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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에테르(이하 DME)는 환경에 친화적인 새로운 청정에너지이다. 또한 DME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제조
되어지며, 그 에너지원으로는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등이 있다. 이런 DME는 LPG와 매우 유사
한 성질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DME는 LPG, 연료전지, 발전연료, 특히 디젤의 대체 연료로 고
려되고 있으며, 2010년 대체 에너지로 기대되고 있다. DME 직접합성반응의 반응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
른 조건인 온도 220～280 ℃, 합성가스 비율 1.2～3.0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혼성촉매를 사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혼성촉매는 메탄올 합성 촉매와 메탄올 탈수촉매가 포함되어 있다. 반응속도는 랭미어-힌쉘우드 타입의
반응 메커니즘을 따르며, 메탄올 합성반응, 메탄올 탈수반응, 수성가스 전환반응, 이 세 가지 반응의 메커니즘을 고
려하였다. 각 반응의 반응속도는 촉매상의 표면반응과 수소와 메탄올, 그리고 물의 해리흡작으로 결정하였다.
Dimethyl ether (DME) is a new clean fuel as an environmentally-benign energy resource. DME can be manufactured
from various energy sources including natural gas, coal, biomass and spent plastic. In addition to its environmentally
friendly properties, DME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ose of LPG. Therefore, it is considered as an excellent
substitute fuel for LPG, fuel cells, power plant, and especially diesel and is expected to be the alternative fuel by 2010.
The experimental study of the direct synthesis of DME was investigated under various conditions over a temperature
range of 220∼280 ℃, syngas ratio 1.2～3.0. Al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a hybrid catalyst, composed of a
methanol synthesis catalyst (Cu/ZnO/Al2O3) and a dehydration catalyst (γ-Al2O3). The observed reaction rate follows
qualitatively a Langmiur-Hinshellwood model as the reaction mechanism. Such a mechanism is considered with three
reactions; methanol synthesis, methanol dehydration and water gas shift reaction. From a surface reaction with
dissociative adsorption of hydrogen, methanol, and water, individual reaction rate was determined.
Keywords: DME, kinetics, synthesis gas, methanol synthesis, de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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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ME는 프로판, 부탄과 같은 액화 가스이며 독성이 없다. 옥탄 넘
버는 55～60으로 디젤연료 40～55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휘발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DME)는 다양한 원료로부터 다양한

도가 높아 부탄이나 프로판보다 낮은 자동점화 온도를 가지고 있다.

사용처를 가지고 있는 청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연료로서 환경적인 문

특히 연소시 NOx 배출량이 대단히 낮고 스모그의 배출이 거의 없다.

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로 인하여 점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연료다.

20 ℃ 약 5 기압의 상태에서 액화되므로 수송과 저장이 용이하다는

최근 DME생산 공정은 메탄올의 탈수반응에 의한 기존의 공정을 보완

장점도 가지고 있다[2].

하여 합성가스로부터 직접 합성하는 공정으로 제고하고 있다. 합성가

기존 DME의 합성공정은 메탄올의 탈수화 반응에 의하여 간접적으

스는 천연가스의 개질과 석탄가스 그리고 바이오 매스 등 다양한 에너

로 생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조 방법은 DME의 생산 비용이 높아,

지원으로 얻어지며, DME는 친환경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세탄가가 높

비교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성가스로부터 직접 합성하는 DME 생

고 LPG와 유사한 물성 때문에 디젤차량 및 LPG대체연료, 연료전지 등

산 공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DME 직접합성의 반응공정

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 신규연료로 시장에 도입될 경

은 크게 액상반응공정과 기상 반응공정이 있으며, 액상반응의 장점은

우 수송 및 저장수단, 인프라 구축 등의 장애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1].

반응시 반응기 내 반응온도가 균일하여 높은 수율과 안정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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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기상반응의 경우 생산성이 높고 기존 공정에 비하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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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다.

genation되어 메탄올을 합성한다고 Graff 등[11]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DME 합성반응은 천연가스, 석탄 또는 Biomass 등 화석연료를 개

이중 활성점 반응 기구를 사용하여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질하여 생산된 합성가스(CO/H2)로부터 시작된다. 반응(1)과 (3)은 메

메탄올 합성반응은 Cu/ZnO/Al2O3의 활성점인 Cu-O-Cu 상에서 CO

탄올 합성 촉매에서 일어나며 반응(2)는 탈수 촉매에서 일어난다. 탈

흡착이 이루어 진 후 H2의 해리흡착(dissociative adsorption)으로 인하

수반응은 메탄올 합성반응의 반응 정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탈수 반

여 반응이 점점 진행된다. 활성점에 모든 반응물이 흡착을 하기 때문

응에서 나온 물은 수성가스화 반응으로 인하여 수소를 공급한다. 이

에 L-H반응기구가 적합하다.

러한 연속 반응들이 메탄올 합성을 증가시키면서 서로 연속적으로 반

메탄올 합성반응의 L-H반응 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응하여 DME의 합성이 이뤄지며, 세 가지 반응이 서로 상승 작용을

활성점 수지를 정리하고, 흡착되는 반응물을 결정하였다. 활성점에 흡

일으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3,4].

착하는 가스는 메탄올 합성 반응물인 H2, CO 그리고 수성가스 전환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인 H2O와 CO2이며, 메탄올의 흡착은 무시 할

Methanol synthesis

2CO + 4H2 → 2CH3OH

Dehydration reaction

2CH3OH → CH3OCH3 + H2O

Water-gas shift reaction CO + H2O → CO2 + H2

-182 kJ/mol (1)

수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었다.

-23 kJ/mol (2)

(6)

-41 kJ/mol (3)

Series reaction

2CO + 4H2 → CH3OCH3 + H2O

-205 kJ/mol (4)

Overall reaction

3CO + 3H2 → CH3OCH3 + CO2

-246 kJ/mol (5)

2.1.2. 메탄올 탈수반응
γ-Al2O3촉매에서의 메탄올 탈수 반응은 메탄올이 촉매에 흡착을 통
하여 표면반응을 위한 반응 종으로 해리된다. 메탄올의 반응 종은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정층 반응기를 사용하여, 온도, 합성가스의 비

methoxy group과 hydroxyl group으로 해리 되어 흡착하며, 두 개의 독

율 및 압력 등의 실험인자에 따른 생산성 비교를 통하여 DME합성의

립적인 반응단계가 진행되어 DME로 합성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

최적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합성가스의 체류시간의 변화를 통

다[11]. DME 합성 반응은 methoxy와 methoxy의 흡착에 의한 반응과

하여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각 반응의 메커니즘에 따라 Langmiur-

메탄올과 methoxy와의 반응으로 합성 된다. 이때, 촉매에 흡착되어 있

Hinshellwood 모델(이하 L-H 모델)을 선정하여 반응 속도 상수를 도

던 hydroxyl group들의 재결합과 촉매에서의 탈착으로 H2O를 형성한

출하기 위하여 혼성촉매상에서 흡착 하는 반응 및 생성물들의 흡착

다. γ-Al2O3 촉매에서의 DME의 합성은 두 개의 독립 반응으로 이루

평형 상수를 실험으로서 찾았다.

어 진 것을 알 수 있다[12,13].

2. 이

론

(7)

2.1. 디메틸에테르 합성반응
합성가스는 혼성촉매 Cu/ZnO/Al2O3에서 메탄올(CH3OH)을 합성하

2.1.3. 수성가스 전환반응(Water-gas Shift Reaction)

고 이 메탄올은 다시 혼성 촉매인 γ-Al2O3촉매 상에서 탈수반응을 하

수성가스 전환반응은 DME 합성 반응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이

여 DME를 합성한다. 이때, 탈수 반응으로 생성된 H2O는 다시 CO와

다. 이는 촉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H2O를 제거하여 CO2와 H2를 제

함께 혼성촉매 Cu/ZnO/Al2O3에서 수성가스 전환반응을 시작한다.

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4,15].

DME 직접 합성 반응은 연속적이면서도 순차적인 반응이 아닌 보다

수성가스 전환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시 서로 다른 반응 메커니즘

다양한 경로를 갖는 메커니즘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 반

을 가지고 있다. 정반응시 H2O가 활성점에 해리 흡착하여 formate를

응들은 각각의 다른 반응속도가 DME 합성의 반응속도를 제어하는

중간 형성물로 만들어 수성가스 전환 반응을 진행시킨다. 간략히 설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메탄올 합성의 반응과 탈수반응, 수성가스 전

명하면, H2O가 -OH와 H+로 분리되며, 이 분리된 -OH는 활성점에 흡

환 반응들은 혼성촉매상에서 서로 다른 활성점에서 각각의 반응 메커

착 후 CO와 반응하여 CO2를 생성하며, H+는 남아있는 H+와 반응하

니즘을 가지고 있다[5,6].

여 H2가 된다. 이 반응의 중간체인 formate는 상당량의 CO2와 H2를
생성한다. 역 반응 시에는 CO2의 해리흡착으로 인하여 진행된다[16].

2.1.1. 메탄올 합성반응
메탄올 합성 반응의 연구는 공업적으로 중요한 공정이므로 많은 연

(8)

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왔었다. 처음 연구된 메탄올 합성 반
응의 반응기구는 Natta에 의해 제안 되었고, ZnO/Cr2O3촉매로 고압공

3. 실

정이었다[7]. Sayfert와 Luft는 Cu/ZnO/Al2O3촉매 상에서 같은 활성점
에 CO와 H2의 흡착으로 인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L-H반응 기구를 설

험

정하였다[8]. Villa 등은 CO의 흡착과 두개의 H2분자들의 흡착과 반응

3.1. 촉매(Catalyst)

결정단계를 표면반응으로 결정하여 L-H 반응 기구를 설정하였다[9].

메탄올 합성 촉매(Cu/ZnO/Al2O3)의 제조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금속

H2의 해리흡착과 CO2의 흡착으로 메탄올 합성반응을 이중 활성점 반

수화물을 사용하였다. Cu(NO3)23H2O, Zn(NO3)26H2O, Al(NO3)39H2O,

응기구로 Dybkjaer에 의해 제안 되었다[10]. H2와 H2O는 첫 번째 활

Zr(NO3)42H2O, Ga(NO3)36H2O, Colloidal Silica를 적정량을 넣어 수용

성점에 경쟁적인 흡착을 하고 두 번째 활성점에 CO와 CO2가 흡착한

액 상태로 만들었고 교반시켜 주었다. Na2CO3 10H2O를 수용액 상태

다고 하였다. 역 수성가스 전환반응이 진행 중에 CO와 CO2의 Hydro-

로 만들어서 침전제로 사용했다. 위 두 가지 수용액을 약 70～80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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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dimethyl ether synthesis.
이에서 중탕을 하는 비커에 주입하였다. pH 7～8을 유지 시켜주면서
공침 시켜주었고, 공침 후 약 24 h 동안 교반하면서 숙성시켜 주었다.
공침된 수용액을 여과 후 질산염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를 사용하였
다. 여과와 세척과정을 거친 침전물들을 100 ℃에서 4 h 동안 건조 후

Figure 2. CO conversion and DME selectivity as a function of
-1
temperature at 50 atm (H2/CO ratio 1.5, GHSV 3000 h ).

600 ℃까지 승온 후 2 h 동안 소성시켜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메
탄올 합성 촉매인 Cu/ZnO/Al2O3을 제조하였다.
탈수 촉매는 γ-alumina (strem chemicals)를 사용하였다. 메탄올 합
성 촉매와 탈수 촉매 이 두 촉매를 파쇄한 후 400～800 Mesh로 걸러
주었고, Mesh를 통과한 두 가지 촉매와 바인더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준 다음 물리적으로 성형 시켜 혼성촉매를 제조하였다[17,18].
3.2. 반응실험
고정층 반응기에서의 실험은 상기에서 설명한 혼성촉매를 사용하
였다. Figure 1은 고정층 반응기에서 직접합성에 의한 실험을 수행하
기 위하여 사용한 장치의 개략도이다. 반응기 크기는 내경이 39.6 mm
이며 길이는 55 cm인 고정층 반응기이다. 촉매는 50 g을 충전하여 실
험하였으며, 촉매를 충전한 부분 외에는 알루미나 볼(3 mm)을 사용하
여 반응기를 충전하였다. 반응기 내부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전대
를 반응기 내부에 설치하였다. DME 합성 반응은 전체적으로 발열 반
응이므로 온도관리가 어렵다.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thermo- oil을 사용하여 순환 시켜 주면서 반응 시작 시 까지는 oil을
가열하여 반응기 온도를 상승시켰으며, 반응에서 생성되는 열은 후단
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가열된 thermo-oil을 적절히 냉각하여

Figure 3. Productivity of DM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50
-1
atm (H2/CO ratio 1.5, GHSV 3000 h ).

반응기 온도를 반응온도에 맞게 유지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은 반응
압력까지 압축기를 사용하여 가압 하였으며, 반응기 후단에 BPR

sample cell에 충전 후 300 ℃에서 열을 가하여 주면서 건조 가스로는

(Back Pressure Regulator)을 설치하여 반응기 압력을 원하는 압력으

N2를 사용하여 전 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화학 흡착 온도는 220 ℃,

로 유지시켰다. 촉매와 H2/CO 가스의 접촉 시간의 변화, 즉 공간유속

250 ℃, 280 ℃ 세 온도로 설정하였다. 각 온도에서 등온을 유지 시키

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MFC를 사용하여 설정한 공간 유속에 맞게 조

면서, 반응 가스(H2, CO, CO2) 중 한 가스를 공급하여 흡착을 실험을

절하였다. 합성가스의 비율은 반응가스의 MFC를 조정하여 비율을 유

진행하였다.

지시켰다.

4. 결

실험하기 전 5% H2 / 95% N2 가스를 주입하면서 환원 처리를 하였
다. 반응기 온도를 30 ℃/h로 150 ℃까지 가열 하였으며, 230 ℃까지
40 ℃/h로 가열하였다. 230 ℃에서 4 h 정도 유지하면서 환원 처리를

4.1. DME 합성 반응

하였다.

4.1.1. 온도의 영향

과

분석기구는 Agilent GC N6890로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Caboxen

DME 합성반응에서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고 최대 생산량을 나타내

1006 컬럼과 Porapak - Q 컬럼을 사용하였고, H2의 검량을 위하여 운

는 반응 온도를 찾기 위하여 20 ℃ 간격으로 280 ℃까지 반응 온도를

반가스는 Ar을 사용하였다. Detector는 TCD와 FID를 설치하여 검출

상승시키면서 실험 하였다. Figure 2는 50 atm, H2/CO 비율이 1.5, 공

기 변환을 통하여 반응 후 가스들의 비율을 확인하였다[19].

간속도 3000 h 에서 온도에 따른 CO전환율과 DME선택도를 나타내

화학 흡착은 Autosob-1-C (Quantachrome.Co)을 사용하였다. 촉매를

-1

었다. 일반적으로 메탄올 합성 반응은 온도가 상승 할수록 전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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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 conversion and DME selectivity as a function of
-1
H2/CO ratio at 50 atm (temperature 260 ℃, GHSV 3000 h ).

Figure 6. Output composition of DME synthesis for the catalyst
deactivation (temperature 260 ℃, GHSV 3000 h-1, H2/CO ratio 1.5,
pressure 50 atm).

Figure 7. CO conversion and DME selectivity of DME synthesis for
-1
the catalyst deactivation (temperature 260 ℃, GHSV 3000 h ,
H2/CO ratio 1.5, pressure 50 atm).

Figure 5. Productivity of DME as a function of H2/CO ratio at 50
-1
atm (temperature 260 ℃, GHSV 3000 h ).

스의 비율이 1.5일 때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여주며, 합성가스의 비
율이 1.5일 때 CO 전환율은 48%이며, 생성량은 16.3 mol/kg-cat.h이
다.

낮아지는 평형 값을 가지고 있다. Figure 2를 보면 260 ℃까지 반응

합성가스의 비율(H2/CO＞1.5)이 높아질수록(수소의 분압이 높은

온도가 상승 할수록 CO 전환율과 선택도,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경우) 탈수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흡착이 잘 이루어 지지 않게 됨으로

수 있다. 이것은 메탄올 합성반응으로 생성되는 메탄올을 탈수 반응

인하여 수성가스 전환 반응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물

으로 제거함으로 높은 CO 전환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

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므로 탈수 반응의 반응 속도까지 낮아지

은 연속적인 합성반응의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되어진다[20].

게 하는 영향을 미쳐 DME 합성 반응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

Figure 3을 보면 반응 온도가 상승 하면서 DME 생산량은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다가 260 ℃에서 최대의 생산량을 보여준다. 이때의 전환

다. 이러한 이유로 합성가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DME생산량이 작아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율은 42%이며, 선택도 86%, 생산량은 16.3 mol/kg-cat.h이다.
4.1.3. 장기 실험 결과
4.1.2. 합성가스 비의 영향

위의 실험을 통하여 얻은 최적의 반응 조건으로 혼성촉매상에서 약

Figure 4에서 합성가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CO 전화율은 증가하

100 h 정도 장기 실험을 하였다. Figure 6과 7을 보면 초기에는 전환

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합성가스의 비율

율과 선택도가 증가 또는 감소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일정한 시간이

이 커질수록 CO 전환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합성가스의 CO의 농도가

지난 후 CO 평균 전환율은 35%, DME 평균 선택도는 68%를 유지하

감소하여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Figure 5를 보면 합성가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반응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촉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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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sorption Equilibrium Constant
Ai exp (Bi / RT)
Ai

Bi

KH

2.87 × 10-4

22810.29

KCO

1.56 × 10-6

33068.94

2

-7

KCO

1.21 × 10

36060.3

KCH OH*

0.79 × 10-4

70500

2

3

-1

KH O*

0.84 × 10

2

41100

* : K.L Ng (1999)

Figure 8. Plot of adsorption equilibrium constant vs. temperature.
활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반응 조건에서 장기 실험을
한 결과 혼성촉매상의 활성점에서 메탄올 합성 반응과 탈수 반응, 수
성가스 전환반응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DME를 제
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2. 화학흡착
메탄올 합성반응과 수성가스 전환 반응은 혼성촉매에서 Cu/ZnO/
Al2O3상에서 반응이 일어나며, 탈수 반응은 γ-Al2O3상에서 일어난다.
이 각각의 촉매 상에서의 반응가스들의 흡착과 탈착은 서로 다른 값
을 가지고 있다.
Cell 온도 220 ℃, 250 ℃, 280 ℃에서 흡착 실험 결과를 랭미어 흡
착 식을 이용하면 흡착평형상수를 획득 할 수 있다. 흡착평형상수는
흡착으로 일어난 자유도 감소와 에너지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평형
상수로서, 흡착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낸다. 220 ℃, 250 ℃, 280 ℃

Figure 9. Plot of Langmuir adsorption isotherm (temperature:
220 ℃).
메탄올 합성반응

에서 각각의 온도에서 실험을 하여 획득한 흡착 평형상수를 아레니우
스(Arrhenius)식을 이용하여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10)

Figure 8은 CO, H2, CO2를 각 온도에서 실험에서 찾은 평형 상수를
아레니우스 식으로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은 온도범위가
220 ℃, 250 ℃, 280 ℃에서의 반응가스들의 흡착평형상수의 값을 나

메탄올 탈수 반응

타낸 것이다. Figure 9는 흡착 평형 상수 값을 랭미어 흡착 등온선에
적용하여 압력의 변화에 따라 표면 덮임율을 나타낸 것이다. 흡착 평

(11)

형 상수 값이 작으면 흡착된 상태보다 표면 덮임율이 낮고, 크면 많이
흡착 되므로 낮은 압력에서도 표면 덮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H2의 흡착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며, CO와 CO2 순으로 흡착 세기

수성가스 전환반응

를 보여 주고 있다.
(12)

4.3. 반응 속도 상수
반응속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 온도에서 공간속도의 변화
를 주면서 측정을 하였다. 공간속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촉매에
반응물인 합성가스의 체류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DME를 합성반응에서 일어나는 메탄올 합성 반응, 메탄올 탈수 반
응, 수성가스전환반응에서의 반응기구에 필요한 반응평형상수들은
Wang Zhiling 등[21]의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

DME 합성반응의 반응기구에 나타나 있는
같이 정의하였다.

,

,

은 메탄올 합성반응의 CO소모속도,

는 다음과
는 메탄

는 수성가스 전환반응의 CO2 생성
올 탈수반응의 DME생성속도,
속도의 값을 계산하였다. 흡착 평형상수와 각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농도와 식 10～12로부터 얻은 반응평형상수를 대입하여 반응속도 상
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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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메탄올 탈수 반응으로 생성된 DME와 H2O는 같은 몰수로 존
재 할 것으로 가정하여 H2O의 물의 분압을 환산하였다.
Figure 10은 체류시간 변화에 따른 CO2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온도변화에 CO2의 생성 속도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메탄올 합성반응과 수성가스 전환 반응이 동시에 일어
나기 때문이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Cu/ZnO/Al2O3메탄올 합성 촉매의
활성점에서 CO의 흡착 후 H2의 흡착과 H2O흡착이 경쟁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Figure 11은 각 반응의 반응속도를
아레니우스(Arrhenius) 식을 이용하여 온도와의 상관관계로부터 반응
속도상수 나타낸 것이다.

(14)
4.3.2. 메탄올 합성반응
메탄올 합성반응은 CO와 H2의 반응으로 생성된다. H2는 수성가스
전환 반응으로 인하여 생성되므로 H2의 소모속도는 메탄올 합성 반응
Figure 10. Plot of concentration of CO2 as a function of
residence time.

의 반응속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메탄올 합성 반응의 소모
속도는 탄소 원료인, 한정 반응물인 CO의 소모 속도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반응온도에서 공간유속의 변화(체류시간의 변화)를 통하여
CO의 소모속도를 측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는 수성가

10

MeOH synthesis
Dehydration
W-G shift

9

구하고자 하였다. 메탄올 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 평형 상수는 아래와
같다.

15

8

14

6
5

ln k

(15)

7

ln k

스 전환 반응에서도 소모가 되므로 메탄올 합성 반응의 속도상수를

16

13

메탄올 탈수 반응은 혼성촉매의 탈수촉매 부분(γ-Al2O3)상에서 반
응이 일어난다. 연속적인 DME합성반응에서의 메탄올은 반응 중간체

4

이다. 그러므로 메탄올의 생성 속도와 소모속도를 정확히 알기가 쉽

12

3
2
1.85

4.3.3. 메탄올 탈수 반응

지 않다. 메탄올 탈수 반응의 속도를 DME의 생성속도로 사용하였다.
메탄올의 농도는 계산하기 위하여 생성된 DME의 농도에 2배를 해주

1.90

1.95

2.00

2.05

어 사용하였다. 메탄올 탈수 반응의 화학평형 상수는 다음과 같다. 실
험결과와 L-H반응 모델을 적용하여 반응속도 상수를 얻을 수 있었다.

1/T *1000 / K -1
Figure 11. Plot of reaction rate constant vs temperature.

(16)

4.3.1. 수성가스 전환반응
수성가스 전환 반응은 반응물이 CO와 탈수 반응으로 생성된 H2O
로부터 시작된다. 이 반응에서 한정 반응물인 CO의 소모속도를 알기

5. 결

론

위해 설정된 반응 온도에서 공간유속의 변화(체류시간의 변화)를 주
었다. CO는 수성가스 전환 반응의 반응물뿐만 아니라 메탄올 합성 반

혼성 촉매를 사용하여 DME 합성반응을 다양한 조건을 변화시키면

응의 탄소 원료이므로 하나의 반응물의 수성가스 전환 반응의 정확한

서 실험을 해 보았다. DME의 합성은 260 ℃, 50 atm, H2/CO 비율은

반응 속도 상수를 쉽게 알 수 없기에 수성가스 전환반응의 생성물인

1.5에서 최적 반응조건을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생산량은 16 mol/

CO2의 생성 속도를 반응속도로 결정하여 반응 속도 상수를 찾는 과정

kg-cat. h이다. 100 h 정도의 장기 실험을 통하여 촉매의 비활성화를

을 수행하였다.

확인하였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CO 평균전환율은 35%, DME평
균선택도는 68%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

CO + 2H2 →CH3OH

메탄올 합성 반응에서는 H2의 해리 흡착과 속도 결정 단계를 표면

(13)

반응으로 결정하여 L-H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메탄올 탈수 반응에

수성가스 전환 반응의 반응기구에 H2O의 정확한 분압을 사용할 수

L-H 모델을 얻을 수 있었고, 수성가스 전환도 마찬가지로 H2O의 해리

CO + H2O → CO2 + H2

서는 CH3OH해리 흡착과 속도 결정 단계를 표면반응으로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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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과 표면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로 결정하여 L-H모델을 사용
하였다. 설정된 반응 온도에서 반응물이 반응기 내에 머무르는 시간,
즉 체류시간을 변화시켜 메탄올 합성반응, 탈수 반응, 수성가스 전환
반응의 반응 속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각 반응의 반응속도와
흡착 실험을 통한 흡착 평형 상수를 L-H 모델에 대입하여 반응속도
상수를 얻을 수 있었다.
화학 흡착 실험을 통하여 반응 가스들의 흡착 평형 상수를 찾을 수
있었다. H2, CO, CO2의 흡착 평형상수의 값을 표면 덮임율과 압력의
관계로 표현 하였을 때, H2흡착이 먼저 흡착을 하여 평형에 도달하고,
CO와 CO2의 순서로 평형에 도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omenclature
A

: pre-exponential factor

△H

: enthalpy change, Jmol-1

C

: concentration moll-1

T

: temperature K

P

: pressure atm

E

: activation energy Jmol-1

Pi

: partial pressure atm

Ki

: adsorption equilibrium constant atm-1

ki

: reaction rate constant moll-1s-1 atm-2

Keq

: chemical reaction equilibrium constant

r

: reaction rate per weight of catalyst moll-1s-1

R

: gas constant (8.314) Jmol-1K-1

Subscripts
AD

: adsorption

D

: desorption

S

: surface reaction

CO

: indicates component CO

H2

: indicates component H2

CH3OH

: indicates component CH3OH

H2O

: indicates component H2O

CO2

: indicates component CO2

CH3OCH3

: indicates component CH3OCH3

Eq

: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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