유출각보다 작아져, 배기 디퓨저를 흐르는 배기 가스의 흐름을 적정하게
제어함으로써, 효율적인 배기 가스의 압력 회복을 행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범위는 단순히 정익과 동익의 폭과 배열에 대해 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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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19434 (2012.03.2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복수의 동익(28a)을 둘레 방향으로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동익체(28)를 구성하고, 이 동익(28a)을,
그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단부측의 스로트
폭을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중간부측의
스로트 폭보다 크게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배기 가스의 압력 회복을 행함으로써 터빈
효율을 향상시켜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에 있어서,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기; 연료와 압축 공기를
연소시키기 위한 연소기; 및 발생한 연소 가스가 공급되는 터빈을 포함하고, 상기 터빈은
상기 연소 가스의 유동 방향을 따라 교대로 위치하는 동익체와 정익체를 포함하고, 상기
동익체 및 상기 정익체는 원통 형상의 터빈 차실에 배치되고, 원통 형상의 축류 배기
디퓨저는 최종단 정익체 및 최종단 동익체 다음으로 상기 터빈 차실의 후방부에 연결되며,
상기 정익체는 상기 터빈 차실의 원주 방향으로 등 간격으로 배치된 복수의 정익을
포함하고, 상기 동익체는 상기 원주 방향으로 등 간격으로 고정된 복수의 동익을 포함하며,
상기 정익체 또는 상기 동익체는 상기 터빈 차실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기단부측으로부터
선단부측까지 연장되며, 상기 최종단 정익체의 상기 정익 또는 상기 최종단 동익체의 상기
동익은 상기 정익체 또는 상기 동익체의 길이방향에 있어서 양단부의 사이에 존재하고 상기
정익체 또는 상기 동익체의 양단부의 스로트 폭보다 작은 스로트 폭을 형성하는 중간부를
갖고, 상기 중간부에는 중앙부가 포함되지 않고, 상기 축류 배기 디퓨저는 상기 최종단
정익체 및 상기 최종단 동익체의 상기 기단부측과 상기 선단부측으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가스의 증가된 전체압을 유지하고 압력을 회복하도록 구성된 형상을 갖고, 상기 동익체 및
상기 정익체 각각의 높이는 상기 축류 배기 디퓨저를 향해 증가하며, 각각의 상기 최종단
정익체의 상기 정익 및 상기 최종단 동익체의 상기 동익은 최대 높이를 갖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39279 (2018.03.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축류 배기 디퓨저는 최종단 정익체 및 최종단 동익체의 기단부측과
선단부측으로부터 배출되는 연소 가스의 증가된 전체압을 유지하고 압력을 회복하도록
구성된 형상을 갖고, 동익체 및 정익체 각각의 높이는 축류 배기 디퓨저를 향해 증가하며,
각각의 최종단 정익체의 정익 및 최종단 동익체의 동익은 최대 높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익 또는 동익의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단부측의 스로트 폭을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중간부측의 스로트 폭보다 크게 설정함에 따라 단부측의 유출각이
중간부의 유출각보다 작아져, 배기 디퓨저를 흐르는 배기 가스의 흐름을 적정하게
제어함으로써, 효율적인 배기 가스의 압력 회복을 행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범위는 단순히 정익과 동익의 폭과 배열에 대해 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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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로터 및 터빈 로터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24801 (2012.03.22.)

기술분야

□ 제어

□ ☑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539876 (2015.07.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에 관한 터빈 로터(10)는, 제1 부재와,
상기

제1

부재에

접합된

제2

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제2 부재가 터빈 로터의
축 방향으로 연장하는 터빈 로터(10)이며,
기술요약

상기 제1, 제2 부재의 경계에, 용접용의
개선부(16)가 형성되고, 상기 개선부(16)의
저부를 관통하여, 상기 터빈 로터(10)의
내부에 가스를 도입하기 위한 가스 도입용
구멍(18)이, 용접에 의해 밀봉되어 있다.

(청구항 1) 제1 부재와,
상기 제1 부재에 접합된 제2 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제2 부재가 축 방향으로 연장하는
터빈 로터이며,
청구범위

상기 제1, 제2 부재의 경계에, 용접용의 개선부가 형성되고,
상기 경계는 양 부재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존재하고,
상기 개선부의 저부를 관통하여, 상기 경계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고, 상기 터빈
로터의 내부에 가스를 도입하기 위한 가스 도입용 구멍이, 용접에 의해 밀봉되어 있는, 터빈
로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 로터 검사용 구멍의 위치 및 그 구멍을 용접에 의해 밀봉한 점에
평

가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서로 접한 부재의 한쪽에 치우치게 구멍을 위치시켜서 경계로
이격된 위치에 드릴작업을 용이하게 한 것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작과정
상에서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멍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점에서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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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및 외측 슈라우드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25504 (2012.03.0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의하면, 터빈 가동익(33)과, 터빈
고정익(32)과, 터빈 가동익(33)을 주방향으로
둘러싸는 분할 환(52)과, 터빈 고정익(32)을
주방향으로 둘러싸는 외측 슈라우드(51)와, 분할
환(52) 및 외측 슈라우드(51)의 내부에 형성되고,
연소 가스가 유통하는 연소 가스 유로(R1)를
구비하고, 외측 슈라우드(51) (51a)는 연소 가스의
가스 흐름 방향에 있어서, 분할 환(52)(52a)의
상류측에 위치하고, 분할 환(52a)과 외측
슈라우드(51a) 사이로부터는, 연소 가스보다도
온도가 낮은 시일 가스가 연소 가스 유로(R1)을
향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외측 슈라우드(51a)는
가스 흐름 방향의 하류측의 내주에 설치되고,
내부에 유통하는 연소 가스를 분할 환(52a)의
내주면을 향하여 안내하는 안내면(61)을 갖고,
안내면 (61)은 연소 가스 유로(R1)의 유로
면적이 넓어지도록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 가능한 터빈 축에 설치된 터빈 가동익과, 상기 터빈 가동익에 대하여 축 방향에
대향하도록 고정된 터빈 고정익과, 내부 케이싱에 설치되고, 상기 터빈 가동익을 주방향으로
둘러싸는 분할 환과, 상기 내부 케이싱에 설치되고, 상기 터빈 고정익을 주방향으로 둘러싸고,
상기 분할 환에 대하여 축 방향에 대향하도록 설치된 외측 슈라우드와, 상기 분할 환 및 상기
외측 슈라우드의 내부에 형성되고, 연소 가스가 유통하는 연소 가스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외측
슈라우드는, 상기 연소 가스의 가스 흐름 방향에 있어서, 상기 분할 환의 상류측에 위치하며,
상기 분할 환과 상기 외측 슈라우드와의 사이의 캐비티로부터는, 상기 연소 가스보다도 온도가
낮은 시일 가스가 상기 연소 가스 유로를 향하여 공급되고 있고, 상기 외측 슈라우드는, 상기
가스 흐름 방향의 하류측의 내주에 형성되고, 내부에 유통하는 연소 가스를 상기 분할 환의
내주면을 향하여 안내하는 안내면을 가지며, 상기 안내면은, 상기 연소 가스 유로의 유로 면적이
넓어지도록 형성되고, 상기 분할 환을 향하는 상기 연소 가스의 흐름의 일부를 변경시키고, 제1
터빈 고정익의 하류측에 있어서의 제1 외측 슈라우드의 내주면의 영역인 제1 영역과, 제1 터빈
가동익의 상류측에 있어서의 제1 분할 환의 내주면의 영역인 제2 영역과, 상기 제1 터빈
가동익이 있는 상기 제1 분할 환의 내주면의 영역인 제3 영역과, 상기 제1 터빈 가동익의
하류측에 있어서의 상기 제1 분할 환의 내주면의 영역인 제4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안내면은
상기 제1 영역에 설치되고, 상기 안내면의 접선과 상기 제1 분할 환의 상기 내주면과의 교점이
상기 제2 영역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14829 (2017.03.0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분할 환의 열부하의 증대를 억제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외측 슈라우드 및 분할 환에 연소 가스의 가스 흐름 방향에 있어서 상류 측으로부터
제1 영역 내지 제4 영역이 위치하며, 연소 가스를 분할 환의 내주면을 향하여 안내하는 안내면은
제1 터빈 고정익의 하류 측에 있어서의 제1 외측 슈라우드의 내주면의 영역인 제1 영역에
설치되고, 안내면의 접선과 제1 분할환의 내주면과의 교점은 제1 터빈 가동익의 상류 측에
있어서의 제1 분할 환의 내주면의 영역인 제2 영역에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안내면이 제1영역에 설치되고, 안내면 접선과 제1분할 환 내주면과의 교점은
제2영역에 설치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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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및 외측 슈라우드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12472 (2012.03.0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의하면, 터빈 가동익(33)과, 터빈
고정익(32)과, 터빈 가동익(33)을 주방향으로
둘러싸는 분할 환(52)과, 터빈 고정익(32)을
주방향으로 둘러싸는 외측 슈라우드(51)와, 분할
환(52) 및 외측 슈라우드(51)의 내부에 형성되고,
연소 가스가 유통하는 연소 가스 유로(R1)를
구비하고, 외측 슈라우드(51) (51a)는 연소 가스의
가스 흐름 방향에 있어서, 분할 환(52)(52a)의
상류측에 위치하고, 분할 환(52a)과 외측 슈라우드(51a)
사이로부터는, 연소 가스보다도 온도가 낮은 시일
가스가 연소 가스 유로(R1)을 향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외측 슈라우드(51a)는 가스 흐름 방향의
하류측의 내주에 설치되고, 내부에 유통하는
연소 가스를 분할 환(52a)의 내주면을 향하여
안내하는 안내면(61)을 갖고, 안내면(61)은 연소
가스 유로(R1)의 유로 면적이 넓어지도록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터빈 축과, 상기 터빈 축의 주방향에 설치된 복수의 터빈 가동익으로 이루어진 적어도
일 단의 터빈 가동익열과, 상기 터빈 가동익열을 주방향으로 둘러싸는 분할 환과, 상기 터빈 축의
주방향에 배치된 복수의 터빈 고정익으로 이루어진 적어도 일 단의 터빈 고정익열과, 상기 터빈
고정익열을 주방향으로 둘러싸도록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터빈 고정익이 설치된 외측 슈라우드와,
상기 분할 환 및 상기 외측 슈라우드의 내부에 설치되고, 연소 가스가 유통하는 연소 가스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외측 슈라우드는, 상기 연소 가스의 가스 흐름 방향에 있어서, 상기 분할 환의
상류측에 위치하며, 상기 외측 슈라우드는, 상기 가스 흐름 방향의 하류측의 내주에 설치된
안내면을 갖고, 상기 안내면은 상기 연소 가스 유로의 유로 면적이 넓어지도록 형성되며, 상기 연소
가스보다도 온도가 낮은 시일 가스를 상기 연소 가스 유로를 향하여 공급하기 위해 상기 외측
슈라우드와 상기 분할 환의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안내면을 따라 흐르는 상기 연소 가스가 상기
분할 환의 내주면을 향해 안내되도록 상기 외측 슈라우드와 상기 분할 환의 터빈 축방향에서의
이격 폭을 조정한 캐비티를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지멘스

□ 냉각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37716 (2017.05.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분할 환(시일 세그먼트)의 열부하의 증대를 억제 가능한 기술을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1 외측 슈라우드에 있어서 연소 가스 유로를 흐르는 연소 가스를 안내면에 의해 제1
분할 환의 내주면을 향해 안내할 수 있어서, 안내면은 연소 가스 유로의 유로 면적이 넓어지도록
형성되어 있어, 연소 가스는 캐비티로부터 공급되는 시일 가스와의 혼합이 억제되고, 시일 가스를
제1 분할 환의 내주면을 따르게 하여 안내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분할 환과 안내면이 결합 구성된 특징적 구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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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용 날개 구조체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13349 (2011.12.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터빈 날개 제작시의 주조품의 품질의 편차를
억제할 수 있는 터빈용 날개 구조체를
제공한다. 날개 본체(11)의 내부의 공간이,
전연(LE) 및 후연(TE)을 연결하는 중심선과
대략 직교하도록 마련된 리브 부재(12)에
의해 구획되어서 복수의 캐비티(C1 내지
C4)로 구획되어 있는 터빈용 날개 구조체에
있어서, 날개 전연측 및 날개 후연측을
제외한 날개 중앙부에 위치하는 캐비티(C2,
C3)의 내부를, 대략 중심선을 따라서 날개
복면측 캐비티(C2a, C3a)와 날개 배면측
캐비티(C2b, C3b)로 구획하는 칸막이 벽
부재(20)를 구비하고, 상기 칸막이 벽 부재
(20)의 날개 전연측 단부(21) 및 날개 후연측
단부(22)가 리브 부재(12)에 형성된 끼워맞춤
홈(13)을 따라서 한쪽의 슈라우드면측으로부터
다른쪽의 슈라우드면측을 향해서 삽입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날개 본체(11) 내부의 공간이, 전연(LE) 및 후연(TE)을 연결하는 중심선과
직교하도록 마련된 리브 부재(12)에 의해 구획되어서 복수의 캐비티(C1, C2, C3, C4)로
구획되어 있는 터빈용 날개 구조체에 있어서,
날개 전연측 및 날개 후연측을 제외한 날개 중앙부에 위치하는 상기 캐비티(C2, C3)의
내부를, 상기 중심선을 따라서 날개 복면측과 날개 배면측으로 구획하는 칸막이 벽
부재(20)를 구비하고,
상기 칸막이 벽 부재(20)의 날개 전연측 단부(21) 및 날개 후연측 단부(22)가 상기 리브
부재(12)에 형성된 끼워맞춤 홈(13)을 따라서 한쪽의 슈라우드면측으로부터 다른쪽의
슈라우드면측을 향해서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용 날개 구조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64910 (2014.11.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날개의 양측면을 연결하는 리브부재와 표면부를 정밀주조에 의해 작업할
때에 복수의 캐비티의 부재의 교차부의 벽 두께가 커지게 되어 냉각이 균일하게 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날개 내부의 리브부재 사이를 연결하도록 캐비티에 칸막이 벽을 형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균일 냉각을 위한 주조 공정상의 균일 두께를 만들기 어려운
것을 날개 내부의 코드선의 중앙부에 리브 사이에 열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브리지를
형성하되, 조립의 편리하도록 스팬 방향에서 끼워지도록 한 것에 특이점이 있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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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선회가능한 압축기 안내 베인의 각위치 결정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18248 (2010.12.1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압축기(5) 내에 배치되어 자신의
종축(23)을 중심으로 선회할 수 있으며
자신에 동기되어 선회하는 측정 표면(31)이
할당된 압축기 안내 베인(19)의 각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35)에 관한 것이다.
안정된 장치를 이용해 각위치의 특히 신뢰성
있고 용이하며 오류가 거의 없는 검출을
실현하기 위해, 종축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한
압축기 안내 베인(19)의 각위치가 장치(35)에
의해 반자동식으로 결정된다. 이를 위해 장치는
압축기(5)에 장치(35)를 정렬하여 일시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고정
장치(41)와, 회전축(61)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한
회전판(63)을 구비한 각도 측정 장치(57)를
포함하는 측정 유닛을 가지며, 상기 회전판
(63)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하며 회전축
(61)에 대해 평행하게 연장하는 측정 암(65)이
상기 측정 암의 평평한 자유단과 측정 표면
(31)과의 면 접촉식 접촉을 위해 제공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압축기(5) 내에 배치되어 자신의 종축(23)을 중심으로 선회할 수 있으며 자신에
동기되어 선회하는 측정 표면(31)이 할당된 압축기 안내 베인(19)의 각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35)이며,
외부로부터 압축기의 하우징(29)에 장치(35)를 일시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고정 장치(41)와,
상기 고정 장치(41)에 배치된 측정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측정 유닛은 회전축(61)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회전판(63)을 구비한 각도 측정 장치(57)를 가지며, 상기
회전판(63)에는 수직방향으로 돌출하는 측정 암(65)이 배치되는, 압축기 안내 베인의
각위치 결정 장치에 있어서,
측정 암(65)은 회전축(61)에 대해 평행하게 연장하며, 측정 암의 자유단과 측정
표면(31)과의 면 접촉식 접촉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기 안내 베인의
각위치 결정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29359 (2017.4.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 압축기의 베인의 각위치 결정을 쉽게 하도록 한 작업 지그를
제공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 특허는 베인의 각 위치의 측정에서 오차를 줄이는 것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각도가 요구되는 조립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부품 즉 구성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그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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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와 터빈부의 연통 구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19998 (2010.05.1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통체(33)의 내부에서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연소기(3)와, 연소 가스를, 터빈 정익(4SV)
및 터빈 동익으로 이루어지는 터빈단을 순차
통과시킴으로써 회전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터빈부(4)의 연통 구조에 있어서, 터빈
정익(4SV) 중, 연소기(3)에 가장 가까운 터빈
1단 정익(4SV)의 적어도 일부는, 인접한
하나의 통체(33) 및 다른 통체(33)에 있어서의
측벽(34)의 하류에 배치되는 동시에, 통체(33)에
있어서의 측벽(34)의 하류에 배치된 터빈 1단
정익(4SV)의 전방 테두리로부터, 측벽(34)에
있어서의 터빈부(4)측의 단부까지의 거리가,
하나의 통체(33)의 측벽(34)에 있어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통체(33)의 측벽(34)에
있어서의 내면까지의 간격 이하로 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1) 회전축 둘레에 인접하여 복수 배치된 통체의 내부에서, 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 공기 및 연료 노즐로부터 공급된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연소기와, 상기 연소 가스를, 상기 회전축 둘레에 복수 배치된 터빈 정익 및
터빈 동익으로 이루어지는 터빈단을 순차 통과시킴으로써 회전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터빈부의 연통 구조이며, 상기 터빈 정익 중, 상기 연소기에 가장 가까운 터빈 1단 정익의
적어도 일부는, 인접한 하나의 통체의 측벽 및 다른 통체의 측벽에 의해 형성된 측벽부의
하류에 배치되는 동시에, 상기 측벽의 하류에 배치된 터빈 1단 정익의 전방 테두리로부터,
상기 측벽에 있어서의 터빈부측의 단부까지의 거리가, 상기 하나의 통체의 측벽에 있어서의
내면으로부터, 상기 다른 통체의 측벽에 있어서의 내면까지의 간격 이하이고,상기 측벽부의
하류측은, 상기 터빈 1단 정익이 상기 연소 가스를 편향시키는 방향으로 상기 측벽부를
편향시켜 이루어진 편향부를 갖고,상기 편향부의 연장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에 있어서 상기
편향부의 하류측의 단부의 두께 치수와 상기 하류에 배치된 터빈 1단 정익의 상기 직교하는
방향에 있어서 최대의 두께 치수가 동일하고, 이에 의해 상기 측벽부의 하류측의 단부와
상기 터빈 1단 정익이 원활하게 연결되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 연소기와 터빈부의 연통
구조.

□ 냉각

중요도 상□
평

가

□ 지멘스

□ 연소

중□ 하☑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15478 (2014.06.2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연소기와 터빈부의 연통 구조에 관한 것으로 연소가스의 손실 억제 및 터빈 날개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유체의 유량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연소기에 가까운 터빈 정익의 위치를
한정하고, 측벽부의 하류측 편향부의 형상 및 두께를 부가한정하면서, 터빈 정익과
연소기와 연결되는 연통 구조를 한정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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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팁 시닝을 구비한 터빈 동익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7574 (2009.05.13.)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81828 (2013.06.2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의 터빈 동익은, 전방 테두리
영역으로부터 후방 테두리 영역에 걸쳐 냉각
매체가 흐르는 복수의 냉각 유로를 구비한
블레이드체와, 상기 블레이드체의 정상부를
형성하고, 상면에 내열 코팅이 실시되어,
기술요약

복수의 냉각 구멍을 구비한 천장판과, 상기
천장판에 블레이드 직경 방향 외측을 향하여
돌출되고, 블레이드 둘레 방향으로 부압면측
블레이드벽을 따라 전방 테두리 단부로부터
상기 후방 테두리 영역의 시단부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는 팁 시닝을 구비하고 있다.

(청구항 1) 전방 테두리 영역(13)으로부터 후방 테두리 영역(14)에 걸쳐 냉각 매체가 흐르는
복수의 냉각 유로를 구비한 블레이드체(12)와,
상기 블레이드체(12)의 정상부를 형성하고, 상면에 내열 코팅(24)이 실시되어, 복수의 냉각
구멍을 구비한 천장판(17)과,
청구범위

상기 천장판(17)에 블레이드 직경 방향 외측을 향하여 돌출되고, 블레이드 둘레 방향으로
부압면측 블레이드벽(19)을 따라 전방 테두리 단부(21)로부터 상기 후방 테두리 영역(14)의
시단부(14a)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는 팁 시닝(23)을, 구비하고 있는 터빈 동익이며,
상기 전방 테두리 영역(13)의 천장판(17)의 높이는, 상기 후방 테두리 영역(14)의
천장판(17)의 높이보다도 낮아지도록 형성되고, 상기 전방 테두리 영역(13)으로부터 상기
후방 테두리 영역(14)을 향하여 상승 구배를 갖는 경사부(17c)가 형성되어 있는, 터빈 동익.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블레이드체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두리 영역의 천장판의
평

가

높이를 전방이 후방보다 높게 형성하도록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블레이드에
고온의 가스가 접촉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천장판의

높이를 부드럽게 변경하여 에널지 손실을 방지하면서 손상을 줄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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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E 개관

기술분류
섹션E는 가스터빈의 제어, 냉각, 연소, 블레이드 이외의 밀봉(시일)
구조, 배기 디퓨저, 냉각 구조, 가스터빈의 가동 및 발전, 열변형에
의한 가스터빈의 변형 방지 및 기타 가스터빈의 조립, 수리 등의 세부
구성에 관한 것이다.

출원인별 동향
이들 세부구성에 관한 전체 83건 특허출원 중 77건(92%)를 미츠비시가
출원하고 있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스터빈의 정익과 동익 사이의
시일구조 등 밀봉구조(e1)에 관한 것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스터빈의 발전설비 및 가스터빈의 가동방법(e4)에 관한
것이 24%, 그리고 가스터빈의 조립, 수리 장치(지그)(e6)에 관한 출원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동향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가스터빈의 정익과 동익 사이의
시일구조 등 밀봉구조(e1)와 가스터빈의 조립, 수리 장치(지그)(e6)에
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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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A. 기술 분류표 ◆
구분

코드

e1

명칭

시일구조

설명

- 가스터빈의 정익과
동익사이의 간극 기밀 구조
- 슈라우드 구조

e2

배기디퓨저

- 배기디퓨저 및 배기덕트의
구조
- 디퓨저 압력조절

e3

냉각구조

- 냉각통로, 냉각부재, 냉각수
급수
- 베어링 냉각

E
세부구성

- 발전계통, 발전플랜트,
발전설비
e4

가동ㆍ발전

- 터빈 가동(회전수 조절)

관련 cpc

F01D 11/00
F01D 9/25

F02C7/00
F01D25/00

F01D25/00
F01K23/00

F16F15/00
F01K23/00

- 소형화, 소음감소, 연료예열

- 열팽창에 의한 열변형
e5

열변형

- 열응력 대응, 과냉각 방지,
냉각유로

F01D25/00
F02C7/00

- 터빈의 구조, 로터
e6

구조ㆍ조립

- 터빈 조립, 수리, 지그
- 터빈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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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C7/00
F16D1/00

◆ Table B. 기업별 출원건수 ◆

E
세부구성

코드

미츠비시

지멘스

GE

알스톰/
안살도

e1

25

0

0

0

e2

6

0

0

0

e3

9

1

0

0

e4

17

1

2

1

e5

7

0

0

0

e6

15

0

1

0

◆ Table C. 연도별 출원건수 ◆

E
세부구성

코드

e1

e2

e3

e4

e5

e6

2009

0

0

2

4

1

3

2010

1

1

1

1

0

0

2011

7

0

2

3

2

0

2012

3

2

1

4

4

0

2013

1

1

0

2

0

1

2014

1

1

0

5

0

1

2015

6

1

1

0

0

6

2016

6

0

2

2

0

4

2017

-

-

1

-

-

0

2018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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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1-7028488 (2010.10.0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블레이드(50)와, 이에 대해 상대 회전하는
구조체(11)를 구비한 터빈이다. 블레이드(50)의
선단부와, 이 선단부에 대응하는 구조체(11)의
한쪽에, 단차면(53A)을 구비한 스텝부(52A)가
설치되고, 다른 쪽에, 스텝부(52A)에 대해
연장되어 미소 간극 H를 형성하는 시일
핀(15A)이 설치되어 있다. 블레이드(50)와
구조체(11) 사이에는, 시일 핀(15A)과 이에
대해 구조체(11)의 회전축 방향 상류측에서
대향하는 격벽 사이에 캐비티 C1이 형성되어
있다. 캐비티 C1의, 격벽과 시일 핀(15A)
사이의 거리를 캐비티 폭 W로 하고, 시일
핀(15A)과, 스텝부(52A)의 회전축 방향 상류측에
있어서의 단부 모서리부(55) 사이의 거리를
L로 하면, 이 거리 L 중 적어도 하나는 다음
수학식 1을 만족시킨다.

청구범위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가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79191 (2013.06.2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항 1) 유체가 갖는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는 터빈이며,
블레이드와,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부와의 사이에 간극을 갖고, 상기 블레이드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구조체와,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부에 설치되고, 단차면을 갖고 상기 구조체를
향해 돌출되는 스텝부와,
상기 구조체에 설치되고, 상기 스텝부를 향해 연장되는 시일 핀과,
상기 시일 핀에 대해, 상기 블레이드 또는 상기 구조체의 회전축과 평행한 방향에 있어서
상기 유체의 흐름의 상류측에서 대향하는 격벽과,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부와 상기 구조체 사이이며, 또한 상기 격벽과 상기 시일 핀 사이에
형성된 캐비티를 갖고,
상기 시일 핀과 상기 스텝부 사이에 형성되는 미소 간극을 H로 하고,
상기 캐비티를 형성하는 상기 격벽과 상기 시일 핀 사이의 거리를 캐비티 폭 W로 하고,
상기 시일 핀과, 상기 스텝부의 상기 상류측에 있어서의 단부 모서리부 사이의 거리를 L로
하면, 이 거리 L 중 적어도 하나는 이하의 수학식 1을 만족시키는, 터빈.
[수학식 1]

중요도 상□ 중☑ 하□

평

□ GE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증기 터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터빈 블레이드와 이 블레이드의 선단 에
단차부가 형성된 곳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시일 핀의 전반부에 소용돌이가 형성되도록
캐비티를 형성한 것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동익과 정익의 사이에서 누설을 최소화 하는
기술 중에서 씰핀을 이용한 것으로 적용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비티의
가로 세로의 길이비에 특징이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율을 변경하여 회피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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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구조, 이것을 구비한 터빈 기계 및 이것을 구비한 발전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25113 (2011.05.2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누출된 유체에 의한 주류 유체의
흐트러짐을 억제 가능한 시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류 유체가 작용하는 복수의 날개(2)의
선단에 설치되어, 이웃하는 각각이 접촉하여
통 형상으로 되는 슈라우드(3a)와, 슈라우드(3a)에
대향하여 설치되는 구조체(4)에 접속되는
밀봉 수단(5c)과, 슈라우드(3a)의 하류측과,
밀봉 수단(5c)의 하류측과, 구조체(4)의
하류측의 벽부(4b)에 의해 형성되어, 날개(2)에
작용한 주류 유체에 연통하는 공간부(7)를
구비하고, 구조체(4)의 하류측의 벽부(4b)의
단부(4d)가, 슈라우드(3a)의 하류측으로 연장
되는 슈라우드용 연장선(11)과, 슈라우드용
연장선(11)에 대해 소정의 간극을 갖고 대략
평행하게 설치되는 밀봉 수단(5c)의 하류측
으로 연장되는 밀봉 수단용 연장선(10)
으로부터 이격되는 동시에, 밀봉 수단용
연장선(10)으로부터 볼 때 슈라우드용 연장선
(11)과는 반대측에 위치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주류 유체가 작용하는 복수의 정익(22)의 선단에 설치되어, 이웃하는 각각이
접촉하여 통 형상으로 되는 슈라우드(23)와, 상기 슈라우드(23)에 대향하여 설치되는
회전축체(20)에 접속되는 밀봉 수단(25, 25a, 25b, 25c)과, 상기 슈라우드(23)의 하류 측과,
상기 밀봉 수단(25, 25a, 25b, 25c)의 하류 측과, 상기 슈라우드(23)의 하류측 단부보다
하류에 있는 상기 회전축체(20)의 하류 측의 벽부(20b)에 의해 형성되어, 상기 정익(22)에
작용한 주류 유체에 연통하는 공간부(27)를 구비하고, 상기 회전축체(20)의 하류측의 상기
벽부(20b)의 단부(20d)가, 상기 슈라우드(23)의 하류 측으로 연장되는 슈라우드용
연장선(31)과, 상기 슈라우드용 연장선(31)에 대해 소정의 간극을 갖고 평행하게 설치되는
상기 밀봉 수단(25, 25a, 25b, 25c)의 하류 측으로 연장되는 밀봉 수단용
연장선(30)으로부터 이격되는 동시에, 상기 밀봉 수단용 연장선(30)으로부터 볼 때 상기
슈라우드용 연장선(31)과는 반대 측에 위치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시일 구조.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506379 (2015.03.2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익형에서 유출된 유체가 주류 유체에 합류하는 믹싱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축제(20)의 하류 측의 벽부가 규라우드 하류측보다 하류에 위치시켜
슈라우드의 하류측과 벽부의 상부가 중첩되지 않도록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동익과 정익의 선단부에서 메인 공기 흐름과 누설 흐름과의 간섭에서 유동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공간에서 밀봉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회피방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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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및 터빈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04178 (2011.10.2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터빈은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축체(30)와,
축체(30)의 외주에 복수 마련되며, 축체(30)의
둘레 방향으로 동익렬을 구성하는 동익
부재와, 축체(30)와 상기 동익렬을 둘러싸는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의 내주에 마련되며,
요철 형상으로 된 단면이 둘레 방향으로
연속하는 내주부(72a)를 포함하는 외륜
부재(72)와, 외륜 부재(72)의 내주부(72a)에
끼워 맞춘 슈라우드(43)와 슈라우드(72a)
로부터 직경 방향 내측으로 연장되는 정익
본체(42)를 각각 갖고, 상기 둘레 방향으로
복수 마련되는 동시에 서로 둘레 방향으로
이웃하는 슈라우드(43)를 근접시켜 정익렬을
구성하는 정익 부재(41)와, 복수의 정익
부재(41) 중 적어도 일부를 연결하는 동시에,
상기 연결한 정익 부재(41)의 슈라우드(43)를
상기 축 방향 일방측으로부터 피복하여 상기
서로 둘레 방향으로 이웃하는 슈라우드(43)의
사이에 형성된 슈라우드 간극을 밀봉하는
판상 부재(71)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축체와, 상기 축체의 외주에 복수 마련되며, 상기 축체의
둘레 방향에 동익렬을 구성하는 동익 부재와, 상기 축체와 상기 동익렬을 둘러싸는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의 내주에 마련되며, 요철 형상으로 된 단면이 둘레 방향으로
연속하는 내주부를 포함하는 외륜과, 상기 외륜의 내주부에 끼워 맞춘 슈라우드와 상기
슈라우드로부터 직경 방향 내측으로 연장되는 정익 본체를 각각 갖고, 상기 둘레 방향으로
복수 마련되는 동시에 서로 둘레 방향으로 이웃하는 상기 슈라우드를 근접시켜 정익렬을
구성하는 정익 부재와, 상기 복수의 정익 부재 중 적어도 일부를 연결하는 동시에, 상기
연결한 정익 부재의 슈라우드를 상기 축 방향 일방측으로부터 피복하여 상기 서로 둘레
방향으로 이웃하는 슈라우드의 사이에 형성된 슈라우드 간극을 밀봉하는 판상 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외륜의 내주부는 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홈 형상으로 형성되며, 상기 판상
부재는, 상기 슈라우드 간극 중 적어도 상기 외륜의 내주부로부터 직경 방향 내측으로
노출된 부분의 일부를 밀봉하고 있는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03293 (2015.03.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정익의 내외부 슈라우드의 서로 인접하는 간극을 제거하기 위해 판상
부재를 설치하여 적어도 외륜 내주부로부터 안쪽으로 노출된 부분의 일부를 밀봉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정익의 외륜 선단부에서 메인 공기 흐름량을 증가시켜 터빈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익의 조립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밀봉 방법을 통한 회피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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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16623 (2011.01.2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허브 슈라우드 (41) 에, 시일핀 (15) 을 고리형
홈 (33) 의 저면 (33a) 을 향하여 세워 설치
하고, 시일핀의 선단과 고리형 홈의 저면
사이에 미소 간극 (H) 을 형성한 터빈으로서,
시일핀 중, 허브 슈라우드의 전연측에 배치된
제 1 시일핀 (15a) 과, 허브 슈라우드의 전연
(41a) 사이의 축방향 거리를 (L) 로 하고,
허브 슈라우드의 전연과, 고리형 홈의 내측면
(33b) 사이의 축방향 거리를 (Bu) 로 했을 때,
제 1 시일핀은, L/Bu＜0.3 을 만족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블레이드와, 상기 블레이드의 주위를 둘러싸도록 형성되어, 상기 블레이드에
대해 상대 회전하는 구조체를 구비하고,
상기 구조체의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에 대응하는 위치에,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과의 사이의
간극을 확보하는 고리형 홈이 형성됨과 함께,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에, 적어도 1 개의 시일핀이 상기 고리형 홈의 저면을 향하여 세워
설치하고, 상기 시일핀의 선단과 상기 고리형 홈의 저면 사이에 직경 방향의 미소 간극이
형성된 터빈으로서,
상기 시일핀 중, 상기 블레이드의 상류단측에 배치된 상류단측 시일핀과 상기 블레이드의
상류단 사이의 축방향 거리를 L 로 하고, 상기 블레이드의 상류단과 상기 고리형 홈의
상류측의 내측면 사이의 축방향 거리를 Bu 로 했을 때,
상기 상류단측 시일핀은,
0≤L/Bu≤0.1…(1)
을 만족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상기 블레이드의 상류단에 대응하는 위치에 제 1 소고리형
홈 (第一小環狀溝) 이 형성되고,
상기 시일핀 중, 상기 블레이드의 상류단에 배치된 상류단측 시일핀과, 상기 제 1 소고리형
홈의 하류측의 내측면이 동일면이 되도록 배치되어 있고,
상기 미소 간극에 상기 상류단측 시일핀의 선단으로부터 상기 고리형 홈의 저면을 향하는
흐름이 생기는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06379 (2015.03.2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증기 터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터빈 블레이드와 이 블레이드의 선단에
단차부가 형성된 곳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시일 핀의 위치를 한정한 것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블레이드의 선단에서 누설을 최소화 하는 기술 중에서 시일핀의 선단과 고리형
홈(33)의 저면 사이의 공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요 유동 흐름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일핀의 배치를 변경하여 회피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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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16630 (2011.01.3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관련된 터빈 (1) 에 있어서,
블레이드 (50) 의 선단부 (51) 와, 구조체 (11)
의 선단부 (51) 에 대응하는 부위 (11a) 중
일방에는, 단차면 (53) 을 가짐과 함께
선단부 (51) 와 구조체 (11) 의 부위 (11a) 중
타방측으로 돌출되는 스텝부 (52) 가 형성되고,
선단부 (51) 와 구조체 (11) 의 부위 (11a) 중
타방에는, 스텝부 를 향하여 연장되어 나오는
시일 핀 (15) 이 형성되고, 블레이드 (50) 의
선단부 (51) 와 구조체 (11) 의 부위 (11a)
사이에는, 시일 핀 (15) 과 시일 핀 (15) 에
대해 구조체 (11) 의 회전축 방향 상류측에서
대향하는 격벽 (54, 15) 과의 사이에 캐비티
(C) 가 형성된다. 또, 시일 핀 (15) 은, 스텝부
(52) 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 (H) 을 형성하는
핀 본체부 (16) 와, 미소 간극 (H) 의 회전축
방향 상류측의 공간을 제한하여, 캐비티 (C)
와 미소 간극 (H) 사이에 소캐비티 (18) 를
형성하는 공간 제한부 (17) 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누설 유량이 보다 저감되는
고성능 터빈을 제공할 수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블레이드와,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측과 간극을 두고 형성됨과 함께, 상기
블레이드에 대해 회전축 둘레에서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구조체를 구비한 터빈으로서,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부와, 상기 구조체의 상기 선단부에 대응하는 부위 중 일방에는, 단차면을
가짐과 함께 상기 선단부와 상기 구조체의 상기 부위 중 타방측으로 돌출되는 스텝부가
형성되고, 상기 선단부와 상기 구조체의 상기 부위 중 타방에는, 상기 스텝부를 향하여
연장되어 나오는 시일 핀이 형성되고,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부와 상기 구조체의 상기 부위
사이에는, 상기 시일 핀과 상기 시일 핀에 대해 상기 구조체의 상기 회전축 방향 상류측에서
대향하는 격벽 사이에 캐비티가 형성되고, 상기 시일 핀은, 상기 스텝부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핀 본체부와,상기 미소 간극의 상기 회전축 방향 상류측의 공간을
제한하여, 상기 캐비티와 상기 미소 간극 사이에 소캐비티를 형성하는 공간 제한부를
구비하고, 상기 공간 제한부는, 상기 소캐비티 내에, 상기 캐비티 내에 형성되는 소용돌이에
대하여 역방향의 소용돌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09134 (2014.06.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정익과 동익의 선단부와 구조체의 간극에서의 누설 증기를 줄이기 위해
캐비티를 형성한 것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동익과 정익의 사이에서 누설을 최소화 하는
기술 중에서 캐비티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적용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 제한부에 캐비티에서 생성되는 소용돌이와 반대되는 소용돌이를
형성하도록 한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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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33665 (2011.09.1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따른 터빈은, 유로에 배치되는
환상 동익체(50)와, 그 선단측에 간극을
거쳐서 마련된 칸막이판 외륜(11)과, 칸막이판
외륜(11)으로부터 돌출하여 마련되고, 환상
동익체(50)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13A, 13B,
13C)을 형성하는 시일 핀(12A, 12B, 12C)을
구비하며, 내부에서 주 소용돌이(SU1, SU2,
SU3)가 발생하는 캐비티(C1, C2, C3)에, 주
소용돌이(SU1, SU2, SU3)가 미치지 않는
영역인 사수역을 매립하도록 하여, 사수역
충전부(15, 17, 19)가 각각 마련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축체(30)와, 상기 축체(30)에 고정되고, 유체(S)가 흐르는 유로에 배치되는
동익(51)과, 상기 동익(51)의 선단측에 마련되는 팁 슈라우드(52)와, 상기 팁 슈라우드(52)의
선단측에 간극을 거쳐서 마련되는 구조체(11)와,
상기 구조체(11)로부터 돌출하여 마련되고, 상기 팁 슈라우드(52)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13)을
형성하는 복수의 동익측 시일 핀(12A 내지 12C)과, 케이싱(10)과, 상기 케이싱(10)에
보지되는 정익(41)과, 상기 정익(41)의 선단측에 마련되는 허브 슈라우드(42)와,
상기 허브 슈라우드(42)로부터 돌출하여 마련되고, 상기 축체(30)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복수의 정익측 시일 핀(84A 내지 84C)을 구비하며,
상기 팁 슈라우드(52)는 계단 형상의 단면을 갖고, 상기 복수의 동익측 시일 핀(12A 내지
12C)은 상기 팁 슈라우드(52)의 각 단에 각각 대응하여 마련되고,
상기 팁 슈라우드(52), 상기 구조체(11) 및 상기 복수의 동익측 시일 핀(12A 내지 12C)에
의해서 형성되고, 내부에서 상기 유체(S)의 와류(SU1 내지 SU3)가 발생하는 공간(C1 내지
C3)에, 상기 와류(SU1)가 미치지 않는 영역인 사수역을 매립하도록 하여, 사수역
충전부(15)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기 복수의 정익측 시일 핀(84A 내지 84C) 중, 축방향을 따라서 가장 상류측에 마련된 제
1 정익측 시일 핀(84A)은 상기 허브 슈라우드(42)의 축방향을 따라서 가장 상류측에
위치하는 상류 단부면(42b)과 동일면 상에 배치되는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64850 (2014.11.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증기 터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동익과 정익의 간극에서 증기의 리크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터빈 구조체와 팁 슈라우드의 사이의 미소간극에 시일 핀을 형성한 것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동익의 선단부에서 누설을 최소화 하는 기술 중에서 시일 핀과
단부의 미소공간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경한 것에서 적용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팁 슈라우드는 계단 형상을 가지고, 구조체와 시일 핀 등의 사이에서 와류가
발생하고 흐름이 미치지 않은 곳에 충진부를 형성하고, 시일 핀이 슈라우드의 상류
단부면과 동일한 평면 상에 배치되는 것의 특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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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13349 (2011.12.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터빈은, 블레이드와,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부측에 간극을 거쳐서 마련되는 동시에,
상기 블레이드에 대하여 상대 회전하는
구조체와, 상기 블레이드의 상기 선단부에
마련되고, 적어도 1개의 단차면을 가지며,
상기 구조체의 상기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를 향해 돌출하는 계단부와, 상기
구조체의 상기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에
마련되고, 상기 계단부를 향해 연장되며, 이
계단부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시일 핀과, 상기 단차면에, 상기 계단부의
상면에 이어지도록 형성된 절제부를 구비한다.
상기 절제부는, 상기 간극을 유통하는 유체의
주류로부터 박리된 박리 소용돌이를 상기
계단부의 상면에서 상기 시일 핀을 향해
안내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2) 블레이드와,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부측에 간극을 거쳐서 마련되는 동시에, 상기
블레이드에 대하여 상대 회전하는 구조체와, 상기 블레이드의 상기 선단부, 및 상기
구조체의 상기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 중 어느 한쪽에 마련되고, 단차면을 갖고서
다른쪽을 향해 돌출하는 계단부와, 상기 블레이드의 상기 선단부, 및 상기 구조체의 상기
선단부에 대향하는 부위 중 어느 하나의 다른쪽에 마련되고, 상기 계단부를 향해 연장되며,
이 계단부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시일 핀과, 상기 단차면에, 상기 계단부의
상면에 이어지도록 형성되고, 상기 유체의 주류로부터 박리된 박리 소용돌이를 상기
계단부의 상면에서 상기 시일 핀을 향해 안내하는 절제부를 구비하고, 상기 계단부는 상기
단차면을 복수 갖고, 상류 측으로부터 하류측을 향해 돌출 높이가 점차 높아지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절제부는, 각 단차면에 형성되고, 상기 상류 측으로부터 상기
하류측을 향해 경사지는 경사부이며, 각 경사부의 회전축 직경 방향에 대한 경사 각도는
상기 하류 측의 상기 단차면에 형성되어 있는 상기 경사부의 상기 경사 각도일수록 크게
설정되어 있는 터빈.

□ ☑

□ 냉각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64910 (2014.11.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증기 터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터빈 블레이드와 이 블레이드의 선단 에
단차부가 형성된 곳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시일 핀, 단차부에 형성된 절제부를 형성하여
누설 흐름을 줄인 것에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동익의 선단부에서 누설을 최소화 하는 기술
중에서 시일 핀과 단부의 미소공간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경한 것에서 적용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차면의 높이 및 경사각도가 하류 측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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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03985 (2011.09.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터빈은,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로터 및 상기 로터의 주위에 마련된 스테이터
중 한쪽에 마련되고, 상기 한쪽측으로부터
다른쪽을 향하여 직경방향으로 연장되는
날개(59)와 날개(59)의 직경방향 선단부에
있어서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슈라우드(51)를
갖는 날개체(50)와, 상기 다른쪽에 마련되어,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슈라우드(51)를
간극(G)을 거쳐서 수용하고 또한 날개체(50)에
대하여 상대 회전하는 수용 오목체(11)를
구비하고, 날개(59)를 따라서 흐르는 주류
(M)로부터 누출된 누류(L)가 간극(G)에
흐르는 터빈(1)으로서, 슈라우드(59) 중,
수용 오목체(11)에 대향하는 주면(53C)과,
주면(53C)보다 누류(L)의 하류에 있어서
주류(M)측에 형성된 후연 단부(56) 사이에는,
주면(53C)을 따라서 흐르는 누류(L)를 주면(53C)
으로부터 후연 단부(56)까지 따르도록 안내
하는 안내 곡면(57)이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로터(30)와, 상기 로터(30)의 주위에 마련된 스테이터(10)와,
상기 로터(30)와 상기 스테이터(10) 중 한쪽에 마련되며, 상기 한쪽측으로부터 다른쪽측을
향하여 직경방향으로 연장되는 날개(59)와 상기 날개(59)의 직경방향 선단부에 있어서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슈라우드(51)를 갖는 날개체(50)와, 상기 로터(30)와 상기
스테이터(10) 중 다른쪽에 마련되고, 원주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상기 슈라우드(51)를
간극(G)을 거쳐서 수용하고 또한 상기 날개체(50)에 대하여 상대 회전하는 수용
오목체(11)를 구비하며, 상기 날개(59)를 따라서 흐르는 주류(M)로부터 누출된 누류(leaked
flow:漏流)(L)가 상기 간극(G)을 흐르는 터빈(1)에 있어서, 상기 슈라우드(51) 중, 상기 수용
오목체(11)에 대향하는 상기 슈라우드의 선단에 있어서의 주면(53C)의 축방향 하류의
종단과, 상기 주면 종단보다 상기 누류(L)의 하류에 있어서 상기 주류(M)측에 형성된 후연
단부(56, 70) 사이에는, 상기 주면(53C)을 따라서 흐르는 누류(L)를 상기 주면(53C)으로부터
상기 후연 단부(56, 70)까지 따르도록 안내하는 안내 곡면(57)이 형성되고, 상기
주면(53C)의 축방향 하류측 종단과 상기 안내 곡면(57)의 축방향 상류측 시단(始端)은
곡면에 의해 매끄럽게 연속적으로, 또한, 볼록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는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91971 (2015.02.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정익과 동익의 선단부에서 유출된 유체가 주류 유체에 합류하는 믹싱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의 후연 단부와 주면의 연결부에 연속적인 곡면을 형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동익과 정익의 선단부의 주류의 하류부에 누설된 흐름을 매끄럽게
주류에 합류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형상에 따른 회피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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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2038 (2012.09.1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터빈(1)은 동익(50)의 선단부와, 구획판
외륜(11)에 있어서의 동익(50)의 선단부에
대응하는 부위에 있어서 한쪽의 부위에는
단차면(53)을 갖고 타측으로 돌출된 스텝부
(52)가 설치되고, 다른 쪽의 부위에는 스텝부
(52)에 대해 연장되어 스텝부(52)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H)을 형성하는 시일 핀(15)이
설치되고, 시일 핀(15)의 상류측에는 주소용
돌이를 형성하는 캐비티(C)가 형성되는 동시에,
주소용돌이에 의해 카운터 소용돌이가 형성되도록,
시일 핀(15)과 대향하는 스텝부 (52)가 돌출되어
있고, 캐비티(C)는 축방향의 폭 치수(W)와,
직경 방향의 높이 치수(D)가 이하의 식 1을
만족시키도록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 ☑

□ 냉각

가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22510 (2015.05.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항 1) 블레이드와,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측에 간극을 통해 설치되는 동시에, 상기 블레이드에 대해 상대적으로
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구조체를 구비한 터빈이며,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부와, 상기 구조체에 있어서의 상기 선단부에 대응하는 부위 중
한쪽에는 단차면을 갖고 타측으로 돌출된 스텝부가 설치되고, 다른 쪽에는 상기 스텝부에
대해 연장되어 상기 스텝부와의 사이에 미소 간극(H)을 형성하는 시일 핀이 설치되고,
상기 시일 핀의 상류측에는 주소용돌이를 형성하는 캐비티가 형성되는 동시에, 상기
주소용돌이에 의해 카운터 소용돌이가 형성되도록, 상기 시일 핀과 대향하는 상기 스텝부가
돌출되어 있고,
상기 캐비티는 축방향의 폭 치수(W)와, 직경 방향의 높이 치수(D)가 이하의 식 1을
만족시키도록 형성되어 있는, 터빈.
[식 1]

중요도 상□ 중 하☑

평

□ 지멘스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증기 터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터빈 블레이드와 이 블레이드의 선단 에
단차부가 형성된 곳에 미소 간극을 형성하는 시일 핀의 전반부에 소용돌이가 형성되도록
캐비티를 형성한 것 특징이 있다. 터빈에서 동익과 정익의 사이에서 누설을 최소화 하는
기술 중에서 씰핀을 이용한 것으로 적용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비티의
가로 세로의 길이비에 특징이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율을 변경하여 회피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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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설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35983 (2012.12.1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650℃ 이상의 증기 온도 조건하에 있어서도,
Ni기 합금의 주조재로 구성된 부재 사이를
적절하게 시일할 수 있는 증기 터빈 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증기 터빈
설비(1)에 있어서, 제1 부재(32) 및 제2
부재(34)는 각각 Ni기 합금, 오스테나이트강,
고크롬강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주조재로
모재가 구성되고, 650℃ 이상의 증기가
유통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제1 부재(32)와 제2
부재(34) 사이에는 메탈 가스킷(60, 80)이
설치된다. 메탈 가스킷(60, 80)은, 제1
부재(32) 및 제2 부재(34)에 복수 개소에서
선 접촉한다. 제1 부재(32) 및 제2 부재
(34)에는, 각각, 적어도 메탈 가스킷(60,
80)과 선 접촉하는 부분에 모재보다도
고경도인 제1 고경도층(56)이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650℃ 이상의 증기가 사용되는 증기 터빈 설비이며,
각각 Ni기 합금, 오스테나이트강, 고크롬강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주조재로 모재가
구성되고, 상기 증기가 유통하는 공간을 형성하는 제1 부재 및 제2 부재와,
상기 제1 부재와 상기 제2 부재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제1 부재 및 상기 제2 부재에 복수
개소에서 선 접촉하는 메탈 가스킷을 구비하고,
상기 제1 부재 및 상기 제2 부재에는, 각각, 적어도 상기 메탈 가스킷과 선 접촉하는 부분에
상기 모재보다도 고경도인 제1 고경도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메탈 가스킷의 내부 공간에는, 상기 증기 터빈 설비의 상기 제1 부재와 상기 제2
부재로 형성되는 공간을 유통하는 증기가 도입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터빈 설비.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51768 (2016.08.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2개의 합금강으로 구성하여 증기가 그 사이에 유통하도록 구성하되, 이
두부재 사이에 메탈가스켓을 부가하여 누설을 방지하도록 구성하고, 그 가스켓과 접촉하는
합금강 부위에 이보다 더 경도가 강한 부재를 설치하여 고온의 기밀성을 향상시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고온기밀성 향상을 위한 구조로서 재질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회피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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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장치, 및 시일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4493 (2012.11.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통형상을 이루고, 가스 터빈의 로터를
회전시킨 연소 가스가 통과하는 배기 유로를
직경방향 내측에 형성하는 외측 디퓨저의
직경방향 외측과 외측 디퓨저의 직경방향
외측에 간격을 두고서 배치되어 있는 외측
부재 사이의 외측 공간과, 배기 유로의
사이를 외측 디퓨저의 단부에서 시일하는
시일 장치로서, 통형상의 외측 디퓨저의
단부로부터 직경방향 외측으로 넓혀져서
외측 부재에 이르는 복수의 시일판이 서로
접하여 적층되어 있는 제 1 시일판 군 및 제
2 시일판 군과, 로터의 회전축선이 연장되는
축방향으로, 상기 제 1 시일판 군과 상기 제
2 시일판 군을 간격을 두고서 보지하는
스페이서를 구비하고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통형상을 이루고, 가스 터빈의 로터를 회전시킨 연소 가스가 통과하는 배기
유로를 직경방향 내측에 형성하는 외측 디퓨저의 직경방향 외측과 상기 외측 디퓨저의
직경방향 외측에 간격을 두고서 배치되어 있는 외측 부재 사이의 외측 공간과, 상기 배기
유로의 사이를 상기 외측 디퓨저의 단부에서 시일하는 시일 장치에 있어서,
통형상의 상기 외측 디퓨저의 단부로부터 직경방향 외측으로 넓혀져서 상기 외측 부재에
이르는 복수의 시일판이 서로 접하여 적층되어 있는 제 1 시일판 군 및 제 2 시일판 군과,
상기 로터의 회전축선이 연장되는 축방향으로, 상기 제 1 시일판 군과 상기 제 2 시일판
군을 간격을 두고서 보지하는 스페이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시일판 군 또는 상기 제 2 시일판 군을 구성하는 복수의 시일판은, 상기 로터를
중심으로 하는 둘레방향으로 나열하여 둘레방향의 일부를 형성하는 복수의 분할편을
갖고서 구성되고,
상기 제 1 시일판 군 또는 상기 제 2 시일판 군을 구성하는 복수의 상기 분할편에 있어서의
둘레방향의 경계부의 위치와, 상기 제 1 시일판 군 또는 상기 제 2 시일판 군을 구성하는
상기 분할편에 축방향으로 향하는 면에서 접하는 다른 분할편에 있어서의 둘레방향의
경계부의 위치는 둘레방향에서 상이한
시일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656971 (2016.09.0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시일판이 분할판으로 형성되고, 이 분할판은 이 분할판에 축방향으로
접하는 면에서 접한면은 둘레방향에서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외측부와 배기 유로를 제1, 2 시일판으로 구획하여 씰링을 제공하고 진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씰링 즉 누설방지를 위해서 회피설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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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부재, 터빈,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3890 (2013.03.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정익은 축선의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정익
본체와, 정익 본체의 직경 방향의 외측
단부에 마련된 외측 슈라우드와, 정익 본체의
직경 방향의 내측 단부에 마련되며 외측
슈라우드와의 사이에 연소 가스의 주 유로를
형성하는 내측 슈라우드(8b)와, 내측 슈라우드
(8b)의 직경 방향의 내측면으로부터 직경
방향의 내측으로 돌출되는 리테이너(8d)를
갖는다. 둘레 방향에서 인접하는 정익에
있어서의 리테이너(8d)의 상호는 둘레 방향에서
제 3 간극을 거쳐서 인접하고 있으며, 상기 제
3 간극은, 일단에 대하여, 연소 가스에
있어서의 축선을 따르는 방향의 하류측에
타단이 위치하는 시일 부재(20b)에 의해
폐색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터빈의 축선의 둘레 방향에 나란하게 배치된 복수의 정익으로 구성되는
정익렬에 마련되는 시일 부재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정익은, 상기 축선의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정익 본체와, 상기 정익 본체의 상기 직경 방향의 외측 단부에 마련된 외측
슈라우드와, 상기 정익 본체의 상기 직경 방향의 내측 단부에 마련되어 상기 외측
슈라우드와의 사이에 연소 가스의 주 유로를 형성하는 내측 슈라우드와, 상기 내측
슈라우드의 상기 직경 방향의 내측면으로부터 상기 직경 방향의 내측으로 돌출되는
리테이너를 구비하고, 상기 둘레 방향에서 인접하는 상기 정익에 있어서의 상기 내측
슈라우드의 상호는 상기 둘레 방향에서 제 1 간극을 거쳐서 인접하고 있으며, 상기 둘레
방향에서 인접하는 상기 정익에 있어서의 상기 정익 본체의 상호는 상기 둘레 방향에서 제
2 간극을 거쳐서 인접하고 있으며, 상기 둘레 방향에서 인접하는 상기 정익에 있어서의
상기 리테이너의 상호는 상기 둘레 방향에서 제 3 간극을 거쳐서 인접하고 있으며, 일단에
대하여, 상기 터빈 중의 연소 가스가 흐르는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축선을 따르는 방향의
하류측에 타단이 위치되며, 상기 제 3 간극을 폐색하고, 상기 일단은, 상기 제 2 간극에
있어서, 인접하는 상기 정익 본체끼리에 접하는 최소 내접원의 접점 사이를 연결하는
스로트 라인과 상기 제 1 간극과의 교점보다, 상기 연소 가스가 흐르는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축선을 따르는 방향의 상류측에 위치되며, 상기 타단은 상기 교점보다 하류측에
위치되는 시일 부재.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96186 (2016.02.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인접하는 내측 슈라우드끼리의 사이로부터의 연소 가스에 의한 리크
가스의 유입을 억제하고, 구성 부재의 소실을 방지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리테이너 일단은 제2 간극에 있어서, 인접하는 정익 본체끼리에 접하는
최소 내접원의 접점 사이를 연결하는 스로트 라인과 제1 간극과의 교점보다 연소 가스가
흐르는 방향에 있어서의 축선을 따르는 방향의 상류측에 위치되며, 타단은 교점보다
하류측에 위치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리테이너 상호가 제 1~3
간극을 거쳐 인접하여 배치된 구성에 의해 구현되는 가스 유입을 억제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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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구조 및 회전 기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14159 (2014.11.2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증기 터빈, 가스 터빈 등의 회전
기계에 있어서 상대 회전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극을 시일하는 시일 구조, 및 이 시일
구조를 구비하는 회전 기계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제1 구조체와, 상기 제1 구조체에 직경 방향으로 대향함과 함께, 상기 제1
구조체에 대하여 축선 주위로 상대 회전하는 제2 구조체와의 사이의 간극을 시일하는 시일
구조이며, 상기 제1 구조체와 제2 구조체 중 한쪽은, 베이스면과, 상기 베이스면보다도 다른
쪽으로 돌출된 스텝면을 갖고, 상기 다른 쪽은, 상기 스텝면을 향하여 연장되어 상기
스텝면과의 사이에서 제1 간극을 형성하는 제1 핀과, 상기 제1 핀의 하류측에서 상기
베이스면을 향하여 연장되어 상기 베이스면과의 사이에서 제2 간극을 형성하는 제2 핀과,
상기 제1 핀과 상기 제2 핀과의 사이에만 배치되어, 상기 제1 간극을 통과한 누설류(流)를,
제1 핀을 따른 제1 소용돌이와 제2 핀을 따른 제2 소용돌이로 분단하는 돌기부를 구비하고,
상기 돌기부는, 상기 축선 방향에 있어서 상기 스텝면의 하류측 단부와 상기 제2 핀 사이,
또한 상기 직경 방향에 있어서 상기 스텝면과 상기 다른 쪽 사이에, 주위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누설류를 재부착시키는 재부착 테두리를 갖고, 상기 재부착 테두리는 직경 방향에
있어서 상기 스텝면보다도 직경 방향 외주측이며, 축선 방향에 있어서, 상기 스텝면의
하류측 단부와 상기 제2 핀의 중간점 부근에 설정되고 있는, 시일 구조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52700 (2018.04.2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제1, 2핀 사이 주위 방향으로 연장되어 누설류를 재부착시키는 재부착
테두리를 갖고, 재부착 테두리는 직경 방향에 있어서 스텝면보다도 직경 방향 외주측이며,
축선 방향에 있어서 스텝면의 하류측 단부와 제2 핀의 중간점 부근에 설정되고 있는 시일
구조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제1 간극을 통과한 누설류가 돌기부에 의하여 제1
소용돌이와 제2 소용돌이로 분단되고, 누설류가 베이스면에 재부착되는 것이 억제되어 제2
간극으로의 누설류의 불어 나감이 저감되어 시일 성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구범위는 단순히 시일핀의 형상과 설치 위치를 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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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구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6264 (2015.07.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시일 구조는, 연소 가스 유로에 면하여
배치되는 제 1 부재와, 제 2 부재와, 연소 가스
유로의 외측에 배치되는 제 3 부재와, 제 1
단부면 및 제 2 단부면 중 적어도 한쪽의 연소
가스 유로측에 형성되는 내열 피막부와, 내열
피막부보다 외측에서 제 1 단부면 및 제 2
단부면에 배치되는 접촉부를 구비한다. 접촉부는,
제 1 부재 및 제 2 부재가 접근하는 방향으로
상대 이동한 경우에 내열 피막부와 대향하는
면과의 사이에 간극이 형성된 상태에서,
접촉하여 상기 상대 이동을 규제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로터축의 주위에 형성되는 연소 가스 유로에 면하여 배치되는 제 1 부재와,상기
제 1 부재에 인접하며, 상기 연소 가스 유로에 면하여 배치되는 제 2 부재와, 상기 제 1
부재의 제 1 단부면과 상기 제 1 단부면과 대향하는 상기 제 2 부재의 제 2 단부면과의
사이에서, 상기 연소 가스 유로의 외측에 배치되며, 상기 제 1 부재 및 상기 제 2 부재에
맞물리는 제 3 부재와, 상기 제 1 단부면 및 상기 제 2 단부면 중 적어도 한쪽의 상기 연소
가스 유로측에 형성되는 내열 피막부와, 상기 연소 가스 유로에 대해 상기 내열 피막부보다
외측에서 상기 제 1 단부면 및 상기 제 2 단부면에 배치되며, 상기 제 1 부재 및 상기 제 2
부재가 서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상대 이동한 경우에, 상기 내열 피막부와 대향하는 상기 제
1 단부면 및 상기 제 2 단부면 중 적어도 한쪽의 면과 상기 내열 피막부 사이에 간극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기 제 1 부재 및 상기 제 2 부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상기 제 3 부재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상기 상대 이동을 규제하는 접촉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부재는 연소기이고, 상기 제 2 부재는 상기 연소기에 대해 로터축 방향 하류측에 배치된
정익이며, 상기 제 3 부재는 상기 연소 가스 유로의 외측에 배치된 시일 부재이고, 상기 시일
부재는, 상기 정익의 로터축 방향 상류측을 향하는 전연부에 대해, 로터축 방향 상류측의
위치를 포함하며, 상기 로터축을 기준으로 하여 둘레 방향의 일정한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냉각 유로와, 상기 둘레 방향으로 복수 마련되며, 상기 냉각 유로를 흐르는 냉각 공기가
배출되는 개구가 형성되어 있는 제 3 단부면을 구비하는 시일 구조.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10-1858417 (2018.05.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인접하는 부재끼리가 접촉해도, 내열 피막부가 손상되어 버리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시일 구조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1 단부면과 제 2
단부면이 접촉하기 전에 접촉부가 제1 단부면의 내열 피막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접촉하여 제1 부재의 내열 피막부가 형성된 제1 단부면와 제1 부재와 인접하는 제2 부재의
내열 피막부가 형성된 제2 단부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1,2단부면이 형성된 시일 구조의 세부적 구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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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부재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7680 (2015.09.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시일 부재(7)는, 로터 축의 주위에 배치되는
연소기와 축방향 하류측에 배치되며 연소
가스(G)가 흐르는 연소 가스 유로(Pg)의 일부를
구획형성하는 정익의 사이에 마련되며, 상기
연소기와 상기 정익의 사이를 시일한다. 시일
부재(7)에는, 상기 정익의 상기 축방향 상류측을
향하는 측단면(461)에 대향하며 축방향 하류측을
향하는 단면(71a)과, 상기 로터 축을 기준으로
하여 둘레방향으로 나열되며 단면(71a)에
복수 마련된 개구(80a)로부터 냉각 공기를
배출하는 냉각 유로(80)와, 상기 개구가
형성된 단면(71a)보다 축방향 하류측으로
돌출되는 간극 형성부(71b)가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로터 축의 주위에 배치되는 연소기와 축방향 하류측에 배치되며 연소 가스가
흐르는 연소 가스 유로의 일부를 구획 형성하는 정익의 사이에 마련되며, 상기 연소기와
상기 정익의 사이를 시일하는 시일 부재에 있어서, 상기 정익의 축방향 상류측을 향하는
측단면에 대향하여 상기 축방향 하류측을 향하는 단면과, 상기 로터 축을 기준으로 하여
둘레방향으로 나열되며 상기 단면에 복수 마련된 개구로부터 상기 측단면을 향해서
충돌시키도록 냉각 공기를 배출하는 냉각 유로를 포함하고, 상기 축방향 하류측을 향하는
단면에는, 상기 로터 축을 기준으로 하여 직경방향으로 움푹한 슬릿이 형성되어 있는 시일
부재.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39508 (2019.0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미통 시일에서는 미통 시일에 마련된 냉각 유로가 인접하는 정익과의 열
신장 차이에 의해 미통 시일과 정익이 접촉하여 폐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냉각 가능한
시일 부재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슬릿에 의해 시일 부재의 휨 강성을
낮출 수 있어 시일 부재 자체가 휘기 쉬워져 둘레방향의 열 응력의 분포에 의해 시일 부재의
내부에 생기는 뒤틀림을 흡수할 수 있으며, 시일 부재의 뒤틀림을 억제할 수 있어서,
냉각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온도차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축방향 하류 측을 향하는 단면에는 로터 축을 기준으로 하여 직경방향으로
움푹한 슬릿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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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구조 및 회전 기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16651 (2015.01.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증기 터빈, 가스 터빈 등의 회전
기계에 있어서 상대 회전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극을 시일하는 시일 구조 및 이 시일
구조를 구비하는 회전 기계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제1 구조체와, 상기 제1 구조체에 직경 방향으로 대향함과 함께 상기 제1
구조체에 대해 축선 주위로 상대 회전하는 제2 구조체 사이의 간극을 시일하는 시일
구조이며, 상기 제1 구조체와 상기 제2 구조체의 한쪽에 형성된 상기 축선에 대해 평행한
동일 직경의 원통 형상의 주위면과, 상기 제1 구조체와 상기 제2 구조체의 다른 쪽에 형성된
상기 축선에 대하여 평행한 제2 주위면과, 상기 제2 주위면에 설치되고, 상기 주위면을
향해 돌출되어 상기 주위면과의 사이에 클리어런스를 형성함과 함께 상기 축선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설치된 복수의 시일 핀과, 상기 축선 방향으로 인접하는 한 쌍의 상기 시일 핀
사이에, 상류측의 시일 핀의 클리어런스를 통과한 리크류가 재부착되는 재부착 테두리를
형성함과 함께, 상기 재부착 테두리에 재부착된 후의 흐름을 상기 상류측의 시일 핀에
되돌리는 상기 제2 주위면과, 상기 제2 주위면을 따라 흐름을 상기 주위면으로 되돌리는
상기 상류측의 시일핀에 둘러 싸여지고, 상기 상류측의 시일 핀을 따라 상기 주위면을 향해
흐르는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제1 캐비티 및 하류측의 시일 핀에 충돌하여 상기
클리어런스를 향해 흐름으로써 상기 클리어런스에 대해 축류 효과를 발생시키는 흐름이
생성되는 제2 캐비티를 형성하는 돌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시일 핀의 상기 축선 방향의
폭은 상기 돌출부의 상기 축선 방향의 폭보다 작고, 상기 복수의 시일 핀의 상기 간극을 L1,
상기 돌출부의 축선 방향의 폭을 L2로 하면, 비 L2/L1은 0.05~0.3이고, 상기 제2 캐비티의
상기 시일 핀 선단으로부터의 직경 방향의 깊이를 H2로 하면, 비 H2/L1은 0.05~0.3인,
시일 구조.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851475 (2018.04.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상류 측의 시일 핀을 따라 주위면을 향해 흐르는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제1
캐비티 및 하류 측의 시일 핀에 충돌하여 클리어런스를 향해 흐름으로써 클리어런스에 대해
축류 효과를 발생시키는 흐름이 생성되는 제2 캐비티를 형성하는 돌출부를 구비한 시일
구조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제1 구조체와 제2 구조체 사이의 간극으로부터 누설되는
리크류를 저감하고, 시일 성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구범위는 단순히
시일핀의 형상과 설치 위치를 수치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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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용 시일 장치 및 터빈, 그리고 시일 장치용 박판27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2653 (2015.12.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복수의 박판과 제1, 2사이드 플레이트로
고정한 것으로, 고압 공간측이 저압 공간측
보다도 로터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격되는
분포를 갖고, 고압 공간에 가장 가까운 축방향
위치에서의 박판 선단면의 반경 방향 위치는
제1 사이드 플레이트의 내주연보다도 반경
방향의 내측에 위치하는 시일 장치용 박판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고압 공간과 저압 공간을 이격하도록 로터의 주위에 설치되는 터빈의 시일
장치이며, 상기 로터의 외주면을 따라 다층형으로 배열되고, 상기 로터의 외주면에
대향하는 박판 선단면을 각각 갖는 복수의 박판과, 상기 고압 공간에 면하도록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박판의 고압 공간측의 제1 측면 중 외주측 영역을 덮는 제1 사이드 플레이트와,
상기 저압 공간에 면하도록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박판의 저압 공간측의 제2 측면 중
외주측 영역을 덮는 제2 사이드 플레이트를 구비하고, 각각의 상기 박판의 상기 제1 측면은,
상기 제2 사이드 플레이트에 의해 상기 제2 측면이 덮인 영역보다도, 상기 로터의 반경
방향에서의 내측까지 상기 제1 사이드 플레이트에 의해 덮여 있고, 주위 방향에 있어서
다층형으로 배열된 상기 복수의 박판 각각은, 당해 박판의 상기 박판 선단면의 반경 방향
위치는, 상기 로터의 축방향에서의 상기 박판 선단면의 적어도 일부의 범위에서, 상기 고압
공간측이 상기 저압 공간측보다도 상기 로터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격되는 분포를 갖고, 또한
상기 고압 공간에 가장 가까운 축방향 위치에서의 상기 박판 선단면의 반경 방향 위치는,
상기 제1 사이드 플레이트의 내주연보다도 상기 반경 방향의 내측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용 시일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88785 (2019.06.0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로터의 주위에 설치되는 터빈의 시일 장치를 복수의 박판과 제1, 2사이드
플레이트로 고정하여 구성한 것으로, 고압 공간 측이 저압 공간측보다도 로터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격되는 분포를 갖고, 고압 공간에 가장 가까운 축방향 위치에서의 박판
선단면의 반경 방향 위치는 제1 사이드 플레이트의 내주연보다도 반경 방향의 내측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박판간의 간극에, 박판의 로터측
단부로부터 스테이터측 단부를 향하는 상향 흐름을 형성하여, 박판을 로터 둘레면으로부터
부상시키는 적절한 정압 분포를 형성할 수 있고, 고압 공간측에서의 상술한 상향 흐름의
유량이 증가함과 함께, 저압 공간측에서의 박판간의 간극이 비교적 좁아져, 상향 흐름에
기인한 박판의 비틀림 변형에 수반하는 저압 공간 측에서의 박판끼리의 접촉이 일어나기
쉬워짐에 따라, 로터와 박판의 비접촉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플러터에 의한
박판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 난이도는 높지 않고, 단순히 박판의 설치
위치와 형상을 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범위가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220 • 2010-2019

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0708 (2015.12.1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시일 장치는, 외주면의 영역을 로터의
축방향에서 적어도 2개의 구획(50A, 50B)으로
구획하는 적어도 1개의 단차면(42)과,
정익으로부터 적어도 2개의 구획을 향해
각각 돌출하며, 적어도 2개의 구획과 시일
간극(52A, 52B)을 두고 각각 대향하는
적어도 2개의 시일 핀(44A, 44B)과, 로터의
축방향에서 정익의 슈라우드의 일단측에
마련되며, 시일 간극을 향해 흐르는 유체에
선회 성분을 부여 가능한 선회 성분
부여부(46)를 갖는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의 내부를 통해 연장되는 로터와, 상기 로터에 고정되며
또한 상기 로터의 둘레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의 동익과, 상기 케이싱에 대해 고정되며 또한
상기 로터의 둘레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의 정익으로서, 날개 본체, 및 상기 날개 본체에
이어지며, 상기 로터의 직경 방향에서 상기 로터의 외주면과 간극을 두고 대향하는
슈라우드를 각각 갖는 복수의 정익과, 상기 간극에 있어서의 유체의 흐름을 제한 가능한
시일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시일 장치는, 상기 로터의 직경 방향에서 상기 정익의
슈라우드와 대향하는 상기 로터의 외주면의 영역에 마련되는 동시에 상기 유체의 흐름
방향에서 상류를 향하며, 상기 외주면의 영역을 상기 로터의 축방향에서 적어도 2개의
구획으로 구획하는 적어도 1개의 단차면과, 상기 정익으로부터 상기 적어도 2개의 구획을
향해 각각 돌출하며, 상기 적어도 2개의 구획과 시일 간극을 두고 각각 대향하는 적어도
2개의 시일 핀과, 상기 로터의 축방향에서 상기 2개의 시일 핀보다 상류측에 위치하는 상기
정익의 슈라우드의 일단측에 마련되며, 상기 시일 간극을 향해 흐르는 유체에 선회 성분을
부여 가능한 선회 성분 부여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39520 (2019.01.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적어도 2개의 구획과 시일 간극을 두고 각각 대향하는 적어도 2개의 시일
핀과, 로터의 축방향에서 2개의 시일 핀보다 상류측에 위치하는 정익의 슈라우드의
일단측에 마련되며, 시일 간극을 향해 흐르는 유체에 선회 성분을 부여 가능한 선회 성분
부여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익과 로터 사이에 시일핀과 단차를
위치 한정함에 따라 유체의 누설 흐름을 저감 가능한 점에서 장점이 있다. 청구범위는
단순히 시일핀의 설치 위치를 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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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19840 (2015.12.1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시일 장치는, 로터의 축 방향에서 적어도
하나의 단차면에 걸쳐서 연장되는 공동(112A)을
서로의 사이에 형성하는 적어도 2개의 시일
핀과, 유체의 흐름 방향에서 시일 핀의
하류면에 형성되고, 하류면에 따르는 유체의
흐름을 박리시키도록 구성된 박리 촉진부
(106A, 106B)를 갖는다.

청구범위

(청구항 3)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의 내부를 연장하는 로터와, 상기 로터에 고정되며 또한
상기 로터의 주위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의 동익과, 상기 케이싱에 대하여 고정되고, 제1
직경 방향 간극을 가지며 상기 복수의 동익을 둘러싸는 위요부와, 상기 케이싱에 대하여
고정됨과 함께 상기 로터의 외주면과의 사이에 제2 직경 방향 간극을 가지며 상기 로터의
주위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의 정익과 상기 제1 직경 방향 간극 또는 상기 제2 직경 방향
간극에 있어서의 유체의 흐름을 제한 가능한 시일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시일 장치는, 상기
제1 직경 방향 간극에 면하는 상기 동익의 직경 방향 외면 또는 상기 제2 직경 방향 간극에
면하는 상기 로터의 외주면에 형성됨과 함께 상기 유체의 흐름 방향에서 상류를 향하고,
상기 동익의 직경 방향 외면 또는 상기 로터의 외주면을 상기 로터의 축 방향에서 적어도
2개의 구획으로 구획하는 적어도 하나의 단차면과, 상기 위요부 또는 상기 정익으로부터
상기 적어도 2개의 구획을 향하여 각각 돌출됨과 함께 상기 적어도 2개의 구획과 시일
간극을 가지고 각각 대향하는 적어도 2개의 시일 핀이며, 상기 로터의 축 방향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단차면에 걸쳐서 연장되는 공동을 서로의 사이에 형성하는 적어도 2개의
시일 핀과, 상기 유체의 흐름 방향에서 상기 시일 핀의 하류면에 형성되고, 상기 하류면에
따르는 유체의 흐름을 박리시키도록 구성된 박리 촉진부를 갖고, 상기 박리 촉진부는, 상기
시일 핀의 하류면에 형성됨과 함께, 상기 시일 핀의 돌출 방향을 향한 후향 단차면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37070 (2019.01.0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2개의 시일 핀과 유체의 흐름 방향에서 시일 핀의 하류면에 형성되고,
하류면에 따르는 유체의 흐름을 박리시키도록 구성된 박리 촉진부를 갖고, 박리 촉진부는
시일 핀의 하류면에 형성됨과 함께, 시일 핀의 돌출 방향을 향한 후향 단차면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박리 촉진부를 시일 핀의 하류면에
형성함과 함께, 박리 촉진부는 시일 핀의 돌출 방향을 향한 후향 단차면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유체의 누설 흐름을 종래보다 저감 가능한 점에서 장점이 있다. 청구범위는 단순히
시일핀의 형상과 설치 위치를 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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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부재의 조립 구조 및 조립 방법, 시일 부재,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6518(2016.09.01.)

기술분야

□ 제어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56046 (2019.12.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시일 부재의 조립 구조 및 조립 방법, 시일
부재, 가스 터빈에 있어서, 연소기 미통(43)에
설치되는 제1 플랜지부(63, 65)가 시일
기술요약

부재(71, 72)에 설치되는 제1 감합부(73,
76)에 감합한 상태에서, 제1 플랜지부(63,
65)에 설치되는 볼록부(87)가 제1 감합부(73,
76)에

설치되는

오목부(90)에

들어가는

것이다.

(청구항 1) 연소기용 통과 터빈용 슈라우드 사이에서 가스 터빈의 원주 방향을 따라
배치되는 시일 부재의 조립 구조로서, 상기 연소기용 통과 상기 터빈용 슈라우드의 어느
한쪽에 설치되는 제1 플랜지부가 상기 시일 부재에 설치되는 제1 감합부에 감합한
상태에서, 연결 핀이 상기 제1 플랜지부와 상기 제1 감합부를 관통함으로써, 상기 시일
청구범위

부재가 상기 한쪽에 연결하고 있고, 상기 제1 플랜지부와 상기 제1 감합부의 어느 한쪽에
설치되는 볼록부가 다른 쪽에 설치되는 오목부에 들어가 있고, 상기 볼록부 및 상기
오목부에 의해 상기 제1 플랜지부에 대한 상기 제1 감합부의 상기 가스 터빈의 원주 방향을
따르는 이동을 저지하고, 상기 볼록부와 상기 오목부가 상기 가스 터빈의 원주
방향으로부터 보는 경우 겹쳐지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일 부재의 조립 구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시일 부재의 위치 어긋남을 방지하여 연소 가스의 누설을 장기간에 걸쳐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볼록부와 오목부와의
평

가

관계에서 연소기용 통 또는 터빈용 슈라우드와 시일 부재와의 상대 이동이 저지되므로,
시일 부재의 위치 어긋남을 방지함으로써 연소 가스의 누설을 장기간에 걸쳐서 방지할 수
있어서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볼록부와
오목부가 배치되는 구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누설 방지효과를 높이는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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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7418 (2016.10.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정지체(52)와 회전체(51)와의 간극(53) 으로
유동할 수 있는 유체(F)의 유동 방향에
대하여 핀(54)의 상류측에서 정지체(52)에
개구되어 형성되며, 해당 개구가 정지체(52)와
회전체(51)와의 간극 (53)에서 유동할 수
있는 유체(F)의 상류측을 향해 마련된 관통
구멍(55)과, 정지체(52)와 회전체(51) 와의
간극(53) 으로 유동할 수 있는 유체(F)보다
높은 압력의 고압 유체(H) 를 관통 구멍(55)
으로부터 간극(53)에 공급하는 고압 유체
공급부(56)를 구비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정지체와 회전체와의 간극에서 상기 정지체로부터 상기 회전체를 향해 연장되며
상기 회전체에 비접촉으로 마련된 핀(fin)과, 상기 정지체와 상기 회전체와의 상기 간극으로
유동할 수 있는 유체의 유동방향에 대하여 상기 핀의 상류측에서 상기 정지체와 상기
회전체 중 적어도 한쪽에 개구되어 형성된 관통 구멍과, 상기 정지체와 상기 회전체와의
상기 간극으로 유동할 수 있는 유체보다 높은 압력의 고압 유체를 상기 관통 구멍으로부터
상기 간극에 공급하는 고압 유체 공급부를 구비하고, 상기 관통 구멍은, 상기 관통
구멍으로부터 상기 간극에 공급된 상기 고압 유체에 의해, 상기 유체의 유동방향의
상류측에서 유체가 상기 핀에 충돌하여 생기는 와류를 조력하여 강화시켜서, 상기 간극에
있어서 상기 유체의 하류측으로의 전달을 억제하도록, 상기 개구가 상기 정지체와 상기
회전체와의 상기 간극에서 유동할 수 있는 유체의 상류측을 향하도록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일 장치.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40424 (2019.10.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정지체와 회전체와의 간극으로 유동할 수 있는 유체보다 높은 압력의 고압
유체를 관통 구멍으로부터 간극에 공급하는 고압 유체 공급부를 핀과 핀 사이에 구비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관통 구멍으로부터 상기 간극에 공급된 상기 고압 유체에
의해, 상기 유체의 유동방향의 상류 측에서 유체가 상기 핀에 충돌하여 생기는 와류를
조력하여 강화시켜서, 상기 간극에 있어서 상기 유체의 하류 측으로의 전달을 억제하도록,
상기 개구가 상기 정지체와 상기 회전체와의 상기 간극에서 유동할 수 있는 유체의 상류
측을 향하도록 마련되어 밀봉 효율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가스터빈의 밀봉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밀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과거보다 깊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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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핀, 시일 구조, 터보 기계 및 시일 핀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5327 (2016.11.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제조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면서, 높은 누설
억제 효과가 얻어지고, 나아가서는 터보
기계의 누설 손실을 저감할 수 있는, 시일
구조, 터보 기계 및 시일 핀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서로 간극을 두고 직경 방향으로 대향하고 축선 주위로 상대 회전하는 제1
구조체와 제2 구조체 사이의 상기 간극으로부터 유체가 누설되는 것을 억제하고, 상기 제1
구조체로부터, 상기 제2 구조체를 향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 방향의 선단면과 상기 제2
구조체 사이에 클리어런스를 두어 설치되는 시일 핀이며, 상기 직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핀
본체와, 상기 핀 본체의 상기 유체의 유통 방향에서 상류측으로 향하는 전방면 과 상기 핀
본체의 상기 제2 구조체에 대향하는 선단면과의 사이에만 형성되고 상기 상류측으로
볼록하게 되는 돌기부를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돌기부가 선단이 뾰족한 첨예
돌기부이며, 상기 돌기부에 있어서의 상기 축선을 따른 길이 치수가, 상기 핀 본체에
있어서의 상기 길이 치수의 1.5배 이하 이고, 상기 돌기부의 각도가 75도 이하이고, 상기
핀 본체의 상기 선단면을 기준으로 한 상기 돌기부의 경사 각도가, -60도 이상, 60도
이하의 범위 내로 설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일 핀.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56994 (2019.12.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시일 핀과 제2 구조체의 클리어런스를 향하여 흐르는 유체가, 시일 핀에
상류 측을 향하여 설치된 돌기부에 의해 안내되는 결과, 시일 핀으로부터 유체가 박리되는
점에 있어서의 유체의 진행 방향이, 유체가 시일 핀을 통과하는 방향과는 역방향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유체의 축류가 강해지게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돌기부의 주요
치수, 돌기부에 있어서의 축선을 따른 길이 치수, 돌기부의 각도 및 돌기부의 경사 각도가
적당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더 높은 누설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돌기부의 위치, 각도 및 치수를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범위가 좁은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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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스텝 시일, 시일 구조, 터보 기계 및 스텝 시일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5323 (2016.11.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서로 간극(Gd)을 두고 직경 방향(R)에
대향하여 축선 주위로 상대 회전하는 제1
구조체(51)와 제2 구조체(10) 사이의 간극(Gd)
으로부터, 유체(SL)가 누설되는 것을 억제
하고, 제2 구조체(10)에 설치된 시일 핀(6)에
클리어런스(m)를 두고, 제1 구조체(10) 에
설치되는 스텝 시일이며, 유체(SL) 의 유통
방향 상류측을 향하는 단차면 과 제2
구조체(10)를 향하는 대향면을 갖는 스텝
시일 본체와, 단차면(511)과 대향면(512)
사이에 형성된 돌기부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서로 간극을 두고 직경 방향에 대향하여 축선 주위로 상대 회전하는 제1
구조체와 제2 구조체 사이의 상기 간극으로부터, 유체가 누설되는 것을 억제하고, 상기 제2
구조체에 설치된 시일 핀에 클리어런스를 두고, 상기 제1구조체에 설치되는 스텝 시일이며,
상기 유체의 유통 방향 상류측을 향하는 단차면과, 상기 제2 구조체를 향하는 대향면을
갖는 스텝 시일 본체와, 상기 단차면과 상기 대향면 사이에 형성된 돌기부를 구비하여
구성되며, 상기 돌기부가 선단이 뾰족한 첨예 돌기부이며, 상기 첨예 돌기부에 있어서의
상기 축선을 따른 길이 치수가, 상기 시일 핀의 동일 직경 방향 위치에 있어서의 축선을
따른 길이(L0) 치수의 0.1배 이상이며 또한 0.5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텝 시일.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35952 (2019.10.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블레이드의 쉬라우드와 하우징 사이의 시일 구성에 대한
것으로 스텝 시일 본체의 단차면에 첨예 돌기부를 설치하고, 첨예 돌기부의 치수를 한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스텝 시일에 마련한 돌기부에 의해 클리어런스로부터 피하게
함으로써, 클리어런스를 향하는 유체의 약체화와, 클리어런스의 상류측에 있어서의 박리
소용돌이의 발달의 촉진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첨예돌기부의 위치를 한정하고, 축선과 직경방향의 치수를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범위가 좁은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226 • 2010-2019

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터빈용 시일 장치 및 터빈, 및 시일 장치용 박판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2656 (2016.02.0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로터의 반경 방향에 있어서의 내측에 위치
해서 상기 로터의 외주면에 대향하는
선단면을 갖는 선단부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박판을 구비하고, 각각의 상기
박판은, 상기 기단부측에 있어서 상기 박판의
폭 방향이 상기 로터의 축 방향과 평행하며,
각각의 상기 박판의 상기 선단부는, 상기
박판의 폭 방향을 따른 단면에 있어서, 고압
공간측의 일단부가 저압 공간측의 타단부
보다도 상기 로터의 회전 방향에 있어서의
하류측에 위치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고압 공간과 저압 공간을 이격하도록 로터의 주위에 설치되는 터빈의 시일
장치이며, 상기 로터의 외주면에 따라 배열되고, 또한 상기 로터의 반경 방향에 있어서의
외측에 위치해서 상기 터빈의 정지부에 지지되는 기단부와, 상기 로터의 반경 방향에
있어서의 내측에 위치해서 상기 로터의 외주면에 대향하는 선단면을 갖는 선단부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박판을 구비하고, 각각의 상기 박판은, 상기 기단부측에 있어서 상기
박판의 폭 방향이 상기 로터의 축 방향과 평행하며, 각각의 상기 박판의 상기 선단부는,
상기 박판의 폭 방향을 따른 단면에 있어서, 고압 공간측의 일단부가 저압 공간측의
타단부보다도 상기 로터의 회전 방향에 있어서의 하류측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용 시일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67084 (2019.04.0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박판은 기단부측에 있어서 박판의 폭 방향이 로터의 축 방향과 평행하며,
각각의 상기 박판의 선단부는 박판의 폭 방향을 따른 단면에 있어서, 고압 공간 측의
일단부가 저압 공간 측의 타단부보다도 로터의 회전 방향에 있어서의 하류 측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박판의 기단부측은 동압의 영향을 받기 어렵고,
선단부측은 동압의 영향을 받아서 로터 외주면으로부터 부상하기 쉬워지므로, 로터와
박판과의 비접촉 상태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고, 또한, 동압의 영향을 받아서 고압 공간
측의 선단부 영역이 로터의 축 방향에 대하여 비틀어져 변형되므로, 저압 공간 측에서의
박판끼리의 접촉이 일어나기 쉬워짐에 따라, 플러터에 의한 박판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 난이도는 높지 않고, 단순히 박판의 설치 위치와 형상을 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범위가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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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시일 핀, 시일 구조 및 터보 기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5326 (2016.11.28.)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50186 (2019.11.2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서로 간극(Gd)을 두고 직경 방향(R)에
대향하고 정지 상태의 제1 구조체 (10)와
축선 주위로 회전하는 제2 구조체(51)의
사이의 간극(Gd)으로부터, 유체(SL)가 누설
되는 것을 억제하고, 제1 구조체(10)에, 제2
기술요약

구조체(51)를 향하여 연장되어, 그 연장
방향의 선단면과 제2 구조체(51)의 사이에
클리어런스(m)를 두고 설치되고, 유체(SL)의
유통 방향에서 상류측을 향하는 전방면에는,
그 상기 연장 방향의 선단에 개구되는 오목부
(62)가, 주위 방향을 따라 복수 병설된다.

(청구항 2) 서로 간극을 두고 직경 방향에 대향하고 정지 상태의 제1 구조체와 축선 주위로
회전하는 제2 구조체의 사이의 상기 간극으로부터, 유체가 누설되는 것을 억제하고, 상기
제1 구조체에, 상기 제2 구조체를 향하여 연장되어, 그 연장 방향의 선단면과 상기 제2
청구범위

구조체의 사이에 클리어런스를 두고 설치된 시일 핀이며, 상기 유체의 유통 방향에서
상류측을 향하는 전방면에는, 그 상기 연장 방향의 선단에 개구되는 오목부가, 주위 방향을
따라 복수 병설되고, 상기 오목부는, 상기 선단에 가까워짐에 따라 상기 주위 방향을 따른
자세로 되는 만곡 형상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일 핀.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시일 핀의 상류 측을 향하는 전방면에 시일 핀의 연장 방향의 선단에
개구되는 오목부가 주위 방향을 따라 복수 설치되어 있고, 이 오목부 내를 흐르는 유체가
스로틀 효과에 의해 가속되는 결과, 유체의 정압이 저하됨에 따라.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의
평

가

시일 핀을 통과하는 방향의 속도 성분이 약해져, 유체의 누설 유량을 저감할 수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시일 핀의 상류 측을 향하는 전방면에 시일 핀의 연장 방향의
선단에 개구되는 오목부가 주위 방향을 따라 복수 설치되어 높은 누설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고, 단순히 오목부의 설치 위치를 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범위가 좁은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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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유로 구조 및 가스 터빈 배기 디퓨저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15761 (2010.12.2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유로 구조는, 유로를 형성하는 벽면(10b,
11b)과, 상기 벽면으로부터 상기 유로를 흐르는
유체의 주류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하여 설치된 구조물(12, 13)과, 상기 주류
방향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을 포함하는 범위에
걸쳐서, 상기 벽면에 오목부 (21, 22, 31, 32)가
형성된 오목부 형성 영역(20, 30)을 구비한다.
상기 구조물이, 상기 주류와 교차하는 유로
단면에 있어서 상기 유로의 일부의 범위를
차지함으로써, 상기 유로의 단면적은, 상기 주류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변화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터빈 케이싱에 접속되어 있는 배기 케이싱과, 배기 케이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 케이싱과, 보호 케이싱의 내부에 수용되어 로터를 축지지하는 저널 베어링을 구비하고
있는 유로 구조이며, 유로를 형성하는 벽면과, 배기 케이싱으로부터 보호 케이싱의 내부까지
연장하고, 저널 베어링의 주위에 접해서 당해 베어링을 보유 지지하는 제1 구조물과, 상기 제1
구조물보다도 하류측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배기 케이싱의 외부와 상기 보호 케이싱의 내부를
연통시키고 있는 제2 구조물과, 상기 벽면으로부터 상기 유로를 흐르는 유체의 주류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조물을 포함하는 범위에 걸쳐서, 상기 배기 케이싱의 내주 벽면에 형성된
상류측 내주 오목부와, 상기 보호 케이싱의 외주 벽면에 형성된 상류측 외주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상류 오목부 형성 영역과, 상기 주류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제2 구조물을 포함하는 범위에
걸쳐서, 상기 내주 벽면에 형성된 하류측 내주 오목부와, 상기 외주 벽면에 형성된 하류측 외주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하류 오목부 형성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제1 구조물 및 상기 제2
구조물이, 상기 주류와 교차하는 유로 단면에 있어서 상기 유로의 일부의 범위를 차지함으로써,
상기 주류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상기 유로의 단면적이 변화되고, 상기 오목부는, 상기 유로
단면에 있어서 상기 벽면 중 상기 제1 구조물 및 상기 제2 구조물이 연장하는 위치가 포함되도록
형성되어 있고, 상기 오목부는, 상기 주류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조물 및 상기 제2 구조물이
연장하는 범위에서의 상기 유로의 단면적의 변화의 궤적의 일부가, 상기 제1 구조물 및 상기 제2
구조물과 상기 오목부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상기 유로의 단면적의 변화의 궤적과, 상기
오목부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상기 유로의 단면적의 변화의 궤적 사이가 되도록 형성되어
있고, 상기 오목부는, 상기 주류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제1 구조물 및 상기 제2 구조물의 전방
모서리로부터 후방 모서리까지의 길이를 L로 했을 경우에, 상기 전방 모서리로부터 상류측으로
거리 0.4L 이격된 위치로부터, 상기 후방 모서리로부터 하류측으로 거리 0.4L 이격된
위치까지의 범위에 형성되어 있는, 유로 구조.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09364 (2015.03.3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압력 손실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것에 의해 가스 터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로 구조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유로 구조가 스트러츠, 맨홀, 상류
오목부 형성 영역, 하류 오목부 형성 영역을 구비하면서, 오목부는 스트러츠 및 맨홀이 연장하는
위치가 포함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유로 구조가
스트러츠 및 맨홀을 포함하는 점과, 각각의 구조물(스트러츠 및 맨홀)에 상류측 외주 오목부와
하류측 외주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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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배기 구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25437 (2012.03.22.)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22484 (2015.05.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터빈 배기 구조 및 가스 터빈에 있어서, 원통
형상을 이루어 연소 가스 통로(A)를 구성하는
터빈 차실(26)이 설치되고, 이 터빈 차실
(26)에 원통 형상을 이루어 배기 가스 통로
기술요약

(B)를 구성하는 배기 디퓨저(31)가 연결되어
구성되고, 이 배기 디퓨저(31)에 압력 손실체
(61)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배기 가스의
압력 회복을 행함으로써 터빈 효율을 향상
시켜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청구항 1) 원통 형상을 이루어 연소 가스 통로를 구성하는 케이싱이 설치되고, 상기
케이싱에 원통 형상을 이루어 배기 가스 통로를 구성하는 배기 디퓨저가 연결되는 터빈
배기 구조에 있어서,
청구범위

상기 배기 디퓨저에 압력 손실체가 설치되고,
상기 압력 손실체는, 상기 배기 디퓨저에 있어서의 직경 방향의 외측 및 내측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의 압력 손실이, 직경 방향의 중간측의 압력 손실보다도 작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 배기 구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의 후단에 위치한 배기 디퓨저에서 효율적인 압력 회복을 위해 압력
평

가

손실체를 설치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배기 디퓨저에서 박리가 일어나지 않고,
압력이 회복되도록 한 것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청구범위는 압력 손실체를 내측, 중간,
외측으로 구분하여 중간측에 비해 내외측의 압력 회복량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구성한
것에서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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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0119 (2012.08.3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가스 터빈은 외측 디퓨저 및 내측
디퓨저를 관통하여, 배기실 벽과 베어링 상자를
연결하는 스트러트와, 스트러트의 연장 방향을
따라서 스트러트를 덮는 스트러트 커버와,
내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 내측과 베어링
상자의 직경 방향 외측 사이에 배치되어,
상류측부가 베어링 상자와의 사이에서 시일
되고, 하류측부가 내측 디퓨저와의 사이에서
시일되어, 스트러트가 관통하는 스트러트 관통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격벽과, 스트러트에
대해 연장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격벽의 스트러트 관통 구멍에 고정되어,
스트러트 관통 구멍과 스트러트의 간극을
막는 구멍 시일 부재를 구비하고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는 로터와, 상기 회전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원통 형상을 이루는 배기실 벽과, 상기 회전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원통 형상을 이루고,
상기 배기실 벽의 내주면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외측 디퓨저와, 상기 회전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원통 형상을 이루고, 상기 외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 내측에 배치되어, 상기
외측 디퓨저와의 사이에 연소 가스의 배기 유로를 형성하는 내측 디퓨저와, 상기 내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 내측에 배치되어, 상기 로터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베어링을 덮어
지지하는 베어링 상자와, 상기 배기실 벽과 상기 베어링 상자 사이에, 상기 회전 축선에
대한 주위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 배치되어, 상기 외측 디퓨저 및 상기 내측 디퓨저를
관통하여, 상기 배기실 벽과 상기 베어링 상자를 연결하는 스트러트와, 상기 스트러트의
연장 방향을 따라서 배치되어, 상기 연장 방향의 일단부가 외측 디퓨저에 설치되고,
타단부가 내측 디퓨저에 설치되어, 상기 스트러트와의 사이에 냉각 공기가 지나도록 간격을
두고 상기 스트러트를 덮는 스트러트 커버와, 상기 내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 내측과 상기
베어링 상자의 직경 방향 외측 사이에 배치되어, 상류측부가 상기 베어링 상자의 상류측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부재와의 사이에서 시일되고, 하류측부가 상기 내측 디퓨저와의
사이에서 시일되어, 상기 스트러트가 관통하는 스트러트 관통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격벽과, 상기 스트러트에 대해 상기 연장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상기 격벽의 상기
스트러트 관통 구멍에 고정되어, 상기 스트러트 관통 구멍과 상기 스트러트 사이의 간극을
막는 구멍 시일 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48895 (2015.08.2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장기간에 걸쳐서 냉각 공기 유로의 시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배기실 벽의 직경 방향 내측과 외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 외측 사이에 공급된 냉각 공기가 스트러트 커버와 스트러트 사이를 거쳐서 내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 내측과 격벽의 직경 방향 외측 사이에 유입되어 냉각 공기는 외측
디퓨저, 스트러트 커버, 스트러트, 내측 디퓨저와 열교환하여 이들을 냉각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배기실 벽의 직경 방향 내측과 외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
외측 사이에 공급된 냉각 공기가 스트러트 커버와 스트러트 사이를 거쳐서 내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 내측과 격벽의 직경 방향 외측 사이에 유입되어 냉각을 수행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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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기 연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3213 (2013.09.09.)

기술분야

□ 제어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07363 (2017.02.0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의 배기 연도(40)는 배기 연통 본체(43)와
개구단 다공 영역(51)을 포함한다. 배기 연통
본체(43)는 배기 가스를 배출하는 통로이다.
개구단 다공 영역(51)은 배기 연통 본체(43)의
기술요약

개구단(44)의 모든 주위를 따라 여러 개의
구멍(50)을 뚫은 영역이다. 배기 연도(40)는
배기 연통 본체(43)에 구멍(50)을 뚫는
간편한 시공에 의해 저주파 성분의 소리의
외부에의 방출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구항 1) 배기 가스를 배출하는 통로인 배기 연통 본체와, 상기 배기 연통 본체의 개구단
측의 모든 주위를 따라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개구단 다공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개구단
청구범위

다공 영역과는 상이한 위치의 상기 배기 연통 본체의 주위를 따라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다른 다공 영역이 마련되며, 상기 개구단 다공 영역과 상기 다른 다공 영역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영역이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기 연도.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간편한 시공에 의해 저주파수 성분의 소리의 외부에의 방출을 억제하는
배기 연도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배기 연통 본체에 개구단 다공 영역
평

가

및 다른 다공 영역이 함께 마련되고, 이들 개구단 다공 영역과 다른 다공 영역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영역이 마련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개구단
다공 영역과 다른 다공 영역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영역이 마련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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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기 덕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3460 (2014.02.03.)

기술분야

□ 제어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16603 (2017.03.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배기 덕트에 있어서, 통 형상을 이루는 덕트
플레이트(21)와, 덕트 플레이트(21)의 내면
측에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보온 패널
(23)과, 덕트 플레이트(21)와 보온 패널(23)
사이에 배치되는 보온재(22)와, 덕트 플레이트
기술요약

(21)와 보온 패널(23)을 연결함과 동시에
길이 방향에 교차하는 두 방향의 응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응력 흡수부로서의 제 1
평판부(31), 제 2 평판부(32)를 갖는 연결
부재(24)를 마련함으로써, 덕트 플레이트와
보온 패널 사이의 연결 부재의 손상을
방지하여 내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청구항 1) 배기 덕트에 있어서, 통 형상을 이루는 덕트 플레이트와, 상기 덕트 플레이트의
내면 측에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보온 패널과, 상기 덕트 플레이트와 상기 보온 패널
청구범위

사이에 배치되는 보온재와, 상기 덕트 플레이트와 상기 보온 패널을 연결함과 동시에 길이
방향에 교차하는 두 방향의 응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응력 흡수부를 가지는 연결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연결 부재는, 상기 응력 흡수부로서 기능하는 제 1 평판부 및 제 2 평판부가
교차하여 연결되는 것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기 덕트.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덕트 플레이트와 보온 패널 사이의 연결 부재의 손상을 방지하여 내구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배기 덕트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배기 가스의 유동에
평

가

의해 보온 패널이 진동하고, 보온 패널과 덕트 플레이트가 상대 이동하는 것에 의해 연결
부재에 응력이 작용하면, 응력 흡수부는 연결 부재의 길이 방향에 교차하는 두 방향의
응력을 흡수함으로써, 연결 부재로의 응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연결 부재는 응력 흡수부로서 기능하는 제1, 2 평판부가 교차하여
연결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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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기실 입구측 부재, 배기실, 가스 터빈 및 최종단 터빈 동익 취출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2633 (2015.02.0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축방향의 가장 하류측에 배치된 최종단 터빈
동익(133)의 기단에 축방향 하류측에서
대향하는 위치에서 내측 디퓨저(5)의 일부를
형성하도록 로터(104) 주위에 환상으로
형성되고, 또한 둘레 방향으로 분할되어 내측
디퓨저(5)에 대해 착탈 가능하게 마련되며,
내측 디퓨저(5)로부터 분리된 경우에, 각
최종단 터빈 동익(133)에 있어서의 축방향
하류측을 개방하는 배기실 입구측 부재(10)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축 주위에 복수 마련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회전축이 연장되는 축방향으로
복수단 마련되며 상기 회전축과 함께 회전하는 터빈 동익을 구비하는 터빈에 대하여, 상기
터빈의 하류측에 인접하여 배치되며 상기 회전축의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원통 형상으로
형성된 차실벽과, 상기 차실벽의 내주면을 따라서 마련되며 상기 회전축 주위에 환상으로
형성된 외측 디퓨저와, 상기 외측 디퓨저의 직경 방향의 내측에 배치되며 상기 외측
디퓨저와의 사이에서 연소 가스 통로를 형성하는 환상의 내측 디퓨저와, 상기 외측
디퓨저와 상기 내측 디퓨저 사이에서 둘레 방향으로 복수 배치되며 상기 회전축의
베어링부를 덮는 환상의 베어링 커버와 상기 차실벽 사이를 접속하는 스트럿을 구비하고,
둘레 방향으로 상반부와 하반부로 분할된 배기실에 있어서 상기 배기실의 입구측에
마련되는 배기실 입구측 부재에 있어서, 상기 배기실 입구측 부재는, 축방향의 가장
하류측에 배치된 최종단 터빈 동익의 기단부에 대해 축방향 하류측의 대향하는 위치에서
상기 내측 디퓨저의 일부를 형성하도록 상기 회전축 주위에 환상으로 형성되고, 또한 둘레
방향으로 분할되어 상기 내측 디퓨저에 대해 착탈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기실 입구측 부재.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821915 (2018.01.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배기실 입구측 부재는 축방향의 가장 하류측에 배치된 최종단 터빈 동익의
기단부에 대해 축방향 하류측의 대향하는 위치에서 내측 디퓨저의 일부를 형성하도록
회전축 주위에 환상으로 형성되고, 둘레 방향으로 분할되어 내측 디퓨저에 대해 착탈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가스 터빈의 최종단 터빈 동익을
용이하게 취출 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둘레 방향으로
인접하는 날개와의 사이의 클리어런스를 조절하고, 유지 보수 시 등 다양하게 터빈 동익의
분리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구범위는 넓지 않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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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0926 (2009.01.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원통 형상의 차실벽 (51), 및 차실벽 내에서
로터 (4) 의 베어링부 (42) 를 지지하는
베어링 케이스 (52) 에 의해 획성된 배기실
(34) 과, 베어링 케이스의 원주 방향으로
등간격으로 형성되고, 또한 베어링 케이스의
접선 방향으로 연장되어 차실벽과 베어링
케이스를 연결하는 스트러트 (53) 와,
차실벽의 내부 둘레측의 외측 디퓨저 (54a),
및 베어링 케이스의 외부 둘레측의 내측
디퓨저 (54b) 를 갖는 디퓨저부 (54) 와,
스트러트를 덮는 스트러트 커버 (53a) 에
의해 외측 디퓨저 및 내측 디퓨저가
연결되고, 차실벽과 외측 디퓨저 사이,
베어링 케이스와 내측 디퓨저 사이, 및
스트러트 커버 내에 통하는 냉각실 (55) 을
구비하고, 베어링 케이스와 내측 디퓨저
사이에서, 베어링 케이스의 외부 둘레를 덮는
격벽 (56) 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터빈 하류측의 외각 (外殼) 을 이루는 원통 형상의 차실벽과,
상기 차실벽 내에서 로터의 베어링부를 지지하는 베어링 케이스와,
상기 베어링 케이스의 원주 방향으로 복수 형성되고, 상기 차실벽과 상기 베어링 케이스를
연결하는 스트러트와,
상기 차실벽의 내부 둘레를 따라 형성된 외측 디퓨저, 및 상기 베어링 케이스의 외부 둘레를
따라 형성된 내측 디퓨저를 갖는 디퓨저부와,
상기 베어링 케이스와 상기 내측 디퓨저 사이에서, 상기 베어링 케이스의 외부 둘레를 덮는
격벽과,
상기 스트러트를 덮는 스트러트 커버에 의해 상기 외측 디퓨저 및 상기 내측 디퓨저가
연결되고, 상기 차실벽과 상기 외측 디퓨저 사이, 상기 격벽과 상기 내측 디퓨저 사이, 및
상기 스트러트 커버 내에 통하여 이루어지는 냉각실을 구비한 가스 터빈으로서,
상기 격벽은, 상기 스트러트를 관통시키면서, 상기 냉각실의 냉각 매체와 상기 베어링
케이스 둘레의 냉각 매체를 격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182625 (2012.09.0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베어링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연결된 스트러트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스트러트 커버를 설치하고, 베어링 케이스의 외부를 덮는 격벽을 설치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베어링부에 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격리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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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냉각 통로용 커버 및 그 커버의 제조 방법 그리고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1392 (2009.01.15.)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245016 (2013.-3.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터빈의 디스크 (35) 내부를 개재하여 최종단
터빈 동익에 냉각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냉각
통로 (5) 를 이루는 냉각 통로용 커버 (54)
로서, 디스크 (35) 의 외부 둘레에 고리
형상으로 형성된 캐비티 (53) 에 대해 디스크
기술요약

(35) 내부로부터 개통된 제 1 통로 (51), 및
캐비티 (53) 에 대해 최종단 터빈 동익의
냉각 통로로부터 개통된 제 2 통로 (52) 를
서로 연통시키는 양태로 캐비티 (53) 를 막는
통 형상의 피복부 (541) 와, 피복부 (541) 에
일체로 형성되고, 터빈 축 방향에 대한 휨을
허용하는 가요부 (542) 를 구비한다.

(청구항 1) 터빈 (3) 의 디스크 (35) 내부를 개재하여 터빈 동익 (33) 에 냉각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냉각 통로 (5) 를 이루는 냉각 통로용 커버로서,
상기 디스크 (35) 의 외부 둘레에 고리 형상으로 형성된 캐비티 (53) 에 대해 상기 디스크
청구범위

내부로부터 개통된 제 1 통로 (51), 및 상기 캐비티 (53) 에 대해 상기 터빈 동익 (33) 의
냉각부로부터 개통된 제 2 통로 (52) 를 서로 연통시키는 양태로 상기 캐비티를 막는 통
형상의 피복부 (541) 와,
상기 피복부 (541) 에 일체로 형성되고, 상기 터빈 축 방향에 대한 휨을 허용하는 가요부
(542)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 통로용 커버.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동익의 기저부인 디스크에 위치한 냉각통로의 시일재가 슬라이딩 됨에
평

가

따라 마모에 따라 누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슬라이딩 되지 않는 일체형의
피복부 시일재를 구성하되, 일측에 가요부를 설치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시일재의 마모에 따른 손상으로 유체흐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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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분할 환 냉각 구조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01741 (2010.10.2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의 분할 환 냉각 구조이며, 분할체의
회전축의 축방향으로 배치된 제1 냉각
유로와, 상기 제1 냉각 유로에 대략 직교하는
방향의 한쪽의 측단부에 배치되고, 인접하는
분할체의 측단부를 향하여 냉각 공기를
분출하는 제2 냉각 유로와, 상기 분할체와
다수의 작은 구멍을 구비한 충돌판으로
둘러싸인 냉각 공간과 상기 상류 측단부에
있어서 회전축의 축방향에 대략 직교하여
배치된 제1 캐비티를 연결하는 제3 냉각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냉각 유로는, 회전
방향의 후방측의 측단부에 근접하여 배치된
제1 영역의 냉각 유로와, 상기 제1 영역의
냉각 유로보다 회전 방향의 전방측에 배치된
제2 영역의 냉각 유로를 갖고, 상기 제2
영역의 냉각 유로는, 상기 제1 영역의 냉각
유로보다 유로 단면적이 작게 또는 배열
피치가 크게 형성되고, 상기 제1 영역의 냉각
유로는, 인접하는 분할체의 제2 냉각 유로에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축 주위에 환형으로 배치된 복수의 분할체와, 인접하는 상기 분할체의
회전축 방향을 따르는 대향하는 측단부의 간극을 시일하는 시일판으로 형성되는 가스
터빈의 분할 환 냉각 구조이며, 상기 분할체는, 상기 분할체의 본체의 회전축의 축방향으로
배치되고, 회전 방향의 후방측의 측단부에 근접하여 배치된 제1 영역의 냉각 유로와, 상기
제1 영역의 냉각 유로보다 회전 방향의 전방측에 배치되고, 상기 제1 영역의 냉각 유로보다
유로 단면적이 작은 제2 영역의 냉각 유로로 형성되는 제1 냉각 유로와, 상기 제1 냉각
유로에 직교하는 방향의 한쪽의 측단부에 배치되고, 인접하는 분할체의 측단부를 향하여
냉각 공기를 분출하는 제2 냉각 유로와, 상기 분할체의 상류 측단부의 상기 제1 냉각
유로보다 직경 방향의 외측에서 회전축의 축방향으로 설치되고, 상기 분할체의 본체와
다수의 작은 구멍을 구비한 충돌판으로 둘러싸인 냉각 공간과 상기 상류 측단부에 있어서
회전축의 축방향에 직교하여 배치된 제1 캐비티를 연결하는 제3 냉각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영역의 냉각 유로는, 인접하는 분할체의 제2 냉각 유로에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것인 분할 환 냉각 구조.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80625 (2013.06.2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분할체의 산화, 두께 감소를 방지하는 동시에, 분할체의 측단부를
냉각하는 냉각 공기량의 저감을 도모하여, 가스 터빈 전체의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분할
환 냉각 구조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1 영역의 냉각 유로는 제2
영역의 냉각 유로보다 회전축의 회전 방향의 후방 측의 측단부에 근접하고, 유로 단면적이
크므로, 제2 영역의 냉각 유로보다 냉각 능력이 크므로, 후방 측의 측단부의 코너부 근방의
냉각 효과가 큰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제1 영역의 냉각 유로는,
인접하는 분할체의 제2 냉각 유로에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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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동익 및 그 제조 방법 및 동익을 이용한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17810 (2011.02.24.)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동익 내부에 마련되는 냉각 통로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냉각 통로가 형성되는
것에 의해서 동익 강도나 강성이 손상되는
것을 회피 가능한 가스 터빈의 동익을
제공한다. 가스 터빈의 동익(41)은, 그 내부에
형성되는 냉각 통로(410)가, 동익(41)의 기부측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직선 통로
형상의 기부측 긴 구멍(410a)과 동익(41)의
선단측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직선
통로 형상의 선단측 긴 구멍(410b)과, 이들
양쪽의 긴 구멍(410a, 410b)의 접속부에
개재하여 양 긴 구멍(410a, 410b)을 1개씩
서로 연통시키고, 또한, 이들 양 긴 구멍(410a,
410b)의 통로 단면적보다 큰 단면적을 갖는
복수의 연통 공동부(410c)를 갖는다. 또한,
연통 공동부(410c)는 동익(41)의 플랫폼부
(413)의 위치에 맞추어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2) 터빈의 동익 내부에 냉각 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냉각 통로에 냉각 공기를
유통시켜 상기 동익의 냉각을 실행하는 가스 터빈의 동익에 있어서,
상기 냉각 통로는, 상기 동익의 기부측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직선 통로 형상의
기부측 긴 구멍과, 상기 동익의 선단측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직선 통로 형상의
선단측 긴 구멍과, 상기 기부측 긴 구멍과 상기 선단측 긴 구멍의 접속부에 개재하여 양 긴
구멍을 1개씩 서로 연통시키고, 또한 상기 양 긴 구멍의 통로 단면적보다 큰 단면적을 갖는
복수의 연통 공동부를 가지며, 상기 연통 공동부를 상기 동익의 플랫폼부의 위치에 맞추어
형성한 가스 터빈의 동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245083 (2013.03.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동익과 기부의 냉각 통로의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익의 구멍과
기부의 구멍을 연결하는 구멍을 더 큰 단면적을 갖도록 플랫폼에 형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기계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 큰 연통공동부를 구성하고 이곳에 작은 구멍을
연결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적인 냉각의 효율적인 것은 관련이 없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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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34012 (2011.05.13.)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57783 (2014.10.2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의 배열에 의해, 증기 터빈의
고압실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재열하고, 상기
증기를 중압실에 도입하여, 상기 증기 터빈을
구동하는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장치이며,
기술요약

상기 고압실로부터 배출된 증기보다도 고온이며,
또한, 상기 가스 터빈을 냉각한 후의 냉각
증기를, 상기 가스 터빈의 배열에 의해
재열된 재열 증기가 도입되는 재열 증기
입구와는 별개의 냉각 증기 입구로부터, 상기
중압실에 도입하여 냉각하도록 했다.

(청구항 1) 가스 터빈(01)의 배열에 의해, 증기 터빈(03)의 고압실(4)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재열하고, 상기 증기를 중압실(2)에 도입하여, 상기 증기 터빈을 구동하는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장치이며,
청구범위

상기 고압실로부터 배출된 증기보다도 고온이며, 또한, 상기 가스 터빈을 냉각한 후의 냉각
증기를, 상기 가스 터빈의 배열에 의해 재열된 재열 증기가 도입되는 재열 증기 입구(3)와는
별개의 냉각 증기 입구(19)로부터, 상기 중압실에 도입하여 상기 중압실에 포함된 중압
로터(28)를 냉각하도록 한,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고압, 중압, 저압 터빈에서 주압 터빈의 냉각을 위하여 고압실에서 냉각된
평

가

냉각 증기를 중압 로터에 부가 하도록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중압 로터를 냉각하도록
재배열 증기와 별개의 유로로 중압 로터를 냉각하도록 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증기 터빈의 냉각 방법에 대한 연구(회피방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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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19884 (2012.08.3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따른 가스 터빈은, 로터 본체(6)의
하류측에 로터 본체(6)와는 비접촉으로 배치되고,
로터 본체(6)의 냉각 공기 주 통로(8a)로 냉각
공기를 보내는 냉각 공기 배관(19)과, 로터
본체(6)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베어링(29)보다
하류측에 있어서 로터 본체(6)의 외주측에
환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베어링 하류단 축
시일(27)과, 베어링 하류단 축 시일(27)로부터
베어링(29)측으로 누설된 냉각 공기(A1)를,
최종 동익단(9)을 통과한 연소 가스(G)가
흐르는 배기 유로(13)중으로 인도하는 누설 공기
회수 유로(30)가 형성되어 있는 회수 유로
부재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는 로터와, 상기 로터의 하류측의
부분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베어링과, 상기 베어링의 외주를 덮어서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는 베어링 상자를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로터는, 상기 회전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상기 회전축선과 평행한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로터 본체와, 상기 로터
본체의 외주에 고정되고 상기 축방향으로 나열하여 있는 복수의 동익단을 갖고, 상기 로터
본체에는, 상기 로터 본체의 하류단에서 개구되고, 상기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냉각 공기
주 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로터 본체의 하류측에 상기 로터 본체와는 비접촉으로 배치되고, 상기
로터 본체의 상기 냉각 공기 주 통로로 냉각 공기를 보내는 냉각 공기 배관과, 상기 베어링
상자에 고정되며, 상기 로터 본체의 상기 베어링보다 하류측의 부분을 덮는 하류측 시일 보지
링과, 상기 베어링보다 하류측으로서, 상기 로터 본체의 직경방향 외측에 환상으로 배치되며,
상기 하류측 시일 보지 링의 직경방향 내측에 장착되어 있는 베어링 하류단 축 시일과, 상기
베어링보다 하류측이며 또한 상기 베어링 하류단 축 시일보다 상류측에 배치되며, 상기 하류측
시일 보지 링의 직경방향 내측에 장착되어 있는 베어링 부근 하류측 축 시일과, 상기 로터
본체의 하류단과 상기 냉각 공기 배관 사이로부터, 상기 로터 본체의 직경방향 외측을 경유하여
상기 베어링 하류단 축 시일에 도달하고, 상기 베어링 하류단 축 시일로부터 상기 베어링측으로
누설된 냉각 공기를, 상기 동익단을 통과한 상기 연소 가스가 흐르는 배기 유로 중으로 인도하는
누설 공기 회수 유로가 형성되어 있는 회수 유로 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하류측 시일 보지
링에는, 상기 축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베어링 하류단 축 시일과 상기 베어링 부근 하류측 축
시일 사이의 위치에, 직경방향 내측으로부터 직경방향 외측으로 관통하는 제 1 관통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베어링 부근 하류측 축 시일의 최하류측보다 상류측이며 상기
베어링보다 하류측의 위치에, 직경방향 내측으로부터 직경방향 외측으로 관통하는 제 2 관통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 제 1 관통 구멍에는 상기 회수 유로 부재의 일부가 접속되고, 상기 제
2 관통 구멍에는, 축 시일 공기원으로부터의 축 시일 공기를 상기 하류측 시일 보지 링의
직경방향 내측으로 공급하는 축 시일 공기 배관이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04939 (2016.03.1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로터 베어링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하류측 시일 보지 링에 제 1 및 제 2 관통 구멍을 마련하고, 제1 관통
구멍에는 회수 유로 부재의 일부를, 제 2 관통 구멍에는 축 시일 공기 배관을 접속한 구성에
의하면, 압축기로부터 추기된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로터의 동익단을 냉각할 때, 압축 공기가
베어링측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하류측 시일 보지 링에 제1 및 제2 관통 구멍을 마련된 구성에 의해 냉각 공기에 의한
로터 베어링 가열을 방지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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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복수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0921 (2016.03.0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복수기에 있어서, 중공 형상을 이루고 증기
유입구(21)와 복수 배출구(22)가 형성되는
하우징(11)과, 하우징(11)에 있어서의 각
단부에 설치되는 입구수 실(12, 13) 및
출구수 실(14, 15)과, 하우징(11)의 내부에서
입구수 실(12, 13)과 출구수 실(14, 15)을
연결하여 내부에 냉각수가 흐르는 다수의
전열관(31, 32)과, 입구수 실(12, 13) 및
출구수 실(14, 15)에 각각 신축 조인트(41,
42, 45, 46)를 통해 연결되는 취수관(43, 44)
및 배수관(47, 48)과, 입구수 실(12, 13) 및
출구수 실(14, 15)의 변위를 감쇠하는 감쇠
부재(61, 62, 63, 64)와, 입구수 실(12, 13)
및 출구수 실(14, 15)의 위치를 복원하는
복원 부재(65, 66, 67, 68)를 설치함으로써,
수실과 배관 사이의 상대 변위를 억제함
으로써 내진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중공 형상을 이루고 증기의 유입구와 복수의 배출구가 형성되는 하우징과,상기
유입구 또는 상기 배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면과는 다른 면이 되는 상기 하우징의 수평
방향의 각 단부에 설치되는 입구수 실 및 출구수 실과,상기 하우징의 내부에서 상기 입구수
실과 상기 출구수 실을 연결하여 내부에 냉각 매체가 흐르는 다수의 전열관과,상기 입구수
실 및 상기 출구수 실에 각각 신축 조인트를 통해 연결되는 취수관 및 배수관과,상기 입구수
실 및 상기 출구수 실의 변위를 감쇠하는 감쇠 부재와,상기 입구수 실 및 상기 출구수 실의
위치를 복원하는 복원 부재를 갖고, 상기 하우징과 상기 취수관 및 상기 배수관은 설치면에
지지되고, 상기 설치면에 미리 설정된 소정의 강성을 갖는 지지 구조물이 기립 설치되고,
상기 감쇠 부재와 상기 복원 부재는 상기 입구수 실과 상기 지지 구조물 사이에 개재
장착됨과 함께, 상기 출구수 실과 상기 지지 구조물 사이에 개재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기.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18884 (2018.11.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증기터빈에서 사용한 증기를 냉각수와의 열교환에 의해 냉각응축해 물로 되돌리는
복수기에 관한 것이다. 유입구 및 배출구에 지지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지구조물과 복수기의
사이에 댐퍼 및 스프링을 설치해 수실과 배관 사이의 상대적인 변위를 억제해 내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종래 신축관을 사용하여 내진성 갖도록 하는 것을 개량
발전시킨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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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급수 방법, 이 방법을 실행하는 급수 계통, 급수 계통을 구비하는 증기 발생 설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00374 (2016.07.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 및 증기 터빈을 포함하는
복합사이클 플랜트에 있어서, 가스 터빈의
배기가스에 의해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 발생
설비의 급수 계통 및 급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제1 급수가 흐르는 제1 급수 라인과, 상기 제1 급수보다 압력이 낮은 제2 급수가
흐르는 제2 급수 라인과, 상기 제1 급수를 가열하는 제1 가열기와, 상기 제1 가열기에서
가열된 상기 제1 급수인 제1 가열 급수를 상기 제2 급수 라인에 인도하는 제1 급수 도입
라인과, 상기 제1 급수 도입 라인 중에 설치되고 상기 제1 가열 급수와 매체를 열교환시켜
상기 제1 가열 급수를 냉각하는 한편, 상기 매체를 가열하는 매체 열교환기와, 상기 제1
급수 도입 라인 중에서 상기 매체 열교환기보다도 상기 제2 급수 라인 측의 위치에 상기
제1 가열 급수보다 온도가 낮은 냉각수를 주입하는 냉각수 주입 라인을 구비하는 급수 계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84438(2019.05.2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 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의 배기가스에 의해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 발생 설비로부터의
급수를 이용하여 가스 터빈의 연료를 가열하고, 가스 터빈을 냉각하는 급수 계통 및 가스
터빈의 부하 변동과 관계없이 급수 계통의 플러싱을 방지하고, 급수 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급수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연료 예열기에서의 연료와 급수와의
열교환량이 급감하는 경우 급수가 급수 라인에서 감압되고 플러싱하여 라인에 접속된 기기
등을 손상시키는 것을 해결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며, 관련 출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청구범위는 제1 가열기(공기 냉각기)에서 가열된 제1 가열 급수가 매체 열교환기(연료
가열기)에서 냉각되어 제2 급수 라인에 인도되고, 제2 급수 라인에 냉각수 주입
라인으로부터 냉각수가 주입되도록 한정되어 있어, 냉각수 주입 라인으로부터 공급된
냉각수를 이용하여 급수의 플러싱을 방지하는 특징이 있는 점에서 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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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응축물 재순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6447 (2017.03.31.)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19616(2019.09.0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 폐열 증기 발생기 및 증기 터빈을
기술요약

포함하는 복합 사이클 터빈 플랜트에 있어서,
향상된 응축물 재순환 및 응축물 재순환을
위한 대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가스 터빈(2), 증기 터빈(3) 및 적어도 하나의 폐열 증기
발생기(4)를 갖는 복합 사이클 터빈 플랜트(1)이며, 폐열 증기 발생기(4)는 응축물
라인(6)이 그 내로 이어지는 적어도 하나의 응축물 예열기(5) 및 가스 터빈 폐가스(7)의
유동의 방향에서 응축물 예열기(5)의 상류측에 연결된 공급수 예열기(8)를 포함하고,
청구범위

공급수측에서 상기 공급수 예열기의 상류측에는 공급수 펌프(9)가 연결되어 있고 상기
공급수 예열기는 가스 터빈(2)용 연료 예열 유닛(10)과 연결되어 있는, 복합 사이클 터빈
플랜트(1)에 있어서, 냉각된 공급수를 위한 라인(11)이 연료 예열 유닛(10)으로부터 제트
펌프(13)의 펌프 매체 입구(12) 내로 이어지고, 상기 제트 펌프의 흡입 매체 입구(14)는
응축물 예열기(5)의 출구(15)에 연결되고 상기 제트 펌프의 출구(16)는 응축물 라인(6)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사이클 터빈 플랜트(1)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 건 등록특허는 응축물 온도가 폐가스 이슬점 미만으로 강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순환 펌프를 이용하는 것을 대신하여 제트 펌프를 구비하고, 폐열 증기 발생기의 공급수
예열기 내에서 가열된 공급수로 연료를 가열하여 냉각된 공급수를 응축물 예열기의
출구로부터 응축물을 흡인하기 위한 제트 펌프 내의 펌프 질량 유동으로서 사용하고,
공급수 및 응축물로부터 발생하는 혼합된 유동은 폐열 증기 발생기 내에 배열된 응축물
평

가

예열기 내로의 진입 전에 응축물 유동에 혼합시키는 플랜트 내의 응축물 재순환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응축물을 제트 펌프로 재순환시켜 종래의 재순환 펌프를 생략하거나
펌프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어 설비 크기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청구범위는 연료 예열 유닛(10)에서 냉각된 공급수를 제트 펌프(13)의 입구에 공급하고,
응축물 예열기(5)의 출구가 제트 펌프의 흡입구 매체 입구(14)와 연결되도록 한정되어 있어,
응축물을 제트 펌프로 재순환시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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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및 가스 터빈의 운전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9528 (2009.04.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회전축인 로터의 중심축을 따라 상기 중심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하는 회전 부재에
설치되는 동시에 냉각용 공기가 상기 로터의
회전축을 따르는 방향으로 유동하는 축 방향
통로와, 상기 회전 부재에 상기 로터의
중심으로부터 외측을 향해 설치됨으로써
상기 냉각용 공기를 압축하는 동시에, 한쪽
단부가 상기 축 방향 통로에 연통되고, 다른
쪽 단부가 상기 회전 부재의 외부에 연통되고,
상기 회전 부재의 주위 방향을 향하여 복수개
설치되는 통로인 직경 방향 통로와, 공기량
조정 수단을 구비하고, 한쪽 단부가 공기를
도입하는 공기 공급원에 연통되고, 다른 쪽
단부가 상기 직경 방향 통로에 연통되어 상기
냉각용 공기가 도입되는 외부 통로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축인 로터의 통 내에 상기 로터의 중심축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상기
중심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하는 회전 부재와 함께 상기 로터에 설치되고, 냉각용
공기가 상기 로터의 중심축을 따르는 방향으로 유동하는 축 방향 통로와, 상기 축방향
통로에 직결하고, 그 시점이, 상기 축방향 통로의 상기 냉각용 공기가 유동하는 하류측
말단의 상기 로터 중심축 근방에 배치되고, 상기 회전 부재에 상기 로터의 중심으로부터
외측을 향하여 설치됨으로써 상기 냉각용 공기를 압축하는 동시에, 한쪽 단부가 상기 축
방향 통로에 연통되고, 다른 쪽 단부가 상기 회전 부재의 외부의 후방단의 터빈 동익에
연통되고, 상기 회전 부재의 주위 직경방향의 외측을 향하여 방사선 형상으로 복수개
설치된 구멍 형상의 통로인 직경 방향 통로와, 공기량 조정 수단을 구비하고, 한쪽 단부가
공기를 도입하는 공기 공급원에 연통되고, 다른 쪽 단부가 배기실측의 상기 로터의 축
단부측으로부터 상기 축 방향 통로에 연통되어 상기 냉각용 공기가 도입되는 외부 통로를
구비하고, 상기 직경 방향 통로는 상기 축 방향 통로에 연통하는 제1 직경 방향 통로와,
터빈 동익의 냉각 통로에 연통하는 제2 직경 방향 통로와, 상기 제1 직경 방향 통로와 상기
제2 직경 방향 통로의 사이에 배치되고, 일단이 상기 제1 직경 방향 통로에 연통되고,
타단이 상기 제2 직경 방향 통로에 연통되는 캐비티로 이루어져 형성되고, 상기 제1 직경
방향 통로와 상기 제2 직경 방향 통로는 상기 제1 및 제2 직경방향 통로의 중심축이 상기
로터의 축방향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370731 (2014.02.2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의 부하에 따른 냉각 공기의 공기 공급원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운전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공기를 채용할 수 있고, 가스 터빈 전체의 열효율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축방향 통로에 상당하는
공급 경로는 최종 단부 근방에서 직경 방향으로 넓어지는 공간(캐비티)를 형성하고, 최종단
디스크에 접속하는 구조이며, 직경 방향 통로에 상당하는 냉각 통로는 로터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직경 방향 외측의 디스크 중간으로부터 직경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통로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외부 통로의 다른 쪽 단부가
배기실측의 로터의 축단부 측으로부터 축방향 통로에 연통되어 냉각용 공기가 도입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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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및 그 운전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9528 (2009.04.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 기동시에 있어서의 ACC 시스템의
신속한 운전 제어에 의해 가스 터빈 기동의
고속화를 달성할 수 있고, 터빈 정지계 부품의
냉각 효율을 향상시키고, 가스 터빈 정지시에
있어서, 캣 백 방지에 필요한 운전 조작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공한다.
압축기 (11) 의 토출측으로부터 분기된 분기
유로 (42) 에 접속되고, 공기를 도입하여
승압하는 압축기 (11) 로부터 독립된 운전이
가능한 승압 장치 (40) 와, 승압 장치 (40) 로
승압된 압축 공기를 터빈 (13) 의 정지계 부품
내에 형성된 터빈 냉각 매체 유로 (50) 에
유도하는 온도 조정 매체 공급 유로 공급 유로
(43) 와, 터빈 냉각 매체 유로 (50) 를 통과한
압축 공기를 압축기 (11) 의 토출측에 유도하여
합류시키는 온도 조정 매체 복귀 유로 (44) 를
구비하고, 가스 터빈 기동시 및 그 기동 직전
준비로서 승압 장치 (40) 를 운전하고, 터빈
냉각 매체 유로 (50) 내에 압축 공기를 흐르게
하여 승온· 냉각시킨다. 가스 터빈 정지시에는
승압 장치 (40) 를 운전하고, 터빈 (13) 내에
잔류하는 고온 가스를 배출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8) 압축기로 압축된 압축 공기에 연소기로 연료를 공급하여 연소시키고, 발생한 연소
가스를 터빈에 공급함으로써 회전 동력을 얻도록 구성되어 있음과 함께, 액티브 클리어런스
컨트롤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상기 압축기의 토출측 유로로부터
분기되는 분기 유로에 접속되고, 온도 조정 매체를 도입하여 승압하는 상기 압축기로부터
독립된 운전이 가능한 승압 수단과, 그 승압 수단으로 승압된 승압 온도 조정 매체를 상기
터빈의 정지계 부품 내에 형성되어 있는 터빈 냉각 매체 유로에 유도하는 온도 조정 매체 공급
유로와, 상기 터빈 냉각 매체 유로를 통과한 상기 승압 온도 조정 매체를 상기 토출측 유로에
유도하여 합류시키는 온도 조정 매체 복귀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승압 수단을 운전하고, 가스
터빈 정격 운전시에는, 상기 터빈 냉각 매체 유로 내에 상기 승압 온도 조정 매체를 흐르게 하여
냉각시키며, 상기 터빈의 터빈 차실 내에는 복수의 정익과 동익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터빈 차실에는 상기 동익의 외주측을 둘러싸는 날개 고리가 장착되어 있고, 상기 승압 온도 조정
매체는, 상기 터빈의 날개 고리 내에 유도되는 가스 터빈.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370731 (2014.02.2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 기동 시에 있어서의 ACC 시스템의 신속한 운전 제어를 실시하고,
가스 터빈 기동의 고속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터빈의 터빈 차실 내에는 복수의 정익과 동익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으며, 터빈 차실에는 동익의
외주측을 둘러싸는 날개 고리가 장착되어 있고, 승압 온도 조정 매체는 터빈의 날개 고리 내에
유도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승압 온도 조정 매체가 터빈 냉각 매체
유로로 유도된 후, 승압 온도 조정 매체는 터빈의 날개 고리 내에 유도되어 냉각이 수행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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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및 가스 터빈의 차실 개방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19075 (2009.01.2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1)은 연료를 연소시키는 연소기(39)에
의해 발생시킨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하는
로터(50)와, 복수로 분할된 복수의 케이싱
부재가 연결됨으로써 구성되어 로터(50)를
내부에 수용하는 동시에, 복수의 케이싱 부재
중 제2 상부 케이싱 부재(62U)와 제2 상부
케이싱 부재(62U)와는 별도의 제3 상부
케이싱 부재(63U)를 내부로부터 연결하는
제2 상부측 제2 종내측 플랜지(62Uhbi) 및
제3 상부측 제1 종내측 플랜지(63Uhai)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케이싱(60)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1) 연료를 연소시키는 연소기에 의해 발생시킨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체와,복수로 분할된 복수의 케이싱 부재가 연결됨으로써 구성되어 상기 회전체를
내부에 수용하는 동시에, 상기 복수의 케이싱 부재 중 제1 케이싱 부재와 상기 제1 케이싱
부재와는 별도의 제2 케이싱 부재를 상기 내부에서 연결하는 내측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케이싱을 구비하고,상기 케이싱은 상기 회전체의 회전축에 직교하는 면에 의해
분할되고, 상기 내측 연결부는 상기 회전축에 직교하는 면에 의해 분할된 분할 부분에
설치되고상기 내측 연결부는,상기 회전체의 회전축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출되어 상기 제1
케이싱 부재에 형성되는 제1 내측 연결부와,상기 회전체의 회전축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출되어 상기 제2 케이싱 부재에 형성되는 제2 내측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상기 제1
내측 연결부와 상기 제2 내측 연결부는 연결 부재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냉각

중요도 상□

평

가

□ 지멘스

□ 연소

중☑ 하□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190941 (2012.10.08.)
☑ 세부 구성

청구범위 대□

□ 융합기술

중□ 소☑

연소부 차실부는 비교적 고압의 유체가 존재하는 차실이고, 그에 따라 케이싱 분할부분에
설치되는 플랜지가 대형화되어 케이싱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로
분할된 케이싱 부재를 포함하고, 제1케이싱부재와 제2케이싱부재를 내부에서 연결하는
내측연결부를 포함하며, 내측연결부의 세부구성들을 부가 한정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외부에 형성되는 외측 연결부가 축소되어도 케이싱 내부 유체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확보되어 전체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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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설비 및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07954 (2009.12.18.)

기술분야

□ 제어

□ 지멘스

□ 냉각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332101 (2013.11.1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원유 또는 중유를 가스 터빈의 연료로 하여
발전을 행하는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설비이며, 탑 내에서 상기 원유 또는
중유의 비점을 내리는 환경 하로 하여, 이들
기술요약

원유 또는 중유로부터 경질 유분을 증류하여
추출하는 감압 증류탑(51)에는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에서 발생한 저압 증기 및
중압 증기에 의해 증류 재료를 가열하는
가열기(60ㆍ63)가 구비되어 있다.

(청구항1) 가스 터빈의 구동에 의해 발전을 행하는 가스 터빈부와 상기 가스 터빈으로부터의
배기 가스를 열원으로 하여 발생시키는 저압 증기 및 중압 증기에 의해 증기 터빈을
구동하여 발전을 행하는 다단식 배열 회수부를 갖는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과, 상기
청구범위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에 대하여 원유 또는 중유로부터 분리한 경질 유분을 연료로
공급하는 가스 터빈 연료 제조 설비를 갖는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설비이며,상기
가스 터빈 연료 제조 설비는 상기 원유 또는 중유로부터 경질 유분을 증류하는 증류탑을
갖고,상기 증류탑에는 상기 저압 증기 및 상기 중압 증기에 의해 상기 원유 또는 중유를
가열하는 가열기가 구비되어 있는,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설비.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원유를 경질과 중질유로 분리하여 경질유를 가스터빈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터빈
연료제조설비를 설치한 가스터빈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설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발전
평

가

설비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터빈 배기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저압 및
중압증기에 의해 증기 터빈을 구동하고, 원류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가지며, 증류탑에 저압
및 중압 증기를 가열하는 가열기를 구비한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배열회수 및
열교환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복합 사이클에서의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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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10926 (2010.11.1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가스 터빈(1)은, 냉각 공기를 사용하여
터빈을 냉각시키는 터빈 냉각 구조(6)와,
터빈의 상류측에서 냉각 공기를 제진
처리하는 필터(62)를 구비한다. 또한, 가스
터빈은 필터에 냉각 공기를 공급하는 공급
배관(631 내지 634)과, 이 공급 배관으로부터
필터보다도 상류에서 분기된 분기 배관(635)과,
냉각 공기에 있어서의 먼지의 유통량을 산출
혹은 추정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이 가스
터빈에서는, 터빈 기동 시에, 공급 배관을
폐지하고 분기 배관을 개방한다. 그리고 냉각
공기에 있어서의 먼지의 유통량이 소정의
임계값 이하로 되었을 때에, 공급 배관을
개방하고 분기 배관을 폐지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냉각 공기를 사용하여 터빈을 냉각시키는 터빈 냉각 구조와, 상기 터빈의
상류측에서 상기 냉각 공기를 제진 처리하는 필터를 구비하는 가스 터빈이며, 상기 필터에
상기 냉각 공기를 공급하는 공급 배관(632)과, 상기 공급 배관으로부터 상기 필터보다도
상류에서 분기된 분기 배관(635)과, 상기 냉각 공기에 있어서의 먼지의 유통량을 산출 혹은
추정하는 수단과, 상기 필터의 블리드부로부터 상기 터빈의 냉각 통로에 더스트가 적은
공기를 공급하는 제1 공급 배관(633)과, 상기 필터의 출구부로부터 상기 가스 터빈의
차실에 더스트가 많은 공기를 환원하는 제2 공급 배관(634)을 구비하고, 또한 터빈 기동
시에, 상기 공급 배관을 폐지하고 상기 분기 배관을 개방하는 동시에, 상기 냉각 공기에
있어서의 먼지의 유통량이 소정의 임계값 이하로 되었을 때에, 상기 공급 배관을 개방하고
상기 분기 배관을 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344994 (2013.12.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냉각 공기 배관의 허용 압력 손실에 의해 집진 성능이 제약되는 필터에,
과잉의 먼지를 포함하는 냉각 공기가 필터에 공급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필터의 제진
처리 성능을 확보하여 터빈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스 터빈은 공급 배관으로부터 필터보다도 상류에서 분기된 분기 배관을
포함하고, 터빈 기동 시에는 필터에 냉각 공기를 공급하는 공급 배관을 폐지하고 분기
배관을 개방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과잉의 먼지가 포함되는 터빈
기동 시의 냉각 공기는 분기 배관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고 필터로의 공급은 방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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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발전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02580 (2011.06.06.)

기술분야

□ 제어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373498 (2014.03.0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연료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터빈(11)과,
연료 가스 압축기(12)에 의해 가압되어
재순환되는 연료 가스를, 냉각수로 냉각하는
연료 가스 냉각기(13)와, 상기 연료 가스
압축기(12)로 인도되는 연료 가스로부터 불순물을
기술요약

분리·제거하는 집진 장치(25)를 구비한 발전
플랜트(10)로서, 상기 집진 장치(25)로 인도되는
연료 가스를, 상기 연료 가스 압축기(12)의
로터에 반스러스트력을 발생시키는데 이용된
연료 가스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가열 수단(51)이
마련되어 있다.

(청구항 1) 연료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터빈과, 연료 가스 압축기에 의해 가압되어
재순환되는 연료 가스를, 냉각수로 냉각하는 연료 가스 냉각기와, 상기 연료 가스 압축기로
청구범위

인도되는 연료 가스로부터 불순물을 분리·제거하는 집진 장치를 구비한 발전 플랜트에
있어서, 상기 집진 장치로 인도되는 연료 가스를, 상기 연료 가스 압축기의 로터에
반스러스트력을 발생시키는데 이용된 연료 가스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가열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발전 플랜트.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일없이, 집진 장치로 인도되는 연료
가스를 승온(가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집진 장치로
평

가

인도되는 연료 가스를 연료 가스 압축기의 로터에 반스러스트력을 발생시키는데 이용된
연료 가스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가열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연료 가스 압축기의 로터에 반스러스트력을 발생시키는데 이용된 연료 가스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가열 수단을 구비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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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발전소 및 발전소의 작동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3118 (2011.07.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수증기 사이클을 갖는 발전소(PP)는 증기
터빈들(7-10)로부터 추출된 증기와 열교환
함으로써 예열을 위해 직렬로 배열된 6개의
예열기들(21-26)을 포함한다. 증기 추출 라인들
(23'-26')은 추출 증기 유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신속-작동 밸브들(23"-26")을 구비하고, 그에
의해서 터빈들을 통하여 유동하는 추가의 증기
유동은 10초의 단시간 내에 10%까지 큰 부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석탄-화력 발전소(PP)의
경우에, 발전소 (PP)는 보일러(1)로의 석탄 공급
비율 및 발화 비율의 신속한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분쇄 석탄을 위한 공급 사일로(45)를 포함
한다. 이는 긴 시간 주기에 걸쳐 부하 증가가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화석연료 화력 발전소(PP)의 작동 방법으로서, 보일러(1); 저압증기 터빈
스테이지들(8, 9, 10), 중간압 증기 터빈 스테이지(7) 및 고압 증기 터빈 스테이지(6); 2개의
중간압 예열기들(25, 26) 및 상기 중간압 예열기들 앞에 배열된 2개의 저압 예열기들(23,
24)로서, 상기 저압 및 중간압 증기 터빈 스테이지들(7, 8, 9, 10)로부터 상기 2개의 중간압
예열기들(25, 26)과 상기 2개의 저압 예열기들(23, 24)로 유도되는 적어도 4개의 증기 추출
라인들(23', 24', 25', 26')에 의해 응축물을 예열하기 위한, 상기 2개의 중간압 예열기들(25, 26)
및 상기 2개의 저압 예열기들(23, 24); 상기 4개의 증기 추출 라인들(23', 24', 25', 26')의 각각에
배열된 신속-작동 밸브(23", 24", 25", 26");
상기 중간압 예열기들 다음에 배열된
공급수 탱크(30); 및 상기 중간압 증기 터빈 스테이지(7) 및 상기 고압 증기 터빈 스테이지(6)
중 하나 또는 양자로부터의 추출 증기로 예열되는, 상기 공급수 탱크(30) 다음에 직렬로 배열된
2개의 고압 공급수 예열기들(31, 32);을 포함하는 수증기 사이클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보일러(1)에서 연소를 위해 준비되되 제분 및 분쇄된 석탄을 보유하도록 분쇄된 석탄(45)을 위한
공급 컨테이너와, 정상 안정 작동 중에 상기 공급 컨테이너로부터 일정한 속도(rate)로 상기
보일러(1)에 분쇄된 석탄을 공급하는 공급 디바이스(46)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석탄 제분
설비(40)를 제공하는 단계, 정상 안정 작동 중에 상기 공급 컨테이너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상기
보일러(1)에 분쇄된 석탄을 공급하는 상기 공급 디바이스(46)를 사용하는 단계, 상기
발전소(PP)가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리드에서 주파수 변화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주파수
변화를 검출하는 단계 이후, 상기 저압 및 중간압 증기 터빈 스테이지들(7, 8, 9, 10)에서의 추출
지점들로부터 상기 2개의 저압 예열기들(23, 24) 및 2개의 중간압 예열기들(25, 26)로 유도되는
상기 적어도 4개의 증기 추출 라인들(23', 24', 25', 26')에 있는 신속-작동 밸브들(23", 24", 25",
26")을 폐쇄함으로써 응축물 정지 공정을 작동시키는 단계, 및 동시에, 상기 공급 디바이스를
조절함으로써 정상 안정 상태 중에서보다 높은 속도(rate)로 버퍼 사일로(silo)(45)로부터 상기
보일러로 분쇄된 석탄을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2개의 고압 공급수 예열기들(31, 32)로의 상기
추출 증기의 유동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석연료 화력 발전소(PP)의 작동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63529 (2015.10.2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증기터빈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장치에 있어서, 그리드(전력망)의 주파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동적 응답성능을 향상시킨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전력망과의
전력의 주파수 차이를 해결한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전기의 품질 준수에 대한
출원이 있고, 전력전자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므로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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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발전 플랜트 설비 및 그 운전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24843 (2011.08.0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발전 플랜트 설비 (1) 는, 증기
터빈 (7) 의 상류측의 과열 증기관 (30) 에
형성된 증기 유량 조정 밸브 (20) 를 구비하고
있다. 발전 플랜트 설비 (1) 의 제어부는, 증기
터빈 (7) 의 기동시에, 증기 유량 조정 밸브
(20) 를 폐지 상태로부터 개도를 증대시켜
증기 터빈 (7) 및 배열 회수 발전기 (10) 의
주파수를 상승시키고, 배열 회수 발전기 (10)
의 주파수가 계통 (40) 의 주파수에 도달한
후에, 배열 회수측 차단기 (26) 를 접속하여
계통 (40) 에 급전시킴과 함께 증기 유량
조정 밸브 (20) 의 개도를 거의 전체
열림으로 하고, 계통 (40) 의 주파수에
의존시켜 증기 터빈 (7) 을 동작시킨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디젤 기관과, 그 디젤 기관으로부터 얻은 구동력에 의해 발전됨과 함께 계통으로
전력 공급하는 주발전기와, 상기 디젤 기관으로부터 배출된 배기 가스로부터 배열을
회수하여 증기를 생성하는 증기 발생 장치와, 그 증기 발생 장치에 의해 생성된 증기에 의해
구동되는 증기 터빈과, 그 증기 터빈으로부터 얻은 구동력에 의해 발전됨과 함께 계통으로
전력 공급하는 유도식으로 된 배열 회수 발전기와, 그 배열 회수 발전기와 상기 계통 사이의
전력선에 배치된 배열 회수측 차단기와, 상기 증기 터빈의 상류측의 증기 유로에 형성된
증기 유량 조정 밸브와, 상기 배열 회수측 차단기 및 상기 증기 유량 조정 밸브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발전 플랜트 설비에 있어서, 상기 증기 터빈의 출력 용량은 상기 디젤
기관의 20 % 이하로 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증기 터빈의 기동시에, 상기 증기 유량 조정
밸브를 폐지 상태로부터 개도를 증대시켜 상기 증기 터빈 및 상기 배열 회수 발전기의
주파수를 상승시키고, 그 배열 회수 발전기의 주파수가 상기 계통의 주파수에 도달한 후에,
상기 배열 회수측 차단기를 접속하여 상기 계통에 급전시킴과 함께 상기 증기 유량 조정
밸브의 개도를 전체 열림으로 하고, 상기 유도식으로된 배열 회수 발전기에 접속된 상기
증기 터빈은 상기 증기 유량 조정 밸브의 개도가 전체 열림으로 된 상태에서 상기 계통의
주파수에 의존해 작동하는, 발전 플랜트 설비.

□ 냉각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03129 (2015.03.1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디젤 기관과 이의 폐열로 구동되는 증기 터빈의 2개의 발전기를 제어하여
계통의 주파수에 대응하도록 증기터빈의 출력은 디젤기관의 20% 이하로 한정한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증기 터빈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계통의 주파수에 대응하도록
구성하되, 그 출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에 특이점이 있고, 이는 터빈의 기술적 침해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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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발전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7083 (2012.01.16.)

기술분야

□ 제어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03294 (2015.03.3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11)과, 연료 가스 냉각기(13)와,
연료 가스 압축기(12)의 중간단으로부터
발출된 연료 가스를 연료 가스 냉각기(13)로
인도하는 추기 라인(24)을 구비한 발전
플랜트(10)에 있어서, 연료 가스 냉각기(13)의
바닥부에 저류되는 냉각수의 수위가 소정의
기술요약

위치까지 온 것을 검출하는 제 1 레벨
검출기(61)와, 제 1 레벨 검출기(61)로부터
전송된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가스 터빈
(11)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스프레이 노즐(44,
45)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펌프(53)를
정지시키는 지령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기가
마련되어 있다.
(청구항 1) 연료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터빈과, 연료 가스 압축기에서 가압되어
재순환되는 연료 가스를, 스프레이 노즐로부터 분무되는 냉각수로 냉각하는 연료 가스

청구범위

냉각기와, 상기 스프레이 노즐에 상기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배관을 구비한 발전
플랜트에 있어서, 상기 냉각수 배관은, 상기 스프레이 노즐을 통하지 않고, 상기 냉각수를
상기 연료 가스 냉각기의 내부로 되돌리는 바이패스관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바이패스관에는, 관로저항을 부여하는 오리피스(orifice)가 마련되어 있는 발전 플랜트.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료 가스 냉각기에 사용되는 냉각수가, 연료 가스 압축기에서 가압된
연료 가스를 연료 가스 냉각기로 인도하는 배관이나, 연료 가스 압축기의 중간단으로부터
연료 가스를 발출하여 연료 가스 냉각기로 인도하는 배관을 역류하여, 연료 가스 압축기나
평

가

가스 터빈에 유입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냉각수 배관은, 스프레이 노즐을 통하지 않고, 냉각수를 연료 가스 냉각기의
내부로 되돌리는 바이패스관을 구비하고 있고, 바이패스관에는, 관로저항을 부여하는
오리피스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바이패스관이
스프레이 노즐을 통하지 않고, 냉각수를 연료 가스 냉각기의 내부로 되돌리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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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발전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01475 (2012.01.1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11)과, 연료 가스 냉각기(13)와,
연료 가스 압축기(12)의 중간단으로부터
발출된 연료 가스를 연료 가스 냉각기(13)로
인도하는 추기 라인(24)을 구비한 발전
플랜트(10)에 있어서, 연료 가스 냉각기(13)의
바닥부에 저류되는 냉각수의 수위가 소정의
위치까지 온 것을 검출하는 제 1 레벨
검출기(61)와, 제 1 레벨 검출기(61)로부터
전송된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가스 터빈(11)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스프레이 노즐(44, 45)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펌프(53)를 정지
시키는 지령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기가
마련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연료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터빈과, 연료 가스 압축기에서 가압되어
재순환되는 연료 가스를, 스프레이 노즐로부터 분무되는 냉각수로 냉각하는 연료 가스
냉각기와, 상기 연료 가스 압축기의 중간단으로부터 발출된 연료 가스를 상기 연료 가스
냉각기로 인도하는 추기 라인을 구비한 발전 플랜트에 있어서, 상기 연료 가스 냉각기의
바닥부에 저류되는 상기 냉각수의 수위가 소정의 위치까지 온 것을 검출하는 제 1 레벨
검출기와, 상기 제 1 레벨 검출기로부터 전송된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가스 터빈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상기 스프레이 노즐에 상기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펌프를
정지시키는 지령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기가 마련되어 있는 발전 플랜트.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34119 (2014.08.1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료 가스 냉각기에 사용되는 냉각수가, 연료 가스 압축기에서 가압된
연료 가스를 연료 가스 냉각기로 인도하는 배관이나, 연료 가스 압축기의 중간단으로부터
연료 가스를 발출하여 연료 가스 냉각기로 인도하는 배관을 역류하여, 연료 가스 압축기나
가스 터빈에 유입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료 가스 냉각기의 바닥부에 저류되는 냉각수의 수위가 소정의 위치까지 온
것을 검출하는 제 1 레벨 검출기로부터 전송된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가스 터빈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스프레이 노즐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펌프를 정지시키는 지령
신호를 출력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냉각수의 수위가 소정의
위치까지 오면, 가스 터빈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스프레이 노즐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펌프를 정지시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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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발생기의 신속한 연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31764 (2012.03.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2개 이상의 증기 발생기(13) 및
하나의 증기 터빈(14)을 포함하는 발전소에서
제1 증기 발생기에 하나 이상의 추가 증기
발생기(13)를 연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증기 터빈(14)을 구동하기 위해 이용되는
유체가 복수의 증기 시스템(27, 31, 36)을
포함하는 유체 순환 회로 내에서 순환되며,
증기 시스템(27, 31, 36)은 개개의 증기
발생기(13)에 할당되고 차단 밸브(42, 43,
44, 45, 46, 47, 50, 51, 52)에 의해 서로
분리될 수 있으며, 적어도 제1 증기 발생기의
유체가 증기 터빈(14)에 제공되고, 하나
이상의 추가 증기 발생기(13)의 증기가 제1
증기 발생기의 증기와 거의 같은 증기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추가 증기
발생기(13)의 하나 이상의 제1 증기 시스템의
차단 밸브(45)가 개방됨에 따라 추가 증기
발생기 안으로 증기가 유입될 수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1) 2개 이상의 증기 발생기(13) 및 하나의 증기 터빈(14)을 포함하는 발전소에서 제1
증기 발생기에 하나 이상의 추가 증기 발생기(13)를 연결하는 방법이며, 증기 터빈(14)을
구동하기 위해 이용되는 유체가 복수의 증기 시스템(27, 31, 36)을 포함하는 유체 회로
내에서 순환되며, 증기 시스템(27, 31, 36)은 개개의 증기 발생기(13)와 연결되고 차단
밸브(42, 43, 44, 45, 46, 47, 50, 51, 52)에 의해 서로 분리될 수 있으며, 적어도 제1 증기
발생기의 유체가 증기 터빈(14)에 제공되는, 증기 발생기 연결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증기 발생기(13)의 증기가 제1 증기 발생기의 증기와 같은 증기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추가 증기 발생기(13)의 하나 이상의 제1 증기 시스템의 차단 밸브(45)가
개방됨에 따라, 상기 추가 증기 발생기 안으로 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발생기 연결 방법.

평

가

☑ 지멘스

□ 냉각

중요도 상□

□ ☑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11702 (2014.06.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발전 설비에서 제1증기발생기에 하나 이상의 증기발생기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터빈플랜트에
관한 것이다. 복수의 증기시스템을 포함하는 유체회로에서 개개의 증기발생기에 차단밸브를
구비하여 서로 분리 및 연결할 수 있어 제1증기발생기와 같은 온도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증기시스템 차단밸브를 개방하여 증기가 다른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복수의 증기발생기의 작동 순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큰 의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그 권리범위는 다소 넓은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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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액화 가스 처리 시스템, 이 제어 방법, 이것을 구비한 액화 가스 운반선 및 이것을
구비한 액화 가스 저장 설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7899 (2012.10.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관련된 액화 가스 처리 시스템은,
외기를 압축하는 압축 수단 (2) 과, 압축된
외기가 재킷 공기 및 연소용 공기로서 유도됨과
함께 저장조로부터 유도된 가스화한 액화
가스와 연소용 공기가 연소되는 화로 (3) 와,
화로 (3) 를 형성하는 화로벽 (4) 의 주위를
덮고 있어 재킷 공기가 유도되는 재킷부 (5)
를 갖는 가압형 연소수단 (6), 가압형 연소
수단 (6) 으로부터 도출되는 연소 가스와
열교환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고압측 증기
발생 수단 (7, 8), 고압측 증기 발생 수단 (7,
8) 에서 발생한 증기가 유도되는 증기 터빈
(9), 압축 수단 (2) 과 동일한 축 상에 형성
되어 고압측 증기 발생 수단 (7, 8) 으로부터
유도되는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가스
터빈 (12) 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외기를 압축하는 압축 수단과,
그 압축 수단에 의해 압축된 외기가 재킷 공기 및 연소용 공기로서 유도되고, 저장조로부터
유도된 가스화한 액화 가스와 상기 연소용 공기가 연소되는 화로와, 그 화로를 형성하는
화로벽의 주위를 덮고 있어 상기 재킷 공기가 유도되는 재킷부를 갖는 가압형 연소 수단과,
상기 화로의 입구에 형성되고, 상기 연소용 공기의 압력 및 상기 재킷 공기의 압력을
조정하는 개도 제어 밸브와,
그 가압형 연소 수단으로부터 도출되는 연소 가스와 열교환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고압측
증기 발생 수단과,
그 고압측 증기 발생 수단에서 발생한 상기 증기가 유도되는 증기 터빈과,
상기 압축 수단과 동일한 축 상에 형성되어, 상기 고압측 증기 발생 수단으로부터 유도되는
상기 연소 가스에 의해 회전하는 가스 터빈과,
상기 가스 터빈에 구동되는 전동·발전기를 구비하고,
상기 화로벽 내에 공급되는 상기 연소용 공기의 압력이, 상기 재킷 공기의 압력보다 작고,
상기 전동·발전기는, 상기 가스 터빈이 구동되었을 때에는 발전기가 되어 발전하고, 상기
액화 가스 처리 시스템을 기동시킬 때에는 역급전됨으로써 전동기가 되어, 상기 압축
수단을 회전 구동시키는 액화 가스 처리 시스템.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577551 (2015.12.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액화가스의 저장탱크에서 발생되는 보일오프가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연소를 통한 가스터빈과 연소가스의 열을 이용한 증기를 이용하여 증기 터빈을 설치하여
소형화 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보일오프 가스 처리를 위한 장치를 소형화 하여
중요도가 높은 편으로, 연소에 의한 것과 그에 따른 폐열을 이용한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한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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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발전 설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5868 (2013.02.0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압축기 단 및 터빈 단을 가지며
축에 의해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가스
터빈을 포함하는, 가스 발전 설비의 작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때 발전기는 전동기
로도 작동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이
방법은 축의 회전 작동을 위해 전동기로서
발전기의 작동을 필요로 하고 터빈 단으로부터
나오는 가열된 가스 흐름의 동시적인 배출 및
이 가스 흐름의 열 에너지를 열교환기 유체로
전달하기 위해 제1의 열교환기로의 이 가스
흐름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이 열교환기
유체는 축열 매체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직접 축열 매체로서 중간 저장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압축기 단(11)과 터빈 단(13)을 가지며 축(15)에 의해 발전기(14)와 연결되어
있는 가스 터빈(10)을 포함하는 가스 발전 설비(1)의 작동 방법이며, 이때 발전기(14)는
전동기로도 작동될 수 있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하기의 단계들, 즉 - 축(15)의
회전 작동을 위한 전동기로서의 발전기(14)의 작동 단계와, - 터빈 단(11)으로부터
유출되는 가스 흐름(16)의 동시적인 배출 단계와, - 열 에너지를 가스 흐름(16)으로부터
열교환기 유체(31)로 전달하기 위해 제1의 열교환기(30)에 가스 흐름(16)을 공급하는
단계와, - 축열기(50)에 열교환기 유체(31)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스 발전 설비의
작동 방법.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14621 (2015.04.16.)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기존의 발전 설비 기술을 이용해 공공의 송전망으로부터 전류를 적절한
형태의 저장가능한 에너지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축의 회전 작동을 위한 전동기로서의 발전기 작동 단계, 터빈 단으로부터
유출되는 가스 흐름의 동시적인 배출 단계, 열 에너지를 가스 흐름으로부터 열교환기
유체로 전달하기 위해 제1의 열교환기에 가스 흐름을 공급하는 단계, 축열기에 열교환기
유체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발전기가
전동기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경될 수 있어 발전을
위해 제공된 발전기는 열적으로 가열된 가스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전동기로 작동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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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소음 장치 및 이것을 구비하는 회전 기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9308 (2013.01.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소음 장치(1)는, 구멍부(23)는, 하나의 방향을
따라서 서로 간격을 갖고서 일렬 형상으로
배치되는 동시에 상기 일렬 형상을 이루는
구멍부(23)를 하나의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복수열 배치되고, 인접하는 열끼리에 있어서의
구멍부(23)의 위치는 하나의 방향으로 위치를
엇갈려서 지그재그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소음 다공판(21)에 있어서의 적어도 대향하는
2변측에 있어서의 일렬 형상을 이루는 외측
가장자리 구멍부 열(26X, 26Y)의 구멍부(23)의
배치 간격(25B)은 외측 가장자리 구멍부
열(26X, 26Y)의 내측의 열의 구멍부(23)의
배치 간격(25A)보다도 크게 설정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유체가 흐르는 덕트내에 상기 유체 유로의 방향에 직교해서 마련되어 사방
프레임 형상으로 조립된 프레임 부재와, 상기 프레임 부재에 외측 가장자리부가 고정되는
동시에 직사각형 형상의 판 부재에 복수의 구멍부가 형성된 소음 다공판을 구비하는 소음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멍부는, 하나의 방향을 따라서 서로 간격을 갖고서 일렬 형상으로 복수 배치되는
동시에 상기 일렬 형상을 이루는 복수의 상기 구멍부를 상기 하나의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복수열 배치되고, 인접하는 열끼리에 있어서의 상기 구멍부의 위치는 상기 하나의
방향으로 위치를 엇갈려서 지그재그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기 소음 다공판에 있어서의 적어도 대향하는 2변측에 있어서의 일렬 형상을 이루는 외측
가장자리 구멍부 열의 상기 구멍부의 배치 간격은 상기 외측 가장자리 구멍부 열의 내측의
열의 상기 구멍부의 배치 간격보다도 크게 설정되어 있는
소음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98734 (2016.02.2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의 배기 덕트의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공판을 설치하되,
가장자리부의 구멍 간격은 내부의 구멍간격보다 크게 한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구멍 배치를 조절하여 소음을 감소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도록 한 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청구범위는 구멍의 배치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배치를 조절하여 회피 설계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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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용 소음기 및 이 소음기를 구비한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3464 (2014.02.1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IGCC 플랜트는 산화제를 이용하여 석탄을
가스화시키는 석탄 가스화 로, 및 석탄
가스화 로에 의해서 생성된 가스를 가스 정제
설비에서 정제해서 얻어지는 연료 가스를
연소시킨 연소 가스에 의해서 구동하는 가스
터빈, 및 가스 터빈의 공기 압축기로부터
추출한 공기 또는 해당 공기로부터 분리되는
산소를 석탄 가스화 로의 산화제로서 공급하는
산화제 공급로를 구비한다. IGCC 플랜트의
제어 장치(50)는 석탄 가스화 로의 운전
상태량의 변동 또는 IGCC 플랜트의 부하의
변동에 따라, 탄소의 이론 연소 공기량에
대해 석탄 가스화 로에 공급되는 공기량의
비인 공기비가 미리 정해진 설정값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고, 석탄 가스화 로에
공급하는 산화제량을 소정의 상한값 내로
제어한다. 이것에 의해, IGCC 플랜트는
산화제의 공급 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일없이, 또한 플랜트 전체의 제어를 신속히
안정될 수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의 공기 주입구와 압축기 간에 설치된 가스 터빈용 소음기로서, 상기
공기 주입구로부터 상기 압축기를 향하는 유체의 흐름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소정
간격으로 병설된 평판상의 여러 개의 분할형 소음기 패널을 갖고, 상기 분할형 소음기
패널은 평판 면적이 가장 큰 면이 상기 유체의 흐름에 따른 방향으로 배치되고, 또한 상기
유체의 흐름 방향에 있어서 상류측에 배치된 상류측 소음기 패널과, 해당 상류측 소음기
패널의 하류측에 배치되고, 해당 상류측 소음기 패널과 연결한 하류측 소음기 패널을 갖고,
상기 상류측 소음기 패널 및 상기 하류측 소음기 패널 중 일방의 소음기 패널은 타방의
소음기 패널과 대향하는 측에 개구한 개구부가 형성되고, 상기 타방의 소음기 패널은 상기
개구부 내에 감합하는 감합부가 형성되고, 상기 타방의 소음기 패널의 상기 감합부가 상기
일방의 소음기 패널의 상기 개구부 내에 감합함으로써 상기 상류측 소음기 패널과 상기
하류측 소음기 패널을 연결하고, 상기 분할형 소음기 패널은, 내부가 공동인 상자
형상으로서, 상기 유체가 접하는 측면에 여러 개의 미세공이 형성되며, 상기 공동에
흡음재가 충전되고, 상기 감합부는 상기 흡음재가 충전되지 않은 공동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용 소음기.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23323 (2017.03.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상류측 소음기 패널과 하류측 소음기 패널 간에 틈새가 생기는 것을
회피하고, 이차적인 소음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을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상류측
소음기 패널 및 하류측 소음기 패널 중 일방의 소음기 패널에는 타방의 소음기 패널과
대향하는 측에 개구부를 형성하고, 타방의 소음기 패널에는 그 개구부 내에 감합하는
감합부를 형성하되, 감합부는 흡음재가 충전되지 않은 공동부를 갖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개구부와 흡음재가 충전되지 않은 공동부를 구비한 감합부 구성에 의해
소음발생을 억제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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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공기 추출의 사용을 통한 저 주파수 작동 동안의 가스 터빈 작동을 위한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0023880 (2014.02.2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발전기(60)의 회전 속도가 전력망(64)의 전기적
주파수에 동기되는 가스 터빈 장치(5)로서,
터빈(54), 압축기(50), 연소기(52), 공기 추출
경로(20) 및 공기 추출(20)의 양을 제어하는
수단(80)을 포함하는, 상기 가스 터빈 장치
(5)에서, 상기 가스 터빈 장치(5)에 의해
발생되는 출력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공기 추출(20)을 개시하는 단계와, 상기
전력망(64) 상의 저 주파수 상태 동안 공기
추출(20)의 양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출력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전기 급전망 상의 저 주파수 상태 동안 가스 터빈의 회전 속도가 상기 전기
급전망의 전기적 주파수에 동기되어 상기 전기 급전망에 연결된 전기 발전기를 구동하는
가스 터빈에 의해 발생되는 출력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스 터빈은, 연료가 연소되어 터빈을 구동하기 의한 고온 가스 경로를 제공함에 있어
공기를 연소기로 제공하는 압축기, 공기를 상기 가스 터빈으로 공급하는 상기 압축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공기용 추출 경로 및 상기 공기용 추출 경로의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압축기가 상기 공기를 연소기에 공급하도록 하는 가스 터빈 내의 공기용
유로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전기 급전망을 전기적으로 공급하는 전기 발전기에
회전하도록(rotatingly) 연결된 상기 터빈에 전력을 공급하는(powering) 단계, 상기 가스
터빈 내의 상기 공기용 유로로부터의 공기 추출을 개시하는 단계, 상기 전기 급전망 상의
저 주파수 상태 동안 감소된 주파수에서 상기 전기 급전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공기용 유로로부터의 공기 추출의 양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가스터빈으로부터의 출력
전력에서의 상기 압축기의 성능의 제한에 대한 마진을 유지하면서, 감소된 주파수에서의
상기 전기 급전망 요구에 따라 상기 압축기의 성능의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연소기로의 상기 연료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상기 가스 터빈으로부터의 상기 출력 전력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출력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

□ 냉각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지멘스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431420 (2014.08.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작동 주파수가 감소되어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터빈의 연료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전력망과의 전력의 주파수 차이를 해결한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전기의 품질 준수에 대한 출원이 있고, 전력전자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므로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섹션 E. 세부구성 • 259

발 명 의
명
칭

열교환기 및 열교환기를 구비한 가스 터빈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1817 (2014.02.17.)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85818 (2017.09.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의 열교환기는 동체와, 해당 동체의
내부에 배치되는 여러 개의 전열관(20)과,
해당 전열관(20)의 길이 방향을 향하여 간격을
두고 여러 개 배치되어, 해당 여러 개의 전열관
기술요약

(20)이 삽통되는 여러 개의 관삽통공(40)이
형성된 지지판(30)을 구비한다. 상기 여러
개의 지지판(30) 중, 상기 길이 방향으로
인접하는 두 개의 상기 지지판(30) 사이에,
한 개의 상기 전열관(20)에 대한 상기
관삽통공(40)의 형상이 서로 상이하다.

(청구항 1) 동체와,해당 동체의 내부에 배치되는 여러 개의 전열관과,해당 전열관의 길이
방향을 향하여 간격을 두고 여러 개 배치되어, 해당 여러 개의 전열관이 삽통되는 여러 개의
관삽통공(管揷通孔)이 형성된 지지판을 구비하고, 상기 여러 개의 지지판 중, 상기 길이
청구범위

방향으로 인접하는 두 개의 상기 지지판 사이에, 한 개의 상기 전열관에 대한 상기
관삽통공의 형상이 서로 상이하고,상기 여러 개의 전열관 다발의 외주 측에는, 각 전열관의
주위를 흐르는 관외 유체와 이들 여러 개의 전열관을 상기 동체의 내주면으로부터 격리하여
덮음과 동시에 상기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동체 내부에 배치되는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효율적 열교환을 위한 열교환기에 관한 것이다. 여러 개의 전열관 다발의 외주 측에 덕트가
평

가

형성되어 각 전열관의 주위를 흐르는 관외 유체와 이들 여러 개의 전열관을 동체의
내주면으로부터 격리하여 덮는 것에 의해 덕트 외부와 동체의 내주면 간에 존재하는 유체의
온도 상승이 억제되어 동체 자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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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용 연료의 예열 장치,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플랜트 및 가스
터빈용 연료의 예열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22495 (2014.03.12.)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695121 (2017.01.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의 연료 예열 장치(50)는 가스
터빈(10)의 고온 부품인 연소기(21)의 연소통에
대해서 냉각용으로서 증기를 공급하는 냉각
증기 라인(55)과 연소기(21)의 연소통을 통과한
기술요약

증기인 과열 증기(SS)가 통과하는 과열 증기
라인(57)과 과열 증기 라인(57)으로부터의
과열 증기(SS)를 공급 받아, 과열 증기(SS)와
연소기(21)에 공급되는 연료(F)를 열교환
시켜서, 연료(F)를 예열하는 예열기(51)를
구비하고 있다.

(청구항 2) 연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연소기 및 상기 연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터빈 중 어느 하나의 부품으로서 상기 연소 가스에 접하는 고온 부품에 대하여,
상기 고온 부품의 냉각용으로서 증기를 공급하는 냉각 증기 라인과, 상기 고온 부품을
청구범위

통과한 상기 증기인 과열 증기가 통과하는 과열 증기 라인과, 상기 과열 증기 라인으로부터
공급되는 상기 과열 증기와 상기 연소기에 공급되는 상기 연료를 열교환시키고, 상기
연료와의 열교환으로 상기 과열 증기를 응축시키는 한편, 상기 연료를 예열하는 예열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용 연료의 예열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 터빈 플랜트 전체에서의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스 터빈용 연료의
예열 장치를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소기의 냉각에 의해 과열된 과열
평

가

증기로 연료를 가열하고 있으므로, 연소기의 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연료를
가열할 때, 과열 증기가 응축되므로, 과열 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과열 증기 라인으로부터 공급되는 과열 증기와
연소기에 공급되는 연료를 열교환 시키고, 연료와의 열교환으로 과열 증기를 응축시키고,
연료를 예열하는 예열기를 구비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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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설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0084380 (2014.07.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가스 터빈(6), 증기 터빈(13)을 갖는
용수 증기 사이클 및 적어도 2개의 압력
레벨들을 갖는 열회수 증기 발전기(HRSG)(9),
및 상기 가스 터빈(6)의 연료를 예열하기 위한
연료 예열기(2)를 포함하는 조합형 순환
발전소(CCPP)에 관한 것이다. 상기 연료
예열기는 연료를 제 1 상승 온도로 예열하기
위한 제 1 열교환기(20)와, 연료 가스를 제 2
상승 온도로 추가로 예열하기 위한 제 2
열교환기(21)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열교환기는
최고 HRSG 압력 레벨 밑에 있는 상기 HRSG의
압력 레벨로부터 공급수 라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열교환기는 상기 HRSG(9)의 최고 압력
레벨을 갖는 상기 고압 공급수(36)에 연결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연료 예열기(2)를 갖는
CCPP의 작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6), 증기 터빈(13)과 열회수 증기 발전기(9)를 갖는 용수 증기 사이클 및
상기 가스 터빈(6)의 연료를 예열하기 위한 연료 예열기(2)를 포함하고, 상기 용수 증기 사이클은
저압 레벨, 중간압 레벨 및 고압 레벨을 포함하고, 연료 가스를 예열하기 위한 제 1
열교환기(20)는 저압 절약기(32)의 출구 또는 중간압 절약기(31)의 출구에 연결되는, 조합형
순환 발전소에 있어서, 상기 연료 예열기는 연료를 제 1 상승 온도로 예열하기 위한 제 1
열교환기(20)와, 연료 가스를 제 2 상승 온도로 추가로 예열하기 위한 제 2 열교환기(21)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열교환기는 공급수를 상기 제 1 열교환기(20) 안으로 공급하기 위해 열회수
증기 발전기의 최고 압력 레벨보다 작은 상기 열회수 증기 발전기의 압력 레벨로부터 공급수
라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열교환기는 고압 공급수를 상기 제 2 열교환기(21)로 공급하기 위해
상기 열회수 증기 발전기(9)의 최고 압력 레벨을 갖는 상기 고압 공급수(36)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열교환기(20)의 용수 출구가 저압 공급수를 갖는 공급수 라인(45) 또는 저압 공급 레벨을
갖는 드럼(29)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열교환기(21)로부터 방출되는 용수는 상기 제 1
열교환기(20)로부터 방출되는 용수가 복귀되는 압력 레벨보다 큰 압력 레벨에 복귀되고, 상기
제 2 열교환기(21)의 출구는 중간압 드럼(28)의 입구, 고압 절약기(30)의 입구, 또는 상기 고압
절약기(30)의 중간부 중 하나에 연결되거나; 또는 상기 조합형 순환 발전소는 상기 제 2
열교환기(21)의 용수 출구에 연결된 플래쉬 탱크(42)를 포함하고, 상기 플래쉬 탱크(42)의 용수
출구는 상기 용수 증기 사이클의 공급수 시스템에 연결되고, 상기 플래쉬 탱크(42)의 증기
출구는 플래쉬 증기 라인(46)을 통하여 상기 증기 터빈(13)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형 순환 발전소.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594323 (2016.02.0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스터빈과 증기발전기를 조합한 것으로 연료 예열기로 2개의 열교환기를
가지고, 하나는 증기 발전기의 최고 압력 보다 낮은 공급수 라인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고압
공급수를 공급하기 위해 증기 발전기의 최고 압력을 갖는 고압 공급수에 연결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료를 예열하여 복합반전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복합형 발전에서 연료를 예열함에 있어서 열교환기의 조합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예상되고, 그와 관련하여 용수의 압력에 따른 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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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계획 장치, 계획 방법 및 기록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1818 (2016.10.25.)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에 관한 계획 장치에 있어서, 잔여
수명 특정부는 터빈의 부품의 잔여 수명을
특정한다. 운용 계획 생성부는, 특정된 상기
잔여 수명에 기초하여, 소정의 타이밍에
있어서 상기 부품의 잔여 수명이 허용 오차값
이내로 되도록, 상기 부품을 상기 터빈에
조립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운용 계획을
생성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터빈에 조립가능한 복수의 부품의 잔여 수명을 특정하는 잔여 수명 특정부와,
상기 터빈의 점검 시기에, 특정된 상기 복수의 부품의 잔여 수명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부품 중에서 상기 잔여 수명이 차회의 점검 시기까지의 인터벌 미만으로 되는 부품을
특정하여, 특정한 상기 부품 중 상기 잔여 수명의 차이가 허용 오차값 이내로 되는 조합에
관한 부품을 상기 터빈에 조립하고, 특정한 상기 부품 중 상기 조합 이외의 부품을 창고에
격납하는 것을 나타내는 운용계획을 생성하는 운용계획 생성부를 구비하는 계획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40422 (2019.10.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특정 부품의 잔여수명에 기초해 차회 점검까지의 기간 미만이 되는 부품을 선택하고, 이들
중에서 잔여 수명 차이가 허용 오차 이내인 조합을 터빈에 조립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결국
다음 점검시까지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선택하고, 이들 중에서 잔여 수명의 차이가 오차
이내인 것을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다음 점검 시까지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을
교체하도록 하면(부품들간의 잔여수명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침해가 성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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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기실의 연결 구조 및 터빈의 지지 구조 그리고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18756 (2009.01.27.)

기술분야

□ 제어

□ 지멘스

□ 냉각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45084 (2013.03.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에 있어서, 배기 차실 (27) 과
배기실 (14) 을 열 신장을 흡수할 수 있는
배기실 서포트 (32) 에 의해 연결하고,
배기실 (14) 과 배기 덕트 (31) 를 열 신장을
흡수할 수 있는 배기 덕트 서포트 (33) 에
기술요약

의해 연결하고,

배기실 (14)

의 외부

둘레면에 단열재 (63) 를 장착하고, 배기실
서포트 (32) 및 배기 덕트 서포트 (33) 를
복수의 직사각 형상을 이루어 단열재 (63) 의
외측에 배치하고, 배기실의 연결부에 있어서의
열 응력을 저감시킴으로써 내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청구항 1) 원통 형상을 이루는 배기실과, 그 배기실에 대해 배기 가스의 유동 방향 상류측
또는 하류측에 배치되는 원통 형상을 이루는 연결 부재가, 열 신장을 흡수할 수 있는 서포트
부재에 의해 연결되는 배기실의 연결 구조에 있어서,
청구범위

상기 배기실의 외부 둘레면에 단열재가 장착되고,
상기 서포트 부재는, 직사각 형상으로 복수개 형성되어 상기 단열재의 외측에 배치되고,
일단부가 상기 배기실의 단부에 연결되는 한편, 타단부가 상기 연결 부재의 단부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기실의 연결 구조.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 구조물의 열변형에 대한 대응으로 배기실 둘레에 단열재를 배치하고
평

가

직사각형 형상의 서포트 부재를 구성한 것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열응력에 의한
부재의 손상,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지지 부재를 배치하고 적절히 냉각이 가능토록 한
것에서 의미가 있고, 지지구조의 변경을 통해 회피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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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10678 (2011.10.3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중심축 주위에 복수의 정익 부재(10)가
배열되고, 각 정익 부재(10)의 외주측에
형성된 외측 슈라우드(12)가 주위 방향으로
연속되어, 서로 결합된 회전 기계의 정익
유닛(9)이며, 상기 주위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복수의 정익 부재(10)의 외측 슈라우드
(12)에 대해 상기 중심축이 연장되는 주축
방향의 일측으로부터 접촉하는 제1 밴드
부재(20)와, 상기 주위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복수의 정익 부재(10)의 외측 슈라우드
(12)에 대해 상기 주축방향의 타측으로부터
접촉하는 제2 밴드 부재(30)와, 제1 밴드
부재(20)와 제2 밴드 부재(30)를 체결하여
복수의 정익 부재(10)의 외측 슈라우드(12)를
결합하는 체결 부재(40)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중심축 주위에 복수의 정익 부재가 배열되고, 상기 각 정익 부재의 외주측에
형성된 외측 슈라우드가 주위 방향으로 연속됨과 동시에 서로 결합된 회전 기계의 정익
유닛이며,
상기 주위 방향으로 연장됨과 동시에 상기 복수의 정익 부재의 외측 슈라우드에 대해 상기
중심축이 연장되는 주축방향의 일측으로부터 접촉하는 제1 밴드 부재와,
상기 주위 방향으로 연장됨과 동시에 상기 복수의 정익 부재의 외측 슈라우드에 대해 상기
주축방향의 타측으로부터 접촉하는 제2 밴드 부재와,
상기 외측 슈라우드를 상기 주축방향으로 관통해, 상기 제1 밴드 부재와 상기 제2 밴드
부재를 체결하여 상기 복수의 정익 부재의 외측 슈라우드를 결합하는 체결 부재를
구비하는, 회전 기계의 정익 유닛.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316295 (2013.10.0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정익 부재와 슈라우드를 용접에 의해 결합하게 되면 열변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익 부재의 외측 슈라우드의 원주 방향 양측에 밴드부재를 배치하여
체결부재를 통해 결합되도록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정익의 외주부의
양측면에 추가의 밴드부재를 설치하여 서로 체결하여 정밀한 정익을 구성한 것에 기슬적
특이점이 있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체결방향의 변경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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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동익 및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3-7002450 (2011.11.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열 응력이 큰 날개면이나 플랫폼의 외표면에
구멍 가공을 행하지 않고, 필랫부를 대류
냉각한 후의 냉각 공기를 필랫부 근방의 냉각
구멍으로부터 연소 가스중에 배출하지 않고,
날개체내의 냉각 공기로서 유효 이용할 수
있는 가스 터빈 동익의 냉각 구조를
제공한다. 플랫폼과, 사행되는 서펜타인 냉각
유로를 포함하는 냉각 유로를 구비한 날개체와,
상기 날개체와 상기 플랫폼의 이음면에
배치된 필랫부와, 상기 서펜타인 냉각 유로에
연통하는 냉각 유로를 구비한 기부로 형성되는
가스 터빈 동익이며, 상기 냉각 유로는, 상기
냉각 유로의 고압부로부터 분기하고, 상기
필랫부의 내측을 근접해서 통과하고, 상기
냉각 유로의 저압부에 접속하는 바이패스
유로를 구비하고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3) 플랫폼과,
사행되는 서펜타인 냉각 유로를 포함하는 냉각 유로를 구비한 날개체와,
상기 날개체와 상기 플랫폼의 이음면에 배치된 필랫부와,
상기 날개체의 냉각 유로에 연통하는 냉각 유로를 구비한 기부로 형성되는 가스 터빈
동익이며,
상기 냉각 유로는, 상기 냉각 유로의 고압부로부터 분기해서, 상기 필랫부를 따라 상기
필랫부의 내측에 배치되고, 상기 냉각 유로의 저압부에 접속하는 바이패스 유로를
구비하고,
상기 바이패스 유로는, 입구측이 상기 고압부의 상기 필랫부보다 직경방향의 내측에
배치되고, 출구측이 상기 저압부의 상기 필랫부보다 직경방향의 외측에 배치되어 있는,
가스 터빈 동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452652 (2014.10.1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동익의 열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익의 필랫부의 내측에 고압부에서
저압부로 유로를 형성한 바이패스 유로를 형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동익의
익근부에서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유로를 그 위치에 적절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청구범위는 고압유로와 저압유로의 냉각공기의 흐름 방향의
압력면이나 부압면에 바이패스 유로를 형성한 점에서 특징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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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차실의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 이것을 실행하는 퍼지 장치, 및 이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21144 (2012.11.0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이 가스 터빈의 차실의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에서는, 차실(10) 내에는, 버퍼 탱크(30)가
배치되어 있다. 이 버퍼 탱크(30)에는, 공기
압축기(21)로부터의 공기의 일부를 차실 내의
정체부(19)를 향해 정체부 교반용 공기(Ga2)
로서 분출하는 정체부 교반용 공기구(52)와,
차실 내의 상부 공간에 체류하는 기체를
교반하는 전체 교반용 공기(Ga1)를 분출하는
전체 교반용 공기구(51)가 형성되어 있다.
버퍼 탱크(30)에는, 전체 교반용 공기의 분출
속도를 정체부 교반용 공기의 분출 속도
보다도 낮게 하기 위해, 공기 압축기(21)
로부터의 공기의 저항이 되는 관통 구멍(53)이
형성되어 있는 구획벽(36)이 설치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의 정지시에, 가스 터빈의 차실 내에 공기를 분출하여, 상기 차실의
변형을 방지하는 퍼지 장치이며, 상기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원과, 상기 차실 내에서
기체의 흐름이 정체하는 정체부를 향해, 상기 공기의 일부를 정체부 교반용 공기로서
분출하는 정체부 교반용 공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정체부 교반용 공기 분출부와, 상기 차실
내에서 상기 정체부와 다른 부위를 향해, 상기 공기의 일부를 전체 교반용 공기로서
분출하여, 상기 차실 내의 상부 공간에 체류하는 기체를 교반하는 전체 교반용 공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전체 교반용 공기 분출부와, 상기 전체 교반용 공기구로부터의 상기 전체
교반용 공기의 분출 속도를 상기 정체부 교반용 공기구로부터의 상기 정체부 교반용 공기의
분출 속도보다도 낮게 하는 분출 속도 조절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593862 (2016.02.03.)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차실 내 전체를 충분히 교반함과 함께, 국소적인 과냉각을 방지하여,
차실의 변형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공기 공급원, 정체부 교반용 공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정체부 교반용 공기 분출부, 전체
교반용 공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전체 교반용 공기 분출부를 구비하여 전체 교반용
공기구로부터의 전체 교반용 공기의 분출 속도를 정체부 교반용 공기구로부터의 정체부
교반용 공기의 분출 속도보다도 낮게 하는 분출 속도 조절 수단을 갖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전체 교반용 공기구로부터의 전체 교반용 공기의 분출 속도를
정체부 교반용 공기구로부터의 정체부 교반용 공기의 분출 속도보다도 낮게 하는 분출 속도
조절 수단를 구비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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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소기의 미통,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가스 터빈, 및 미통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7004687 (2012.06.20.)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열적 환경이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도 견딜 수 있는 연소기의 미통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연소기의 미통(20)은,
통형상의 동체 본체(21)와, 동체 본체의
하류단에 접합되어서, 동체 본체와 협동해서
동체(B)를 이루는 통형상의 출구 동체(32)와,
출구 동체의 하류 단부로부터 출구 동체의
외주측을 향해서 연장되는 내측 플랜지(36)를
갖는다. 출구 동체(32)와 내측 플랜지(36)는
일체 성형물이다. 출구 동체(32)에는, 내측
플랜지의 상류측에 있어서 내측 플랜지를
따르는 위치에, 외주측으로부터 내주측으로
오목하고 또한 둘레방향으로 연장되는 홈(35)이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동체(B)의 축선(Ac)을
따르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홈에서 개구되어
있는 냉각 유체 통로(33)가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통형상으로 형성된 동체를 갖고, 상기 동체의 내주측을 고온의 연소 가스가 흘러서,
상기 연소 가스를 터빈으로 보내는 연소기의 미통에 있어서, 통형상의 동체 본체와, 상기 동체
본체의 하류단에 접합되어서, 상기 동체 본체와 협동해서 상기 동체를 이루는 통형상의 출구
동체와, 상기 출구 동체의 하류 단부로부터 상기 출구 동체의 외주측을 향해서 연장되는
플랜지를 갖고, 상기 출구 동체와 상기 플랜지는 일체 성형물이며, 상기 출구 동체에는, 상기
플랜지의 상류측에 있어서 상기 플랜지를 따르는 위치에, 외주측으로부터 내주측으로 오목하고
또한 둘레방향으로 연장되는 홈이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동체의 축선을 따르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홈에서 개구하는 것과 함께, 냉각용 유체를 상기 홈 내 및 플랜지의 표면상에
분출하는 냉각 유체 통로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홈은 상기 출구 동체의 외주면으로부터 상기
냉각 유체 통로의 상기 미통의 상기 축선 측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보다, 상기 출구 동체의
외주면으로부터 홈 바닥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도록 형성되고, 상기 냉각 유체 통로는, 냉각
유체를 하류 방향으로 운반하고, 또한 상기 홈의 개구와 상기 홈의 지름방향에서 가장 내측의
부분 사이의 지름방향에 있어서의 위치에서 상기 홈으로 개구하고 있는 연소기의 미통.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567266 (2015.11.0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가열적 환경이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의 사용에도 견딜 수 있는 연소기용
미통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출구 동체는 홈과 냉각 유체 통로를 구비하고,
홈은 출구 동체의 외주면으로부터 냉각 유체 통로의 미통의 축선 측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보다
출구 동체의 외주면으로부터 홈 바닥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지도록 형성되며, 냉각 유체 통로는
냉각 유체를 하류 방향으로 운반하고, 홈의 개구와 홈의 지름방향에서 가장 내측의 부분 사이의
지름 방향에 있어서의 위치에서 홈으로 개구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홈이 출구 동체의 내주측으로 깊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에 의해 냉각 유체 통로에서
홈 내로 분출된 냉각용 유체가 플랜지의 상류 단부면의 상하방향에 있어 넓은 범위 면적에
충돌할 수 있으므로, 열부하가 매우 높은 미통의 하류 단부에 대한 충돌 냉각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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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단차실형 증기 터빈 및 1축형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장치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0-2014-7020487 (2012.07.26.)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4424 (2016.07.25.)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고압 익렬의 성능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단차실형 증기 터빈 및 이것을 사용한 1축형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증기 터빈(3)은 고압 익렬(22)
및 저압 익렬(26)을 갖는 단차실형 증기
기술요약

터빈이며, 고압 익렬(22)이 수납되는 고중압실
(10)과, 저압 익렬(26)이 수납되는 저압실
(12)과, 고중압실(10) 및 저압실(12)을 연결함과
함께, 고중압실(10) 및 저압실(12)의 내부
공간(31)을 밀봉하는 신축 조인트(30)를 구비
한다.

(청구항 1) 적어도 고압 익렬 및 저압 익렬을 갖는 단차실형 증기 터빈이며,
상기 고압 익렬이 수납되는 고압실과,
상기 저압 익렬이 수납되는 저압실과,
청구범위

상기 고압실 및 상기 저압실을 연결함과 함께, 상기 고압실 및 상기 저압실의 내부 공간을
밀봉하는 신축 조인트와,
로터 축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단차실형 증기 터빈의 차실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위치
조절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차실형 증기 터빈.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폐열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압실과 저압실 사이에 열팽창의 차이에 의해
평

가

발생하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신축조인트와 위치 조절수단을 설치한 것에 특징이 있다.
블레이드의 간극을 줄이되, 열팽창에 따른 간극의 변화를 분석하여 구조물의 신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회피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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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2-7032483 (2012.05.2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열에 의한 로터 회전축의 축
어긋남을 방지하는 가스 터빈으로서, 스트랩
(23) 과, 외측 디퓨저 (24) 와, 내측 디퓨저
(25) 와, 스트랩 커버 (26) 와, 격벽 (28) 을
구비하는 가스 터빈에 있어서, 냉각 공기 (W)
의 유입 구멍 (31) 과, 차실벽 (21) 과 외측
디퓨저 (24) 의 사이에 형성되는 제 1 유로
(R1) 와, 스트랩 (23) 과 스트랩 커버 (26) 의
사이에 형성되는 제 2 유로 (R2) 와, 내측
디퓨저 (25) 와 격벽 (28) 의 사이에 형성되는
제 3 유로 (R3) 와, 내측 디퓨저 (25) 에
형성되는 유출 구멍 (51) 을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축선을 중심으로 한 원통 형상을 가지고 배기실의 외형을 형성하는 차실벽과,
상기 차실벽의 직경 방향 내측에 배치되어 로터의 베어링부를 지지하는 베어링 케이스와,
상기 베어링 케이스의 외주면 상에 둘레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 형성되고, 상기
차실벽과 상기 베어링 케이스를 연결하는 스트랩과, 상기 차실벽의 내주면을 따라 형성되는
외측 디퓨저와, 상기 베어링 케이스의 외주면을 따라 형성되는 내측 디퓨저와,
상기 외측 디퓨저와 상기 내측 디퓨저를 연결하고, 상기 스트랩을 외주측으로부터 덮는
스트랩 커버와, 상기 내측 디퓨저와 상기 베어링 케이스의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베어링
케이스를 외주측으로부터 덮는 격벽을 구비하는 가스 터빈으로서,
상기 차실벽에 형성되고 외부로부터 냉각 공기를 도입하는 유입 구멍과, 상기 차실벽과
상기 외측 디퓨저의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유입 구멍에 연통되어 상기 냉각 공기가
유통되는 제 1 유로와, 상기 스트랩과 상기 스트랩 커버의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제 1
유로에 연통되어 상기 냉각 공기가 유통되는 제 2 유로와,
상기 내측 디퓨저와 상기 격벽의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제 2 유로에 연통되어 상기 냉각
공기가 유통되는 제 3 유로와, 상기 제 2 유로와 상기 제 3 유로 중 적어도 일방에 형성되는
유량 조정 수단을 구비하는 가스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73856 (2013.06.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스트랩의 들 간의 열팽창 차이로 인해 로터 회전축의 어긋남을 해결하기
위해 차실벽, 내외 디퓨저, 제1, 2 3 유로를 형성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스트랩들 사이의 온도 변화를 줄여서 부품의 치수 변화를 줄이는 것 즉,
스트랩의 열신축량을 균일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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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동익의 보수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03215 (2009.02.09.)

기술분야

□ 제어

□ ☑

□ 지멘스

□ 냉각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199206 (2012.11.0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본 발명의 과제는 용접에 기인한 균열의
발생을 억제한 터빈 동익의 보수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로 인해, 터빈 동익
선단부의 핀의 손상을 보수하는 터빈 동익의
기술요약

보수 방법이며, 핀의 손상 부분를 덧살
용접하여(스텝 S2), 핀과 덧살 용접의 경계
영역을 피닝 처리(스텝 S4)한 후에 용체화
처리(스텝 S6)하여 터빈 동식의 핀의 손상을
보수하도록 하였다.

(청구항1) 터빈 동익 선단부의 핀의 손상을 보수하는 가스 터빈 동익의 보수 방법이며,상기
가스 터빈 동익은 알루미늄과 티탄을 함유하는 Ni기 초합금으로 제조되며,상기 핀의 손상
청구범위

부분을 덧살 용접하고, 상기 핀과 상기 덧살 용접의 경계 영역을 해머식 피닝 장치에 의해
피닝 처리한 후에 용체화 처리하고, 상기 경계 영역의 일부를 방전에 의한 가공으로
제거하는 제거 가공을 행하여 가스 터빈 동익의 핀의 손상을 보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동익의 보수 방법.

중요도 상□

평

가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발전용 가스터빈의 동익을 보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익의 재질을 한정하고, 덧살
용접, 피닝처리 후 용체화 처리, 강전 가공을 통한 제거가공을 통해 동익 핀 손상을
보수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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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 및 가스 터빈의 보수 점검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18755 (2009.01.08.)

기술분야

□ 제어

□ 지멘스

□ 냉각

□ 연소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207828 (2012.11.2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 (1) 은, 연료를 연소시킨 연소
가스의 에너지에 의해 로터 (10) 를 회전시켜
회전 에너지를 로터 (10) 로부터 취출하는
가스 터빈 본체 (100) 와, 가스 터빈 본체
(100) 에 장착되어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부에
기술요약

공기를 유도하는 입구 케이싱 (121) 과, 입구
케이싱

(121)

과

연결되어

대기로부터

받아들여진 공기를 가스 터빈 본체 (100) 에
유도하는 흡기실 (31) 과, 로터 (10) 가
이동될 때에 로터 (10) 가 통과 또는 존재하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여 흡기실 (31) 에
형성되는 절결부 (34) 를 구비한다.

(청구항1) 연료를 연소시킨 연소 가스의 에너지에 의해 회전체를 회전시켜 회전 에너지를
상기 회전체로부터 취출하는 가스 터빈 본체와,상기 가스 터빈 본체에 장착되어 공기를
청구범위

압축하는 압축부에 상기 공기를 유도하는 공기 흡입 부재와,상기 공기 흡입 부재를
개재하여 상기 공기를 상기 압축부에 유도하는 흡기실을 구비하고, 또한, 상기 흡기실은,
상기 흡기실의 벽면에 형성된 절결부와, 상기 절결부를 덮는 커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 보수점검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수 점검 시 가스터빈 본체가 매달아 올려지는
가스터빈에 관한 것이다. 에어덕트를 매달아 올리지 않고 가스터빈을 보수 점검하는 것을
평

가

목적으로 한다. 공기흡입부재에 개제하여 공기를 유도하는 흡기실을 구비하고 흡기실
벽면에 절결부 및 절결부를 덮는 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권리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술적 의의가 크지 않고 필요에 따라 충분히 회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72 • 2010-2019

가스터빈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록특허 기술집

발 명 의
명
칭

연소기 미통 안내 지그 및 가스 터빈의 연소기의 분리 방법, 그리고 장착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0-7020049 (2009.01.2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연소기 미통 안내 지그 (50) 는, 2 개의 궤조
(51, 52) 와, 고정 부재 (53) 와, 유지 부재
(54) 로 구성된다. 고정 부재 (53) 는, 궤조
(51, 52) 의 일단부에 형성되고, 또한 연소기
장착구 (28) 에 장착된다. 궤조 (51, 52) 는,
연소기 장착구 (28) 로부터 연소기 차실 (27)
의 내부 (27I) 를 향해 끼워 넣어지고, 고정
부재 (53) 에 의해 연소기 장착구 (28) 에
고정된다. 궤조 (51, 52) 는, 연소기 미통
(33) 에 형성되는 연소기 미통측 안내부 (40)
와 접촉하여, 연소기 미통 (33) 의 이동을
일방향으로 안내한다.

청구범위

(청구항1) 연료를 공기와 함께 연소시켜 연소 가스를 생성하는 노즐 블럭과, 상기 노즐
블럭과 가스 터빈의 터빈을 접속하여, 상기 연소 가스를 상기 터빈에 유도하는 연소기
미통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연소기를 상기 가스 터빈에 장착하거나, 또는 상기 가스
터빈으로부터 분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상기 가스 터빈의 연소기 차실에 형성되어 상기
연소기를 장착하는 연소기 장착구로부터 상기 연소기 차실의 내부를 향해 끼워 넣어지고,
또한 상기 연소기 미통의 외주부에 형성되는 연소기 미통측 안내부와 접촉하여 걸어
맞춰짐과 함께 이것을 사이에 끼우고, 상기 연소기 미통을 슬라이드시켜 안내하는
궤조와,상기 궤조의 일단부에 형성되고, 또한 상기 연소기 장착구에 장착되어, 상기 궤조를
상기 연소기 장착구에 고정시키는 고정 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 미통 안내 지그.

□ 냉각

중요도 상□

평

가

□ 지멘스

□ 연소

중□ 하☑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213525 (2012.12.12.)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 연소기를 가스터빈에 분리하거나 장착하는 지그에 관한 것이다. 연소기 차실에
형성되어 연소기 장착구로부터 연소기 차실 내부를 향해 끼워 넣어지고, 연소기 미통의
외주부에 형성되는 미통측 안내부와 접촉해 걸어 맞춰짐과 함께 미통을 슬라이드시켜
안내하는 궤조를 포함하는 세부구성들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지그의 세부 구조 및 형상을
부가 한정함으로써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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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회전 기계의 로터 접속용 지그 및 로터 접속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5-7001750 (2013.2.1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제 1 볼트 구멍 안에 배치되고 제 1 볼트
구멍에 끼워맞춤되는 끼워맞춤 기둥 형상부를
가지는 축 부재와, 제 2 볼트 구멍 안에
배치되고 제 2 볼트 구멍에 끼워맞춤되는
끼워맞춤 통 형상부를 가지는 슬리브를
구비하고, 축 부재는, 끼워맞춤 기둥 형상부의
단부에 형성되고 제 1 볼트 구멍으로부터 제
2 볼트 구멍을 향해 점차 직경 축소되는
테이퍼부를 더 구비하며, 슬리브에 있어서의
끼워맞춤 통 형상부에는, 슬리브의 축을
중심으로 제 2 볼트 구멍으로부터 제 1 볼트
구멍을 향해 점차 직경 확대되는 테이퍼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제 1 로터의 단부에 마련된 제 1 플랜지부와, 제 2 로터의 단부에 마련된 제 2
플랜지부를 맞대고, 상기 제 1 플랜지부에 형성된 제 1 볼트 구멍과 상기 제 2 플랜지부에
형성된 제 2 볼트 구멍에 볼트를 삽입 관통시켜 상기 제 1 로터와 상기 제 2 로터를 접속할
때에 사용하는 회전 기계의 로터 접속용 지그에 있어서,
상기 제 1 볼트 구멍 안에 배치되고 상기 제 1 볼트 구멍에 끼워맞춤되는 끼워맞춤 기둥
형상부를 가지는 축 부재와,
상기 제 2 볼트 구멍 안에 배치되고 상기 제 2 볼트 구멍에 끼워맞춤되는 끼워맞춤 통
형상부를 가지는 슬리브를 구비하고,
상기 슬리브에 있어서의 상기 끼워맞춤 통 형상부에는, 상기 슬리브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기 제 2 볼트 구멍으로부터 상기 제 1 볼트 구멍을 향해 점차 직경 확대되어 테이퍼부에
끼워맞춤 가능한 테이퍼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 슬리브의 상기 끼워맞춤 통 형상부의 축의 방향에 있어서의 치수(L5)와, 상기 볼트가
삽입 관통되는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제 2 플랜지부의 폭 치수(L2)의 관계는, L2≥L5인
회전 기계의 로터 접속용 지그.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739663 (2017.5.1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축부재와 슬리브로 플랜지를 연결함에 있어서 슬리브 방향의 제 2
플랜지부의 폭 치수(L2)와 슬리브의 끼워지는 부분 치수(L5)의 관계는, L2≥L5인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회전 기계의 축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작업의 어려움을 문제점을
해결한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회전 동력 전달을 위한 플랜지를 상호 연결함에
있어서 작업의 용이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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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용 고정 장치 및 고정력 인가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4-0103257 (2014.08.1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은 터빈의 하우징(400)에 설치된
플랜지(100) 및 상기 하우징 내의 구성요소
(300)에 고정력을 인가하기 위하여 상기
플랜지에 수용된 너트 조립체(200)를 포함
하는 터빈용 고정 장치를 제공하며, 상기
플랜지(100)는 복수의 제 1 볼트들(101)에
의해서 상기 하우징에 고정되고 중심 나사형
구멍을 포함하고, 상기 너트 조립체(200)는
너트 몸체의 중심축을 따라 형성된 제 1
구멍(206) 및 상기 중심축 주위에 형성된
복수의 제 2 구멍들(207)을 갖는 상기 너트
몸체(201)와, 각각의 제 2 구멍들(207)에
수용된 복수의 제 2 볼트들(202)을 포함하고,
상기 너트 몸체(201)는 외주 원주면 상에서
나사부와 함께 형성되고 상기 플랜지(100)의
중심 나사형 구멍 내에 끼워지며, 상기 제 2
볼트들(202)은 상기 터빈의 하우징 내에서
상기 구성요소(300)에 대한 고정력을 인가
하기 위하여 상기 제 2 구멍들(207)에 나사
체결된다. 상기 너트 조립체(200)는 상기
각각의 제 2 구멍들(207)에 수용된 복수의
슬리브들(203)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제 2 볼트들(202)은 상기 각각의
슬리브들(203)에 수용된다. 본 발명의 고정
장치는 작고 제한된 공간 조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고, 이는 터빈의 분할 평면과
매우 인접하게 장치를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기 고정 장치의 전체 구조는
경량으로 단순하고 표준 공구들에 의해서
조립되기에 용이하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터빈의 하우징(400)에 설치되는 플랜지(100) 및 상기 하우징 내의
구성요소(300)에 고정력을 인가하기 위하여 상기 플랜지에 수용되는 너트 조립체(200)를
포함하는 터빈용 고정 장치로서, 상기 플랜지(100)는 복수의 제 1 볼트들(101)에 의해서
상기 하우징에 고정되고 중심 나사형 구멍을 포함하며, 상기 너트 조립체(200)는 너트
몸체의 중심축을 따라 형성되는 제 1 구멍(206) 및 상기 중심축 주위에 형성되는 복수의 제
2 구멍들(207)을 갖는 너트 몸체(201)와, 각각의 제 2 구멍들(207)에 수용되는 복수의 제
2 볼트들(202)을 포함하고, 상기 너트 몸체(201)는 상기 너트 몸체의 외주 원주면에
나사부가 형성되고 상기 플랜지(100)의 중심 나사형 구멍에 나사 결합으로 끼워지며, 상기
제 2 볼트들(202)은 상기 터빈의 하우징 내의 상기 구성요소(300)에 대한 고정력을
인가하기 위해 상기 제 2 구멍들(207)에 나사체결되는 터빈용 고정 장치.

□ 냉각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지멘스

□ 연소

□ ☑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667939 (2016.10.1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너트 몸체에 다수의 구멍을 형성하여 이 너트에 다수의 볼트를 이용하여
나사 체결하는 고정장치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체결장치는 통상의 체결방법을 집적화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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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관 시스템의 클리닝 방법, 배관 시스템, 및 증기 터빈 플랜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1549 (2015.10.22.)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증기 터빈 플랜트(1)의 배관 시스템(1000)은,
증기 터빈에 접속되는 증기 배관(30)과,
분기부에 있어서 증기 배관으로부터 분기하여,
복수기에 접속되는 바이패스 배관(40)과,
증기 배관의 분기부와 증기 터빈의 사이에
마련되는 증기 스톱 밸브(60)와, 바이패스
배관에 마련되는 터빈 바이패스 밸브(80)를
구비한다. 배관 시스템의 클리닝 방법은,
증기 스톱 밸브 및 터빈 바이패스 밸브 중
적어도 한쪽의 밸브와, 바이패스 배관의 터빈
바이패스 밸브와 복수기의 사이에 마련된
접속부를, 이물 포집부를 갖는 가설 배관에
의하여 접속하는 공정과, 밸브의 출구측의
유로를 폐쇄하는 공정과, 증기 배관에 증기를
공급하여, 증기 배관을 클리닝하는 공정과,
증기를, 가설 배관을 통하여 복수기에 보내는
공정을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증기 터빈 플랜트의 배관 시스템의 클리닝 방법으로서,상기 배관 시스템은,증기
터빈에 접속되는 증기 배관과,분기부에 있어서 상기 증기 배관으로부터 분기하여, 복수기에
접속되는 바이패스 배관과,상기 증기 배관의 상기 분기부와 상기 증기 터빈의 사이에
마련되는 증기 스톱 밸브와,상기 바이패스 배관에 마련되는 터빈 바이패스 밸브를
구비하고,상기 터빈 바이패스 밸브의 하우징과 접속되고, 상기 터빈 바이패스 밸브와, 상기
바이패스 배관의 상기 터빈 바이패스 밸브와 상기 복수기의 사이에 마련된 접속부로서,
상기 터빈 바이패스 밸브의 출구와 상기 복수기를 잇는 상기 바이패스 배관의 중간부에
마련된 개구를 포함하는, 상기 접속부를, 이물 포집부를 갖는 가설 배관에 의하여 접속하는
공정과,상기 밸브의 출구측의 유로를 폐쇄하는 공정과,상기 증기 배관에 증기를 공급하여,
상기 증기 배관을 클리닝하는 공정과,상기 증기를, 상기 가설 배관을 통하여 상기 복수기에
보내는 공정을 포함하고,상기 이물 포집부는, 상기 가설 배관에 마련된 관성 필터를
포함하고,상기 가설 배관의 상기 관성 필터의 상류에, 상기 가설 배관을 흐르는 상기 증기에
압력 손실을 주는 압력 손실체가 마련되며,상기 배관 시스템의 클리닝에 있어서, 상기 압력
손실체에 의하여 상기 가설 배관의 상기 증기의 압력이 저감되고,상기 압력 손실체는, 상기
가설 배관에 마련되는 가설 배관 밸브를 포함하고,상기 가설 배관 밸브는, 개방도를
조정함으로써, 상기 증기의 압력 및 유속이 조정되는,배관 시스템의 클리닝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70089 (2019.04.11.)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증기터빈 플랜트 기동 전, 배관의 이물을 제거하는 블로잉 아웃을 실시하여 배관을
세척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터빈 바이패스 밸브와 복수기 사이에 접속부(5) 및
압력손실체(9)를 포함하는 가설배관(9)를 설치하고 가설배관에 포함되는 밸브의 개도를
조절해 증기의 압력 및 유속을 조절하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다. 가설배관을 마련함에
따라 증기의 압력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클리닝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관 클리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피 설계도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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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배기 부재 및 배기실 메인터넌스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2300 (2015.07.03.)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의 배기 부재 및 배기실 메인터넌스
방법에서, 원통 형상을 이루어 원주 방향으로
여러 개 분할되는 내측 디퓨저(52)와, 원통
형상을 이루어 원주 방향으로 일체 구성되어
전단부가 내측 디퓨저(52)의 후단부에
연결되는 제1 실 하우징(73)과, 원통 형상을
이루어 원주 방향으로 일체로 구성되어
전단부가 제1 실 하우징(73)의 후단부에
연결되는 제2 실 하우징(74)과, 제1 실 하우징
(73)의 후단부와 제2 실 하우징(74)의 전단부를
축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는 지지
연결부(75)를 설치함으로써, 케이싱의 분리와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메인터넌스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원통 형상을 이루어 원주 방향으로 여러 개 분할되는 제1 케이싱과, 원통 형상을
이루어 원주 방향으로 일체로 구성되어 축 방향에 있어서의 전단부가 상기 제1 케이싱의 축
방향에 있어서의 후단부에 연결되는 제2 케이싱과, 원통 형상을 이루어 원주 방향으로
일체로 구성되어 축 방향에 있어서의 전단부가 상기 제2 케이싱의 축 방향에 있어서의
후단부에 연결되는 제3 케이싱과, 상기 제2 케이싱의 후단부와 상기 제3 케이싱의 전단부를
축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는 지지 연결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2 케이싱의 전단부는
상기 제1 케이싱 내에 배치되는 회전 축의 후단부보다 후방에 배치되며, 상기 지지
연결부에, 상기 제2 케이싱에 설치된 감합 오목부와, 상기 제3 케이싱에 설치된 감합
볼록부, 상기 제3 케이싱과 상기 제2 케이싱의 틈새를 밀봉하는 실 패킹,상기 제2 케이싱의
상기 감합 오목부의 내측에 설치된 제3 플랜지부, 및, 상기 제3 플랜지부에 밀착 고정되는
제3 실 하우징이 설치되며,상기 실 패킹은 상기 제3 플랜지부와 상기 제3 실 하우징의
사이에 개장되며, 상기 실 패킹이 축 방향으로 찌그러져, 지름 방향의 외측으로 돌출
변형하는 것에 의해, 상기 감합 오목부와 감합 볼록부의 지름 방향에 있어서의 미소 틈새가
밀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가스 터빈의 배기 부재.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55830 (2019.02.2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가스터빈의 배기부재 및 배기실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케이싱의 분리와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 실하우징, 제2 실하우징, 지지연결부를 설치해 케이싱
분리와 설치를 용이하게 하며, 지지연결부의 세부 구성으로 감합 오목부, 제3 케이싱의
감합 볼록부, 제3 케이싱과 제2 케이싱의 틈새를 밀봉하는 실 패킹 및 실 하우징을
포함하며, 실 패킹이 축 방향으로 찌그러져, 지름 방향의 외측으로 돌출 변형하는 것에
의해, 감합 오목부와 감합 볼록부의 지름 방향에 있어서의 미소 틈새가 밀봉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배기부재의 형상 및 씰링 구조를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실시 변경을 통해 회피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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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배관 시스템, 증기 터빈 플랜트, 및 배관 시스템의 클리닝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11434 (2015.10.0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증기 터빈 플랜트의 배관 시스템(1000)은, 제
1 유로를 갖는 제 1 관부(101)와, 제 2 유로를
갖는 제 2 관부(102)와, 제 1 관부와 제 2
관부 사이에 배치되고 제 1 유로와 제 2
유로를 연결하는 접속 유로를 갖는 접속부
(104)와, 개구를 거쳐서 접속 유로와 연결되는
제 3 유로를 갖는 제 3 관부(103)를 갖고, 제
1 관부에 증기가 공급되는 배관 부재(100)와,
제 3 관부와 접속되는 증기 정지 밸브(60)와,
제 2 관부와 접속되는 터빈 바이패스 밸브를
구비한다. 제 1 관부의 제 1 중심축과 제 2
관부의 제 2 중심축이 이루는 각도는 제 1
중심축과 제 3 관부의 제 3 중심축이 이루는
각도보다 크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증기 터빈 플랜트의 배관 시스템에 있어서,제 1 유로를 갖는 제 1 관부와, 제 2
유로를 갖는 제 2 관부와, 상기 제 1 관부와 상기 제 2 관부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 1
유로와 상기 제 2 유로를 연결하는 접속 유로를 갖는 접속부와, 개구를 거쳐서 상기 접속
유로와 연결되는 제 3 유로를 갖는 제 3 관부를 갖고, 상기 제 1 관부에 증기가 공급되는
배관 부재와, 상기 제 3 관부와 접속되고, 증기 터빈에 공급되는 증기가 흐르는 증기 배관에
마련된 증기 정지 밸브와, 상기 제 2 관부와 접속되고, 상기 증기보다 저압의 저압 증기가
흐르는 상기 증기 터빈의 출구와 접속되는 바이패스 배관에 마련된 터빈 바이패스 밸브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관부의 제 1 중심축과 상기 제 2 관부의 제 2 중심축이 이루는 각도는
상기 제 1 중심축과 상기 제 3 관부의 제 3 중심축이 이루는 각도보다 큰배관 시스템.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33330 (2018.12.20.)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장기 정지 후 증기터빈 플랜트의 기동 전 배관의 이물을 제거하는 블로잉 아웃에 관한
것이다. 증기 터빈에 공급되는 증기가 흐르는 증기 배관에 마련된 증기 정지 밸브와, 제 2
관부와 접속되고, 증기보다 저압의 저압 증기가 흐르는 증기 터빈의 출구와 접속되는
바이패스 배관에 마련된 터빈 바이패스 밸브에 의해 형성되는 폐루프를 구비해 블로잉
아웃을 실시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블로잉 아웃에 관한 선행기술들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중요도가 부족한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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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용 로터 어셈블리, 터빈, 및 동익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08302 (2015.11.1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차실에 고정된 복수의 정익열 및 로터 축에
고정된 복수의 동익열을 갖고, 정익열 및
동익열은 각각 복수의 터빈 정익 및 터빈
동익으로 이루어진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둘레방향을 따라서 연장되는 날개 홈이 형성된 로터 축과, 상기 로터 축의
직경방향으로 상기 로터 축의 외측에 배치되는 날개부 및 상기 날개부와 일체로 마련되며
상기 날개 홈에 끼워맞춰진 익근부를 각각 갖는 복수의 동익을 구비하고, 상기 로터 축은,
각각 상기 로터 축의 외주면으로부터 상기 로터 축의 직경방향으로 외측을 향하여 돌출되는
동시에 상기 로터 축의 축선방향으로 서로 이격되며, 상기 날개 홈의 벽면의 일부 및 상기
날개 홈의 개구를 구성하는 2개의 돌기부와, 각각 상기 로터 축의 외주면보다 상기 로터
축의 직경방향으로 내측에 마련되는 동시에 상기 로터 축의 직경방향으로 내측을 향하며,
상기 로터 축의 축선방향으로 서로 이격되어 상기 날개 홈의 벽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2개의
베어링면과, 각각 상기 로터 축의 직경방향으로 상기 베어링면과 상기 돌기부의 외주면의
사이에 위치되며, 상기 로터 축의 축선방향으로 서로 대향하여 상기 날개 홈의 벽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2개의 제 1 대향면과, 각각 상기 로터 축의 직경방향으로 상기 베어링면과
상기 돌기부의 외주면의 사이에 위치하는 동시에 상기 2개의 제 1 대향면보다 외측에
위치되며, 상기 제 1 대향면끼리의 간격보다 큰 간격을 남겨 두고 상기 로터 축의
축선방향으로 서로 대향하여 상기 날개 홈의 벽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2개의 제 2 대향면을
구비하고, 상기 동익의 익근부는, 상기 로터 축의 축선방향으로 서로 이격되는 동시에 상기
로터 축의 직경방향으로 상기 2개의 베어링면과 각각 접촉 가능한 2개의 접촉면과, 상기
2개의 제 1 대향면과 각각 대향하는 2개의 제 1 측면과, 상기 제 1 대향면과 상기 제 1
측면의 간격보다 작은 간격을 남겨 두고 상기 2개의 제 2 대향면과 각각 대향하는 2개의
제 2 측면과, 상기 동익의 익근부가 상기 로터 축에 형성된 상기 날개 홈에 조립되었을
때에, 상기 로터 축의 직경방향으로, 상기 2개의 돌기부 각각의 외주면의 옆에 위치되며,
상기 동익의 프로파일부에 이어지는 플랫폼부의 일부가 되는 2개의 칼라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용 로터 어셈블리.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935185 (2018.10.2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로터에 동익을 조립한 구조에 관한 것으로, 동익열의 간격을 축소 가능한
터빈용 로터 어셈블리인 점에서 중요도가 있어 보인다. 기술적으로 로터에 동익을 조립한
구조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설계적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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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의 부품의 장착 또는 분리 방법, 이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 이 장치의 설치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35489 (2015.06.09.)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10-1829573 (2018.02.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터빈(10)의 부품(P)의 현수 장치(100)는,
터빈(10)의 외주를 둘러싸는 인클로저(60)를
구성하는 판 중, 터빈(10)을 사이에 두고 서로
기술요약

대향하는 한쌍의 측벽판(64)의 각각의 상단에
가교되고, 주행로(125)를 구비하는 가설 부재
(110)와, 터빈(10)의 부품(P)을 매달고, 주행로
(125)를 주행하는 걸이구(130)를 구비하고
있다.

(청구항 1) 터빈의 외주를 둘러싸는 인클로저를 구성하는 판 중, 상기 터빈을 사이에 두고
청구범위

서로 대향하는 한쌍의 측벽판의 각각의 상단에 가교되며, 주행로를 구비하는 가설 부재와,
상기 터빈의 부품을 매달고, 상기 주행로를 주행하는 걸이구를 구비하고 있는 부품의 현수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터빈의 수리 점검 공정에 걸리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평

가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터빈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향하는 한쌍의 측벽판의 각각의
상단에 가교되며, 주행로를 구비하는 가설 부재와, 터빈의 부품을 매달고, 주행로를
주행하는 걸이구를 구비한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가설부재와 걸이구를
이용한 터빈 수리 점검의 특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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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회전 기계, 회전 기계의 조립 방법, 및 회전 기계의 메인터넌스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32646 (2015.04.09.)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874732 (2018.06.2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반으로 나눈 형상을 이루는 상하의 케이싱(42,
43)으로

구성되는

외측

케이싱으로서의

연소기 케이싱(41)과, 반으로 나눈 형상을
이루는 상하의 케이싱(62, 63)으로 구성되며
연소기 케이싱(41)

내에서 연소기(12)를

지지하는 내측 케이싱으로서의 중간축 커버
기술요약

(61)와 연소기 케이싱(41)의 피끼워맞춤부(81)와
중간축 커버(61)의 끼워맞춤부(83)를 로터(32)의
축방향으로 가압 지지하는 가압 지지 기구
(71)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회전 기계의
메인터넌스 방법에 있어서, 케이싱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여 내부의 메인터넌스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청구항 1) 케이싱 내에 회전체가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회전 기계에 있어서, 반으로 나눈
형상을 이루는 상하의 외부 케이싱부로 구성되는 외측 케이싱과, 반으로 나눈 형상을
이루는 상하의 내부 케이싱부로 구성되며 상기 외측 케이싱의 내측에 설치되는 내측

청구범위

케이싱과, 상기 외측 케이싱과 상기 내측 케이싱에 있어서의 직경방향 끼워맞춤부를 상기
회전체의 축심방향으로 가압 지지하는 가압 지지 기구를 포함하고, 상기 가압 지지 기구는,
상기 외측 케이싱의 피끼워맞춤부와 상기 내측 케이싱의 끼워맞춤부의 한쪽에 나사
결합하고, 다른쪽에 가압하는 지지 패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기계.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외측 케이싱과 내측 케이싱에 있어서의 직경방향 끼워맞춤부를 회전체의
축심방향으로 가압 지지하는 가압 지지 기구를 포함하고, 가압 지지 기구는 외측 케이싱의
피끼워맞춤부와 내측 케이싱의 끼워맞춤부의 한쪽에 나사 결합하고, 다른쪽에 가압하는
평

가

지지 패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적으로 가압 지지 기구에 의해 상부 케이싱과
내측 케이싱을 축심방향으로 가압 지지하고 있으므로, 케이싱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여 내부
연소기의 메인터넌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 돋보이나, 연소기 부품의 분리 용이를
위한 결합 구조 및 결합수단의 한정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각 구성이 갖는
내재적 효과 외의 현저하고 상승된 효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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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고정 장치, 회전 기계, 회전 기계의 제조 방법, 조립 방법 및 분리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22555 (2016.02.17.)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시일성을 유지하면서, 장착하기 쉽고, 또한,
분리하기 쉬운 고정 장치, 회전 기계, 회전
기계의 제조 방법, 조립 방법 및 분리 방법을
제공한다. 정지체의 외측 부재와 내측 부재의
회전 방향에 있어서의 상대 위치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이며, 외측 부재를 회전 기계 직경
방향으로 관통하고,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의 부분의 직경이 직경 방향 내측의
부분의 직경보다도 큰 단차부가 형성된 관통
구멍에 삽입되고, 회전 기계 직경 방향
내측의 일부가 내측 부재의 오목부에 삽입
되고,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에, 관통
구멍의 회전 기계 직경 방향 내측의 부분의
직경보다도 외경이 큰 플랜지부를 갖는
레이디얼 핀과, 관통 구멍에 삽입되고, 레이디얼
핀보다도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에서,
관통 구멍의 회전 기계 직경 방향을 따른
내주면에 접하고, 관통 구멍을 시일하는 시일
유닛과, 시일 유닛의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에 배치되고, 또한, 외측 부재에
고정되는 덮개 부재를 갖는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 기계의 정지체의 외측 부재와 내측 부재의 회전 방향에 있어서의 상대
위치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이며,상기 외측 부재를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으로 관통하고,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의 부분의 직경이 직경 방향 내측의 부분의 직경보다도 큰
단차부가 형성된 관통 구멍에 삽입되고,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 내측의 일부가 상기 내측
부재의 오목부에 삽입되는 레이디얼 핀과,상기 관통 구멍에 삽입되고, 상기 레이디얼
핀보다도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에서, 상기 관통 구멍의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을 따른 내주면에 접하고, 상기 관통 구멍을 시일하는 시일 유닛과,상기 시일 유닛의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에 배치되고, 또한, 상기 외측 부재에 고정되는 덮개 부재를
갖고,상기 레이디얼 핀은, 상기 관통 구멍에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관통 구멍의 상기
단차부를 경계로 하여 상기 관통 구멍의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 내측의 부분보다도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에, 상기 관통 구멍의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 내측의 부분의
직경보다도 외경이 큰 플랜지부를 갖고,상기 플랜지부는, 상기 관통 구멍의 상기 회전 기계
직경 방향 외측의 부분의 직경보다도 외경이 작고, 상기 단차부와 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정 장치.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1925234 (2018.11.2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회전기계의 고정측의 2개의 부재의 회전 방향의 상대위치를 고정하는 고정장치의 조립 및
분리에 관한 것이다. 내측부재, 외측부재 및 레이디얼 핀이 세부 형상들과 이들의 구체적인
결합 관계에 구성상의 특징이 있고, 레이디얼 핀보다도 직경 방향 외측에 시일 유닛 및 덮개
부재를 설치함으로써 시일성을 유지하면서, 장착 및 분리가 용이한 효과가 있다. 터빈의
고정측 설계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형상 및 결합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에 따라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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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로터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0151793 (2016.09.09.)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증기 터빈 로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대형
발전 플랜트나 가스 터빈과의 컴바인드 발전
플랜트에 사용되는 증기 터빈에 적합한 증기
터빈 로터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저압 최종단 L-0단의 로터 디스크와, 상기 저압 최종단 L-0단보다도 고압측에
위치하는 적어도 L-1단을 포함하는 로터 디스크를 용접에 의해 접합하여 형성되는 증기
터빈 로터이며, 상기 적어도 L-1단을 포함하는 로터 디스크의 고압측에는, 또한 복수단을
구성하는 로터 디스크가 용접 접합되고, 상기 증기 터빈 로터의 적어도 한쪽의 단부에는,
베어링부 로터 디스크가 용접 접합되어 있고, 상기 저압 최종단 L-0단의 로터 디스크의
재료 및 상기 적어도 L-1단을 포함하는 로터 디스크의 재료가 모두 12Cr강이고, 상기
12Cr강은, 8.0∼13질량%의 Cr과, 0.10∼0.35질량%의 C와, 1.5∼4.0질량%의 Mo 또는
Mo와 W와 Co의 합계 1.5∼4.0질량%와, 0.8∼3.2질량%의 Ni와, 0.15∼0.3질량%의 V와,
0.1∼0.3질량%의 Nb 또는 0.1∼0.3질량%의 Ta 또는 Nb와 Ta의 합계 0.1∼0.3질량%와,
0.04∼0.10질량%의 N을 포함하고, 잔량부가 Fe와 불가피 불순물로 이루어지고, 또한 상기
12Cr강의 인장 강도가 900∼1200㎫로 조정되어 있고, 상기 또한 복수단을 구성하는 로터
디스크의 재료가 3.5% NiCrMoV강 또는 1% CrMoV강이고, 또한 상기 재료의 인장 강도가
600~750MPa로 조정되어 있고, 상기 베어링부 로터 디스크의 재료가 1% CrMoV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터빈 로터.

□ 냉각

□ ☑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1789445 (2017.10.17.)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저압 최종단 L-0단과 그보다 고압측인 L-1단을 포함하는 단 날개의 SCC
감수성의 저감과 LCF 수명의 향상의 양쪽을 실현하는 증기 터빈 로터에 관한 것으로,
재질과 인장강도 등이 한정된 증기 터빈 로터의 재료를 특정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저압
최종단과 고압측단 날개의 재질 및 베어링부의 재료를 세부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인장강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수명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강도 로터인 것으로 보이는 데,
청구범위가 좁은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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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날개의 분리 방법,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 및 지그, 이 장치를 구비하는 날개
세트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3360 (2016.12.07.)

기술분야

□ 제어

□ 냉각

□ 지멘스

□ 연소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39882 (2019.10.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분리 장치는, 제 1 부재(110a)와 제 2 부재
(110b)와 이격 기구(150)를 구비한다. 제 1
부재(110a)는, 둘레방향(Dc)으로 인접하는
제 1 날개(40a)와 제 2 날개(40b)의 사이에
배치되며, 제 1 날개(40a)의 외면에 대향하는
기술요약

대향면(132a)이 형성되어 있다. 제 2 부재
(110b)는, 제 1 날개(40a)와 제 2 날개
(40b)의 사이에 배치되며, 제 2 날개(40b)의
외면에 대향하는 대향면(132b)이 형성되어
있다. 이격 기구(150)는, 제 2 부재(110b)에
대하여 제 1 부재(110a)를 상대적으로 이격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청구항 1) 축선에 대한 직경방향을 향하여 움푹하며 또한 축선에 대한 둘레방향으로
연장되는 홈에, 익근이 끼워지고 둘레방향으로 나열되는 복수의 날개의 분리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날개 중에서 상기 둘레방향으로 인접하는 제 1 날개와 제 2 날개의
청구범위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 1 날개의 외면 중에서 상기 제 2 날개측의 면에 대향하는
대향면이 형성되어 있는 제 1 부재와, 상기 제 1 날개와 상기 제 2 날개의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 2 날개의 외면 중에서 상기 제 1 날개측의 면에 대향하는 대향면이 형성되어 있는
제 2 부재와, 상기 제 2 부재에 대하여 상기 제 1 부재를 상대적으로 이격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격 기구를 구비하는 날개의 분리 장치.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날개의 간격 유지 및 수리 보수를 위한 날개 분리 장치에 있어서, 대표도면에 개시된 바와
같은 2개의 날개들 사이에 제1부재, 이격기구, 제2 부재를 포함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평

가

있다. 즉, 상호 붙어 있는 날개 간격을 벌리기 위하여 날개들 사이에 제 1,2 부재를 넣고
제1,2부재 사이에 이격기구(150)를 삽입시켜 날개를 분리하는 것이다. 위 구성들을
이용하여 날개를 용이하게 분리하는 지그 장치 같은 것으로 특별한 기술적 중요도는 없는
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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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가스 터빈의 제조 방법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7-7016590(2016.04.11.)

기술분야

□ 제어
기준

□ 냉각

압축기(1)를

□ ☑
□ 지멘스

□ 연소
구비하는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기준

□ 알스톰/안살도
10-2042907 (2019.11.04.)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가스

터빈(100)으로부터 다른 사이클의 파생 가스
터빈(200)을 제조하는 가스 터빈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기준 압축기(1)의 최종단
(53h)보다 상류측이고 기준 압축기(1)의
추기실(74)의 추기 슬릿(72)의 하류측에,
기술요약

적어도 1개의 추가단(53i)이 추가되도록 파생
가스 터빈(200)의 압축기(201)를 설계하고,
설계에 기초하여 파생 가스 터빈(200)의
압축기(201)를 제조하고, 파생 가스 터빈(200)을
제조한다. 이에 의해, 연료의 조성의 변동에
대하여 압축기의 서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조할 수 있다.

(청구항 3) 기준 압축기를 구비하는 기준 가스 터빈으로부터 다른 사이클의 파생 가스
터빈을 제조하는 가스 터빈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준 압축기의 최종단과 그 1개
청구범위

전의 단 사이에 적어도 1개의 동익과 정익을 갖는 추가단이 추가되도록 상기 파생 가스
터빈의 압축기를 설계하고, 상기 설계에 기초하여 상기 파생 가스 터빈의 압축기를
제조하고, 상기 파생 가스 터빈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의 제조 방법.
중요도 상☑ 중□ 하□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연료의 조성의 변동에 대하여 압축기의 서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
터빈을 제조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기준 압축기의 최종단과 그 1개 전의 단
사이에 적어도 1개의 동익과 정익을 갖는 추가단이 추가되도록 파생 가스 터빈의 압축기를
평

가

설계하고, 파생 가스 터빈의 압축기를 제조하고, 파생 가스 터빈을 제조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파생 가스 터빈 압축기의 설계 및 제조, 파생 가스 터빈 터빈을
제조하는 세부적 구성에 대한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예상된다. 청구범위는 기준 압축기의
최종단과 그 1개 전의 단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추가단이 추가되도록 파생 가스 터빈을
제조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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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터빈의 조립 방법, 터빈 조립 지원 시스템 및 제어 프로그램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0043816 (2018.04.16.)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본 발명의 과제는 차실의 가조립을 생략하여
터빈 조립 기간을 단축화하면서, 정지체의
위치 조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다.하반
차실(11, 21)과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반
차실(12, 22)의 형상의 계측 데이터를 취득
하고, 상반 차실(12, 22)과 회전체(3)가 분리
되고 정지체(6)가 조립 장착된 상태인 개방
상태의 하반 차실(11, 21)의 형상의 계측
데이터를 취득하고, 상반 차실(12, 22) 및
하반 차실(11, 21)의 형상의 계측 데이터와
미리 얻어진 상반 차실(12, 22) 및 하반
차실(11, 21)의 형상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반 차실(12, 22) 및 하반 차실(11,
21)의 형상의 계측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부터 개방 상태의 하반
차실(11, 21)에 상반 차실(12, 22)을 체결했을
때의 상반 차실(12, 22) 및 하반 차실(11,
21)의 형상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산출한
변화량을 가미하여 차실 내부의 정지체(6)의
설치 위치를 조정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반 차실과 하반 차실을 볼트로 체결하여 구성된 차실과, 상기 차실의 내부에
수용된 정지체와, 상기 차실의 내부에 수용되고, 상기 정지체에 대하여 회전하는 회전체를
구비하는 터빈의 조립 방법에 있어서,상기 하반 차실과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기 상반
차실의 형상의 계측 데이터를 취득하고,상기 상반 차실과 상기 회전체가 분리되고 상기
정지체가 조립 장착된 상태인 개방 상태의 상기 하반 차실의 형상의 계측 데이터를
취득하고,상기 상반 차실 및 하반 차실의 형상의 계측 데이터와, 상기 터빈의 특성을 모의한
터빈 모델에 대하여 미리 수치 해석에 의해 얻어진 상반 차실 및 하반 차실의 형상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상반 차실 및 하반 차실의 형상에 대하여 상기 계측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선택하고,선택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개방 상태의 하반 차실에 상기 상반 차실을 상기 볼트로 체결했을 때의 상기
상반 차실 및 하반 차실의 형상의 변화량을 산출하고,산출한 변화량을 가미하여, 상기
차실의 내부에 있어서의 상기 정지체의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상기 터빈을 조립하며,상기
수치 해석은 유한 요소법에 의한 크리프 변형 해석이고,상기 터빈에 공급되는 작동유체의
온도, 상기 작동유체와 상기 차실 사이의 열전달률 및 상기 터빈의 가동 시간을 포함하는
파라미터의 수치를 상기 터빈의 설계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시켜 상기 터빈 모델에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빈의 조립 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 알스톰/안살도

10-2032648 (2019.10.08.)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터빈의 차실 조립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반차실과 하반차실의 형상 계측데이터를 취득하고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하반 차실 체결 시 형상 변화량을 산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차실 내부 정지체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치해석 과정의 해석 변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권리범위가 좁은 것으로평가되고, 충분히 회피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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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증기 터빈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8-7017254 (2016.12.21.)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가스 터빈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 가스를
가열원으로 하는 보일러로 증기를 발생시켜
복합 사이클 플랜트에 적용되는 증기 터빈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스 터빈과, 상기 가스 터빈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 가스를 가열원으로 하는
보일러와, 자신의 회전의 축심을 따라 연장되는 로터와, 상기 로터를 격납하는 차실과, 상기
로터의 연장 방향을 따라 상기 로터와 상기 차실 사이에 마련된 증기 통로와, 상기 차실의
외부로부터 상기 차실을 관통해서 상기 증기 통로에 이르러 연통하여 마련되고 과열된
증기가 공급되는 고압 증기 공급부를 포함하고, 상기 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압 증기에 의해
구동하는 고압 증기 터빈과, 상기 보일러에서 발생한 저압 증기 및 상기 고압 증기 터빈을
거친 증기에 의해 구동하는 저압 증기 터빈과, 상기 저압 증기 터빈을 거친 증기를 복수로
하는 복수기와, 상기 복수기로부터의 상기 복수를 상기 보일러에 공급하는 복수 펌프와,
상기 고압 증기 공급부와는 별도로 상기 차실의 외부로부터 상기 차실을 관통해서 상기
증기 통로에 이르러 연통하는 연통 유로를 포함하고, 상기 고압 증기 터빈의 내부에
연통하는 제 1 냉각 증기 공급부를 구비하는 복합 사이클 플랜트에 관련되며, 상기
보일러는, 상기 복수기로부터의 상기 복수로부터 증기를 발생하는 고압 증발기와, 상기
고압 증발기에서 발생한 증기를 과열하는 고압 일차 과열기와, 상기 고압 일차 과열기에서
과열된 증기를 더욱 과열하는 고압 이차 과열기를 포함하며, 상기 고압 이차 과열기에서
과열된 증기가 상기 고압 증기 터빈의 구동에 공급되고, 상기 제 1 냉각 증기 공급부는,
상기 고압 증발기의 출구로부터 상기 고압 일차 과열기를 거쳐 상기 고압 이차 과열기
내까지의 사이와, 상기 고압 증기 터빈의 내부를 연통하는 접속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터빈.

□ ☑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알스톰/안살도
10-2040423 (2019.10.2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고압 증발기의 출구로부터 고압 일차 과열기를 거쳐 고압 이차 과열기
내까지의 사이와, 고압 증기 터빈의 내부를 연통하는 접속 라인을 포함하는 증기 터빈에
관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증기 공급부를 고압 증기 터빈의 내부에 추가 구성한 점에 특징이
있어 복합 사이클 플랜트의 사이클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증기 공급부의
위치를 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범위는 넓지 않아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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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의
명
칭

연료 유로의 퍼지방법, 이 방법을 실행하는 퍼지장치, 이 장치를 구비하는 가스터빈
설비

출 원 인

☑ 미츠비시

출원번호

10-2016-7029621 (2015.05.28.)

기술분야

□ 제어

기술요약

냉각장치(60)는 가스터빈(10)의 고온부품(41)에
공기를 인도하는 고온부품 냉각계(70)를
구비한다. 고온 부품 냉각계(70)는 가스터빈
(10)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전 가능한 압축기
(77)를 가지고, 가스터빈(10)의 차실(16) 내의
공기를 차실(16)에서 추기하여 압축기(77)에서
승압하고 나서 고온부품(41)에 공기를 인도한다.
냉각장치(60)는 또한 차실(16) 내의 공기를
차실(16)에서 추기하여, 이 공기를 터빈로터
(51)로 인도하는 로터 냉각계(80)와 가스터빈
(10)에의 연료공급정지 중에 압축기(77)에서
승압된 공기를 로터 냉각계(80)로 인도하는
연락계(90)를 구비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선택적으로 분사하는 노즐을 가지고, 상기 노즐에는 상기
액체연료가 흐르고 노즐 선단부에서 개구하고 있는 액체연료 유로와 상기 기체연료가 흐르고
상기 노즐 선단부에서 개구하고 있는 기체연료 유로가 형성되어 있는 연소기에 따른 연료
유로의 퍼지방법에 있어서, 상기 액체연료와 상기 기체연료 중 상기 액체연료만이 상기
노즐에 공급되고 있는 액체연료 공급상태일 때에 상기 액체연료 유로에 물을 공급하는
물공급공정과, 상기 액체연료 공급상태에서 상기 노즐의 상기 액체연료 유로에 공급되는
상기 액체연료가 적어지는 한편, 상기 노즐의 상기 기체연료 유로에 상기 기체연료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상기 기체연료 유로에 공급되는 상기 기체연료가 많아지는 연료전환상태일
때에, 상기 액체연료 유로에 물을 공급하는 전환 중 물퍼지공정과, 상기 액체연료가 상기
액체연료 유로에 공급되지 않게 되어 상기 연료전환상태가 종료하고, 상기 액체연료와 상기
기체연료 중 상기 기체연료만이 상기 노즐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나서 상기 액체연료 유로에
물을 공급하는 전환 후 물퍼지공정을 실행하고, 상기 전환 중 물퍼지공정에서는 상기
물공급공정에서 상기 액체연료 유로에 공급하는 물의 유량인 제1유량보다도 적은 제2유량의
물을 상기 액체연료 유로에 공급하고, 상기 전환 후 물퍼지공정에서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상기 제2유량보다도 많은 제3유량의 물을 상기 액체연료 유로에 공급하는, 연료 유로의
퍼지방법.

□ 냉각

□ 지멘스

□ 연소

중요도 상□ 중☑ 하□

평

가

□ GE

□ 알스톰/안살도

등록번호

□ 블레이드/베인

□ ☑

10-1852288 (2018.04.19.)

☑ 세부 구성

□ 융합기술

청구범위 대□ 중□ 소☑

이건 등록특허는 액체연료의 코킹을 억제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 연료전환상태에서도 메인노즐의 액체연료 유로에 물을 공급하고, 물퍼지
공정에서는 액체연료 공급상태서의 제1 유량 및 제3 유량보다도 적은 제2 유량의 물을
메인노즐의 액체연료 유로에 공급하는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편이다. 청구범위는
메인노즐에 대한 전환 후 물퍼지 공정이 종료하기 전, 메인노즐에 대한 전환 후 물퍼지 공정
중에 파일럿노즐에 대한 제1공기퍼지공정을 실행하여 파일럿노즐의 액체연료 유로에 따른
액체연료의 코킹을 억제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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