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Ind. Eng. Chem., Vol. 17, No. 3, June 2006, 250-254

Li2ZrO3를 이용한 합성가스내의 CO2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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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ZrO3의 CO2 제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중량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ser, TGA)를 사용하여 실험하였고
Li2ZrO3를 이용한 CO2 제거반응시 H2와 CO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충전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Li2ZrO3의 CO2 제거반응 초기속도는 가스유량 증가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였고 가스유량 100 mL/min 이상에서
기체경막저항 소멸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Li2ZrO3와 CO2의 반응차수는 1차임을 확인했으며 최적온도 구간
은 500～600 ℃로 나타났으며, XRD와 SEM을 이용하여 Li2ZrO3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결정구조의 Li2ZrO3와 다공
성의 Li2CO3/ZrO2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O2 내의 H2 존재는 CO2 제거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CO의 경우 Li2ZrO3상의 Li2CO3(L)에 흡착되는 CO2의 수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action of CO2 with Li2ZrO3 has been investigated in a TGA and the effects of H2 and CO on the removal of CO2
using Li2ZrO3 were evaluated in a packed bed reactor. The initial rate of CO2 removal reaction of Li2ZrO3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gas flow rate up to 100 mL/min and then was maintained, which implied the disappearance of the
gas film resistance. The reaction of CO2 with Li2ZrO3 took place as the first order and the range of optimum
temperature was found to be about 500～600 ℃. XRD and SEM analysis showed the formation of crystalline Li2ZrO3
and porous Li2CO3/ZrO2. The presence of H2 did not affect the adsorption of CO2 with Li2ZrO3. On the other hand,
CO inhibited the sorption of CO2 into Li2CO3(L) on Li2ZrO3.
Keywords: Li2ZrO3, ZrO2, Li2CO3, CO2 removal, adsorption reaction

1. 서

론

하거나 분리막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나, 폐기물 가스화 공정과 같이
고온, 고압에서 운전되는 시스템의 경우 CO2의 분리정제 역시 고온,

1)

폐기물의 가스화 반응은 석탄과 같은 저급 화석 연료나 폐기물로부

고압에서 수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CaO, MgO

터 양질의 청정연료를 얻으면서 기존의 폐기물 처리방법에서 문제가

등과 같이 금속산화물을 이용한 공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되었던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어 환경적인 측면과 에

금속산화물의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γ-Al2O3와 같은 담체에 금

너지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특히, 폐기물 처리에

속산화물을 담지하여 반응특성을 고찰하였고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

가스화 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소각 처리에서 문제가 되었던 다이

한 공정특성 연구도 진행되었다[4]. 그러나 금속산화물을 이용한 CO2

옥신과 같은 독성 유기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어 폐

의 제거는 고온영역에서 반응성이 높아 비교적 간단하게 적용할 수

기물의 무해화 처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있으나 합성가스와 같이 기상내에 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미량가스

상업화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1-3]. 그러나 생성된 합성가스를 효과적

와 동시에 존재하면 단순한 금속산화물의 경우 환원반응이 유도되어

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량가스의 정제와 함께 CO2 농도의 효과적

이산화탄소의 효과적인 저감이 어렵게 된다.
최근 Nakagawa와 Ohashi[5]의 연구에 따르면 lithium zirconate

인 제어가 동반되어야 한다.

(Li2ZrO3)는 450 ℃에서 550 ℃의 온도 범위에서 CO2 제거율이 질량

기존의 CO2 분리정제는 주로 상온, 상압에서 다양한 흡착제를 이용

기준으로 20% 정도로 다른 반응제들과 비교하여 높은 제거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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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CO2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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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version of adsorbents as for various reaction temperatures.

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Li2ZrO3의 이산화탄소 제거반응에 있어서
수소나 일산화탄소와 같이 합성가스내의 다른 성분들에 의한 영향은
평가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Li2ZrO3의 반응특성을 고찰하고 합
성가스내의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이산화탄소 제거반응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H2 및 CO의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고정층 반응기
를 사용하였다. 이 때 Li2ZrO3는 ZrO2와 Li2CO3 순 분말상을 1:1 몰비로
혼합하고 아세톤이나 에탄올을 첨가하여 교반한 후 소성로에서 1000
℃ 24 h 공기로 소성하여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반응실험 시
스템은 Figure 1에 도시한 바와 같고 고정층 반응기는 외경 1.0 inch,
길이 500 mm의 stainless steel로 제작되었으며 반응기 내부에 Li2ZrO3
를 장착한 후, Ar gas를 주입하면서 중앙에 장착한 K-type의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반응온도를 일정하게 조정하였다.

Figure 3. Effects of CO2 flow rates on the initial adsorption rate of
adsorbent.

원하는 반응온도가 유지되면 반응기내로 주입되는 Ar gas를 반응가
스인 CO2로 변경시키고 제거반응을 시작하였다. 반응기에 공급되는

℃에서는 이산화탄소 제거속도가 다시 감소하였다. CO2 반응성 향상

가스 유량은 mass flow controller (Bronkhorst)를 사용하여 조정하였

은 Li2ZrO3의 결정구조에서 Li2CO3가 생성되며 부분적인 Li2CO3(L)에

고,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는 6 port sampling valve을 이용하여 Gas

의한 CO2의 확산속도 증가에 기인하며 반응온도 700 ℃에서의 반응

Chromatograph (HP-4890D)에서 측정하였다. Gas Chromatograph에는

성 감소는 생성된 Li2CO3의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

검출기와 컬럼으로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와 Porapak Q

다.

(stainless steel, 1/8", 6ft)를 사용하였다.

또한 CO2 가스유량에 대하여 제조된 Li2ZrO3의 반응시간에 따른

열중량분석기(TGA51, TA Instrument)를 이용한 CO2 제거실험은

CO2 제거율의 변화 실험을 TGA를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를

복합산화물 반응제 50 mg을 백금 쟁반에 채우고 분당 40 ℃씩 상승

Figure 3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스유량을

시켜 반응온도 범위 400～800 ℃ 구간에서 등온상태를 유지하며 CO2

증가시킬수록 반응성은 증가하여 가스유량 100 mL/min 이상에서 일

가스를 24 h 동안 주입시켜 실험하였다. 반응 전․후의 시료는 XRD

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스유량 100

와 SEM을 이용하여 시료 내 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mL/min 이상에서 입자의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경막저항이 사라
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CaO-CO2 연구결과[6]와도 잘 일치하고 있

3. 결과 및 고찰
온도 및 반응시간별 전환율은 반응성을 결정할 수 있는 필수척도이

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Li2ZrO3의 반응성
은 CaO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이들의 연구결과[7-9]와도 잘 일치하였다.

므로 이에 TGA를 이용한 Li2ZrO3의 CO2 흡착 실험이 실시되었다.

기체유량 150 mL/min, 반응온도 600 ℃에서 CO2의 농도가 초기흡

100% CO2의 유량이 150 mL/min일 때 Li2ZrO3의 시간에 따른 전환율

착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CaO-CO2 결과와 함께 로그-로그 플롯

을 Figure 2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Li2ZrO3의 경우 반

(log-log plot)하여 반응차수를 구하고자 하였다. Figure 4에서 볼 수

응온도 400 ℃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낮았으며 반

있는 바와 같이 CO2와 CaO간의 반응차수는 2차반응인데 비하여 CO2

응온도 500～600 ℃에서 비교적 높은 반응성을 보이고 반응온도 700

와 Li2ZrO3의 경우는 1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aO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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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gas concentration on the initial adsorption rate
of adsorbent at 600 ℃.

A. Before reaction

Figure 5. XRD patterns of Li2ZrO3 before and after reaction.
형적인 기-고 반응으로 인하여 가스농도가 증가하면 기상확산의 증가

B. After reaction
Figure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Li2ZrO3 before and
after reaction.

로 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되나 Li2ZrO3의 경우 반응제 표면에 생성되
는 부분적인 Li2ZrO3 액상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며 반응이 진행되어

한 값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수소의 경우 Li2CO3의 환원반응에 영향을

CO2 농도에 대한 반응차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Li2CO3(L) 액상에 수소의

Li2ZrO3의 CO2 제거반응에 따른 성분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반응

흡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전후의 Li2ZrO3의 XRD 분석결과를 Figure 5 도시하였다. 그림에 도시

같이 주입된 H2의 소모가 일정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입된 CO2

한 바와 같이 Li2ZrO3의 경우 2theta value 20, 26, 43 등에서 주 peak를

와 H2의 반응에 의하여 CO와 물이 생성되는 수성가스 반응에 기인하

보이며 생성된 조성이 Li2ZrO3의 복합산화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것으로 사료되며 극히 미량의 CO가 발생하는 것을 GC를 통해 확

또한 반응후의 XRD 결과에서도 2theta value 25, 28에서 Li2CO3가 주

인하였다.

peak로 나타나 반응후의 생성물이 Li2CO3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응온도 500 ℃에서 Li2ZrO3의 반응전후 SEM 사진 분석결

반응온도 650 ℃에서 위에서와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Figure 8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O2 제거반응

과(Figure 6), 반응 전에는 단결정의 복합체로 나타났고 CO2와의 반응

속도는 Figure 7의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의 생성된 입자의 결정구조는 미세공이 발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TGA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고정층의 반

이는 Li2CO3가 반응에 의하여 형성되며 Li2ZrO3의 결정구조가 파괴되

응온도가 TGA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의 Li2CO3의 분

고 ZrO2 표면에 Li2CO3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

Li2ZrO3의 CO2 제거반응시 H2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온도

의 존재로 인하여 CO2 제거반응의 효과가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50 ℃에서 10% H2 존재 하에 CO2 제거반응을 수행한 결과와 순수

이러한 결과는 반응온도 증가로 인하여 수소에 의한 CO2의 수성가스

CO2의 제거반응을 고정층 반응기에서 가스유량 150 mL/min로 실험

반응이 보다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결과를 Figure 7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H2

합성가스의 주성분중 하나인 CO가 Li2ZrO3의 CO2 제거반응에 미

의 존재는 CO2의 반응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고정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Li2ZrO3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반응성은 수소의 존재에 관계없이 일정

Figure 9와 Figure 10은 각각 550 ℃, 650 ℃일 때 고정층 반응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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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2/H2 outlet concentrations from the Li2ZrO3 packed
bed reactor at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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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2/CO outlet concentrations from the Li2ZrO3 packed bed
reactor at 550 ℃.

`

Figure 8. CO2/H2 outlet concentrations from the Li2ZrO3 packed
bed reactor at 650%.

Figure 10. CO2/CO outlet concentrations from the Li2ZrO3 packed
bed reactor at 650 ℃.

100%CO2, 90%CO2 + 10%CO, 10%CO + 90%Ar의 조성으로 반응을

이상에서는 생성된 Li2CO3의 분해로 반응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진행시킨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이 때 가스의 유량은 모두 150

3) 반응 전후의 Li2ZrO3의 XRD 및 SEM 분석을 통하여 단결정의

mL/min으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0

Li2ZrO3의 합성과 CO2와의 반응을 통한 Li2CO3의 생성을 알 수 있었

℃에서 반응시킨 경우 CO가 공존하면 CO2의 제거 효율이 크게 감소

고, 생성된 미세공의 Li2CO3/ZrO2 구조를 확인하였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온도를 650 ℃로 증가시키면 CO2의 제

4) Li2ZrO3-CO2 반응에 있어서 H2의 경우는 CO2 반응성에 크게 영

거반응 속도가 감소하며 CO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향을 주지 않았으며 CO의 경우 CO2의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반응제 표면에 존재하는

확인되었다.

미량의 수분과 반응하여 CO2의 생성이 유발되며 동시에 반응제 표면
에 생성된 Li2CO3에 CO의 흡수가 진행되어 CO2의 흡수를 방해하기

감

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의 21C 프론티어사업 연구비

4. 결

론

ZrO2와 Li2CO3로 합성된 Li2ZrO3를 이용하여 가스화로에서 발생하
는 합성가스내의 CO2 제거 특성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Li2ZrO3-CO2 반응에 있어서 CO2 유량 100 mL/min 이상에서는
반응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반응차수는 1차로 나타났다.
2) 반응온도에 따른 Li2ZrO3의 CO2 제거능은 온도구간 500～600
℃에서 증가하여 제거량은 질량비 기준으로 16%를 보였으며 700 ℃

지원 하에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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