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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W 급 MCFC 발전시스템 촉매연소기의 유동 및 연소 특성에 대
한 수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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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power generation system is prime candidate for the utilization of fossil 
based fuels to generate ultra clean power with a high efficiency. In the MCFC power plant system, a 
combustor performs a role to supply high temperature mixture gases for cathode and heat for reformer by 
using the stack off-gas of the anode which includes a high concentration of H2O and CO2. Since a combustor 
needs to be operated in a very lean condition and to avoid excessive local heating, catalytic combustor is 
usually used. The catalytic combustion is accomplished by the catalytic chemical reaction between fuel and 
oxidizer at catalyst surfac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combustion. In this study, a mathematical model for 
the prediction of internal flow and catalytic combustion characteristics in the catalytic combustor adopted in 
the MCFC power plant system is suggested by using the numerical methods. The numerical simulation 
models are then implemented into the commercial CFD code. After verifying result by comparing with the 
experimental data and calibrated kinetic parameters of catalytic combustion reaction, a numerical simulation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flow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by changing such various 
parameters as inlet configuration and inlet temperature. The result show that the catalytic combustion can be 
effectively improved for most of the case by using the perforated plate and subsequent stable catalytic 
combustion is expected. 

기호설명 
k  : Turbulent kinetic energy 
p  : Pressure, N/m2 

iU  : Velocity of i-component 
p  : Pressure, N/m2 

p  : Pressure,  N/m2 
 
여기에 기호 설명을 입력하시오(국문으로 기

입) 
 

1. 서 론 

21 세기 미래 발전기술의 방향은 고효율, 
환경친화적 그리고 분산형 발전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화력 발전시스템은 연료 매장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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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환경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경제성 문제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에 
수소연료를 이용하는 수소에너지 발전시스템 
기술은 위의 단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대,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얻는 
방식인 연료전지 시스템은 전기를 발생하는 
스택(stack) 부분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주변장치(BOP, Balance of plant) 기술에 대한 
안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용융탄산염 
(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발전 방식은 
상용화에 기술적으로 근접하여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 대체용 분산 발전용으로서 고려되고 
있다(1). 현재 MCFC 기술을 이용한 250kW 급 
발전시스템이 상용화(2) 되고 있으며 독일의 MTU 
그리고 일본의 IHI 등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는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 

MCFC 발전시스템은 스택, 개질기, 연소기 
그리고 송풍기 등의 주변장치(BOP)로 구성(3)된다. 
이중 연소기는 스택의 anode 에서 나오는 미 반응 
연료가스(stack off-gas)를 연소시켜 cathode 에 
CO2 를 공급한다. 또한 연소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함으로써 전체 발전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연소기의 경우 스택의 
미 반응 연료가스에는 개질 과정과 anode 의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와 H2O 의 높은 
농도로 인하여 통상연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연료를 공급하여 연소반응을 일으키는 
방안과 촉매를 이용한 희박연소(lean combustion) 
방법이 있는데 추가연료 공급 방식은 시스템 효율 
저하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촉매연소기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다(4). 

촉매연소기의 효율향상과 내구성유지를 위해서 
촉매가 코팅된 지지체(honeycomb type substrate) 전
단의 균일한 유동과 연료가스의 적정 혼합율 확보

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동이 균일하지 않아 속
도가 빠른 부분에서는 연료가스가 다 타지 않고 
배출될 수 있으며, 유속이 느린 부분에서는 국부

적으로 가열되어 핫스팟(hot spot)이 발생하여 촉매

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균일한 유동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5). 
Hong et al(5).은 균일유동을 갖는 촉매연소기 적용

을 위한 다양한 형상의 혼합부(Mixing chamber)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타공판(perforated 
plate)의 설치 연구를 통해 운전조건에 관계없이 
촉매전단에서 균일한 유동 분포를 확보하였다. Lee 
et al(3).은 Hong et al(5).에서 확보된 유동 균일화 기

술을 적용 5kw 급 촉매 연소기를 제작 하여 유동 
균일화 실험과 촉매연소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Lee et al(3). 등이 제작한 5kW 급 촉매연소

기의 scale up 을 위하여 원형단면(circular cross-
section)의 형상을 갖는 촉매연소기를 제작과 유지

보수를 용이하기 위하여 사각단면(rectangular cross-
section)을 갖는 촉매 연소기의 반응 유동과 촉매 
연소특성을 알아본다.  

 
 

Fig. 1 Photo & schematic of the Catalytic combustor 
 

 

2. 수치해석 모델 제목 

촉매연소기의 수치적 모델은 상용 CFD 코드인 
FIRE v8.5 를 사용하였다. 이 코드는 유한체적법

에 다면체의 계산체적으로 구성된 비정렬 격자를 
사용한 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촉매연소기

의 작동 특성상 정상상태의 해석이 가능하고, 난
류 계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ε모델을 사
용하였다. 

2.1 지배방정식 
 촉매연소기 모델 각각의 속도와 난류량에 대한

local value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연속방정식 
 
운동량보존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k-ε모델 난류 모델 
 
 
질량보존 방정식여기에 2.1 절의 내용을 입력한다. 

2.1.1 논문의 각 항 제목 
여기에 2.1.1 항의 내용을 입력한다. 

 

3. 3장 제목 

3.1 논문의 각 절 제목 
여기에 3.1 절의 내용을 입력한다. 여기에 3.1 절

의 내용을 입력한다. 여기에 3.1 절의 내용을 입력

한다. 
여기에 3.1 절의 내용을 입력한다. 여기에 3.1 절

의 내용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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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논문의 각 항 제목 
여기에 3.1.1 항의 내용을 입력한다. 
 
 
 
 
 

Table 1 Put table title put table title 

     

     

 

 
 
Table 및 Figure 의 배열 위치는 각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에 배치 요망.(text 입력시 스
타일의 그림번호/설명 이용) 

 
 

4. 4장 제목 

4.1 4.1절 제목 

4.1.1 4.1.1항 제목 
 

5. 5장 제목 

5.1 논문의 각 절 제목 

5.1.1 논문의 각 항 제목 
 
 

6. 결 론 

6.1 여기에 결론을 입력하시오 

후 기 

6.2 여기에 후기를 입력하시오 
 
 
 
 

 
 
 
 
 
 
 
 
 

 
 

Fig. 2 Put figure 1 tit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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