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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icro cyclone combustor was developed to be used as a heat source of thermoelectric power generator 
(TPG). The cyclone combustor was designed so that fuel and air were supplied to the combustion chamber 
separately. The mixing and flow characteristics in the combustor were investigated numerically. The global 
equivalence ratio (Φ), defined using the fuel and air flow rates, was introduced to examine the flow features 
of the combustor. The mixing of fuel and air inside the combustor could be well understood using the fuel 
concentration distribution. It was found that the weak recirculating zone was formed upper the fuel-supplying 
tube in case of Φ < 1.0.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mall regions that have a negative axial velocity exist 
near the fuel injection ports. It is assumed that these negative axial velocity regions can stabilize a flame 
inside the micro cyclone combustor. 

1. 서 론 

마이크로 연소장치는 연료전지의 개질기나 
마이크로 동력발생 장치의 핵심부품으로서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최근 마이크로 연소기의 
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 마이크로 연소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기술 중의 하나는 작은 공간내에서 
안정된 연소를 이루는 것이다. 연소기의 크기를 
매우 작게 제작하게 되면 연소기내 혼합기의 
체류시간이 줄고, 벽면을 통한 열손실이 증가하게 
되어 안정된 화염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까지 미소공간 내에서 화염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되어 
시도되고 있다. 작은 스케일에서의 대표적인 
연소기술로는 미소공간 내에서 촉매를 이용한 
연소법을 들 수 있으며, 열재순환을 이용하여 
혼합기의 온도를 상승시켜 화염 안정화를 이루는 
방법과 이들 두 기술의 조합이 현재까지 많이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연소기술로 볼 수 있다(2~4). 
그 외에도 통상의 연소기술을 매우 작은 스케일의 
연소 시스템에 적용한 기술로서 선회유동 혹은 
볼텍스 유동을 형성시켜 화염을 안정화 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5).  
아직까지 마이크로 연소기에 관련된 기술들은 
가능성 타진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로 
연소기들은 해결해야 할 어려운 점들을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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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and dimension of the micro cyclone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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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s of the micro cyclone combustor. 

기존의 마이크로 연소기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 연소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미소공간 내의 연소현상에 관한 
기초연구도 새로이 시도되고 있다. 이미 열손실 
및 열재순환이 화염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1), 
연소기 재료의 물성과 연소기의 기하학적 형상이 
화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 또한, 매우 작은 스케일 내의 
촉매 연소특성에 대한 연구, 고압 조건하에서 
화염 안정화 특성, 마이크로 채널 혹은 튜브 내의 
화염 전파 및 안정화 특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7). 마이크로 튜브에서 연료가 
분출되어 형성된 제트화염의 연소특성을 고찰하는 
것도 이러한 범주의 연구(8)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아직까지 마이크로 연소기 관련 기술은 
관련 기초이론들을 정립하는 단계이며, 연소기 
제작과 관련해서도 좀 더 새로운 시도가 많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마이크로 
연소기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연소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마이크로 연소기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상의 
연소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이클론 
연소기법을 도입한 마이크로 연소기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연소기들은 연소기 내부의 혼합과 
유동특성이 화염 안정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소기 내부 유동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소기의 스케일이 작아지게 되면 
실험적으로 연소기 내부 국소정보까지 자세히 
얻는 것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치계산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실험에 앞서, 제작된 

마이크로 연소기의 연료-공기 혼합특성 및 유동장 
정보를 얻기 위해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연료의 
분포를 통해 연소기 내부의 연료-공기 혼합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축방향 유속분포를 이용하여 
제작된 마이크로 연소기 내부의 유동구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 마이크로 사이클론 연소기 설계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연소열과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1W 급 전기를 생산하는 마이크로 동력
발생장치(micro power generator; MPG)를 개발하는 
것이다. MPG에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는 우선 화염 안정성이 우수한 마이크로 연소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열
전소자는 10%가 넘는 전기변환 효율을 갖는 것들
도 일부 있으나(9), 상업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열전
소자의 효율은 대략 3~6% 정도로 매우 낮다. 연
소기와 열전소자를 이용한 TPG 의 전체 시스템 
효율은 연소효율과 열전소자 효율에 주로 지배된
다. 만약 개발할 TPG 전체 시스템의 열효율을 4% 
정도로 가정한다면, 연소기의 출력은 25W 가 되어
야 하며, 연소효율을 고려한다면 유입되는 연료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30W 급 정도의 연소기가 필요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3W 급 연소기를 목표로 

하여 Fig. 1 에 보이는 것과 같은 매우 작은 스케
일의 마이크로 연소기를 제작하였다. 이는 CH4 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발열량을 기준으로 연료유
량이 52 sccm 을 연소시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된
다. 연소기의 외부 사각기둥 치수는 9mm × 9mm × 
32mm 이고, 내부 연소실 직경은 7mm 이다. 연료 
및 공기 공급관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1.6mm 와 
3.2mm이다. 공기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소실 내부 원주방향에 접선이 되도록 공기를 공급
되며 연료는 연료 공급관을 통하여 공급된 후 연
소실 내부에서 2 개의 연료분사 포트를 통하여 공
기흐름에 수직방향으로 분사된다. 연료 공급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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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el concentration distributions inside the 
micro cyclone combustor, (a) x-z plane, (b) y-z 
plane, (c) x-y plane (Ф  = 0.7).  

 

(a) (b) (c)

Fig. 4. Fuel concentration distributions inside the 
micro cyclone combustor, (a) x-z plane, (b) y-z 
plane, (c) x-y plane (Ф  = 1.0).  

 

(a) (b) (c)

Fig. 5. Fuel concentration distributions inside the 
micro cyclone combustor, (a) x-z plane, (b) y-z 
plane, (c) x-y plane (Ф  = 1.3).  

끝단은 막혀 있어 bluff-body 와 유사한 형태로 제
작되어 있으며, 2개의 연료분사 포트의 직경은 각
각 1mm 정도로서 레이져 가공을 통하여 만들어 
졌다. 연료분사 포트의 위치는 연소실 바닥에서부
터 1.55mm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Fig. 2는 제
작된 마이크로 사이클론 연소기의 사진을 보여주
고 있다. 

3. 수치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사이클론 연소기 내의 
혼합 및 유동특성에 대한 수치계산을 수행하기 위
하여 상용코드인 FLUENT 6.0(10)을 이용하였다. 수
치계산에 필요한 격자는 ICEMCFD v-10.0(11)을 이
용하여 생성하였다. 격자계는 330,000 개의 6 면체
(hexahedral), 비정렬 격자들(unstructured grid)이 연
소실 바닥의 중심에 원점을 두고 x, y, z 세 축으로 
구성된 직교 좌표계 상에서 구성되도록 하였다. 
좌표축 y는 연소실 내부 중심축과 일치하며, 좌표
축 y, z 는 중심축 y 에 수직인 두 축에 해당된다. 
연소기의 치수와 일치하도록 격자계를 구성하였으
며, 격자는 연소실 내부와 연료 및 공기공급관 내
부에만 위치하도록 배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는 CH4 를 이용하였다. 연료

는 공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 연소실 내부에서 혼
합되지만, 정량적 고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연료량 및 공기량을 이용하여 총괄 당량
비(Φ)를 정의하였다. 고려된 총괄 당량비의 조건 
내에서는 전체 연소실 내 연료 및 공기의 총유량
에서 계산된 총괄유속과 연소실 내경을 기준으로 
한 Re 수는 23~36 정도에 해당된다. 또한, 공기유
속과 공기 공급관 내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48~79 정도가 되므로 다루는 유동조건은 층류영
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계산에서는 층류유동에 대
한 정상상태의 해를 구하였다.  
압력-속도의 교정은 SIMPLE 법(12)을 이용하였으

며, 정상상태는 해의 잔여 오차(residual) 값이 
1.0×10-4 이하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소실 내부 벽면과 연료 및 공기 공급관 내부 
벽면에서 유동은 No-slip 조건을 주었으며, 다른 
물리량에 대해서는 구배가 없도록 경계조건을 처
리하였다. 계산시간은 각 유동조건에 대해서 
Pentium-IV 3.0 GHz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결과 및 검토 

4.1 혼합특성 
Fig. 3~5에는 연소기 내부의 연료-공기 혼합특성
을 고찰하기 위해 각 총괄 당량비 조건에 대해 연
료인 CH4 의 3D, 및 2D 분포를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 (b)와 (c)는 수직인 두개의 단면에 대한 결과
를 나타내며, 각 그림에서 빨간색 실선은 이론혼
합비의 위치를 나타낸다. 공기의 성분인 산소나 
질소의 농도분포를 별도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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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inside the 
micro cyclone combustor, (a) x-z plane, (b) y-z 
plane, (c) x-y plane (Ф  = 0.7).  

 

(a) (b) (c)

Fig. 8.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inside the 
micro cyclone combustor, (a) x-z plane, (b) y-z 
plane, (c) x-y plane (Ф  = 1.0).  

 

(a) (b) (c)

Fig. 9.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inside the 
micro cyclone combustor, (a) x-z plane, (b) y-z 
plane, (c) x-y plane (Ф  = 1.3).  

Table 1 Characteristic time scales related to the fuel and air mixing. 
 tD tC  (Φ=0.7) tC (Φ=1.0) tC (Φ=1.3) 

A(~π r2)/D L/Vm 
Equation A=3.85×10-5 m2 

DCH4-air=1.06×10-5 m2/s
L=32 mm 

Vm=0.082 m/s 
L=32 mm 

Vm=0.059 m/s 
L=32 mm 

Vm=0.053 m/s
Characteristic  
time scales (s) 3.63 0.39 0.54 0.61 

이들 화학종의 농도분포는 연료의 분포와는 반대
의 경향을 보인다.  
참고로, 연소기 내부의 연료-혼합에 지배적인 

인자를 고찰하기 위해서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조건에서의 연료의 확산시간(tD)과 대류시
간(tC)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Vm은 각 조건의 연료
와 공기의 총유량으로부터 계산된 총괄유속을 의
미한다. Table 1의 결과로부터 모든 조건에서 tD 가 
tC 보다 충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조
건에서 연소기 내의 혼합은 전체적으로 확산혼합
에 의해 지배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소기의 크기가 실
제로 마이크로 스케일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의 연소기 내부의 연료-공기의 혼합
은 유동구조 및 총괄 당량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림으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연소기 내부의 유선분포는 공급된 연료
와 공기가 연소기 외부로 바로 유출되지 않고 원
주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형식으로 혼합이 잘 촉진
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소기 내부의 전체적인 연료 공간분포를 통해 

모든 조건에서 연료포트 근처에서는 연료가 공급
되기 때문에 연료의 농도가 높지만 연소기 하류에
서는 충분히 연료-공기의 혼합이 이루어 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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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Iso-surface (0m/s) of the axial velocity inside
       the micro cyclone combustor (Ф  = 0.7,

    1.0, 1.3). 

음을 알 수 있다. 총괄 당량비를 이용하여 연료와 
공기가 완전히 혼합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연
료 몰분율은 Φ=0.7, 1.0, 1.3 에 대해서 각각 0.068, 
0.095, 0.120 가 된다. 하류 영역에서는 각 총괄 당
량비에서 완전 혼합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연료농
도와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어 연료와 공기가 충
분히 잘 혼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하게 Φ=0.7 인 조건에서 하류의 중
심축에서 연료의 농도가 낮은 것은 하류 중심축 
근처의 재순환 유동에 의해서 공기가 미소량 유입
이 되었기 때문이다. 각 총괄 당량비별 전체적인 
혼합특성은 각 그림의 (a)에 도시된 3D 분포를 통
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Fig. 6 에는 앞에서 관찰한 x-y 면의 연료농도를 
특정 단면에서 추출하여 다시 도시한 그림이다. 
y=0.05mm 단면에서 중심축 근처는 연료 공급관 
위치이므로 연료농도 데이터는 없다. 연료 포트의 
중심축 위치인 y=1.55mm 단면에서는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연료가 포트에서 나와서 바깥쪽의 
공기와 충분히 혼합되지 못하고 큰 농도구배를 갖
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료농도의 구배를 
볼 때 하류에서는 이미 충분히 연료-공기의 혼합
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료포트의 
위치(y=1.55mm)보다 상류의 영역에서는 총괄 당
량비가 높은 순으로 연료농도가 높게 되는데, 이
는 총괄 당량비가 과농해질수록 연료 유입량은 고
정된 상태에서 공기 유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
로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4.2 유동특성 
Fig. 7~9 에는 화염 안정성과 밀접한 축방향 속
도의 3D 및 2D 분포를 도시하였다. 각 그림의 3D 
분포에서의 빨간색 실선과 2D 분포에서의 점선은 
축방향 유속이 0 보다 적은 음의 유속을 갖는 지
점을 나타낸다. 특징적인 유속분포로는 연료포트 
근처에서 음의 유속을 갖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과 
Φ=0.7 과 1.0 에서 하류의 중심축 근처에 재순환 
영역이 생기는 점이다. 각 그림의 (b)와 (c)는 3D 
유속분포를 2D 로 그린 것으로서 음의 유속을 갖
는 영역이 곧 와동의 존재하는 영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림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선분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연료포트 근처의 음의 유속
을 갖는 영역은 연료류가 포트에서 분출된 후 공
기류와 부딪힌 후 원주방향으로 돌면서 양과 음의 
유속성분을 갖는 흐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형
성된다. Φ=0.7 과 1.0 조건에서 하류의 중심축 근
처에 생기는 재순환 영역은 공기유량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되어야 생기는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
는 조건에서는 재순환 영역이 생기더라도 이 영역
내의 음의 유속성분은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본 연소기를 이용하여 연소를 시킨다면 연
소기 내부에서 화염 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
는 축방향 유속성분 분포로부터 화염이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알 수 있다. 우선, 연료포트 
근처의 음의 유속성분을 갖는 영역과 하류의 중심
축 근처의 재순환 영역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상
류의 연소기 구석부근의 음의 유속 영역은 주로 
공기만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화염 선단이 위치하
면서 안정화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연소가 
일어날 경우 화염에 의해 고온영역에서 유동의 열
팽창이 동반되기 때문에 Fig. 7, 8 에서 보이는 매
우 약한 재순환 영역은 연소 시에는 사라지게 되
고 화염 안정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료포트 근처의 음의 유속
성분을 갖는 영역이 연료와 공기가 처음 혼합되기 
시작하는 영역으로서, 화염 선단이 위치할 수 있
는 곳으로 판단되며 화염 안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화염 안정화 영역
과 화염 안정화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
소조건에 대한 계산연구를 통해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Fig. 10 은 각 총괄 당량비 조건에 대해 축방향
유속성분이 0 인 표면(iso-surface)을 도시한 그림이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류 중심축 근처의 
재순환 영역, 연료포트 근처와 상류 연소기 구석
의 음의 유속영역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연료포트 근처의 음의 유
속영역을 잘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곳에 화염 선
단이 위치하게 되며 화염은 공기 유동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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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방향으로 휜 형태를 가질게 될 것으로 판단된
다. 

 

5. 결 론 

마이크로 사이클론 연소기의 혼합 및 유동특성
을 고찰할 목적으로 상용코드를 이용한 수치계산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괄 당량비에 상관없이 하류영역에서는 연료-
공기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
는 제작된 사이클론 연소기 스케일에서는 확산혼
합이 지배적이지 않지만 연료-공기 혼합이 충분히 
가능한 유동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Φ=0.7 과 1.0 인 조건에서는 공기유량이 크기 때
문에 하류의 중심축 근처에서 약한 재순환 영역이 
생긴다. 또한, 이 재순환 영역 크기는 공기유량이 
커지는 희박조건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연료포트 출구 근처에서도 연료류와 공기류의 
충돌에 의해서 생성된 음의 유속영역이 존재하며, 
이 영역이 연료와 공기가 처음 만나서 혼합되는 
영역이므로 화염 선단이 위치하여 화염을 안정화 
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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