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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id oxide fuel cell(SOFC) makes electric power using hydrogen or reformed from methane and emits high 
temperature products that contain flammable species like hydrogen, carbon monoxide and methane which varies 
with operation condition. SOFC/ gas turbine integrated system which uses thermal and chemical energy of 
the discharges is more efficient than SOFC itself. Burning character of the SOFC products will affect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ame 
for two typical composition of SOFC products, i.e. start-up and steady state composition. When coflowing 
air temperature was higher than 600℃, auto-ignitin occurred for both fuels. Though start-up fuel has higher 
contents of hydrogen, it makes longer flame than steady state composition. It was inferred that the amount 
of oxidizer necessary to burn makes this phenomenon. Steady state composition fuel was unstable since it 
contains lots of water. Nozzle that had 6 holes, distance between each hole was 16.7 times of hole diameter, 
improved the stability of the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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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
는 600~1,000℃의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가스

터빈, 파워플랜트 등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나 열

을 생산하는 장치와 혼합하여 열효율을 높일 수 있

다. 대표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SOFC와 가스터

빈을 혼합하는 방법이다[1-4]. 구성방법에 따라 SOFC
의 배출가스와 가스터빈의 작동유체가 동일한 직접

통합법(direct integration)과 간접통합법(indirect inte-
gration)으로 나뉜다. 직접통합법은 Brayton 사이클

의 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를 SOFC로 공급하여 생

성된 생성물로 터빈을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메탄연

료에 대하여 60%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간접

통합법은 Brayton 사이클의 터빈에서 배출된 배기가

스의 열로 SOFC용 공기를 가열한 후 SOFC에서 연

료와 반응시키고, 이 때 생긴 생성물로 Brayton 사이

클의 연소기로 공급되는 공기를 열교환에 의하여 

가열하는 방식으로 효율은 약 45% 정도이다[1]. 일
반적으로 SOFC에서는 천연가스를 외부의 개질기로 

개질하거나 SOFC 내부에서 개질이 일어나도록 하여 

발생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 SOFC 내부에서의 

전기화학반응이나 개질에서의 반응이 완전하지 않

기 때문에 SOFC 출구의 생성물에는 H2, CH4, CO 등
의 가연성분이 다소 포함되어있으며 그 조성은 운전

조건에 따라 변하므로 이를 시동 때와 정상상태일 

때의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Table 1 참조). 시동할 

때에 연소기로 들어오는 연료에는 수소가 52.7% 함
유되어 있으나, 정상운전 때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고 수소 16.9%, 일산화탄소 3.1%로 연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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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Table 1. Typical composition of SOFC products(mole 
fraction) 

startup steady state

CH4 0.017 0.000

H2 0.527 0.169

CO 0.095 0.031

CO2 0.059 0.135

H2O 0.301 0.664

분이 적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SOFC 출구 생성물을 연소기(가스터빈/연

료전지 하이브리드 발전용 후 연소기)를 사용하여 화

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면 더 높은 온도의 

가스를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통합법이나 간접통합

법 모두에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SOFC생성물에는 연료성분이 

많지 않고 운전 상태에 따라 조성이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소시키는 것은 터빈의 출력특성을 일

정하게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직경이 큰 하나의 노즐을 사용하여 연료를 연소

시키는 것보다 직경이 작은 여러 개의 노즐을 사용

하면 화염의 길이를 줄일 수 있어 연소기를 소형으

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염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다수 노즐에서의 화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화염상호작용[5-12]을 하게 된다. 노즐의 배열 

형태, 노즐사이의 거리(s), 직경(d), 연료유속(uo) 등
에 따라 화염사이의 열 및 물질전달, 운동량전달 등

이 변하여 화염길이와 아울러 NOX, CO, O2 농도분

포, 온도분포 등도 변한다. 노즐을 적절히 배열한 경

우에는 화염이 꺼지는 유량, Qbo,을 증가시켜 화염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8-12]. 8개의 노즐을 원주상에 

등간격으로 배열하면, 동일면적의 단일노즐에서는 

31 m/s에서 화염날림 발생하나 s/d = 15~28인 경우에

는 210 m/s까지도 화염날림이 발생하지 않음이 보

고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발

전용 후 연소기로 공급되는 고온 연료의 연소특성을 

살펴보고, 화염의 크기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

하여 6개의 공급구를 가진 다공 노즐로 이 연료를 공

급할 때 형성된 화염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장치는 크게 유량제어부, 가열부, 노즐 및 측

정부로 이루어져있다(Fig. 1 참조).
유량제어부는 실험용 연료의 조성과 유량 및 산

화제의 유량을 제어하는 부분이다. 가스터빈/연료전

지 하이브리드 발전용 후 연소기에 유입되는 연료의 

성분은 주로 CH4, H2, O2, CO, CO2, H2O의 6가지이

므로 실험의 편의상 본 실험에서는 상온상압에서 응

결되는 물을 제외한 성분을 미리혼합하여 사용하였

다. 혼합 연료의 양은 질량조절기(MKS Co.)로 제어

하였으며, 물의 양은 주사기펌프(KDS100)를 사용하

여 제어하였다. 산화제인 공기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양이 산소와 질소에 비하여 적으므로 무시

하였고, 유량제어는 질량 유량계를 사용하였다. 
가스터빈/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발전용 후 연소기 



이병준․배철한46

(a) (b) (c)
Fig. 2. Shape of multi-hole nozzle (a) photograph, cross sectional view of (b) Type A nozzle, (b) Type B nozzle.

입구로 유입되는 연료와 산화제가 고온(600~1,000 
℃)이므로 이를 모사하기 위한 히터(Watlow Co. 4.2 
kW*2)와 온도 조절기가 가열부를 형성한다. 내경 

203 mm, 길이 762 mm의 복사형 히터 내부로 공급

된 공기는, 히터 안에서 복사와 대류에 의하여 가열

된 후에 허니컴(1 mm × 1 mm셀, 직경 66 mm, 두께 

20 mm)을 거쳐 화염이 형성되는 곳으로 공급된다. 
외부공기에 의하여 고온의 동축류가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경 70 mm, 길이 300 mm의 석영

관을 허니컴 외부에 설치하였다. 히터의 온도는 히

터 출구에 놓인 허니컴으로부터 히터 내부로 65 mm 
지점에 위치한 열전대의 온도(Tc)를 이용하여 제어하

였다. 
사용한 노즐은 내경 1.5 mm의 단일노즐(single 

nozzle)과, 이 노즐과 유사한 단면적인 직경 0.6 mm
의 6개 배출구를 갖는 다공노즐 두 종류를 사용하였

다. 단일노즐의 경우에는 1.5 mm튜브를 Fig. 1의 히

터 중앙에 수직 상방향으로 장착한 후 노즐출구속도 

80 m/s까지 실험하였다. 
다공 노즐은 화염을 안정화시키며 다량의 연료를 

적은 크기의 공간에서 연소시킬 수 있으므로, 연료

전지 발생물 연료의 화염상호작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s/d = 5.8 (Type A)과 16.7(Type 
B)인 두 종류의 다공노즐을 가공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Type A노즐은 배출구 6개를 직경 6 mm의 가

상원 위에 등원주각으로 배열한 것이고, Type B 노
즐은 직경 12 mm의 가상원 상에 배열한 형태이다. 
Type A노즐은 국내에서 제안된 가스터빈 연료전지 

복합발전용 후연소기로 제안된 것과 유사한 s/d이
고, Type B 노즐은 8개 배출구에 대하여 화염의 안

정화가 증대되는 범위[11]에 있는 s/d이다. 참고문헌

[11]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8개의 노즐을 사용

하여야하나, 동축류 공기 가열용 히터의 용량 문제

로 인하여 본 실험에서는 6개의 노즐을 사용하였다. 
다공노즐을 허니컴에 수직으로 세우기 위하여 노즐 

하부에 길이 10 mm의 노즐지지부를 부착하였다.
측정부는 화염길이 측정을 위한 카세토미터와 화

염형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Kenox)와 디지털캠코더

(SONY DSR-PD100A)로 구성되어있다.
건조연료와 물은 막대형 히터를 사용하여 각각 약 

120℃로 가열한 후 혼합하였다. 연료 배출구로 연료

가 공급되기 전에 물이 응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온의 동축류 공기와 기연가스가 공급되는 연료를 

가열하도록 공급관을 스파이럴 형태로 하였다(Fig. 1 
참조).

본 고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온도는 석영관 

출구 전 50 mm에 위치에서 측정한 온도를, 유속은 

998 K의 온도로 환산하였을 때의 값을 나타내며, 주
위 공기의 속도는 1.9 m/s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단일 노즐에서의 화염특성

연료 출구속도 8 m/s인 경우에 시동상태와 정상

상태 연료 모두 600℃ 이상의 온도에서는 자발화하

여 안정한 노즐부착화염을 형성하였으나, 340℃ 이

하에서는 외부에서 점화시켜도 화염이 불안정하여 

화염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었다. 
Fig. 3은 외부공기의 속도를 4 m/s, 온도를 923 K 

로 한 경우에 연료유량에 따른 화염의 형상변화를 

나타낸다. 화염은 엷은 적색을 띄는 층류화염의 형

상이고 유량증가에 따라 길이가 길어지며, 모든 경

우 화염이 노즐에 부착된 화염임을 볼 수 있다. 함
수량이 많은 정상상태화염은 그 길이와 폭이 시동

연료에 비하여 작음을 볼 수 있다. 물의 공급을 중

단하면, 전체 유량감소에 따라 화염의 길이가 줄어

들고 화염하부에 청색을 띄는 영역이 존재하며, 화
염의 폭이 넓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함수량이 높은 

정상상태 연료의 경우가 더 두드러졌다.
Fig. 4는 공기량과 연료유속의 변화에 따라 시동

상태 및 정상상태화염의 길이변화를 나타낸다. 두 

가지 연료 모두 유속 증가에따라 화염의 길이가 선

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출구

속도에 대하여 시동상태 조성의 화염이 정상상태의 

화염에 비하여 길이가 긴 것을 볼 수 있다. 80 m/s이
더라도 시동연료의 레이놀즈수는 456, 정상상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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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a) (b) (c) (d) (e) (f)
Fig. 3. Flame shapes for startup composition(upper 

ones) and steady state composition(lower ones), 
Tair = 923 K, Uair = 4 m/s and (a) UF = 5, (b) 10, 
(c) 20, (d) 40, (e) 80 m/s, (f) same as (e) except 
stop of water supply. 

료에서는 688이므로 본 실험조건은 층류영역에 속

하므로 다음과 같은 Ropper의 식[1]으로 이러한 경

향을 설명할 수 있다. 

(1)

여기서 L은 화염길이, QF는 연료의 유량, D∞는 산화

제 온도 T∞에서 계산된 산화제에 대한 연료의 질량 

확산계수, TF와 T f는 각각 연료의 온도와 평균 화염

온도, S는 몰수로 나타낸 이론 산화제-연료 혼합비를 

의미한다. 시동상태 때 생성된 연료는 정상상태의 

연료에 비하여 연료 중에 수소함량이 높아 확산계

수가 크고, 화염온도가 높아 화염의 길이가 정상상

태 때의 화염보다 길이가 작을 것으로 판단되나 Fig. 
4의 결과는 반대임을 볼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식 (1)을 사용하여 화염의 길이를 계산해 보았다. 
Chapman-Enskog에 의하여 제안된 식[5]으로 923 K

Fig. 4. Effect of velocity on the flame lengths for (a) startup 
composition, (b) steady state composition fuels.

Fig. 5. Effect of air temperature and fuel composition on 
the adiabatic flame temperature.

의 혼합물에 대하여 질량확산계수를 구하면, 시동상

태연료는 1.93 × 10-4 m2/s이고 정상상태연료는 1.43 × 
10-4 m2/s이다.

본 연구의 화염이 확산화염이므로 연료와 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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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론당량비라고 가정하고 상용코드인 STANJAN
을 사용하여 화염온도를 구하면 Fig. 5와 같다. 수분

과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적고 연료성분이 많은 시

동상태의 단열화염온도가 정상상태에 비하여 약 1.5
배 높음을 볼 수 있다. 식 (1)의 S 값은 정상상태에서

는 0.48, 시동상태에서는 1.64이다. 
이러한 값들을 식 (1)에 대입하여 8 m/s에서 구한 

화염의 길이는 시동상태에서는 5.2 mm, 정상상태일 

때 3.7 mm로 시동상태일 때의 화염이 더 길게 계산

된다. 시동연료는 화염온도가 높고 질량확산 계수가 

커기 때문에 화염길이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연

료1몰의 연소에 필요한 산화제의 몰수 S가 큰 것에 

기인한 길이증대 효과가 더 우세하여 정상상태 연

료에 비하여 화염길이가 더 긴 것으로 판단된다. 

3.2. 다공 노즐에서의 화염의 특성

연료전지의 작동에 의하여 생성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화염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먼저 물을 공급하지 않은 건조연료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3.2.1. 건조연료의 화염특성

건조연료의 화염 형상을 Fig. 6과 7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건에서 화염은 노즐에 부착되어있으며 그 

길이의 섭동은 미미하였다. 건조정상연료의 경우에

는 화염이 서로 구분이 되는 형태의 화염이나, 시동

연료는 화염이 서로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수

노즐에서 화염의 상호작용은 화염으로 유입되는 산

소의 양이 부족하여 인접한 화염과 서로 경쟁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산화제를 더 많이 필요로 하

는 시동연료가 화염의 상호작용이 더 크게 일어날 것

을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화염이 서로 합체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동연료에 수소성분이 많이 함

유되어있기 때문에 확산계수가 커서 이웃에 있는 화

염에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부온도와 질량유량 변화에 따른 건조연료의 특

성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단일노즐의 

층류화염의 길이는 식 (1)과 같이 유량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화염길이와 유량의 그래프로 

표시하고, 난류화염 길이는 유량에 무관하게 일정하

고 난류화염날림 유속은 노즐직경에 비례하므로 난

류화염길이와 유속과의 그래프로 표시한다. 그러나 

Fig. 7에서는 301 K에서 913 K까지의 온도 차이에 기

인한 화염의 길이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로축을 

질량유량으로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수노즐에

서 형성된 화염은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층류에서도 

화염이 유량에 비선형함수의 꼴로 커지고, 난류화염

(a) (b)  (c) (d) (e)  (f)
Fig. 6. Flame shapes for dry startup composition, Type 

A nozzle, T = 913 K and (a) U = 35, (b) 70, (c) 
105, (d) 140, (e) 175, (f) 201 m/s .

(a) (b)  (c) (d) (e)  (f)
Fig. 7. Flame shapes for dry steady state composition, 

Type A nozzle, T = 913 K and (a) U = 17, (b) 34, 
(c) 50.3, (d) 61, (e) 84 m/s, (f) 100 m/s.

의 길이는 노즐간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시동연

료를 사용한 Type A 노즐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두

드러짐을 볼 수 있다. 분출공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

으로 먼 Type B 노즐에서는 화염의 길이가 단일노즐

과 유사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동일 질량유량에 대하여 고온으로 갈수록 화염길

이가 대체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시동연료(Fig. 8 
(a), (b))에서는 온도의 효과가 크나 정상연료에서는 

적음을 볼 수 있다. 단일 노즐에서 형성된 층류화염

에 대한 식 (1)을 변형시키면 

(2)

여기서 ṁF는 질량 유량을 나타낸다. ∞∼  이고 

T∞ = TF를 가정하면

(3)

실험에서 주위 공기의 온도가 3배 변하는 동안에 

단열화염온도는 건조 시동연료는 1.1배 증가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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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flowrate, temperature nozzle Type and composition on the flame length (a) Type A, dry start-up 
composition, (b) Type B, dry start-up, (c) Type A, dry steady state, (d) Type B, dry steady state.

조 정상연료는 1.2배 증가하므로, 단일노즐에서 화

염이 형성되었다면 식 (3)으로부터 10%의 길이 증가

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공노즐에

서의 화염은 상호작용에 의하여 Fig.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화염 길이가 주위의 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구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3.2.2. 다수분출공 노즐에서의 화염특성 

연료전지 배출물 중에 포함된 물은 Fig. 3(f)와 같

이 화염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시동연료

에 포함된 물의 양을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

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mH2O)288은 출구유속 

288 m/s인 시동연료에 필요한 물의 질량을 나타낸

다. 물의 양이 필요한 양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

면 화염은 존재하나 불안정하였다. 물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화염의 길이는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희석제로 작용하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 식 (1)의 S가 

감소하여 분모항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화염의 길이

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9. Effect of water on the flame length for Type A 
nozzle and startup composition. 

3.2.3. 시간에 따른 화염특성 변화

수분이 다수 함유된 시동연료와 정상연료를 다수

분출공을 가진 노즐에 공급하는 경우에 형성된 화염

은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였다. Fig. 10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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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poral variation of flame length for Type A nozzle, start-up composition and U = (a) 50, (b) 100, (c) 200, 
(d) 288 m/s.

(a) (b)  (c) (d)

Fig. 10. Typical flame shapes for Type A nozzle, startup 
composition and U = (a) 50, (b) 100, (c) 200, 
(d) 288 m/s. 

유속에서 대표적인 시동연료의 화염형상을 나타낸다. 
모든 경우 화염은 노즐에 부착되어 있으며 유속증

가에 따라 평균적인 화염의 길이는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물이 공급되지 않는 Fig. 6의 경우와 비교하여 

화염이 짧아지고 가늘어졌음을 볼 수 있다. 
변화하는 화염의 길이 및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캠코더로 녹화하여 화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분간 녹화된 화염을 0.1초 간격으로 샘플링하여 노

즐 부착화염의 경우에는 노즐로부터 화염 선단부까

지의 거리를, 부상화염의 경우에는 노즐로부터 화염 

밑면까지와 노즐로부터 화염선단부까지의 거리를 측

정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288 m/s 이후의 속도

에서는 건조연료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험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여기서 0초는 임의의 시

작순간을 나타내며, 노즐 부착화염 선단부의 높이가 

0인 경우는 화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화염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급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염 길이의 변동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

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물의 공급이나 공급관 내부에서 불균일한 증발이 

요인일 수 있다. 100 m/s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화염의 길이가 163 mm이나 물이 공급된 경우(Fig. 
11(b))는 그 길이가 이보다 훨씬 작고, 화염이 꺼지는 

경우도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증기 없이 

연료만 공급되거나, 물없이 연료만 공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연료공급관 내부에서 물의 증

발이 불균일한 것이 부분적인 요인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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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mporal variation of flame length for steady state composition, Type A nozzle and U = (a) 50, (b) 100, (c) 
182, (d) 300 m/s.

 (a) (b) (c) (d)
Fig. 12. Typical flame shapes for steady state composi-

tion, Type A nozzle and U = (a) 50, (b) 100, (c) 
200, (d) 288 m/s.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필요하다. 노즐 출구에서 연

료 유속에 의한 불안정성이 요인이라면, 유속 증가

에 따라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주파수 혹은 화염 길

이의 변동이 증가하여야 하나 길이의 변동성분이 

288 m/s에서 감소하므로 이는 큰 요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Fig. 12와 13은 정상상태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형성된 화염의 형상과 화염길이의 변화를 나타낸다. 
화염은 유속이 커짐에 따라 화염이 부상하여 존재하

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길이가 커짐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에 물을 건조연료와 혼합하여 공급

하므로 물의 증발 및 혼합에 기인한 섭동이 화염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화

염에 수분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그 특성이 건조연료

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182 m/s인 경우의 정

상연료에서 수분을 제거하면 61 m/s에 해당하고 이 

때의 화염은 길이 27 mm의 노즐 부착화염이다(Fig. 
7(d) 참조). 노즐부착화염인 경우의 시간은 전체의 

23.8%이고, 노즐부착화염의 길이가 25~28 mm인 경

우는 4.6%이므로, 화염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화염이 꺼진 경우가 2%, 노
즐 부착화염이 23.8%, 부상화염이 74.2% 존재하므

로 화염의 특성 변화에 의하여 이 노즐을 사용한 연

소기의 출력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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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emporal variation of flame length for steady state 
composition, Type B nozzle and U= 182 m/s.

Fig. 14는 Type B 노즐에 정상상태 연료를 공급하

는 경우에 형성된 화염 특성을 나타낸다. 연료가 공

급되는 쪽의 분출구에서 형성된 화염은 부분적으로 

부상한 화염으로 존재하나 나머지 분출구에서 형성

된 화염은 노즐에 부착된 화염의 형태로 존재하므

로 중간에 있는 화염의 길이를 측정하여 Fig. 14에 나

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화염이 Type A 노즐(Fig. 13(c))
에 비하여 길이가 작으며, 부상하지 않는 특성을 나

타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Type B 노즐이 화염의 

안정화와 출력 변동을 위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가스터빈/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발전용 후 연소기

로 공급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조성의 연료에 의하

여 형성되는 화염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살펴보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단일노즐에서 형성된 화염은 안정한 노즐부

착화염의 형태이고, 산화제 및 연료의 온도를 600℃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상상태 및 시동상태 조성의 연

료에서 자발화가 일어난다.
둘째, 단일 노즐에 시동상태연료를 사용한 경우의 

화염은 정상상태연료에 비하여 길이가 길고 노즐부

착화염으로 존재한다. 
셋째, 인접한 연료 배출구의 간격을 노즐직경으로 

나눈 s/d = 16.7인 노즐은 화염을 안정화시키는 효과

가 있다.

참고문헌

[1] X Zhang, SH Chan, G Li, HK Hob, J Li, Z Feng, A 
review of integration strategies for solid oxide fuel 
cells, Journal of Power Sources 195 (2010) 685~702.

[2] E Facchinetti, D Favrat, F Marechal, Design and 
Optimization of an Innovative Solid Oxide Fuel 
Cell-Gas Turbine Hybrid Cycle for Small Scale 
Distributed Generation,” Fuel cells, DOI: 10.1002/ 
fuce.201300196 (2014). 

[3] Y Haseli, I Dincer, GF Naterer, Thermodynamic 
modeling of a gas turbine cycle combined with a 
solid oxide fuel cell, international journal of hy-
drogen energy 33 (2008) 5811~5822. 

[4] TH Lim, RH Song, DR Shin. Operating charac-
teristics of a 5 kW class anode-supported planar 
SOFC stack for a fuel cell/gas turbine hybrid sys-
tem. Int J Hydrogen Energy, 33 (2008) 1076-1083.

[5] HY Kim, CK Chun, The Interaction of Gaseous 
Diffusion Flames Trans. of KSME, 15, (1991) pp. 
355~365.

[6] CK Chun, Production of NO in Interacting Laminar 
Diffusion Flames, Trans. of KSME, Vol. 17, (1993) 
pp. 190~199.

[7] R Menon. and SR Gollahalli, Multiple Jet Gas 
Flames in Still Air,” In Heat Transfer in Fire and 
Combustion Systems, ASME poblication HTD 45, 
(1985) pp. 127~136. 

[8] R Menon and SR Gollahalli, Combustion Charac-
teristics of Interaction Multiple Jets in Cross Flow,” 
Combus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60 
(1988) pp. 375~389. 

[9] S Lee, BJ Le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ng Lifted 
Flames”, Trans. of KSME (B), Vol. 25, (2001) pp. 
461~466.

[10] JS Kim, and BJ Lee, Stability enhancement by the 
interaction of diffusion flames”, Trans. of KSME 
(B), Vol. 27, (2003) pp. 1420~1426.

[11] BJ Lee, JS Kim And S Lee, Enhancement Of 
Blowout Limit By The Interaction Of Multiple 
Nonpremixed Jet Flames, Combust. Sci. and Tech., 
Vol. 176, (2004) pp. 481~497.

[12] BJ Lee, and JH Kim, Nozzle configurations for 
partially premixed interacting jet flame to enh-
ance blowout limits, Trans. of KSME(B), (2005) 
pp. 71~79, 2005.

[13] FG Roper, The Prediction of Laminar Jet Diffu-
sion Flame Size: Part I. Theoretical Model, Com-
bust. Flame, Vol. 29, (1977) pp. 219~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