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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연료전지는 높은 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종래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발전시스템으로 주목되고 있다

[1-3]. 이 연료전지 중,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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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C)는 높은 전기 생산 효율과 비귀금속계의 전극 사용 및 다양한 

연료의 적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4,5]. 그러나 SOFC 시스템은 약 

500~1,000 ℃ 사이에서 작동되는 고온 운전특성과 배기가스로 인한 

열적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6,7]. 이러한 SOFC의 고온 특성

을 보완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통한 다양한 BoP (balance 

of plant)에 대한 공정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8]. 현재까지 보

고된 BoP의 공정구성은 전력변환 및 시스템 제어를 구성하는 EBoP 

(electrical balance of plant)와 기계적 시스템 및 유로를 구성하는 

MBoP (mechanical balance of plant)로 구분되며, 기계시스템 중 열원

기기 및 열회수 기능을 담당하는 Hot BoP로 구분되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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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2 kW급 SOFC (solid oxide fuel cell)에서 배출되는 고온 배기가스의 폐열회수를 위한 일체형 Hot BoP의 설계
와 성능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ot BoP 시스템은 스택 배기가스의 연소를 위한 촉매 연소기와 연소 후 배기
가스의 폐열회수를 위한 원통다관형 공기예열기 및 스팀발생기로 구성되었다. 시스템 설계에서 폐열회수 시스템의 
배치에 따른 최대 허용열용량을 산출하여 열분배 공정을 분석하였으며, 열전달 방정식을 통하여 공기예열기 및 스
팀발생기의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 Hot BoP는 방열손실의 저감을 위해 일체형으로 제작되었으며, SOFC와 연계운전
을 가정한 스택배기가스를 모사하여 성능실험에 사용하였다. Hot BoP 성능실험에서 부하별 열전달량 및 시스템 효율
이 측정 및 분석되었으며, 당량비에 따른 배기가스의 CO 발생량을 측정하여 연소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로써, 2 
kW급 SOFC 정격운전시 배기가스 연소열부하 기준으로 hot BoP의 열적 효율은 약 60%이며, 연소 후 배기가스의 CO 
발생량은 당량비 0.25 이상에서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design and the performance analysis of integral Hot BoP for recovering waste heat from 
high-temperature exhaust gas in 2 kW class solid oxide fuel cell (SOFC). The hot BoP system was consisted of a catalytic 
combustor, air preheater and steam generator for burning the stack exhaust gas and for recovering waste heat. In the design 
of the system, the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was calculated to analyze the heat distribution processes. The detail design 
of the air preheater and steam generator was carried out by solving the heat transfer equation. The hot BoP was fabricated 
as a single unit to reduce the heat loss. The simulated stack exhaust gas which considered SOFC operation was used to the 
performance test. In the hot BoP performance test, the heat transfer rate and system efficiency were measured under various 
heat loads. The combustibility with the equivalent ratio was analyzed by measuring CO emission of the exhaust gas. As a 
result, the thermal efficiency of the hot BoP was about 60% based on the standard heat load of 2 kW SOFC. CO emission 
of the exhaust gas rapidly decreased at an equivalent ratio of 0.25 or more.

Keywords: SOFC, Hot BoP, Catalytic combustor, Air preheater,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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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BoP는 연소기, 스팀발생기, 개질기, 공기예열기 등으로 구성되

며, SOFC와 연계하여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0,11]. Hot BoP에 대한 연구들로써, 

Yen 등은 1 kW급 SOFC의 배기가스 재이용을 위한 다공성 버너와 개

질기를 설계하여 폐열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실험적 검

증을 수행하였다[12]. Ghang 등은 Pd/Pt로 구성된 촉매연소기와 개질

기를 결합하여 배기가스의 연소와 폐열회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을 제작하여 반응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13]. 

한편, 촉매연소와 관련된 연구로써, Lee 등은 MCFC (molten carbo-

nate fuel cell)의 배기가스 재이용을 위해 Pd/Ce 등으로 구성된 촉매연

소기를 설계하여 유동균일화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세라믹 허니컴으

로 구성된 촉매연소기를 제작하여 반응인자에 따른 촉매연소특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14,15]. Hot BoP 시스템 운전에 대한 연구로

써 Lee 등은 10 kW급 건물용 SOFC 스택과 BoP 모델을 개발하였고 

연료유량, 전류밀도, 재순환율이 시스템 효율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6]. Lee 등은 1 kW급 SOFC 시스템의 자열운전을 위해 

열교환망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소 및 도시가스를 이용한 

자열운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5 kW급 다중모듈 SOFC 시스템의 

Hot BoP를 설계 및 제작하여 스택발전효율을 측정하였다[17,18]. 최

근에는 고온 열교환시에 발생되는 유동불균일성 및 방열효과의 저감

을 목적으로 신형 열교환기의 설계 개발에 대한 도전적인 연구도 수

행되고 있다[19]. 이렇듯 열교환기기의 효율적인 설계 및 촉매연소기

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장치로 Hot 

BoP를 구성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설계방법 및 일체화를 통한 시

스템의 열적 효율화 향상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 kW급 SOFC 시스템에 구성되는 Hot BoP 구성요

소의 설계와 열적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Hot BoP 구성요소로써 

Pd/Pt 촉매연소기를 제작하고, 이론적 설계법을 통해 공기예열기, 스

팀발생기의 열교환율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구조의 일체형 Hot BoP를 

제작하였다. 또한 실험적 검증을 위해 SOFC 후단에서 발생되는 고온 

배기가스를 모사하여 성능평가 실험을 진행하고 모사가스의 입력열

량 변화에 따른 Hot BoP 내 열전달 매질 간의 온도 변화 및 열용량과 

전체 시스템의 열량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Hot BoP에서 최종 배기

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촉매에 의한 산화특성 효율을 검

증하였다.

2. 실    험

2.1. 일체형 Hot BoP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Hot BoP 내 주요 구성요소 간 방열손실 및 압력강하

의 저감을 위해 일체형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구성품으로써 촉

매연소기와 공기예열기 및 증기발생기를 설계하였다. 공기예열기와 

증기발생기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저온의 공기와 물의 열전달상한을 

고려하여 공정 구성을 수행하였으며, 열량 산출을 위한 공기와 물의 

열용량()과 보유열용량률( cap) 및 최대허용열전달률(max)을 다음 

식 (1)~(3)을 통해 산출하였다.

    (1)

         (2)

max  min    (3)

여기에서, 은 질량유량, Cp는 정압비열, T는 유체온도, Cmin은 산

출되는 유체의 최소 열용량을 나타내며, 물은 끓는점까지의 열용량을 

적용하였다.

위의 식 (1)~(3)을 이용하여 동일한 입력열량에서 최대 열전달율을 

고려한 공기예열기와 스팀발생기의 위치별 공정구성에 따른 배기가

스의 열전달량과 온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산출결과로써, 공기

예열기, 스팀발생기 순서의 공정 (A)와 스팀발생기, 공기예열기 순서

의 공정 (B)에서 최종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각각 233, 258 ℃

로 산출되었다. 공정 (A)의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 이유는 공기예열기

가 스팀발생기에 비해 요구되는 온도차와 필요열용량이 높기 때문이

다. 따라서 최종 시스템의 구성은 고온의 배기가스와의 예열공기를 

우선 열교환하여 최종 배기가스 온도를 보다 낮게 배출할 수 있는 공

정 (A)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공기예열기는 저압력강하와 기체 간의 열교환이 용이한 원통다관

형 열교환기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열교환기 내부에서 고온 배기가스

는 다관을 통과하고 저온 공기는 다관 사이를 유동하며 배기가스와 

열교환 되도록 하였다. 증기발생기는 배기가스 잔열을 활용하여 스팀

을 생산하기 위해 매니폴드 형태의 원형직관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으

며, 매니폴드 다관을 따라 물이 유동하며 배기가스와 열교환 되도록 

하였다. Table 1은 설계에 사용된 계산식으로써, 공기예열기는 다관 

중심간의 피치(SD)와 직교 간격(SL)을 변수로써 최대유속(Vmax)을 구하

게 되며, 증기발생기는 평균유속(Vavg)을 구하게 된다. 이후 레이놀즈

수(Re)를 이용한 누셀수(N)와 대류열전달계수(h) 및 열전달량()을 

산출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Air pre-heater Steam generator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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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

Table 1. Calculating Equation for Hot BoP Design

  

Figure 1.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 of heat distribution 
processes.



64 김영배⋅김은주⋅윤종혁⋅송형운

공업화학, 제 30 권 제 1 호, 2019

Figure 2(a)는 원통다관형 열교환기의 형상을 나타내며 다관튜브는 

Φ10 mm × H500 mm × 44 ea로 연관전열면적은 0.55 m2이며 산출된 

열전달율은 2,110 W이다. 또한 열전달 촉진을 위해 각 다관에는 와류

발생기(turbulator)를 삽입하여 난류유동을 가속화하였으며, 원통 내부

에는 유동의 균등분배를 위해 3단 방해판(baffle)을 등간격으로 설치

하여 열전달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Figure 2(b)는 증기발생기의 형

상을 나타내며 원형직관은 Φ8 mm × L189 mm × 4 ea와 Φ6 mm 

× L189 mm × 1 ea이며, 다관전열면적은 0.03 m2으로 산출된 열전달

율은 625 W이다. Figure 2(c)의 촉매연소기는 AOG (anode off gas)와 

COG (cathode off gas) 유입부를 접선방향으로 설계하여 선회유동에 

의한 예혼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가연성 배기가스의 산화를 위해 

하단에는 Pd/Pt계 허니컴 촉매를 부착하였다. Figure 2(d)는 Hot BoP 

Input gas Hot air Gas mixture

Thermal capacity (W) 1,700 1,950 2,200 2,750 (std.) 3,400 4,250

AOG (%)

H2 - - - 5.2 7.2 9.9

CO - - - 2.9 2.8 2.7

CO2 - - - 13.5 13.2 12.9

Air 25 25 25 - - -

COG (%) Air 75 75 75 78.4 76.8 74.5

Equivalence ratio (Φ) - - - 0.25 0.31 0.40

Water (mL/min) 25

Table 2.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of Simulated Stack off Gas under D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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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Design of integral-type Hot BoP; (a) Air Pre-heater, (b) Steam Generator, (c) Catalytic Combustor, (d) Assembly Drawing, (e) Prototype 
Hot BoP.

Figure 3. Experimental setup of integral-type Hot B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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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으로 상부에는 고온의 AOG 및 COG 유입부와 예혼합챔버 및 허

니컴 촉매로 구성된 촉매 연소기, 중간부에는 예열공기 입출구와 연

소실 및 원통다관형 열교환기로 구성된 공기예열기, 하부에는 배기관 

및 물-증기 입출구가 포함된 매니폴드 형태의 다관형 증기발생기가 

위치한다. 완성된 일체형 Hot BoP는 Figure 2(e)와 같으며 전체 크기

는 Φ216 mm × H750 mm이다.

2.2. 실험방법

SOFC 후단 배기가스인 AOG와 COG의 모사를 위해 2 kW급 SOFC 

스택 제조사의 정격운전시 건공기 실험데이터를 기반으로 배기가스 

연소시 기준입력열량(Q = 2,750 W)을 설정하였으며, 수소 농도를 변

수로 다양한 입력열량에 따른 성능 실험 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여기서, 기준입력열량 보다 낮은 저열량 범위에서는 극희박 조건

에 의한 불연소 가능성 때문에 승온된 공기로 모사가스를 대체하였다. 

한편, Figure 3은 일체형 Hot BoP의 열적 성능테스트를 위한 실험장

치를 나타내었다. 가연성 가스가 포함된 AOG와 COG는 각각의 유로

를 통해 전기로로 유입된 후 약 600 ℃로 가열되어 Hot BoP 상단의 

촉매연소부로 유입된다. 촉매연소기 상단에서는 접선방향으로 구성된 

유입구로 인해 두 종류의 가스는 예혼합된다. 예혼합된 고온의 모사

가스는 촉매연소기에서 산화된 후 공기예열기와 증기발생기에서 배

기가스의 열을 전달하게 되며 이후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공기예열

기 및 증기발생기의 저온유체는 각각 상온의 공기와 물이 유입되도록 

하였다. 한편, 온도 측정을 위하여 k-type 열전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위치는 Hot BoP의 고온유체 유출입 경로 2개소, 저온유체 유출입 경

로 4개소, Hot BoP 내부 3단 방해판의 유동경로 3개소이다. 온도 데이

터의 측정 및 수집은 데이터수집 디바이스(Labview, NI)를 이용하여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촉매연소기의 산화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가스분석장치(350 K, Testo)를 최종배기가스 배출구에 

위치시켜 가스농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교환 설계 검증

설계된 공기예열기의 실험적 검증을 위하여 등간격으로 배치된 3단 

방해판과 최종 배출구에서 예열공기의 온도 변화를 Figure 4에 나타내

었다. 공기예열기는 하부에서 저온의 예열공기가 유입되고 상부에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대향류 열교환이므로, 열교환기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예열공기의 온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

력열량이 증가할수록 도달하는 최종 온도는 소폭 상승하게 되는데, 2 

kW급 기준입력열량인 2,750 W에서 예열공기의 최종 온도는 545 ℃

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설계시 고려된 예열공기 출구온도 564 ℃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3단 등간격의 방해판 위치별 예열공기의 

온도는 약 120~140 ℃로 균등하게 상승하였으므로 예열공기가 다관 

전열표면 위로 고르게 유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2. 열교환 성능 평가

Figure 5는 입력열량에 따른 예열공기, 증기, 배기가스의 출구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입력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열공기의 온도는 급

격히 증가하며 약 550 ℃에서 점차 완만해진다. 그러나 승온된 예열공

기를 약 700 ℃ 이상의 SOFC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 150 ℃

의 추가 열량이 필요한데, 이는 연소기에 설계된 보조연료공급관을 

통하여 추가열원을 투입함으로써 예열공기의 승온에 필요한 열량 확

보가 가능하다. 물의 경우 최저입력열량을 제외한 각 입력열량에서 

약 100 ℃의 일정한 배출온도를 유지하게 되고 추가적인 온도 상승은 

없으므로 천이영역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기가스의 온도

는 입력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하지만, 초기 상

승구간 이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다. 이는 배기가스의 열량이 증

Figure 5. Outlet temperature variation with increasing heat input.

Figure 4. Temperature of pre-heating air at vertical measuring positions. Figure 6. Heat capacity variation with increasing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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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잠열과 방열손실의 형태로 물과 대기 중으로 열전달된 후 남은 잔

열만이 배기가스로 최종 배출되기 때문이다.

Figure 6에는 입력열량에 따른 각 기체별 열전달량의 변화를 나타

내었다. 여기서, 열용량은 측정된 예열공기와 물 및 배기가스의 온도

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방열손실량은 입력열량과 총 유체열용량

들의 차로 산출하였다. 2 kW SOFC 시스템의 기준입력열량인 2,750 

W에서, 예열공기의 열용량은 약 1,600 W에서 1,700 W로 완만하게 

증가하므로 열전달 상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기발생기의 물

은 천이영역에서 증발잠열형태로 전달되는 열량이 고려되지 않았으

므로, 입력열량의 증가에 관계없이 140 W 수준의 일정한 열용량을 나

타내었다. 한편,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의 열용량은 약 800 W로 

유지되는 반면, 추산된 방열손실량은 입력열량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최대 입력열량인 4,250 W에서 손실열량은 무려 1,800 

W로 가장 높은 열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증기발생기에서 잠열 형태

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열량인 500 W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손실열량이 된다. 이러한 열량손실의 원인으로써 설계된 일체

형 Hot BoP의 고온예혼합공간인 연소기 헤더부분이 적열되어 대기로

의 방열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준입력열량에서 

방열손실량은 320 W 수준으로 증발잠열을 무시하더라도 전체 열용량 

대비 크지 않은 손실열량으로 판단된다.

Figure 7은 일체형 Hot BoP에서 공기예열기와 증기발생기에 의한 

획득열량과 배기가스와 방열에 의한 손실열량을 열량비율로 나타내

었다. 획득열량을 기준으로 열효율은 2,000 W 이하의 저입력열량에

서 약 70%이며 기준 및 최대 입력열량에서 열효율은 각각 60, 40%로 

나타났다. 또한 3,400 W 이상의 입력열량 범위에서 손실열량비율이 

획득열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설계된 일체형 Hot BoP의 효율적인 운

전조건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일체형 Hot BoP 시스

템은 최대 3 kW의 입력열량에서 60~70% 수준의 열적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3. 배기가스 분석을 통한 연소성 평가

Figure 8은 촉매산화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량비 0.21~0.4에서 

최종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변화를 나타내었다. 당량비가 증가함

에 따라 일산화탄소 농도는 825 mg/m3에서 11 mg/m3까지 급격히 감

소하였다. 당량비 0.25 미만에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

는 이유는 초희박(ultra lean-burn) 산화조건으로 촉매산화 효율이 저

하되어 공급된 일산화탄소가 미반응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당량비 0.25 이상에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급격히 저감되므로 촉매

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예혼합 연소기에 비

해 촉매연소기는 넓은 희박영역에서도 배기가스의 안정적인 산화가 

가능하므로 다량의 공기를 사용하는 SOFC 시스템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 kW급 SOFC 시스템에 구성되는 Hot BoP의 이론

적 설계와 열적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Hot BoP는 이론적 설계법을 

통해 Pd/Pt 촉매연소기, 공기예열기, 스팀발생기를 일체형으로 설계하

였으며, SOFC 후단에서 발생되는 고온배기가스를 모사하여 성능평가

실험에 적용하였다. 성능평가실험을 통해 입력열량의 변화에 따른 

Hot BoP 내 열전달 매질간의 온도 및 열용량 변화와 시스템의 열량 

획득 및 손실을 분석하였으며,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통해 연소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1) 2 kW급 SOFC 배기가스의 기준입력열량 2,750 W에서 공기예열

기와 스팀발생기의 공정구성별 열전달 상한을 추산하였으며, 고

열원을 요구하는 공기예열기를 전단에 스팀발생기를 후단에 구

성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열전달율을 가지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2) 제작된 공기예열기와 증기발생기의 설계열전달율은 각각 2,110, 

625 W이며 예열공기의 열전달 상한과 물의 승온에 필요한 열량

을 상회하도록 설계하였다.

3) 열적성능시험평가 결과로써 공기 예열기의 경우, 기준입력열량

에서 예열공기 온도는 545 ℃이며 열전달율은 1,600 W로 측정

되었다. 증기발생기는 거의 모든 실험조건에서 증기가 생성되었

다. 일체형 시스템의 열적효율은 기준입력열량에서 60%이고 저

입력열량에서 70% 수준이며, 3,400 W 이상의 고입력열량에서

는 손실량이 증가하여 효용성이 낮다. 

4) 촉매연소기 산화특성 시험결과로써 CO의 농도는 당량비 0.25 

미만에서 약 800 mg/m3를 초과하여 사용범위에 적합하지 않으

며 당량비 0.25 이상에서 급격히 저감되므로 우수한 산화성능을 

나타내었다.

Figure 7. Rate of heat capacity with heat gain and heat loss. Figure 8. CO emission of exhaust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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