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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eam reformer is a chemical reactor to produce high purity hydrogen from fossil fuel. In the steam

reformer, since endothermic steam reforming is heated by exothermic combustion of fossil fuel, the heat transfer 

between two reaction zones dominates conversion of fossil fuel to hydrogen. Steam Reforming is complex chemical

reaction, mass and heat transfer due to the exothermic methane/air combustion reaction and the endothermic steam

reforming reaction. Typically, a steam reformer employs burner to supply appropriate heat for endothermic steam

reforming reaction which reduces system efficiency. In this study, the heat of steam reforming reaction is provided

by anode-off gas combustion of stationary fuel cell. This paper presents a optimization of heat transfer effect and

average temperature of cross-section using two-dimensional models of a coaxial cylindrical reactor, and analysis

three-dimensional models of a coaxial cylindrical steam reformer with chemical reaction. Numerical analysis needs

to dominant chemical reaction that are assumed as a Steam Reforming (SR) reaction, a Water-Gas Shift (WGS)

reaction, and a Direct Steam Reforming(DSR) reaction. The major parameters of analysis are temperature, fuel 

conversion and heat flux in the coaxial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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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 : pre-exponential factor

r : reaction rate

E : total energy W

Er  : activation energy j/kmol

ΔH : differential enthalpy, kJ/kmol

GHSV : Gas Hourly Space Velocity, l/hour

Sh : Volumetric heat source

hj : Sensible enthalpy for ideal gas

keff :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Jj : Diffusion flux

Y : Mass fraction

Mw : Molecular weight

Sct : Turbulent Schmidt number (μ/ρD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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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파나 폭염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하고, 갑작스런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전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연료 전지

는 화석연료를 개질하여 제조한 수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시스템으로 그 용도에 따

라 용량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효율이 매우 

높으며, 화학 반응 중 생성된 폐열을 회수하여 2차적

인 에너지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료전지 발

전시스템의 보급을 위해서는 연료로 이용되는 수소

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탄화수소계 화석연료

로부터는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한다. 

탄화수소계 연료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

법으로는 수증기 개질법, 부분산화법, 자열개질법 등

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법은 

수증기 개질법이다. 수증기개질은 탄화수소계 연료

와 수증기를 혼합하여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식이며 

천연 가스를 이용할 경우 다른 개질방법에 비해 수

소 생산량이 많고 경제성이 우수하여 현재 가장 보

편화 되어있는 방식이다. 수증기 개질반응은 흡열 반

응에 의해 수소가 생성되므로 그에 따른 외부 열원

이 필요하고, 그로인해 반응기의 형상이 복잡해진다. 

또한 반응기의 열전달 현상이 성능에 가장 큰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열원의 종류나 열전달량 향상 등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증기 개질기의 연구 및 개발엔 실험에 의한 연

구뿐만 아니라 고효율 및 형상 최적화를 위하여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 통상 수증기 개질기의 경우에

는 일반 가스 연소기를 이용하여 열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시스템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기 때문

에, 대부분의 수증기 개질 관련 연구는 이러한 일반

형 가스연소기를 열원으로 하여 수소를 생성하는 방

법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다
3)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형 가스버너를 사용하

지 않고, 발전용 연료전지 연료극 출구의 미연 연료

를 사용하는 수증기 개질기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

한 전산해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해석에서는 

형상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열전달 

특성이 개질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해

석을 진행하였다.

2. 메탄 촉매연소 개질기 전산 해석

통상의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공급 연료의 60～

70%만을 전기 화학반응으로 소모하고 나머지를 미

연 상태로 배출시키며, 이렇게 배출된  미연 연료는 

가연한계가 넓은 촉매연소기를 이용해 연소시킨 후 

시스템 각 부 열이 필요한 곳으로 공급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해석의 초점을 형상 및 열전달 

특성이 개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연 연료의 연소를 모사하

기 위하여 발열 및 온도범위가 비슷한 메탄 촉매연

소를 채용하였다. 열전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

한 인자는 반응기 내 평균 온도와 최고 온도이다. 그

러므로 우선 설계의 중요인자를 추출하기 위해 기하

학적 형상에 따른 평균온도를 2차원 열전달 해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차원 해석에서는 주어진 형

상에 따른 평균 온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차원 반응 및 열전달 해석을 통해 촉매 연소

과 같이 저온 열 발생원을 사용하는 경우, 개질반응

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 주요 

영향인자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촉매연소 개질기는 환상형 개질기로 개

질부가 원통형 촉매연소기 외부에 설치되어 촉매연

소기의 열을 흡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2차원 촉매연

소해석
4)
을 통하여 열전달 현상과 열원의 대략적인 값

을 얻어내고, 그 데이터를 Xu와 Froment
5)
가 제시한 

수증기 개질 반응식을 적용한 3차원 개질기 모델
6)
의 

열원으로 입력하여 개질 성능 및 효율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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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D Computational domain of cross section of Steam 

Reformer

Fig. 2 2D Heat transfer analysis result of cross section of 

Steam Reformer

Table 1 Specific of Case

Case
Tube

(EA)
배치

지름

(mm)

축간거리

(mm)

평균

온도(K)

1-1 3 △ 60 50 776

1-2 3 △ 60 55 790

1-3 3 △ 60 60 799

2-1 4 ◇ 40 50 795

2-2 4 ◇ 40 55 817

2-3 4 ◇ 40 60 835

3-1 5 ⊕ 36 50 799

3-2 5 ⊕ 36 55 824

3-3 5 ⊕ 36 60 845

Fig. 3 Schematic of Steam Reformer  

2.1 2차원 해석

2차원 해석에서는 열전달에 따른 2차원 온도분포

를 확인하기 위하여 케이스별로 격자를 생성하여 2

차원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조건으로 외기온

도는 대기온도인 300K로, 촉매연소부의 열원조건은 

과잉공기량 400%일때의 단열화염 온도인 1200K로 

설정하였다.

Fig. 1은 수증기 개질기의 반지름방향 2차원 단면

적을 나타낸 것으로 각 케이스별로 튜브의 개수와 

지름은 다르지만 각 튜브의 단면적 합은 같게 설정

하였다. Fig. 2는 Fig. 1에 나타낸 개질기 단면에 대

해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것으로, 튜브에 촉매연소에 

의한 열원조건을 주고 열전달 현상을 관찰하였다. 내

부 매질의 물성치는 공기로 가정하였고, 외부벽의 온

도는 대기온도로 가정하였다.

2차원 해석에서는 환상형 개질기의 연소튜브 사이

의 평균 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즉, 평균온도가 가장 높게 결정되는 축간 거리를 

Case 1, Case 2, Case 3의 축간 거리로 산정하여, 3차

원 격자 생성 전에 각 Case의 기하학적 형상을 결정

하였다. 아래 Table 1에는 각 케이스별 튜브의 개수

와 배치 모양, 튜브의 지름, 튜브의 축간 거리와 해석 

후의 내부 평균 온도를 나타내었다. 외부 개질기의 

지름와 길이는 각각 160mm와 300mm로 세 케이스 

모두 동일하다.

Fig. 2에는 2차원 해석의 예로 여기서 축간 거리에 

따른 각 Case 에서의 평균온도를 각각 계산하고 이

를 이용해 최적의 형상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대상은 

각 튜브갯수가 3, 4, 5개일 때 평균온도가 가장 높은 

케이스인 Case 1-3, Case 2-3, Case 3-3을 각각 선정

하였다.

2.2 수증기 개질부 

Fig. 3은 일반적인 개질기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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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utational domain of Steam reformer 

로 중앙에 연소부가 있고 그 주변에 개질부가 배치

되어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증기 개질기

의 형상은 좀 더 효율적인 열전달 효과를 얻기 위해 

연소부가 중앙이 아닌 원통형 개질 반응기 내부에 

케이스 별로 3, 4, 5개의 튜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

치되어 있다.

연소부 내부에는 미연가스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

추기 위한 연소 촉매가 들어있으며 연료와 공기가 

공급되어 연소가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열원으로부

터 주변으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개질반응부 역시 개질촉매 메탄과 수증기가 공급

되어 내부 연소부의 열원을 이용하여 흡열 반응을 

거쳐 수소가 생성되며, 반응이 종료된 수소와 이산화

탄소가 배출된다. 해석영역은 형상이 케이스 1의 경

우 60°마다, 케이스 2와 3의 경우 45°마다 반복되므

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조건을 주어 전체 형상의 

일부만 해석하였다. Fig. 4에는 각 케이스의 전체 모

습과 실제 해석부분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2.3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개질기 형상은 3차원으로 모델링 하

였으며 정상상태로 가정하였고, 모델 해석에서 사용

되는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Continuity equation

∇∙   (1)

- Momentum balance equation

∇∙ ∇∇∙  (2)

- Energy balance equation

∇∙ ∇∙ ∇

  (3)

식 (3)에서  
   는 각각

 







  

 






 



 ∇

 
Pr


  








로 나타낼 수 있다.

- Species balance equation

∇∙∇∙


 
  





 
(4)

2.4 개질반응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Fluent를 사

용하였으며,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칭조건을 

설정하여 일부분만 해석하였다. 개질화학반응 모델

은 Laminar Finite-Rate 모델을 이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형상의 각 Mesh의 개수는 Case 1

의 경우 194,805개, Case 2는 207,341개, Case 3은 

269,895개이다.

개질반응을 해석하기 위하여 Xu와 Froment가 제

시한 수증기-메탄 반응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Xu

와 Froment는 다음의 3가지 화학반응 메커니즘이 개

질반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하였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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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tant for Equation
7)

Kinetic parameter, kj=koj×exp(-Ej/RT)

Reaction A(ki) [kmol/kg･h] Ei [j/kmol]

SR 4.225×10
15

bar
0.5

2.401e+8

WGS 1.955×10
6
bar

0.5
6.713e+7

DSR 1.020×10
15

bar
0.5

2.439e+8

Combustion 2.119×10
11

bar
0.5

2.027e+8

Catalytic Combustion
8)

2.84×10
8
bar

0.5
1.31e+8

Steam reforming reaction(SR)

CH4 + H2O ↔ CO + 3H2

△H(298)=2.06×10
5
kJ/kmol (5)

Water-gas shift reaction(WGS)

CO + H2O ↔ CO2 + H2

△H(298)=-4.10×10
4
kJ/kmol (6)

Direct steam reforming reaction(DSR)

CH4 + 2H2O ↔ CO2 + 4H2

△H(298)=1.65×10
5
kJ/kmol (7)

반응률식에 쓰이는 반응률 kj와 흡착 평형 상수인 

Kj는 다음의 Arrehnius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계산에 필요한 상수들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p

   (11)




exp

   (12) 

개질 반응의 흡열 열원은 촉매연소기를 이용하였

으며 촉매연소반응을 해석하기 위하여 유동모델은 난

류 모델인 Standard k-ε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촉매

연소반응은 Eddy-Dissipation Model을 이용하여 해

석하였다.

Methane Combustion Reaction

CH4 + O2 ↔ CO2 + 2H2O                (13)

Eddy-Dissipation Model


′



 min
ℜ ′ℜℜ


ℜ         

 (14)


′







″ 



여기서 A, B는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으로 

4.0, 0.5로 알려져 있다
9)

.

2.5 운전 조건

개질 특성을 크게 좌우하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SCR(Steam to carbon ratio)은 개질부에 

공급되는 탄소와 수증기의 몰 비이며 일반적으로 SCR 

3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5)
 본 연구 또한 3을 유

지한다. GHSV(Gas hourly space velocity)는 촉매층에 

시간당 공급되는 가스와 촉매의 부피비로서 단위는 

1/h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부에는 25000/h, 

개질부에는 2500/h를 적용하였다. 연소기에 들어가

는 가스는 이미 한번 연소를 하고 나온 배가스로 이

미 예열이 된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600K로 가정하

였고, 연소 촉매를 이용하여 희박연소하는 조건으로 

과잉공기율은 400%로 설정하여 연소온도는 1200K 

부근까지 가열된다.

3. 결  과

3.1 화학 반응

개질반응에 의한 수소개질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소기부분을 제외한 개질기 내부의 수소의 몰분율

을 Fig. 5에 종단면으로 나타내고 연소기의 위치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을 기준으로 개질부의 좌

측에서 메탄-수증기 혼합기가 유입되어 우측으로 수

소가 배출되고, 연소부의 우측에서 연소가스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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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se by case mole fraction of generated hydrogen 

in cross section

Fig. 6 Temperature of Steam Reformer

Fig. 7 Mole Fraction of Hydrogen

Fig. 8 Speices concentration of Case 1

되어 좌측으로 배기가스가 배출된다. 연소부의 발열

반응으로 인한 열원으로부터 개질기로 열전달이 일

어나면서 흡열반응에 의해 수소가 생성된다. 우측에

서부터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좌측으로 갈수록 흡

열과 열전달에 의해 온도가 감소하며, 연소기 주위는 

열전달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의 개질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연소기를 기준으로 

반지름방향으로 거리가 먼 바깥쪽부위는 연소기 주

위에 비해 열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개질량이 많지 

않다.

Case2와 Case3을 비교하였을 때 Case3의 경우가 

중앙에 위치한 연소기의 영향으로 인해 Case2에 비

해 수소 개질 영역의 분포가 더 넓다.

다음으로 반응기 내부의 연소기와 연소기 사이를 

지나는 길이방향에 대하여 Fig. 6에는 개질기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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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eices concentration of Case 2

Fig. 10 Speices concentration of Case 3

Fig. 11 Mole Fraction of Steam

온도를, Fig. 7에는 개질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몰분율을 나타내었다. 길이방향으로 진행할수록 연

소반응에 의한 열전달 현상으로 인해 온도가 증가하

고 그에 따라서 수소의 생성량 역시 증가한다. 온도 

분포의 경우 개질기 내부의 평균 온도는 각각 Case1

의 경우 750K, Case2는 751K, Case3은 778K으로 Case3

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온도를 나타냈다. 또한 개질

기 내부의 평균 수소 몰분율은 각각 Case1은 0.16, 

Case2는 0.21, Case3은 0.26으로 역시 Case3의 경우

가 가장 많은 수소 생산량을 보였다.

다음 Fig. 8, 9, 10에는 각 케이스별 길이방향에 따

른 온도변화와 각 물질의 조성변화를 나타내었다. 개

질기 출구단에서의 개질에 따른 수소 몰분율은 각각 

0.43, 0.355, 0.55로 Case3의 경우가 가장 많은 수소

개질량을 보였다. CO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3가지 경

우 모두 유사한 변화량을 보였으며, 각각 0.032, 0.022, 

0.033 으로 나타났다. 수증기량은 수소 수율에 비례

해서 Case 3가 가장 작게 검출되었고 Case2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각각 0.377, 0.441, 0.273으로 나

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선 연료전지용 수증기 개질기의 형상에 

따른 열전달 현상과 화학반응을 수치해석적으로 연

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튜브를 기준으로 튜브의 중심에서 반지름방향으

로 멀어질수록 열전달 효과가 좋지 못하여 바깥

쪽은 수소개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동일한 튜브 체적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케이스 모

두에 대해 열전달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Case 

3의 경우 수소 개질량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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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전달 면적이 커지면 유동방향의 평균온도를 승

온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수소 전환율은 유

동 방향 평균온도 증가에 의한 영향보다는 반응

기 내의 최고 온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기계연구원의 주요 사업 지원으로 이루

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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