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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연료전지용 수소개질기내 전달현상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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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external heating rate on the conversion efficiency for the steam reforming of 
methanol is investigated numerically considering both heat and mass transfer of the species in a 
packed bed microreactor. In a results from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methanol has been obtained for the external heating rate. The axial variation of mole fraction of 
methanol has been additionally presented for several cases of external heating rates.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constant inlet temperature condition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methanol 
increases with external heating rate over the range of oper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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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휴대용 전자장비의 고효율 소형화를 위한 시스

템에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소형 연료전지용 수

소 생산이 큰 관심사이며, 따라서 효율적인 마이

크로 개질기(reformer)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문

제이다.(1)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메탄올은 연료전지 분야

에 관심이 높은 연료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낮은 탄소 결합력과 더불어 가솔린에 비해 높은 

탄수소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탄올은 적정한 

온도(200∼300℃)에서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2) 본 연구는 촉매개질과정동안 메탄올로

부터 생산된 수소의 변환 효율을 조사하는데 있

다. 메탄올의 수증기 개질은 적정온도의 촉매기

에서 화학 반응에 통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개질 

과정은 작동온도, 수증기메탄올 혼합물질의 반응 

속도, 그리고 촉매질량 등에 의해 특징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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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수증기-메탄올 생성 반응기의 

열성능 및 열전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수

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동역학적 모델이 제

시되었다.(3-8) Amphlett등(3)은 CuO/ZnO/Al2O3 촉매

에 의한 수증기-메탄올 생성과정에서 플러그 유

동 반응기 의 수학적 반응율이 포함된 준실험적 

동역학모델을 제안하였다. Park등(9)은 Amphlett의 

반응동역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수증기 메탄올 리

포밍에서의 물질전달에 관한 1차원 해석을 수행

하였다. Karim등(10)은 충진 베드 반응기에서 2차
원 모사균일(pseudo-homogeneous) 해석을 수행하

였다. 이 모델에서는 반응 과정동안 가스혼합물

의 확산계수를 상수로 적용하였고, 메탄올 변환

에서 측정된 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열전달 효과

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Park등(11)은 실리콘 웨

이퍼에서의 3차원 열전달 해석을 결부시켜 수증

기-메탄올 개질기 내 반응 유동의 준 3차원 해석

을 수행하였다. Yuan등(12)은 촉매화학 반응을 고

려하여 메탄올- 수증기 개질기 덕트 내에서의 열 

및 물질전달에 관한 3차원 모델을 수치해석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각 성분의 구성물이 개질기를 

통과할 때, 메탄올-수증기 개질기의 2차원 변화를 

고려한 가스 혼합물의 수송 및 열적 특성의 해석

을 수행하였다. 개질기 내 메탄올 전환효율에 미

치는 외부가열의 영향 및 일산화탄소 생성 등이 

물-메탄올 혼합물의 공급율 및 촉매질량의 변화

에 따라 연구되었다.

2. 수증기-메탄올 개질공정의 해석

메탄올은 CuO/ZnO/Al2O3 촉매로 충진된 개질기

에서 Amphlett등(3)이 기술한대로 두 가지 총합반

응에 의해 개질된다. 

CH3OH + H2O 

  CO2 + 3H2    (1)

CH3OH 

  CO + 2H2   (2)

여기서 하첨자 'R'은 수증기개질을 의미하고 'D'
는 분해를 의미한다. 메탄올은 개질이라 불리는 

반응 (1)을 통해 1차적으로 개질된다. 메탄올의 

일부는 반응 (2)을 통해 CO로 직접 분해된다. 또
한, 물-가스 전환 반응(shift reation)은 생성가스의 

구성을 조절한다.

CO + H2O ↔ CO2 + H2   (3)

물-가스 shift reaction[반응 (3)]은 Amphlett[3]에 

의해 기술된 것처럼 메탄올 농도의 정확도에서 

물질손실없이 무시될 수 있다. 충진된 베드에 대

한 화학반응율은 반응율 상수 및 메탄올 농도의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다. 


″′    ″′  ,  

″′    ″′      (4)

여기서, 는 촉매의 고체밀도, 
″′는 개질 비

율상수이고 
″′는 분해 비율상수이다.

반응율상수는 촉매표면특성 및 온도에 의존된

다. 이 양들은 다음의 Arrhenius 관계식으로부터 

유도된 Amphlett등(3)의 비율상수와 관련될 수 있

다.


″′     

 
 ,      (5)  

  
″′  

 
       (6)

SMR은 메탄올에 대한 수증기의 몰비이고,  , 

  및 는 개질 및 분해반응에서의 Amphlett 

상수(3)이다.   및 는 개질 및 분해반응의 보

정계수이며 촉매의 활성도 및 유효도로부터 실험

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BASF F3-01 촉매에 대한 실험치(13)로부터 보정

계수는 개질반응에서 5.5의 값을, 분해반응에서 

5.5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된다. 
메탄올 개질반응은 수증기-메탄올 혼합물의 개

질과정 동안 충진 베드 내의 촉매입자에서 발생

하고 충진된 촉매 다공질 내에서 열 및 물질전달

을 포함한다. 질량 전달은 반응율을 조절하는 반

면에, 열전달은 반응열이 제거될 때의 비율을 조

정, 결국 반응온도를 조절하게 된다. 반응율에 대

한 본 해석은 자유흐름으로부터 촉매 펠릿(pellet)
의 표면속으로 펠릿의 세공까지의 물질 확산을 

고려하였다. 
촉매제내 충진된 촉매의 이질반응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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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t(14) 및 Hill(15)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   
″     (7)

는 베드 내에 충진된 촉매 펠릿의 표면적이

며, 는 펠릿의 체적이고, ″은 펠릿 표면에서 

메탄올의 몰플럭스이다. 메탄올-수증기 혼합물이 

펠릿의 세공으로 확산될 때, 두 저항이 있다. 하
나는 자유 흐름과 펠릿 표면사이의 대류 저항이

고 다른 하나는 펠릿 세공 내에서의 확산 저항이

다. 몰플럭스 ″는 펠릿 표면에서 메탄올의 농

도와 언급한 두 저항(16)에 좌우된다.

′′ 
  ″






     (8)

은 펠릿들 간의 자유흐름에서 메탄올 농도이

며, 는 펠릿의 단위 체적당 다공표면적이다. 

은    로 정의되는 충진베드에서 

확산특성길이이고, 는 촉매 펠릿의 유효도이며, 

″은 반응의 1차 운동율 상수이다. 

식 (8)에서 운동율 상수 ″은 펠릿의 단위 표

면적당 고체 밀도와 식 (5)에서의 반응율 상수 

″′의 곱으로 ″ ″′로 정의된다. 

메탄올-수증기 개질기 형상은 Fig. 1과 같이 축

대칭이며 연속적으로 분포된 등방성 촉매를 포함

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비활성 충진 베드 내에서 

수증기-메탄올 혼합물의 유동은 반경방향으로 균

일한 정상류이다. 
다섯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은 이상기

체로 가정될 수 있고, 촉매와 함께 이질적으로 

반응한다. 촉매와 다섯 혼합물의 열적 상태는 국

부적으로 평형상태이고, 모든 성분에 대한 Lewis 
수는,    , 1로 동일하게 가정하였

다.
Fig. 1과 같이, 유동영역의 정점을 z축으로 일

치한 직교원통좌표계를 사용하였다. 가스혼합물

의 질량보존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Fig. 1. Schematic of the modeling domain in 
the reactor.

여기서, U는 가스혼합물의 평균속도이고, ε은 

   로 주어지는 촉매다공율이다. 에너

지 보존 방정식은



 


 

 
 

  ″′
 (10)

여기서, km은 촉매물질과 가스혼합물의 체적-가
중평균전도도이고, q'''m은 가스혼합물과 촉매간의 

이종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다공질의 체적 열원

이다.

         (11)

″′ ″′ ″′   (12)

가스혼합물의 비열 cp,g는 각 성분의 질량-가중

평균   
 



 으로부터 얻어진다.(16) 가스혼

합물의 열전도도 kg는 Wilke의 혼합법칙으로부터 

로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18) 성분 i에 대

한 질량보존방정식은 Nield(19)로 요약된다.




 




 
 

 
 ″ ′

(13)

은   에 의해 정의된 가스성분 i의 

질량분율이다. 은 공극매개체에서 가스혼합물

의 평균확산이다. 는 가스성분 i의 질량발생이

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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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관의 외벽으로부터 일정 열유속의 가열이 이루

어졌다. 각 성분의 물질전달은 튜브 벽을 통해 

불침투적이며, 즉     이다. 물과 메

탄올의 액체혼합물은 예열되어   에서 가스혼

합물의 상태로 충진된 촉매 내로 유입된다. 물과 

메탄올의 몰비는 정의되어 가스혼합물의 속도는 

일정하다. 물리적 변수와 기본 작동 조건은 표1
에 나타내었으며, 다른 각 성분의 물리적 가스 

특성은 참고문헌(16,20-24)에 언급되었다. 
지배방정식들은 Karki 및 Patankar의 수치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25-26) 

Descriptions Specifications

Diameter of catalyst bed (db) 1.0×10-3 m

Axial length of catalyst bed(Lb) 10×10-3 m

Diameter of pellet (dp) 150×10-6 m

Porous surface area of pellet(ap) 1.92×108 m2m-3

Pore size of pellet (rpore) 1.0×10-7 m

Density of catalyst (ρs) 1300 kgm-3

Thermal conductivity of catalyst (ks) 0.3 Wm-1K 

Void-tortuosity ratio factor 
(εp/τp)

0.2 [Mills(16)]

Lennard Jones parameter [Mills(16) A.26]

Lennard Jones parameter [Mills(16) A.28]

Molar ratio of steam to 
methanol (SMR)

1.1

Table 1. Geometric parameters and physical 
properties 

3. 결과 분석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BASF F3-01(CuO/ZnO/Al2O3)의 

촉매제로 충진된 원형관 메탄올 수증기 개질기에 

대해 여러 결과들을 다음의 조건 범위에서 얻었

다. 조건의 범위는 160℃≤Tin≤200℃, 0.25≤εs≤

0.4, 10㎕/min≤F1,0≤20㎕/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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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version efficiency of methanol for three 
cases of inlet temperatures for the feed 
water-methanol flow rate of 15 μl m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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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xial variation of each species for a feed 
water–ethanol flow rate of 15 μl min−1.



- 7 -

Fig. 2는 분당 15㎕의 급수-메탄올 유량에 대해 

외부가열량에 따른 변환효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기본적으로 반응기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촉매제의 활성화에 따른 변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촉매제의 온도가 가열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함으로써 촉매변환 반응이 활발히 이루

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메탄올 혼합물이 분당 15㎕ 유량으로 반응

기로 유입시 외부가열량이 0.09W일 때 촉매반응

에 따른 길이방향 성분들의 변화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반응물인 메탄올과 물의 몰분율이 길이 

방향으로 급격히 줄어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반면 생성물인 수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외부가열량에 따른 길이방향 메탄올 

의 몰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량이 증가

할수록 길이방향으로 메탄올의 몰분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부가열

량이 증가되면서 혼합물이 촉매 충진베드내에서 

촉매반응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인

하는 것이다. 한편, 가열량에 따라 원통개질기의 

입구로부터 z/db=3이후에 메탄올의 몰분율이 급격

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질

기내의 온도가  z/db=3이후부터 촉매제의 반응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온도로 상승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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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xial variation of each species for several 
case of heating rates in a feed water–ethanol flow 
rate of 15 μl min−1.

4. 결 론

상용 촉매인 BASF F3-01으로 충진된 미소반응

기에서 메탄올의 수증기 개질의 전환 특성을 각 

성분들의 열 및 물질전달을 고려하면서 수치적 

해석으로 연구하였다. 수치해석의 결과로부터 운

전조건의 범위에서 메탄올의 변환효율 등의 변화

경향을 제시하였다.
 해석결과는 외부가열량에 따라 메탄올의 변환

률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개질기의 입구로부터 z/db=3이상에서 변환이 급

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후 기

본 연구의 일부는 2단계 BK21 대학원육성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

으며,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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