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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microemitter (microcombustor) configuration for a micro thermophotovoltaic system in which 
thermal energy is directly converted into electrical energy through thermal radiation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nd computationally. The microemitter as a thermal heat source was designed for a few 
watt power-generating micro thermophotovoltaic system. In order to satisfy the primary requirements for 
designing the microemitter, i.e., stable burning in the small confinement and maximum heat transfer 
through the emitting walls but uniform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long the walls, the present 
microemitter is cylindrical with an annular-type shield for heat recirculation to apply for the excessive 
enthalpy concept. Results show that the heat recirculation substantially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microemitter: the observed and predicted thermal radiation from the microemitter walls indicated that 
heat generated in the microemitter is uniformly emitted.

기호설명

ds : 쉴드(shield) 내경 (mm)
dw : 초소형 이미터 내경 (mm)
l : 초소형 이미터의 중심부 길이 (mm)
r : 반경방향 좌표축

T : 온도 (K)
tg : 초소형 이미터와 쉴드 간극

tw : 초소형 이미터 벽두께 (mm)
V : 초소형 이미터 입구 유속 (m/s)
Xf : 연료 몰분율

x : 축방향 좌표축

φ : 당량비

 : (ds/2)/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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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휴대용 상용 전자제품의 사용 증가와 이

동형 군용장비의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이나 현재 사

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낮은 에너지밀

도, 긴 충전시간, 짧은 충전수명, 환경문제 발생 

등의 한계가 있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초소형 

동력발생 장치(Power MEMS)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높은 에너지밀

도를 갖는 탄화수소계 연료(리튬-이온 전지의 약 

100배 이상)의 연소를 이용한 초소형 동력발생 

장치이다.(1) 1990년대 초부터 MEMS 기술을 기반

으로 개발된 MIT의 초소형 가스터빈과 UC 
Berkeley의 초소형 로터리엔진 등 열기관을 초소

형화 하기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1) 그러

나 동적장치가 포함되어있는 초소형 열기관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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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조립 및 기밀(sealing) 등의 기술적 한계로 과

도한 마찰 및 심각한 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Ahn 등(2)은 동적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대향류 Swiss-roll 버너를 이용한 초소형 열전장치

를 제안하였고 열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열재순

환 연소방식을 적용하였다. Federici 등(3)은 초소

형 연소기 내 안정적 연소의 보장을 위해 촉매연

소 방식의 초소형 열전장치를 개발하였다. 초소

형 화염의 소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촉매연소 방식은 연소기 내 촉매 피독으

로 인한 성능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갖는다. 
Pan 등(4)은 열복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동적 장치가 없는 

초소형 열광전변환 장치를 위한 초소형 연소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향계단을 갖는 수소-
공기 예혼합의 원통형 초소형 연소기의 다양한 

파라미터 연구를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수행하

였으나 소형 연소장치에서의 수소의 이용은 탄화

수소계연료에 비해 소염이 덜 된다는 장점을 갖

지만 연료 저장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응

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촉매연소 방식을 적용하

지 않은 초소형 열광전변환 장치를 위한 프로판-
공기 예혼합을 사용하는 초소형 이미터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갖는다. 1) 수 watt급 초소형 열광전변환 

장치용 열재순환 초소형 이미터의 기본형상 설계

와 다양한 설계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2) 초소형 

이미터의 형상에 따른 연소 특성 및 열전달 특성

을 연구하며, 3) 이러한 연구로부터 초소형 이미

터의 최적화된 기초 설계데이터를 제공하고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초소형 화염구조를 분석하고

자 한다.

2. 실험 및 계산 방법

 2.1 실험 장치 및 방법

초소형 이미터 내 예혼합 화염의 연소 특성 및 

열전달 특성을 관찰하기위해 Fig. 1과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실험 장치는 초소형 이미터, 
유량 공급부, 이미터 벽면의 온도분포를 측정하

기 위한 열전대 그리고 열복사가 되는 초소형 이

미터 외벽면의 형상을 얻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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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연료와 공기는 초소형 이미터 입구의 당량비와

분사속도 조건에 따라 적절한 질량유량계

(100-2000 sccm)를 사용하여 초소형 이미터에 공

급되었다. 초소형 이미터는 열재순환 연소방식의  

적용에 따른 성능향상의 연구를 위해 가공하기 

쉬운 스테인리스 스틸(SUS 304)로 제작하였다. 
예혼합기가 이미터로 분사되면 이미터 벽면 열손

실에 의한 소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기부에 스

파크 점화하여 초소형 화염을 발생시켰다. 이미

터가 가열되어 연소가 강화되면 화염은 혼합기 

입구부로 전파되어 연소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초
소형 이미터의 외벽면 온도는 K-type의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정확도는 ± 0.05% 갖는다. 
적절한 온도 및 균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초소

형 이미터의 작동조건을 찾기 위해 당량비 φ = 
0.9-1.1과 분사속도 V = 3.3 m/s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재순환을 위한 초소형 이미터 내

벽과 쉴드 사이의 간극비(Fig. 2참조)의 다양한 

변화와 이미터 외벽두께의 변화에 따른 초소형 

이미터의 연소 및 열전달 특성을 관찰하였다.

2.2 계산 방법

초소형 이미터의 실험을 통해 얻은 연소 및 열

전달 특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초소형 이미터 내 생성된 화염 구조를 상용 CFD 
코드인 FLUENT 6.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지
배방정식으로 축대칭 원통좌표계, 2차원 Navier- 
Stokes 방정식과 연속, 화학종,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하여 유한체적법으로 계산하였다.(5)

Multi-component diffusion 모델, 열 확산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열화학적 물성치는 CHEMKIN 데이

터베이스(6)를 이용하였다. 또한 최적조건에서 초

소형 이미터의 외벽면에서 방출되는 열복사에 의

해 가상의 열광전지 셀에서 흡수되는 열복사량을 

예측하기위해 surface-to-surface 복사모델을 적용

하였다.(7) 프로판-공기의 반응은 7개의 화학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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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프로판-산소의 가역 4단계 반응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8) 계산격자는 

계산의 정확성과 안정된 수렴성을 확보하기위해 

다양한 격자수와 격자간격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결과 32,000개로 결정하였다. 지배방정식

은 전술한 반응 및 복사 모델을 적용한 후 이산

화하여 16대의 PC(CPU 3.0GHz/1대)로 이루어진 

병렬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과 동일한 조건

에서 계산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동적 장치가 없고 구성이 단순하며 제작이 용

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기존의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초소형 열광전변환 장치 

중 열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초소형 이미터는 핵

심요소이며, 성능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온-균
일한 온도분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안정연소

와 균일 온도분포를 보장할 수 있는 열재순환 원

통형 초소형 이미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초소형 이미터 구조

Fig. 2는 예비 설계된 열재순환 초소형 이미터

의 구조와 주요 치수를 보여준다. 초소형 이미터 

내 환형 쉴드를 설치하여 열재순환 연소방식을 

적용하였다. 초소형 이미터의 배기부에서 점화되

어 생성된 초소형 화염의 열전달에 의해 이미터

의 연소강화가 이루어지며 화염은 쉴드와 이미터 

사이의 혼합기 입구까지 전파되어 안정화된다. 
고온 배기가스에 의해 예혼합기가 예열되어 이미

터 벽면은 균일 온도분포를 가지며 열손실도 감

소된다.
초소형 이미터의 열재순환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φ = 1.0, V = 2.4 m/s 조건에서 열재순환 연

소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원통형 초소형 이미터

(Fig. 3)의 외벽면 온도를 측정하였고 Fig. 4는 실

험 결과와 열복사가 발생되는 초소형 이미터의 

벽면의 사진이다. 혼합기의 입구 분사속도는 이

미터 내 안정적인 화염이 보장되는 최고 분사속

도로 결정되었다. 초소형 이미터의 축방향의 위

치를 가상 열광전지 셀을 설치 할 길이(l)로 무차

원화하여(x/l = 0-1)로 나타내었는데 최고온도로부

터 325 K의 온도강하가 발생하여 온도구배는 15 
K/mm를 가지며 불균일한 복사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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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a heat-recirculating 
microe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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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a microemitter without 
heat-re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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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outer wall surface of the microemitter without 
heat-recirculation (dw = 7.0 mm, l = 22.0 mm 
and tw = 0.5 mm) and a radiating image for a 
C3H8-air mixture of φ = 1.0 and V = 2.4 m/s at 
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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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d and predicted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outer wall surface of the 
heat-recirculating microemitter (dw = 7.0 mm, l = 
22.0 mm,  = 1.0 and tw = 0.5 mm) and a 
radiating image for a C3H8-air mixture of φ = 
0.9, 1.0 and 1.1 and V = 3.3 m/s at NTP. 
Predictions based on the reaction mechanism due 
to Hautman et 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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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열재순환 초소형 이미터(Fig.2)에 대해 

φ = 0.9-1.1, V = 3.3 m/s의 조건에서 측정 및 예

측된 이미터 외벽면의 온도와 열복사되는 이미터

를 보여준다. 혼합기의 분사속도는 다양한 예비

실험을 통해 이미터 내 적절한 위치에 화염이 생

성되는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예측온도는 실험결

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러한 온도차는 대기 중으로 발생되는 열손실 등

과 같은 경계조건의 부정확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반면 초소형 이미터의 무차원 위치에 

대한 측정온도와 예측온도는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소형 이미터의 설계에 

있어 실험과 함께 수치해석을 통한 결과를 이용

하는 것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당량비

에 대한 측정 및 예측온도 차는 거의 없어 이후 

초소형 이미터의 실험 및 예측은 φ = 1.0인 조

건에 대해 수행하였다. 초소형 이미터의 외벽면

의 온도구배는 11 K/mm로 열재순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Fig. 4참조)에 비쳐 감소하였지만 열복

사되는 이미터 외벽면의 사진은 해당조건이 최적

조건은 아님을 보여준다. 열재순환 방식이 적용

된 초소형 이미터(Fig.2) 내 예측된 온도분포와 

연료분포(몰분율, Xf)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

다. 예측된 연료분포는 연료가 혼합기 입구의 상

부에서 거의 소모됨을 보여준다. 초소형 이미터 

내 공급된 혼합기가 충분한 체류시간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상류에서 국소연소가 진행되고 불균

일한 복사가 발생한다. Fig. 7은 열재순환 초소형 

이미터, 유전필터, 열광전지 셀, 냉각 핀의 단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초소형 열광전변환 장치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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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dicted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and 
mole fraction of fuel in the heat-recirculating 
microemitter (dw = 7.0 mm, l = 22.0 mm,  = 
1.0 and tw = 0.5 mm) for a C3H8-air mixture of 
φ = 1.0 and V = 3.3 m/s at NTP. Predictions 
based on the reaction mechanism due to Hautman 
et 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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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onceptual design of a micro TPV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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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on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outer wall surface of the 
heat-recirculating microemitter (dw = 7.0 mm, l = 
22.0 mm and tw = 0.5 mm) for a C3H8-air 
mixture of φ = 1.0 and V = 3.3 m/s at NTP: 
= 1.0, 1.4 and 2.0. Predictions based on the 
reaction mechanism due to Hautman et al.(10)

3.2 초소형 이미터의 형상 변화 

쉴드 내경 대 초소형 이미터 내벽면과 쉴드 사

이의 간극의 비로 정의되는 형상비( )의 변화를 

통해 열재순환 효과가 최대를 갖는 조건을 고찰

하였다. 또한 초소형 이미터 벽두께의 변화에 따

른 연소특성과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였다.
Fig. 8은 φ = 1.0, V = 3.3 m/s의 조건에서 형

상비(  = 1.0, 1.4, 2.0)에 따른 실험 및 계산 결

과이다. 무차원화한 길이에 대한  = 1.0, 1.4, 
2.0의 각각의 경우 온도구배는 11, 10, 3 K/mm으

로 측정되었다. 형상비  = 2.0을  갖는 이미터 

내 예측된 온도분포 및 연료분포를 복사되는 이

미터의 사진과 함께 Fig. 9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향상에 대한 이미터의 예측 및 실험 결과와 같이 

 증가할수록 가상의 열광전지 셀을 적용할 이

미터의 벽면 위치에서의 온도 균일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즉, 가 증가하게 되면 간극 사이의 

부피가 줄어 유속이 증가되고 혼합기의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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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on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and mole fraction of fuel in the heat-recirculating 
microemitter (dw = 7.0 mm, l = 22.0 mm and tw

= 0.5 mm) and a radiating image for a C3H8-air 
mixture of φ = 1.0 and V = 3.3 m/s at NTP: 
 = 2.0. Predictions based on the reaction 
mechanism due to Hautman et al.(10)

도 짧아져서 상대적으로 하류 부분에서 쉴드 끝

부분에 고온의 연소가스가 체류하게 되어 많은 

열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균

일한 복사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실험 결과와 

예측 결과 간의 정량적인 차이는 관찰되나 정성

적인 경향은 서로 유사하다.
초소형 이미터의 배기부의 평균온도는  = 

1.0, 2.0에 대해 각각 723, 900 K으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가 감소하면 총열회수 효과가 증가됨을 

보여주며 Fig. 6(  =1.0)과 Fig. 11(  = 2.0)의 예

측된 배기가스의 온도로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낮은 에서는 화염이 Fig. 6과 

같은 불균일한 복사가 관찰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정연소를 하는 고온-균일의 복사를 하는 

이미터 설계를 위해서는 상류에서 점화되어 쉴드

와 이미터 내벽 사이의 간극을 적절히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연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초소형 이미터의 벽면 두께에 대한 열전달 특

성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φ = 1, V = 3.3m/s,  
= 2.0인 조건에서 tw = 0.5, 1.0 mm에 대한 측정

온도와 예측온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무차원 

위치에 대한 온도구배는 거의 유사성을 갖지만 

tw = 1.0 mm를 갖는 두꺼운 이미터의 벽면 온도

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tw = 1.0 mm의 초소

형 이미터 내 예측된 온도 및 연료 복사되는 이
미터의 사진을 Fig. 11에 함께 나타내었다. 벽면 

두께 변화에 따른  온도 경향은 거의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손실이 커진 두꺼운 벽을 갖는 이

미터의 사진은 더 낮은 온도로 상대적으로 불균

일하게 관측되었다. 따라서 초소형 이미터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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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s of tw on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outer wall surface of the 
heat-recirculating microemitter (dw = 7.0 mm, l = 
22.0 mm and  = 2.0) for a C3H8-air mixture of 
φ = 1.0 and V = 3.3 m/s at NTP: tw = 0.5 and
1.0 mm. Predictions based on the reaction 
mechanism due to Hautman et 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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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s of tw on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and mole fraction of fuel in the 
heat-recirculating microemitter (dw = 7.0 mm, l = 
22.0 mm and  = 2.0) and a radiating image for 
a C3H8-air mixture of φ = 1.0 and V = 3.3 m/s 
at NTP: tw = 1.0 mm. Predictions based on the 
reaction mechanism due to Hautman et al.(10)

서 안정연소를 위해서는 가공과정과 기계적 강도

를 고려하여 가능한 얇은 두께를 갖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Fig. 11의 예측된 연료분포는 상대적

으로 더 얇은 벽면을 갖은 초소형 이미터의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3.3 초소형 이미터의 최적화 설계

지금까지 초소형 이미터의 성능향상을 위해 다

양한 설계 파라미터와 이미터 형상의 변화에 대

한 연소특성과 열전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론 

당량비 부근에서의 당량비 변화는 이미터 성능향

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예혼합기의 분사속도

는 수 watt급 발생동력에 맞추어 결정되었다. 초
소형 이미터 내에서 가 증가할수록 안정화된 

균일 연소가 발생되었으며 이미터 벽면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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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수록 초소형 이미터는 고온-균일의 온도분

포를 보였다. 따라서 주어진 당량비와 온도조건

에서 상대적으로 얇은 벽면 두께를 갖고 높은 

를 가질 경우 최적화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적화된 설계 형상은 φ = 1, 

V = 3.3 m/s의 조건에서 dw = 7.0 mm, ds = 4.0 
mm, tg = 1.0 mm (  = 2.0), tw = 0.5 mm 그리고 

l = 22.0 mm를 갖는 열재순환 원통형 초소형 이

미터이다. 이러한 최적설계 형상을 갖는 초소형 

이미터의 성능평가를 위해 이미터에서 가상 열광

전지 셀로 들어가는 열복사량과 동력 발생량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였다. 초소형 이미터의 

성능효율과 초소형 열광전변환 장치의 발생동력

은 각각 39.5%, 3.6 W로 예측되었고 열광전지 셀

의 전환효율을 10%로 가정(9)할 때 초소형 열광전

변환 장치의 전체효율은 3.2 %가 된다. 또한 전

체효율은 높은 방사율을 갖는 재질(  )로 

이미터를 설계하면 더욱 향상 될 것이다.

4. 결 론

수 Watt급 동력발생용 초소형 열광전변환 장치

를 위한 초소형 이미터의 최적화 설계를 위해 연

소 및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초소형 이미터 내 안정연소를 위해 열재순

환 연소방식을 적용한 원통형 초소형 이미터를 

설계하였다. 최적화된 설계 조건에 대해서 열재

순환 연소방식의 적용은 초소형 이미터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즉, 초소형 이미터의 벽면에서 측정 

및 예측된 열복사는 고온-균일하게 방출되었다. 
2) 초소형 이미터의 성능은 쉴드와 이미터 내

벽 간극이 증가할수록 개선되었으나 총 열회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이미터의 벽면 두께를 감소하

면 이미터의 성능은 개선된다. 
3) 예측된 초소형 열광전변환 장치의 전체효율

과 발생동력은 각각 3.2%와 3.6 W로 예측되었으

며 SiC와 같은 높은 방사율을 갖는 재질로 이미

터를 설계하면 성능효율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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