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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Various Ranks of Coal Gasification with CO2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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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coals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used for pulverized coal boiler in power plants 
in Korea. In this study, the gasification reactivities of various coal chars with CO2 were investigated. Carbon 
conversion was measured using a real time gas analyzer with NDIR CO/CO2 sensor. In a lab scale furnace, 
each coal sample was devolatilized at 950℃ in nitrogen atmosphere and became coal char and then further 
heated up to reach to a desired temperature. Each char was then gasified with CO2 under isothermal condi-
tions. The reactivities of coal chars were investig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The shrinking core model 
(SCM) and volume reaction model(VRM) were used to interpret the experiment data. It was found that the 
SCM and VRM could describe well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in the carbon conversion of 0-0.98. The 
gasification rates for various coals were very different. The gasification rate for any coal increased as the vola-
tile matter content increased.

Key Words : Coal gasification, Kinetic model, CO2 Gasification, The volume reaction model(VRM), The shrin-
king core model(SCM)

1. 서 론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청

정 화력 발전소인 석탄 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
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기술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9기의 상용

급 실증 플랜트가 운전 중에 있고, 발전효율 향상 등

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이 추진 중이다. 미국은 현

재 4기(1.2 GW)가 운전 중이며 2010년까지 총 3기
(2.1 GW)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IGCC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2007년 100% 
자국 기술의 250 MW급 실증 플랜트 건설을 추진

하였다. 우리나라도 제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
2017년)에 300 MW급 IGCC 실증 플랜트 건설을 반

영하여 국가차원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IGCC 
기술은 석탄을 고온(최대 1,700℃), 고압(최대 30 bar) 
하에서 가스화 시켜 일산화탄소(CO), 수소(H2)가 주

성분인 합성가스를 제조ㆍ정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친환경 발전기술을 말한다. 많
은 연구자들은 반응온도, 석탄 종류, 열분해 조건, 
가스화제 부분압력, 시스템 총압력, 시료크기, 시료

의 기공구조 등이 가스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 하였으며 여러 가지 반응모델을 개발하였다. 가
스화 특성 및 반응 모델에 관한 연구는 향후 가스

화기(gasifier)의 설계와 운전에 필수적이다.
석탄 가스화는 크게 열분해(pyrolysis)와 촤(char) 

가스화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열분해 과정은 수

분의 증발과정과 저분자 물질이 저온에서(350∼800℃) 
분해되어 탈휘발화(Devolatilization)되는 과정을 의

미한다. 열분해 과정의 주요 물질은 탄화수소계 및 

CH4, CO, H2, H2O, HCN 등을 포함하는 비응축성 

가스와 타르와 같은 응축성 가스/액체이다. 두 번째 

과정인 촤 가스화 반응은 고상과 기상의 이종간 반

응(heterogeneous reaction)으로 내부 기공구조 때문

에 반응이 복잡하며 탈휘발화 과정에 비해 반응속

도가 매우 느리다. 따라서 촤 가스화 반응이 전체반

응을 좌우하게 되고 석탄 종류별 가스화 반응성은 

매우 다르다. 전체 반응을 지배하는 가스화 반응으

로는 CO2 가스화와 스팀 가스화가 있다. 본 논문에



김용택․서동균․황정호42

서는 CO2 가스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촤-CO2 가스화 실험은 TGA(Thermogravimetric analy-

zer), 고정형 반응기, 유동층 반응기 그리고 DTF(Drop 
tube furnace) 등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1,3-8]. 
Yasyerli 등은 갈탄을 800～950℃에서 TGA를 이용

하였고[1], Zhang 등도 중국 무연탄을 920～1,050℃
에서 TGA를 이용하였으며[2], Liu 등은 호주탄 등

을 900～1,200℃에서 유동층 반응기와 GC(가스크

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가스화 실험을 수행하였

다[3]. Ahn 등은 인도네시아 아역청탄을 900～1,400℃
에서 DTF와 실시간 가스분석기를 이용하였고[4], 
Kajitani 등은 호주탄 등을 1,100～1,500℃에서 가압

형 DTF와 GC, FT-IR(적외선 분광기)을 이용하였으

며[5], Liu 등은 3종류의 석탄을 1,000～1,600℃에서 

유동층 반응기와 GC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6].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온도변화

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석탄 가스화 특성을 연구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탄종은 현재 국내 미분탄(Pul-
verized Coal) 발전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12종을 선정하였다. 미분탄용 역청탄의 촤 가스화 

반응은 1,000℃ 미만에서는 촤의 탄소 전환율 9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가스화 특성 및 반응모

델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못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 전환율 90% 이상을 달

성할 수 있는 1,050～1,350℃ 영역에서 CO2 가스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초 데이터는 향후 가

스화기 운전 및 적정한 탄종 선정 시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초 이론

탄소 전환율 X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m0는 촤의 초기 질량, m은 시간 t에서의 질

량이다. 촤의 질량은 모두 무수무회기준(dry ash free)
이다. 탄소 전환율의 시간 변화율, 즉 반응성(reacti-
vity)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2)

k는 가스화 반응속도상수(gasification reaction rate 
constant)로서 온도(T )의 영향과 반응가스의 부분 압

력(PCO2)의 영향을 포함한다. f(X )는 가스화 과정동

안 시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유용한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8]. 가스화 실험을 하는 동안 반응가

스 부분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k는 온도에 의

존한다. Arrhenius 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3)

여기서 A는 frequency factor(1/min), Ea는 활성화 에

너지(J/mol), R은 가스 상수(J/mol․K), T는 절대온

도(K)이다.
기존 연구자들은 가스화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여

러 가지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VRM 
(Volume Reaction Model)과 SCM(Shrinking Core Mo-
del)을 기준으로 반응성을 설명하였다[1-8,11].

VRM은 이종간(heterogeneous) 반응인 가스-촤 반

응을 동종간(homogeneous) 반응으로 단순화한 모델

로 반응가스는 촤의 내부와 외부의 모든 가능한 곳

에서 균질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반응이 진행될

수록 촤의 크기는 동일하며 밀도는 감소한다. 이 때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  ln   (4)

SCM 모델은 초기에는 반응가스가 촤의 표면에

서 반응을 시작하고 점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non- 
reacted core 표면에서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촤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때 반

응식은 아래와 같다.




 ,     (5)

3. 실험 내용

3.1. 시료 조제

석탄시료는 ASTM D 2013(Preparing Coal Samples 
for Analysis) 기준에 따라 조제 되었으며 시료크기

는 250 µm(표준체 No. 60) 이하이다. 시료 12종은 

국내 미분탄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 중이며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 산지별로 휘발분과 회

분 양(%)을 고려하여 실험 시료로 선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호주의 SO coal이 휘발분이 22.17%로 가

장 낮았으며 인도네시아의 IN, JB, WI, AB coal은 

40% 내외로 가장 높은 범위에 있다. 회분은 SO coal
이 19.18%로 가장 높고 AB coal이 4.52%로 가장 낮

다. ASTM D 388 기준에 따라 석탄을 분류하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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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al Properties

　Coals
Proximate Analysis(ad, %) HHV

(ad, kcal/kg)Moisture VM FC Ash VMdaf
SO(호주) 1.50 22.17 57.16 19.18 27.95 6,786 
MI(중국) 3.89 27.08 60.43 8.60 30.95 7,338

VI(남아공) 3.18 28.17 53.84 14.80 34.35 6,774 
CE(호주) 2.37 28.64 53.04 15.96 35.07 6,841
FL(호주) 2.13 31.15 52.17 14.55 37.39 7,046 
SH(중국) 5.87 31.90 55.04 7.18 36.69 7,171 

KU(러시아) 3.80 33.73 47.60 14.87 41.47 6,915 
CO(캐나다) 4.47 34.57 50.05 10.91 40.85 6,732 

IN(인도네시아) 10.20 38.72 44.83 6.24 46.34 6,997 
JB(인도네시아) 9.05 40.91 43.79 6.25 48.30 6,766 
WI(인도네시아) 3.00 42.19 43.31 11.50 49.35 7,022
AB(인도네시아) 8.64 42.71 44.13 4.52 49.18 6,798

* VM : Volatile Matter, FC : Fixed Carbon, HHV : Higher Heating Value, ad : air-dried basis, daf : dry ash free

험시료 모두 역청탄에 속한다.

3.2. 실험장치

Fig. 1은 본 실험의 개략도이며, 수평식 고정형 반

응기를 사용하였다. 반응기는 Siliconit 전기로와 내

경 60 mm, 전체길이 700 mm, 발열구간 길이 400 
mm의 알루미나 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R형 열전대

(Thermocouple) 2대를 설치하였으며 1대는 3개의 센

서를 장착하고 반응기 내부 수평방향으로 삽입하여 

중앙과 좌우 10 cm 간격으로 3곳의 가스온도를 측

정하였고 나머지 1대는 반응기 외부 중앙 벽면온도

를 측정하였다. 석탄시료는 반응기의 정중앙에 위치

하게 하였고 CO와 CO2의 계측을 위해 가스 분석기

(GreenLine 9000)를 이용하였다. 가스분석기는 NDIR
(비분산적외선) 방식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실

시간(초)으로 ppm 단위의 농도를 측정하여 데이터

를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질소와 이산화탄소는 반

응기에 주입되기 전에 균질하게 혼합되어 대기온도 

상태에서 공급된다.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3.3. 실험방법

가스화 실험은 Fig. 2와 같이 1단계 열분해 단계

(촤 제조), 2단계 촤 가스화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하였다. 열분해 단계는 질소 분위기에서 비등온조건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승온속도 10℃/min, 최
종온도 950℃에서 30분 유지하였다. 열분해 단계에

서 최종온도 950℃에 도달직후 또는 30분 이내에 CO, 
CxHy, H2 등 열분해 가스농도가 ‘0’ ppm에 근접하

여 완전한 촤를 만들게 된다. Kajitani와 Liu 등은 

열분해 최종온도, 승온속도, 열분해 시간이 촤 가스

화 반응에 큰 영향을 주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촤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5,6].
가스화 단계는 열분해가 완료된 촤를 다시 950℃

에서 목표온도까지 10℃/min으로 승온하고, 등온조

건에서 가스화제로 질소 3 L/min, 이산화탄소 2 L/ 
min(농도 40 vol%), 총 5 L/min을 니들밸브와 유량

계로 정밀하게 조절하여 주입하였다. 가스화제 주입 
후 약 10분에서 60분간 가스분석을 실시하였다. 초
기 석탄 시료는 각각 100 mg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대기압 하에서 이루어졌다.

Fig. 2.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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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time curve of five coals : (a) 1,050℃ (b) 1,350℃.

실험온도 1,050～1,350℃ 범위에서 100℃ 단위별

로 온도를 높이며 가스화 반응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가스화제인 CO2는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온도 증

가에 따라 분해되어 CO를 생성하므로 시료 없이 바

탕실험을 통해 발생하는 CO를 실험 자료에서 빼주

어 계산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탄소 전환율(X)
Fig. 3은 시간경과에 따른 가스화 반응물인 CO2와 

가스화 생성물인 CO의 농도를 보여준다. 이 때 시

간 축의 ‘0’은 CO2의 주입 시간에 해당하고 주입량

은 40 vol%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

응 초기에는 가스화 반응성이 활발하여 많은 양의 

CO2가 소모되어 약 34%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

록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반응 종료시점에서 40%에 

이른다.
Fig. 4는 MI coal의 온도별 탄소 전환율을 나타내

었다. 이 때 탄소 전환율(X)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Fig. 3. CO and CO2 vs. time of MI coal at 1,350℃.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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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0, 1, 2, 3, .....) (6)

여기서 [CO]는 CO의 농도를 나타내고 dt는 6초 간

격이며, X(tn)은 시간 tn일 때의 탄소 전환율이다. 촤
(탄소)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온전히 CO만 생

성된다. 따라서 분모 값은 촤가 완전히 반응하여 CO 
농도가 0 ppm이 될 때까지의 시간, 즉 반응 전체시

간 동안 CO 생성량으로 촤의 초기무게(m0)와 같다. 
분자 값은 특정시간까지 CO 생성량(촤의 반응량)으
로 식 (1)의 ‘m0 - m’과 동일하다.

Fig. 4에서 온도변화에 따라 탄소 전환율 그래프

가 뚜렷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Fig. 5는 시료 5종의 탄소 전환율 그래프이며 (a)

와 (b)는 각각 1,050℃와 1,350℃에서의 결과이다. 
1,050℃에서 탄소 전환율 그래프는 탄종별로 뚜렷이

Fig. 4. X-time curve of MI coal at 1,05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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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valuation of reaction models for various coals at 1,350℃(X=1.0) : (a) SCM, (b) VRM.

Fig. 7. Evaluation of reaction models for various coals at 1350℃(X=0.98) : (a) SCM, (b) VRM.

구분되었지만 1,350℃에서는 탄종별 구분이 약화되

었다. 이것은 비교적 저온일 때는 화학반응이 지배

적이기 때문에 탄종별 고유의 반응성에 따라 탄소 

전환율이 구별되었지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입자

크기, 가스화제의 확산 등 물리적 요인이 반응성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4.2. 반응모델 적용

일부 연구자들은 1,000℃ 미만의 탄소 전환율 10～
90%의 자료를 가지고 반응모델을 적용했지만 반응

모델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탄소 전환율 90%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역청탄으로 1,000℃ 미만에서는 가스화 반응이 더디

어 일부시료의 경우 탄소 전환율 90% 이상의 자료를 
취득하기 곤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50～
1,350℃ 구간에서 모든 탄종의 탄소 전환율 100% 자
료를 취득했으며 이중 1,350℃의 실험 자료로 반응

모델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Fig. 6(a), (b)
는 탄소 전환율이 100%일 때 각각 3(1 - (1 - X )1/3) vs.

Table 2. Comparison of correlation(R2) between SCM 
and VRM at 1,350℃

Coals
X=1.0 X=0.98

SCM VRM SCM VRM
SO 0.9311 0.8432 0.9577 0.9965
VI 0.9244 0.8844 0.9850 0.9853
FL 0.9350 0.8871 0.9920 0.9769
SH 0.7249 0.9634 0.9490 0.9995
KU 0.9445 0.8278 0.9507 0.9969
CO 0.8951 0.9196 0.9856 0.9849
IN 0.8383 0.8103 0.9611 0.9949
JB 0.8938 0.9334 0.9924 0.9373

time의 그래프(SCM)와 -ln(1 - X ) vs. time의 그래프

(VRM)이다. 두 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

해서 그래프의 직선성 R2 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일반적으로 SCM이 VRM보다 좀 더 잘 맞는다

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탄종별로 모델 적

합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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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종별로 반응모델 적합성을 평가하여 모델을 선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가스화 실험에서 종점(X = 1.0)
에 가까울수록 반응속도가 매우 느리고 발생되는 CO 
농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큰 실험 오차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오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

소 전환율이 98%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반응모델을 

다시 비교하였고, Table 2와 Fig. 7에 이에 대한 결

과 값을 나타내었다. Fig. 7에서와 같이 두 모델 모

두 탄소 전환율이 98%일 때 반응모델의 적합성이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전환율이 95%일 때는 

적합성은 더욱더 높아진다. 실제로 미분탄(pulverized 
coal) 보일러에서는 전환율이 보통 95～98% 수준이

며 가스화기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상기 두 모델도 상당한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모델 중 VRM을 이용하여 탄

종별로 반응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4.3. 온도의 영향

Fig. 8에서는 온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응

속도상수(k = dx / dt |x=0)를 구하여 온도별로 값을 각

각 비교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속도상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많

은 연구자들은 온도는 가스화 반응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인자라고 언급하였다[4,10]. Fig. 9는 1,050℃
와 1,350℃에서 시료 3종의 탄소 전환율별 반응속도

(dx/dt)를 보여준다. 휘발분이 가장 높은 SH coal(VM 
31.9%)의 반응속도가 전체 반응시간 동안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SH coal은 1,050℃에서 1,350℃로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최고 반응속도는 약 6.9배 증가하

였다. 반응속도 피크 지점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빨라졌으며 1,050℃의 경우 탄소 전환율 0.28～0.38 
범위에서, 1,350℃의 경우 0.14～0.17 범위에서 피크

를 형성하였다.

Fig. 8. Comparison of the rate constant variation of five 
coals with temperature.

Fig. 9. dx/dt-X curve of three coals at 1,050℃ and 1,350℃.

Fig. 10. Comparison of Arrhenius plot of the reaction 
rate(k) for various coals.

높은 온도에서는 초기에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율이 큰 반면, 낮은 

온도에서는 반응속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Fig. 10에서는 1,050～1,350℃ 온도구간에서 반응

상수(kinetic parameters)를 도출하기 위하여 속도상

수(k)를 아레니우스 식에 의해 ln(k) vs. 1/T로 도식

화하였으며 이때 직선의 기울기가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된다.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12개 탄종 

중 10개 탄종은 AB coal 등과 같이 1,150℃ 부근에

서 화학반응이 지배적인 저온영역과 확산이 지배적

인 고온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1,150℃ 부근 

또는 그 이상에서는 반응가스인 CO2가 촤 입자 속

으로 확산 시 저항이 크게 작용하여 화학반응 대비 

확산이 전체 가스화 반응을 지배하게 된다[4,5,10,11]. 
SO coal 등 2개 탄종은 실험온도 구간 밖에서 구분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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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inetic parameters for VRM
AB① AB② SH① SH② CE① CE② CO FL① FL② IN① IN②

Ea(kJ/mol) 22.5 126.9 51.6 156.8 72.4 211.3 116.3 93.8 179.2 71.0 137.0
A(1/min) 6.2 4.2×104 3.8×10 2.8×10 1.4×102 1.9×107 4.7×103 7.3×102 1.0×106 1.7×102 4.6×104

JB① JB② KU① KU② MI① MI② SO VI① VI② WI① WI②
Ea(kJ/mol) 56.6 125.0 72.4 178.3 80.3 167.5 154.3 91.3 175.6 80.3 163.9
A(1/min) 8.3×10 2.6×104 1.3×102 1.1×106 2.4×102 4.0×105 4.8×104 5.6×102 7.2×105 3.0×102 3.6×105

* ① : 1,150～1,350℃, ② : 1,050～1,150℃

Table 4. Ash analysis and Alkali index

Coal
Ash analysis(%, as oxides) Ash content

(db, %)
Alkali
Index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H 39.18 16.91 5.26 24.50 2.19 0.70 1.16 7.63 4.60
JB 30.44 17.81 11.79 11.69 3.63 3.98 1.17 6.87 4.59
AB 32.73 18.24 10.88 16.49 5.87 3.49 1.41 4.95 3.70
KU 51.78 24.16 5.89 6.07 2.48 1.42 2.30 15.46 3.70
CO 51.67 18.84 6.04 12.19 2.05 1.13 1.15 11.42 3.65
WI 44.03 34.16 7.83 3.83 0.99 0.81 0.67 11.86 2.14
VI 49.15 32.10 3.18 6.27 1.18 - 0.75 15.29 2.14
IN 43.15 28.37 8.56 4.98 2.46 2.92 2.11 6.95 2.04
FL 54.07 27.51 4.26 5.96 - - 0.48 14.87 1.95
MI 55.72 22.88 10.22 3.57 0.94 - 1.24 8.95 1.82
SO 72.91 19.15 1.93 1.89 0.49 0.32 0.66 19.47 1.12
CE 68.60 25.17 2.21 0.39 - - 1.50 16.35 0.71

Table 3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등 탄종별 반응상

수 값을 나타내었으며 활성화 에너지는 22.5～211.3 
kJ/mol 범위에 있다. Zhang 등은 VRM을 바탕으로 

중국 무연탄 6종의 활성화 에너지가 181～286 kJ/mol 
범위에 있다고 하였고[2], Ahn 등은 SCM으로 인도

네시아 아역청탄의 활성화 에너지가 각각 1,100～
1,400℃에서 71.5 kJ/mol, 900～1,000℃에서 144 kJ/ 
mol라고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4].

4.4. 석탄성분과 반응성 비교

Fig. 11에서는 1,050℃에서 시료 12종의 휘발분과 
반응속도상수(k)를 비교하였다. 앞서 본 실험에서는 

1,150℃ 부근에서 석탄 고유의 화학반응이 지배적인 
저온영역과 반응가스의 확산이 지배적인 고온영역

으로 구분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실험온도 중 가

장 저온인 1,050℃에서의 실험 자료가 각각 석탄의 

반응성 차이를 더욱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결과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휘발분이 높

을수록 가스화 반응성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연
구자들은 석탄은 휘발분이 높을수록 탈휘발화 과정

에서 촤 내부에 기공을 많이 남기게 되고 기공속의 

활성부위(active site)가 증가하여 반응성을 증가시

Fig. 11. Comparison of the rate constant variation of va-
rious coals at 1,050℃.

켰다고 언급하였다[2,8]. 또한 그림에서와 같이 오

른쪽에 위치한 석탄 4종(AB, JB, IN, WI)은 휘발분

이 50% 내외로 비슷하지만 반응성은 큰 차이가 난

다. 이것은 휘발분이 높을수록 반응성의 분포가 커

진다는 Molina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8]. 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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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반응속도는 최대 10.3배 차이를 보였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확산의 영향으로 속도차이는 감소하여 

1,350℃에서는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
Table 4에는 CO2 가스화 반응시 회분 중 알칼리 성

분의 촉매효과(catalytic effect)를 파악하기 위해 Alkali 
index를 나타내었다. Zhang 등은 회분의 촉매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Alkali index를 제안하였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2,7].

Alkaliindex =

ash(wt%) ×
  (7)

Fig. 11에서 SH, JB, AB coal은 휘발분에 비해 반

응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회분 중에 알칼

리 성분이 많아 촉매 작용이 컸으며 회분 양이 적

어 확산 저항이 작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SH, JB, 
AB coal은 Alkali index가 각각 4.60, 4.59, 3.70으로 

평균 2.68보다 높았고 회분 양은 세 탄종 모두 평균 

11.67%보다 적었다. 반대로 WI coal은 휘발분에 비

해 반응성이 낮은 이유는 Alkali index가 2.14로 낮

았고 회분 양이 11.86%로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미분탄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석탄 12종을 가지고 촤-이산화탄소 가

스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여러 종류의 석탄 가스화 

특성은 좀 더 보편적인 가스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었고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반응모델 적용시 기본적으로 탄소전환율 90% 
이상의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며, 탄종별로 반응모

델 적합성에 큰 차이를 보였다. 탄소 전환율 95～98%
를 설명하기에 SCM과 VRM 모두 많은 탄종에서 적

합성을 보였다. 일부 탄종은 다른 모델의 적용이 필

요하다.
2) 온도는 가스화 반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인자이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가 비례적

으로 증가하며 탄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높은 온

도에서는 초기에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는 
반응속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350℃에서 반응속도는 X=0.14～0.17 범
위에서 피크 값을 보였으며, 1,050℃에서는 X=0.28～
0.38 범위에서 피크 값을 보였다.

1,050～1,350℃ 구간에서 속도상수는 온도에 비례

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350℃의 속도상수

는 1,050℃에 비해 전체 탄종 평균 약 6.7배 증가하

였다. 실험시료 12개 탄종 중 10개 탄종은 1,150℃ 

부근에서 화학반응이 지배적인 저온영역과 확산이 

지배적인 고온영역으로 구분되었다.
3) 석탄의 휘발분이 증가할수록 촤의 활성부위

(active site)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반응성도 비례

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휘발분이 높은 영역 일수록 

반응성 분포가 커지게 된다. 1,050℃에서 탄종별 속

도상수는 최대 10.3배 차이가 났으며 점점 감소하여 
1,350℃에서는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 따라서 석

탄 종류도 반응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발

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분 양이 적을수록 확산 저

항이 작아지고 알칼리 성분이 많을수록 촉매효과가 

커져 CO2 가스화 반응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촉매효과가 높은 탄종과 낮은 탄종을 혼소 실험할 

경우 세부적인 촉매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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