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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asification of coal char by CO2 under high pressures in a drop tube furnace(DTF). 
The rate constants are derived for the shrinking core model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based on the set 
reactor conditions.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CFD) simulations adopting the rate constants revealed 
that the carbon conversion was much slower than the experimental results, especially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artial pressure of reactants. Three reasons were identified for the discrepancy: i) shorter reaction 
time because of the entry region for heating, ii) lower particle temperature by the endothermic reaction, and 
iii) lower partial pressure of CO2 by its consumption. Therefore, the rate constants were corrected based on 
the actual reaction conditions of the char. The CFD results updated using the corrected rate constants well 
matched with the measured values. Such correction of reaction conditions in a DTF is essential in deriving 
rate constants for any char conversion models by H2O and O2 as well as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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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 : area, m2

frequency factor, s-1

Ash : ash mass fraction, wt.%
C : carbon mass fraction, wt.%

specific heat, J/(kg·K)
D : reactor diameter, m
d : particle diameter, m
E : activation Energy, kJ/mol
h : heat transfer coefficient
L : length, m
m : mass, kg
MW : molecular weight, g/mol

R : universal gas constant
n : reaction order
P : pressure, Mpa
T : temperature, K
t : time, sec
X : carbon conversion
ε : emissivity
θ : dimensionless temperature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Subscript
eff :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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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final
g : gas
i : gas species
o : initial

p : particle
R : reactor target value
sp : specific surface area
w : wall

Fig. 1. Schematic of the pressurized drop tube furnace.

1. 서 론

석탄 가스화 기술은 고체연료인 석탄을 합성가스

로 전환하여 복합발전(IGCC)뿐 아니라, 수소/연료전

지, 합성천연가스(SNG), 액체수송연료 등의 다양한 

연료 및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1]. 또한 플라

스틱이나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아세틸렌이나 암모니

아의 생산에 이용된다[1]. 국내의 경우 태안 IGCC[2] 
및 광양 SNG 플랜트[3]가 상용 운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의 CTL 기술 역시 10톤/일
급의 파일롯 규모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4]. 
가스화기는 건식/습식, 회분의 슬래깅 방식에 따라 

다양하므로 가스화기의 투입 대상 석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석탄의 탈휘발 및 촤 가스화 반응 특성, 회
분의 거동 등 연료 특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

된다. 특히, 상용 가스화기는 20-60 기압의 고압에서 

운전되어 휘발분 조성, 촤의 반응속도 등 주요 특성

이 상압에서의 결과와 다르게 되므로 연료 특성 분

석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5].
촤의 가스화는 고체-기체의 반응으로서 반응속도

가 느리기 때문에 높은 탄소전환율과 냉가스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석탄에 대한 반응속도의 분

석이 필수적이다. 촤의 거시적인 전환반응은 아래의 

네 반응으로 이루어진다[6].

[R1] C(s) + O2 → CO2

[R1'] C(s) + 1/2 O2 → CO
[R2] C(s) + H2O → CO + H2

[R3] C(s) + CO2 → 2 CO
[R4] C(s) + 2 H2 → CH4

고온에서의 전형적인 연소 조건 하에서는 [R1']이 

지배적인 반면에, 가스화기에서는 흡열반응인 [R2]
와 [R3]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제한적인 산소를 

공급하여 석탄의 휘발분과 일부의 촤를 산화([R1]반
응)시켜 고온 분위기를 형성 후 두 가스화 반응을 통

하여 촤를 CO와 H2로 전환하게 된다. 반면 [R4]의 경

우는 그 반응속도가 매우 낮아 일반적인 가스화기에

서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실제 촤 전환반응

에는 반응성 뿐 아니라, 가스의 확산효과, 구조적 변

화(직경, 밀도 및 기공현상)을 비롯하여 복잡하게 되

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는 Shrinking core 
model(SCM), Random pore model(RPM), Char burn- 

out kinetics(CBK) 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고체 연료인 석탄 촤의 산화나 가스화 특성 분석

에 사용되는 Drop tube furnace(DTF)는 온도와 가스

(O2, CO2, H2O)의 분압, 가스의 유량(체류시간)을 고

정하여 상단부에서 촤를 투입하여 반응 후 하부에

서 그 입자를 포집하는 장치이다. DTF 실험을 통해 

다양한 탄종에 대하여 석탄 특성 분석과 반응 상수 

도출은 많은 연구에 의해 보고 된 바 있다[7-15].
그러나, 실제 촤 입자의 반응 시간 및 온도, 가스 조

성 이력은 설정한 반응 조건과 차이가 있어 반응상수 

도출에 오차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DTF를 이용한 촤-CO2 가스화 실험에서 도출된 반응 

상수의 타당성을 CFD를 통해 평가하고, 실제 반응조

건을 고려하여 반응상수를 보정하는 방식을 고찰하였

다. 촤 전환 모델은 SCM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모델

의 한 예일 뿐이며 반응조건을 분석하고 반응상수를 

보정하는 방식은 다른 모델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연구방법

2.1. 실험 장치

Fig. 1은 촤 가스화 실험에 사용된 Pressurized D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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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uel properties of coal and char

Parameters
Whitehaven

Coal Char

Proximate 
Analysis
[wt%ad]

Moisture 2.37 3.02

Volatile matter 27.11 4.28

Fixed carbon 58.23 76.21

Ash 12.29 16.49

Ultimate 
Analysis
[wt%db]

C 74.40 79.85

H 3.95 0.65

O 7.37 1.02

N 1.63 1.66

S 0.36 0.33

HHV[MJ/kg] 27.50 27.84

Table 2. Test conditions of char gasification by CO2 in 
PDTF

Parameters Set #1 Set #2

Tw [℃] 1000, 1100,
1200, 1300 1200

Partial pressure [bar]  0.8 0.4, 0.8,
1.6, 2.4

Average residence 
time [sec]

2.49, 2.64,
2.80, 2.99 2.64

(PDTF)를 나타낸 것이다[16]. 상온의 촤 입자는 feeder
를 통해 반응기 상부의 중앙에서 이송가스와 함께 

공급되고, 그 주위로는 반응가스가 주입된다. 촤 입

자는 반응기에서 반응한 뒤, 하부의 냉각 구간을 지

나 포집된다. 이 때 생성된 가스는 추가적인 냉각을 

거친 후 가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조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촤는 Table 1에 나타낸 White-

haven 석탄을 상압, 1200℃의 질소분위기에서 별도

의 DTF 장치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생성된 촤 입

자의 크기는 45-75 µm 범위이다. 탈휘발 후 생성된 

촤의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촤 가스화 조건 

촤-CO2 가스화 실험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분압별, 온도별로 각각 수행하였다. 온도별 실험

은 CO2 분압을 0.8 bar로 고정하고 1000-1300°C 범
위에서 실시하였고, 분압별 실험은 온도를 1200°C
로 고정하고 CO2 분압을 0.4-2.4 bar 범위를 대상으

로 하였다. 이때, 총 압력은 4 barabs이며, 분위기 가

스는 질소이다. 반응기 내 주입하는 가스는 질량 유

량 제어기를 통하여 5 L/min을 분압에 맞추어 주입

하였다.

2.3. 가스화 반응 상수 도출

촤의 전환율은 아래의 식과 같이 회분 트레이스

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

이때, Xf는 탄소 전환율, C는 반응 전, 후의 촤의 

탄소양(wt%), Ash는 반응 전, 후의 회분의 양(wt%)
이다.

적용한 촤 전환 모델인 SCM[17]은 촤의 표면 반

응에 의해 탄소 코어가 점진적으로 수축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반응 속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2)

특정 체류시간까지의 반응속도를 고려하기 위해 

위 식을 적분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 


 ･exp

･･ (3)

여기에서 A, E, n은 반응상수이고 tf는 반응기 내의 

촤 입자의 체류시간을 의미한다. 이때, 체류시간은 

반응기 길이를 각 조건별 온도와 유량을 이용하여 가

스의 평균속도와 중력에 따른 입자의 종단 속도를 

더한 입자의 속도로 나누어 구하였다.
Fig. 2는 분압별, 온도별 실험에서 얻은 촤 전환율

을 선형 함수로 회귀분석한 것으로서, 설정된 반응

조건(before correction)으로부터, 세 반응상수를 도출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보정 전 값으로 나타내

었다.

2.4. CFD 해석

도출한 가스화 반응 상수의 검증을 위해 상용 code
인 ANSYS FLUENT ver 16.0[18]을 이용해 PDTF의 

실험조건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격자는 반

응기의 1/4 형상에 대해 80,000개의 육면체 셀로 구

성하였다. 유동 및 연소의 해석은 질량, 운동량, 에너

지 보존과 함께 입자 거동, 난류, 복사, 가스반응 등

을 고려하였다. 촤 입자의 거동은 총 12,000개 개별입

자에 대하여 Lagrangian method를 이용하여 추적하

고, 촤 가스화 반응은 SCM을 User defined function으
로 별도로 코딩하여 적용하였다. 난류모델은 Realizable 
k-ε model[19], 복사열전달은 구분종좌법[20]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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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ction order(n) (b) A, E
Fig. 2. Linear regression of char gasification rate for different (a) pressures and (b) temperatures.

(a) By temperature(PCO2,in = 0.8 bar) (b) By partial pressure(TR = 1200°C)
Fig. 3. Comparison of measured and predicted char conversion before correction of reaction conditions.

Table 3. Rate constants derived before and after cor-
rection of reaction conditions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n 0.716 0.775

A 2.205e + 5 9.507e + 5

E [kJ/mol] 158.505 163.842

하였다. 가스의 흡수계수는 회색기체가중합법[21]을 

이용하여 고려하였고 입자의 방사율은 0.9로 설정하

였다. DTF 벽면의 경계 조건은 설정된 실험온도로 

고정하였다.

3. 결과 분석

3.1. CFD 해석과 실험 결과 비교

Fig. 3은 Whitehaven 촤의 결정된 반응상수를 적

용하여 온도별, 분압별 탄소전환율을 CFD 해석결과

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때, SCM의 경향선

은 엑셀을 이용하여 별도로 계산한 것이다. CFD 해
석 결과 탄소전환율이 실험 결과에 비해 과소 예측

되었다. 특히 탄소전환율이 높은 고온 또는 높은 분

압인 경우 그 차이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CFD 해석결과가 과소 예측되는 오차 요

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요인는 입

자의 반응시간으로, 투입 된 촤 입자는 승온 구간으

로 인하여 설정한 체류시간에 비해 반응시간이 짧

아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입자 온도로 흡열

반응인 가스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설정된 반응 온

도(반응기온도)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인은 가스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가스의 소모 

및 생성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가스의 분압이 입구

에서 투입된 값에서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위 세 가지 요인은 공통적으로 CFD를 통해 계산

된 반응속도가 실험 결과에 비해 감소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게 된다. 입자 온도와 분압의 영향은 Fig.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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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Profile of (a) gas temperature and (b) partial pressure of CO2 on selected cross-sections predicted using CFD 
for the case of PCO2,in = 0.8 bar and TR = 1200°C.

Fig. 4. History of particle temperature in the axial direc-
tion at PCO2,in = 0.8 bar and TR = 1200°C.

서 탄소 전환율이 큰 조건일수록 CFD 해석 결과를 

해당 체류시간에서의 SCM 경향선보다 더 낮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입자 반응시간, 입자 온도 및 가스 분압의 

오차에 대한 상세 분석과 이를 고려한 반응 상수의 

보정이 필요하다.

3.2. 가스화 조건 보정

첫 번째 오차요인인 실제 입자 반응시간을 보정하

기 위해 반응기 내 승온구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수

립하여 실제 유효반응구간(Leff)을 계산하였다. 승온

구간은 입자와 가스의 온도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유속이 느리고 입구영역에서 

벽면과 가스의 온도차가 크므로 승온모델의 벽면 열

전달 계산에서 혼합대류를 고려하였다[22-25].

(4)

(5)

 DkNuh gmixedconv /= ,
333

,entryforcedNaturalMixed
NuNuNu −= (6)

 
8.0, 016.01

104.066.3
Gz
GzNu entryforced +

+= (7)

⎟⎟
⎠

⎞
⎜⎜
⎝

⎛
+

+=
Re24.0750

136.4
468.0GrNunatural (8)

PrRe⋅
≡
y
DGz ,

( )
2

3

μ
β DTTg

Gr avgw −≡ (9)

이때, 기준이 되는 온도는 반응온도에 근접하는 θ = 
95%로 하였다.

Ky /)95.01ln(95.0 −−==θ , (10)

95.0=−= θyLL Reff (11)

Fig. 4는 TR = 1200°C, PCO2 = 0.8인 경우에서 CFD
해석과 승온모델로 계산한 높이별 입자온도 및 yθ = 

0.95를 비교한 그림이다. CFD 결과와 모델링 결과가 

1152°C(θ = 95 %)에 도달하는 yθ=95%의 값은 약 0.36 
m로서, 위의 예측방식으로 결정한 값이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a)는 대표 조건에 대해 CFD로 예측한 높이별 

가스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벽 근처의 가스 온도는 

벽면으로부터 직접적인 열전달로 인해 중앙 영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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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orrected reaction conditions
Reactor conditions Effective reaction conditions

PCO2,in

[bar]
TR

[℃]
tR

[sec]
PCO2,eff

[bar]
Tp,eff

[℃]
tp,eff

[sec]
0.8 1000 2.99 0.79 995 1.46
0.8 1100 2.80 0.75 1083 1.51
0.8 1200 2.64 0.71 1175 1.54
0.8 1300 2.49 0.65 1266 1.55
0.4 1200 2.64 0.35 1186 1.58
1.6 1200 2.64 1.45 1162 1.46
2.4 1200 2.64 2.17 1145 1.38

(a) By temperature(PCO2,in = 0.8 bar) (b) By partial pressure(TR = 1200°C)
Fig. 6. Comparison of measured and predicted char conversion ratio after correction of reaction conditions.

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고, 촤 가스화 반응속도가 빨

라 중앙영역에 비해 PCO2가 낮게 나타났다. 높은 벽

면 온도로 인해 이 부분의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PCO2가 중앙부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또, 반응기 속 온도는 지속적인 촤-CO2 가스화 흡열 반

응으로 인하여 설정온도(1200°C)에 도달하지 못하였

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열전달 및 에너지 보존식에 

기반하여 측정된 촤 전환율과 반응 조건만을 이용

하여 유효입자온도(Tp,eff)를 계산 하였다.

( ) r
effp

p
effpwpp h

m
TTA Δ

Δ
+−=

,

4
,

40
τ

σε (12)

Fig. 5(b)는 대표조건에서 CFD로 해석된 높이에 

따른 가스분압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촤 가스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 가스(CO2)가 소모되고 생성

가스(CO)가 발생되면서 CO2 분압이 점차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반응상수 도출을 보정하기 위해 실험에서 

측정된 탄소전환율을 기반으로 Pi,out을 계산하였다.

outiinieffi PPP ,,, )1( αα +−= (13)

char
i

iniouti mMWmm Δ−=
12,, (14)

이때, α는 PCO2,out의 가중치이고, 본 연구에서는 α 
= 1.0을 사용하였다. 이는 PCO2,eff에 PCO2,out이 사용되

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값에서 탄소전환율의 측정값

과 예측값의 일치율이 높아 선택하였다.
Table 4는 설정한 반응조건과 보정 입자 반응조건

을 비교한 것이다. 유효반응시간(tp,eff)은 입자가 승온 

후 실제로 반응하는 시간으로 평균 체류시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에 비하여, 유효입자온도(Tp,eff), 

유효가스분압(PCO2,eff)은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었다.
보정된 반응조건을 이용하여 재 계산한 반응 상수

는 Table 3에 보정전의 값과 함께 제시하였다. 보정 

전후의 값을 비교할 때 반응차수(n)과 활성화에너지

(E)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는 유효입자온도와 유효

가스분압의 편차가 설정된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류시간의 경우 유효반응

시간을 사용하며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속도상수

(A)의 경우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3. 보정된 반응상수의 평가

Fig. 6은 보정된 반응상수를 이용하여 새로이 CFD 
해석을 수행한 뒤 얻은 탄소전환율을 실험값과 비

교한 것이다. 이 때 실험값의 탄소전환율은 동일하지

만 체류시간은 보정된 값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Fig. 
3의 기존 결과와 비교하면, 실험 값과 해석 값의 차

이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TF 실험을 통한 가스화 반응상수 도출

에서 설정된 반응 조건이 아니라 입자의 실제 가스화 

반응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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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압 DTF를 이용하여 석탄 촤의 가

스화 반응 상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오차 요인을 

CFD를 통하여 상세 분석하고, 이를 보정하는 방식

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DTF 반응기 속 촤 입자의 승온 구간이 존재함으

로 인해 체류시간에 비해 실제 반응시간은 상당히 

짧게 된다.
2) 입자 온도는 흡열반응인 가스화 반응의 결과

로 설정된 온도에 비해 낮게 되며, 가스의 분압 역시 

감소하게 된다. 설정된 값과의 차이는 촤 전환율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3) Shrinking core model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오

차 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반응상수를 적용하여 촤 가

스화 반응을 예측하는 경우 반응속도가 크게 과소 

예측됨을 확인하였다.
4) 입자 반응시간, 입자 온도, 가스 분압을 보정한 

결과 실험과 CFD해석 결과의 오차를 크게 줄였다. 
사용한 촤 전환 모델인 Shrinking core model은 하나

의 예로 사용한 것으로 외 다양한 촤 전환반응 모델

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뿐 아니라 촤-H2O 가스화 반

응, 촤-O2 산화반응에도 적용 가능하다. 
향후에는 다양한 탄종에 대하여 반응상수를 도출

하고, 기존 문헌에 보고된 가스화 반응상수에 대한 

검토와 고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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