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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기용 Anode off gas와 LNG의 예혼합 연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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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gen which can be produced through reforming process of hydrocarbon fuel is supplied into 
anode side of fuel cell system. In the fuel cell, only 70% of hydrogen is consumed through 
electrochemical reaction and 30% hydrogen passed by as anode off gas. When electrical output of fuel 
cell is within range of 1.0 to 3.0kW, burner for the reformer uses only anode off gas. And it uses 
mixture gas of anode off gas and LNG within range of 3.5 to 5.0kW in electrical output. CHEMKIN 
4.1 program's Premixed code was used for calculating the properties of each gas. Results show that 
burning velocity and adiabatic flame temperature are 34.4cm/s, 1681.7K at equivalence ratio 0.8 within 
range of 1.0kW to 3.0kW and for cases of 3.5kW, 5.0kW, of electrical output, burning velocity and 
adiabatic flame temperature represent 30.5, 29.8cm/s and 1722.8, 1750K respectively. CO shows the 
lowest emission index at equivalence ratio 0.8 and NOX reveals the highest emission index at 
equivalence rat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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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층류연소속도(cm/s)


″ : 질량 플럭스( )



″′ : 체적질량 생성속도( )

 : 질량 분율()
 : 화학종 생성율(  )

 : 분자량()

1. 서 론

 연료전지시스템에서 개질기가 하는 역할은 탄

화수소연료로부터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연료인 

수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탄화수소연료로

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개질방법은 수증

기 개질법(Stream Reforming, SR), 부분산화법

(Partial Oxidation, POX), 자열개질법(Auto-thermal 
Reforming, ATR)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개질반응

은 600-1000℃의 반응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

도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질기용 버너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질기에서 제조된 수소는 연료전지 Stack의 

Anode에 공급되어져 전기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를 생산하게 된다. Anode에 공급되는 수소 중 

70%는 연료전지 Stack의 Anode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30%는 Anode off gas( : 47.4%,  : 

40%,  : 2.1%,  : 10.5%)로 배출되어진다. 배

출되어진 Anode off gas는 연료전지의 전기출력에 

따라서 LNG를 혼합하여 개질기용 버너의 연료로 

재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된다.
 연소과정에서 가스 혼합물에 대한 화염특성을 

비교분석 하는데 있어 연소속도와 단열화염온도

는 중요한 인자이다. 특히 연소속도는 연료성분, 
당량비 및 온도 압력에 관련된 물성치이고, 단열

화염온도는 연료의 발열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여러 종류의 가스 연료의 연소속도에 대한 수

치해석적 연구와 실험은 오래 전부터 시행 되어

왔다. 탄화수소 계열과 공기의 혼합물의 연소속

도를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Goey[1]
가 있고, Benedetto[2]와 Kobayashi[3]도 각각 수소

-메탄-공기와 메탄-공기의 예혼합가스의 연소속도

를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하지만 연료전지 시스템에서의 Anode off gas

와 LNG가 예혼합된 연소속도와 단열화염온도는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의 전기출력 변화에 

따라 공급되는 Anode off gas, Anode off gas와 

LNG의 혼합가스를 CHEMKIN 4.1(Computer 
Modeling of Chemically Reacting Flows) 프로그램

의 Premixed code와 GRI 3.0 화학방정식을 사용

하여 연소속도, 단열화염온도, 와 의 배

출지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으로는 연속, 화학종, 상태 및 에너

지 보존 방정식이 있다. 1차원 예혼합 자유전파 

화염을 대상으로 하는 수치해석방법에는 지배방

정식 및 화학반응 방정식, 가스혼합물의 평균 전

달 특성, 혼합기체의 전달특성이 포함되어있고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1) 일정한 단면적을 통과하는 1차원 정상 상태 

유동이다.
(2) 열과 질량의 확산은 각각 Fourier 법칙과 Fick 
법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3) 에너지방정식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열 확산

도/질량 확산도를 의미하는 Lewis수를 1로 가정

한다. 

2.1.1 연속방정식

      (1)

정상 상태의 흐름에서는 시간에 따른 밀도의 

변화가 일정( )하므로 제어체적안의 질량 

유동율은 식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2.1.2 화학종 보존방정식

 
″


 - 

  =      (2)

Convection Diffusion Chemical reaction

식 (2)와 같이 대류항, 확산항,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생성항으로 나타낼 수 있

다.

2.1.3 에너지보존방정식

 
″ 
 - 


 

 + 

 




   (3)

Convection  Conduction Chemical reaction

선형 예혼합 화염일 경우에는 확산항을 무시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층류화염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3)에서 

″를 구하고  ″   

의 관계식에서 을 구한다. 

2.1.4 상태방정식

    


  (4)

이상기체는 기체분자 사이의 힘과 기체 분자의 

체적을 무시함으로써 식 (4)를 만족하게 된다.

2.1.5 화학반응 방정식

    
 




  (5)

식 (5)는 온도가 화학 반응속도에 미치는 효과

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식으로 아레니우스 식

(Arrhenius form)이라고 부르고 화학 반응속도상수

()를 계산하는데 모든 식의 기초가 된다.



Table 1 Variation of Q(l/min) at electric 
output(kW)

1 2 3 3.5 4 5
0 0 0 1.2 1.8 3.0

Anode off gas 10.55 21.10 31.65 36.92 42.19 52.74
Q 10.55 21.10 31.65 38.12 43.99 55.74

2.1.6 가스혼합물의 평균 전달특성

           (6)

확산속도()를 식 (6)에서처럼 세 가지 구성성

분으로 구분되어진다고 가정한다. 는 정상상태

의 확산속도, 는 열 확산속도, 는 보정속도

이다.

2.1.7 혼합기체의 전달 특성

      (7)

다 성분의 확산계수, 열전도, 열확산계수는 이

성분 확산계수, 화학종 몰분율, 화학종의 열적특

성과 분자특성을 포함된 식에서 계산되어지고,
다 성분에서의 열 전달 계산은 Dixon - Lewis[6]
가 고안한 방법에 의해서 구해진다. 다 성분의 

식에서는 보정속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식 (7)과 같이 정상상태의 확산속도()와 

열 확산속도()로 구성되어있다.

2.2 수치해석 방법

1차원 단열 예혼합 화염의 자유전파상태에서의 

층류의 연소속도와 단열화염온도를 계산 할 수 

있는 Sandia에서 개발된 CHEMKIN 4.1 프로그램

의 Premixed code와 GRI-Mech 3.0 화학식을 이용

하였다. 수치해석의 경계조건은 격자의 수를 550
개, 버너 표면에서 위로부터의 끝 지점거리를 20
, 단면적의 지름을 3로 하였다.

Table 1은 연료전지시스템에서의 전기출력에 

변화에 따라 공급되는 Anode off gas와 천연가스

의 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연료전지의 전기출력이 1.0~3.0kW인 경우에는 

Anode off gas만을 개질기용 버너의 연료로 사용

하고 전기출력이 3.5~5.0kW인 경우에는 Anode 
off gas와 LNG를 혼합하여 개질기용 버너의 연료

로 사용된다. 

3.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연료전지의 전기출력 변화에 따른 Anode off 
gas와 LNG의 혼합가스의 연소 특성을 수치해석

하기 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메탄의 연소속도를 

Gu[4]와 Vagelopoulos[5]의 실험값과 Fig.1에 비교

하였다. 
Fig. 1을 살펴보면 GU와 Vagelopoulos의 실험한 

값과 GRI 3.0 화학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치해석한 

결과가 비교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렇게 검증된 수치해석 모델을 기본으로 연

료전지의 전기출력 변화에 따른 Anode off gas와 

LNG의 혼합가스의 연소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Comparison with recent experiments from 
literature at burning velocity of methane (P=1
 , unburned gas mixture temperature=300 )

3.1 예혼합된 Anode off gas와 LNG의 연소속도 

및 단열화염온도

각 당량비(≤≤) 조건에서 미연소 혼

합가스의 온도를 300K, 초기 압력을 1atm 고정하

고 전기출력의 변화에 따라서 유량을 변화시켜

Anode off gas와 LNG가 예혼합된 연소속도와 단

열화염온도를 비교하였다. Fig. 2에는 전기출력의 

변화에 따른 Anode off gas와 Anode off gas+LNG
의 연소속도를 비교하였다. Fig. 2를 살펴보면 버



너의 연료로 Anode off gas만을 연소시키는 연료

전지 전기출력 1.0-3.0kW 조건에서 연소속도가 

당량비 1.2에서 61.9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

고 연료전지의 전기출력이 증가할수록 연소속도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속도가 감소되

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3에 전기출력 변

화에 따른 반응가스의 수소 몰분율을 비교하였

다. Fig. 3을 살펴보면 전기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연소 반응가스 중 수소의 몰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ode off gas와 LNG가 

예혼합된 혼합가스에서의 연소속도는 반응가스의 

화학 구성성분 중에 수소의 몰분율에 의하여 많

은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수소의 연소속도가 다

른 가스보다 빠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즉 반응

가스의 수소의 몰분율이 감소할수록 연소속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소속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수소의 몰분율

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몰분

율로써 각 전기출력의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몰분율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2 Variation of burning velocity by electric 
output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식

은   ⇔이고 이 식의 연쇄반응 

중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

  반응식으로써 연소속도를 증가시키는 역

할을 한다.[7] 전기출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산

화탄소의 몰분율이 감소하는 것을 Fig. 4에서 확

인 할 수가 있다. 

Fig. 3  mole fraction at different outputs

  Fig. 4  mole fraction  at different outputs 

 이산화탄소의 몰분율의 감소는  ⇔

에 관련된 화학반응도 감소시키므로 Fig. 2와 

같이 전기출력이 증가할수록 연소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Fig. 5 Variation of adiabatic flame temperature 
by electric outputs



Fig. 5는 각각의 전기출력변화에 따른 단열화염

온도를 비교하였다. 전기출력 5kW에서의 Anode 
off gas와 LNG 혼합가스는 당량비 1인 조건에서 

1941.5K로 단열화염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출력이 감소할수록 단열화염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기출력의 변화에 따른 Anode off gas와 LNG

의 혼합가스의 단열화염온도는 연료의 발열량 비

교를 통하여 판단할 수가 있다. 전기출력이 1kW
에서 5kW로 증가할수록 Anode off gas와 혼합되

어지는 LNG의 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LNG는 발

열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탄과 프로판을 함유하

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전기출력이 증가할수

록 에탄과 프로판의 반응 몰수가 증가하게 되어 

단열화염온도가 상승된다고 판단되어진다.
 Fig. 6에서는 OH 몰분율을 나타내었다. OH는  

연쇄반응을 유지하는 활성화학류이며, OH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활성화 에너지와 단열화염온도

는 높아지게 된다. 연료전지의 전기출력이 증가

할수록 OH의 몰분율도 증가하는 것을 Fig. 6에서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단열화염온도 또

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OH mole fraction at different outputs 

3.2 Anode off gas와 LNG 혼합가스의   및 

의 배출특성

배출지수(Emission index)는 연소과정에 의해 연

소된 연료의 질량에 대한 화학종 의 질량의 비

이며, 연소 과정의 효율, 배기의 희석 등에 관계

없이 연료의 단위 질량당 생성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명백하게 표기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배

출지수는 특정한 장치와는 무관하게 특정 오염물

질을 생성시키는 어떤 연소과정에서 효율의 척도

라고 생각 될 수 있다.[8] 
는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키는 인체에 치

명적인 영향을 주는 가스로써 연소과정의 배출가

스를 분석함에 있어서 와 같이 고려해야한

다. Fig. 7은 전기출력의 변화에 따른 의 배출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는 혼합기가 농후하게 

되면 산소부족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당량비가 

1.1이상에서는 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기출력이 증대될수록 혼합되어지

는 LNG의 유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의 배출

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 EICO Mole Fraction at different outputs 

Fig. 8 EINOx Mole Fraction at different outputs

Fig. 8은 전기출력에 따른 혼합가스의 의 

배출지수를 나타내었다. 는 불활성 가스로 

있던 가 고온의 기연가스에서 산소와 반응하

여 생성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성율이 증가하



고 화염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최대로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단열화염온도가 가장 높은 당량

비 1 근처에서 의 배출지수가 가장 높은 경

향을 나타내며 5.0kW의 전기출력이 1kW보다 

의 배출량이 약 44%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개질기로부터 발생하는 Anode off gas와 LNG
의 혼합가스의 연소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연료전지의 전기출력의 변화에 따른 Anode 
off gas와 메탄의 연소속도를 비교한 결과 당량비 

1인 조건에서는 Anode off gas의 연소속도가 51.8
로 나타나 메탄에 비하여 연소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2)연료전지의 Anode off gas와 Anode off 
gas+LNG 혼합가스의 연소속도와 단열화염온도를 

비교한 결과 연료전지의 전기출력이 증가할수록 

LNG의 혼합비율이 높아 연소속도는 감소되고 단

열화염온도는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3)와 의 배출지수를 확인한 결과 당량

비가 1.1이상에서는 모든 전기출력에 해당되는혼

합비에서 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의 경우 당량비 1 부근에서 배출지수가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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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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