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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 촉매입자의 직경 mm

 : 반응유체와 촉매간의 열전달계수 W/m
2
K

 : 벽과 반응유체간의 열전달계수 W/m
2
K

 : 유효열전달 계수 W/m
2
K

 : 벽과 촉매간의 열전달계수 W/m
2
K

 : 촉매의 반경방향 열전도계수 W/mK

 : 반응유체의 열전도계수 W/mK

 : 촉매 입경 기준 레이놀즈수 -

서 론1.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 화석 에너지,

원의 매장량 격감 신흥 개도국들의 에너지원 소,

비 증대 지구온난화 및 이로 인한 이상 기후 등,

과 같은 제반 현상 들에서 친환경적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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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탄소의 몰비Ratio( / )

초록 촉매연소를 열원으로 하여 수증기 개질 반응을 수행하는 동심 중관 원관형 반응기에서의 반응: 2

및 열전달 특성을 제시하였다 동심 중관 반응기는 각각 연소 촉매와 개질 촉매가 장입된 충전층 반응. 2

기로 제작하였으며 개질 반응인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인 연소 반응의 열적 거동을 실험적으로 연구
하였다 연소용 혼합 가스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연료극에서 슬립 되는 합성가스를 성분별. MCFC( ) (slip)

로 용량에 맞게 공급 하였으며 개질 반응에서는 적당한 수증기탄소비를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이 연구, / .

를 토대로 수소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개질 측 반응 온도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반 경험적 고찰을 수행
하였고 이는 장차 이 연구에서와 같은 연소반응과 개질반응이 복합된 수소생산용 개질기에 대한 기본
설계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heat-transfer characteristics of steam reforming in an annular reactor are presented. Heat

is supplied by the catalytic combustion of syn-gas. The thermal behaviors of exothermic and endothermic reactions

in a directly coupled concentric-tube packed-bed reactor we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The gas mixture supplied

for catalytic combustion consisted of the off-gas emitted from MCFC anode. Methane in steam at a suitable S/C

(steam-to-carbon) ratio was used in the reforming reactions. On the basi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a simple

simulation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temperature profile required in the reforming side of the reactor to achieve

optimum hydrogen y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tilized as reference data in future studi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coupled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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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2009. 5. 21, 발표논문임BEXCO)

Corresponding Author, navier68@naver.com



376

체제로의 전환이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

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와 병행하여 최.

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구미 선진국들을 중

심으로 국가 주도하에 수소경제체제로 전환에 대

비하려는 산업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노력이 더, ,

욱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수준에서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수소 경제 체제로 전,

환이 이루어지기에는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

로 리스크 및 부담이 커서 시기상조로 보인다.

따라서 한동안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수

소를 얻어내는 방법이 주류를 이룰 것이 확실시

되고 또한 이를 이용한 연구개발 시제품 상용제, ,

품 등도 현재 개질기 라는 이름으로 일본(reformer)

및 미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및

활성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로

서 고분자 연료전지 를 이용할 때 그 주(PEMFC) ,

연료인 수소를 공급해주고자 메탄올을 개질반응

의 원료로 이용하는 초소형 개질기에 대한 연구

가 전산유체역학 적 기반으로 이루어지기도(CFD)

하였다.
(1) 또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수증

기 개질 반응의 주 원료로 이용하는 수증기 개질

반응에 관하여 전산 모사 관점에서 작동조건과

형상 변화가 개질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연구도 실험과 상용 코드를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 된 연구사례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다양한 개질 방법 중

가장 많은 수소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3)

수증기 개질법 에 초점을 맞추어(steam reforming)

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특히 수증기 개질법에 의하여 수소를 얻기 위

한 열원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의 연료극 측에서 배출되fuel cell : MCFC) (anode)

는 미반응 연료 혼합 가스 와 공기를(slip gases)

촉매연소 시켜서 공급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 ,

의 목표는 촉매연소와 개질반응이 통합된 실험용

개질기를 설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열반,

응인 연소와 흡열반응인 개질반응의 통합 반응

실험을 통하여 개질 성능 및 설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인자를 찾아내고자 한다.

실험 장치 구성 내용 및 방법2. ,

본 연구의 실험장치의 구성에 대한 개략도를

에 나타내었다 의 연료극 에서Fig. 1 . MCFC (anode)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립 되는(slip)

가스는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으, ,

로 질량유량계 를 이용하여(mass flow controller)

설계용량에 맞는 가스 유량을 공급하였다 스팀.

의 경우 별도의 스팀 제조 장치로 물을(steam) ,

가열하여 가스 혼합부에서 슬립가스와 혼합시키

고 최종적으로 혼합 모사 가스 는 전기, (mixtures)

히터에서 가열되어 공급되는 공기와 함께 혼합기

를 거치면서 균질한 혼합이 이루어져 중심(mixer)

부에 위치한 원통형 촉매연소기로 공급되게 된

다 촉매연소기로 공급되는 혼합가스의 온도는.

전기히터를 제어하여 조절하였는데 찬 공기와,

연료전지로부터 배출되는 미 반응 연료 혼합가스

의 온도 및 촉매연소기 도달 전에 발생할 열손실

을 고려해 의 범위 내에서 공급하였210 300℃∼ ℃

다.

Fig. 2 Cross sectional view of annul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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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적 연구에서 사용한 통합형 촉매연소개-

질 중 동심관 반응기의 단면은2 Fig. 와 같으며 핀2 ,

을 부착한 것과 부착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에 대

해서 열전달 성능 및 개질 성능을 실험하였다 목표.

성능을 확보하고자 핀의 개수와 높이는 간단한 이

론적 고찰을 통하여 사전에 미리 예측 하여 제작하

였다 여기서 이론적 고찰이라 함은 에서 보. , Fig. 2

는 반응기 내부에서 반경방향으로의 각 구간별 총

열저항을 핀을 부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상호 비교한 것이다 즉 열의 흐름은 반경방.

향으로 내부 연소 촉매층의 중심에서 부터 내부 원

통벽을 거쳐 외부 개질 촉매층의 중심까지 전달된

다고 볼 때 내외부에 핀을 이용한 전열면적의 증대,

가 어떻게 각 구간별 열저항에 영향을 주는 지를

판단하였으며 제작상의 용이성도 함께 고려하여 본

실험용 반응기를 제작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연소촉매 및 개질촉

매는 시판되고 있는 상용 제품으로 수드케미사

의 와OCAS-1( 5mm)Φ 를 각각 연소FCR-4( 3mm)Φ

용으로 핀없을 때729g(824g: ), 개질용으로 1596g

(1739g :핀없을 때 씩) 장입하였다.

성능실험을 위해서 먼저 중심 원통에서 연소촉매

에 의한 연소반응이 진행되면서 최고온도에 도달하

는 것을 확인하였고 원통형 반응기의 길이방향으로,

개의 형 열전대를 중심 원통의 촉매연소 중앙 및7 K

외부 개질 측 환상공간의 중앙에 설치하여 각 지점

온도가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개질 측에 스팀과,

메탄을 동시에 공급하여 개질 성능을 실험하였다.

등Xu
(4)에 따르면 수증기 개질반응에서의 평,

형 조성은 반응관계식 로 주어질 때 개질된(1)(2)

가스가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및, , ,

수증기로 이루어져 존재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CH4+H2O CO+3H⇄ 2 (1)

CH4+2H2O CO⇄ 2+4H2 (2)

개질된 혼합 가스는 열교환기를 거쳐서 냉각하

여 수분을 응축 제거시키고 다시 건조기 를, (dryer)

통과한 가스만 포집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기기인chromatography) Agilent사의 가스7890A

농도 분석기를 통과 시켜서 농도분석을 하였다.

잔류 메탄의 농도 분석을 위하여 분석용 모세FID

관으로는 사의 을J&W GS-GASPRO(30m×0.32mm)

사용하였고 다른 성분의 기체 농도 분석에 대해,

서는 방식으로 사의TCD Supelco CARBOXEN1000

모델을 이용하였다.

본 반응기는 연료전지의 용량 1kW급에 맞도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MCFC)

에서의 연료 이용율을 60 로 가정하여 모든 연% ,

료전지 연료극 슬립가스의 가스 유량을 결정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고 이 값을 실험시의 공급 유,

량으로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3.

기준 설정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용 원통형 중관 복합2

반응기에서의 수소생산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개질반응에 따른 수소 생산량을 열

역학적으로 코드를 활용하여 계산하였CHEMKIN

으며 그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계산 시 압Fig. 3 .

력은 대기압 의 비는 으로 고정하였다1atm( ), S/C 3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형상태의 개질가스Fig. 3

의 조성은 개질반응 온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

하며 개질반응 온도가 를 넘으면 수소수율은, 700℃

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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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quilibrium composition of reactant gases
as function of temperature(H2O/CH4=3.0,
1atm)

Supply volume flow rate(slpm)

Reformer
CH4 4.62

H2O 13.9

Combustor

H2 6.17

CO 1.01

CO2 14.24

H2O 16.66

CH4 0.14

Table 1 Volume flow rat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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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촉매연소기의 최대 부하 등을 고려하여

이 값을 본 연구에서의 수소수율 목표로 설정하

였다.

실험적 고찰3.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원통관의 내면Fig. 2

및 외면에 각각 전열 촉진 핀 을 반경방향 및(fin)

종방향으로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촉매연소에 의한 발열 에너지가 연소 측을 둘

러싸고 있는 환상공간의 개질 측으로 얼마나 효

과적으로 전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먼저 개질기 측에 반응기체가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촉매연소 반응만 진행 되

도록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도

시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촉매연소의

유량 및 압력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중앙의

원통내면과 외면에 핀을 설치한 경우의 전열효과

가 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우

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온부에 노.

출되는 개질기 종방향 영역이 더 길게 확대되어

실제 개질 반응 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더 넓은 촉매의 영역이 개질반응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 열역학적 계산으로 예측한 바와 같이Fig. 3

수소 생산량이 최대로 되는 개질 반응 온도는 약

이다 그런데 의 실험결과를 보면 목700 . , Fig. 4℃

표 온도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도 측.

정점의 위치 선정에 따른 오차와 반응기 고유의

단열성능이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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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duction effect on reformer side by
catalytic combustion only

즉 에서의 온도 측정점은 내부원통의 촉Fig. 4

매 연소부 중심과 환상공간의 개질 반응부의 중

앙에 위치한 열전대로서 측정된다 따라서 중앙.

고온부에서 외부 저온부로의 반경방향 온도구배

를 고려하면 내부 촉매연소기의 원통 외피 및 핀

의 외부 표면 근방에 에 가까운 온도 영역700℃

들이 필히 존재할 것으로 예측 가능 하다 그러.

므로 핀을 설치한 중관 통합형 반응기에서 수소2

생산량이 최대로 되는 개질반응 온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한편 에서 보. Fig. 4

는 바와 같이 핀을 설치한 경우가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고온에 노출된 영역이 종방향으로

더 넓으며 반응기의 종방향 온도구배도 더욱 완,

만한 것을 볼 수 있어서 핀에 의한 열전달 촉진,

효과가 유효함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반응기 초입에서 종방향으로 높은 흡열 반,

응성 때문에 개질부의 온도가 하강하는 영역이 관

찰되었는데 설계 시 이 부분의 온도 강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실험용 반응기 제작.

시 단열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나 완벽한 단열성,

능이 확보되지 않아 실험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서 어느 정도의 열손실이 수반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핀을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각각에 대해서 반응기체들의 흐름 방향의

차이가 개질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 하였다. Fig. 5에서 A, B는 촉매연소의 혼합

가스 흐름과 개질 가스의 흐름이 나란한 평행류

(parallel flow 를) C, D는 반대가 되는 대향류

(counter flow 에서의 개질 반응부의 중심 온도를)

반응기 종방향 무차원 상대길이에 대해서 도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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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H2 61.4 53.4 73.2 59.4

CO 1.8 0.2 4.95 1.1

CH4 23.3 33.8 8.54 25.6

CO2 13.5 12.6 13.33 13.9

　 100.0 100.0 100.0 100.0

Table 2 H2 yield(%) at reformer outle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을 설치하고 대향Fig. 5

류로 운전한 경우인 C조건에서 수소 생산량은 최

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값은, Fig. 3에서

목표한 수소생산량 76.9%의 약 95%에 해당되며,

각 조건에 대한 개질 가스의 농도분석 값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반응기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 길이에 걸쳐

반응기 내부의 온도구배는 평행류 유동인 A, B의

경우가 더 완만함을 볼 수 있으나 핀을 설치한,

경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모두 수소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에는 미치지 못함을 볼 수 있

고 실제로 개질 가스의 수소 농도 분석값도, C조

건에 비해서 약 83.8 에 미치고 있다% .

촉매 연소측에서의 온도구배는 어느 조건에서

나 반응기의 상대길이 20 25%∼ 이내에서 촉매반

응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촉,

매 연소반응의 대부분이 반응기 입구 근방에서

완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반응 최적.

화를 위해서는 입구 영역의 설계가 매우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핀을 설치한 경우가 설치하.

지 않은 경우보다 출구쪽으로 진행할 수록 연소

측 온도 구배가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이는 핀에,

의해서 촉매 연소 측으로 부터 개질 측으로의 열

전달 효과가 상승됨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반경험적 이론적 고찰3.3 (semi-empirical)-

본 연구에서는 핀이 부착되지 않은 중관 통합2

형 반응기에서 연소 및 개질반응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볼 때 목표 수소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열전달을 촉진하기 위한 핀의 부착이 효

과적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용 동심 중. 2

관 원통형 반응기내에서는 촉매연소 및 개질반응

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반경 방향 및 길이방향으

로 열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핀 부착 시 개질부

의 온도분포가 목적하는 반응 온도 영역대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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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dic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재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촉매 연

소 측과 개질 반응 측에서의 열전달 계수 값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총괄 열전달 계수를 구해내

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충전층 반응기 에(packed bed)

서 열전달 계수를 구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가

있어 왔고 본 연구에서는 과 이, Dixon Cresswell

제안한 상관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5) 이 관계식에

서는 충전층 촉매 반응기 내부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의 유효 열전달 계수를 벽과 고체

촉매  벽과 반응기체,  반응기체와 고체,

촉매 간의 열전달 모드로 구분하여 이론적으

로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Pr  (3)

   (4)

 Pr    (5)

     (6)

여기서 는 충전층 반응기 내부에서의 고체 촉

매들의 반경방향 축방향을 따르는 열전도 관계,

식으로 매우 복잡하게 주어지며 상기 관계식들과

연동되어 풀려야 한다 이러한 관계식들로 부터.

실험조건에 부합하는 반응 기체 혼합물의 연소

측 및 개질 측 열역학적 물성치를 각각의 반응

온도별로 구하고 유효 열전달 계수를 추정한 결,

과를 에 나타내었다Fig. 6 .

의 결과로부터 개질 측에 더 많은 핀을Fig. 6

부착하는 것이 통합형 반응기에 유리하다는 결론

에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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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반응기 제작에 있어서는 용접에

의한 핀 부착 및 반응기 제작 촉매 장입의 용이,

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촉매 연소 측에는 개6 ,

개질 반응 측에는 개의 핀을 부착하게 되었다12 .

위의 결과를 활용하여 핀의 부착 개수 변동 전(

열면적 변화 에 따른 개질부 측의 온도분포를 예)

측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각각 대향류 및 평,

행류 유동에 대해서 Fig. 7, Fig. 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핀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험 결과로부터

촉매 연소 측의 고온 온도분포를 입력치로 선정

하여 계산에 사용하였다 즉 핀이 없는 실험 결. ,

과에서 연소반응의 최고 온도부터 출구 온도와

개질 반응에서의 입출구 온도에 따르는 대수평균

온도차를 구할 수 있다 이 값과 앞의 상관식으.

로부터 구한 유효열전달 계수 및 전열면적을 가

지고 촉매 연소 측으로 부터 개질 측으로 전달되

는 열전달률을 구할 수 있다 핀이 있는 경우에.

는 전열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열저항 값이 달라

지며 실험에서 구해진 촉매 연소 측 온도를 입력

치로 하고 미지수는 개질 측의 온도로 둔 후 핀

이 없는 경우의 열전달률을 등가 시키면 새로운

개질 측 온도 분포를 비교적 쉽게 예측 할 수 있

게 된다 이와 같은 실험에 바탕을 둔 반 경험적.

이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개질 측 온도분포를 사전 예측할 수 있었고 핀,

부착의 조건 변화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Fig. 7에서는 대향류 흐름에 있어서 핀의 부착

에 따른 개질반응기 측의 온도분포 예측결과와

잘 부합되는 실험 결과를 함께 비교 도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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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emperature prediction &
experimental results on reformer side for
counter flow

에서의 표기상의 숫자 예 등 는 내부Fig. 7 ( 6-12 )

연소 측의 핀의 개수가 외부 개질 측의 핀의6,

개수가 임을 뜻한다12 . 특히 의Fig. 7 경우 연소

측의 부하(load)를 1 개질 측 부하를, 0.8로 비교

하였다 다른 조건들은 모두. 1대 0.5의 결과이다.

부하 1:0.8의 결과는 개질기 측의 부하 조건에0.5

비해서 더 많은 개질가스가 흐른다는 뜻으로서

상관 관계식을 통한 계산과정에서의 개질부 측의

유효 열전달 계수값이 다소 높게 평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으로 역산해서 핀 부착시 개.

질기 측의 예측된 온도분포를 실험결과가 정확히

추종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개질기 측의 유효,

열전달 계수값은 약 40W/m
2
K가 될 것으로 판단

되었다 마찬가지로. Fig. 8에는 평행류에 대한 결

과를 제시하였다 이 경우 연소 측. 1대 개질 측

0.5의 부하조건으로 실험한 결과는 상기와 같은

계산과정에서 예측된 온도분포 보다 낮은 온도분

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반응기,

주변으로의 열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연소 측에 연소용 연료인 메탄을 0.54

만큼lpm 추가하여 연소 측 온도를 고온으로 승

온 시킨 경우에는 개질 측의 온도도 함께 상승하

면서 비교적 예측된 온도분포를 정성적으로 추종

해 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촉매의 화학

반응에서 수반되는 를 연소 측 및 개질 측kinetics

에 대해서 각각 고려하여 풀어야 하는 전산 수치

시뮬레이션 에 비하면 본 연구에서 개질기(CFD) ,

측의 온도분포를 예측하고자 활용한 실험에 바탕

을 둔 반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계산방법은 비교

적 간단하여 설계 단계에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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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형 개질 반응기의 제작 재료의 내구

성 측면에서는 길이방향으로 개질 측의 온도구배

가 완만한 평행류 유동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되나 획기적인 열전달 촉진 기구를 도입하

지 않는 한 개질부 온도가 최대 수소 생산량을

확보할 만큼 올라가지 않는 단점이 을Fig. 7, 8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향류 흐름을 적용.

한 통합형 반응기를 채택하고 단열성능을 보강하

여 열손실을 줄이고 연소반응이 지배적인 입구

영역의 설계최적화 및 핀의 최적화를 동시에 이

루게 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추가 연료를 연소,

측에 공급함이 없이도 예측된 개질 온도분포를

달성할 수 있고 수소생산량도 열역학적 계산치,

에 접근해갈 가능성을 의 결과를 통해서Fig. 7, 8

가늠할 수 있었다.

결 론4.

의 연료극 슬립가스를 촉매연소로 활용MCFC

할 수 있는 동심 중관 통합형 개질 반응기를 설2

계 제작하였고 실험적 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통합형 반응기 내의 적절한 개질반응 온도(1)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경방향 및 종방향으로

핀을 설치하고 대향류 운전을 수행하는 것이 더

욱 바람직하다.

상기 가항을 유지할 경우 본 통합형 개질(2) ,

반응기에 있어서 수소생산량은 열역학적인 목표

치의 에 도달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95% .

실험결과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통합형(3)

개질반응기 내에 핀의 설치를 통한 전열면적을

달리 할 경우 개질반응 측의 온도분포를 용이하

게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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