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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 혼합연료들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성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TGA (Thermogravi-
metric analyzer)를 이용하여 1,100∼1,400 ℃의 char-CO2 가스화 반응을 조사하였다. 기-고체반응속도 모델들에 적용하
여 1,100∼1,400℃의 온도 영역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였다. 또한 반응 속도 상수와 온도와의 관계를 Arrhenius 
식에 적용하여 각 모델에서의 활성화에너지(Ea) 및 빈도 인자(K0)를 구하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석유 코크스, 바
이오매스, 혼합 연료들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을 잘 모사하는 반응 속도식을 제시하였다.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 가스화에 소요되는 반응시간은 감축되었다. 또한 바이오매스와의 혼합이 증가할수록 활성화 에너지의 감
소를 보여 바이오매스의 혼합이 석유 코크스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Abstract
Characteristics of Char-CO2 gasification for petroleum coke, biomass and mixed fuels were compar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1,100∼1,400 ℃ using 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 Kinetic constants with respect to reaction temperature were de-
termined by using different gas-solid reaction models. Also activation energy (Ea) and pre-exponential factors (K0) in each 
models were calculated by using Arrhenius equation and then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s to determine reaction 
rate equation for char-CO2 gasification. Reaction time for CO2 gasification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reaction temperature. 
Also, the activation energy of CO2 gasification reaction for mixture with petroleum coke and biomass decreased with increas-
ing biomass contents. This indicates that mixing with biomass could bring synergy effects on CO2 gasifica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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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세계 각국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은 강화된 환경법과 화석연료

의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을 위해 다

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대표적으로 가스화 기술은 석유 코크

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과 같이 탄소를 함유하는 모든 물질을 산소

(Oxygen), 스팀(Steam),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와 같은 산화성 기

체와 반응시켜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가 주성분인 합성가스(H2 + 

CO)를 생성하는 공정이다. 합성가스(H2 + CO)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암모니아, 메탄올, 산업용가스 등과 같은 화학물질에

서부터 청정연료가스, 전력생산과 같은 유틸리티에 걸쳐 매우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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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전력생산 분야에서 합성가스(H2 + CO)가 이용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현재 사

용하고 있는 화력 발전에 비해 SOx와 NOx를 80∼90%, CO2를 25% 

감소할 수 있고, 합성가스와 스팀으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효율

인 35∼38%보다 더 높은 50%까지 달성할 수 있다. 더불어 21세기의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청정 발전기술로 꼽히고 있고, 향후 예상되는 

친 수소 경향의 사회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수소 공급기술로 평가받

고 있다[3]. 

석유 코크스는 정유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150∼250 ℃와 

250∼350 ℃에서 상압증류에 의해 등유와 경유를 분리하고, 상압증류

의 잔유물을 감압증류설비에 공급하여 중질유분을 정제한 다음, 최종

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유분을 코킹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진다. 석유 

코크스는 7∼8 wt%의 황을 포함하여 유독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

나 석유 가격의 급상승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이 강조되면서 단순 

소각에서 벗어나 석유 코크스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용하려

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4]. 석유 코크스는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고 

공급이 풍부하며, 석탄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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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Ultimate analysis (wt%) (as dried basis) Proximate analysis (wt%) (as received basis) HHV 

(kcal/kg)Nitrogen Carbon Hydrogen Sulfur Oxygen Moisture Volatile matter Ash Fixed Carbon

Pet coke 1.1 86.8 3.5 7.8 0.7 1.4 10.3 0.3 88 8523

Sawdust 0.4 48.8 6.1 - 44.7 9.1 76.2 1.8 12.9 3470

Rice hulls 1 45.6 5.9 - 47.4 7.7 64.7 11.8 15.8 3131

Wood pellet 0.3 48.9 6.6 - 44.1 7.5 77.6 0.5 14.4 3874

Table 1. Ultimate/Proximate Analysis and Higher Heating Value of Samples  

발분이 낮고, 황과 바나듐 등의 중금속 함량이 높아 연료로서 석탄보

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석유 코크스는 상대적으로 휘

발분이 높고, 낮은 열량을 지닌 바이오매스와의 혼합이용을 통해 열

량 제어 및 황 함유량 저하 등의 연료적 성상을 보완할 수 있다[5-7]. 

고유가로 인한 정제설비의 증설 추세로 석유 코크스의 생산량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코크스의 고부가화를 위해 바

이오매스를 혼합하여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생산하는 가스화 공정으로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석유 코크스와 바이오매스 혼합연료를 가스화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반응기의 설계 및 운전조건, 가

스화 반응해석에 적용되는 반응속도론적 해석은 필수적이다[8-12].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석유 코크스 및 혼합연료의 가스화에 관

한 선행연구는 산소, 증기 등을 가스화제로 이용하여 분류층 반응기를 

대상으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윤상준 등[4]은 TGA (Thermogravi-

metric analyzer)를 이용하여 무연탄, 석유 코크스, 석탄/석유 코크스 1 : 1 

비율 혼합연료를 1,100∼1,400℃의 온도범위에서 연소 반응특성을 비

교하였으며, 이를 Shrinking core model과 Modified volumetric re-

action model에 적용하여 연소반응 속도식을 제시하였다. 공수진 등

[8]은 상압의 열천칭 반응기(Thermobalance)에서 Wood chip, 갈탄, 역

청탄, 무연탄, 석유 코크스를 600∼850 ℃에서 수증기 가스화 반응특

성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에 적용하

여 가스화 kinetic 정보를 도출하였다. Fermoso 등[11]은 고압의 950∼

1,000 ℃ 온도범위에서 stainless steel tubular reactor를 이용하여 역청

탄, 석유 코크스, almond shells, olive stones, eucalyptus와 혼합연료의 

스팀과 가스의 가스조성비에 따른 H2와 CO 수율변화의 변화를 고찰

하였다. 최근에는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발달과 강화된 환경규제와 맞

물려 이산화탄소 가스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보조

반응으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lbager M.A. Edreis 등[10]은 

TGA를 이용하여, 3 : 1, 1 : 1, 1 : 3 비율의 저유황 석유 코크스와 

Sugar cane의 혼합연료를 다양한 기-고체 반응속도식에 적용하여 이

산화탄소 가스화 반응특성을 연구하였다. 박상태 등[13]은 TGA를 이

용하여 갈탄을 700∼900 ℃의 온도범위에서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

성 및 촉매 활성에 대하 조사하였다. 

그러나 고온의 분류층 가스화기 운전 영역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농

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발열량을 지녔으나 낮은 

반응성으로 인해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석유 코크스의 이산화

탄소 가스화 반응 특성을 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이용

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낮은 온도 영역에서도 반응이 잘 진행되는 바

이오매스 3종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과 반응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서로 다른 연료 특성을 지닌 석유 코크스와 바이오매스의 혼합이 이

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각각의 시

료들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을 고체 반응 모델에 적용한 반응속도

식을 도출하였다.

2. 실    험

2.1. 시료준비

이산화탄소 가스화 실험은 H사의 석유 코크스와 국내에서 발생하

는 톱밥, 왕겨, Wood pellet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들의 휘

발분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촤

(Char)를 제조하였다. 실험용 촤는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였으며 650 

℃의 온도에서 2 h 동안 체류시킴으로써 제조되었다. 촤 제조 동안에 

산소와의 반응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량 50 mL/min의 질소가스만을 

반응기에 주입하였다. 열분해를 거쳐 제조된 촤들은 입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500 µm 이하의 사이즈로 사전 분리하였고 항온, 항

습 조건에서 저장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석유 코크

스와 바이오매스 3종의 원소분석, 공업분석, 열량분석은 Table 1에 정

리하였다.  

2.2. 실험장치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 혼합연료의 고온 반응성을 측정하고 비교

하기 위하여 TGA(SETARAM Labsy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TGA는 10-6 g의 정밀도를 가지는 전자식 저울을 이용한다. 이 저

울의 신호는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로 보내져 무게 변화를 분석하게 

된다. 반응기체는 하단으로 주입하여 상단으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시

료는 반응기 내부에 매달린 알루미나 basket에 고정되어 반응이 진행

되었다. TGA 내부의 반응 온도를 감지하는 thermocouple은 basket 바

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TGA furnace는 원통형이며 graphite로 만들어

진 가열요소가 furnace 중앙에 위치하며, 이 furnace의 냉각은 물의 순

환에 의하여 냉각된다. 응기의 온도는 CS92 controller에 의해 제어되

며, 반응기의 모든 data는 컴퓨터에 의해 확인된다. 주입되는 반응기

체는 유량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유량이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TGA basket에는 평균 10 mg의 시료를 넣었으며, 이러한 범위에서 시

료무게에 대한 변수는 TGA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TGA는 시료

에 온도를 가하여 시료의 질량변화를 시간이나 온도의 함수로서 표현

한다. 

2.3. 실험방법

실험은 Figure 1과 같이 분류층 가스화기의 운전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00, 1,200, 1,300, 1,400 ℃의 온도범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30 mL/min의 질소분위기하에 15 ℃/min로 승온하여 온도를 상

승시켰다. 반응기가 실험온도에 도달하면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30 

mL/min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며, 3 h 동안 시료의 무게 감소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진행된 모든 실험에서는 시료만의 무게변화를 살피기 위

하여 바스켓의 무게는 제외하고 무게 변화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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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 of isothermal CO2 gasification.

3. 결과 및 고찰

3.1. Kinetic analysis

가스화 반응에서 촤(char)의 탄소 전환율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W0는 초기시료의 질량, Wash는 반응 종결 후 시료의 질량, 

Wt는 시간 t에서의 시료의 질량을 나타낸다.

가스화에 대한 속도론적인 해석을 간단한 n차 반응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k는 가스화 반응속도상수(reaction rate constant)이며, n은 고

체반응물에 대한 반응차수이다. k는 온도에 의존하며, 반응속도상수

의 온도의존성은 Arrhenius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A는 빈도인자(frequency factor, min-1), Ea는 활성화 에너지 

(kJ/mol), R은 가스 상수(J⋅mol-1⋅K-1), T는 절대온도(K)이다. 위 식 

(3)을 식 (2)에 대입하면 식 (3)과 같이 되며, 이 식을 반응속도식의 

기본으로 고려하면 가스화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4)

기-고체 반응에서 반응의 전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기공이 존재하는 고체와의 반응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가스화 반응을 모사하거나 반응속도 정보를 도출하

기 위해 다양한 기-고체 반응속도 모델을 제시하였다[16-18].

Shrinking core model에 의해 반응속도 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5)

위 식을 적분하여 반응시간과 전환율의 관계를 나타내면 식 (6)과 

같다.

 
 (6)

따라서 반응속도 상수 은 시간 t에 따른 의 도식의 

기울기의 3배를 하여 구할 수 있다.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 전환율이 

1 혹은 0이 될 때까지의 시간 τ는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7)

 

Volumetric reaction model에 의한 반응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8)

이 식을 적분하여 전환율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n (9)

반응속도 상수 은 시간 t에 따른  ln의 도식의 기울기로

부터 구할 수 있다. 

또한 modified volumetric model에 의한 반응속도식은 다음과 같다.




  ln     (10)

여기서 전환율 X는 다음과 같다.

 exp (11) 

 

Modified volumetric model에 의한 반응 속도 식은 각 전환 값에서 

속도 상수 식을 다음과 같이 적분해서 사용하거나, 전환율이 0.5일 때

의 ks 값이 평균값 km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아래 식으로 대체해서 이

용한다.

 




  (12)

≒     
ln

 

(13)

여기서 a, b는 X와 시간 t의 실험 데이터를 최소 자승법으로 curve 

fitting하여 얻은 상수이다.

3.2. 탄소 전환율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 3종과 혼합연료 촤의 CO2 가스화반응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100, 1,200, 1,300, 1,400 ℃의 온도범위에서 

실험을 진행한 탄소 전환율 결과를 Figures 2∼3에 나타내었다. Figure 

2는 석유 코크스와 바이오매스 3종의 탄소 전환율을 나타내며, Figure 

3은 혼합연료의 탄소 전환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모든 온

도영역에서의 촤의 탄소 전환율은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나 최종적으

로 모두 1에 도달하였다. 온도의 경향성을 보면 반응온도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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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 Carbon conversion of Original Samples (a) Petroleum coke, (b) Sawdust, (c) Rice hulls, (d) Wood Pellet.

(a)

 

(b)

 

(c)

Figure 3. Carbon conversion of Mixed Samples (a) Petroleum coke-Sawdust (8 : 2), (b) Petroleum coke-Rice hulls (8 : 2), (c) Petroleum coke-Wood 
pellet (8 : 2).

(a)

 

(b)

 

(c)

Figure 4. Reactivity of Petroleum coke (a) Shrinking core model, (b) Volumetric reaction model, (c)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록 촤의 이산화탄소 가스화에 소요되는 반응시간은 감소했다. 곧 가스

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촤의 반응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2에서 보면 반응성이 느린 석유 코크스의 경우 탄소전환이 

1이 되는 시점이 40∼230 min 사이로 바이오매스 3종과 비교하여 매

우 느린 반응을 보였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톱밥, 왕겨, Wood pellet순

으로 각 12, 20, 25 min 이내에 이산화탄소 전환반응은 종료되었다. 

Figure 3에서의 혼합연료는 석유 코크스와 톱밥, 왕겨, Wood pellet순

으로 각 180, 160, 170 min 이내에 탄소 전환율이 1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왕겨와의 혼합연료가 이산화탄소 전환반응에 소요되는 반응시

간이 가장 적게 걸려 석유 코크스와의 혼합은 왕겨가 가장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석유 코크스와 바이오매스를 혼합하

여 사용하는 경우 가스화 반응시간을 줄이는 상승효과가 있음을 나타

내며, 이러한 특성은 석탄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중질잔사유 등과 

혼합한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4].

3.3.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

기-고체 반응모델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선형에 가까울수록 가스화 

반응을 잘 모사한다. 1,100∼1,400 ℃의 온도 영역에서 수행한 CO2-

가스화반응을 기-고 반응 모델들에 적용하여 각각의 입자들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Figure 4는 Figure 2에 나타낸 석유 코크스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 전환율을 식 (6), (9), (10)에 적용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면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이 모든 온도 영역

에서 비교적 전환 반응을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00 ℃ 온도에서는 Shrinking core model도 매우 잘 맞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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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5. Reactivity of Sawdust (a) Shrinking core model, (b) Volumetric reaction model, (c)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a)

 

(b)

 

(c)

Figure 6. Reactivity of Rice hull (a) Shrinking core model, (b) Volumetric reaction model, (c)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a)

 

(b)

 

(c)

Figure 7. Reactivity of Wood Pellet (a) Shrinking core model, (b) Volumetric reaction model, (c)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수 있다. 

바이오매스의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의 전환율과 시간과의 관계를 

Figures 5∼7에 나타내었다. Figure 5의 톱밥 결과를 보면 Figure 4의 

석유 코크스와 마찬가지로 반응 초기에는 Shrinking core model과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이 잘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왕겨와 목재칩에서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순수한 

석유 코크스 또는 바이오매스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이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을 통해 잘 예측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응

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는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Shrinking core 

model도 반응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 코크스와 바이오매스의 혼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

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혼합 연료의 전환율과 반응 시간의 관계

를 구하여 Figures 8∼1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순수한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의 결과와 동일하게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의 기울기가 선형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으며, Shrinking core 

model, Volumetric reaction model 순으로 기울기가 선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에서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이 반응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반응이 느리

게 진행되는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Shrinking core model이 반응을 잘 

모사한다고 할 수 있다. 

반응온도에 따라 각 모델에 적용하여 가상의 직선을 그으면 그 기

울기로부터 개별 반응 온도에서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속도상수

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값을 식 (3)의 아레니우스 식에 도입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의 빈도 인자와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

다.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 석유 코크스/바이오매스 혼합연료 촤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속도상수 k와 반응온도의 역수(1/T)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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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8. Reactivity of Mixed fuel-Pet-coke/Sawdust (8 : 2) (a) Shrinking core model, (b) Volumetric reaction model, (c)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a)

 

(b)

 

(c)

Figure 9. Reactivity of Mixed fuel-Pet-coke/Rice hull (8 : 2) (a) Shrinking core model, (b) Volumetric reaction model, (c)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a)

 

(b)

 

(c)

Figure 10. Reactivity of Mixed fuel-Pet-coke/Wood pellet (8 : 2) (a) Shrinking core model, (b) Volumetric reaction model, (c)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아레니우스 식에 대입한 결과를 Figures 11∼12에 나타내었다. 개별 

입자들의 결과들은 Figure 11에 나타냈으며 혼합 입자들의 결과들은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든 모

델식들이 비교적 선형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olumetric re-

action model, Shrinking core model,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의 기울기와 절편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frequency factor와 활

성화 에너지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를 보면, 석유 코크스, 톱밥, 왕겨, 목재칩순으로 Volumetric 

reaction model에 적용하였을 때는 118.8, 26.36, 1.85, 14.39 KJ/mol의 

활성화 에너지가 계산되었으며, Shrinking core model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123.4, 17.6, 6.55 13.6 KJ/mol의 활성화 에너지가 계산되었고,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에서는 각 140.98, 21.55, 9.25, 

11.97 KJ/mol의 활성화 에너지가 계산되었다. 이는 석유 코크스는 이

산화탄소 가스화에서 반응에 필요한 열량이 바이오매스보다 매우 높

으며, 반응성이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윤상준[4] 등이 고

찰한 석유 코크스의 연소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SCM : 4.8 

KJ/mol, MVRM : 2.64 KJ/mol) 및 무연탄의 활성화 에너지(SCM : 

2.62 KJ/mol, MVRM : 1.962 KJ/mol)와 큰 차이를 보여,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은 연소반응과 비교하여 반응이 매우 느리게 진행됨을 확

인할 수 있다[4]. 또한 공수진[8] 등이 연구한 600∼850 ℃에서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에 적용하였을 때의 수증기 가스화

의 활성화 에너지가 석유 코크스, Wood chip, 갈탄, 역청탄, 무연탄 순



190 국진우⋅신지훈⋅곽인섭⋅이시훈

공업화학, 제 26 권 제 2 호, 2015

Sample

VRM SCM MVRM

K0
활성화 에너지

(KJ/mol)
K0

활성화 에너지
(KJ/mol)

K0
활성화 에너지

(KJ/mol)

Petroleum coke 331.4 118.8 304.5 123.4 1071.26 140.98

Saw dust 1.01 26.36 0.16 17.6 0.37 21.55

Rice hulls 0.24 1.85 0.23 6.55 0.25 9.25

Wood Pellet 0.36 14.39 0.24 13.6 0.16 11.97

COKE-Saw dust (8 : 2) 28.08 86.6 12.08 81.9 5.01 68.58

COKE-Rice hulls (8 : 2) 3.49 53.13 5.55 68.44 2.03 53.31

COKE-Wood Pellet (8 : 2) 82.73 98.1 27.9 89.97 15.92 82.05

Table 2. Frequency Factor and Activation Energy

(a)

 

(b)

 

(c)

 

(d)

Figure 11. Arrhenius plot of Original Samples (a) Petroleum coke, (b) Sawdust, (c) Rice hulls, (d) Wood Pellet.

(a)

 

(b)

 

(c)

Figure 12. Arrhenius plot of Mixed Samples (a) Petroleum coke-Sawdust (8 : 2), (b) Petroleum coke-Rice hulls (8 : 2), (c) Petroleum coke-Wood 
pellet (8 : 2).

으로 168.9, 260.3, 167.9, 134.6, 82.2KJ/mol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반응가스와 반응온도가 활성화 에너지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됨을 확

인할 수 있다. 

석유 코크스/바이오매스 8 : 2 비율의 혼합연료는 Volumetric re-

action model에 적용했을 때 톱밥, 왕겨, Wood pellet과의 혼합 순으로 

석유 코크스의 활성화 에너지를 각 32.2, 65.67, 20.08 KJ/mol을 감축

시켰으며, Shrinking core model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41.5, 54.96, 

33.43 KJ/mol의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였고, Modified volumetric re-

action model에서는 72.4, 87.67, 58.93 KJ/mol의 활성화 에너지 감축

을 보여 석유 코크스에 바이오매스를 혼합은 연료의 효율 상승 부분

에서 시너지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윤상준[4] 등이 

연소반응에서 석유 코크스와 무연탄을 1 : 1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석

유 코크스의 활성화 에너지를 Shrinking core model과 Modified volu-

metric reaction model에 적용한 경우 각 3.4, 0.71 KJ/mol이 감축된 경

우와, Elbager M.A. Edreis[10] 등이 970∼1,190 ℃의 온도범위에서 

연구한 저유황 석유 코크스와 Sugar cane을 1 : 3 비율 혼합연료 CO2 

가스화 연구에서 석유 코크스의 활성화 에너지를 10KJ/mol 감소한 경

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4. 가스화 반응 속도식 

Figures 13∼14는 1,100 ℃에서 Table 2에 제시된 각 모델의 fre-

quency factor와 활성화 에너지를 Arrhenius equation에 대입하여 세 가

지 모델에서의 시간에 따른 탄소 전환율을 계산하고, 이를 실험값의 

전환율과 비교한 결과이다. Figure 13은 석유 코크스와 바이오매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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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Rate equation of CO2 gasification

Shrinking core model Modified volumetric reation model

Petroleum coke 

  exp


   


  exp


  

Saw dust 

  exp


   


  exp


  

Rice hulls 

  exp


   


  exp


  

Wood Pellet 

  exp


   


  exp


  

COKE-Saw dust (8 : 2) 

  exp


   


  exp


  

COKE-Rice hulls (8 : 2) 

  exp


   


  exp


  

COKE-Wood Pellet (8 : 2) 

  exp


   


  exp


  

Table 3. Rate Equation of CO2 Gasification

(a)

 

(b)

 

(c)

 

(d)

Figure 13.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data and results from the Shrinking core model, Volumetric reaction model and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for conversion of original sample at 1,100 ℃ (a) Petroleum coke, (b) Sawdust, (c) Rice hulls, (d) Wood Pellet.

(a)

 

(b)

 

(c)

Figure 14.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data and results from the Shrinking core model, Volumetric reaction model and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for conversion of mixed sample at 1,100 ℃ (a) Petroleum coke-Sawdust (8 : 2), (b) Petroleum coke-Rice hulls (8 : 
2), (c) Petroleum coke-Wood pellet (8 : 2).

종의 결과이며, Figure 14는 혼합연료의 결과를 나타낸다. Figures 4∼

10과 같이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지 못하고 R2 값이 낮은 Volumetric 

reaction model에 적용한 탄소 전환율은 모든 혼합연료의 실험값을 모

사하지 못하고 어긋남을 보였다. 반면에 직선에 기울기에 근접하고 R2 

값이 높은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과 Shrinking core model

을 통하여 계산된 탄소 전환율은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하여 본 반응

을 잘 대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Shrinking core model과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에 맞는 반

응기의 설계 및 운전조건 변수, 반응의 해석에 사용되는 혼합연료의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 속도식은 Table 3과 같이 도출하였다.

4. 결    론

TGA를 이용하여 1,100∼1,400 ℃의 온도범위에서 석유 코크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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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온도 및 반응특성을 비교하였다. Volumetric reaction model을 

역산하여 얻은 탄소 전환율은 모든 혼합연료의 실제 탄소 전환율을 

모사하지 못하고 어긋남을 보였으며, 기울기가 선형에 근접한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과 Shrinking core model은 역산하

여 얻은 탄소 전환율과 실제 탄소 전환율이 매우 잘 일치하여 본 반응

을 잘 대변하였다. 이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기-고체 반응속도 모델을 

다르게 적용해야함을 나타낸다. 석유 코크스, 톱밥, 왕겨, 목재칩순으

로 Volumetric reaction model에 적용하였을 때는 118.8, 26.36, 1.85, 

14.39 KJ/mol의 활성화 에너지가 계산되었으며, Shrinking core model

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123.4, 17.6, 6.55 13.6 KJ/mol의 활성화 에너지

가 계산되었고,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에서는 각 140.98, 

21.55, 9.25, 11.97 KJ/mol의 활성화 에너지가 계산되었다. 또한 각 모

델에 적용하였을 때 석유 코크스/바이오매스 혼합연료는 Volumetric 

reaction model에 적용했을 때 톱밥, 왕겨, Wood pellet과의 혼합 순으

로 86.6, 53.13, 98.1 KJ/mol의 활성화 에너지와 Shrinking core model

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81.9, 68.44, 89.97 KJ/mol,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에서는 68.58, 53.31, 82.05 KJ/mol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졌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 모델값이 일치하는 

Shrinking core model과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을 적용한 

이산화탄소 가스화 반응 속도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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