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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action characteristics and kinetics of a oxygen carrier (OCN717-R1SU)
for chemical looping combustion (CLC) have been investigated using TGA by 
changing gas concentration (10-30 vol.% CH4) and reaction temperature (825- 
900℃). Reaction rate of OCN717-R1SU increased as temperature increased and it 
was found that reaction is delayed at the initial reaction regime. Johnson-Mehl-Avrami 
(JMA) model was adopted to explain the reaction phenomenon. The activation en-
ergy (E) determined by JMA model in reduction reaction of OCN717-R1SU is 
151.7±2.03 kJ/mol and pre-exponential factor and JMA exponent were also 
obtained. The parameters calculated in this study will be applied in design of the
reactor and operation conditions for CL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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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Reduction reactivity(환원반응성), JMA model (JMA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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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의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의 가장 큰 단점

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

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화석연료를 대

체할 수 있을 만큼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한

편, 다른 대안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연소/

발전기술에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과 함께 공정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연소/발전 시스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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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concept of chemical looping combustion

기술에는 크게 연소 전, 중, 후 기술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이산화탄소의 원천분리 기술로는 연소 전 CO2 

회수기술, 순산소연소 기술, 매체순환연소기술 등이 

있다1,2). 이 중 새로운 천연가스, 합성가스 및 탄화수

소계 기체연료인 매체순환연소(chemical looping 

combustion, CLC) 기술은 반응기 내에서 별도의 분

리 설비 장치 없이 CO2를 원천적으로 분리할 수 있

고 발전효율이 높아 차세대 가스 발전기술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3). 

매체순환연소기술의 기본 개념도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전체 공정은 공기반응기와 연료반응기로 구

성되어 있으며 공기반응기에서는 산소전달입자의 산

화반응이 일어나며, 연료반응기에서는 산소전달입자

의 환원반응이 일어난다. 두 반응기 사이를 산소전달

입자가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공기반응기에서 얻은 

산소를 연료반응기로 전달하게 된다4). 식 (1)과 같이 

공기반응기에서 금속입자(M)는 공기 중의 산소에 의

해 산화되어 금속산화물(MO)을 형성하고, 이 금속산

화물이 연료반응기로 이동된다. 연료반응기에서 금

속산화물은 식 (2)와 같이(CH4를 사용하는 경우) 금

속산화물(MO) 입자가 기체연료와 반응하여 금속 입

자로 환원되면서 CO2와 H2O를 발생시킨다. 배출되

는 H2O만 응축기를 사용하여 응축시켜주면 고농도

의 CO2를 얻을 수 있다.

산화반응: 

  M + 0.5 O2 → MO                   (1)

환원반응: 

  4MO + CH4 → 4M + CO2 + H2O     (2)

산소전달입자로는 보통 금속 및 금속산화물로 Fe, 

Ni, Cu, Ce, Co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혼합금속 산

화물 또는 페롭스카이트계 물질 등이 있다5,6). 연구 

결과에 의하면 Ni 계열 입자가 Fe, Cu 등의 다른 금

속 입자에 비해 산화 및 환원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

르고, 반복적인 산화-환원 반응에도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한편, 산소전달입자의 반응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은 대부분 연료가스로 합성가스 성분에 해당하는 수

소를 사용하였으며 천연가스에 대한 반응성 연구는 

제한적이며7,8) 산소전달입자의 개발 및 반응 특성에 대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입자의 반응속도 

해석 및 반응 모델에 관련된 연구 또한 제한적이다.  

Ni을 기반으로 한 산소전달입자의 반응 모델은 수

축 핵 모델(shrinking core model, SCM)9), changing 

grain size model10)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핵 생성 및 

핵 성장 모델(nucleation and nuclei growth model) 중 

하나인 Johnson-Mehl-Avrami (JMA) 모델은 Ni을 기

반으로 한 산소전달입자의 적용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4)에서 적절한 후보군 

중 하나로 선정된 OCN717-R1SU의 산소전달입자를 

사용하여 열중량분석기(TGA)에서 반응가스 농도 및 

반응온도에 따른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고 JMA 반

응 모델을 적용하여 Ni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반응 

모델을 적용한 문헌들과 비교 및 해석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산소전달입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4,11)에서 적절한 후보군으

로 선정된 산소전달입자 중 하나인 OCN717-R1SU

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는 OCN717-R1SU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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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TGA experimental weight change profiles of 
the OCN717-R1SU at 900℃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oxygen carrier

OCN717-R1SU Unit -

NiO wt.% 70

Support wt.% 30

Calcination temperature ℃ 1,300

Particle size μm 45-180

Bulk density kg/m3 2,343

Specific surface area (BET) m2/g 2.2

특성을 나타내었다. 산소전달입자는 한전전력연구원

에서 분무건조법12,13)에 의해 제조되었으며, 구형을 

나타내었다. OCN717-R1SU 입자의 경우 NiO가 주

성분이며, 지지체로 알루미나와 마그네슘이 사용되

었다. 적절한 강도 확보를 위해 입자는 1,300℃에서 

소성되었으며 45-180 μm의 입자크기를 갖도록 체 

분리해주었으며 이때의 벌크밀도는 2,343 kg/m3을 

나타내었다. 산소전달입자의 비표면적은 매우 작아 

기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특성분석

OCN717-R1SU 산소전달입자의 특성분석을 위해 

BET,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BET 표면적 분석은 Micromeritics  ASAP 2010 장

비를 사용하여 200℃에서 4시간 전처리 후, -196℃에

서 질소흡착정도를 측정하였다. 입자표면의 구조적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FE-SEM, S-4800, HITACHI)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 TGA 반응실험 및 전환율

산소전달입자의 환원 반응 실험은 thermogravi-

metric analysis (TG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은 온도범위 825-900℃, 반응 기체는 CH4를 사용하

였으며 농도 범위는 10, 15, 20, 30 vol.% CO2 bal.에

서 수행되었으며 산화 반응을 위한 기체로는 공기를 

사용하였다.  

먼저 체 분리를 통해 45-180 µm의 크기를 갖는 산

소전달입자를 약 10 mg 취해 platinum pan에 올려놓

은 후 100 mL/min의 질소 분위기에서 반응 온도까

지 10℃/min으로 승온시켜 주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반응가스를 주입하여 산화 및 환원 반응을 

반복하였으며, 환원 반응은 산화 반응에 비해 반응속

도가 느려 비교적 오래 진행되기 때문에 약 20분 정

도 반응가스를 흘려주었으며, 산화 반응은 약 10분 

정도 air를 흘려주었으며 두 반응 기체가 반응하지 

않도록 질소를 2분간 흘려주었다. 니켈을 기반으로 

한 산소전달입자는 반응이 반복됨에 따라 점점 활성

화되기 때문에 다섯 사이클 이상 산화 및 환원 반응

을 반복해 주었으며, 무게 변화가 일정한 마지막 사

이클을 반응속도 비교 및 모델 적용 결과에 사용하

였다. TGA를 사용한 일반적인 산화 및 환원 반복 사

이클 실험의 예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산소전달입자의 전환율은 TGA에서 무게 변화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초기 무게, 즉 입자가 완전

히 산화되었을 때의 무게(Mox)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70 wt.%의 NiO가 이론적으로 모두 환원되었을 때의 

무게(Mred)를 환원이 모두 일어난 것으로 설정하였으

며 식 (3)과 같이 나타내었다.

  Xred = (Mox-M)/(Mox-Mred)               (3)

Mox는 산화된 입자 무게, Mred는 이론적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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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s of the OCN717-R1SU
Fig. 4. Effect of the reaction temperature on conversion of (a) 
10 vol.% CH4 and (b) 30 vol.% CH4

될 수 있는 입자 무게, M은 시간당 측정되는 입자 무

게 그리고 Xred는 환원 전환율을 의미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특성분석

Table 1에는 OCN717-R1SU의 입자 특성과 함께 

BET 결과를 나타내었다. 산소전달입자의 비표면적

은 2.2 m2/g으로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제조 과정에서 분무 건조법으로 인해 급속 건조되고 

또한 고온의 소성 온도로 인해 낮은 비표면적을 갖

는 것으로 예상된다.  

Fig. 3에는 OCN717-R1SU의 SEM 이미지를 나타

내었다. 입자는 분무건조법으로 제조되어 구형의 입

자를 나타내었으며, 체 분리를 통해 45-180 µm 사이

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완전

한 구형을 가지는 입자도 존재하지만, 구형 입자에 

작은 구형입자가 함께 붙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

었다. 확대된 이미지에서는 NiO가 일정한 크기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30 

wt.%의 알루미나와 마그네슘의 지지체의 역할을 하

면서 활성물질인 NiO를 고분산화시킨 것으로 판단

된다12).

3.2 환원 반응 특성 및 반응 모델

Fig. 4에는 OCN717-R1SU의 시간-전환율을 온도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 4(a)에는 10 vol.%의 

CH4에서의 전환율이며, Fig. 4(b)는 30 vol.%의 CH4

에서의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CH4 10 vol.%와 30 

vol.%의 농도에 따른 반응속도의 차이는 거의 나타

나지 않았으나 동일한 농도에서 온도에 따른 반응속

도를 비교해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LC 공정을 위한 산소전달입자의 반응 모델 적용

에 있어 수축 핵 모델(SCM)9,14), changing grain size 

model10,15), 핵 생성 및 핵 성장 모델16) 등이 적용되고 

있다. Ni을 기반으로 한 산소전달입자의 경우에도 위

와 같은 반응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중 JMA 모델

은 핵 생성 및 핵 성장 모델 중 하나로 초기 반응기

체가 주입될 때 핵이 생성되기 이전에 일정 농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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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rrhenius plot of OCN717-R1SU for the temperature 
range of 825-900℃ at the reduction reaction 

Table 2. Kinetic parameters for reduction of the OCN717-R1SU

CH4

conc. (%) 10 15 20 30

k0 (s
-1) 7.8×105 5.4×105 6.7×105 4.8×105

E (kJ/mol) 154 150 152 149

n 0.48

Fig. 5.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reduction conversion 
for OCN717-R1SU (symbols: experimental values, lines: JMA 
model)

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연(delay)되어 시간-전환율 

그래프에서 S자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태에 적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9).

OCN717-R1SU 입자의 경우에 Fig. 4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온도에 따른 시간-전환율 그래프에서 초기 

10초 정도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아질수록 지연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i을 기반으로 한 OCN717-R1SU 입자에 

JMA 모델적용을 고려하였으며, JMA 반응 모델 식을 

시간과 전환율에 대하여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X = 1 – exp(– kt
n
)                      (4)

X는 전환율, t는 시간(s)을 의미하며, k (s-1)는 반

응속도 상수를 의미한다. n은 JMA exponent로써, 핵

의 차원 및 성장 메커니즘에 의존한다17-22).

온도에 의존하는 반응속도 상수 k를 아레니우스식

의 표현으로 나타내어주면,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T) = A exp (-E/RT)                  (5)

T는 온도를 의미하고, A는 빈도인자(k0), E는 활성

화에너지(E)를 나타낸다.

Fig. 5에는 대표적으로 OCN717-R1SU의 TGA를 

사용하여 30 vol.%에서의 온도에 따른 시간-전환율 

실험적 결과와 JMA 반응 모델식에 따른 결과를 함

께 나타내었다. CH4 농도 범위 10-30%, 온도 범위 

825-900℃에서 TGA 실험 결과와　JMA 반응 모델의 

일치율(R2)은 0.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식 (5)의 아레니우스식을 이용하여 CH4 농도 범위 

10-30%, 온도 범위 825-900℃에서의 활성화에너지

(E) 및 빈도인자(k0)를 구하였으며 Fig. 6 및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농도에서 비슷한 활성화 에너지

를 나타내었으며 각 농도에서의 추세선을 일차식으

로 표현하여 Fig. 6 안에 삽입하였다. 활성화에너지

는 본 연구의 농도 및 온도 범위에서 151.7±2.03 

kJ/mol의 값을 나타내었다. Zafar 등23)에 의하면 60 

wt.%의 NiO를 포함하는 산소전달입자를 사용하여 

CH4 분위기에서 온도 범위 800-1,000℃에서 SCM 

반응 모델을 적용하여 114 kJ/mol의 값을 얻었으며, 



박지혜⋅황라현⋅백점인⋅류호정⋅이광복    95

Vol. 29, No. 1, February 2018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Erri와 Varma24)는 NiO를 사용하여 H2 분위기에서 

91.8-94.5 kJ/mol의 값을 얻었다. 이와 비슷하게 

Janković 등25)은 H2 분위기에서 NiO의 환원 반응으

로 96.4 kJ/mol의 활성화에너지를 얻었다. 반응 조건 

및 동일한 종류의 Ni은 아니지만 Ni을 기본으로 하

여 다른 반응 모델을 적용하여 얻은 활성화에너지는 

본 연구에서 JMA 모델식을 적용하여 얻은 활성화에

너지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JMA exponent 또는 shape factor로 불리는 n은 범위

에 따라 핵 생성 및 성장의 속도가 다르며 n=1.5일 

경우, 핵 생성 속도는 거의 0에 가까우며 핵이 성장

하고 1.5<n<2.5이면 핵 생성속도는 감소하면서 핵 

성장이 일어난다. n=2.5일 경우, 핵 생성속도는 일정

하며 핵 성장이 일어나고 n>2.5일 경우에는 핵 생성속

도가 증가하면서 작은 핵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17-19). 또한 Luo 등22)에 의하면 n이 1 미만

의 값을 가지면 반응은 확산에 의존하며 1<n<2의 경

우, 경계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n>2일 경우에는 핵

의 성장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하였다.

OCN717-R1SU 입자의 JMA 모델 적용의 경우 n

은 0.48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초기 10초 정도의 

지연되는 시간이 존재하지만 100초 이하에서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 환원 전환율이 50% 이상(875, 

900℃)에 도달하며, 후기 500초까지 반응속도가 느리

게 진행되기 때문에 확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OCN717-R1SU는 이전의 Kim 등4)의 연구에서 매

체순환연소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산소

전달입자의 후보군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TGA를 사용하여 환원 반응에서의 산소전달

입자의 활성화에너지, 빈도인자 및 JMA exponent 등

을 구하였다. 구해진 매개변수는 향후의 반응기의 설

계 및 조업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4. 결 론

매체순환연소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산

소전달입자 중 후보군으로 선정된 OCN717-R1SU의 

환원 반응을 측정 및 해석하였으며 반응 모델을 적

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범위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OCN717-R1SU 산소전달입자는 환원 반응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였으며 농

도에 의한 반응속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 초기 시간-전환율 그래프에서 핵이 생성되기 

이전에 일정 농도 이상이 될 때까지 반응이 지연되

어 S자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JMA 반응 모델을 적용하였다.

3) JMA 반응 모델은 TGA 실험 결과와 0.964의 

R2를 나타내었으며 CH4 농도 범위 10-30%, 온도 범

위 825-900℃에서 151.7±2.03 kJ/mol의 활성화에너

지를 나타내었다.

4) 본 연구에서 얻어진 매개변수들은 향후에 매체

순환연소 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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