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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코크스는 정유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150∼250℃와 250∼350℃에서 상압증류에 의해

등유과 경유를 분리하고, 상압증류의 잔유물을

감압증류설비에 공급하여 중질유분을 정제한 다

음, 최종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유분을 코킹공정

을 거쳐 생산되어진다. 석유코크스는 7-8wt%의

황을 포함하여 유독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석유 가격의 급상승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이

강조되면서 단순 소각에서 벗어나 석유 코크스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

가하고 있다. 석유코크스는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고 공급이 풍부하며, 석탄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휘발분이 낮고, 황과 바나

듐 등의 중금속 함량이 높아 연료로서 석탄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석유코크스

는 상대적으로 휘발분이 높고, 낮은 열량을 지닌

저급석탄과의 혼합이용을 통해 열량 제어 및 황

함유량 저하 등의 연료적 성상을 보완할 수 있

다. 고유가로 인한 정제설비의 증설 추세로 석유

코크스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

이며, 석유코크스의 고부가화를 위해 저급석탄과

의 혼합을 통하여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생산하는 가스화 공정으

로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석유코

크스와 석탄의 혼합연료를 가스화 공정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반

응기의 설계 및 운전조건, 가스화 반응해석에 적

용되는 반응속도론적 해석은 필수적이다[1-4].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석유코크스 및 혼합

연료의 가스화에 관한 연구는 산소, 증기 등을

가스화제로 이용하여 분류층 반응기를 대상으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발달과 강화된 환경규제와 맞물려 이산화

탄소 가스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일

부 보조반응으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아직까지 이산화탄소 가스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

생되는 석유코크스와 저급석탄 6종의 촤를 무게

비에 따라 3:1, 1:1, 1:3의 비로 혼합하여 열중량

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를 이

용하여 혼합비에 따른 혼합연료 촤-CO2 가스화

반응특성과 Reaction mechanism을 분석하였다.

가스화 실험은 분류층 가스화기의 운전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00, 1200, 1300, 1400℃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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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질소분위기하에 15℃/min의 승온속도

로 온도를 상승시켰다. 반응기가 실험온도에 도

달하면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소를 이산화탄

소로 바꾸어 준 후 3시간 동안 시료의 무게 감소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진행된 모든 실험에서는

시료만의 무게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바스켓의 무

게는 제외하고 무게 변화를 고찰하였다.

Fig. 1. Experiment of isothermal

carbon dioxide gasification

TGA를 통해 얻은 무게감소 Data는 탄소 전환율

(X)로 환산하였다. CO2 char 가스화의 탄소 전환

율(X)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X=(W0 - Wt) / (W0 - Wash)

여기서, W0는 초기시료의 질량, Wash는 미반응

시료를 완전 연소시켜 남은 회분의 질량, Wt는

시간 t에서의 시료의 질량을 나타낸다.

Fig. 2는 1,100∼1,400℃에서 석유 코크스와 석

탄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 촤의 이산화탄소 가스

화 반응 실험 Shrink core model에 적용하여 반

응속도 상수 k와 반응온도의 역수(1/T)의 관계를

Arrhenius plot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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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혼합시료(1:1)의 Arrhenius plot

Shrinking core model은 반응이 석탄 core의 바

깥 표면에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한 것이며, 화학

반응이 율속단계이면 입자 내에서의 전달사항은

무시한다고 가정된다. 고온에서는 반응속도가 빨

라 입자 내로 반응가스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느

리며, 저온에서는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반응가스가 시료입자의 pore 안으로 확산이 상대

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Shrinking

core model이 잘 맞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Sample K0
Activation energy

[KJ/mol]

Petroleum coke 304.5 123.43

BENGALLA 1.3 36.07

White Haven 10.5 61.88

TALDINSKY 2.1 45.89

KPU 0.4 19.59

LG 1.3 26.87

MSJ 0.4 20.26

COKE-BENGALLA

(3:1)
201.9 117.09

COKE-White Haven

(3:1)
217.3 118.96

COKE-TALDINSKY

(3:1)
122.2 112.39

COKE-KPU

(3:1)
122.4 109.4

COKE-LG

(3:1)
139.2 110.73

COKE-MSJ

(3:1)
187.5 116.74

COKE-BENGALLA

(1:1)
65.3 99.94

COKE-White Haven

(1:1)
42.6 94.53

COKE-TALDINSKY

(1:1)
30.8 93.51

COKE-KPU

(1:1)
60.4 94.78

COKE-LG

(1:1)
96.3 106.06

COKE-MSJ

(1:1)
61.6 100.15

COKE-BENGALLA

(1:3)
1.5 39.48

COKE-White Haven

(1:3)
32.8 81.42

COKE-TALDINSKY

(1:3)
8.7 69.65

COKE-KPU

(1:3)
0.8 26.48

COKE-LG

(1:3)
0.7 29.31

COKE-MSJ

(1:3)
0.4 23.08

Table 1 Frequency factor and activ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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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서의 기울기와 절편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석유코크스, 석

탄 6종 및 혼합연료의 활성화 에너지와

frequency factor를 Shrinking core model을 통

하여 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Table 1 에

정리하였다.

석유코크스의 경우 석탄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았으며, 이를 통하여 석유코크스의 이산화탄소

전환반응을 위해 필요한 열량은 석탄보다 높고,

반응성이 더욱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석유코크스

와 석탄의 1:3 혼합연료의 활성화 에너지는

Original 석유코크스에 비하여 대폭 낮아짐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석유코크스와 아역청탄과의

1:3혼합연료의 경우에는 아역청탄이 반응에 지배

적으로 영향을 미쳐 반응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비율의 혼합연료에서도 Original 석유

코크스에 비하여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낮아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앞서의 1:3비율의 혼

합연료보다는 활성화 에너지 감소가 적었다. 또

한 1:3비율의 혼합연료와는 다르게 1:1비율의 혼

합연료는 반응성이 낮은 석유코크스가 반응을 지

배하는 인자로 보인다. 3:1비율의 혼합연료의 경

우 반응성이 낮은 석유코크스가 반응에 지배적으

로 영향을 미쳤고, 활성화 에너지의 감소가 있었

으나 그 감소폭이 매우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이

것으로 3:1비율의 혼합은 혼합연료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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