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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rosene-driven solid oxide fuel cell (SOFC) system with reformer, desulfurizer and after-burner was mainly 
developed for this study. Originally the system was developed for 1kW class SOFC system for residential power 
generation (RPG) application. As a preliminary study of 1kW class SOFC system operation, a short stack was applied to 
the system. The short stack consists of 7 cells of 10cm ×  10cm area and was operated at 720ºC. The effect of anode 
inlet gas composition to stack performance was investigated. Firstly, I-V characteristics of SOFC with different fuel of 
kerosene and hydrogen were studied. Secondly CH4 internal reforming was performed at various anode inlet gas 
compositions of H2, CH4 and H2O. Through these experiments the effects of each anode inlet gas component to stack 
performance were analyzed and the significant operating parameters were iscussed. 

 

기호설명 
GHSV : 총 유량을 촉매 부피로 나눈 값(/h) 
H2O/C: 탄소원자 하나 당 공급되는 물 분자 수 
O2/C: 탄소원자 하나 당 공급되는 산소분자 수 
slm: 0ºC, 1 기압에서 ℓ/min 
xi: 화학종 i 의 몰분율 
ai: 화학종 i 의 활성도 
Pi: 화학종 i 의 분압 
 

1. 서 론 

연료전지는 효율이 높고 공해물질의 배출이 
적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변환기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SOFC(Solide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600~1000ºC 의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 이 
밖에도 H2 이외에도 CO, CH4 등을 연료로 이용할 
수 있어 등유와 같은 액체연료를 개질 하여 
연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등유 개질가스를 
이용한 kW 급 SOFC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kW 급 SOFC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성한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구성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스택 운전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하겠다. 

2. SOFC 스택 시스템의 구성 

2.1 연료 처리 시스템 (Fuel processing system) 
액체연료를 이용해 SOFC 에 사용할 수 있는 

H2, CO, CH4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개질기와 탈
황기로 구성된 연료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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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Kerosene 

Contents Unit Value 

LHV (lower heating value) J/g 42,980

HHV (higher heating value) J/g 46,110

Density kg/m3 792.1 

Amount of aromatics wt. % 19.6 

Amount of sulfur compounds wt. ppm 6 

개질 연료로 사용된 등유의 성질에 대해 Table 
1 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2.1.1 개질기 
1kW 급 개질기는 SUS 315 를 이용해 내경 

25mm, 두께 1mm, 높이 400mm 의 반응기로 제작

하였다. 촉매는 단순침적법 (incipient wetness 
method)으로 실험실에서 제작한 CGO-Pt 를 누들 
형태로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운전을 위하여 
350ml 을 반응기에 장착하였다.  

개질기는 GHSV=6,000/h, H2O/C=2.0, O2/C=0.45
의 자열개질반응 조건으로 운전하였다. 반응물로

는 상용 등유(SK 에너지), 탈이온수, 압축공기를 
이용하였다. 액체 연료와 물은 RHB 펌프, 공기

는 MFC 를 이용해 유량을 제어하였다. 액체 상
태의 탈이온수는 열교환을 통해 기화한 후 개질

기 내로 공급되었으며, 액체 연료는 이유체노즐

을 통해 미립화 한 후 개질기로 공급하여 혼합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2) 
 

2.1.2 탈황기 
개질기와 같이 SUS 315 를 이용해 내경 35mm, 

두께 1mm, 높이 440mm 으로 제작하였다. 촉매는 
상용탈황촉매인 G72-D(Süd-Chemie)를 사용하였으

며, 반응기에는 600ml 을 장착하였다.  
 

2.2 BOP 
촉매연소기는 SUS 315 를 이용해 내경 30mm, 

두께 1mm, 높이 305mm 로 제작하였으며, 상용연

소촉매인 C54-6(Süd-Chemie) 를 100ml 장착하였

다. SOFC 의 연료극과 공기극에 공급되는 유체와 
연소가스의 열교환을 위해 통합 열교환기를 제작

하여 시스템에 장착하였다. 
 
2.3 SOFC 스택 

1kW 급 SOFC 스택 운전을 위한 사전 실험으

로 소형 SOFC 스택 운전을 수행하였다. SOFC 는

 

Fig. 1 SOFC System Configuration 

Ni-YSZ/ YSZ/LSCF 로 구성되었으며, 10cm×10cm 
로 제작되었다. 스택은 7 단으로 구성되었다.  

 
2.4 시스템의 통합 및 운전 

위에서 설명한 구성품을 Fig.1 과 같이 1kW 급 
SOFC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개질기와 탈황기

를 지난 개질가스는 SOFC 연료극으로 공급된다. 
SOFC 연료극에는 H2 와 개질가스를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하였다. 열교환기에는

SOFC 에 공급되는 연료(H2 또는 개질가스)와 공
기, 촉매연소기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가스가 
공급된다. 열교환기에서 승온된 연료와 공기는 
SOFC 로 공급되며, 열교환기에서 배출되는 연소

가스는 시스템의 분위기 온도를 유지하는 데 사
용된다. SOFC 에서 배출되는 미반응가스는 촉매

연소기에서 연소하여 위와 같이 시스템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SOFC 스택과 촉매연소기의 발열량이 전체 시
스템의 온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
기로 안에서 운전을 수행하였다. 스택의 평균 온
도는 720ºC 로 고정하였다. SOFC 스택의 성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DC 로더 (대길전자 EL-1000P)
를 이용해 전류를 변화시키며 전압을 측정하였다.  

 

3. 시스템 운전 결과 

3.1 H2와 개질가스로 운전된 스택 성능 비교 
H2 와 개질가스로 SOFC 스택을 운전할 결과를 

Fig.2 에 나타내었다. H2 로 운전 시 SOFC 스택 연
료극에 H2 2.8 slm 과 N2 1.4 slm 을 주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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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Reformate gas (mol.%) 

H2 CO CO2 CH4 H2O C2~C3 N2 

26.2 3.4 12.4 1.5 25.0 0.3 balance

 
개질가스로 운전 시에는 GHSV=6,000/h, H2O/C=2.0, 
O2/C=0.45 의 조건에서 탈황기를 거쳐 배출되는 
가스를 전부 주입하였다. 선행 실험 결과 탈황기

를 지난 배출가스에서 황 화합물이 발견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3)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개질기를 운전하였을 때 배
출되는 개질가스의 조성은 Table 2 와 같다. 개질가

스로 운전 시 H2 로 운전할 때에 비해 유량이 10
배 이지만, H2 와 CO 의 분압이 약 30%로 낮고 
H2O 의 분압이 25.0% 로 매우 높다. 개질기의 운
전조건은 선행 실험을 바탕으로 개질기가 외부 열
원 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

였다.(3) 그 결과 배출되는 개질가스의 유량은 약 
55slm 이었다.  
물질전달한계가 드러나는 고전류 영역에서는 개
질가스 운전 시 스택의 성능이 향상되는데 이는 
개질가스로 운전 시 유량이 높아 물질전달한계 효
과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개질기의 
자립을 위해 연료극에 개질가스가 과급된 결과다. 
따라서, 연료이용률 70% 수준으로 유량을 낮출 
경우 H2O 에 의한 희석 효과가 지배적일 것이며 
고전류 영역에서도 성능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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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ck Performance fueled by H2 and 
Reformate 

 
반면, OCV 또는 저전류 영역에서는 개질가스 운
전 시 성능이 크게 저감되었다. 열역학적으로

SOFC 스택의 OCV 는 아래의 식 (1)을 통해 구할 
수 있다.(4) 식 (1)에 의하면 개질가스로 운전 시 
H2O 에 의해 연료극의 O2 분압이 높아지기 때문

에 H2 로 운전할 때에 비해 전압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Fig.2 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H2 분압이 낮아진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실험을 수행하였다.   
 
 

 
   (1)

 
 
3.2 H2 분압에 따른 스택 성능 
연료극에 주입되는 H2 분압을 변화시켜가며 스

택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Fig.3 에 나타내었다. 
H2 유량을 2.8 slm 로 고정한 채로 N2 유량을 조절

하여 Table 3 와 같이 H2 분압을 조절하였다.  
 

Table 3 H2 and N2 flow rate at different H2 partial 
pressure 

xH2 0.66 0.50 0.33 0.25 

H2 (slm) 2.8 2.8 2.8 2.8 

N2 (slm) 1.4 2.8 5.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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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ck Performance at different H2 part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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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OCV 또는 저전류 영역에서는 H2 분
압에 따라 전압 차이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개질

가스와 H2 운전 시 발생하는 전압차이는 H2O 에 
의한 O2 분압 차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
면, 고전류 영역에서는 H2 분압이 낮아짐에 따라 
스택의 전압이 약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3.3 CH4 내부 개질 실험 
등유 개질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 성분 중 CH4

의 비율이 가장 크다. 고온형 연료전지인 SOFC 의 
경우 CH4 도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SOFC 
연료극인 Ni/YSZ 가 촉매로 작용하여 식 (2)와 같
은 수증기 개질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5)  

 
CH4 + H2O  3H2 + CO (2)

 
CH4 이 SOFC 내부로 주입될 경우 스택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입되는 연료들의 LHV 의 총합이 일정하도록 하
였으며, H2 2.8slm 의 LHV 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
체 LHV 총량 중 CH4 의 LHV 비율을 Table 4 와 
같이 변화하였으며, N2 의 유량 조절을 통해 전체 
유량이 일정하도록 하였다. 1 번 셀의 성능을 기준

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주입되는 CH4의 양이 일정할 때, H2O/C 의 변화

에 따른 셀 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러나 H2O/C 가 일정할 때 CH4 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셀 성능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전체 LHV
에서 CH4 의 LHV 비율이 70% 일 때, 고전류 영역

에서 전압 측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셀의 성능 감
소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가 
CH4 유량의 변화이고, 둘째가 H2O 유량의 변화이

다. H2O/C 가 일정하기 때문에 CH4 유량이 증가할 
경우, H2O 의 유량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Table 4 Composition of Anode inlet gas (slm) 

LHVCH4/LHVtotal 

(%) H2O/C H2 CH4 N2 H2O 

25.0 
3.0 2.1 0.21 2.06 0.63 
2.0 2.1 0.21 2.27 0.42 

50.0 
3.0 1.4 0.42 1.92 1.26 
2.0 1.4 0.42 2.34 0.84 
1.0 1.4 0.42 2.76 0.42 

70.0 3.0 0.84 0.59 1.8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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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HVCH4/LHVtot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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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2O/C effect 

Fig. 4 Cell #1 Performance with CH4 internal 
reforming (1) 

 
 
CH4 은 SOFC 연료극 내부에서 식 (2)에 나타난 

수증기 개질을 통해 H2 와 CO 를 생성한 후 연료

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증기 개질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할수록 
연료극에 H2 또는 CO 등의 연료가 부족해서 전압

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변수의 효과를 분리하기 

위하여 CH4 유량은 다르지만, H2O 의 유량이 같은 
경우 셀 성능을 비교하여 Fig. 5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CH4 의 유량이 높은 경우 셀 성능이 저감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2O 의 희석효과보다 
연료로 사용될 CH4 유량이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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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ell #1 Performance with CH4 internal 
reforming (2) 

 

4. 결 론 

H2 또는 액체 연료로 구동되는 kW 급 SOFC 시
스템을 제작하였다. 1kW 급 SOFC 스택을 운전하

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7 단 SOFC 스택을 운전하

였으며, 연료극에 주입되는 가스 성분의 구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았다.  

H2 와 등유 개질가스를 연료극에 주입한 후 성
능을 비교해 보았다. 개질가스를 연료극에 주입할 
경우, H2O 로 인해 연료극 O2 분압이 높아지기 때
문에 전극간 O2 분압차가 감소한다. 따라서 개질

가스로 운전 시 H2 로 운전할 때에 비해 OCV 또
는 저전류 영역에서 성능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CH4 내부 개질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H2, CH4, 
H2O 를 다양한 비율로 SOFC 연료극에 주입하였다. 
그 결과, H2O 유량에 관계없이 CH4 유량이 증가할 
경우, 고전류 영역에서 SOFC 셀의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H4 의 수증기 
개질 반응이 충분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측된다. 
즉, H2O 의 유량은 OCV 또는 저전류 영역에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CH4 유량은 고전류 영
역에서 물질전달한계 효과를 나타내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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