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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 스모그,
등의 환경 문제와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분야에 많은 연구 및 상용

화가 진행 중이다 신에너지 분야 중 연료전지는.
수소경제에 있어 중요한 에너지 변환장치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료전지의 운용에 있어 필수적인 수소는 크게

화석연료로부터의 생산 전기분해 생물학적 수소, ,
생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1) 연료 개질기는 수소

의 여러 생산방법 중 화석연료를 촉매반응 등의

화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서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와 는 연료개질 화학반응계수들을 촉Xu Froment

매 질량을 기준으로 니켈 계열의 촉매에 관한(Ni)
수증기메탄의 반응 계수들을 제시하였다.(2) 화석

연료의 개질에 관한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활발

히 진행 중이며 상용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개질기의 실제 모델은 고효율,
소형화 경량화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 되고 있다.(3,4) 고효율 소형화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질기의 형상은 좀 더 복잡해지고

크기는 작아지고 있어 개질기에 대한 해석 및 개

발하는데 가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사용되고 있다.(5,6) 하지만 를 사용한 논문에CFD
서 사용된 모델은 와 가 제시한 계수를Xu Froment
사용하지만 에서의 해석결과가 검증되지 않CFD
고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실제모델에서의 개질반.
응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모델을 차원CFD 0
모델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의 논문에서.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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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form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em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high purity
hydrogen from fossil fuel. This study compares zero-dimensional model with CFD models for reaction
analysis of methane-steam reformer. The zero-dimensional model is an empirical equation, however
CFD model uses reactions of Arrhenius type. Because the reaction coefficients of the steam-methane
catalytic reforming have not been reported before in the form of Arrhenius type, the present study
aims to find the appropriate reaction coefficients. The used CFD code is Fluent 6.2 version. Several
models are compared for the case of various operating temperature, mass of catalyst and steam to
methan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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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위해 반응 계수를 와 가CFD Xu Froment
제시한 개질반응식을 기준으로 반응 계수를 유도

한바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차원의 반응 모델과 를 이0 CFD
용한 반응 모델을 비교하여 모델에 사용된CFD
계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한다 차원 모델은. 0
실험결과로부터 유도된 기존의 방정식을 사용하

였으나 모델은 의 반응을 이용CFD Arrhenius type
하였다 두 모델을 이용하여 온도 촉매량 수증. , ,
기메탄의 농도비의 변화에 따른 개질반응 결과를

비교하였다 촉매량과 메탄의 유량 및 모델의 크.
기는 추후 실험을 위해 제작중인 개질기를 기준

으로 하였다.

수치해석 모델2.

차원 모델2.1 0
수증기메탄 개질반응에는 다음의 가지 반응3

식을 사용하였다.

 ↔ 
↔ 
↔  

위 가지 반응의 반응속도식3 (ri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2)














 










 







 




 



 

반응속도는 kmol/kgcata 로 정의되며h Pi 는 전체

압에서 계산된 각각의 분압이다 속도상수. (ki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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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평형상수(Kj j=CH4, H2O, H2 는 다음과,CO)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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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상수(K i 는 다음과 같다i=1,2) .

× 

 

차원 모델은 위의 식을 사용하여 메탄유량이0
로 일정하게 유입되고 전체유량에0.01657 kmol/h

대한 메탄의 몰비율이 일 때 메탄20%, 30%, 40%
의 변환율을 계산하였다 사용되는 촉매의 량은.

을 사용하였다 해석 방법은 위의 식0.5716kg .
(1)~(16)(1)을 사용하여 의 온도구간873K ~ 1173K
을 간격으로 상압의 조건으로 해석되었다30K .

해석 모델2.2 CFD
해석은 를 이용하였다 모델의Fluent 6.2 . CFD

크기는 제작중인 개질기의 크기 지름( :57mm 길

이 를 기준하였다 해석은:200mm) . 2D-axisimmetric
의 형상 으로 했으며 반응은 식 을 사(Fig.1) (1)~(3)
용하였으며 차원 모델과 같은 유량조건과 유입0
비를 사용하였다 촉매층의 다공성 유동은 현재.
보유 중인 계열의 지름 의 촉매를 기준으Ni 5mm
로 촉매층의 효과는 에서 제공되는 다음의CFD
식 을 사용하였다(17) .

∇

 

: permeability(=2.963E-08)α

C : inertial resistance factor(=52734375)
: dynamic viscosity(Ns/mμ 2)
: density(kg/mρ 3)

에서 사용되는 반응식은 식 과 같은 형태CFD (18)
를 사용하였다 해석방법은 선행연구에서의 계수.
들을 사용하여 모델에 적용 후 메탄의 변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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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Ai 값과(pre-exponential factor) βi(temperature
값을 수정하여 차원 모델과 일exponential factor) 0

치되도록 진행하였다 유동형태는 층류로 성정하.
였고 화학반응은 Volumetric Arrhenius Laminar

를 적용하였다 사용한 계수 값들은Finite Rate .
에 나타내었다Table 1 .

실제 개질반응기 해석2.3
개질반응을 해석하기위해 설계중인 평판형 개

질기는 과 같은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개Fig.2 .

질기는 증기발생용 히터 예열용 히터 그리고 개,
질반응용 히터부분으로 크게 부분으로 볼 수 있3
다 본 논문에서 해석대상은 개질반응이 일어나.
는 개질 히터 번째 히터 부분을 해석 하였다(3 ) .
모델의 형상은 과 같고 난류 모델은Fig.3 Standard

화학반응은k- Model, Volumetric Arrhenius Laminarε

을 적용하였다 실제반응기 모델Finite Rate Model .
에 대한 해석은 차원 모델과 모델과의CFD 0 Case
비교를 통해 찾은 반응 계수 값과 조건을 적용하

여 해석하였다.

결과 및 토의3.

차원 모델과 모델의 비교3.1 0 CFD
차원 모델로부터 온도 메탄수증기의 유입 비0 , /

율에 따른 메탄의 변환율은 에 나타내었다Fig.4 .
에 나타난 경향은 메탄의 초기 유량비가 클Fig.4

수록 메탄의 변환율은 커지고 온도가 커짐에 따

라 변환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원. 0
모델에서 사용된 반응계수를 에 적용하여 반CFD
응을 해석한 결과는 차원 모델의 결과와 비교해0
보면 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를Table 2 . Fig. 5
보면 차원 모델과 이 제시한0 Shin model 1(5)은 많

은 차이를 보였다 에서 확인한 차원 모. Table 2 0
델과 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model 1 pre-exponential

와 온도계수 를 수정하였다 계수의 수factor, A .β

정 작업은 메탄 유입비 인 차원 모델을 기20% 0
준으로 의 메탄 변환율 결과 값이 일치하1053K
도록 진행하였다 는 값만을 수정한 것. Model 2 A
이고 는 와 모두를 수정하여 최적의, Model 3 A β

결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Fig. 2 Process diagram of reforming system



 

Fig. 3 Shape of reformer 3D model

model reaction E(J/kgmol) A β

Case 1

reaction 1 2.40e8 9.490e16 0

reaction 2 2.439e8 2.290e16 0

reaction 3 6.413e7 4.390e4 0

Case 2

reaction 1 2.40e8 4.745e14 0

reaction 2 2.439e8 1.145e14 0

reaction 3 6.413e7 2.195e2 0

Case 3

reaction 1 2.40e8 6.8114e35 -7

reaction 2 2.439e8 1.145e14 -4

reaction 3 6.413e7 2.195e2 0

Table 1 Reactions and reaction coefficients

Fig. 1 Grid of 2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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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보면 는 다소 오차를Fig. 5 Model 2
보이나 는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Model 3 .
편 와 은 메탄유입비율이 각각, Fig. 6 Fig. 7 30%
와 인 경우를 보여주는데 메탄유입비율이 높40%
아질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오차는 반응에 관계하는 화학종의 농도Arrhenius
계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추후에 보완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실제 개질기 모델에서의 결과3.2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는 개질기는 차원 유3

동형태를 보이며 기존의 차원 모델과는 다르게, 0
온도분포 유동장 화학종 및 농도의 분포가 균일, ,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차원 모델로 해석하는0
것은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은. Fig. 8
원통형 개질기 내부 유선을 보여준다 중앙의 유.
입관을 통해 바닥으로 유입된 가스는 외통부를

model
methane

ratio(%)
873K 1023K 1173K

methane

conversion

ratio(%)

0-D

20 2.27 31.30 88.76

30 2.05 36.15 93.31

40 2.08 44.26 96.76

Model

1

20 8.50 95.78 100

30 11.71 94.83 100

40 14.25 90.99 100

Model

2

20 0.45 29.67 98.29

30 0.67 36.99 97.33

40 0.87 40.04 93.93

Model

3

20 1.45 31.27 89.30

30 2.17 38.85 89.55

40 2.78 42.04 87.44

Table 2 Results of 0-D and CFD models

Fig. 4 Methane conversion ratio by 0-D model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and methane ratio

Fig. 5 Simulation results for methane 20%

Fig. 6 Simulation results for methane 30%

Fig. 7 Simulation results for methan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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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균일한 형태로 상승하며 출구의 위치에,
따라 양쪽으로 갈라져서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의 온도 분포는 외벽면의 온도를Fig. 9 1023K

으로 설정하였지만 내부는 반응 엔탈피 및 유입

가스의 낮은 온도 등에 의해 온도 분포가(673K)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위치별 온도의 편차는 위치별 반응에 차이를

발생하게 되고 에 나타난 메탄의 농도 분, Fig. 10
포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차원 모델의 메탄 변환율은 로 나타났3 30.5%
는데 이는 차원 모델의 보다 낮은 값을, 0 31.3%
보여 준다.

결론4.

본 연구에서는 연료 개질 반응의 차원 모델과0
모델의 비교 및 그에 따른 계수의 검증을 하CFD

였다 연구의 결과 차원 모델의 계수를 모. 0 CFD
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큰 오류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반응 계수를 추가로 수정하여.
모델에 적용한 경우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CFD

있었다 이에 수정한 실제 개질기 모델에 적. CFD
용시켜본 결과 차원 모델의 메탄 변환율0 31.3%
보다 낮은 입구 출구 의 변환율30.5%( : 0.2, :0.139)
을 나타내었다 그 차이는 계수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 의 보다는 정확해 진 것을model 1 95.78%
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계수를 좀 더 명확.
히 수정을 하고 실제 실험값을 이용하여 해CFD
석에 맞는 반응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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