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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former system is a method for hydrogen production from hydrocarbon fuels such as natural gas under 
high temperature environment(about~1,000℃). The premixed swirl burner with mixing swirler and combustion 
swirler designed to deliver fuel cell electric output from 0.5 kW to 1.5 kW. Premixed swirl burner experiments 
using natural gas and mixture of natural gas and anode off gas were carried out to analyse flame patterns 
and stability by equivalence ratio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ble swirl flame can be established 
for all cases of fuels type using the premixed swirl burner. The swirl flame had a wide stability region and 
it showed very low CO(50 ppm) and NOx(20 ppm) emission at different fuel type and various equivalence 
ratio conditions. The operating range of premixed swirl burner for stable swirl flame is found to exist between 
equivalence ratio of 0.70 to 0.90 for turn down ratio of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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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φ   : 당량비 kW   : 열용량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재

생에너지원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이

다. 연료전지는 전기화학반응을 통하여 수소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및 열에너지

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료전지시스템을 복합발전으로 사용

할 경우 에너지효율이 높고 생성물로 물이 생성되

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1-3].
친환경 에너지원인 연료전지는 순수한 수소를 연

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순수 수소의 

생산은 아직까지 가격 및 기술적인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순수수소의 경우 단위질량당 체적이 

크기 때문에 보관 및 이송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소가 

필요한 위치에서 탄화수소계 연료로부터 수소를 생

산하는 개질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7].
탄화수소계 연료를 수소로 개질하기 위한 대표적

인 개질반응은 Table 1에 비교한 것과 같이 수증기

개질법, 부분산화법, 자열개질법으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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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ree primary fuel reforming re-
actions

Type Chemical reaction Temp (℃)

Steam
reforming

 

↔ 



600
-

1000

Partial
oxidation

 



↔ 



Autothermal 
reforming

  



↔ 



Fig. 1. Schematic of steam reforming system.

다[8]. 이러한 개질방법 중 수증기개질법은 다른 개

질방법에 비하여 수소의 생산율이 높은 장점을 바

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증기개질시스

템은 Fig. 1과 같은 형상으로 버너, 개질반응이 발생

되는 촉매, 버너에서 발생되는 열원을 촉매에 공급

하는 열교환부로 구성된다. 개질시스템의 촉매에 공

급되는 탄화수소계 연료는 기존배관망의 활용이 가

능하고 매장량이 풍부한 도시가스가 수증기와 혼합

되어 공급된다. 버너에서 도시가스(Natural Gas, 이하 

NG라 함) 및 양극배출가스(Anode Off Gas, 이하 AOG
라 함)가 단독 또는 혼합을 통하여 공급되어 연소된

다. 연소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고온의 기연가스는 

열교환부를 통과하면서 촉매에 열을 공급하고 외부

로 배출된다. 고온의 촉매에서는 공급되는 NG와 수

증기에 열을 공급하여 개질반응이 발생된다. 이러한 

수증기개질법은 약 600-1,000℃ 사이의 흡열반응을 

통하여 개질이 진행되며 안정적인 수소 생산율을 위

해서는 안정적인 온도조건의 유지 및 조정이 매우 중

요하다[9].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전기화학반응을 통하여 발

생되는 농도손실(Concentration Loss)의 영향을 감소

하기 위하여 당량비 1 이상의 수소를 양극에 공급한

다. 따라서 버려지는 AOG의 경우 다량의 수소가 포

함되어있고 시스템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AOG를 개질기용 버너의 연료로 재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질시스템의 안정적인 개질반응을 위하여 

개질온도의 정밀조정 및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고 

AOG가 혼합된 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질

기용 연소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질기용 연소시스템은 크게 확산화염방식과 예

혼합 연소방식으로 구분되어진다. 확산화염방식의 

경우 종래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었으나 당량비 및 

부하 변화에 따라 연소화염의 길이가 변경되고 연

소실의 체적이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국부적인 

고온의 온도영역이 발생되어 내구성이 저하되는 단

점을 갖고 있다. 예혼합연소 방식의 경우 다공매체 

연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고 세밀한 온

도조절이 가능하지만 당량비 변화에 따른 가동영역

이 좁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혼합가스를 사용

하는 개질기 연소의 특성상 혼합가스조성에 따른 연

소속도의 변화는 보다 예혼합연소에서의 작동영역

을 좁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 및 배기특성을 조절할 수 있

는 예혼합 연소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보다 폭

넓은 연소속도를 가진 혼합가스연료의 당량비 변화

에 따른 가동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혼

합 스윌을 적용한 개질기용 버너를 통하여 알아보았

다. 개질기용 버너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예혼합

스월과 연소스월이 2단으로 적용된 선회류 예혼합 

스윌버너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개질기용 선회류 예

혼합 스윌버너의 실험을 통하여 당량비, 열용량, 연
료 조성비변화에 따른 연소화염의 형상, 연소안정성 

및 배기가스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예혼합 및 연소스월의 설계

일반적으로 예혼합버너의 연소에 있어 연료와 공

기의 혼합률은 연소효율과 배기가스 배출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연료와 공기의 안정적인 예혼합을 위

하여 혼합부에 예혼합스윌을 적용하여 연료/공기 예

혼합장치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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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0°

(a) Fuel (b) Oxygen
Fig. 2. Contours of fuel and oxygen concentration at mixing chamber.

Table 2. Swirl number and strength by swirl angle
Angle(θ) SN Strength

30° 0.44 Weak

45° 0.76 Moderate

60° 1.30 Strong

스윌유동의 경우 강한 선회류에 의하여 내부재순환

영역과 코너재순환영역이 발생하며 Vortex-Breakdown
에 의해 높은 전단응력과 강한 난기류를 생성하게 되

어 혼합률이 증가되므로 연료/공기 예혼합장치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월에 의한 선회류의 

강도는 스월넘버(SN)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고 스월

넘버는 다음의 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11].

  
 


 
 

 


 tan (1)

식 (1)에 의하면 스월넘버는 스월의 각도가 증가

됨에 따라 원주 방향으로 더 큰 동심원을 그리게 되

어 스월각도가 스월넘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계된 선회류 예혼합 스윌버너

에 식 (1)을 적용하여 스월의 각도가 30°, 45°, 60°로 

변화될 때의 스월넘버를 계산하여 Table 2에 비교하

였다. Table 2를 살펴보면 스월각도가 30°, 45°, 60° 
조건에서 스월넘버가 각각 0.44, 0.76, 1.30으로 계산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월넘버가 0.4-0.6 
범위에서는 Center Recirculation Zone이 발생하지 않

아 스월각도 30°는 연료/공기 예혼합스월의 적용가능

성을 제외하였다.
예혼합스월을 적용한 연료/공기 예혼합기의 혼합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스월각도 45° 및 60° 조건에

서 Ansys Fluent를 적용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진행

하였고 연소스월 바로 아래인 혼합부에서의 연료/공
기 예혼합기 분포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스월강도가 큰 스월

각도 60°조건에서 45°조건보다 균일하게 혼합된 예

혼합기의 분포를 보이며 스월각도 45° 조건에서는 

예혼합스월의 선회류의 영향으로 벽면에 연료가 다

소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보이나 몰분율의 편차가 

매우 작으므로 예혼합스월을 통한 연료/공기의 혼합

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본 수치

해석을 바탕으로 스월각도 60°와 45°의 혼합률이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비교적 제작 및 

적용이 용이한 45°스월을 예혼합스월로 결정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소스월의 각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Table 3의 스월강도 계산을 바탕으로 Fig. 3
과 같이 6개의 베인을 가진 Axial Type 스월을 제작

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스월각도 변화에 따른 예비실험결과 스월각도 45° 

조건에서 당량비변화 및 열용량변화에 따른 가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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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5° 60°
Fig. 3. Photography of mixing and combustion swirl by different swirl angle(θ).

Fig. 4. Schematic of dual swirl premixed burner system(D = 1 cm).

정적인 연소화염을 형성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료/공기 예혼합스월과 연소스월의 각도를 45°로 결

정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2.2.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구성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는 Fig. 4와 같이 연료/공
기 공급부, 연료/공기 예혼합부, 연소부로 구성하였

다. 혼합부 및 연소부에 적용된 스월은 2.1절에서 설

명한 수치해석 및 예비실험을 바탕으로 각도 45°의 

스월을 적용하였다. 연소실의 직경은 3D, 5D 두 가지 

종류로 설계하였고 각각의 길이는 8.2D로 일정하게 

고정하였으며 이때의 D의 길이는 1 cm이다. 연소실

의 직경을 3D와 5D로 설계하여 실험에 적용한 이유

는 본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가 적용되는 개질시스

템의 연소실의 직경이 3D와 5D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이다.

2.3.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가동조건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가동조건은 Table 3과 

같이 3가지 가동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료전지시스템의 초기가동에서는 연료전지를 작동

하기 위한 수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질시

스템을 전 부하로 가동하여 연료전지시스템의 가동

에 필요한 수소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Case 1
의 조건으로 개질기용 버너를 작동한다. 수소연료전

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연료전지시스템

의 전기출력 1 kW를 기준으로 Turn Down Ratio 2:1

Table 3. Variation of flow rate (L/min) at fuel cell electric 
load (kW)

Load (kW)
Anode Off Gas (L/min) NG

(L/min)H2 CH4 CO2 N2

Case1 1.5 - - - - 2.08

Case2 1.0 4.32 0.16 4.20 0.79 0.66

Case3 0.5 3.06 0.13 2.00 0.32 0.04

인 조건에서 작동된다. 2:1의 Turn Down Ratio 조건

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AOG의 성분 비율이 Case 2
와 Case 3과 같이 배출되어진다. 또한 AOG를 단독

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질에 필요한 발열량이 부족하

여 일정부분 NG를 혼합하여 공급하게 된다. 

2.4. 실험장비의 구성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

여 Fig. 5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산화제로

는 공기, 연료로는 NG와 AOG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가스는 압력조절기를 통하여 실험에 적합한 압력으

로 감압하여 질량유량계(Mass Flow Controller, MKS)
를 통해 공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질량유량계는 

정밀조정을 위하여 질량유량계 조정기(GMC-1000)
를 사용하여 각 Case에 해당하는 발열량 및 당량비

로 변경하였다. 공급되는 NG유량의 정밀도를 확보

하기 위하여 습식가스유량계(Sinagawa)를 사용하여 

아날로그방식으로도 유량을 측정하였다. 선회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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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of combustion experimental apparatus.

혼합 스월버너의 배기가스 분석을 위하여 배기가스 

분석기(Testo-330)와 배기가스 분석 프로그램(Easy- 
heat Software)을 사용하여 배출되는 CO, CO2, NOx, 
O2 등의 배기가스 Data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연료종류, 당량비 및 열용량 

변화가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연소화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D-90)를 

사용하였으며 조리개 F10, 2초의 노출시간과 초점

거리는 85 mm로 하여 연소화염의 형상을 비교 분석

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연소실 직경변화에 따른 연소실험

Table 3의 Case 1연료조건에 적용되는 연소실의 직

경을 3D와 5D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

사진을 Fig. 6에 비교하였다. Fig. 6을 살펴보면 연소

실직경 3D와 5D조건에서 모두 안정적인 연소화염이 

형성됨을 확인하였으며 연소스월을 통해 형성된 연

소화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소실벽부근의 온도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염의 형태를 살펴보면 본 논문에서 적용

한 스월과 연소실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부재순

환영역이라든지 코너재순환영역이 확연히 나타나지

가 않고 마치 스월 블레이드사이를 통해 분출되는 

경사된 제트형태로 화염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D에 비해 5D의 경

우 벽면에 화염이 충돌되는 면적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소실의 직경이 3D에 비하여 5D조건

에서 연소화염의 연소실벽 화염집중도가 낮게 발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열전달을 통한 개질시스템의 적

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D(φ = 0.7) 5D(φ = 0.7)

3D(φ = 0.9) 5D(φ = 0.9)
Fig. 6. Flame patterns with different combustion chamber 

diameter at case 1 condition.

3.2. NG 조건에서의 연소실험

Case 1연료조건에 적용되는 연소실의 직경을 5D
로 결정하여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화염의 변화

를 Fig. 7에 비교하였다. Fig. 7을 살펴보면 당량비 

0.65 < φ < 1.00 영역에서 안정적인 연소화염이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공체를 사

용한 예혼합 연소시스템에서의 NG연소의 경우 당

량비가 1.0으로 접근하면 연소화염의 색이 녹염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발생된다. 하지만 본 논문의 스월

을 적용한 예혼합 연소시스템의 경우 고 당량비 조건

에서도 연소화염의 색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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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 0.65 φ = 0.70

φ = 0.75 φ = 0.80

φ = 0.85 φ = 0.90

φ = 0.95 φ = 1.00
Fig. 7. Change of flame patterns by various equivalence 

ratio at case 1 condition.

연소화염의 형태를 살펴보면 작은 사이즈의 연소

스월의 영향으로 제트형태의 예혼합화염이 형성되

며 당량비가 감소됨에 따라 연소화염이 연소실의 외

벽에 부딪혀 외벽을 타고 회전하는 연소화염의 형태

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

은 당량비가 희박해지며 스월을 통과하는 연료 및 공

기의 혼합가스유량이 증가하여 NG연소속도보다 토

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3 AOG 조건에서의 연소실험

NG를 적용한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실험에 

이어서 AOG를 사용한 Case 2조건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당량비는 Case 1의 실험과 

동일하게 0.65 < φ < 1.00 영역에서 실험을 진행하였

φ = 0.65 φ = 0.70

φ = 0.75 φ = 0.80

φ = 0.85 φ = 0.90

φ = 0.95 φ = 1.00
Fig. 8. Change of flame patterns by various equivalence 

ratio at case 2 condition.

고 실험결과를 Fig. 8에 비교하였다. 고 당량비 조건

에서 연소화염의 형태는 열용량이 1.5 kW에서 1.0 
kW로 감소하였음에도 Case 1의 연소화염과 매우 유

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열용량 1.5 kW
의 NG만 사용하는 Case 1의 연료/공기 체적유량과 

1.0 kW의 열용량을 갖는 Case 2의 AOG 및 NG의 연

료/공기 체적유량의 차이가 거의 없어 연소스월을 통

과하는 연료/공기 예혼합기의 유속이 비슷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저 당량비조건에서는 Case 2의 AOG연

료조성에 포함되어있는 수소 및 불활성가스(CO2, N2)
의 영향으로 연소화염의 형태가 연소스월의 출구방

향을 따라 제트의 형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나

타나며 화염의 길이가 짧아져 외벽을 따라 형성되는 

화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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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 0.65 φ = 0.70

φ = 0.75 φ = 0.80

φ = 0.85 φ = 0.90

φ = 0.95 φ = 1.00
Fig. 9. Change of flame patterns by varying the equival-

ence ratio at case 3 condition.

Fig. 9에는 AOG와 NG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Case 
3연료조건에서의 연소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당량비영역에서 연소화염의 

형태가 0.5 kW조건으로 열용량이 감소하며 연료/공
기혼합가스의 체적유량이 Case 1과 Case 2에 비하여 

매우 작아 연소스월을 통과하는 유속이 감소하여 연

소스월 바로 윗부분에서 연소화염이 작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소화염이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차원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Chemkin Pro를 사용하여 Case 1, Case 2 및 Case 3조
건에서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속도를 계산하였고 

계산결과를 Fig. 10에 비교하였다. Fig. 10을 살펴보

면 동일 당량비 조건에서 Case 3의 연소속도가 Case 
1의 연소속도에 비하여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Variation of laminar burning velocity by different 
fuel and equivalence ratio.

Case 3과 마찬가지로 AOG가 포함된 Case 2보다 Case 
3의 연소속도가 빠른 이유는 연료조성에 포함된 불

활성기체의 성분비가 Case 2에 비해 낮고 연소속도

가 빠른 수소의 성분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연소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급되는 연

료/공기 예혼합기의 체적유량이 Case 1과 Case 2에 

비하여 작아져 유속이 느리며 높은 수소성분비를 갖

는 연료조성으로 인하여 화염의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연소화염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4.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배기가스분석

Case 1, Case 2, Case 3의 연료조성 및 당량비 변

화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였고 측정된 

NOx 및 CO의 배출량 그래프를 각각 Fig. 11과 12에 

비교하였다. NOx배출량을 나타낸 Fig. 11을 살펴보

면 AOG와 NG가 혼합된 Case 2 및 Case 3 경우 모든 

당량비 조건에서 약 4 ppm 이하의 NOx가 배출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Case 1의 경우 당량비가 증가함

Fig. 11. NOx emission by different fuel cell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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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 emission by different fuel cell loads.

에 따라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약 3.2 ppm
에서 19.5 ppm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CO의 배출량을 비교한 Fig. 12를 살펴보면 Case 1
의 경우 당량비가 0.7에서 1.0으로 증가함에 따라 CO
배출량이 11 ppm에서 44 ppm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Case 2의 경우 당량비 0.65에서 49 ppm의 CO가 배

출되고 당량비 0.75에서 28 ppm으로 CO의 배출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당량비가 0.9로 증가되면 CO도 

함께 증가하여 101 ppm의 CO가 배출되는 특성을 보

였다.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세 가지 가동조건인 

Case 1, Case 2, Case 3 각각의 다른 열용량을 고려한 

배기가스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열용량이 고려된 

배출지수(Emission Index)변환하여 Fig. 13과 14에 

나타내었다. 사용된 배출지수는 아래의 식 (2)를 통

해 계산되었다.

    (2)

Fig. 13의 NOx 배출지수를 살펴보면 고 당량비영

역에서 AOG가 혼합된 Case 2와 Case3조건의 NOx 
배출량이 Case 1에 비하여 매우 낮게 발생되는데 이

러한 원인은 Case 1의 경우 AOG와 NG혼합 연료의 

경우와 다르게 당량비가 1에 가까워질수록 연소화

염의 온도가 높아져 Thermal NOx의 발생이 증가되

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CO배출지수를 비교한 Fig. 14를 살펴보

면 Case 1과 Case 2의 CO배출은 일반적인 예혼합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당량비가 높아지면 CO의 배

출이 증가되는 CO의 배출특성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Case 3의 경우 당량비가 0.65에서 1.0
으로 증가됨에도 CO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

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수소의 비율이 

높은 AOG의 영향이라 판단하였다. 다른 연료조건

Fig. 13. Comparison of NOx emission index by different 
fuel cell loads.

Fig. 14. Comparison of CO emission index by different 
fuel cell loads.

에 비하여 AOG에 포함된 수소함량이 높고 NG, 메
탄 및 CO2 등 탄소(C)의 비율이 낮으므로 CO의 배

출이 낮아진 것이라 판단된다. Case 1과 Case 3에 비

하여 Case 2의 CO 배출량이 높은 원인은 불활성가

스(CO2, N2)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소안정성이 감소

되기 때문이라 분석하였다.

3.5.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안정성영역

본 연구에 적용된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연소

화염은 앞의 직접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량비 

0.65-1.0 조건에서 안정적인 청염의 연소화염이 형성

되었다.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가동영역을 분석

하기 위하여 당량비 및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Fig. 15와 같이 가동영역을 구분하였다. Fig. 15를 살

펴보면 크게 CO배출 100 ppm 영역과 CO배출 50 ppm 
영역으로 가동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NOx의 경우 

모든 실험조건에서 20 ppm 이하의 배출량을 보였으

므로 CO를 기준으로 가동영역을 구분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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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tability map of dual swirl premixed burner.

구에서 개발된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경우 당량

비 0.7에서 0.85조건에서는 50 ppm 이하의 CO배출

이 가능하고 당량비 0.85에서 0.90조건에서는 CO배

출이 100 ppm 이하로 배출된다. 일반적인 가정용 보

일러의 배기가스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영역을 규정

한다면 당량비 0.70-0.90에서 가동이 가능하다. 또한 

배기가스 배출 규정이 강화된 유럽의 기준을 적용한

다면 당량비 0.70-0.85영역에서 가동이 가능하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다공매체를 적용하는 예혼합버너

에 비하여 매우 넓은 가동영역을 갖는 개질기용 연소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연료/공기 예혼합스월과 연소스월로 구성된 개질

기용 선회류 예혼합 스월버너의 제작 및 실험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연료변화에 따른 개질기용 선회류 예혼합 스

월버너의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연료조성과 당량비 

변화에도 안정된 연소화염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2) 연소부의 직경변화에 따른 연소실험 결과 연소

부의 직경이 5D 조건에서 3D에 비하여 연소실벽에

서의 화염집중도가 낮게 발생하여 촉매부에 보다 효

율적이며 안정된 열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 실험에 적용한 Case 1 및 Case 2조건에서는 열

용량의 감소에도 연료/공기 예혼합가스의 체적유량

이 비슷하여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화염의 형

태가 뚜렷해지고 연소실벽을 감싸는 형태의 화염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Case 3의 경우 열용량 감소에 

따른 체적유량의 감소와 AOG에 포함된 수소의 영향

으로 연소속도가 빨라져 연소스월 바로 윗부분에서 

연소화염이 독립되어 존재하는 화염이 형성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4) 배기가스 측정 결과 실험에 적용된 모든 연료

조건 및 당량비 조건에서 20 ppm 이하의 NOx가 배출

됨을 확인하였다. CO의 경우 Case 1조건의 당량비 

0.70-1.0영역에서 44 ppm 이하로 배출되었고 Case 3
의 경우 당량비 0.65-1.0영역에서 33 ppm 이하로 배

출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Case 2의 경우 당량비 

0.65-0.90 영역에서 CO 배출량이 101 ppm 이하로 높

게 배출되었다.
5)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가동영역을 구분하

면 당량비 0.7에서 0.85영역에서는 CO 50 ppm, 당량

비 0.85에서 0.9영역에서는 CO 100 ppm 이하의 배출

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공매체를 적용한 예혼합버너

에 비하여 매우 넓은 가동영역에서 작동이 가능한 개

질기용 연소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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