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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microcombustor configuration for a micro fuel-cell reformer integrated with a micro 
evaporator was studied experimentally and computationally. The present microcombustor is simply 
cylindrical to be easily fabricated but two-staged, expending downstream, to feasibly control ignition 
and stable burning. Results show that the aspect ratio of the first stage and the wall thickness of the 
microcombustors substantially affect ignition and thermal characteristics. For the optimized design 
conditions, a premixed microflame was easily ignited in the expanded second stage combustor, moved 
into the smaller first stage combustor, and finally stabilized therein. The measured and predicted 
temperature distributions across the microcombustor walls indicated that heat generated in the 
microcombustor is well transferred. Thus, the present microcombustor configuration could be applied to 
the practical micro reformers integrated with a micro evaporator for use of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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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d : 내경 (mm)
l : 초소형 연소기 길이 (mm)
′′  : 열속 (W/m2)
T : 온도 (K)
t : 초소형 연소기 두께 (mm)
V : 초소형 연소기 입구 유속 (m/s)
φ : 당량비

 : 연소기의 종횡비, l/d

1. 서 론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MFCs)는 연료저장의 

용이성으로 인해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차세

대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

다.(1) 한편 초소형 리포머 시스템이 장착된 고분

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s)가 에너지밀도 측면

에서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

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초소형 리포머 시스템은 제한된 공간에서 열원

인 초소형 연소기로부터 리포머와 증발기로 효과

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초소

형 리포머 시스템의 성공적 설계를 위해서는 초

소형 연소기 내의 안정적인 연소를 보장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연소기 크기가 작아질수록 외

부로의 열손실이 늘어나 초소형 화염의 소염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촉매연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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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3-7)과 열 재순환 연소방식(8,9)이 제시 되고 있다. 
하지만 촉매연소 방식은 촉매 표면이 쉽게 피독

되어 지속적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열 재

순환 방식은 재순환을 구현하는 구조가 다른 구

성 요소로의 효과적인 열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초소형 리포머 시스

템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초소형 연소기를 설

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수 

와트 급의 초소형 연료전지를 위한 초소형 리포

머의 열원으로서 연소반응에 촉매를 사용하지 않

으면서 간단한 형상을 갖는 초소형 연소기의 기

본 형상을 설계하고, 2) 탄화수소계 연료와 공기

의 예혼합 화염의 연소안정한계 측정하며, 3) 초
소형 연소기의 종횡비와 연소기 벽 두께가 연소

안정한계와 연소기 벽을 통한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4) 이들을 통해 최적의 초소형 

연소기 형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초소형 연소기 내의 화염과 연소기 벽을 

통한 열전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CFD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실험과 비교하였다.

2. 실험 및 계산 방법

Fig. 1과 같이 현재의 실험 장치는 초소형 연소

기(SS-304), 연료 및 공기 공급을 위한 질량 유량

계(50-100 sccm, 오차 ±0.75%), 연소기 외부 벽면

의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K-type)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소형 연소기는 

1단과 2단의 직경(d1 = 2.5, d2 = 3.2 mm)의 변화 

없이 1단의 종횡비와 전체 벽면 두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 2.0-4.0,   = 1.6, tw = 

0.5-1.5 mm로 변화를 주어 제작되었다.
분사된 상온의 혼합기가 초소형 연소기 2단 출

구에서 스파크 점화를 통해서 점화되고, 이를 통

해 생성된 초소형 화염은 연소기 전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1단으로 이동하여 안정화된다. 초소

형 연소기에 대하여 연소안정한계와 벽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고, 초소형 연소기내 화염은 상

용 CFD 코드인 Fluent 6.2를 사용하여 예측되었

다.(10) 지배방정식으로 축대칭 원통좌표계의 2차
원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 화학종, 에너지 

방정식 등이 유한체적법으로 해석 되었고, 필요

한 열화학적 물성치는 CHEMKIN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11) 대기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이 고려

되었으나 복사 효과는 무시하였다. 연료로 사용

된 프로판과 공기의 반응에 대해서는 7개의 화학

종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판-산소의 가역 4단계 

반응 메커니즘이 사용되었다.(12) 계산 영역은 반

경방향과 축방향에 각각 10d1과 12d1까지 고려되

었으며 20,000개의 계산격자가 사용되었고, 총 16
대의 PC(CPU 3.0GHz/1대)로 구성된 병렬계산시

스템을 이용하여 실험과 유사한 조건에 대해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초소형 연소기의 기본 형상

본 연구에서 초소형 연소기는 수 와트 급의 연

료 전지용 초소형 리포머의 열원으로서 설계되었

다. 간단한 형상을 가지면서도 원활한 열전달을 

할 수 있는 초소형 연소기의 기본형상으로 원통

형 구조가 선택되었다. 초소형 연소기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 대 체적 비가 증가하여 더 활

발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점화 및 화염안

정을 이루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단 

초소형 연소기가 제시되었다. Fig. 2에 초소형 연

소기의 기본형상과 주요 치수를 나타내었다(d1 = 
2.5, d2 = 3.2 mm,   = 3.0,   = 1.6, tw = 0.5 

mm). 초소형 예혼합 화염은 상온에서 프로판-공
기 혼합기의 소염거리보다 더 큰 내경을 가진 2
단에서 쉽게 점화되고 2단 내의 화염에 의해서 1
단의 온도가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촉매 또는 외

부의 추가적 열 공급 없이 화염은 더 작은 내경

을 가진 1단으로 이동한 뒤, 화염 안정을 이루게 

된다.
Fig. 3은 초소형 연소기, 리포머(반응기), 증발

기가 환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의 개념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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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a two-staged micro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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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with a micro reformer and a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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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소형 연소기는 증발기와 리포머에 열을 전

달하게 되고 증발기와 리포머를 거친 메탄올과 

물의 혼합물이 수소로 변환하게 된다. 효과적인 

개질 반응을 위해서 연소기의 2단 표면의 온도 

분포는 가능한 일정해야 한다. 이후에 살펴 볼 

결과는 이를 만족함을 보여준다.

3.2 프로판-공기 예혼합 초소형 화염의 연소기 

내 안정한계

Fig. 4는 기본형 초소형 연소기(Fig. 2)에서의 

예혼합 초소형 화염의 연소안정한계 측정 결과이

다. 초소형 연소기 입구 혼합기 유속 V와 혼합기 

당량비 φ에 대해 초소형 연소기 1단에서 화염이 

안정화 될 때의 연소안정한계와 화염이 2단으로 

밀려서 안정화 될 때의 연소안정한계가 각각 관

찰되는 데 Fig. 3와같이 실제 시스템에 적용될 경

우 연소기 2단에서의 연소는 의미가 없으므로 1
단 내에서의 연소안정한계만 유효하다.
일반적인 매크로 이상의 연소기에서 관찰되는 

경향과 유사하게 연료 과농한 영역과 연료 희박

한 영역에서 연소안정한계가 관찰되었다. 상대적

으로 높은 유속에서는 당량비가 연소안정한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낮은 유속에서는 당량비

가 연소안정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이는 

각각 혼합기의 불충분한 체류시간 및 외부로의 

열손실과 연관이 있으며(8),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열 손실률은 유속 변화에 거의 무관한 반

면 열 발생률은 유속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한계 유속이 φ ≈ 1인 조건에서 관찰되고 

연료 과농한 영역보다 연료 희박한 영역에서 연

소안정한계가 더 급격히 변한다. 이는 연료 희박

한 영역은 당량비가 0-1 이고 연료 과농한 영역

은 1-∞ 인 당량비의 비대칭적 정의에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3.3 형상의 변화의 영향

초소형 연소기 1단의 종횡비와 연소기 벽 두께

에 따른 성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소안정

한계와 연소기 벽면 온도분포를 측정하였다. Fig. 
5는 초소형 연소기의 종횡비에 따른 연소안정한

계를 측정한 것이다(  = 2.0, 3.0, 4.0). 연소안정

한계는 이 증가할수록 확대되는데, 특히 연료 

희박한 영역보다 연료 과농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은 혼합기의 체류시간 증

가로 인해 초소형 연소기 1단 내에서 연료의 완

전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찰된다. 연료 희

박 영역에서는 연소안정한계가 에 민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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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는 혼합기 체류시간이 더 이상 연료의 완

전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찰은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큰 

값의 종횡비를 갖는 초소형 연소기를 설계하는 

것이 연소안정한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소형 연소기 1단의 종횡비에 따른 초소형 연

소기 벽면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 2.0, 3.0, 4.0). 실험조건은 φ = 

0.9, V = 0.79 m/s이다. 이 증가함에 따라 2단 

연소기의 온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은 1단 연소기 벽을 통한 외부로의 열

전달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찰된다. 연소기 2단 

외부 벽면에서의 온도분포의 균일성은 거의 동일

하다. 의 증가로 혼합기의 체류시간이 길어지

기 때문에 최고온도는 총 열전달량의 증가와 함

께 감소한다. 또한 최고온도지점의 위치도 상대

적으로 상류쪽으로 이동한다. 초소형 화염의 수

치해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온도가 다소 높게 예

측되었지만, 실험 결과 나타난 경향과 정성적으

로 매우 유사하다. 각각의 종횡비에 따른 열속을 

수치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는 Fig. 7은 

을 변화시켜 초소형 연소기 표면의 열속을 조절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8은 초소형 연소기의 두께에 따른 연소안

정한계를 측정한 것이다(tw = 0.5, 1.5 mm). 연소

안정한계는 tw가 감소할수록 확대되는데 그 효과

는 종횡비 변화에 의한 영향보다는 낮게 나타난

다. tw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안정한계가 축소되는 

현상은 초소형 연소기의 축방향 으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찰된다. 이러한 관

찰은 가능한 얇은 두께의 초소형 연소기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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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t NTP: tw = 0.5 and 1.5 mm. Predictions 
based on the reaction mechanism due to 
Hautman et al.(12)

하는 것이 연소안정한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는 것을 보여준다.
초소형 연소기의 두께에 따른 연소기 벽면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tw 
= 0.5, 1.5 mm). 실험조건은 φ = 0.9, V = 0.79 
m/s로 tw가 증가함에 따라 축방향으로 빠져 나가

는 열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소형 연소기의 

전체 온도는 감소하고 반면 온도분포는 더 균일

해 짐을 알 수 있다. 초소형 화염의 수치해석 결

과는 전반적으로 온도가 다소 높게 예측되는 것

을 보여주지만, 실험결과 나타난 경향과 매우 유

사한 정성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Fig. 10은 연소기 벽 두께의 증가에 따라 축방향

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과 표면적의 증가로 열속

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수치해석 결과를 현

재의 실험 조건에서 초소형 연소기 두께가 0.5 
mm에서 1.5 mm로 늘어났을 때 반경방향 대비 

축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의 비율이 2.7%에

서 6.4%로 늘어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에

너지 방정식으로부터 열 손실이 (tw/d)2에 비례한

다는 단순한 해석을 통해서도 예측 가능하다.

3.4 최적 설계 조건

2단 초소형 연소기의 형상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안정적인 연소를 위

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큰 

값의 종횡비와 얇은 벽 두께를 갖는 초소형 연소

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열속의 균일

성은 연소기 벽을 두껍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

다. 따라서 초소형 연소기에 요구되는 성능의 우

선순위에 따라 연소기의 적절한 두께를 선택해야 

한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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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리포머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초소형 

연소기를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수 와트 급의 연료전지를 위한 

초소형 리포머 시스템용 초소형 연소기의 설계요

구조건인 제한된 공간에서의 안정적인 연소, 연
소기 벽을 통한 최대한 많은 열전달량, 연소기 

외벽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2
단 원통형 연소기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최적화된 실험 조건에서 초소형 예혼합 화

염은 확장된 내경을 가진 초소형 연소기의 2단 

내에서 쉽게 점화되고, 더 작은 내경의 1단으로 

이동한 후 안정화 된다.
2) 실험을 통해 측정되고 수치해석을 통해 예

측된 초소형 연소기의 온도분포는 연소기 내에서 

발생된 열이 가상의 구성 요소인 리포머와 증발

기로 원활하게 전달됨을 보여준다.
3) 초소형 연소기의 연소안정한계는 연소기 1

단의 종횡비 가 증가할수록 확대된다.
4) 초소형 연소기의 벽이 얇아질수록 연소안정

한계는 확대되지만 온도분포의 균일성은 줄어드

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초소형 연소기 형상

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초소형 리포머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성능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두께

가 선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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