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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previous industrial solid bed process simulation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odeling approaches to the particle reactions in the bed. Previous modeling studies on waste incinerator, 
iron ore sintering bed, blast furnace, iron ore pellet indurator, and biomass combustor can be seen on the 
common ground of unsteady 1-D modeling scheme. Approaches to the particle reaction modeling have been 
discussed in terms of the status of solid particles in the bed, types of reaction progression in a particle,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intra-particle temperature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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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lphabets
As : surface area
C : concentration
D : diffusion coefficient
kr : reaction rate constant
km : mass transfer coefficient
M : mass
r : particle radius
T : temperature
t : time
W : molecular weight
X : solid conversion fraction

Greek letters
ε : porosity
ν : stoichiometric coefficient
τ : tortuosity

Superscript
e : equilibrium value

Subscripts
b : bed
g : gas / grain particle
p : particle / pellet

1. 서 론

고체 입자의 물리화학적 처리 공정 중 고정층 반

응기는 산업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예시로 석탄, 코크스, 바이오매스, 도시 폐기물, 
금속 원광 등 다양한 고체 원료의 연소, 가스화, 산
화 및 환원, 열처리 등을 위한 회분 반응기, 병류 및 

대향류 형 샤프트로, 이동화격자로 등이 있다. 대부

분의 공정이 그 규모 및 운전 환경 등으로 직접적인 

운전 인자 측정이 제한적임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

치 모델을 이용한 성능 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양한 반응기 형태 및 운전 조건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고정층 반응기 수치 모델링은 어느 정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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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고체층 단순화 과정의 개략도.

반화된 접근 방법을 따른다. 결국 통상적인 공정 모

델링의 구성은 대체로 유사한 틀에서 각 사례별로 

지배방정식의 구성 또는 주요 물리화학적 현상 등 

세부적인 항목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수치 모델의 주요 결과 및 활용 역시 유

사하게 볼 수 있다. 실제 공정의 성능 인자로는 입

자의 크기나 강도 등 품질 및 원료 처리량 또는 생

산성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수치 모델링을 

통한 직접적인 확인이 제한되므로 온도 및 일부 조

성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체층 내 상황을 예측

하게 된다.
고체 처리 공정들은 보통 기체-고체 입자간 반응

을 포함하며, 전체 공정 성능 및 반응기 설계는 그 

반응 진행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입자 반응에 대

한 적절한 모사는 효과적인 반응기 모델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 기체-고체 입자 반응에 대

한 분야 자체로서는 실험적, 수치적으로 광범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입자 반응률 계산이 하나의 세부 구성 요소로 다

뤄지는 공정 모델링 입장에서는 보통 제시된 여러 

반응 모델 중 일부를 선택하여 적용하게 된다. 그러

나 공정 모델링은 흔히 전반적인 고체층 온도 및 일

부 조성 변화 확인을 목적으로 거시적 관점으로 수

행되므로 반응률 계산과 같은 세부 항목은 모델링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처리되곤 한다. 그 과

정에서 반응 모델 적용과 관련한 기본적 고려 사항

들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입자 반응률 계산의 관점에서 기

존 고정층 공정 모델링 수행 사례들을 요약, 소개하

였다. 이를 통하여 공정 모델링 상의 기체-고체 입자 

반응 모델링을 위한 주요 고려 항목들을 검토하고, 
향후 연소, 가스화 등 입자 원료의 반응을 포함한 

고체층 공정 모델링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2. 수치 모델링 개요

2.1. 고정층 반응기 모델링 접근 방법

일반적인 고정층 공정 수치 모델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순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고체 입자

들은 동일한 크기 및 조성을 갖으며 균일하게 분포

되어 있고 등온 상태로 가정된다. 또한 기체상은 이

상 기체이며 유동이 한쪽으로 쏠리는 채널링 없이 입

자층을 통과한다고 고려한다. 위와 같은 가정을 통

해 반응기 내 고체층은 모든 구성 입자를 일일이 고

려하는 대신 고체와 기체상의 다공성 연속체로 단순

화하여 처리될 수 있다(porous media approximation). 
이에 더하여 고체층을 통과하는 기체의 유동은 

보통 1차원적이며, 고체층의 주요 상태량 및 물성치 

변화는 주로 기체 유동 방향을 따라 발생하는 것으

로 고려된다. 그에 따라 전체 고체층을 공정 구성에 

따라 비정상 1차원 또는 정상 2차원 형태로 이산화

하게 된다. 이산화된 고체층의 각 단위 셀 별로 식 

(1)과 같은 일반 수송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고체 

및 기체상의 질량, 에너지, 화학종, 모멘텀 등 지배

방정식을 계산한다[2]. 지배방정식 계산을 위하여 

열 및 물질 전달 계수, 화학 반응률, 물리적 변형 등

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입자 반응률의 계산은 우선 이산화 된 

단위 셀 마다 반응에 대한 대표 입자를 가정하고, 반
응 모델 적용을 통한 단위 입자에서의 반응률 계산

을 바탕으로 단위 체적 당 반응률을 결정하여 지배

방정식의 생성항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의 모델링 단순화절차를 Fig.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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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구성 성분 및 입자 구조에 따른 분류.

2.2. 입자 반응 모델링

기체-고체 반응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와 

기체의 확산에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복잡한 기

체-고체 입자간 반응의 진행 양상을 이해하고 수식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단일 입자의 관점에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래 원론적인 반응 모델링은 최소한 기체, 고체

상 전체 및 개별 반응물, 생성물의 질량 보존, 기체 

반응물 및 전체 기체상의 몰 선속 (flux), 에너지 보

존, 상태방정식, 물성치 계산, 유효 확산 계수, 열 전

도도, 열 및 물질 전달 계수, 반응률, 전체 반응 진

행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델링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흔히 유사 

정상 상태(pseudo-steady state), 입자의 등온 조건, 등
몰 상호 확산(equimolar counter diffusion) 등의 가정

을 바탕으로 단순화 된 analytical 형태의 반응 모델

로 고려된다[3,4]. 
제시된 여러 반응 모델들은 반응 진행 형태 등에 

따라 Fig. 2와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Heterogeneous type 모델들은 다공도가 매우 적은 입

자 또는 화학반응의 속도가 기체상의 확산보다 매

우 빠른 경우로, 반응이 입자 내에 미반응핵 영역과 

바깥쪽의 생성물 층 사이의 경계를 이루며 진행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이다. Homogeneous type 모델

의 경우는 그 반대로 매우 투과성이 높은 다공성 입

자 내 전체 영역에서 반응이 균일하게 진행하는 형

태를 가정한다. 실제로는 반응이 위 둘 사이의 형태

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intermediate type 모
델들에서 가정하고 있다[1,4,5]. 각 반응 모델들이 전

제하고 있는 배경 및 가정이 서로 상이하므로, 전체 

공정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 대상 공정 및 반응의 종

류, 입자 크기, 다공도 및 입자 구조, 반응 속도 상수 

등 반응 동특성, 입자 내외로의 열 및 물질 전달 상

태 등의 고려를 바탕으로 입자 반응 모델을 적용해

야 한다. 

Fig. 2. 반응 형태에 따른 반응 모델 유형 분류[5].

2.3. 고체층 내 입자 특성 및 반응 종류

공정 모델 내 입자 반응 모델링을 통한 반응률 계

산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반응 및 고체 입자가 정의

되어야 한다. 기체-고체 반응들은 식 (2)와 같은 일

반식 형태로 요약될 수 있으며, 반응물 및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고체 

반응물로부터 기체 생성물의 발생, 둘째, 고체 반응

물로부터 기체 및 고체 생성물의 발생, 셋째, 기체 

및 고체 반응물로부터 기체 생성물의 발생, 넷째, 기
체 및 고체 반응물로부터 고체 생성물의 발생, 다섯 

번째로 기체 및 고체 반응물로부터 기체 및 고체 생

성물이 발생되는 반응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1].

   (2)

일반적으로 고체 입자는 편의상 구형으로 가정하

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공정 모델링 사례에서 고려

되는 고체층 내 입자의 상태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

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단순한 형태로 Fig. 3(a)와 같

이 고체층 내 입자가 모두 균일한 크기의 단일 성분 

입자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Fig. 3(b)와 같이 여

러 성분이 분포하는 경우, 전체 고체층은 각 성분 당 

고유하게 가정된 대표 입자들의 집합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성분의 반응 진행은 각각의 성분 

입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질량 분

율에 따라 단위 체적 당 반응률로 표현하게 된다. 
고체층이 단일 고체 성분으로 고려되는 단순한 상

황이라도 입자의 구성에 따라 반응 모델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Fig. 3(c)은 하나의 거시적 입자가 수

많은 미세 입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펠릿이나 브리켓과 같이 미세 입자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적용된다. 이들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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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이동 화격자식 소각로 연소 반응 개략도[6]. Fig. 5. 철광석 소결 공정 연소 반응 개략도[7].

으로 큰 외경에 내부 기공을 다수 포함하는 다공성 

입자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반응 모델링을 위해서

는 Fig. 2에서와 같이 반응 지배 조건에 따른 반응 

형태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Fig. 3(d)와 

같이 펠릿 등이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경우, 거시적 

입자 내부에서의 확산과 실제 반응 성분으로서의 

미세 입자의 관계를 포함하여 반응 모델 적용의 복

잡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고체층 내 성분의 종류

가 앞서 Fig. 3(b)와 같은 상황이라도, 두 경우간 입

자 및 반응 성분 분포의 개략적인 도식상 차이를 살

펴보더라도 입자 반응률의 계산이 다른 형태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3. 공정 모델링 사례

3.1. 등온 입자 가정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입자 내 온도 구배 고려

를 생략하는 등온 입자 가정은 반응 모델링을 매우 

단순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실제 많

은 반응 모델들이 이를 토대로 제시되었다. 또한 등

온 입자 조건은 공학적 목적의 다양한 고체층 공정 

모델링에서 입자 반응률 계산을 위해 고체층의 다

공성 연속체 가정을 바탕으로 흔히 적용되는 주요 

단순화 가정이다. 각 공정 모델의 주요 관계식, 타당

성 검토 및 결과 항목 등 구체적 내용은 해당 참고 

문헌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으며, 여기에서는 2장
에서의 반응 및 입자 특성 분류를 참고하여 입자 반

응 계산의 관점에서 몇 가지 모델링 사례를 살펴보

고자 한다.

3.1.1. 이동화격자식 소각로

Shin and Choi는 Fig. 4와 같은 이동 화격자 형태

의 stoker 식 소각로의 수치 모델 연구를 수행하였다

[6]. 고체 원료층이 한쪽 투입구에서 지속적으로 공

급되어 일정 속도로 이송되며 상부 표면에서부터 하

부로 연소가 진행하는 상황을 비정상 1차원 모델로 

계산하였다. 소각로 모델에는 연소 관련 주요 입자 반

응으로 열분해 및 촤 연소가 포함되었으며, 열평형

식의 생성항에 반영되어 열전달과 함께 고체층 온

도 변화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델에서 반응 

입자는 등온 조건에 Fig. 3(a)와 같은 형태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려된 반응에 따른 체적당 

질량 변화율의 계산 모델은 식 (3) 및 (4)와 같다. 

Pyrolysis: →




 ×exp (3)

Char combustion:  →



 


(4)

열분해의 경우 아레니우스 식 형태의 반응 속도 

상수를 이용하여 총괄적으로 질량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반응률 계산은 전체 공정 

모델 상에서 매우 간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실

험값에 따른 유효 조건이 제한적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촤 연소의 경우 촤 내, 외
부 반응 표면적 관련 인자들을 포함하여 반응 속도 

상수 외에 산소의 촤 표면 확산에 의한 영향을 중첩

하여 고려하는 형태의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반응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

이나, 전적으로 실험값에 의존하는 fitting 식에 비해 

물리적 현상에 대한 의미 및 영향을 구분하여 반영

하고자 하는 시도의 기초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다. 

3.1.2. 철광석 소결 공정

Fig. 5는 Yang 등이 수행한 철광석 소결 공정 모

델의 개략도이다[7]. 소결 공정은 열적 괴성화를 통

한 고로 장입 원료의 전처리 단계로서, 기본적인 공

정 형태 및 모델링 개요는 이동 화격자식 소각로와 

유사하나 원료 조성에 따른 입자 구성에 차이가 있

다. 소결 공정은 대부분 철광석 입자로 이루어진 고

체층에 약 3-4%의 코크스와 10%대의 석회석 입자

가 포함된다. 소결 공정에서는 베드 상부 표면에서

부터 개시되어 하부로 진행되는 코크스 연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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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미반응핵 모델의 반응 진행[8]. Fig. 7. 3-경계면 미반응핵 철광석 환원 모형[9].

이 주요 열원이며, 수분 건조 및 석회석의 열분해 

반응 등은 흡열 반응으로 고체층 온도 변화에 작용

한다.
위 소결 공정 모델에서는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입자의 열전달 및 반응률 계산을 위해 입자의 직경

을 성분 별로 3.0 mm, 1.6 mm, 1.6 mm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입자 분포 상태의 고려는 Fig. 3(b)와 같은 형

태로 볼 수 있다. 수분 건조, 코크스 연소, 석회석 열

분해 등 중요 입자 반응은 미반응핵 모델(Shrinking 
core model)을 이용하여 표현되었으며 모델 식은 일

반적으로 식 (5)과 같이 적용된다[8].

Char combustion:  →

Limestone thermal decomposition: 
→

 












  

 
   (5)

미반응핵 모델은 Fig. 2의 heterogeneous type 모델

로서, Fig. 6에 개략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반응이 

단일 성분의 비다공성 입자 내부에서 미반응핵 영

역과 바깥쪽의 생성물 층의 경계를 형성하며 진행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반응의 진행은 반응 가스의 

입자 표면으로의 확산, 생성물 층에서의 확산, 그리

고 미반응핵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의 영향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반응 진행 형태는 

실제 많은 입자 반응 공정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

며, 미반응핵 모델은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입자 

반응에 대해 간단하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는 식 (5)의 촤 연소 반응

식에 입자 내부 확산 등 고려사항이 추가되어 발전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소결 공정 모델에서는 각각의 

반응에 대해 대표 입자를 대상으로 미반응핵 모형

을 적용함으로써 개별 반응률을 계산, 지배 방정식

의 생성항을 통해 고체층의 온도 및 질량 변화를 반

영하고 있다.

3.1.3. 고로 공정

일반적인 미반응핵 모델은 단일 성분 입자를 고

려하나, 그 개념은 보다 복잡한 형태의 반응 진행 표

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Yang 등은 산화철의 환원

을 통한 선철 생산 공정인 고로 공정 계산을 위한 정

상상태 2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9]. 고로 공정 모

델의 경우 원료 장입에 따라 축방향 및 반경 방향으

로 고체 입자층의 분포가 고려되어야 하고 고체층 

하부의 용융에 따른 이동이 반영되어야 하나, 그 외

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앞서의 고정층 공정 모델

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로 공정에 포함되는 고체 원료는 주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으로 그 종류는 앞선 소결 공정과 유

사하나 고체층 내 입자의 화학 반응은 훨씬 복잡하

다. 특히 철광석 주변의 코크스 가스화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산화철의 환원은 한 입자 내에

서 Fe2O3 → Fe3O4 → FeO → Fe 의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입자 내에 셋 이

상의 서로 다른 산화철 상의 분포가 공존하는 상황

이 있게 된다. 
Fig. 7은 미반응핵 개념을 적용하여 Fe2O3 철광석 

입자의 환원 진행에 따른 단계별 성분 분포 상황을 

개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입자 내부 핵에는 아직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상태의 Fe2O3가 남아

있고, 바깥으로 갈수록 환원도가 높은 상태로 분포

하며, 최외곽 근처에는 반응이 거의 끝난 환원철이 

분포하는 형태이다. 전체 반응 과정은 외부 환원 가

스의 철광석 입자 표면으로의 확산(ro), 최외각 산화

철 층에서의 환원 반응(Fe) 및 내부로의 확산(r3), 중
간 산화철 층에서의 환원 반응(FeO, Fe3O4) 및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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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ig. 8. 그레인 모델의 반응 지배 조건에 따른 반응 진행.

로의 확산(r2, r1), 입자 중심 부근 산화철 핵에서의 

환원 반응(Fe2O3) 등의 중첩으로 구성되며, 그에 따

라 반응 경계면이 입자 내 각 상 간에 최대 3개 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고려된다[10,11]. 결론적으로, 입자 

내 2개 이상의 고체상 조성이 분포하는 다소 복잡

한 반응 형태의 경우에도 전체 반응 진행의 표현은 

미반응핵 모형의 기본 개념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

음을 살펴볼 수 있다.

Iron oxide reduction by CO:
  →   

  →

 → 

3.1.4. 철광석 펠릿 소성 공정

지금까지 고려된 공정 모델들에서는 한 입자가 하

나의 성분을 갖는 것으로 고려되고,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고체층은 단일 성분 입자들의 혼합된 상태로 

고려하여 표현되었다. 또한 입자는 보통 비다공성으

로 가정하고 입자 내부 미세공 등 입자 구조에 대한 

고려를 단순화하여 흔히 사용되는 미반응핵 모델의 

개념 등을 적용, 입자 반응률을 계산할 수 있었다. 이
에 반해, Fig. 3(c) 및 (d)의 펠릿과 같이 여러 미세 입

자들의 집합으로 형성된 다공성 입자에 대하여는 위

와 같은 단순화 된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다공성 입자에서는 화학 

반응 속도와 기체 확산 간 반응 지배 조건에 따라 Fig. 
2의 heterogeneous model type과 homogeneous model 
type의 서로 다른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 화학 반

응 속도가 기체상의 확산보다 매우 빠른 경우, 반응

은 확산 지배 조건으로 반응 경계를 형성하며 진행

되고, 이 경우 다공성 입자 내 반응은 미반응핵 모

델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러나 기체 확

산이 화학 반응 속도보다 빠른 경우 반응은 화학 반

응 속도 지배 조건으로 입자 전체의 영역에서 균일

하게 진행되며, 이는 미반응핵 모델의 개념으로는 

표현이 제한된다[5,12~14].
다공성 펠릿에 대하여 그레인 모델(Grain model)

은 미반응핵 모델에 비해 개념적으로 타당한 반응 

표현을 제공하는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레인 모델은 다공성 펠릿이 비다공성 미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반응은 각 미세 입

자들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고려한다. 그레인 모델은 

비록 이상화에 따른 제약은 존재하나 펠릿 내 다공

도 및 미세공의 구조를 펠릿 내 유효 확산 계수의 

형상 인자 형태로 반영한다. 또한 Fig. 8과 같은 반

응 지배 조건에 따른 반응 형태 변화를 반응 계수 

상수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15]. 
그레인 모델의 반응식은 무차원화 형태로 식 (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효 확산 계수는 식 (7)과 

같이 펠릿 표면에서의 확산과 펠릿 내 미세공에서

의 Knudsen 확산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표현되며, 
Knudsen 확산 계수는 식 (8)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 K0는 펠릿 다공도와 미세 입자 크기 및 수 

밀도로 표현되는 미세공 구조의 형상 인자에 해당

한다[4,15,16].

  
    (7)

  
 
 





  




  




 
  (8)

Ahn 및 Choi가 수행한 철광석 펠릿 소성 공정 모

델에서는, 펠릿 내 1-2% 포함된 코크스 성분의 연소 

모델링에 대하여 기존 사용되던 미반응핵 모델과 

그레인 모델 적용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기존 소성 공정 조건에서 펠릿 내 코크스 연소 반응

은 주로 Fig. 8의 확산 지배 조건 형태로 진행되었으

며, 미반응핵 모형의 개념을 적용하여 연소율을 계

산한 기존 연구들의 접근 방법에 대한 이론적 타당

성을 보이고자 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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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자 내 온도 구배 고려

앞선 여러 공정 모델들은 고체층 내 입자를 등온 

조건으로 단순화하고, 이산화 된 고체층 영역 내에 

가정된 대표입자에 대해 입자 구조 및 반응 형태에 

따라 기존 제시된 반응 모델들을 적용하여 반응률 

계산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따르는 사

례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자 크기가 매우 큰 

경우 또는 반응열이 큰 발열 및 흡열 반응이 매우 빠

르게 진행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단순

화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존 공정 모델링 연구들에서

는 입자 내부 온도 구배의 영향 또는 이를 고려하기 

위한 처리 방법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매우 단순한 접근방법으로서 Sadrnezhaad 등의 

철광석 펠릿 소성 공정 모델링의 펠릿 온도 구배 고

려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우선 

펠릿 입자에 대해 비정상 1차원 구좌표계 에너지식

을 구성하여 입자 내부 온도 구배를 계산하였다. 이
후 직경 방향 온도 구배를 펠릿 단면적에 대하여 적

분한 평균값으로 고체층 내 해당 위치 및 시간에서

의 펠릿 온도의 대푯값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공정 

모델 방정식 계산에 반영하였다[18].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Thunman 등은 목

재 원료 입자 연소를 위한 고정층 및 유동층 연소기 

모델링을 살펴볼 수 있다. 원통형 및 평행육면체 형

태로 고려된 원료 입자의 연소 반응은 직경 방향으

로 이산화된 1차원 모델을 통해 계산되었다[19]. 유
사한 개념으로 Wurzenberger 등은 바이오매스의 가

스화 및 연소를 위한 이동 화격자식 연소기 모델링

을 수행하면서, 비교적 큰 크기의 고휘발분 바이오

매스 연료 입자의 반응률 계산을 위하여 ‘비정상상

태 1-D + 1-D’ 개념의 모델링을 적용하었다. 즉, Fig. 
9과 같이 기존 직교 좌표계 상 비정상 1차원 형태의 

고체층 이산화 영역 내에서, 가정된 대표 입자에 대

하여 구좌표계 상 입자 직경 방향의 추가적인 1차원 

이산화를 통한 입자 반응 계산 모델을 결합하는 시

도가 이루어졌다[20]. 
Johansson 등은 고정층 연소기에서 입자 내부 온도 

구배의 영향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모델링 연구를 수

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Fig. 10과 같이 일반적인 

비정상 1차원 고체층 모델의 각 단위 영역에서 단위 

입자에 대한 2차원 모델을 고려하는 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졌다(1-D + 2-D 모델). 해당 연구에서는 일종

의 유효 계수 형태로 정의한 heating ratio, effective 
drying temperature, 그리고 effective devolatilization 
temperature 등의 인자들을 통해 고체층 모델과 입자 

모델을 연결하고 있다. 결과 항목에서 별도의 입자 

모델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차

이를 언급하였다. 두 모델링 방법 간 고체층 내 최

대 온도 및 연소대 전파 속도 등 항목에서의 차이는 

최대 15%를 넘지 않았음을 근거로 거시적 고체층 

온도 획득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다공성 연속체 가정

을 통한 등온 입자 가정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21].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입자 내부 온도 구

배를 고려한 고체층 공정 모델링의 접근 방법 및 대

략적인 관점을 요약해볼 수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는 입자 내부 온도 구배 상황 및 반응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원론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고려의 필

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공성 연

속체 단순화를 통한 비정상 1차원 고체층 모델링 접

근방법을 바탕으로 입자 온도 구배를 고려하기 위

한 추가적인 수치 모델링 방법들을 제시 및 적용하

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연구 개요 단계에서 해당 

공정 내 입자의 온도 구배 유무 및 그 영향을 정량적

으로 예측하여 그 고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온도 구배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수행

하더라도 결과 항목은 일반적인 공정 모델들과 마

찬가지로 고체층 온도 분포 등 전반적인 공정 결과 

인자를 중점으로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입자 온

도 구배의 직접적인 영향 및 고려 여부의 중요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Fig. 9. 1-D+1-D 모델링의 이산화 개략도[20].

Fig. 10. 1-D+2-D 모델링의 이산화 개략도[21].



안형준․최상민34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체층 모델의 핵심 세부 구성 항

목의 하나로서 기체-고체입자 반응 표현의 관점에

서 기존 고정층 공정 모델링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

았다. 많은 공정 모델 관련 연구들이 기본적인 단순

화 과정 및 고체층 내 현상들의 표현을 위한 수치 

기법의 적용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공성 연속체 단순화 가정

을 바탕으로 비정상 1차원 모델 계산 수행의 관점에

서 유사하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 모델 내 

세부 모델로서의 입자 반응 역시 공정마다 다른 사

례들을 개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접근 방법 

역시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의 입자 반응 종류와 반응률 계

산 사례들을 크게 고체층 내 조성 및 입자 분포 상

태, 입자 반응 진행 형태, 입자 내 온도 구배 고려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등온 입자를 가정하는 경

우, 실험식을 이용한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화학 

반응 속도 및 입자 구조에 따른 확산의 영향을 표현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반응 모델을 적용하는 조

건까지 살펴보았다. 입자 내 온도 구배를 고려하는 

경우, 다양한 공정 모델링 접근 방법들이 제시 및 적

용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체-

고체 입자 반응 및 모델링에 집중된 연구 분야에서

는 보다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오

고 있다. 그러나 입자 반응이 하나의 세부 모델로 포

함되는 거시적 공정 모델링 관점에서는 정교한 입자 

반응 표현을 위한 높은 복잡도의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

정 모델링 목적 및 조건과 관련하여, 제시된 접근 방

법들의 효율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

쳐 반응 모델의 선택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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