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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기포유동층으로 구성된 연속장치(높이: 1.2 m, 내경: 0.11 m)를 이용하여 실험장치의 최소유

동화속도와 고체순환량을 측정하여 수력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흡수-재생 조업변수에 의한 반응특성을 알아보았다. 사

용된 K-계열 건식흡수제는 한국전력연구원으로부터 공급되었고 CO
2
 흡수를 위한 35%의 탄산칼륨과 기계적 강도를

위한 65%의 지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연속 장치는 두 개의 기포유동층 반응기, 수송관, 상승관, 냉각장치, 분석기, 히터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의 최소유동화속도는 0.0088 m/s이고 수송관의 유속이 1.05 m/s일 때 고체순환량은 10.3 kg/m2·s

로 측정되었다. 모사가스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흡수반응기 입구 CO
2
 농도(Dry basis)는 약 10 vol%였고, 온

도는 흡수반응온도 70 oC, 재생반응온도 200 oC에서 각각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반응기의 차압은 흡수반응기 415 mmH
2
O,

재생반응기 350 mmH
2
O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실험은 조업변수들인 H

2
O 주입농도(7.28~19.66%), 모사가스 유

속(0.053~0.103 m/s), 흡수반응온도(60~80 oC), 재생반응온도(150~200 oC), 고체순환량(7.0~10.3 kg/m2·s)의 변화에 따

라 반응실험이 실시되었다. 각 변수실험은 정상상태 도달 후 1시간 정도 유지한 후 결과를 저장,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수

증기 주입량, 재생반응온도, 고체순환량이 증가할수록 제거율은 증가하였고 흡수반응온도,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

율은 감소하였다.

Abstract − In this study, hydrodynamics and reaction characteristic of K-based solid sorbents for CO
2
 capture were

investigated using a continuous system composed of two bubbling fluidized-bed reactors(1.2 m tall bed with 0.11 m

i.d.). Potassium-based dry sorbents manufactured by the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were used, which were

composed of K
2
CO

3
 of 35% for CO

2
 absorption and supporters of 65% for mechanical strength. The continuous system

consists of two bubbling fluidized-bed reactors, solid injection nozzle, riser, chiller, analyzer and heater for regeneration

reaction. The minimum fluidizing velocity of the continuous system was 0.0088 m/s and the solid circulation rate mea-

sured was 10.3 kg/m2·s at 1.05 m/s velocity of the solid injection nozzle. The CO
2
 concentration of the simulated gas

was about 10 vol% in dry basis. Reaction temperature in carbonator and regenerator were maintained about 70 oC and

200 oC, respectively. Differential pressures, which were maintained in carbonator and regenerator, were about 415

mmH
2
O and 350 mmH

2
O, respectively. In order to find out reaction characteristics of dry sorbents, sever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such as H
2
O content(7.28~19.66%) in feed gas, velocity

(0.053~0.103 m/s) of simulated gas, temperature(60~80 oC) of a carbonator, temperature(150~200 oC) of a regenerator

and solid circulation rate(7.0~10.3 kg/m2·s). The respective data of operating variables were saved and analyz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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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one hour in a stable manner. As a result of continuous operation, CO
2
 removal tended to increase by

increasing H
2
O content in feed gas, temperature of a regenerator and solid circulation rate and to decrease by increasing

temperature of a carbonator and gas velocity in a carbonator.

Key words: CO
2
, Capture, K-based Solid Sorbents, Bubbling Fluidized-bed Reactors, Continuous System, Hydrodynamics,

Reaction Characteristics

1. 서 론

환경 및 에너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에너지사용과 자원의 환경친화적인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공동노력에 기여하고 우리 산

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저탄소연료의 보

급 및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

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이를 통하여 국

제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한편 신성

장동력의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녹색성장기술 중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

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이 강조되고 있다[1-4]. CCS 기술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용량의 배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의 제한점, 처리비용

과 처리를 위한 에너지소비 저감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

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술 중 재생용 고체흡수제를 이용한 건식

흡수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사용되는 흡수제는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별도의 열원없이 배가스의 온도만으로

도 운전이 가능한 기술로서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5-7].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CO
2

회수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CO
2
를 건식흡수제를 이용하여 흡수반응기에서 흡수하고 흡수반응

기로부터 이송된 건식흡수제를 재생반응기에서 소성하여 연속적으

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한 공정의 반응원리는 다음의

반응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8].

흡수반응기(발열반응): (1)

재생반응기(흡열반응): (2)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M)을 주성분으로 하는 탄산알칼리

(M
2
CO

3
) 고체흡수제는 배출가스 중에 포함된 물과 이산화탄소와 반

응 후 중탄산알칼리(MHCO
3
)를 생성하여 재생반응기로 보내진다.

재생반응기에서 폐열을 이용하여 소성과정을 거치면 중탄산알칼리

(MHCO
3
)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생반응기 외부로 배출하고 재생된

탄산알칼리는 재순환하여 흡수반응기로 보내진다. 반응기 외부로 배

출된 수증기는 응축시켜 제거함으로써 고농도의 순수한 CO
2
를 회수

·저장하게 된다.

현재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CO
2 
공정에는 고속유동층-기포유동층

반응기로 구성된 연속장치를 사용한 연구결과[9-12]가 대부분을 이

루고 있는데 최근에 기존의 고속유동층-기포유동층 형태보다 흡수제

의 체류시간과 공급유체와 흡수제간의 접촉면적의 증가로 공정의 높

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고 압력균형 조절이 용이한 기포유동층-기포

유동층 2탑 연속장치가 개발되었다[13-18].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의

2탑 연속장치를 이용한 수력학적 특성 및 조업변수에 의한 반응특성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입자의 물성분석

한국전력연구원으로부터 공급받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식흡수

제는 K
2
CO

3
와 지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건식흡수제의 입자마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내마모도 실

험장치인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D5757-95

를 사용하였다. 상용화된 FCC(Fluidized Catalytic Crecking)공정에

서 사용하는 촉매의 AI 지수가 약 20%[19]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

서 사용된 흡수제의 AI 지수는 1.6%로 측정되었다. Table 1과 같이

건식흡수제의 입경분석은 표준 타일러(Tyler, Sieve)체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 100 g을 기준으로 106~150 µm의 입경이 40.67%(wt)

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입자의 물성분석은 Table 2에 나타

내었다.

2-2. 실험장치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수력학적 특성 및 반응 특성에 대한 실험은

Fig. 1에 나타낸 1.2 Nm3/hr급 소형 연속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실시

되었다. 이 장치는 가로 1.9 m, 세로 1.5 m, 높이 3.5 m로 전체 부피는

9.97 m3이고 흡수반응기와 재생반응기가 동일한 기포유동층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경 0.11 m, 분산판으로부터 높이 1.2 m로 동일

M
2
CO

3
H

2
O CO

2
2MHCO

3
→+ +

2MHCO
3

M
2
CO

3
H

2
O CO

2
+ +→

Table 1. Particle size analysis of K-based sorbents

Item Values

Sieve size (µm) 0 45 53 63 75 106 150 212 300

Particle size (µm) <45 45~53 53~63 63~75 75~106 106~150 150~212 212~300 >300

Wt (%) 1.38 2.32 3.74 6.92 30.08 40.67 14.29 0.52 0.07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K-based sorbents

Item Values

Attrition ASTM Loss (%)

Attrition ASTM Loss (%)

A I (%) 1.6

CAI (%) 1

Bulk density (g/cm3) 0.72

Apparent density (g/cm3) 2.35 

BET surface (m2/g) 34.29

Pore volume (cm3/g) 0.30

Pore diameter (nm) 51.5

Porosity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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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흡수반응기의 내부에는 흡수제를 이송시키는

수송관이 있고 1/4 inch 수송관의 하단부에는 수송관 내부로 흡수제

의 유입을 위해서 설치된 고체유입구가 양 측면에 위치해 있다. 유

동화 기체 주입을 위한 유량 제어기, 흡수반응 온도를 제어하는 열

교환기, 반응 후 배출된 수분의 응축을 위한 냉각장치, 마모입자의

포집을 위한 필터, 배출기체의 농도분석을 위한 기체 분석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실험방법

두 개의 기포유동층반응기로 구성된 연속장치에서 건식흡수제를

사용하여 최소유동화속도와 고체순환량에 대한 수력학적 특성을 분

석하고 각각의 실험 조건에서의 반응특성을 고찰하였다. 

흡수반응기와 재생반응기 모두 기포유동층 반응기 조건에서 조업

되므로 기포유동층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최소기체유속 조건인 최소

유동화속도의 측정이 필요하다. 이는 기포유동층 반응기의 최적 유

속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 인자이다. 흡수제가 충전된 반응기 내에 유

동화 기체를 공급하여 유속(0.0009~0.0175 m/s)을 점차적으로 증가

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층의 차압이 계

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공급기체와 흡수제의 항력이 동일해지는 시점

에서 차압이 최대값을 보이고 유동화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일반적으

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된다. 차압이 최대값을 보이는 시점의 기

체유속을 최소유동화속도로 정의한다[20]. 

흡수제 10 kg을 반응기에 충전하고 수송관의 유속에 따른 고체순

환량을 측정하였다. 고체순환을 정지한 상태에서 흡수반응기의 차압

은 600 mmH
2
O, 재생반응기의 차압은 250 mmH

2
O로 유지하였다.

이 때 수송관의 유속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 수송관에 뚫린 유입

구를 통해서 수송관 내부로 흡수제가 흘러들어가고 수송관 내부에

존재하는 흡수제는 상부로 이동하여 상승관(Riser)과 사이클론을 지나

재생반응기로 이동한다. 흡수제가 유입된 재생반응기에 일정시간 동

안 충전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써 고체순환량을 측정하였다. Ryu

등[13]에 따르면 수송관의 직경, 고체유입구의 직경, 고체유입구 개

수, 반응기 내 흡수제 충전량의 변화에 따라 고체순환량이 변화된다

고 보고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실험조건을 선정한 후 본

연구에 사용된 연속장치에서 적합한 최대 고체순환량을 측정하였다.

연속장치의 반응실험 시 흡수반응기 내에서 CO
2
의 체류시간은 10

초로 유지하고 재생반응기에서의 가스 역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재생

반응기의 차압은 350 mmH
2
O를 유지하였다. 이 조건에서의 적정 흡

수제 충전량은 10 kg이었다. 흡수반응 시 주입되는 모사가스 중 CO
2

농도는 약 10 vol%였고 흡수반응 온도는 70 oC, 재생반응 온도는

200 oC로 유지되었다. 흡수반응기와 재생반응기 내의 기체 유속은 각

각 0.053, 0.061 m/s였다. 온도 및 고체순환량 그리고 압력 등을 정

상상태로 유지한 후 1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흡수반응기에 주

입되는 수증기는 기포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여 포

화수증기 상태로 주입되었고 흡수반응기에서 일정시간동안 반응에

사용된 수증기량과 기포장치에서 소모된 H
2
O 양을 비교해 본 결과 거

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흡수반응기 내의 H
2
O 주입농도(7.28~

19.66%), 흡수반응기 내의 유속(0.053~0.103 m/s), 흡수반응온도

(60~80 oC), 재생반응온도(150~200 oC), 고체순환량(7.0~10.3 kg/m2·s)

에 따른 반응조건을 통하여 연속장치의 실제 성능을 검증하였다. 표

준 실험조건과 조업변수에 따른 실험조건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O
2
 recovery process composed of two bubbling fluidized-bed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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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2는 1 atm, 25 oC에서 반응기의 유속의 변화에 따라 측정된 압

력강하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된 결과는 Ryu 등[17]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압력강하가 최대값

을 갖는 시점의 최소유동화속도는 0.0088 m/s로 측정이 되었고 반응

기의 표준 유속은 유동화 영역 4 umf에 해당하는 0.035 m/s로 결정

하였다. 흡수반응기 내로 수증기가 주입되기 때문에 반응기의 유속

이 충분하지 않으면 흡수제의 응집문제가 발생되어 불안정한 유동화

를 야기시킬 수 있고 반면에 반응기의 유속이 증가하면 기체와 고체

간의 접촉시간이 감소하여 흡수제의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사항을 고려하여 실험적인 결과로 안정적인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흡수제의 최대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반응기 유속은 4 umf가 합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Fig. 3은 수송관의 유속의 변화에 따른 고체순환량의 변화를 측정

한 것이다. 흡수반응기 내의 중앙에 위치한 수송관의 하단부에 직경

0.0037 m의 원형의 고체 유입구가 양 측면에 위치해 있다[14]. 수송

관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고체순환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유속

0.74 m/s일 때를 기점으로 고체순환량이 일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는 Ryu 등[15,16]이 유동화영역에서 기체의 유속이 높아짐

에 따라 고체순환량은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

하고 있다. 고체순환량이 일정해지는 것은 수송관의 고체유입구로

유입되는 고체유입량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체순환량이

선형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흡수제의 이송이 간헐적으로 일어

나는 경향이 있으나 일정 이상의 유속에서는 흡수제의 이송이 원활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체순환실험 결과 수송관의 유

속이 1.05 m/s일 때 최대 고체 순환량은 10.3 kg/m2·s로 측정되었다.

Fig. 4는 반응실험 중 흡수반응기와 재생반응기의 온도(a)와 압력

(b)의 유지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연속운전 동안 일정한 고체순환을

유지한 상태에서 흡수반응온도 70 oC, 재생반응온도 200 oC에서 일

정하게 유지하였다. 흡수반응기의 차압은 415 mmH
2
O, 재생반응기

의 차압은 350 mmH
2
O로 측정되었고 안정적인 고체순환으로 인하

여 흡수제 층 높이가 각 반응기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속운전에서 안정적인 고체순환은 흡수반응기와 재생반응

기 사이의 압력균형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Fig. 5는 흡수반응기로 주입되는 모사가스의 H
2
O 주입농도에 따른

CO
2
 제거율을 보여준다. 제거율은 흡수반응기로 주입된 전체 CO

2

양 중에 고체흡수제가 흡수한 CO
2
 양을 백분율(%)로 정의한다[18].

Fig. 3. Profile of solid circulation rate according to gas velocity in

the injection nozzle.

Fig. 2. Profile of differential pressure according to gas velocity in

the reactor (umf).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CO
2
 recovery process composed of two bubbling fluidized-bed reactors

Item Unit Carbonator Regenerator

Standard condition

Inlet Gas

Simulated flue gas Fluidization gas

CO
2
 10% (Dry basis)

N
2
 100%H

2
O 19.66%

N
2
 basis

Temperature oC 70 200

Gas flowrate L/min 23.2 20

Pressure atm 1

Inventory kg 10

Solid circulation rate kg/m2·s 10.3 

Operating variables

H
2
O content %  7.28, 12.18, 19.66 -

Gas velocity m/s  0.053, 0.078, 0.103 -

Temperature oC  60, 70, 80 150, 175, 200

Solid circulation rate kg/m2·s 7.0, 8.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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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
O 주입농도는 7.28, 12.18, 19.66%로 하여 각각의 농도에 따라

0.048, 0.049, 0.053 m/s의 유속으로 흡수반응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각각 사용된 H
2
O의 양은 1.3, 1.8, 4 g/min이었고 고체순환량은

10.3 kg/m2·s로 유지되었으며 재생반응기온도와 유동화가스 유속은

각각 200 oC와 0.061 m/s로 유지하였다. 흡수반응기 내 H
2
O 주입농

도가 7.28, 12.18, 19.66%로 증가할 때 CO
2 
제거율은 42, 56, 83%로

H
2
O 주입농도가 19.66%에서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기체인

CO
2
가 고체인 K

2
CO

3
와 반응하여 KHCO

3
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H
2
O의 주입량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주입되는 H

2
O의 양

이 충분하지 않으면 반응할 K
2
CO

3
가 흡수제에 존재하더라도 CO

2

와 원활하게 반응을 못해 제거율이 감소할 것이고, 과도한 H
2
O의

양은 K
2
CO

3
의 조해성으로 인하여 흡수제의 내성을 감소시켜 정상

상태의 연속운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흡수제

의 응집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
2
O의 주입농도가

19.66%일 때 약 2 mol H
2
O/mol CO

2 
의 주입조건에서 우수한 제

거율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회분식반응기를 이용하여 최적의

H
2
O 주입조건이 1.97 mol H

2
O/mol CO

2
에서 우수한 반응성을 보

인 Park 등[21]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6은 흡수반응온도에 따른 제거율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흡수반응온도에 따른 제거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H
2
O 주입농도

12.18%, 주입 CO
2
 농도 10 vol%에서 흡수반응온도 60, 70, 80로 변

화하였고 재생반응은 온도 200, 재생반응기의 유속 0.061 m/s 로 유

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흡수반응 온도 60, 70, 80 oC에서 흡수반

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제거율은 59, 56, 51%로 감소하였다. 흡수반응

온도의 증가에 따른 흡수능 감소의 결과는 Yi 등[10,11]의 결과와 동

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CO
2
가 K

2
CO

3

와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온도가 낮은 것이 유리하

Fig. 6. Effect of carbonation temperature on CO
2
 removal.

Fig. 7. Effect of regeneration temperature on CO
2
 removal.

Fig. 5. Effect of H
2
O content on CO

2
 removal.

Fig. 4. Profile of reaction temperature and differential pressure in

carbonator and re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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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흡수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수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반응온도가 낮을수록 흡수반응에는 유리하지만 실제 공

정에서는 공급되는 H
2
O의 주입양에 의해 흡수제가 응집되지 않는

온도 이상에서 운전해야 한다[21]. 60 oC에서 포화수증기 형태로 존

재하는 H
2
O의 주입농도를 주입하여 흡수반응을 할 때 60 oC이상에

서 온도조절을 해야 하는데 흡수제의 응집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흡

수제의 효율이 저하되지 않는 연속운전에서의 적절한 온도는 약

70 oC가 안정적이다.

Fig. 7은 재생반응온도에 따른 제거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흡

수반응온도 70 oC, H
2
O의 주입농도 19.66%, 주입 CO

2
 10 vol%, 흡

수반응기의 유속 0.053 m/s에서 재생반응온도를 150, 175, 200 oC로

유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온도조건에서 제거율 66, 76,

83%를 나타내었고 재생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수제의 성능은 향

상되었다. Hayashi 등[23]과 Lee 등[24]은 열역학적으로 재생반응시

150 oC 이상에서 KHCO
3
가 K

2
CO

3
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하였으나

이론적인 결과와 달리 Park 등[21]의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 150 oC일 때 60%의 재생률을 나타내었다. 재생률은 흡수

반응기에서 고체흡수제가 CO
2 
를 흡수한 양 중에 재생반응기의 고

체흡수제로부터 재생된 CO
2
 양을 백분율(%)로 정의한다[18]. 온도

증가에 따른 건식흡수제의 성능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을 고려

하여 연속운전에서의 최대 재생온도는 200 oC로 설정되었다. 실제

연속운전 시 정상상태에서 재생률은 100%이며 이는 흡수반응기에

서 생성된 KHCO
3
는 재생반응기에서 K

2
CO

3
로 100%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흡수반응을 통해 KHCO
3
로 전환된 흡수제는 재생반응을

통해 원래상태인 K
2
CO

3
, CO

2
,
 
H

2
O로 분리된다. 재생온도가 증가할

수록 KHCO
3
가 K

2
CO

3
로의 전환이 증가되므로 재생반응기에서 흡

수반응기로 이송된 흡수제의 K
2
CO

3
는 CO

2
와 반응되어 제거율을 증

가시킬 수 있게 된다.

Fig. 8은 흡수반응기 유속에 따른 제거율을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유속의 변화에 따른 흡수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흡수반응기

유속 0.053, 0.078, 0.103 m/s로 증가시켜 실험하였다. 이 때 흡수

반응온도 70 oC, H
2
O 주입농도 19.66%, 주입 CO

2
 10 vol%에서

재생반응온도 200 oC, 재생반응기의 유속 0.061 m/s의 실험조건으

로 수행되었다. 흡수 반응기 내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제거율은 감

소를 하였다. 흡수반응기 내의 유속 0.053, 0.078, 0.103 m/s 일 때

각각의 기체-고체간 접촉시간은 8.1, 5.5, 4.2초로 제거율은 83, 63,

49% 로 감소되었다. 흡수반응기에서의 유속변화 결과는 Yi 등[12]

의 실험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유속이 증가할 때 공

급기체와 흡수제의 접촉시간이 감소하고 반응기내의 기체 체류시

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체-고체간 접촉시간의 감소는 K
2
CO

3

가 CO
2
와 원활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9는 고체순환량에 따른 제거율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체

순환량에 따른 제거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흡수반응기 유속 0.053 m/s,

반응온도 70 oC, H
2
O의 주입농도 19.66%, CO

2
 농도 10 vol%에서

재생반응온도 200 oC, 재생반응기 유속 0.061 m/s로 고체순환량 7.0,

8.4, 10.3 kg/m2·s의 실험조건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였다. 고체순환량

의 증가에 따라 제거율은 각각 70, 73, 83%로 증가하였다. 연속장치

에서 순환하는 흡수제의 양이 증가하면 흡수반응기로 공급되는 모사

가스 중의 CO
2
와 반응할 수 있는 흡수제 내의 K

2
CO

3
 양이 증가하

기 때문에 제거율은 증가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계열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수력학적 특성 및 조

업조건에 반응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속장치에서의 최소유동

화속도(umf)는 0.0088 m/s이고 반응기의 적정유속은 4 umf인 0.035

m/s였다. 최적 고체순환량은 수송관의 유속이 1.05 m/s일 때 10.3 kg/

m2·s로 측정이 되었다. 조업조건에 따른 변수 중 흡수반응기의 수증

기 주입농도, 재생반응온도, 고체순환량이 증가할수록 제거율은 증

가를 하였고 흡수반응온도, 흡수반응기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제

거율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H
2
O 주입농도 19.66%(약 2 mol

H
2
O/mol CO

2
), 흡수반응온도 70 oC, 재생반응온도 200 oC, 고체순환

량 10.3 kg/m2·s, 흡수반응기 내의 유속 0.053 m/s일 때 최적의 성능

이 도출되었다.

감 사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인 이

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개발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Fig. 9. Effect of solid circulation rate on CO
2
 removal.

Fig. 8. Effect of gas velocity on CO
2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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