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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및 제철소 등 대규모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CO
2
를 포집하고 이를 대수층이나 유가스전

과 같은 지질학적 구조에 장기간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이 기후변화 대응기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같은 CCS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포집된 대용량의

CO
2
 혼합물을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통해 수송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순수 CO
2
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포집된 CO

2 
혼합물에는 N

2
,

O
2
, Ar, H

2
O, SO

2
, H

2
S 등과 같은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CO

2
 혼합물 내 불순물들은 처리하고자 하는

CO
2
 혼합물의 열역학 상태량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압축, 정제, 수송 및 저장 공정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순물 중 황성분이 함유된 SO
2
가 포함된 CO

2 
혼합물의 수송 및 저장 공정을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CO
2 
혼합물의 열역학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상태량 모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 그리고 NRTL-RK 모델과 같은 총 6가지 물리적 상태량 모델을 이용

하여 CO
2
-SO

2
 혼합물의 VLE 거동을 수치계산하고 이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또한, CO

2
, SO

2
와 같은 서로

다른 분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태량 모델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와의 차이를 정량화하

여 각각의 상태량 모델의 예측능력을 계량화 비교분석하였고 이로부터 CO
2
-SO

2
 혼합물에 대한 최적의 이성분 매개

변수 값들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options to

response climate change. CCS is a three-stage process consisting of the capture of carbon dioxide(CO
2
), the

transport of CO
2 
to a storage location, and the long term isolation of CO

2 
from the atmosphere for the purpose

of carbon emission mitigation. Up to now, process design for this CO
2
 marine geological storage has been car-

ried out mainly on pure CO
2
. Unfortunately the CO

2 
mixture captured from the power plants and steel making

plants contains many impurities such as N
2
, O

2
, Ar, H

2
O, SO

2
, H

2
S. A small amount of impurities can change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and then significantly affect the compression, purification, transport and injection

processes. In order to design a reliable CO
2
 marine geological storage syste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se impurities on the whole CCS process at initial design stage.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se the relevant physical property models including BWRS, PR, PRBM, RKS and SRK

equations of state, and NRTL-RK model which are crucial numerical process simulation tools. To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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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ve accuracy of the equation of the state for CO
2
-SO

2
 mixture, we compared numerical calculation results

with reference experimental data. In addition, optimum binary parameter to consider the interaction of CO
2
 and

SO
2
 molecules was suggested based on the mean absolute percent error. In conclusion, we suggest the most reli-

able physical property model with optimized binary parameter in designing the CO
2
-SO

2
 mixture marine geo-

logical storage process.

Keywords: Climate Change(기후변화),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 Impurity(불순물), Sulfur Dioxide(이산화황),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Offshore Geological Storage(해양

지중저장), Equation of State(상태방정식), Binary Parameter(이성분 매개변수)

1. 서 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상승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표적 온실가스인 CO
2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IPCC[2005],

강성길과 허철[2008]). 특히, 낮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및 화석연

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내에서

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석탄, 석유 등과

같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

는 기술개발 및 실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당분간 화석에너

지 기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

되는 CO
2
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발전소나 제철소 등과 같

은 대량 배출원에서 CO
2
를 포집하여 장기간 격리시키는 이산화탄

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기

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CCS 기술은 대규모 배출원에서 CO
2
를

회수하는 포집단계, 포집된 대량의 CO
2
를 육상이나 해양의 저장

지까지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수송단계 그

리고 수송된 CO
2
를 해양 또는 육상의 퇴적층에 주입 및 감시하는

저장단계로 이루어진다. IPCC(IPCC[2005])등의 보고에 의하면 대

량의 CO
2
를 저장할 수 있는 지질학적 저장 후보지로는 생산중이

거나 고갈된 유·가스전(Oil and gas reservoir), 심부 염대수층(Deep

saline aquifer) 그리고 메탄을 함유한 석탄층(Coalbed methane) 등

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대규모 CO
2

저장이 가능한 육상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NUMBY(Not

Under My Back Yard)”와 같은 사회적 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노르웨이 등과 마찬가지로 ‘해양퇴적층’을 대상으로 한

해양지중저장이 유력한 CCS 기술 활용 방안이다. 이와 같이 해저

지질구조 내 CO
2
를 장기간 격리 및 저장시키는 저장기술(이하

‘CO
2 
해양지중저장기술’로 약칭)은 기후변화 및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제철소 등 대규

모 발생원에서부터 포집한 대규모의 CO
2
를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통해 수송하고, 이를 해양의 퇴적층(유·가스전, 심부 염대수

층, 석탄층 등)에 대규모로 수백-수천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환

경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기술을 포괄한다(강성길과 허철

[2008]).

CO
2
 포집기술은 발생원에서 연소 후 탈산소화(Post-combustion

CO
2 
capture process), 연소 전 탈산소화(Pre-combustion CO

2 
capture

process) 및 순산소 연소기술(Oxy-fuel combustion CO
2 

capture

process) 등을 이용하여 CO
2
를 회수하게 된다. 이러한 CO

2
 포집

기술은 CCS기술 중 전력생산 등을 위한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CO
2
를 회수하는 상류공정(Upstream process)이며, 이때 포집된

CO
2
의 순도, 열역학적 상태, 용량 등은 수송, 주입 및 저장 등과

같은 일련의 하류공정(Downstream process)에 큰 기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포집된

CO
2
는 단일성분인 순수 CO

2
가 아니라 N

2
, O

2
, Ar, H

2
O, SO

2
, H

2
S

등과 같은 불순물들(Impurities)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순

물들은 CCS 하류공정에서 압축, 수송, 주입 및 저장하고자 하는

CO
2
 혼합물의 밀도, 비열 등과 같은 열역학 상태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열역학 상태량의 변화는 압축공정 중의

에너지 소모량과 수송공정 중의 기-액(Liquid-vapor) 상태변화 등

에 영향을 미친다(허철과 강성길[2008b]). 특히 SO
2
, H

2
S 등과 같

은 황성분 불순물들은 부식과 같은 기술적 문제 및 유출 시 인체

에 미치는 치명적 위해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CCS 기술의 주요 적

용대상이 되는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다량의 황성분

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집된 CO
2

혼합물에 2.5%(mole fraction) 이상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포집

CO
2
 혼합물 내 SO

2
 함량이 정상운전 상태일 경우의 수치임을 고

려할 때, 포집설비의 비정상 운전 및 사고와 같은 이상상태에서는

SO
2
 불순물 함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Fig. 3과 4는 순수 CO
2
와 5%(mole fraction)의 SO

2
가 포함된 CO

2

혼합물의 Mollier 선도(Pressure-enthalpy diagram)를 각각 나타낸

Fig. 1. Sulfur levels in fuels(IEA GH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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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의 비교로부터 소량의 불순물로도 처리하고자 하는 CO
2

혼합물의 열역학 상태량이 급격히 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성분의 불순물들은 수분과 반응하여 부식 등

과 같은 치명적인 기술적 문제점들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SO
2 
불순물이 CCS 기술 구현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정

확히 예측 및 평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CCS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CO
2
 수송 및 저

장 공정 설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순수 CO
2
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Zhang 등(Zhang et al.[2006])은 순수 CO
2

파이프라인 내 압력강하와 밀도 변화를 Aspen Plus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Aspelund 등(Aspelund et al.[2006])은 선박 수송을

위한 순수 CO
2
의 액화과정에 대한 간단한 계산을 수행한 바 있다

. 그러나 CCS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불순물이 다수 포함된

CO
2
 혼합물을 대상으로 한 CO

2
 압축, 정제, 액화, 수송 및 저장 공정

설계를 추진하여야만 한다. Visser 등(Visser et al.[2007])은 CO
2

저장을 위한 CO
2
 혼합물 내 SO

2
의 농도를 100ppm 이내로 제한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데이터와 CO
2
-SO

2
 혼합물

에 대한 세부 공정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SO
2
 불순물이 CO

2
 수송 및 저장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SO
2
를 포함한

CO
2
 혼합물의 열역학 상태량을 예측하기 위한 열역학 상태방정식

(Equation of state)들을 평가하고 최적의 상태방정식을 도출하였다. 또

한, CO
2
, SO

2
와 같은 서로 다른 분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성분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 값을 도출하였다.

2. CO
2
-SO

2 

혼합물 해양지중저장 처리 공정 설계를 

위한 열역학 상태량 모델 비교분석

해양지중저장을 포함한 CO
2 
포집, 압축, 정제(Purification), 액

화, 수송, 주입 등 일련의 CCS 공정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화

학공정 수치 모델링을 통한 공정 계산은 필수적이다. 전산모사를

통한 공정 계산은 실제 공정에 투입되는 CO
2
의 운전조건을 이용

하여 공정모사를 수행하여 파일럿 플랜트나 실제 플랜트를 가동

하지 않고 공정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

감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화학공정 수치모델링

을 통한 공정설계는 적절한 열역학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일련

의 CO
2 
처리 공정을 수학적으로 모델화하고 이를 계산함으로써

실제 CO
2 
해양지중저장 처리 공정에 필요한 설계 값을 도출한다.

따라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방정식의 이용이나 부정확한

활용은 CCS 공정설계에 치명적인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전산모사를 통한 CO
2 
해양지중저장 처리 공정 설계에 있어 적절

한 상태방정식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허철과 강성길[2008a, 2009]).

본 논문에서는 SO
2
를 포함하고 있는 CO

2 
혼합물의 해양지중저

장 공정설계에 사용 가능한 상태방정식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상

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열역학 상태량과 실험으로 얻어진 데

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CO
2 
해양지중저장 처리를 위한 공정

설계 시 유용한 열역학 상태방정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Aspen

Plus ver.7.1(Aspen Technology Inc.[2009a])을 이용하여 수치계산

을 수행하였으며, 상기 전산모사 도구는 석유화학 처리 및 가스

처리와 같은 화학공정을 수치 모델링하고 이를 계산함으로써 실

제 화학공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여 공정설계 수행을 가

능하게 한다.

Fig. 2. Maximum impurity levels in captured CO
2
 (IEA GHG[2004]).

Fig. 3. Pressure-enthalpy diagram of pure CO
2
 (calculated using

NIST Refprop 8).

Fig. 4. Pressure-enthalpy diagram of 95% CO
2
 and 5% SO

2
 (cal-

culated using NIST Refpro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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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열역학 상태량 모델

CO
2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일련의 공정설계에 있어 밀도나 엔

탈피와 같은 열역학 상태량과 공정모사는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

의 상관관계인 열역학 상태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하게 된다(김화용

등[2005], Smith et al.[2005], Aspen Technology Inc.[2009a, 2009b]).

열역학 상태방정식은 비리얼 상태방정식(Virial equation of state)

과 3차 상태방정식(Cubic equation of state)으로 분류할 수 있으

며, 본 논문에서는 비리얼 상태방정식 중 Benedict-Webb-Rubin-

Starling 상태방정식(이하 ‘BWRS EOS’으로 약칭, Benedict et

al.[1940]), 3차의 상태방정식들 중 Peng-Robinson 상태방정식(이

하 ‘PR EOS’로 약칭, Peng and Robinson[1976]), Peng-Robinson-

Boston-Mathias 상태방정식(이하 ‘PRBM EOS’으로 약칭, Boston

and Mathias[1980]), Redlich-Kwong-Soave 상태방정식(이하 ‘RKS

EOS’로 약칭, Redlich and Kwong[1949], Soave [1972]), Soave-

Redlich-Kwong 상태방정식(이하 ‘SRK EOS’로 약칭, Redlich and

Kwong[1949], Soave[1972]), 그리고 활동도 계수(Activity

coefficient) 모델인 Non-Random Two-Liquid Redlich-Kwong 모

델(이하 ‘NRTL-RK 모델’로 약칭, Aspen Technology Inc.[2009a,

2009b])과 같이 총 5개의 상태방정식과 1개의 활동도 계수 모델

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BWRS EOS는 비리얼 상태방정식의 하나로서 부피의 멱급수

(Power series) 형태로 표현되며, H
2
S, CO

2
 그리고 N

2
 등을 포함한

탄화수소(Hydrocarbon)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비리얼 계수는

온도 및 이성분 매개변수(Binary parameter) 등의 함수로 표현된

다. 이성분 매개변수 k
ij
는 서로 다른 분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

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BWRS EOS에서 k
ij

는 상수로 표현된다. PR EOS는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의 수

정된 형태이며, 고압에서 기상-액상 시스템의 상거동을 예측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스처리 공정, 정유 공정 및 석

유화학 공정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PRBM EOS는 기본적으

로 PR EOS를 기반으로 하고 극성 물질(Polar compound)에 대한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Boston-Mathias(Boston and Mathias[1980])

가 제안한 함수를 이용한다. RKS EOS는 PR EOS와 마찬가지로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의 수정된 형태이며 매개변수는 PR EOS

에 추가로 극성 물질에 대한 영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함수를 사

용한다. SRK EOS는 RKS EOS의 수정된 형태이며, 탄화수소뿐

아니라 H
2
S 등에도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RK EOS는

RKS EOS와 동일한 매개변수 외에 추가 매개변수를 이용한다. 이

러한 상태방정식들에서 서로 다른 분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

완하기 위하여 이성분 매개변수 k
ij
를 이용하며, 이는 BWRS EOS

와 달리 아래 식 (1)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선행연구(허철과 강성길[2008a, 2009])

에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다.

(1)

NRTL-RK 모델은 활동도 계수 모델의 한 종류로서 기상의

fugacity는 Redlich-Kwong 상태방정식, 액상의 fugacity는 아래  식

(2)와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게 된다.

(2)

여기서 x
i
는 몰분율, γ

i
는 액상 activity coefficient이고, 는 혼합

물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단일 순수성분의 액상 fugacity이다. 액

상 activity coefficient는 매개변수 a
ij
등과 온도의 함수이다. 일반적

으로 기본 값 사용 시 이성분 매개변수는 0으로 가정되므로 이 때

모델링하고자 하는 혼합물은 이상(Ideal) 혼합물로 간주된다. NRTL-

RK 모델에서도 BWRS EOS와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a
ij
는 상수로

표현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S로 처리되는 CO
2 
혼합물은 비응축

가스, 수분, 황성분 등과 같은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단

일 성분 CO
2
 처리공정과 달리 CO

2 
혼합물 처리 공정설계 수행에

있어 CO
2
와 불순물간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고려해 주어야만 한다.

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 그리고 SRK EOS

는 혼합물에서 서로 다른 분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완하기 위

하여 이성분 매개변수 k
ij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NRTL-RK는 액-

액 상호작용 효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성분 매개변수 a
ij
를 이용

하였다. 실제 CCS 전 공정 설계 및 열역학 상태량 계산 수행 시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액 평형 데이터 등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적절한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a

ij
를 구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 중 실험으로 구해진 CO
2
와

SO
2
 혼합물의 VLE(Vapor liquid equilibrium) 정보와 같은 상평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CO
2
-SO

2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a

ij
를 구하

고자 하였다.

2.2 CO
2
-SO

2
 혼합물의 VLE(Vapor Liquid Equilibrium) 거동

SO
2
 불순물이 포함된 CO

2 
혼합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공정

시스템 설계에 사용가능한 열역학 상태방정식의 정확성을 평가하

고 상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 그리고 NRTL-RK 등의 상태방정식

을 이용하여 CO
2
-SO

2
 혼합물의 열역학적 상태량을 계산하고 이

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CO
2
-SO

2
 혼합물의

VLE 거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계산의 정확성 평가를 위한 비교 실험값

은 Lachet et. al[2009]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Lachet et. al[2009]

는 내용적 28 cm3의 평형셀(Equilibrium cell)과 항온조를 이용하

여 압력 1-100 bar, 온도 263, 333K의 범위에서 CO
2
와 SO

2
 혼합

물의 VLE 데이터를 구하였다. 상평형 상태에서 측정된 온도와 압

력의 불확실성은 각각 ±0.02 K, ±0.0002 MPa이었으며, CO
2
와

SO
2
는 시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평형셀로 주입하였다. 주입된 혼합

물은 열전도도 측정 장치가 부착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

하여 각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조성의 불확실성은 3.5% 이하이다.

이와 같은 실험으로부터 구해진 CO
2
-SO

2
 혼합물의 VLE 데이터

kij k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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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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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k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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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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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Fig. 5에 도시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실험 데이터는 Lachet et.

al[2009]의 상평도로부터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achet et. al[2009]의 실험으로부터 구해진 두

가지 온도 조건 VLE 데이터 중 333K의 결과를 이용하여 CO
2
-SO

2

혼합물에 대한 상태방정식 예측 능력 비교 분석 및 이성분 매개

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CCS를 위한

CO
2
의 수송 및 저장 공정에서 333 K 실험조건이 실제 공정조건

에 더욱 유사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동일 온도 조건에서 혼합물

내 CO
2
의 몰분율이 정해지면 실험결과로부터 기포점 압력과 이슬

점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즉, 특정 온도와 특정 조성에서 혼합물

의 기상영역과, 액상영역 그리고 이상 혼합물 구간을 구분하는 압

력을 얻을 수 있다.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CO
2
-SO

2
 혼합물의 VLE

거동 전산모사는 Aspen Plus ver.7.1(Aspen Technology Inc.[2009a])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VLE 거동 전산모사는 각각의 상태방정

식을 이용하여 CO
2
-SO

2
 혼합물의 조성(mole fraction)과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a

ij
를 변화시키면서, 혼합물의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을 계산함으로써 수행되었다.

계산으로부터 구해진 CO
2
-SO

2
 혼합물의 VLE 결과와 실험으로

부터 구해진 VLE 데이터의 비교분석 결과를 Fig. 6부터 Fig. 11

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bubble’은 액상구간과 이상구간의 경계

인 기포점을 의미하며, ‘dew’는 기상구간과 이상구간의 경계인 이

슬점을 나타낸다. 실험결과는 온도 333K 조건에서 Lachet et.

al[2009]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계산은 실험과 동일하게 온도 333K

조건에서 CO
2
의 몰분율을 0.1부터 0.998까지 변화시켜가며 수행

하였으며, CO
2
의 몰분율 10~90% 범위 즉, SO

2
 불순물이 많이 포

함된 조건에서는 CO
2
의 몰분율을 1%씩 변경하면서, CO

2
의 몰분

율 90~99% 범위에서는 CO
2
의 몰분율을 0.5%씩 변경하면서, CO

2

의 몰분율 99~99.9% 이상의 범위에서는 CO
2
의 몰분율을 0.1%씩

변경하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즉, 실제 CCS 공정 상황과 유사

한 SO
2
 불순물이 10% 미만으로 포함된 조건에서는 계산간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계산결과를 확보하여 정성적 비

교분석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CO
2
-SO

2
 혼합물의 CCS

처리공정 설계 시 중요한 인자인 CO
2
와 SO

2 
분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성분 매개변수는 -0.2부터 +0.2까지 0.02씩 변화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Fig. 6부터 Fig. 11에는 이성분 매개변수 -0.2,

-0.1, 0, 0.1, 0.2 일 때의 계산결과인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

을 각각 도시하였다.

BWRS EOS를 이용한 계산결과와 실험데이터의 비교 결과를

Fig. 6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결과가 실험으

로 구해진 기상구간과 이상구간의 경계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분 매개변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기포

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을 실험값에 비해 매우 높게 예측하였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액상의 CO
2
-SO

2
 혼합물을 BWRS EOS는 기

액 혼합물로 예측하고, 실제 상황에서 기액 이상의 CO
2
-SO

2
 혼합

물을 BWRS EOS는 기상의 혼합물로 예측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성분 매개변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

을 실험값에 비해 매우 낮게 예측하였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기

액 이상의 CO
2
-SO

2
 혼합물을 BWRS EOS는 액상의 혼합물로 예

측하고 실제 상황에서 기상의 CO
2
-SO

2
 혼합물을 BWRS EOS는

기액 이상의 혼합물로 예측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 오차는

CO
2
의 몰분율이 큰 범위에서 즉, SO

2
 불순물이 20% 이하로 포함

된 범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BWRS EOS는 CO
2
-SO

2

혼합물의 상평형 거동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PR EOS와 PRBM EOS를 이용한 계산결과와 실험데이터의 비

교 결과를 Fig. 7과 Fig. 8에 각각 도시하였다. 비교 결과로부터

PR EOS와 PRBM EOS는 BWRS EOS에 비해 실험데이터와의

오차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WRS EOS 예측 결과에서 나

타난 이성분 매개변수가 0보다 큰 값에서는 과대 예측

(Overestimation), 0보다 작은 값에서는 과소 예측(Underestimation)

하는 경향을 PR EOS와 PRBM EOS도 동일하게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Fig. 9와 Fig.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RKS EOS와 SRK

EOS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로 계산된 기포점 압력과 실헙값과의 차이는 CO
2
의 몰

분율 10~50% 범위에서는 CO
2
의 조성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Fig. 5. Experimental VLE data of CO
2
-SO

2
 mixture.

Fig. 6. Comparison of VLE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of

CO
2
-SO

2
 mixture with BWRS EOS at 33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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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
가 50% 이상 포함되는 혼합물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계산결과

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계산결과와 실험값과의 차이는 이성

분 매개변수가 0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슬점 압력은 CO
2
 몰분율 50% 이하에서는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 모두 실험값과 유사한 계산결과를 보였으며,

이성분 매개변수 -0.2, -0.1, 0에서 보다 정확한 계산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러나 CO
2
의 몰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범위에서

는 계산결과와 실험값과의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NRTL-RK 모델을 이용한 계산 시(Fig. 11)에는 이성분 매개변

수 a
ij
를 0.8부터 1.2까지 0.02씩 변화시켜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NRTL-RK 모델을 이용한 계산에서 앞서 분석한 5개의 EOS를 이

용한 계산에서 사용된 이성분 매개변수 값인 -0.2~0.2를 적용할

경우, NRTL-RK 모델은 전 계산 범위에서 실험데이터보다 낮은

계산결과를 보였다. 이는 CO
2
-SO

2
 혼합물의 기액 이상구간이 실

험값보다 낮은 압력범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예측함을 의미한다. 또

한 동일 CO
2
 몰분율에서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의 차이를 실

험값보다 낮게 계산하였다. 이는 기상과 액상의 혼합물인 이상구

간으로 존재하는 압력범위를 NRTL-RK 모델이 실험값보다 작게

예측함을 의미한다. NRTL-RK 모델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실험데

이터의 비교 결과를 Fig. 11에 도시하였다. 앞서 분석한 5개의 EOS

가 이성분 매개변수 0을 기준으로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을

높거나 낮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인데 반하여 NRTL-RK 모델을

이용한 계산에서는 이성분 매개변수 1을 기준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결과와 실험데이터의 비교로부터 본 연구에

서 선정한 6개의 상태량 모델이 적절한 이성분 매개변수를 선택

하였을 때 CO
2
-SO

2
 혼합물의 상평형 거동을 실험값과 비교적 유

사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이성분 매개변수가 특정 값보다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지면 계산결과와 실험결과 간의 차이가 커

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험값과 계산에 사용된 온도조건인 333K

Fig. 7. Comparison of VLE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of

CO
2
-SO

2
 mixture with PR EOS at 333K.

Fig. 8. Comparison of VLE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of

CO
2
-SO

2
 mixture with PRBM EOS at 333K.

Fig. 9. Comparison of VLE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of

CO
2
-SO

2
 mixture with RKS EOS at 333K.

Fig. 10. Comparison of VLE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of

CO
2
-SO

2
 mixture with SRK EOS at 333K.

Fig. 11. Comparison of VLE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of

CO
2
-SO

2
 mixture with NRTL-RK at 3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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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SO
2
 불순물의 몰분율이 10% 이하로 포함된 혼합물에서

압력의 변화에 따른 기포점과 이슬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범

위에서의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은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성분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계산결과와 실험값과의 차

이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어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이

성분 매개변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

서는 계산결과와 실험데이터와의 정량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최적

화된 이성분 매개변수를 도출하였다. 

3. CO
2
-SO

2
 혼합물에 대한 이성분 매개변수 최적화

SO
2
 불순물이 포함된 CO

2
 혼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지중저

장 처리에 있어 보다 신뢰할만한 공정 설계를 위해서는 각각의 상

태방정식에 대해 최적화된 이성분 매개변수의 설정이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 그리고 NRTL-RK 등의 상태방정식을 이용

한 VLE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SO
2
 불

순물이 포함된 CO
2 
혼합물의 해양지중저장 공정설계에 적합한 이

성분 매개변수 k
ij
, a

ij
를 구하였다. 실험데이터는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제 CO
2 
수송 및 저장공정 조건과 유사한 온도 333K

조건의 Lachet et. al[2009]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계산은 실험

과 동일하게 온도 333K, 실험의 CO
2
의 몰분율 조건 즉, SO

2
 불

순물의 조성을 16%에서 96.9%까지 변화시켜가며, 이성분 매개변

수 k
ij
는 -0.2부터 +0.2까지 0.01씩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실험데이터가 확보되면 다양한 온도에서의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실험데이터와의 비교검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계산결과의 정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식 (3)과 같은 평균절대 오차율(Mean absolute percent

error: MAPE)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즉,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에 대하여 계산으로부터 구해진 값과 실험데이터와의 차이를

정량화하였다. 

 

MAPE = (3)

여기서 N은 데이터의 수량, 하첨자 exp는 실험 데이터, cal은 계산

값을 의미한다. 

BWRS EOS를 이용한 계산에 대한 이성분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기포점 압력, 이슬점 압력 그리고 총 평균절대 오차율에 대

한 결과를 Fig. 12에 도시하였다.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을 모

두 고려한 평균절대 오차율은 이성분 매개변수가 -0.2에서 0으로

커짐에 따라 63.6%에서 13.6%로 감소하다가, 매개변수가 0을 지

나 0.14까지 커짐에 따라 오차율 또한 최대 137.3%까지 급격히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포점 압력 예측에 대한 오차율이 음의

이성분 매개변수에서는 이슬점 압력 예측에 대한 오차율보다 작

다가 양의 이성분 매개변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포점 압력, 이슬점 압력 그리고 총 평균절대

오차율은 이성분 매개변수가 음의 값을 가질 때에 비해 양의 값

에서 매우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BWRS EOS를 이용한

CCS 공정설계에서 최적화 값보다 큰 양의 이성분 매개변수를 적

용할 경우 설계결과가 실제 상황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계산 범위인 이성분 매개변수

-0.2 ≤ k
ij
≤ +0.2 구간에서 계산에 의한 최저의 오차율 7.2%는 0.02

에서 계산되었다. 즉, 이성분 매개변수 k
ij
=0.02에서 BWRS EOS는

실험 데이터를 가장 잘 추종하였다.

PR EOS를 이용한 계산에 대한 이성분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기포점 압력, 이슬점 압력 그리고 총 평균절대 오차율에 대한 결

과를 Fig. 13에 도시하였다. PR EOS는 계산에 사용된 이성분 매

개변수의 전 범위(-0.2 ≤ k
ij
≤ +0.2)에서 이슬점 압력에 대해서는

40% 이하의 오차율로, 기포점 압력에 대해서는 80% 이하의 오차

율로 실험결과를 예측하였다. 또한 BWRS EOS와 유사하게 기포

점 압력 평균절대 오차율은 이성분 매개변수가 음의 값을 가질 때

에 비해 양의 값에서 매우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슬점 압력에

1

N
----

Pexp Pcal–

Pexp

-------------------------∑ 100%×

Fig. 12. Optimization of CO
2
-SO

2
 mixture binary parameter k

ij
 in

BWRS EOS at 333K.

Fig. 13. Optimization of CO
2
-SO

2
 mixture binary parameter k

ij
 in PR

EOS at 3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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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측 계산결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

히려 양의 이성분 매개변수에서 낮은 오차율을 보였다. 그러나 기

포점 압력에서의 오차율이 매우 커서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

을 모두 고려한 총 평균절대 오차율에서는 기포점 압력의 예측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총 평균절대 오차율은 이성

분 매개변수가 -0.2에서 0으로 커짐에 따라 33.1%에서 7.0%로 감

소하다가, 매개변수가 0을 지나 0.2까지 커짐에 따라 오차율 또한

50.2%까지 급격히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계산 범위인

이성분 매개변수 -0.2 ≤ k
ij
≤ +0.2 구간에서 계산에 의한 최저의 오

차율 2.84%는 0.02에서 계산되었다. 즉,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0.02

에서 PR EOS는 실험 데이터를 가장 잘 추종하였다. 따라서 PR

EOS를 이용한 CO
2
 수송 및 저장 공정설계에서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0.02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PRBM EOS를 이용한 계산에 대한 이성분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기포점 압력, 이슬점 압력 그리고 총 평균절대 오차율에 대한

결과를 Fig. 14에 도시하였다. PRBM EOS를 이용한 계산결과는

PR EOS를 이용한 계산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기포점 압

력과 이슬점 압력을 모두 고려한 총 평균절대 오차율은 이성분 매

개변수가 -0.2에서 0까지 커짐에 따라 33.0%에서 6.9%로 감소하

다가, 매개변수가 0을 지나 0.2까지 커짐에 따라 오차율은 49.4%

까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PRBM EOS는 계산 범위인 이성분

매개변수 -0.2 ≤ k
ij
≤ +0.2 구간에서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0.02 일

때 최저 오차율 3.15%를 보였다. 따라서 PR EOS와 마찬가지로

PRBM EOS를 이용한 CO
2
 수송 및 저장 공정설계에서 이성분 매

개변수 k
ij
= 0.02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RKS EOS를 이용한 계산에 대한 이성분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기포점 압력, 이슬점 압력 그리고 총 평균절대 오차율에 대한 결

과는 Fig. 15에 도시하였다. RKS EOS는 계산에 사용된 이성분

매개변수의 전 범위(-0.2 ≤ k
ij
≤ +0.2)에서 이슬점 압력에 대해서는

40% 이하의 오차율로, 기포점 압력에 대해서는 60% 이하의 오차

율로 실험결과를 예측하였다. 또한 BWRS EOS, PR EOS, PRBM

EOS와 유사하게 기포점 압력 평균절대 오차율은 이성분 매개변

수가 음의 값을 가질 때에 비해 양의 값에서 매우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양의 이성분 매개변수 범위에서 앞서 비교분석한

BWRS EOS, PR EOS, PRBM EOS 보다 낮은 오차율을 보였다.

이슬점 압력에 대한 예측 계산결과에서는 PR EOS, PRBM EOS

와 유사하게 양의 이성분 매개변수에서 낮은 오차율을 보였다. 기

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을 모두 고려한 총 평균절대 오차율은 이

성분 매개변수가 -0.2에서 0까지 커짐에 따라 31.1%에서 6.3%로

감소하다가, 매개변수가 0.2까지 커짐에 따라 오차율 또한 35.1%

까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RKS EOS는 계산 범위인 이성분 매

개변수 -0.2 ≤ k
ij
≤ +0.2 구간에서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0.04 일 때

최저 오차율 2.4%를 보였다. 따라서 RKS EOS를 이용한 CO
2
 수

송 및 저장 공정설계에서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0.0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SRK EOS를 이용한 계산에 대한 이성분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

른 기포점 압력, 이슬점 압력 그리고 총 평균절대 오차율에 대한

결과를 Fig. 16에 도시하였다. SRK EOS는 계산에 사용된 이성분

매개변수의 전 범위(-0.2 ≤ k
ij
≤ +0.2)에서 이슬점 압력에 대해서는

33.4% 이하의 오차율로, 기포점 압력에 대해서는 43.7% 이하의

Fig. 14. Optimization of CO
2
-SO

2
 mixture binary parameter k

ij
 in

PRBM EOS at 333K.

Fig. 15. Optimization of CO
2
-SO

2
 mixture binary parameter k

ij
 in

RKS EOS at 333K.

Fig. 16. Optimization of CO
2
-SO

2
 mixture binary parameter k

ij
 in

SRK EOS at 3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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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율로 실험결과를 예측하였다. 이는 앞서 비교분석한 EOS 모

델보다 개선된 예측능력을 보인 것이다. 즉, 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와 달리 기포점 압력 평균절대 오차율이

이성분 매개변수가 음의 값을 가질 때에 비해 양의 값에서 매우

커지는 오류가 개선되었다. 또한 SRK EOS는 계산결과와 실험 데

이터와의 정량적 차이인 평균절대 오차율이 앞서 비교된 PR EOS,

PRBM EOS, RKS EOS의 결과보다 더욱 이성분 매개변수에 대

해 선형적인 결과를 보였다.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을 모두

고려한 총 평균절대 오차율이 이성분 매개변수가 -0.2에서 0까지

커짐에 따라 31.2%에서 6.5%까지 감소하다가, 이성분 매개변수

가 0.2까지 커짐에 따라 36.8%까지 증가하였다. SRK EOS는 계

산 범위인 이성분 매개변수 -0.2 ≤ k
ij
≤ +0.2 구간에서 이성분 매

개변수 k
ij

= 0.04 일 때 최저 오차율 2.2%를 보였다. 따라서 SRK

EOS를 이용한 CO
2
 수송 및 저장 공정설계에서 이성분 매개변수

k
ij

= 0.0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NRTL-RK 모델을 이용한 계산에 대한 이성분 매개변수의 변화

에 따른 기포점 압력, 이슬점 압력 그리고 총 평균절대 오차율에

대한 결과를 Fig. 17에 도시하였다. 계산은 실험 및 앞서 EOS 모

델들과 동일하게 온도 333K, 실험의 CO
2
의 몰분율 조건 즉, SO

2

불순물의 조성을 16%에서 96.9%까지 변화시켜가며 수행하였다.

다만 이성분 매개변수 a
ij
는 NRTL-RK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0.8부터 1.2까지 0.01씩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다. NRTL-RK 모

델은 계산에 사용된 이성분 매개변수의 전 범위(0.8 ≤ a
ij
≤ 1.2)에

서 이슬점 압력과 기포점 압력 모두에 대하여 10.9% 이하의 오차

율로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였다. 이는 앞서 비교분석한 EOS 모델

들 보다 개선된 예측능력을 보인 것이다. 앞장에 기술한 바와 같

이 NRTL-RK 모델은 기상에 대해서는 Redlich-Kwong 상태방정

식(RK EOS), 액상에 대해서는 식 (2) 등을 이용하여 상평형 거동

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Redlich-Kwong계열의 상태방정식의 계

산 정확도와 더불어 액-액 상평형을 고려하므로 앞서 비교분석한

EOS 모델들(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 보다 정확한 계산결과를 보였다. 이는 Fig. 11의 정성적 비

교분석 결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액상 구간과 이상 혼합

구간의 경계인 기포점 압력 예측에서 NRTL-RK 모델이 EOS 대

비 우수한 예측 능력을 보인데 기인한 것이다. NRTL-RK 모델은

계산 범위인 이성분 매개변수 0.8 ≤ a
ij
≤ 1.2 구간에서 이성분 매

개변수 a
ij
=1.02 일 때 최저 오차율 2.27%를 보였다. 따라서 NRTL-

RK 모델을 이용한 CO
2
 수송 및 저장 공정설계에서 이성분 매개

변수 a
ij
=1.02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방정식과 같은 열역학 상태량 모델을 이용

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와의 차이를 정량화하여 각각의 상태방정

식의 예측능력을 계량화 비교분석하였고 이로부터 CO
2
-SO

2
 혼합

물에 대한 최적의 이성분 매개변수 값들을 도출하였다. Table 1에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로부터 구해진 최적 이성분 매개변수 값

들과 그로부터 구해진 총 평균절대 오차율들을 도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비교결과인 Fig. 12에서 Fig. 17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성

분 매개변수의 0.01 차이로도 계산과 실험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평균 절대오차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성분 매개

변수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최적

의 이성분 매개변수의 활용성은 매우 크며, 이는 SO
2
 불순물을 포

함한 CO
2
 처리 공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계산된 6가지 열역학 상태량 모델 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 그리고 NRTL-RK

모두 최적화된 이성분 매개변수를 이용할 때 오차율 7.2% 미만으

로 실험결과를 잘 추종함을 확인하였다. 이중 SRK EOS 모델은

최적화된 이성분 매개변수에서 최저 총 평균절대 오차율 2.2% 계

산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선행 연구결과인 질소 불

순물이 CO
2 
해양지중저장 처리공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상태방정식 비교분석 결과(허철과 강성길[2009])에서는 PR계열의

상태방정식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PR EOS와 SRK EOS와의 오차율 차이가 0.6%인 것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보면, CO
2 
해양지중저장 처리공정 설계 시 CO

2 
혼

합물이 처리되는 온도, 압력 조건 등에서 최적화된 이성분 매개변수

를 적용한 PR계열의 상태방정식의 사용이 적절하다. 

4. 결 론

SO
2
 불순물이 포함된 CO

2 
혼합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압축,

수송, 주입 및 저장공정 시스템 설계에 사용 가능한 상태량 모델의

Fig. 17. Optimization of CO
2
-SO

2
 mixture binary parameter a

ij
 in

NRTL-RK at 333K.

Table 1. CO
2
-SO

2
 mixture optimum binary parameter in physical

property models

Physical Property Models Binary parameter MAPE (%)

BWRS 0.02 7.27

PR 0.04 2.84

PRBM 0.02 3.15

RKS 0.04 2.40

SRK 0.04 2.20

NRTL-RK 1.0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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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평가하고 상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SO
2
, H

2
S 등과

같은 황성분 불순물들은 처리하고자 하는 CO
2
 혼합물의 밀도, 비

열 등과 같은 상태량뿐만 아니라 부식과 같은 기술적 문제 및 유

출 시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위해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

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SO
2 
불순물이 CCS 기술

구현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 및 평가하는 작업이 반

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BWRS EOS,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 그리고 NRTL-RK 모델과 같은 총 6가지

열역학 상태량 모델을 이용하여 CO
2
-SO

2
 혼합물의 VLE 거동을

Aspen Plus ver.7.1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실험 데이터와 비

교하였다. VLE 거동 전산모사는 각각의 상태량 모델을 이용하여

CO
2
-SO

2
 혼합물 내 불순물인 SO

2
의 조성을 변화시켜 가며 혼합

물의 기포점 압력과 이슬점 압력을 계산함으로써 수행되었다.

또한, CO
2
, SO

2
와 같은 서로 다른 분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

완하기 위하여 상태량 모델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와의 차

이를 정량화하여 각각의 상태량 모델의 예측능력을 계량화 비교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CO
2
-SO

2
 혼합물에 대한 최적의 이성분 매

개변수 값들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BWRS EOS는 기상구간과 이상구간의 경계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SO
2
 불순물이 20% 이하로 포함된 범위에서

는 계산결과와 실험값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BWRS

EOS를 이용하여 CO
2
-SO

2
 혼합물의 상평형 거동을 예측하는 것

이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다.

(2)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 모두 낮은

SO
2
 불순물 몰분율보다 높은 몰분율에서 정확한 계산결과를 보였

다. 그러나 실제 CO
2
 해양지중저장 공정은 낮은 SO

2
 불순물 몰분

율 조건에서 운전되므로 이를 극복할 최적화된 이성분 매개변수

의 도출이 필요하다.

(3) NRTL-RK 모델은 기상에 대해서는 RK계열의 EOS, 액상에 대

해서는 액-액 상평형 거동을 계산하므로 PR EOS, PRBM EOS,

RKS EOS, SRK EOS보다 정확한 계산결과를 보였다. 즉, 검토된

이성분 매개변수 범위에서 이슬점 압력과 기포점 압력 모두에 대

하여 10.9% 이하의 오차율로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였다.

(4) 최적의 이성분 매개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성분 매개변

수를 0.01씩 변화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와 실험데

이터와의 차이를 평균절대 오차율을 이용하여 정량화 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상태량 모델에 대하여 도출된 최적의 이성분 매개변

수는 BWRS EOS는 0.02, PR EOS는 0.04, PRBM EOS는 0.02, RKS

EOS는 0.04, SRK EOS는 0.04 그리고 NRTL-RK는 1.02이다. 최

적의 이성분 매개변수를 적용하였을 때 최소 오차율은 SRK EOS의

2.20% 이다. 

(5) 질소 불순물이 CO
2 
해양지중저장 처리공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허철과 강성길[2009])와 본 연구에서의 SO
2
 불순물 영향평

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CO
2 
해양지중저장 처리공정 설계

시 CO
2 
혼합물이 처리되는 온도, 압력 조건 등에서 최적화된 이성

분 매개변수를 적용한 PR계열의 상태방정식의 사용이 적절하다.

즉, PR EOS와 최적화된 이성분 매개변수를 이용하면 CO
2
-SO

2 
혼

합물의 상평형 거동을 3% 미만의 오차율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를 이용하여 신뢰할만한 CO
2 
해양지중저장 처리공정 설계가 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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