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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tes of reaction of various Korean anthracites with carbon dioxide were measured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850° to 1100°C with coal —6, +8 sieve size and the residence time of ractant gas in the fixed 

coal bed 14.0 to 15. 0 seconds. The primary variables studied were the coal sources and temperature. The 

reactivity was considerably varies with the coal sources and the general trends show that the reactivity 

sharply increases with increasing reaction temperature except the Yongwol coal where the increase is not 

so sharp, which is considered to be due to high reactivity and high-pore structure of the coal. It was also 

found that -a straight line was produced when a logarithm of the rate constant is plotted against the 

reciprocal o£ the absolute temperature up to 1000°C, but above that temperature it deviates from linearity. 
The information obtained will be of value in the design of the coal gasifier using Korean anthracites.

序 S
無厘炭의 反應性은 燃料로서는 물론 工業原料로서 

使用 할 때 가장 중요한 性質 중의 하나가 된 다. 本硏究 

는 第1報D에 계속하여 國內 主要炭鑛에서 產出되는 

無煙炭 즉 寧越, 鐵岩, 和順, 嵐鳴, 長省, 興田, 道溪 

炭의 反應性을 여러 온도에서 비교하였다.

石炭의 反應性이란 그 定義가 확정되지 못한 石炭의 

化學的 性質이며 便宜와 必要에 따라 각양 각색으로 

定義되어 그 측정방법도 수다하다⑵. 本硏究에서는 

無煙炭이 탄산가스를 還元하는 反應으로서 定義하였는 

데 이 方法은 副反應이 없으며 또한 高温에서 逆反應이 

억제되기 때문에 © 취급하기에 아주 간편한 利黙이 

있다

石炭의 反應性은 上記한 反應 이외에 공기나 산소 

혹은 수증기와의 反應에 의하여도 定義됱 수 있으나 

이들 모든 反應은 石炭의 같은 한 持性의 척도이므로 

한 方法으로 얻은 反應性 데이타는 큰 修正없이 다른 

反應에 의거하는 反應性으로 간주할 수 있다2).

產地가 다론 無煙炭의 反應性을 서로 비교할 수 있 

도록 같은 粒度(一6, +8 sieve size)의 族을 試料로 취 

하였고 反應氣體 탄산가스의 流量을 각 run 마다 3X 
10一5 m이e/(sec) (cm2)로 취하였는데 이것은 反應氣體 

의 試料炭屑에서의 滯留時間 (residence time) 14.0〜 

15.0 sec 에 상당한다. 측정 온도범 위 는 850°C 에서 

1080°C사이 이 다. 또 試料炭의 比表面積을 空氣透過法 

으로 측정하여 그 反應性과 비교하였다.

試料埃이 充塡되어 있는 固定層(fixed bed)이 V 
(cm3)의 피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꼬(。旳의 온도 

로 유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속으로 아래에서 압 

력 ?r(atm)의 반웅기체가 F(mole/sec)의 流速으로 홀 

러 들어가고, 炭層에서 다음과 같이 還元된다.

CO2(g)+C(s)二2CO(g)  ...........(1)
k2

試料炭曆 중의 微少부피 du 속에서의 反應速度를 尸 

(moles CO2 decomposed/sec-cm3), CO2 가스가 환원되 

는 分率을 /(moles of CO2 decomposed/mole of inlet 

CO2 gas), inlet 가스중외 CO? 의 몰 분율을 m 라고 하 

면 定留狀態에서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r dV=Fmdf ...................................... (2)
700〜 1100°C 에서 反應式(1) 중의 逆反應은 正反應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3)r•은 다음과 같이 

된다.

r— kiPc02= k^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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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小부피 안에서의 CO2의 물분율 X를 物質收支로부 

터 구해서 式(3)어】 대입하고 이것율 다시 式(2)에 대 

입하여 稼分하면 다음 式을 얻는다D

M=~^厂［(1+師)In-jAj~一 ^f\ (4)

式(4)에서 /는 炭層出口에서의 값이다. 실험적으로 나 

를 측정하면 式(4)에서 反應速度定數 足값을 구할 수 

있다.

速度式⑶은 FeldkirchneQ 도 휘발성분이 적은 炭 

과 수소가스와의 反應에 사용하였으며 또 Blackwood 

5)는 coconut char 와 40atm 이 하의 수소가스와의 反 

應에서 650〜 *0°C  의 온도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Birch6)둥P 휘발분을 제거 

한 Australia 產 褐炭을 流動層에서 과잉 수소와 750~ 

9501 에서 반응시켰을 때 얻온 데이다가 速度式(3)에 

따름을 발견하였다 本實驗에서도 1000°C 이하에서는 

이 식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X 驗

本硏究에서 製作한 反應性 測定裝置를 Fig.l 에 표 

시하였다. 그 性能은 第1 報에 詳記하였으므로 여기서 

는 實驗方法만을 略述하기로 한다.

反應氣體인 탄산가스를 gasometer 刀에 채 우고 그 

속에 微量 섞여있는 산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化學量論 

的인 量보다로 약간 과잉한 수소가스를 함꼐 A에 넣 

온 다음 발브를 열어 눌"鐵管 속에 Pd 촉매가 充塡되 

어 있는 촉매충 c 속으로 통과시킨다. 이것은 tubular 

furnace 에 의 하여 200°C 로 가열되 어 있다. 여기서 산 

소는 수소와 化合하여 물이 되어, condenser D를 통 

과하는 동안 제거된다. 계속하여 反應氣體는 tubular 

furnace 에 의하여 5g°C로 가열되어 있는 酸化銅充塡 

層 E를 통하게 되며 이 때 과잉의 수소는 산화되어 

물이 되고 또 미량 들어 있는 일산화탄소는 탄산가스 

가 된 다. 反應氣體 중의 모든 水分온 silica g이充旗管 

F 를 통하는 동안 제거되고 精製된 C6 가스는 毛細管 

流量計 G 에 의 하여 流量이 측정된 다음 反應管 H 의 

下部로 간다.

反應管은 2〃I. D. 의 stainless steel 管이 며 그 속온 

perforated plate 에 의 하여 兩分되 어 있는데 그 上部에 

는 試料炭을 넣었고 그 下部에는 i시et gas 를 豫熱할 

目的으도 耐火物碎片을 가득 채웠다. 反應管온 3Kw 

容量의 爐로 가열되 며 加熱體로서 는 silicon carbide 막 

대 3개를 並列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試料炭 上部 

에 끝이 을 정 도로 Pt-Rh thermocouple 을 揷入하였 

고 이 反應管內 温度는 Bristol 製 Pyrometer controller 
에 의하여 조절되도록 配線이 되어있다.

Fig, 1 Coal-reactivity testing apparatus, 
A*  gasometer, B： water trap, C： Pd-catalyst 
packed tube, D : condenser, E : CuO packed 
tube, F : silica-gel packed*tube,  G : capillary
tube flow meter, H : reactor.

試料炭(60g)을 넣면 C,E,H를 所定温度로 가열하 

면서 8가스를 통과시켜 全裝置 속의 공기를 몰아내 

고, 反應器의 온도가 미 리 set 한 점 에 오를 때까지 이 

를 세속한다*  다시 反應温度에서 15分間 계속하여 埃 

으로부터 揮發分을 완전히 제거한다. 厶에 미리 준비 

한 反應氣體를 一定流速으로 통과시키고 反應器에서 

나오는 가스를 Orsat 分析裝置에 의 하여 分析한다.

實驗精果 및 考察

試料炭의 工業分析値, 眞密度, 比表面欧을 Table】 

에 표시하였다. 試料炭 중에서 和順炭이 灰分이 가장

Table I Proximate analysis, true density and 
specific surface of coals investigated.

Coal Mois
ture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Ash

True 
density 
g/cm3

Specific 
surface 
cm3/g- 
coal

寧越 2.64 1.46 80.06 15.30 1.99 301

鐵岩 4.42 3. 02 81.30 11.25 1.93 175

和順 6.17 5. 21 63.87 24.75 1.99 127

鳳鳴 1.08 5. 29 81.06 12. 57 2.11 176

長省 1.72 4. 21 75.06 19.01 1.92 127

興田 3. 20 3.95 75.07 17. 78 1.93 120

道溪 4. 24 4. 65 74.80 16. 31 1.98 139

많은 低質炭이며 그 밖의 炭은 대략 같은 質이다. A 
密度는 물을 써서 측정한 값이며 鳳鳴炭이 가장 높고 

그 밖의 炭온 거의 비슷한 값이다. 比表面潰은 空氣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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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法으로 측정하였는데 寧越炭이 가장 크며 이것은 가 

장 낮은 和順, 長省, 興田, 道溪炭의 2 배 이상의 값 

율 갖는다. 鐵岩, 厭鳴炭은 이 중에서 충간의 값을 갖 

는다. 比表面St과 炭質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實驗結果를 Table I 에 수록하였다. Table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Oj 의 흐름속도는 각 run 을 통하 

여 대 략 일정한 값 (1. 67~1. 78) X10" mole/sec 이며

Table I. Experimental results.
Coal: Korean anthracites
Coal size : —6+8 (U. S. standard sieve) 
Sample weight : 60g

Coal
Reaction 
temp. 
°C

CO2 flow 
rate 
FxlO4

Residence 
time 
V/F\ sec

Fraction 
conver
sion of 
CO2,/

Rate 
constant 
AxlO7

910 1.68 14.5 0.406 17.6
寧越 1020 1.67 14.5 0.646 40.8

1080 1.72 14.0 0.740 56.7

850 1.70 14.7 0.052 1.66
930 1.78 14.0 0.115 3.70

叫宥 1010 1.73 14.5 0.249 8.99
1080 1.78 14.0 0.554 29.8

850 1.75 14.6 0.025 0.60
nn帽 930 1.75 14.6 0.103 3.10

1010 1.75 14.6 0.334 13.5
1080 1.73 14.8 0.519 26.1

850 1. 69 14.6 0. 011 0.28
930 1.69 14.6 0.056 0.89

J臥煽 1010 1.68 14.8 0.164 4.43
1080 1.69 14.7 0.333 10.85

850 1.75 14.1 0.027 0.77
M空 930 1.76 14.0 0.134 2.85
:氏有 1010 1.73 14.2 0.254 9.25

1080 1.70 14.5 0. 536 27.2

850 1. 75 14.0 0.046 1.26
930 1.76 13.8 0.155 5.04

■典出 1010 1.75 14.0 0.333 16.0
1080 1.73 14.1 0.759 57.6

850 1.70 14.2 0.032 0.80
쉬會塑 930 1.70 14.2 0.097 2.78

1010 1.69 14.4 0. 250 8.30
1080 1.70 14.2 0.579 29.5

이것은 炭層에서 反應氣體의 滯留時間 14.0-14.8 sec 

에 상당한다. CO2의 CO 로 환원된 分率 /■롤 반웅온 

도에 대해서 폴로트한 것을 Fig. 2에, 또 反應速度定 

數为 를 絕對温度의 逆數에 대하여 플로트한 것울 Fig. 

G 에 도시 하였 다.

Fig. 2 를 보면 모든 炭의 遠元率 須값은 온도와 함께 

급격히 중가함을 알 수 있다. 寧越炭 이외의 모든 炭 

온 850°C 에서 還元率이 5% 미 만이고 1080°C 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여 50% 이상이 된다. 寧越炭은 本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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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이es CO2 decomposed per mole of CO2 vs. 
reaction temperature.

u 1 2 3 4

Reaction time elapsed, hr

Fig. 3 Fraction conversion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elapsed,

에서 다룬 試料炭 중에서 反應性이 가장 크며 900°C 

에서 還元率이 50%, 1100°C 에서 는 80% 에 도달한다. 

興田炭은 高温에서의 反應性의 중가가 현저하다. 즉 

850°C 에서는 鐵岩, 和順, 長省, 道溪炭과 비슷한 反 

應性을 나타내지만 온도가 상승하면 다론 炭보다도 反 

應性이 급격히 증가하여 약 1080°C 以上 에서는 寧越 

炭보다도 오히려 큰 反應性을 나타낸다.

한편 炭化度가 높은 것으로 알려저 있는 鳳鳴炭은 

試料炭 중에서 가장 反應性이 낮으며 다론 炭이 還元 

率 50% 이 상의 값을 나타내는 1080°C 에서 도 겨 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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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temp：. °C

Reaction temp, “C

Fig. 4 Reduction rate per unit mass of coal vs. 

reaction temperature.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比表面陵이 비교적 큰 鳳 

鳴炭이 오히려 낮은 反應性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持記 

할만 하다

Fig. 3온 反應性이 가장 큰 寧越炭과 가장 낮은 鳳 

鳴炭의 還元率의 反應時間經過에 따르는 변화를 나타 

낸다. 還元率은 反應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指數的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고 鳳鳴炭에 있어서는 反應開始 후 

1 hr 와 3. 5 hr 사이 에 f 값이 0.06 감소하며, 한편 寧 

越炭에 있어서는 反應開始 후 0.5hr 와 2.5hr 사이 에 

서 0. 23 감소한다.

Fig. 4는 試料炭 單位質量 當의 還元速度 （單位時間 

에 還元되 는 COz 의 mole 수）의 反應温度에 따르는 變 

化를 나타내 며 , Fig. 5는 試料炭 單位表面族 當의 같 

은 變化률 나타낸다. /"값은 炭固定層의 각 점에서 측 

정한 값이 아니고 出口 에서의 값이므로 還元速度는 

入口와 出口 사이의 平均値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그 

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寧越炭의 큰 反應性은 

큰 比表面懺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寧越炭 

의 온도중가에 따르는 還元速度의 중가가 다른 炭에 

미하여 완만한 것도 이 炭의 큰 比表面賣에 기인한다

Fig. 5 Reduction rate per unit surface of coal vs. 
reac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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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즉 Feldkirchner 도 지적한 바 

와 같이 4）反應温度가 높을 수록. 또 炭의 反應性이 큘 

수록 炭粒 內部로의 反應氣體의 擴散이 總括反應速度 

에 큰 영양을 미친다. 큰 比表面脆은 炭粒의 表面構'造 

가 복잡함을 의미하며 反應性이 높은 寧越炭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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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温에서 炭粒表面에서의 반옹온 곧 끝나게 되고 그 

후의 반응은 灰層을 통한 擴散速度와 炭粒內部의 細孔 

으로의 擴散速度가 支配하게 되며 本實驗과 같은 낮은 

流速에 있어서는 결국 이 擴散支配가 總括反應速度를 

低下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다 

음의 Fig. 6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Fig. 6은 式(4)로부터 구한 速度定數 为의 對數를 絕 

對温度의 逆數에 대하여 플로트한 것이다. 反應性이 

낮은 鳳鳴炭은 實驗温度範圍에 걸처서 log% 와 i/T 의 

관계가 거의 直線으로 표시되나 寧越炭온 高温에 있어 

서 直線에서 벗어나는 낮은 为 값을 나타내며, 후자는 

炭粒內部로의 擴散速度가 總括反應速度에 영 양을 미치 

고 있음을 나타낸다7>. 이 사실은 1000°C 이상의 和 

順炭에도 적용된다. 또 鐵岩, 長省, 興田, 道溪炭도 

약 dOOOOC 를 경 계로 하여 反應機構가 변할 것으로 예 

측된다.

결론적으로

CO?—»CO+ (O) (4)
C+(0)—»C0 (0)

로'解析되는8> C-C02反應에 있어서 寧越炭의 反應速 

度릂.支配하는 機構는단계임을 立證하여 준다. 한 

편 그 밖의 試料炭은 比表面賣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 

하고 Fig. 5 와 6에서 그들의 反應速度크기의 順位가 

거 의 변하지 않는 것은 速度支配段階가 (a) 임 을 가르 

킨다. 그러 나 loose 이상에서는단계가 영 향을 주 

는 것으로 생각된다.

總 括

寧越, 鐵岩, 和順, 鳳鳴, 長省, 興田, 道溪炭의 各 

固定層에 있어서의 炭酸가스와의 反應을 온도범위 850 
〜1080。<3 에서 실험 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試料炭 중에서 反應性이 가장 큰 것은 寧越炭이며 

低温에서 특히 그러 하다. 즉 900°C 에서 遠元率이 50 
%, UOO°C 에서는 80%에 도달한다. 興田炭은'.低温 

에서 鐵岩, 和順, 長省, 道溪族과 비숫한 낮은 反應性 

을 나타내지 만 (850°C 에서 還元率 5% 이 하) 다른 炭 

보다도 온도상승에 따르는 反應性의 증가가 급격하며 

1080°C 以上에 서 는 오히 려 寧越炭보다도 큰 反應性을 

나타낸다.

反應性이 가장 낮은 것 은 鳳鳴炭이 며 1080°C 에서 還 

元率은 寧越, 興田炭의 半에도 미달된다.

寧越炭의 比表面積은 다른 炭의 그것의 2배 이 상이 

되며 寧越提의 큰 反應性, 온도상승에 따르는 완만한 

反應性중가는 이 큰 比表面演에 기인한다. 즉 특히 高 

温에서 總括反應速度는 擴散支配이다.

log为〜 1/T 관계는 鳳鳴炭의 1100°C 以下의 온도범 

위 , 鐵岩, 和順, 長省, 興田, 道溪炭의 1000°C 以下의 

온도범위에서는 直線關係가 성립한다.

使用記號

F=反應管으로 들어가는 全가스의 몰 流速, mole/sec
F'=反應管으로 들어가는 全가스의 부피흐름速度, 

cm3/sec

•/= 炭酸가스의 一酸化炭素로 還元된 分率, moles CC2 
decomposed/mole of inlet CO2 gas

宙，奶그=正反應 및 逆反應의 速度定數, mole/(sec) (cm흐) 

(atm)
inlet gas 중의 埃酸가스의 몰 分率

?=CC)2 의 分壓, atm
r=反應速度，moles CO2 decomposed/ (sec) (cm3) 

比表面横，cm2/g-coal

7=反應温度，°K

卩=充塡된 炭試料의 全부피, cm흐

"=充塡된 炭試料의 무게, g

X=埃固定層 任意黙에서의 C6의 몰 分率

冗=反應氣體의 全麼,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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