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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ventional high temperature reformers are not suitable for hybrid 
fuel cell systems that use waste heat as a heat source. So, development of a low
temperature type reformer is needed. However,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wo ways to increase the thermal efficiency, because of low reforming rate due
to the low heat source. First, it is a way to ger thermal gain from the outside 
through partial insulation. In the case of one heat source tube and several heat 
source tubes, we analyzed the effect of partial heat insulation in some cases. 
Second, we found the most efficient arrangement of the heat source tubes by 
changing the location of the heat source tubes. The interpretation was carred out
using the COMSOL Mutiphysics program.

Key words : Steam reformer(수증기 개질기), Shell and tube type(원통다관형), 
Partial insulation(부분 단열), Medium temperature heat source(중온 
열원), External air heat transfer(외기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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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온 발전형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경제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장시간 발전은 연료비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효율이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한 복합 화력발전에 

경쟁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1).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

성품에 대한 효율 향상도 진행되어야 하며, 시스

템의 총괄 에너지 관점에서 다양한 복합 발전의 

구성도 필요하다.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은 스택 후단

의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종, 

또는 3종의 복합 발전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2종 

이상의 발전 후 배출되는 가스 혼합물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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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후단 배기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에는 추가적인 효율 향상을 위해 이러한 

복합 발전 후단의 폐열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가 제안되고 있다
2). 통상 열교환을 통한 스택 입

구단 가스의 승온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

에 더불어, 이러한 폐열을 이용해 스택 유입단 연

료의 수증기 개질을 통해 효율을 향상하고자 하

는 연구도 제안되고 있다
3,4). 하지만 기존의 고온

용 개질기는 고온의 열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낮은 열원으로도 개질 효율은 높은 중

온용 개질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증기 개질은 다른 개질 방법에 비해 높은 수소 

생산 효율을 갖는 이점이 있으며, 반응기는 일반적

으로 700-800℃에서 운전된다
5). Zanfir와 Gavriilidis6)

는 고온에서 수증기 개질의 성능에 대한 판 모양 

인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Stutz와 Poulikakos7)
는 

다양한 열전도도와 반응기 벽 구조에 대한 개질 반

응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개질 온도는 700oC 이

상의 고온이다. 그들의 연구는 고온 증기 개질 반

응이 반응기의 초기 및 중간 구역에서 매우 신속하

게 완료됨을 보여준다. 고온 수증기 개질 기술의 

전환율은 특정 온도에서의 열역학적 평형조건의 

전환율에도 매우 가깝다
8-10). 그러나 수증기 개질법

은 반응 평형(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리며 

촉매를 피독시키는 CO가 발생하고, 강력한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열을 공급해주어

야 한다
11). 그러므로 개질기에 열을 효율적으로 공

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고온형 수증기 개질기에 대해서는 다양하

고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중온형 개질

기에 대한 연구는 문헌상에 희박하다. 폐열을 이

용해야 하는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고온형 수증기 개질기를 외부 개질기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온 폐열을 이용하는 개질

기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온형 수증기 개질기는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의 폐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작동 온도에 대한 

열전달 최적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또, 통상 핫박

스(hot box)라고 불리는 고온 기기 패키지에 포함

되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성 연구도 진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온형 수증기 개

질기의 이러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산해석

을 통해 수증기 개질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중온에서 개질반응이 일어나면 고

온에서보다 개질률이 낮아지게 되므로 열적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설계가 필수적이다. 부족한 열원

을 고온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도록 부분 단열을 

하는 방법과 열원관의 배치를 다르게 하여 최적

의 배치를 찾는 방법을 통해 개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였다. 

2. 중온 폐열 개질기 전산해석 모델

2.1 화학반응 

다음은 수증기 개질기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인 세 가지 개질반응이다.

Methane steam reforming(SR)

↔∆ (1)

Water gas shift(WSG)

↔∆ (2)

Reverse methanation(DSR)

↔∆ (3)

각각의 화학반응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675-1,000 K 온도 조건에서 각 단계 반

응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Xu와 Froment 모델이 

사용되었다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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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e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반응속도계수와 성분의 흡착상수는 Van’t Hoff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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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식 (8)과 (9)는 Arrhenius 방정식을 사용하여 표

현할 수 있다.

 exp
  (10)

 exp
∆  (11)

사전 지수인자 A는 기준 온도에 대한 실험 데

이터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다. 제시된 값인 Xu

와 Froment의 모델은 사전 지수인자로 사용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도 Xu와 Froment의 논문에서 

사용한 Nickel-alumina 촉매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하였다.

 exp
  (12)

exp
∆  (13)

식 (4)-(6)에서, 수소의 분압은 반응 속도론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반응이 활성화될 때, 수소

의 초기 분압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식 (4)-(6)

은 무한대가 된다. 이러한 오류는 Xu 및 Froment 

모델에서도 언급된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소의 초기 분압은 계산에 필요

한 최소농도()로 가정한다.

2.2 지배방정식

열전달 해석을 위해 반응부과 열원부를 계산 

영역으로 고려하였다. 열원관의 지배방정식은 뜨

거운 가스가 반응 없이 흐르는 것으로 유도되었

다. 반응부의 지배방정식을 개질 촉매의 화학 반

응 속도를 풀기 위해 적용하였다. 개질 영역은 촉

매로 채워지기 때문에 Darcy의 법칙을 사용해 다

공성 매질에서의 유동을 적용하였다.

∇ 

∇  (14)

개질 영역의 종 및 에너지 균형 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

∇∙∇∙∇   (15)

∙∇∇∙∇∆ (16)

Navier-stokes 방정식은 비압축성 층류를 가정

한 열원관 내부의 가스 유동에 적용되었다.

∇ ∇∇  (17)

∇∙  (18)

열원관의 반응열을 제외한 에너지 보존 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 (19)

2.3 해석 모델

전산해석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질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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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ing of steam reformer for computational analysis

Table 1. Geometric specification and boundary conditions of 
reactor for computational analysis

Parameter Dimension Units

Reforming area diameter 209 mm

Heat source tube diameter 1/2 in

Number of heat source tube 37 ea

Length 214 mm

Reforming area inlet 
temperatrue

305 ℃
Heat source tube inlet 

temperautre
475 ℃

Ambient temperature 400 ℃

부의 개질 촉매가 축을 기준으로 반경방향으로 균

일하다는 가정 하에 Fig. 1과 같이 개질기를 1/6로 

축 대칭 해석을 수행하였다. 개질 촉매로 이루어

진 반응기 부분을 해석하였고 개질부 부분에서는 

SCR 3에서 개질 가스가 유도되는 것으로 경계조

건을 설정하였으며, 열원관 부분에서는 선택된 온

도에서 공기만이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

산 해석은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하여 3D 

정지영역에서 수행하였으며, 매니 폴드 측의 유동 

조건은 난류이기 때문에 k-ɛ 모델을 사용하고 다관

인 열원관으로 유입되면서 유체 속도가 층류로 바

뀌기 때문에 열원관 측은 층류조건을 적용하였다.

개질부는 0.4의 다공도(porpsity)를 갖는 다공성 

물질이 충전된 구조이다
6). 열원관의 속도, 압력 

및 개질 영역의 압력에 대한 감쇠지수(damping 

factor)는 0.8로 설정하였고 온도, 종, 농도에 대한 

감쇠지수는 0.4로 설정하였다. 

열원관의 입구 유속 분포를 결정하기 위해 열

원관에 채결되는 매니폴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유속 분포를 이용해 각각의 열

원관 입구 유속을 결정하였다. 또한, 개질 가스의 

입구 조건은 입구 단면에 걸쳐 일정한 유속을 가

정하였다. Table 1에는 전산해석에 사용된 원통다

관형 열교환기의 구조 및 해석 파라미터를 보여

주고 있다. 

2.3.1 부분 단열 해석

본 연구에서 해석하는 개질기는 중온급 수증기 

개질기로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고온 부품만

을 별도 패키징한 고온열원박스(hot box)에 들어

가게 된다. 이 때 고온열원박스 내부 온도가 높은 

경우, 개질기의 외부 원통을 단열하는 것이 상대

적으로 이득이 될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

히, 개질기 입구 온도가 200-250oC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부분 열전달을 외부 고온열원박스 분

위기에 노출시켜서 승온이 가능하다면, 부분적인 

승온을 통해 전체 개질기의 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질부 입구단을 시작으로 부분적

으로 단열을 제거하면서 외기에 노출되는 경우 

가장 열효율이 좋은 단열 비율을 알아보았다. 열

원관은 thin layer를 적용하고 외기와는 대류조건

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개질기의 형상은 원통

다관형으로 하였으며, 열원관의 경우, 다관 열원

관과 단일 열원관으로 나누어 해석을 진행하였

다. 각 유동은 대향류로 하였으며, 개질부를 10등

분하여 1/10씩 단열을 제거하는 형태로 해석을 진

행하였다. Fig. 1은 해석에 사용된 원통다관형 개

질기 형상과 유동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2.3.2 반경방향 열원관 배치에 따른 특성 해석

원통 다관형 개질기의 열원관 개수와 배치는 

반경 방향 온도 균일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열원관의 배치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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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locity contour through heat source section with 
manifold

Fig. 2. Tube arrangement in radial direction

Table 2. Shape parameters of reactor for computational anal-
ysis

Types of heat source 
tube arrangement

(a) r=r0 (b) r=r1 (c) r=r2 (d) r=r3

Type 1 1 6 12 18

Tpye 2 1 6 14 15

Tpye 3 1 6 8 22

Tpye 4 1 7 15 14

Tpye 5 1 4 10 22

Tpye 6 1 4 13 19

일 반경 내에 열원관 개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6가지 배치 구조를 선정하였다. Table 2에는 동일 

반경 내 열원관 개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2에

서는 각각의 반경이 의미하는 바를 표시하였다. 

각각의 배치 구조에서 열원관의 유동 해석을 통

해 Fig. 3과 같이 진행하였다. 

즉, 각각의 열원관 입구에서의 경계조건으로 

유속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 우선 열원관과 매니

폴드를 통합하고, 매니폴드 입구부터 열원관을 

거쳐 매니폴드 출구까지 진행되는 유동장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3은 유동장 해석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며, 여기서 결정된 유속이 열원관 배치에 

따른 개질 특성 해석에 적용되었다. 즉, 본 해석

에서는 열원관과 개질부, 외기 사이의 열 교환, 

수증기 개질 반응에 대한 것만을 해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 해석에 필요한 열원관

의 입구 유속을 Fig. 3과 같은 형상에 대한 유동 

해석을 통해 구한 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부분 단열에 따른 개질부 온도 분포 및 반응 특성

중온 폐열 개질기는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 향

상을 위해 고온열원박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온열원박스 내부에 존재하는 고

온 가스에 의해 수증기 개질부의 열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열전달을 시키게 된다면, 개질 효율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

어 확인하였다. 원통 다관형 수증기 개질기의 경

우 다수의 열원관으로 인해 반경방향 온도 편차

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영

향으로 외기에 의한 열전달로 인해 개질기 내부 

온도 분포가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

다. 이에 비해, 폐열이 아닌 연소열을 활용하는 

일반 버너형 개질기의 경우 반경방향 온도 분포

가 크기 때문에, 외기 열전달을 활용하는 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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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ctional view of ambient heat transfer evaluation of 
steam reforming reaction

(a)

(b)

Fig. 5. 3 dimension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hell and tube
steam reformer (a) Entire insulation of shell and tube type, (b) 
50% insulation of Shell and tube type 

Table 3. The average cross-sectional temperature at selected 
location of shell-and-tube steam reformer

Partial 
insulation

(%)
(a) (b) (c) (d) (e) (f) (g) (h) (i) (j) (k)

100 578.2 585.9 599.3 610.6 620.6 692.8 638.6 647.5 657.4 670.7 697.0

90 579.8 605.5 613.9 622.7 631.0 638.9 646.6 654.5 663.5 675.8 694.8

80 579.8 606.9 623.2 629.3 636.6 643.8 651.0 658.6 667.1 678.8 697.1

70 579.8 607.1 624.3 653.7 641.0 647.5 654.3 661.5 669.7 681.0 698.7

60 579.8 607.2 624.5 636.5 645.5 650.6 656.9 663.8 671.7 682.8 700.0

50 579.8 607.3 624.6 636.7 646.0 653.7 659.0 665.5 673.2 684.0 700.9

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통 단일관 수증기 개질기

에 대한 해석과 원통 다관형 수증기 개질기에 대

한 해석을 수행하고 이들에 따른 개질률 변화를 

비교하였다. Fig. 4에는 해석 대상의 온도 확인 위

치와 가스 진행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 열원에 의해 대향류 형으로 열전달이 진행

되는 개질부에 대해 축방향으로 10등분하여 1/10

씩 단열을 제거하여 100% 단열부터 50% 단열까지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5에는 원통 다관형 개질

기에 대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5(a)에

는 외기에 의한 열전달이 없는 100% 단열조건에 

대한 해석 결과이며, Fig. 5(b)에는 개질기 표면 중 

50%가 외기에 노출된 경우이다. 외기 노출로 열전

달이 추가되는 경우, 반경방향 최외각 표면 주변이 

외기로부터의 열전달을 받아 온도가 상승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내심에 가까운 영역

으로 갈수록 외기의 영향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외기에 따른 내부 온도 분포가 

개선되게 되면, 개질률이 연동하여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반경 방향 평균 온도를 계산하여 Table 3

에 표시하였다. 

Table 3의 (a)~(k)는 개질가스 입구로부터 지정

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외기의 영향이 큰 50% 

단열과 외기의 영향이 없는 100% 단열을 비교하여 

보면, 두 조건에 대한 입구단 (a)에서 온도차가 1.69 

K 차이가 나고, 열원 공급단인 (k)에서는 3.82  K의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즉 외기에 별도 열원에 

의한 열전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부 온도 

분포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일관의 경우 동일 입출구 조건과 외기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하면, 외기에 따라 개질 심

부까지 온도 분포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

다. Fig. 6에는 단일 열원관의 경우에 따른 개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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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3 dimension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hell and 
tube steam reformer (a) Entire insulation of annular single 
tube configuration, (b) 50% insulation of annular single tube 
configuration

Table 4. Relative increase of methane reforming rate to en-
tire insulated reformer

Relative methane conversion ratio without insulation(%)

Insulation rate (%)
Shell-and Tube 

reformer
Annular Reformer

90 5.52 31.55

80 8.46 47.44

70 10.57 60.07

60 12.21 70.66

50 13.36 70.66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00% 단열의 가정한 

Fig. 6(a)와 50% 단열을 가정한 Fig. 6(b)를 보면 

외기 온도에 따라 개질 심부까지 전체적인 승온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온도 분포의 

변화가 개질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외기 열전달에 따른 두 가지 해석을 통해 메

탄 전환율을 확인하여 보았다. 상대 비교를 위해 

단일 열원관과 50% 단열 조건을 기준 조건으로 

정하고 상대적인 메탄 전환율을 계산하였다. 

Table 4에는 이러한 메탄 전환율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며 상대 증가율은 100% 단열시 메탄 전

환율에 대한 부분 단열시 메탄 전환율의 상대 증

가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각각의 경우에 100% 단열의 개질률에 대해 부

분 단열을 적용하는 경우 개질률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원통 다관형의 경우 100% 단열 대비 단

열 비율이 줄어들면서 5.52%의 추가 개질률부터 

13.36%의 개질률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비

해 원통 단일관(annular)의 경우 단열을 제거하면

서 개질률 향상이 31.55%에서 70.66%까지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통 다관형의 경우도 부

분 단열을 통해 약 10% 이상의 개질률 향상이 가

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통 단일관의 경우

는 심부로부터 외각으로 가면서 열전달이 취약해

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

나, 실제 열교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단일관을 채

용하기는 어렵다.

3.2 반경방향 열원관 분배 형식에 따른 개질률 특성

원통 다관형 수증기 개질방식에서 열원관의 분

배 구조 개선을 통해 개질률 상승이 가능하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 반경방향에 대한 6가지 분배 

방식에 따른 개질 특성을 확인하였다. 전체 열원

의 양을 고정하기 위해 열원관의 총 개수와 각 열

원관의 크기는 고정하고 개질 심부부터 주어진 

반경방향 길이에 대한 배치 개수를 바꾸며 온도 

균일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경우에서 매니폴드를 포함한 난류유동 

해석 결과를 Table 5에 표시하였다. Table 5에는 열

원관의 평균 입구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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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thane reforming rate by type

Type 1 2 3 4 5 6

Methane 
conversion rate 

(%)
22.63 22.04 22.59 20.89 21.30 22.75

Table 5. The inlet velocity average of heat source tubes

Inlet velocity average 
of heat source tubes

(m/s)
v1(r=r0) v2(r=r1) v3(r=r2) v4(r=r3)

Type 1 6.88 6.43 4.16 3.03

Tpye 2 5.94 5.78 3.85 2.74

Tpye 3 5.09 4.88 3.15 2.32

Tpye 4 5.10 4.99 3.08 2.19

Tpye 5 5.09 4.99 3.27 2.44

Tpye 6 6.08 5.87 3.97 2.88

Table 7. (a)The volume average temperature and (b)the aver-
age temperature of outlet section in the reforming part

Type 1 2 3 4 5 6

(a) (℃) 361.3 359.5 361.0 353.7 355.0 361.9

(b) (℃) 419.3 416.1 419.2 411.8 414.9 419.9

Fig. 7. Temperature contour at the outlet of the reforming part

관의 평균 입구속도는 type 1이 가장 높고 type 4가 

가장 낮았다.

위의 열원관 평균 입구속도를 이용하여 열 및 

화학반응을 해석한 결과는 Table 6에 표시하였으

며, type 6의 개질률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

다. 그 이유는 각 type의 개질부 체적 평균 온도와 

개질부 출구단면의 평균 온도를 나타는 Table 7을 

보면 알 수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메탄 개질률이 

높고 이는 열원의 유속보다는 온도가 개질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Type 1과 type 6를 비교해보면, type 1이 가장 

균일한 배치임에도 type 6가 더 높은 온도분포와 

개질률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7의 온도 

contour를 보면, 최외각으로 갈수록 열원관의 열 

영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심

부에는 열원의 열 영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거리를 두고 배치해도 무방하고 최외각으로 

갈수록 조밀하게 배치하는 것이 열효율이 좋다.

Type 1-3을 비교해보면, r=r2와 r=r3 부분의 열

원관 배치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균일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지만, 상대적으로 r=r2 부분보다는 r=r3 부

분에 열원관을 더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찬

가지로 type 5-6의 결과를 보면, 균일하게 열원관

을 배치하는 것이 최외각에 몰아서 배치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ype 4의 개질률이 가장 낮은 이유 또한 될 수 있

다. 즉, 열원관은 균일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차선으로는 최외각에 열원관을 조밀하게 배

치하는 것이 개질률 향상에 좋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온형 원통다관형 수증기 개질

기의 메탄 개질률 향상에 대한 전산 해석을 진행

하였다.

1) 외기 온도 400oC 조건에서 부분 단열을 통해 

열적 이득이 있어 개질부 내부 온도 분포가 개선

되며 이를 통해 메탄 개질률이 향상된다.

2) 열원관 입구온도가 475oC, 외기 온도가 400oC

이고, 대향류형 유동을 갖는 원통 다관형 개질기는 

부분 단열률에 따라 최대 약 13% 개선이 가능하다.

3) 동심 열원관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열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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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등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온도 균일도

가 우수하고 개질률도 우수하며, 최외각에 다수

의 열원관을 배치하는 경우 등간격 배치와 유사

한 개질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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