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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유효도 상관식을 이용한 모노리스형 수증기 메탄 

개질기의 CFD 해석 모델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오윤석 

 

최근 많은 문헌에서 수증기 메탄 개질(Steam methane reforming)을 이용하여 수

소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응용 분야와 같은 소용량(small scale) 개질기 시스템에 

대한 많은 수치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개질기 성능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상당히 많은 수의 격자계를 필요로 한다. 또한 화학 반응을 포함하는 개질 공정

을 고려한 CFD 해석은 정확한 계산을 위해 더 많은 수의 격자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서 계산 비용(computational cost)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

효도 촉매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 영역의 격자 수를 줄이고 계산 비용을 줄이

는 효율적인 CFD 모델을 제안하였다. 해석 모델은 니켈(Ni) 와시코트 층이 코팅

된 사각 채널 형상의 모노리스형 수증기 메탄 개질기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

고, 개질기의 성능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개질기 내에서 발생하는 열

전달, 유체 유동 및 화학반응이 고려된 복잡한 계산은 상용 툴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여 적절한 운전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1 bar 압력, 873-1073K의 

온도 및 SC 3의 범위에서 각 변수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운전 조건을 변화시

키며 수행되었다. 개발된 3차원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실

험치를 사용하여 모델의 예측치와 비교 검증하였다. 또한 상세 모델과 촉매 유

효도 모델의 계산 시간을 비교하여 모델의 효율성 또한 확인하였다.  

 

주요어: 촉매 유효도; 소용량 수증기-메탄 개질기; 모노리스형 와시코트 

촉매 개질기; 에너지 운반체; FLUENT UDF/UDS/UDM; 전산 유체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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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A     volume-specific catalyst surface area, m2 m-3 

C  Capacity, J K-1 mol-1 

pored    mean pore diameter, m 

ijD  binary diffusivity of species i and j, m2 s-1
 

4CHD    average methane diffusivity in the washcoat layer, m2 s-1
 

iKD  Knudsen diffusivity of species i, m2 s-1
 

)(Th   molar sensible enthalpy, J mol-1 

H   adsorption enthalpy, J mol-1
 

K  flow permeability, m2, or adsorption constant 

i
K      adsorption coefficient of species i  

,eq m
K   equilibrium constant for reaction m 

v
K      viscous flow permeability, m2

 

k   thermal conductivity, W m-1K-1 or reaction rate constant 

L  thickness or length 

M  molecular mass, kg mol-1 

i
M      molecular mass of species i , kg mol-1 

4,wc CHM  nominal methane diffusion rate, mol s-1 

n   molar flux vector, mol m-1s-1 

n   number fraction 

i
n      molar flux of species i , mol s-1

 

totx,n  total axial molar flux, mol m-2s-1 

p   pressure, Pa 

R  universal gas constant, 8.314 J mol-1K-1 or electrical resistance, Ω 

.wc m
R    nominal reaction rate of reaction m, mol s-1 

T  temperature, K 

u  fluid velocity, m s-1 

V  volume, m3
 

iV  diffusion volume for species i . 

x, y, z coordinat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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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mole fraction of species, i 

Yi  mass fraction of species, i 

W   width 

 

Greek letters 

   density, kg/m3 

   dynamic viscosity, Pa-s 

   porosity 

    tortuosity  

 

Subscripts and superscripts 

cat            catalyst 

d  diffusive 

eff  effective 

m  mean 

max  maximum 

o  inlet or intrinsic value 

ref  reference 

t  total 

V  volume-specific 

v  viscous 

x  ax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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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기본원리 및 특성 

 

최근 몇 년간 화석 연료의 연소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하여 친환경 연료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다. 또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화석 연료 매장량 고갈, 

환경 오염 위협 및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고려한 대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1,2]. 수소는 직접 

연소를 통해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가능하며, 수소 연료의 주성분인 탄화수소 및 천연 가스는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 환경이나 생물체에 위해성이 없다. 더불어 

수소는 액체로 만들어 쉽게 수송하여 높은 에너지 밀도로 운반할 수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전달자(energy carrier)로서의 관심 또한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소에너지는 연소될 때 오직 수증기만이 유일한 

생성물이므로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방출하지 않으며 발전할 수 있고 

미래의 연료로 간주되어 연료전지, 친환경 자동차, 석유 회수 및 증진, 

발전과 같은 다양한 수소 분야로 응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소를 

생산할 때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처리 

기술과 사용의 편의성, 쾌적성과 같은 수소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 

개발의 관심이 수소 생산의 여러 방법들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3].  

수소 생산을 위한 방법으로는 화석연료나 천연가스로부터의 개질, 

수전해 방식,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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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통해 얻는 방법들이 있으며, 이 중에 세계 

수소 생산 중 절반 가까이가 천연가스를 통해서 생산이 된다[4]. 

천연가스로부터 얻어진 탄화수소의 촉매 반응에 의한 수증기개질은 

대부분 대규모 플랜트에서 공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형 산업용 

플랜트에서 탄화수소를 수소로 변환하는 생산공정은 메탄의 수증기 개질 

기술(Steam Methane Reforming, SMR)을 이용한다. SMR방식은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기술적으로 확립이 잘 되어있다. 

하지만 대규모 플랜트 기술을 사용한 수소 생산은 많은 양의 수소를 

고밀도로 저장하는 기술과 및 운송 방법을 요구한다. 따라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에서(On-site) 수소를 생산하여 

필요한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탄화수소 프로세서를 

연료전지에 통합시켜 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여 발전하는 형태인 분산 

발전용 수소 개질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가정용 

연료전지, 차량용 연료전지의 소형화, 고효율화 및 저비용기술에 중점이 

되어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5-7]. 본 연구는 분산 발전을 위한 

소용량(On-site) 천연가스 반응기 개발을 위해 적당한 운전조건을 설정 후 

전산유체역학(Computer fluid dynamics)을 이용하여 해석했다. 

분산 발전용 수소 생산을 위한 소용량 SMR 기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모델링 및 최적화는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연료 전지 응용을 위한 소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반응기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기 벽에 얇은 

촉매층(워시 코트)을 형성하여 수소 개질 반응이 일어나는 coated wall 

개질기 해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coated wall 개질기는 유동 저항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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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이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Coated wall 개질기의 종류에는 

마이크로 채널형이라고도 불리는 판형 개질기, 모노리스형 개질기 및 

오픈폼형 개질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ated wall의 한 형태인 

모노리스형 다중 채널 개질기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ure 1.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 단일 채널이 모여 모노리스형 다중 채널 

개질기를 형성한다. 모노리스형 개질기는 높은 기하학적 표면적, 낮은 

압력 강하 및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또한 모노리스형 개질기는 비용 절감, 설치 

공간의 효율성 및 운송 용이성과 같은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모노리스형 개질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운전 

조건하의 여러 변수들이 수소 생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Fig. 1.1. Monolithic microchannel reacto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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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ed wall 개질기 모델링에서 열 확산, 가스 확산, steam flow의 유동과 

동시에 화학반응을 고려하는 복잡한 계산이 수반된다. Figure 1.2에 

보여지듯이 bulk flow는 입구에서는 H2O에 대한 CH4의 비(Steam to Carbon 

ratio, SC ratio)에 따른 몰 비율로 통과하며 substrate에 부하된 와시코트 

촉매층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 그 결과 출구 영역에서 수소가 풍부한 

정제된 혼합 가스를 얻게 된다. 따라서 온도, 압력, 기체의 농도에 따른 

화학반응의 영향을 고려해서 개질기의 성능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을 

구현한다.  

 

 

 

Fig. 1.2. SMR process occurring inside a channel and reforming react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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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현황 

 

메탄의 수증기 개질에 대한 동역학 메커니즘은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촉매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1950년대 이래로 많은 수의 

반응속도 방정식이 문헌에 보고되었다. 

Akers와 Camp[12]는 처음으로 메탄의 수증기 개질의 kinetics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다. 대기압, 613-911K의 온도 조건으로 상업용 니켈 

펠릿을 사용한 일체형 반응기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Akers와 Camp는 

메탄이 다른 반응물에 의존하지 않고 반응 속도가 1차 의존성을 가지며 

메탄의 해리 흡착이 속도 조절 단계라고 언급했다. Akers와 Camp의 메탄 

증기 개질 작업에 이어 Bodrov[13]은 니켈 포일(nickel foil)을 촉매로 

사용하여 메탄과 증기의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은 

CO, H20 및 H2의 분압과 특정 상관 관계가 있으며 그 영향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e Deken[14]은 Ni/Al2O3촉매의 kinetics를 

결정했다. Steam/methane 비를 3에서 5로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였고 

kinetics 모델은 CO와 CO2의 형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반응속도식을 

고려하였지만 메커니즘은 수성가스화 반응을 포함하지 않았다. Xu와 

Froment[15]는 SMR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동 모델을 제시했다. 그들의 

모델은 Langmuir-Hinshelwood-Hougen-Watson (LHHW)에 기반하여 촉매 

표면에서의 반응과 반응 평형을 고려하였다. 그들의 실험은 Ni/MgAl2O4 

(스피넬) 촉매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활성 부위에서 CO의 흡착 및 후속 

CO2 형성이 속도 조절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모델에서 

이산화탄소(CO2)를 촉매 표면의 비흡착가스로 간주하고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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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은 증기의 분압에 의존한다고 보고했다. Xu와 Froment의 모델은 

reaction kinetics에 대한 수증기 분압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증기의 분압 범위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후 많은 저자들은 Xu와 Froment의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Xu와 

Froment의 kinetic model을 사용하여 reaction kinetics를 계산하였다. 

앞서 언급한 수소 생산 공정 중에 메탄의 수증기 개질(SMR)은 

대규모생산을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잘 확립된 공정이다. 촉매를 이용한 

SMR 공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반응으로 진행된다[15]. 

 

수증기 개질(Steam reforming, SR):  

CH4 + H2O ↔ CO + 3H2,   ∆h̃298.15K = +206kJ · mol−1   (1.1) 

수성가스화(Water-gas shift, WGS):  

CO + H2O ↔ CO2 + H2,    ∆h̃298.15K = −41kJ · mol−1   (1.2) 

역메탄화(Reverse methanation, RM):  

CH4 + 2H2O ↔ CO2 + 4H2, ∆h̃298.15K = +165kJ · mol−1   (1.3) 

 

SMR 공정에 따른 위의 3가지 반응식 모두 생성물로 수소를 생성한다. 

모든 반응은 가역반응으로 온도, 압력, 농도에 따라 반응 평형이 

결정된다. 먼저 수증기 개질 반응(SR) 및 역메탄화 반응(RM)은 흡열 

반응(endothermic reaction)으로 작동 온도가 높을수록 정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수성가스화 반응은 발열 반응(exothermic 

reaction)으로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정반응이 우세하다. 전반적인 SMR 

반응은 흡열반응으로써, 자연적으로 수소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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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운전 조건을 전제로 한다. 압력의 영향은 르샤를리에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수증기 개질 반응 및 역메탄화 반응은 압력이 높은 

조건일수록 압력을 낮추기 위해 역방향의 반응이 우세해진다. 이는 

생성물의 화학량 수(stoichiometry number)가 반응물의 화학량 수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성가스화 반응은 생성물과 반응물의 화학량 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 반응의 평형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결정지을 수 있다. 농도의 측면에서 볼 때, 반응물인 메탄 및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때 평형상태를 고려해 

방향성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생성물인 수소의 생산량이 정해진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촉매이다. 촉매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촉매의 특정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 SMR 공정을 

촉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활성 금속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니켈(Ni)은 활성 금속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촉매 재료이다. 

활성도가 높은 다른 귀금속(Rh, Pt, Pd, Ru, La 등)보다 가격 면에서 

효율적이며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고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니켈의 우수한 기계적 강도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내열성 

담체인 알루미나(Al2O3) 또는 스피넬(MnAl2O4)로 제조된 다공성 지지기반 

구조상에서 균일하게 분포하여 사용되었다. Zhai 등[16]은 같은 운전 조건 

하에 로듐(Rh)와 니켈(Ni) 촉매를 사용하여 메탄 전환율 및 이산화탄소 

선택도를 통하여 촉매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니켈의 

부하 조건, 노출 시간(residence time), 온도 및 수증기-메탄의 비율을 

조절하여 니켈의 성능을 분석 후 최적화된 조건을 실험하였다.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니켈이 15wt% 로딩된 알루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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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기반 개질기로 가정하여 수치적 모델에도 적용이 되었다.  

니켈 촉매를 사용한 와시코트층이 적층된 마이크로채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있다. Cao 등[17]은 니켈 촉매를 적층한 단일 채널에 

대하여 Gas hourly space velocity(GHSV), 온도 및 와시코트 층의 두께에 

따른 메탄의 전환율, 이산화탄소의 선택도를 고려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실험을 수행했다. Chen 등[18]은 마이크로 채널 개질기에서 메탄 수증기 

개질을 연소 반응과 적용하여 catalytic plate reactor(CPR)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연소 반응의 발열 및 촉매 화학반응의 흡열의 영향을 

고려하여 개질기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Zanfir 등[19]의 연구에서도 CPR에 

대하여 성능 계산을 위한 2차원 모델링을 하였다. Zanfir의 연구에서는 

개질기에서 채널의 높이, 개질기의 체적 및 로딩되는 촉매의 질량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Raoufi 등[20]은 단일 채널이 아닌 모노리스형 허니콤 

구조의 개질기를 모델링하여 반응기의 개질 성능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노리스형 허니콤 구조 개질기의 성능 분석 및 수치적 모델 

연구를 위해서 단일 채널에 관한 와시코트 반응을 실험 데이터[17]와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와시코트 층에서의 촉매 화학반응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반응 

두께를 설정하여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다. 이때 화학반응의 속도는 온도, 

기체의 농도, 확산도, 다공성 물질의 다공도 및 비틀림 등에 의해 

결정된다. 촉매 유효도 상관식을 이용하면 촉매 표면에서의 물성치를 

사용하므로 촉매 내부에 격자를 배치하여 일일이 계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Back 등[21]의 연구에서 실린더형 컨테이너 내부에 미세 니켈 촉매 

펠릿을 적층한 후 개질 온도, SC 비, 작동 압력 및 기하하적 변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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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운전 조건에 맞는 유효도 상관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baek 의 

논문에서 평형 상태 부근에서 평형 존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메탄의 

확산률이 과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Nam[22]은 평형 

상태에서의 메탄 전환율을 고려한 수정된 메탄 확산 속도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학 반응식 (1), (3)대하여 온도, SC 비, 압력 및 펠릿의 

직경에 따른 Thiele 모듈러스와 유효도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이 유효도 

상관식은 Jeong 등[23]의 연구에서 적용되어 사용되었다. Jeong 등은 니켈 

와시코트 촉매를 이용한 메탄 수증기 개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운전 조건 

및 형상에 따른 유효도 계수를 이용한 측정을 수치적으로 수행하였다. 

촉매 내부에 격자를 배치하여 진행하였던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신뢰도를 입증하고 parametric study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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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촉매 유효도 상관식을 이용하여 모노리스형 다중 

채널(honeycomb structure) 형상의 3차원 개질기를 모델링하여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수치적 계산을 통한 성능 측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델은 Ni촉매를 사용한 와시 코트층 내부에서 SMR 반응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조사하였다. 운전조건으로는 1-3bar의 압력 범위, 873-1073K의 

온도 범위, 2-4의 SC비(steam to carbon ratio)에 대하여 개질 조건이 

고려되었다.  

Jeong[24]는 유효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와시코트 촉매를 이용하여 2D 

메탄 수증기 개질기(2-dimensional steam methane reformer)를 모델링한 바 

있다. 모델링에 사용된 기하하적 변수(geometric parameter)를 이용하여 

상세 모델 및 촉매 유효도 모델을 비교 검증하여 확인하고 이를 3D 

모델의 단일 채널(single channel)로 확장하여 더 구체적인 모델을 

구현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단일 채널에 

대한 개발된 모델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검증한 후, 3D 다중 

채널(multichannel)에서 운전 조건이 결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운전 조건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와시코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체적 반응(Volume 

reaction)과 표면 반응(Surface reaction)의 비교를 위해 기존 설계되었던 

유효도 모델을 이용하여 2D 및 3D에서 각각 계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학반응은 다공성 매질 영역(porou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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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에서 발생한다. 셀의 높이, 즉 촉매의 두께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반해 표면 반응의 경우 유체 영역(Fluid zone) 및 고체 영역(Solid zone) 

사이에 경계면(interface zone)이 생기며, 이때 생기는 경계 벽(wall 

zone)에서 화학반응을 계산하도록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적 반응 

모델에서 와시코트 층의 두께를 50μm로 가정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표면 

반응 모델 경계에서는 해당 체적에서 와시코트 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화학반응에 사용되는 수치적 계산은 FLUENT 

내의 사용자 정의 함수(User define function, UDF)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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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및 수치 해석 

 

2.1 메탄 수증기 개질의 운동 모델 

 

메탄 수증기 개질에 대한 마이크로 채널형 반응기는 수소 생산을 

위한 개질 시스템을 구성한다. 수증기 개질 반응은 수성 가스화 반응 

및 역 메탄화 반응을 동반하여, 각 반응은 다음과 같다 

수증기 개질(Steam reforming, SR):  

CH4 + H2O ↔ CO + 3H2,   ∆h̃298.15K = +206kJ · mol−1   (2.1) 

수성가스화(Water-gas shift, WGS):  

CO + H2O ↔ CO2 + H2,    ∆h̃298.15K = −41kJ · mol−1   (2.2) 

역메탄화(Reverse methanation, RM):  

CH4 + 2H2O ↔ CO2 + 4H2, ∆h̃298.15K = +165kJ · mol−1   (2.3) 

 

이때 니켈 촉매에 관련된 SMR 반응 속도는 Xu and Froment[15]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와시코트 촉매층 내부 표면적에서 각 3단계의 SMR의 

내재적 속도식(intrinsic kinetics equations)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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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EN 은 다음과 같다: 

2

22

4422

H

OHOH

CHCHHHCOCO1
p

pK
pKpKpKDEN    (2.7) 

Xu and Froment[15]에 의해 표현된 반응률의 단위는 kmol kgcat
-1 h-1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체적당 반응률 계산을 위해서 적층된 촉매의 

밀도 및 1/3600을 곱하여 kmol m-3 s-1으로 단위 변환한다. 위의 식에서 

pi는 기체의 분압을 나타내며, ki는 반응률 상수, Ki는 반응 평형 상수를 

나타낸다. 반응률 상수는 Arrhenius 및 Van’t Hoff equation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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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kAk i

ii


ex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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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KAK

j

jj


exp)(      (2.9) 

이때 선지수인자 (Pre-exponential factor), 활성화 에너지 (Activation energy) 

및 평형 상수 (equilibrium constants) 는 각 table2.1, 2.2, 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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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Pre-exponential factor 
Activation energy, 

Ei (kJ kmol−1) 

kI  (kmol bar0.5 kgcat
-1 h-1) 4.225ｘ1015 240,100 

kII  (kmol bar-1 kgcat
-1 h-1) 1.955ｘ106 67,130 

kIII  (kmol bar0.5 kgcat
-1 h-1) 1.020ｘ1015 243,900 

Table. 2.1 Constant of Arrhenius equations 

 

Constant Pre-exponential factor 
Adsorption enthalpy, 

∆Hj(kJ kmol−1) 

4CHK  (bar-1) 6.65ｘ10-4 -38,280 

OK
2H  1.77ｘ105 88,680 

2HK   (bar-1) 6.12ｘ10-9 -82,900 

COK   (bar-1) 8.23ｘ10-5 -70,650 

Table. 2.2 Constant of Van’t Hoff equation 

 

Constant Equilibrium constant 

 𝐾𝑒𝑞,𝐼 (𝑏𝑎𝑟2) exp [−
26,830

𝑇
+ 30.114]  

 𝐾𝑒𝑞,𝐼𝐼  exp [
4,400

𝑇
− 4.036]  

 𝐾𝑒𝑞,𝐼𝐼𝐼 (𝑏𝑎𝑟2) exp [−
22,430

𝑇
+ 26.078]  

Table. 2.3 Equilibrium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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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리적 모델 

 

상세 모델 조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니켈 촉매 내부는 Figure 

2.1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층 두께(z0=0) 및 촉매 표면(zN=Lcat)을 

30 개의 체적셀로 촉매 표면 근처에서 매우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이는 

촉매 표면에서 반응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열전달의 경우 반응층의 두께가 50 μm 로 매우 작기 

때문에 등온 상태 과정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총 N 개의 체적셀, N-1 개의 경계면에 대해서 dusty-gas 모델[26, 

27]을 이용하여 반응 격자 내에서의 각 화학 종의 질량 플럭스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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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여기서 vK 는 점성 유동 침투율(m2), mx 는 혼합 기체 점성(kg m-1 s-1), 

eff

ijD 는 기체 종 i-j 간의 유효 이종 확산률 (m2 s-1), 
eff

KiD 는 종 i의 유효 

누센 확산률 (m2s-1), tp 는 총 압력(Pa)을 나타낸다. 

 

Fig. 2.1. Discretization of catalyst layer into finite volume cells for numerical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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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Model 

 

(b) Effectiveness Model 

Fig. 2.2 Two dimensional small scale reformer calculation model 

 

촉매가 코팅된 2 차원 마이크로 채널은 Figure 2.1 에 나타내었다. 

마이크로 채널은 fluid zone 의 채널, 다공성 매질인 촉매 층 및 solid 

zone 의 wall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수치 해석의 단순화 계산을 위해 단일 

채널의 절반을 계산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2.2(a)와 (b)는 마이크로 

채널의 상세 모델 및 유효도 모델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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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모델은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촉매 층에 대하여 N=30 grid 로 

격자를 나누어서, 각 격자의 체적에 대한 반응율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계산하였다. 이때 격자는 bias factor 를 3 으로 설정하였다.  

유효 모델에서는 상세 모델과는 다르게 촉매 층을 하나의 격자로 두고, 

유효도 계수와 표면에서의 반응율을 곱하여 명목 반응율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계산한다. 이때 사용되는 반응률은 상용툴인 FLUENT 내의 

사용자 정의 함수 (User-Defined-Function, UDF)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반응 

속도에 따라 소스항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유효도 모델에서 사용되는 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51,Icatcat

0 51Icat

I

cat






TprL

dzTpr

ii

L

ii








      (2.11) 

),(

),(

51,IIIcatcat

0 51IIIcat

III

cat






TprL

dzTpr

ii

L

ii








     (2.12) 

 

식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 1 에 대한 유효도 계수 I 은 반응층 

내부에서 일어나는 30 개의 격자에 대한 전체 반응률의 적분과 

표면에서의 전체 촉매에 대한 반응률의 비로 표현된다. 

촉매유효도 상관식은 명목 반응률(nominal reaction rate, 𝑅𝑤𝑐 ) 대비 명목 

메탄 확산률( 𝑀𝐶𝐻4
)의 비로 계산되고, 이는 Thiele 모듈러스(Thiele 

moduli)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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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H,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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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래 첨자 wc 는 와시코트를 의미한다. 반응 I, III 에 대한 명목 

반응률 I,wcR , III,wcR 및 
4CH,wcM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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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eq

CH 4
x 는 SMR 공정의 평형 상태에서 메탄 몰분율을 나타내며, 개질 

압력, 온도, SC 비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4CHD 는 bulk 기체 농도에서 

측정되는 와시코트 내부의 평균 메탄 확산도이며, 다음 식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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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ff

CHm, 4
D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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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시코트 내부의 매우 작은 공극 직경으로 인해서, 대기압 수준의 개질 

압력에서 
eff

KCH 4 
D 는 

eff

CH,m 4
D 보다 매우 작다. 

위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서 수정된 모듈러스에 대한 촉매 유효도 

계수는 다음 식을 따른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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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은 이론적으로 유도되는 식이 아닌 1bar, 873-1073K, 2-4 S/C 비의 

운전조건에서 구체적인 상관식을 유도하였다[23].  

Jeong 등[23]이 모든 개질 조건 및 촉매 와시코트 층의 특성 변수에 

대해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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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atL 는 계산하는 와시코트 촉매층의 두께를 나타내며, pored 는 

평균 기공의 직경(mean pore diameter), catA 는 체적당 촉매 비표면적을 

나타낸다. 이때 catA 는 촉매인 니켈의 활성화 표면(active surface area for 

nickel [m2/g])을 촉매 밀도(catalyst density[g/m3])을 곱하여 계산되었다. 

상기 식에서 수정된 Thiele 모듈러스는 운전 온도, SC, 압력, 평균 기공 

직경 및 촉매 비표면 체적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수정된 Thiele 모듈러스를 이용하여 식 (2.18)에서 유효도 계수를 구한 후, 

유효도 모델의 반응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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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Reforming conditions   

 Temperature, T∞ 873, 973, 1073 K 

 Pressure, P∞ 1, 2, 3 bar 

 convection coefficient, h 100, 200, 300 W/m2K 

 Steam to carbon ratio, SC 2, 3, 4 

Washcoat layer properties  

 Catalyst density, ρcat 2,355 kg/m3 

 Volume specific catalyst surface area, Acat 1.1, 2.2, 3.3 x 107 m2/m3 

 Layer thickness, Lcat 20, 50, 80 μm 

 Porosity, ε 0.5 

 Tortuosity, τ 4 

 Mean pore diameter, dpore 10, 25, 40 nm 

 Viscous permeability, Kv 1x10-18 m2 

Table. 2.4 The reforming conditions and washcoat layer propertie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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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배 방정식 

 

촉매가 코팅된 마이크로 채널형 2차원 모델의 개발 및 지배 방정식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순화 가정이 사용되었다.  

 

 반응 채널의 너비는 채널의 높이에 비해 상당히 크다. 

 반응 채널은 k-e, 2-equation 모델로 계산 

 반응기는 정상 작동 상태이다.. 

 가스 혼합물은 비압축 이상 기체이며 비열, 열전도도 및   

점성은 mixing law 를 따른다. 

 중력 및 복사의 영향은 무시한다.. 

 반응은 오직 촉매 층 표면에서 발생한다. 

 

위의 가정을 만족하는 지배 방정식은 질량, 모멘텀, 에너지 보존 방정식 

및 질량 확산을 고려한 화학 종 방정식을 만족해야한다. 아래의 지배 

방정식은 5가지 기체 종, 메탄(species 1: CH4), 수증기(2: H2O), 수소(3: H2), 

일산화탄소(4: CO) 및 이산화탄소(5: CO2)에 대해서 고려되었다. 

 

2.3.1 질량 및 운동량 보존 방정식 

유체 영역 내에서 고려되는 질량 및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LUENT 12.0 User’s Guide). 

mSv
t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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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여기서 Sm(kg m−3s−1)은 질량 생성률, P는 정적 압력, τ̅는 전단 응력을 

나타낸다.  

 

2.3.2 에너지 보존 방정식 

Fluent에서 계산되는 다공성 매질을 고려한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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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식의 우측 항들은 각 전도, 종 확산, 점성 소산의 에너지 항을 나타내며, 

κeff는 유효 열전도도, Ef는 총 유체 에너지 Es는 총 고체 매질의 에너지, 

γ 는 매질의 다공도 및 Sf
h 는 화학 반응에 의한 체적 열 소스를 

나타내었다. 엔탈피 hi 는 몰랄 비열 Cp,i에 의해 다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ℎi = ∫ Cp,id𝑇
𝑇

𝑇𝑟𝑒𝑓𝑓
       (2.24) 

  

2.3.3 화학 종 수송 방정식 

화학 종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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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2.25) 

이때 Y𝑖는 종 i에 대한 질량 분율, R𝑖은 화학반응에서 발생한 반응물 i의 

발생 속도, S𝑖는 분산된 상으로부터 첨가되는 생성물의 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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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계 조건 

 

반응 속도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반응 속도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소용량 개질 반응기의 해석을 위해 적용된 입구 

압력은 대기압(1bar)로 고정하여 계산하였고, 유입되는 기체 혼합물의 

온도는 실험 변수 873K-1173K로 변화시키며 해석하였다. 또한 유입되는 

탄소 수증기 비율(Steam to carbon ratio, SC)는 3으로 고정시켰다. 이는 

유입되는 탄소 및 수증기의 몰분율이 0.25:0.75를 유지한다. 또한 고체 

벽(substrate wall)의 경계 조건은 일정 온도를 적용시켰다. 자세한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At the Inlet  

ux=u0; 𝑢𝑦 = 0; 𝑇 = 𝑇0; 𝑌𝑖 = 𝑌𝑖,0    (2.26) 

At the outlet 

𝜕𝑢

𝜕𝑥
= 0; 𝑃 = 𝑃0; 

𝜕𝑇

𝜕𝑥
= 0; 

𝜕𝑌𝑖

𝜕𝑥
= 0     (2.27) 

At interface (Free fluid – Porous media) 

𝑢𝑓 = 𝑢𝑝; 𝑇𝑓 = 𝑇𝑝; 𝑃𝑓 = 𝑃𝑝; 𝑌𝑖,𝑓 = 𝑌𝑖,𝑝    (2.28) 

At interface (Porous media – Solid wall) 

𝑢𝑝 = 0; 𝑘𝑒𝑓𝑓
𝜕𝑇𝑓

𝜕𝑦
= 𝑘𝑤

𝜕𝑇𝑤

𝜕𝑦
; 

𝜕𝑌𝑖,𝑃

𝜕𝑦
= 0    (2.29) 

 

상기의 식에서 u0 , T0 , 및 Yi,0는 각 입구조건에서 속도, 온도 및 질량 

분율을 나타내며, Tf는 유체 면의 온도, Tw는 벽면의 온도를 나타내었다. 

와시코트 촉매 층은 다공성 물질로써 Free fluid 및 기질(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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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서 각 상이한 경계 조건을 가진다. 채널과의 경계의 경우, 

경계면에서 온도, 속도, 압력 및 기체 화학 종의 질량 분율이 같다. 

기질과의 경계에서는 속도가 0이고 열전도율이 같으며, 기체 화학 종의 

유입이 없다. 관련한 식은 (2.27) 및 (2.28)에 나타내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배 방정식은 ANSYS FLUENT 18.0으로 계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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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모델의 타당성 검증 

 

Cao[17, 18]등은 니켈의 적층 정도에 따른 개질기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와시코트 층에 니켈 촉매를 각 1.6 g/m2, 3.4 g/m2, 6.8 g/m2로딩한 후, 

출구에서 메탄을 측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적층의 정도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촉매 활성화 표면적과 관련이 있다. 활성화 표면적에 촉매의 

밀도를 곱하여 촉매 체적당 촉매 비표면적으로 반응을 계산하였다. 이와 

관련된 계산은 (2.18), (2.19)의 식으로 하였다. 또한 계산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의 촉매 물성치는 Table. 3.1 에 나타내었다. 관련된 물성은 Cao 등의 

실험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식 (2.19) 및 (2.20)을 

이용하여 체적당 촉매 비표면적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게 되며, FLUENT 

내에서 수치해석적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각 실험은 온도 범위 873 K-1173 K, 압력 1 bar, SC 3 의 운전조건에서 

실험되었고, 이는 앞서 제안된 상세 모델 및 촉매 유효도 모델과 

비교하여 Figure 3.1 에 나타내었다. 실험치와 모델의 예측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니켈 촉매 로딩의 정도가 클수록 메탄의 전환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단위 격자 부피당 반응이 일어나는 니켈의 

활성화 표면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유효도 모델은 변수 Acat 의 

영향에 해당한다. 또한 유입되는 반응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메탄의 

전환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수증기 메탄 개질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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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흡열반응이므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이 우세하여 

생성물의 생성률이 높아지게 된다.  

입구 유입 속도 0.55 m/s, 온도 조건 1073 K 에서 축방향에 대한 상세 

모델과 촉매 유효도 모델 내부 기체 화학종의 몰분율 분포를 Figure 3.2 에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세 모델 및 촉매 유효도 모델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이때 출구에서 기체 화학 종의 몰분율의 최대 오차는 

1% 미만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된 촉매 유효도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해당 그래프에서 CO 의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반응 

2 의 유효도 상수를 1 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CO 및 CO2 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CO 에 비해 CO2 는 몰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catalyst loading 

[g/m2] 

surface area for 

Ni [m2/g] 

Volume specific catalyst surface area,  

Acat  [m2/m3] 

1.6 1.03 2,425,650 

3.4 2.05 4,827,750 

4.5 3.6 8,478,000 

Table. 3.1. Catalys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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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omparison of simulated and experimental results of CH4 conversion 

 

Fig. 3.2. Mole fraction comparison base model and effectiveness model with respect 

to axial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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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일 채널 내 유동 

 

다중 채널 유동을 고려한 개질기 모델링 및 해석을 위해서 단일 채널 

내 유동에 대한 해석을 우선한다. 이때 단일 채널은 Figure 3.3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칭 조건을 사용하여 전체 단일 채널의 1/4 에 

해당하는 영역을 해석하였다. 채널의 너비는 700 μm, 와시코트 층의 

두께는 50 μm, 기질의 높이는 200 μm 인 사각 채널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와시코트는 니켈 촉매 및 기질은 MgAl2O4 의 물성을 

가진다.  

단일 채널에 대하여 상세 모델과 유효도 모델을 비교하여 검증하였고 

해당하는 격자는 Figure 3.3 (b), (c)에 나타내었다. Figure 3.3 (b), (c)에서 각 

모델의 정면에서의 격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모델의 경우, 화학 반응 

영역인 와시코트 층이 총 77,500 개의 격자로 채워지는 반면, 촉매 유효도 

모델에서의 와시코트 층은 총 3,100 개로 격자의 수가 25 배 감소한다. 

또한 작동 조건은 압력 1 bar, SC 3 로 고정하여 이외의 변수에 대한 

개질기의 성능을 비교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격자 셀에서 

계산된 수정된 Thiele 모듈러스는 상관식 (2.18)을 이용하여 유효도 

계수를 산출하여 명목 반응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수성화 반응 

(WGS)에 대한 촉매 유효도 상수 1 로 처리된다. 이는 전체 반응에서 CO 

및 CO2 의 몰분율이 매우 낮아 전체 개질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수성화 반응에 대하여 촉매 유효도 상수를 1 로 처리한 

이유는 Figure 3.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촉매 유효도 상수가 각 0.125, 0.25, 

0.5, 1 인 경우 중에서 유효도 상수가 1 일때 상세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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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nolithic multi-channel reactor 

 

(b) base model (c) effectiveness model 

Fig. 3.3. (a) Schematic of single channel in monolithic multi-channel reactor and 

mesh of base model and effectiveness model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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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Mole fraction comparison of effectiveness factor II (ηII=0.125, ηII=0.25, 

ηII=0.5, ηII=1) 

 

개발된 3 차원 촉매 유효도 모델은 정상상태의 경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Iteration 의 수에 따라 총 계산 시간이 달라진다. 적당한 반복 

계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Figure 3.5 에 나타낸 것처럼 적당한 반복 

횟수를 결정하였다. 3 차원 상세 모델 및 유효도 모델에 대해서 반복 

횟수를 최대 10,000 으로 설정하고, CH4 전환율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Figure 3.5 에서 상세 모델 및 유효도 모델 두 경우 모두 CH4 전환율은 

6,000 번 이후에서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모델의 경우 

반복 횟수가 3,000 번 이전에 감소하다 3,000 번 이후부터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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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번 이후에 CH4 전환율은 0.658922 로 수렴한다. 유효도 모델의 경우 

CH4 전환율은 반복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00 번 후에 

0.6545 정도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은 해석에 사용된 운전 

조건(1 bar, 873 K, SC 3, 입구 속도 2 m/s)의 경우 약 6,000 번 이후에 

정상상태가 수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반복 횟수 10,000 번에 

대하여 두 모델의 계산의 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때 사용된 수치 

계산은 8 개의 코어를 사용하여 병렬 계산을 하였다. 먼저 상세 모델의 

경우, 총 wall-clock time 은 16,772.05 sec 로 측정되었다. 이에 반해 촉매 

유효도 모델의 경우 wall-clock time은 9,793.489 sec로 측정되었고, 각 반복 

횟수 당 평균 계산 시간은 0.979 sec 로써 1.677 sec 인 상세 모델에 

비교하여 약 1.7 배 계산 시간을 절감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값은 Table 

3.2 에 정리하였다. 

 

Model CPU time (s) 
Average wall-clock 

time per iteration (s) 

Base model 16,772.05 1.677 

Catalyst effectiveness model 9,793.489 0.979 

Table. 3.2. Comparison of CPU time (10,000 iteration, 873 K, SC ratio = 3,  

inlet vel. = 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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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Determination of iteration for Base model and Effectiveness model 

 

 

Fig. 3.6. Mole fraction comparison base model and effectiveness model with 

respect to axial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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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은 상세 모델 및 촉매 유효도 모델에서 단일 채널의 길이에 

따른 기체의 몰분율을 나타내었다. 화학 반응은 첫번째 반응(SR 반응)의 

반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가 높은 입구 영역 부근에서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이때 상세 모델 및 유효도 모델의 주요 반응물 및 

생성물인 CH4, H2, H2O 몰분율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체 

생성물 CO 및 CO2 의 경우 상세 모델에서는 채널 길이를 따라서 단조 

증가(monotonic increase)하는 것에 비해, 유효도 모델에서는 입구 

부근에서는 상세 모델과 유사한 수치로 계산되는 반면 이외의 영역에서 

상세 모델과 비교하여 큰 오차를 나타낸다 이 오차의 이유 중 하나는 

WGS 를 상수로 두어 변화하는 CO 및 CO2 의 농도를 고려하지 않고 

SR 반응 및 RM 반응에 대해서만 촉매 유효도 상관식을 이용하여 반응률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로 예측된다. 또한 해당 운전 

조건에서 단일 채널 내의 최소 온도는 823K 이므로 유효도 상관식을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온도 범위 (873K-1073K)를 벗어난다. 따라서 

반응 온도 범위에서 개질기의 길이가 0.05 m 정도에서 반응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의 영역에서는 reaction rate 혹은 diffusion rate 보다는 

Heat transfer 의 영향을 받게 된다.  

Figure 3.7 은 단일 채널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에서 기체 몰분율 

분포를 나타내었다. 입구에서의 메탄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수소로 개질이 

되고, 출구로 갈수록 수소의 몰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소 

개질의 화학 반응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입구 영역 부근에서 

화학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며 반응물 및 생성물의 변화율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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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Axi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gas species mole fraction and velocity 

for single channel in microchannel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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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중 채널 내 유동 

 

단일 채널 유동에서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다중 채널 내 유동 

해석에서는 촉매 유효도 모델만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앞선 

결과에서 유효도 모델의 경우 상세 모델보다 격자의 수를 줄이고 계산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효도 해석 모델의 예측치는 

상세 모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Fig. 3.8. The boundary conditions and mesh cross section for the monolithic 

re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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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허니콤 monolithic reformer의 경우 소형 

스케일로써 앞서 해석한 단일 채널의 스케일과 동일한 치수를 

사용하였다. 단일 채널 유동 해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형태의 개질기도 

형상의 1/4의 geometry 모델을 형성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개질기를 

구성하는 단일 채널은 총 13개로 45o를 기준으로 대칭되기 때문에 

13개중 8개의 채널에 관하여 유동 해석에 대한 비교 분석하였다.  

다중 채널 개질기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고, Figure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계 조건 및 격자 구조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경계조건으로는 

입구 유속 2 m/s, 반응기 외부 대류 열전달 계수 100 W/m2K를 사용하였고 

외부 온도 조건을 873K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내부 개질기의 열전도 및 

반응열에 의해 채널의 온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심부의 채널부터 중심부에서 거리가 가장 먼 채널까지 

순서대로 채널 번호를 정했다. 그 후 단일 채널 유동과 같은 방식으로 

촉매 유효도 상관식을 이용한 UDF를 이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CFD 해석 결과는 Figure 3.10에 나타내었다. 개질기의 중심 채널인 

채널 1과 외부 벽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채널 8에 대하여 데이터를 

도시하였다. Figure 3. 10. (a)에서 채널 8의 경우 채널 1보다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증기 개질 반응은 전체 흡열반응이므로 

온도가 높은 채널 8이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ure 3.10. (b), (c), (d)는 채널 내에서 개질기 길이 방향에 따른 CH4, H2O, 

H2의 몰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온도가 높은 채널 8이 1보다 반응물의 

몰농도가 낮고 생성물의 몰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차이는 개질기의 길이를 따라 출구에 가까울수록 커지게 된다. 

다중 채널에 대한 CFD 시뮬레이션 결과를 Figure 3.11에 나타내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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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순서대로 온도, CH4, H2O, H2O의 몰분율, 속도의 결과를 칸투어로 

분포를 나타내었다. 온도의 경우 유입 가스의 온도가 873K 이므로 입구 

쪽에서 높고, 반응이 일어나는 와시코트 층의 부근에서 온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0 Comparison between Channel 1 and Channel 8 (a) Temperature (b) CH4 

(c) H2O (d)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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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Contour plots for the multichannel reformer (a) Temperature (b) CH4 

(c) H2O (d) H2 (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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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촉매 유효도 상관식은 수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소규모 분산 발전식 

개질기의 설계 및 계산을 위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질 반응을 

나타내는 고유 반응 속도에 대해 설명하고, 유효도 계수를 사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계산한다. 이를 위해서 촉매 유효도 계수와 직접 관련된 

수정된 Thiele 계수와의 상관관계[15-17]를 이용하여 수정된 Thiele 

계수에서 단일 곡선 상관 관계를 사용하였다. 니켈 코팅 촉매 층이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련 실험 데이터와 개발된 해석 모델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ANSYS FLUENT내의 사용자 정의 함수(UDF)를 사용하여 수증기 메탄 

모노리스형 개질기에 대한 3차원 모델을 개발하여 해석한 결과치와 기존 

논문의 실험치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온도 및 촉매 적층 

정도에 따른 메탄 전환율의 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전환율의 

정도 또한 최대 오차 10% 미만의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해당 3차원 촉매 유효도 모델은 상세 모델과 비교하여 단일 채널 내의 

기체의 몰분율 분포가 매우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해당 촉매 

유효도 상관식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모델 성능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일 채널에 대해 상세 

모델 및 개발된 3차원 유효도 모델에 대하여 수치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모델의 결과는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촉매 유효도 

모델의 경우 상세모델보다 격자의 수를 25배 줄일 수 있었다. 격자의 수 

이외에도 계산 시간 역시 유효도 모델의 경우 1.7배 빠르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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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FD model for monolithic steam methane re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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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mall-

scale methane reformer systems suitable for fuel cell applications. An accurate 

prediction of the reforming process is essential for designing the reformer 

systems and determining their optimal operation policies. In this regar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provides a proper tool to obtain the 

detailed information needed for such design and optimization tasks. However, 

CFD simulations with realistic reformer geometries require significant 

computational costs because large numbers of grid points are inevitable to 

accurately consider the reforming process in thin reaction zones. In this study, 

we propose an efficient CFD model that can greatly reduce the computational 

costs by using the effectiveness factor correlations. The coupled heat transfer, 

mass transfer, fluid flow, and chemical reactions inside the reformer are 

calculated using ANSYS FLUENT.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CFD model is demonstrated by simulating a monolithic steam 

methane reactor composed of square channels coated with Ni washcoat layers 

and then comparing the results with available numerical and experimental data.  

Keywords: Catalyst Effectiveness; Small-scale methane-steam reformer; Monolithic 

washcoat catalyst reformer; energy carrier; Nickel washcoat layer; FLUENT 

UDF/UDS/UDM;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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