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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유동 반응기를 이용한 CF4 분해 반응기구에 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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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on CF4 Decomposition Reaction Mechanism 
Using High Temperature Flow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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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F4 decomposition wa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a high temperature flow 
reactor. Effects of temperature, reactant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and residence time on its 
decomposition into other stable species were analyzed. Then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numerical results obtained using Chemkin Plug Flow Reactor model with Princeton Chemistry. 
As a preliminary result higher decomposition rate is obtained for higher reactor temperature and 
long residence time when proper reactants ar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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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high temper-

ature flow reactor system.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전 및 산업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당

면 현안이 되었다. 그 중 전자 산업에서 주로

배출되는 과불화탄소(PFCs)는 온난화지수가

CO2 대비 6,500～23,900 배에 달하여 소량의 배

출 만으로다 막대한 영향을 야기한다. 관련 산

업계에서는 이를 분해 배출하기 위해 연소 방식

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PFCs의 일종인 CF4의 경우 사면체 구조

와 486 KJ/mol에 달하는 C-F 결합에너지로 인

해 분해 효율이 여타 PFCs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관련 연구도 미진한 상태이다.

연소장 내에서 CF4는 통상적으로 1600℃ 이

하에서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

그 분해율이 예혼합기 내의 O2 양에 비례함이

실험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2]. 한편 열역학적

평형 계산에 따르면 CF4는 3,000K 이상의 온도

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며 O2 및 H2를 첨가함에

따라 분해 온도가 낮아짐을 보였다[3].

본 연구는 연소장 내에서의 CF4 분해 반응기

구를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고온 유동

반응기를 이용한 실험 및 Chemkin Package의

Plug Flow Reactor(PFR)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유동 반응기 시스템은 Fig.1과

같다. 유동 반응기는 최대 1,650℃까지 제어되는

전기로 내부에 내경 6 mm, 외경 10mm의 알루

미나 튜브를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내

부 가열 구간의 길이는 200mm이다. 반도체 공

정 폐가스를 모사하기 위해 질소로 희석된 50

0～1,000 ppm의 CF4에 H2, CH4, O2를 혼합하였

고, 각각은 MFC를 이용해 정량 공급하였다.

CF4를 포함한 반응 생성물의 농도는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로 측정

하였고, 실험 변수로는 반응 온도, 체류 시간 그

리고 조성비를 채택하였다. 한편 CF4의 분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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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0.2 m/s

Residence time 1 sec

Reactor temperature 1650℃

Table 1. Exprimental and Numerical Condition

Fig. 3 Effect of oxygen concentration on

CF4 decomposition rate for Mixture 4 and

its comparison with computational results.

Fig. 2 Effect of reactor temperature on CF4
decomposition

Mixture 1 CF4 + x H2

Mixture 2 CF4 + x O2

Mixture 3 CF4 + x CH4

Mixture 4 CF4 + 4 H2 + x O2

Mixture 5 CF4 + 2 CH4 + x O2

Table 2. Mixture compositions

은 다음과 같이 정량화 하였다.

D  CFinlet

CFinlet
CFoutlet

×  (1)

화학반응 모사를 위한 PFR 모델에서는

CHF3-CH4-O2-diluent 혼합기의 연소 속도 예측

을 위해 개발된 kinetic model을 사용하였다

[4,5]. 실험을 통해 실측된 온도를 입력으로 하여

계산된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였다.

먼저 반응기의 소재로서 사용한 알루미나 튜

브가 CF4 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N2로 희석한 CF4 1000 ppm 혼합기를

Table 2의 실험 조건으로부터 반응기 온도를 5

0℃ 단위로 변화시키며 분해 특성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반응기의 온도가 CF4
의 열분해 온도 이하이며 출구단에서 상온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온도에 따라 CF4 분

해률이 증가하였다. Yu 등의 연구[6]에 따르면

α-alumina를 반응기 소재로 사용하여 CHF3와

CH4로부터 C2H2F2를 합성할 때 α-alumina의 표

면반응으로부터 O2가 공급된다. 이로부터 판단

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루미나가 CF4 분해

반응에 간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실

험에서는 반응기 소재 변경을 통해 보다 정량적

인 데이터를 획득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연소장 내에서 CF4의 분해에 간여하

는 대표적인 기체를 대상으로 분해 기저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Table 2의 조성

에서 CF4 농도는 Mixture 1～3의 경우 1000

ppm, Mixture 4, 5는 500 ppm이다. 모든 조성에

대해 H 소스가 증가함에 따라 분해율이 증가하

였다. 한편 Mixture 1～3에 대해 대표적으로,

CF4:H2 = 1:4일 때 CF4 분해율은 75%, CF4:O2 =

1:2일 때 55%, CF4:CH4 = 1:2일 때 97.2%의 분

해율이 측정되었다. 동일 조건에 대해 PFR 모

델 계산 및 Sensitivity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H 라디칼이 CF4 분해 반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침을 확인했다.

연소장 내에서의 CF4 분해 반응을 보다 엄밀

히 모사하기 위해 CF4 입구 농도 500 ppm에 대

해 연료(H2, CH4) 및 산화제(O2)를 공급한

Mixture 4, 5의 조성을 Table 1의 조건에서 실

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 4와 같다. 선행연

구[3]와 달리 O2 비율이 증가할수록 분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조건에 대한

PFR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Mixture 4의 경우

(Fig. 3) 알루미나 튜브의 영향으로 정량적인 차

이는 발생했으나 정성적으로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Mixture 5의 경우는 Fig.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S자 곡선의 경향을 나타내

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과 같이

O2 비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sensitivity

analysis를 수행하였고 주요한 H radical의 생성

반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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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residence time on CF4
decomposition

Fig. 4 Effect of oxygen concentration on

CF4 decomposition rate for Mixture 5 and its

comparison with computational results.

H + H2O → OH + H2 (R1)

O + H2 → H + OH (R2)

H + O2 + N2 → HO2 + N2 (R3)

구간 1에서는 O2 가 첨가 되어 R1 반응이 진

행되어 CF4의 분해에 사용되는 H 라디칼이 소

모되어 CF4의 분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구간 2에서는 O2가 증가함에 따라 R2 반응

에 의한 H 라디칼 생성이 촉진되어 분해율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구간 3에서는 R3의 반응

이 주도적으로 일어나 H Radical을 감소시켜 반

응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류시간이 분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응기 온도 1,650℃에 대해 Mixture 1 조

성(x=4)의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분해율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Fig. 5와 같이 체류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분해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장 내에서 CF4의 분해 반

응 기구를 분석하기 위해 고온 유동 반응기를

이용하여 연소장을 모사한 후 반응기 온도, 가

스 조성 및 체류시간을 달리하면서 분해율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온도 및 체류시간이

CF4 분해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대표적인 연료로서 채택한 H2와 CH4 공급 따른

분해율을 비교하면, H2의 경우 O2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실험 및 계산 결과가 공통적으로 단

조 감소하였으나, CH4의 경우 정성적으로 상이

한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CF4의 분해에 미치는

H, OH, CH 라디칼 등의 영향이 복잡한 양상으

로 타나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보다 정량

화된 실험 및 계산을 통해 이에 대한 연구를 진

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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