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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Fe/Zr 혼합 산화물 매체 상에서의 2단계 열화학 메탄 개질 반응을 고정층 적외선 반응로를 이용하여 수행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금속 산화물은 CO, H2 및 환원된 금속 산화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1173 K의 온도에서 메탄으로 환원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환원된 금속 산화물은 H2와 금속 산화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973 K의 온도에서 재산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u/Fe/Zr 혼합 산화물 내 Cu 첨가량에 따른 반응 특성과 사이클 반응을 평가하였다. Cu/Fe/Zr 혼합 산화물 매체 내 Cu
첨가량 증가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서 CH4 전환율, CO2로의 선택성 및 H2/CO 몰 비는 증가하였으며, CO로의 선택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두 번째 단계에서 H2 생성량은 Cu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의
첨가량이 x = 0.7인 CuxFe3-xO4/ZrO2 매체는 내구성이 우수한 매체임을 지시하듯이 10회의 사이클 순환 반응에서 우수한
재생 성능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물 분해 단계에서 침적된 탄소의 가스화 반응은 매체 내 Cu 첨가에 의해 촉진되었다.
A thermochemical methane reforming consisting of two steps on Cu/Fe/Zr mixed oxide media was carried out using a fixed
bed infrared reactor. In the first step, the metal oxide was reduced with methane to produce CO, H2 and the reduced metal
oxide in the temperature of 1173 K. In the second step, the reduced metal oxide was re-oxidized with steam to produce H2
and the metal oxide in the temperature of 973 K. The reaction characteristics on the added amounts of Cu in Cu/Fe/Zr mixed
oxide media and the cyclic tests were evaluated. With the increase of the added amount of Cu in Cu/Fe/Zr mixed oxide
media, the conversion of CH4, the selectivity of CO2 and the H2/CO molar ratio were increased, while the selectivity of CO
was decreased in the first step. On the other hand, the evolved amount of H2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added amount
of Cu in the second step. The CuxFe3-xO4/ZrO2 medium added with Cu of x = 0.7 showed good regeneration properties in
the 10th cyclic tests indicating that the medium had high durability. In addition, the gasification of the deposited carbon in
the water splitting step was promoted with the addition of Cu in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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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로 전환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일사량이 많은 썬-벨트
(sun-belt)로부터 에너지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는 공업화된 인구 밀집
지역으로 태양에너지를 저장 및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태양 열화학 메탄 개질은 저장 및 운송을 위한 화학 경로 중 하나로
서 많은 다른 형태의 공정들이 제안되었다. 이들 중에서 금속 산화물

대체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이다.
이론적으로 20%의 집광효율을 갖는 집광시스템을 이용하고 지구면적
의 0.1%만을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면, 현재의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태양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무한하다는 특징과 원유의
고갈과 함께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
구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기 및 화석 연료를 기초로 한 현재의 에너지 기반

의 산화-환원 계와 메탄 수증기 개질 반응을 접목한 2단계 태양 열화
학 메탄 개질이 화학 에너지로의 태양에너지의 고효율 전환을 위하여
유리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2단계로 이루어진 태양 열화학 메탄 개
질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반응은 메탄 수증기
개질 반응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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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CH4 = MOred + CO + 2H2 (합성 가스 생성 단계)
(물 분해 단계)
MOred + H2O = MO + H2
첫 번째 단계인 합성 가스 생성 단계는 메탄과 금속 산화물(MO:
metal oxide) 매체와의 반응에 의해 2의 H2/CO 몰 비를 갖는 합성 가
스와 환원된 금속 산화물(MOred: reduced metal oxide)을 생성한다.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며 반응열은 태양 집광열로부터 공급받는다. 이
반응으로부터 탄화수소의 열량값은 이론적으로 약 28% 상승하는 것
으로 계산되었으며, 생성된 합성 가스는 2의 H2/CO 몰 비를 가지므로
메탄올, DME (dimethyl ether) 및 Fischer-Tropsch 액체 연료의 합성을
위하여 가장 원하는 몰 비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두 번째 단계인
물 분해 단계는 MOred와 수증기와의 반응에 의해 MO와 순수한 수소
를 생성한다. 여기서 이론적인 것처럼 순수한 수소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 합성가스로부터 순수한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
었던 수성가스 전이 반응과 같은 공정들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
는다. 제안된 열화학 메탄 개질 공정은 환경적으로도 매우 적합한 공
정이다. 공정 열 공급을 위해 개질기 내 일부의 메탄을 연소하는 기존
의 메탄 수증기 개질 공정과 비교할 때, 본 공정은 이론적으로 약 21%
의 CO2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1].
제안된 공정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적 핵심은 크게 태양광의 고온
열 집광을 위한 기술 및 금속 산화물 순환 매체의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로부터 약 1273 K 이하로 태양광을 집광하는 기
술은 거의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금속 산화물 매체의 개발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금속 산화물 순환 매체의 개발과 관련하여
Kodama 등[1-3]은 먼저 In2O3, SnO2, V2O5, MoO3 및 WO3 산화물 매
체들의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WO3 매체가 산화-환원 반
응성, 높은 CO선택성 및 적절한 H2/CO 값을 갖는 합성 가스 제조 측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했다. 더 나아가, 환원된 금속 산화물
의 소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WO3 활성 성분에 결합제로서 ZrO2, Al2O3
및 SiO2 등의 혼합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WO3/ZrO2 매체가 환원 후
물 분해 단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소 발생 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산화-환원 능력이 우수한 Fe3O4에 전이금속을 치
환한 페라이트계 매체를 이용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기존 수증기
메탄 개질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Ni를 치환한 Ni-ferrite나 Ni-ferrite/ZrO2 매체는 매우 우수한 반응성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빠른 탄
소 침적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었다[4,5]. 대부분 결합제로서 ZrO2가
첨가된 경우에는 환원된 금속 산화물 매체의 물 분해가 가능하였다.
이것은 첨가된 ZrO2가 고온 반응에서 안정하며 활성 성분의 환원에
의한 소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그러므로 2단계 메탄 개질을 위한 적절한 금속 산화물 매체는 반응
성, CO 선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비활성화를 유도하는
탄소 침적을 가능한 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먼저 결합제로
서 ZrO2의 첨가와 함께 활성 성분으로서 다양한 전이 금속들이 치환
된 페라이트(Mn, Co, Cu, 등)계 화합물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로서 대부분의 페라이트 계 화합물들은 기
존의 WO3/ZrO2 매체보다 우수한 반응성을 나타냈으며, 반응성이 우
수한 매체들은 비교적 빠른 탄소 침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Cu가 치환된 페라이트의 경우 다른 페라이트 계 화합물
들과 비교하여 반응성은 낮을지라도 가장 낮은 탄소 침적량을 나타냈
다[8].
따라서 본 연구는 2단계 열화학 메탄 개질 반응을 위하여 탄소 침
적 측면과 사이클 순환 반응을 위하여 유리한 것으로 고려된 Cu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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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 페라이트 계 화합물들을 주목했다. 먼저 결합제로서 ZrO2를 사
용하고 활성 성분으로서 Cu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며 Cu가 치환된 페
라이트계 금속 산화물들인 Cu/Fe/Zr 혼합 산화물 매체들을 제조했다.
Cu의 첨가량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으며, 매체의 특성 분석
결과와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가장 우수한 조성의 매체
를 선정하여 10회의 사이클 반응을 수행함으로서 내구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2. 실

험

2.1. 매체 제조
2단계 메탄 개질 반응을 위한 매체들은 공침법을 이용하여 제조
했다. Fe, Cu 및 Zr 금속 성분을 포함하는 액상의 전구체로서 각각
Fe(NO3)3⋅9H2O (Kanto, 99%), Cu(NO3)2⋅3H2O (Junsei, 99.5%), 및
Zr(OCH2CH2CH3)4 (Fluka, 70 wt%)를 용해한 0.5 M농도의 수용액을
사용했다. 최종 생성물 매체인 CuxFe3-xO4/ZrO2에서 Cu의 조성인 x가
0.3, 0.5, 0.7, 1.0 및 1.5가 되도록 Cu와 Fe의 첨가량을 변화시켰으며,
결합제로 사용된 ZrO2는 전체 매체 무게의 45%가 되도록 고정했다.
비교를 위한 Fe3O4/ZrO2 매체의 경우에도 ZrO2는 매체 무게의 45%가
되도록 고정했다. 원하는 비율의 전구체들을 혼합한 용액을 30 min
동안 교반하여 혼합한 다음, 침전제인 1 M 농도의 NaOH 수용액을 서
서히 첨가하며 pH가 11이 되도록 조절했다. 원하는 pH에 도달한 다
음 60 min 동안 반응시켜 유색의 침전물을 얻었으며, 그 이후 여과하
고 탈 이온수로 세척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했다. 얻어진 고체 물

질을 373 K에서 15 h 동안 건조시킨 다음 공기 분위기의 1173 K에서
3 h 동안 소성시켜 최종 생성물 매체를 얻었다.
2.2. 2단계 메탄 개질 반응 실험

2단계의 메탄 개질 공정은 모두 상압에서 고정층 반응기를 이용하
여 수행했다[8]. 제조된 시료의 1 g을 180∼425 µm 크기로 선별했으
며, 이를 내경이 11 mm인 석영관 반응기에 넣어 순간 가열이 가능한
적외선 가열로에 위치했다. 운반 기체로는 Ar을 사용했다. 첫 번째 단
계인 합성 가스 생성단계에서, 반응 기체인 메탄은 CH4/Ar 혼합 기체
내 15 vol%가 되도록 조절했으며, 혼합 기체의 총 유속은 30 mL/min
로 고정했다. 두 번째 단계인 물 분해 단계에서, 운반기체인 Ar의 유
속은 30 mL/min로 일정하게 유지했으며 H2O/Ar 혼합 기체 내 수증기
의 분압이 31.1 kPa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했다. 반응 온도는 합성
가스 생성 단계와 물 분해 단계를 위하여 각각 900과 700 ℃로 고정
했으며, 적외선 가열로를 이용하여 5 min 이내에 원하는 반응 온도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반응 기체로 사용된 메탄 및 수증기는 반응 온도
가 유지되는 시점에서 공급되었다. 반응 동안 유출되는 기체의 성분
과 조성은 Carbosphere 컬럼을 사용하고 TCD가 장착된 on-line Gas
Chromatography (Donam, DS6200)를 이용하여 8 min 간격으로 분석
되었다. 더 나아가 X-선 회절 분석기(Philips, X’Pert MPD)를 이용하
여 반응 전과 후 시료의 결정 구조를 관찰했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역학 분석
HSC chemistry 5.1 프로그램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
단계 메탄 개질 반응에 관한 열역학 분석을 수행했다. Figure 1은
magnetite와 Cu-ferrite의 2단계 메탄 개질 반응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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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quilibrium composition of major components of syngas production step using CuFe2O4 with increasing temperature (HSC chemistry 5.1 program was used in this study).

Figure 1. Variations of ∆G0 for two-step methane reforming reaction;
(a) syngas production step and (b) water splitting step (HSC chemistry
5.1 program was used in this study).
Gibbs 자유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다. Cu-ferrite의 경우 단일 금속 산화
물인 CuO와 magnetite로 분리했으며 예상되는 페라이트상인 CuFe2O4
와 CuO⋅Fe2O3도 함께 나타냈다. 사용된 금속산화물 및 금속은 모두
완전 환원 및 산화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Figure 1의 (a)에 의하면, 합
성 가스 생성 단계를 위하여 magnetite를 포함한 모든 금속 산화물들
이 670∼900 K 이상의 온도에서 ∆G0 < 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조된 매체들의 메탄 환원 반응이 1173 K 온도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ure 1의 (b)에 나타낸 물 분해 반응
의 경우, 금속 Fe와 수증기와의 반응에 의해 magnetite를 형성하는 반
0
응만이 약 1273 K 이하의 온도에서 ∆G < 0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Cu 및 Cu+Fe 혼합 금속과 수증기와의 반응은 모든 온도에서
∆G0의 값이 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속 Cu의 첨가로 인해 물
분해 반응이 비교적 어렵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u/Fe/Zr-혼합 산화물 매체 내 Cu의 첨가는 물 분해 단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ure 2는 Cu-ferrite를 이용하여 합성 가스 생성 단계를 수행했을
경우 온도에 따른 평형 조성을 계산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약 1100 K
이상의 온도에서 메탄은 거의 모두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2/
CO의 몰 비는 이론적인 값인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u-ferrite를 이용한 합성 가스 생성 반응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선택
한 1173 K는 적절한 온도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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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탄소 침적
합성 가스 생성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탄소의 침적은 2단계 메탄
개질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합성 가스 생성 단계에서의 탄소의 침
적으로 인한 급격한 H2의 발생 증가 및 CO 발생 감소로 인해 H2/CO
의 몰 비가 2인 합성 가스의 생성이 어렵게 된다. 또한 다음 단계인
물 분해 단계에서 침적된 탄소와 수증기의 반응으로 인해 원하지 않
는 COx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순수한 수소의 생성이 어렵게 된다. 따
라서 합성 가스 생성 단계에서의 탄소 침적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
이 매우 중요했다. 우리는 먼저 Cu/Fe/Zr 혼합 산화물 매체들과의 비
교 연구를 위한 초기 기준 물질로서 동일한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Cu
가 첨가되지 않은 Fe oxide/ZrO2 매체를 제조했다. 제조된 매체 내 Fe
oxide 구조는 초기 Fe2O3의 구조를 갖게 되며 환원 반응에 의해 Fe3O4
및 Fe로의 환원이 점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환원된 Fe는 수증기
에 의해 재산화되어 Fe3O4의 구조를 형성한다[9]. 결과적으로 제조된
Fe oxide/ZrO2는 환원과 재산화의 순환과정에서 Fe와 Fe3O4의 결정
구조로 순환되는데, 이를 기준 물질로 하여 합성 가스 생성 반응을 시

작했다.
Figure 3의 (a)는 기준 물질인 Fe oxide/ZrO2를 이용하여 합성 가스
생성 반응을 수행하는 동안 시간에 따라 유출되는 기체의 몰 변화량
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 기체인 메탄은 초기 8 min 정도에는 비교적
빠른 전환 속도를 보였으나 그 이후 반응이 끝날 때까지 완만한 속도
로 전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생성물 기체인 H2와
CO의 생성 속도는 약 64 min까지 점차 증가했다. 그 이후 H2는 급격
한 생성량 증가를 나타낸 반면, CO의 경우 메탄 전환 속도의 연속적
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반응 시간 증가에 따라 탄소의 미시적인 침적이 시작되고 어느 순
간에 그 침적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정확한 탄
소 침적 시기를 확인할 목적으로 합성 가스 생성 반응이 진행되는 동
안 유출된 CH4, CO 및 CO2를 이용하여 탄소를 기준으로 한 기체들의
총 몰 유속을 Figure 3의 (b)에 나타냈다. Figure 3에 의하면, 반응 초
기부터 약 56 min까지 유출되는 탄소 기체들의 총 몰 유속은 약 0.2
mmol/min로 일정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것은 Figure 3의 (a)에서 CO의 생성량 감소가 시작되기
전인 약 56 min부터 탄소 침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탄소 기체들의 총 몰 유속이 감소되는 시점을 탄소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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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atterns of CuxFe3-xO4/ZrO2 [(a) x = 0.3, (b) x = 0.7,
and (c) x = 1.5] mediums (■: Fe2O3, ▼: Cu0.67Fe2.33O4, ●: CuO,
◇: ZrO2).

Figure 3. The experimental results after syngas production step using
Fe oxide/ZrO2; (a) Variations of evolved gaseous amounts and (b)
Variation of total carbon balance (sample: 1 g, reaction temp.: 1173 K,
reaction time: 72 min, concentration of CH4: 15 vol%).
적되는 시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탄소 침적 시기를 고려하여 모든
매체들의 반응 시간을 설정했다.
3.3. Cu/Fe/Zr 혼합 산화물 매체 내 Cu 첨가량의 영향
Cu 첨가량을 변화시키며 다양한 Cu/Fe/Zr 혼합 산화물 매체를 제조
했으며 Cu 첨가량에 따라 CuxFe3-xO4/ZrO2 (x = 0.3, 0.5, 0.7, 1.0 및
1.5)로 명명했다. 제조된 매체들을 이용하여 2단계 메탄 개질 반응을
수행하고 Cu 첨가량이 Cu/Fe/Zr 혼합 산화물 매체의 구조와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기준 물질로 사용된 Fe
oxide/ZrO2 매체와의 반응 특성과 비교 관찰하였다.
Figure 4는 CuxFe3-xO4/ZrO2 매체 내 Cu 조성인 x가 0.3, 0.7 및 1.5인
매체들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u 조성인 x가 0.3인
매체는 Figure 4의 (a)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결합제로 사용된
ZrO2의 결정 구조와 함께 Fe2O3 및 Cu0.67Fe2.33O4의 결정 구조가 관찰
되었다. 첨가된 Cu는 분리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Fe와 함
께 모두 Cu0.67Fe2.33O4의 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반면, 과량으로 존재하
는 Fe 산화물은 Fe2O3의 결정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Figure
4의 (b)와 같이 Cu 조성인 x가 0.7로 증가한 경우, 더 이상 Fe2O3의
결정 구조는 관찰되지 않고 ZrO2와 함께 Cu0.67Fe2.33O4의 결정 구조만
이 관찰되었다. 즉, Cu 조성인 x가 0.7이 되도록 Cu를 첨가하는 경우

첨가된 Cu가 거의 양론적으로 Fe와 결합하여 Cu0.67Fe2.33O4의 페라이
트 결정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의 (c)는 Cu의
조성이 0.7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1.5의 Cu가 첨
가되었을 때의 결정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Cu의 조성인 x가 0.7 이상
인 경우 ZrO2 및 Cu0.67Fe2.33O4의 결정 구조 이외에도 CuO의 결정 구조
를 나타내는 피크가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Cu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CuO를 위한 피크의 강도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CuxFe3-xO4/ZrO2 매체 내 Cu 첨가량에 따라 2단계 메탄
개질 반응의 반응 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매체들을 위하여 먼
저 1173 K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메탄 환원 반응을 수행하였다. Figure
3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 분석을 수행한 다음, 탄소 침적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반응 시간을 결정하였다. 그 다음 동일한 매체를 이용하여
탄소 침적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반응 시간동안 메탄 환원 반응을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120 min 동안 물 분해 반응을 수행하였다.
Table 1에 의하면, Fe oxide/ZrO2는 CuxFe3-xO4/ZrO2 매체들에서 x
= 1.0 이하의 Cu 첨가량을 갖는 매체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반응
성을 의미하듯이 탄소가 침적되기까지의 반응 시간이 56 min로 작을
뿐만 아니라 25.4%의 비교적 높은 CH4 전환율을 나타냈다. H2/CO의
몰 비도 1.8로서 이론적인 값에 가까운 것으로 값을 나타냈으며, 물
분해 단계에서도 7.06 mmol/g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 발생량을 나
타냈다. 1회의 순환 사이클 결과만을 볼 때, Fe oxide/ZrO2는 탄소 침
적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비교적 우수한 매체의 하나로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될 Fe oxide/ZrO2를 이용한
사이클 횟수 증가에 따른 반응 실험 결과는 내구성이 매우 취약함을
나타내듯이 사이클 횟수 증가에 따라 급격한 활성 감소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한편, CuxFe3-xO4/ZrO2 매체들에서 x = 0.3으로부터 x = 1.5까지 Cu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 침적을 위한 반응시간은 136 min로부터
48 min까지 비교적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CH4 전환율
은 약 13.1부터 29.5%까지 고려할만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CO로의
선택성은 60.2로부터 42.7%까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CO2로의 선택
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즉, Cu 첨가량 증가에 따라
반응성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반응성의 증가가 탄소 침적 시기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6, 2007

차광서⋅김홍순⋅이동희⋅조원준⋅이영석⋅김영호

622

Table 1.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Two-step Methane Reforming Using CuxFe3-xO4/ZrO2 and Fe oxide/ZrO2 Mediums
Mediums

Step*

Fe oxide/ZrO2

S.P.
W.S.
S.P.
W.S.
S.P.
W.S.
S.P.
W.S.
S.P.
W.S.
S.P.
W.S.

Cu0.3Fe2.7O4/ZrO2
Cu0.5Fe2.5O4/ZrO2
Cu0.7Fe2.3O4/ZrO2
Cu1.0Fe2.0O4/ZrO2
Cu1.5Fe1.5O4/ZrO2

Total evolved gaseous amounts (mmol/g)
H2
3.27
7.06
3.90
6.19
3.42
6.05
3.26
5.66
2.45
4.81
2.45
4.37

CO
1.78

CO2
1.25

2.47

1.63

2.26

Molar ratio
(H2/CO)

CH4 Conversiona
(%)

1.84

b

Selectivity (%)

25.36

CO
58.75

CO2
41.25

1.58

13.13

60.21

39.79

1.63

1.51

12.76

58.13

41.87

1.98

1.66

1.65

15.59

54.31

45.69

1.49

1.61

1.65

18.57

48.02

51.98

1.28

1.72

1.91

29.47

42.68

57.32

Reaction time
(min)
56
120
136
120
136
120
104
120
80
120
48
120

a

CH4 conversion:          × (MCH4: unreacted CH4, FCH4,in: molar flow rate of CH4, t: reaction time)
Selectivity (carbon balance)      (Mj: carbon based prduct j, MCO,MCO2: molar amounts of CO and CO2
*
Syngas production step (S.P.) and water splitting step (W.S.) were accomplished at 1173 and 973 K, respectively.

b









Figure 5. The Effect of the added amount of Cu on CH4 conversion,
and CO and CO2 selectivity in syngas production step using CuxFe3-x
O4/ZrO2 mediums.

Figure 6. The amounts of evolved gases in cyclic tests of 2-step methane reforming using (a) Cu0.7Fe2.3O4/ZrO2 and (b) Fe oxide/ZrO2 mediums.

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CO2로의 완전 산화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2/CO 몰 비는 Cu 첨가량이 낮을 때 약 1.5
정도의 값을 나타냈으며, Cu 첨가량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
여 x = 1.5인 Cu 첨가량에서 약 1.9 몰 비의 이론적인 값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물 분해 단계를 위하여 973 K에서 120 min 동안 반응했을 때, Fe
oxide/ZrO2는 CuxFe3-xO4/ZrO2 매체들보다 높은 수소 발생량을 나타내
고 있다(Table 1). 한편, CuxFe3-xO4/ZrO2 매체들의 경우 Cu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소 발생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Figure 4의 X-선 회절 분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CuO의 결정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메탄 환원에 의해 Cu로 비교적 쉽
게 전환된다. 그러나 전환된 Cu는 Figure 1의 열역학 분석을 통해 확
인한 바와 같이 다시 수증기와의 반응에 의해 CuO로 전환되기 어렵
기 때문에 수소 발생량이 감소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려져 있다[10,11]. 또한 메탄 직접 분해를 위한 Ni/Al계 촉매 내 적정
량의 Cu 첨가가 촉매의 비활성화를 촉진하는 탄소 층의 형성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정 조성
이상의 Cu 첨가는 오히려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13]. 이외에도 메탄의 완전 산화반응을 위한 연구로부터 ZrO2나
CeO2과 같은 금속산화물에 Cu가 첨가되었을 때 Cu는 우수한 반응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14], 적절한 반응 조건하에서
MgAl2O4에 Cu를 첨가한 경우에도 100%의 CO2 선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 상기 내용들을 기초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했
을 때, Cu의 첨가는 탄소 침적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CO2로의 완전
산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Cu는 수소화 촉매의 활성종으로 사용될 경우 수소 분
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침적된 탄소들과의 높은 친화력
으로 인해 가스화 반응을 촉진하여 탄소 침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
공업화학, 제 18 권 제 6 호, 2007

3.4. 사이클 순환 특성
먼저 비교를 목적으로 높은 반응성을 나타냈던 Fe oxide/ZrO2 매체
를 이용한 사이클 반응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합성 가스 생성 단계와
물 분해 단계를 위하여 반응 시간은 각각 56 min과 120 min로 고정하

였다. 이 매체의 경우, Figure 6의 (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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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Cyclic Tests in Syngas Production Step on Cu0.7Fe2.3O4/ZrO2
Cycles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Total evolved gaseous
amounts (mmol/g)
CO
CO2
H2
2.96
1.83
1.46
3.99
2.28
1.20
3.33
1.99
0.96
2.63
1.63
0.84
2.24
1.47
0.72
2.56
1.66
0.80
2.50
1.63
0.82
3.03
1.89
0.85
2.43
1.65
0.72
3.04
1.91
0.88

H2/CO

The starting point of
carbon deposition (min)

1.62
1.75
1.67
1.61
1.52
1.55
1.53
1.60
1.47
1.59

104
96
88
80
72
80
80
88
88
96

클 횟수 증가에 따라 반응 활성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기 때문에 3
회의 사이클 순환 반응에서 반응을 중단하였다. 한편, 순환 반응 결과
를 살펴보면 물 분해 단계에서 수소 외에 다른 CO 및 CO2와 같은 생
성물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Fe oxide/ZrO2 매체의 경우 메탄
환원 단계에서 탄소의 침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증기와의 산화 단
계에서 침적된 탄소와의 가스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사이클 횟수의 증가에 따라 반응물의 통로를 위
한 기공은 점차적으로 폐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는 Cu가 첨가된 CuxFe3-xO4/ZrO2 매체들 중에서 사이클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매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상기 결과를 기초로 먼저 비
교적 반응성이 온화한 매체의 선정을 고려하였다. 또한 X-선 회절 분
석으로부터 관찰된 바와 같이 주로 Cu0.67Fe2.33O4 결정 구조만이 나타
난 Cu 첨가량인 x가 0.7인 CuxFe3-xO4/ZrO2 매체를 선정하였다. 이 매
체를 이용한 사이클 반응 실험에서 합성 가스 생성 단계와 물 분해
단계를 위한 반응 시간은 각각 104와 120 min로 고정하였다. 이 매체
의 경우 10회의 사이클 반응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6의 (a)
에 나타냈다. Figure 6의 (a)에 의하면, 1회의 사이클 반응 이후 5회의
사이클 반응까지 반응성의 큰 증가와 함께 합성 가스 생성 단계의 경
우 H2 및 CO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물 분해 단계의 경우 H2의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6회 이상의 사이클 반응부터
는 점차적으로 반응성 감소와 함께 합성 가스 생성 단계에서 발생하
는 H2 및 CO의 양이 점차 감소했으며, 물 분해 단계에서도 H2의 발생
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Table 2는 동일한 사이클 반응에서 탄소
침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발생된 H2, CO 및 CO2의 양 그리고 H2/CO의
몰 비를 나타낸 것이다. 탄소 침적 시기는 5회의 사이클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매체를 이용한
사이클 반응에서 매우 특이한 것은 Fe oxide/ZrO2 매체의 사이클 반
응과는 달리 물 분해 단계에서 CO 및 CO2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상기한 결과들을 밝혀내기 위하여 동일한 매체와 동일한 반응 조건
에서 실험하여 시료를 제조하고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단계별 결정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7의 (a)는 반응
전, (b)는 1회의 합성 가스 생성 단계 반응을 수행한 후 그리고 (c)는
1회의 물 분해 단계까지의 반응을 수행한 후 얻어진 시료들이다. 1회
의 환원 반응 후 얻어진 시료인 Figure 7의 (b)에서 Cu0.67Fe2.33O4 결정
구조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금속 Fe와 Cu의 결정 구
조만이 관찰되었다. 또한 다음의 물 분해 단계 반응 후에는 ferrite 결
정 구조와 함께 Cu 금속의 결정 구조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이때 Cu
금속의 결정구조가 관찰된 것을 고려하면, ferrite 결정 구조는 아마도

Figure 7. XRD patterns of a Cu0.7Fe2.3O4/ZrO2 medium; (a) fresh sample, (b) after 1st syngas production step, (c) after 1st water splitting
step, and (d) after 11th cyclic test (▼: Cu0.67Fe2.33O4, ■: Fe, ●: Cu,
◇: ZrO2).
Cu0.67Fe2.33O4와 Fe2.93O4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7의 (d)는 10회의 사이클 반응 후 얻어진 시료를 공기 분위기
내 1173 K에서 재생한 다음 11회의 사이클 반응 후 얻어진 시료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는 1회의 사이클 반응 후
얻어진 시료와 유사한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사이클 순환 반응에서 전체 혹은 일부의 Cu가 물 분해
단계 반응 후에도 금속 성분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5회까지의
사이클에서 메탄 반응물의 통로를 제공하며, 물 분해 반응 단계에서
는 가스화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5회 이상의 사이클에서는 서서히 매체 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어 비
활성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10회의 사이클 반응 후 재생을 통
하여 얻어진 11회의 사이클 반응에서 재생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2단계 열화학 메탄 개질의 실용화를 위하여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더
우수한 매체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Cu/Fe/Zr 혼합 산화물 매체 상에서 2단계 열화학 메탄 개질 반응을
수행하였으며, 반응 특성에 미치는 Cu 첨가량의 효과와 사이클 반응
특성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단계 메탄 개질 반응에서 합성 가스 생성 단계 반응을 수행한
결과, 탄소 침적에 의한 매체의 비활성화 현상이 나타났고, 매체의 종
류에 따라 탄소 침적 시기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반
응성 증가에 따라 탄소 침적시기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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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xFe3-xO4/ZrO2 매체들에서 Cu 첨가량 증가에 따라 합성가스 생
성 단계에서 CH4 전환율, CO2로의 선택성 및 H2/CO 몰 비는 증가하
였으며, CO로의 선택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물 분해
단계에서 H2의 생성량은 Cu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Cu의 첨가량이 0.7인 CuxFe3-xO4/ZrO2 매체는 10회의 사이클 반
응에서 비교적 우수한 재생 성능을 나타냈다. 이때 첨가된 Cu의 전체
또는 일부가 1회의 사이클 반응 이후 계속적으로 산화되지 않은 금속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물 분해 단계에서 침적
된 탄소와의 가스화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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