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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은 증가하고 있고,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1]. 에너지원으로서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4].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기술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 매체순환연소(CLC, chemical looping combustion)기술이다. 매

체순환연소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속한다. 매체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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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기술은 산화반응기 또는 공기반응기로 불리는 반응기와 환원반

응기 또는 연료반응기로 불리는 두 반응기로 구성된다. 이 두 반응기

를 순환하며 열과 산소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용되는 것이 산소전달

입자이다. 산화반응기에서는 산화반응의 결과물로서 금속산화물이 발

생하고, 환원반응기에서는 환원반응의 결과물로서 물과 CO2가 발생

한다. 이와 같이 산소전달입자가 산화반응기와 환원반응기를 순환하

면서 열과 산소를 전달하는 것이 매체순환연소공정의 기본원리이다

[5-9]. 매체순환연소기술에서는 환원반응기에서 환원반응 후에 물과 

CO2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CO2 포집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 또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NOx 발생이 없

다는 환경적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체순환연소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0-14].

매체순환연소공정에서 산소전달입자는 열과 산소를 전달하는 매개

체로서 전체적인 공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산

소전달입자는 높은 산소전달량과 산소전달속도를 장시간의 운전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소전달입자는 장시간의 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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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매체순환연소공정용 산소전달입자로서 CaSnO3 입자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CaSnO3은 페
롭스카이트 구조를 가지고, 반복되는 환원-산화 반응 후에도 구조적안정성을 보였다. 산소전달량은 환원 반응 시 결정 
구조 변화를 통해 계산된 이론 수치와 거의 동일한 15.4 wt%를 가졌다. 10번의 환원과 산화 반응 후에, 산소전달량과 
산소전달속도는 작동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CaSnO3 입자는 CLC의 산소 운반체로서 좋은 대체 
물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asibility of CaSnO3 particles as an oxygen carrier in chemical looping combustion (CLC). 
CaSnO3 particles had a perovskite crystal structure and showed the structural stability after repeated reduction-oxidation 
reactions. The oxygen transfer capacity was 15.4 wt% almost the same as the calculated theoretical value from the crystal 
structure transformation during reduction. After 10th cycles of reduction and oxidation, the oxygen transfer capacity and rate 
were still maintained constantly at an operating temperature. In conclusion, CaSnO3 particles could be a good alternative mate-
rial as an oxygen carrier in CLC.

Keywords: Chemical looping combustion, CaSnO3, Oxygen carrier, Oxygen transfer rate, Oxygen transfer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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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결정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순환연소

공정용 산소전달입자로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혼합금속산화물로서 

CaMnO3-δ[15], CaMg0.1Ti0.125Mn0.775O2.9-δ[16] 등과 같이 CaMn을 기

반으로 하는 입자들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Ca을 기반으로 하고 Mn

의 자리에 산소전달성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금속성분인 Sn을 선정하였다. Sn의 경우 고온에서도 안정한 물

질로 알려져 있다[17]. 또한 CaSnO3 입자는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가

지게 되는데, 페롭스카이트 구조는 열적 안정성이 높아 높은 온도에

서도 결정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4]. 페롭스카이트 

구조의 장점을 고온에서 운전되는 매체순환연소공정에서도 CaSnO3 

입자가 우수한 산소전달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어 Sn을 선택하

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CaSnO3 입자가 매체순환연소공정에서 

산소전달입자로서 적당한 성능을 갖는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적합한 산소전달량과 산소전달속도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TGA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또한 CaSnO3 입자가 장시

간의 운전시간동안 결정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CaSnO3 입자의 온도에 따른 산화

⋅환원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TPR) & temperature programmed oxidation (TPO)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산화환원반응이 반복되었을 때의 형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FE-SEM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실    험

2.1. CaSnO3 산소전달입자 합성 

CaSnO3 입자는 공침법으로 합성되었으며 전구체로서 CaCl2 (Sigma- 

Aldrich)와 SnCl4⋅5H2O (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CaSnO3 입자

의 합성과정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CaCl2 1.11 g (0.01 mol)과 

SnCl4⋅5H2O 3.51 g (0.01 mol)을 비커에 담은 후 탈이온수(deionized 

water) 30 mL와 암모니아수 40 mL를 넣어주어 PH 9에서 10 사이로 

용액을 만들고 4 h 동안 260 rpm의 속도로 교반하였다. 다음, 여과지

(직경 55 mm)로 여과시킨 후에 알코올로 2번에서 3번 정도 세척하고 

오븐에서 100 ℃로 24 h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를 3 h 동안 

1,200 ℃에서 소성하였다. 이때 소성기 승온 속도는 20 ℃/min이다.

2.2.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산화⋅환원반응이 반복되었을 때 CaSnO3 입자의 결정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 XRD 분석에는 X’pert 

Powder (PANalytical)를 사용하였다. 전류는 40 mA이며, 전압은 40 

kV이다. 또한 이 장치에는 Cu K α이 사용되었다. 이번 XRD 분석에

서는 5 °/min으로 측정하였으며, 스캔범위는 10°부터 90°까지 측정하

였다.

2.3. 주사형 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산화⋅환원 반응의 반복에 따른 CaSnO3 입자의 형상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 FE-SEM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용한 장치는 SUPRA 40VP 

(Carl zeiss)이다. 분석에 사용된 배율은 1,000배에서 20,000배까지 다

양한 배율로 촬영하였다.

2.4. 열중량 분석(Thermal Gravity Analyzer, TGA)

2.4.1. TGA 조건

CaSnO3 입자의 산소전달량과 산소전달속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TGA 실험을 하였다. 산화구간에서는 산화성가스로서 공기를 사용

하였으며, 환원구간에서는 환원성가스로서 15% H2/N2가스를 사용하

였다. 이외에도 산화성가스와 환원성가스가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화성가스와 환원성가스 주입 사이에 3 min 동안 질소를 흘려주었

다. 이때 모든 가스는 150 mL/min으로 흘려주었다. 산화성가스를 주

입 후 질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질량 변화가 없을 때까지의 구간이 

산화구간이며, 환원성가스 주입 후 질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질량 

변화가 없을 때까지의 구간이 환원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산화반응

과 환원반응을 10회 반복하였다. TGA 실험에서는 30 mg의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상온에서 900 ℃까지 구간에서는 공기를 흘려주면서 

50 ℃/min로 올려주었으며, 900 ℃로 온도가 안정된 후에는 900 ℃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4.2. TGA 결과 분석

TGA 실험 결과들은 다음의 식들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식들에서 mox는 완전히 산화되어 질량 변화가 없었을 때 질

량이며, mred는 완전히 환원되어 질량 변화가 없었을 때의 질량이다. 

최대산소전달량  

  (1)

식 (1)은 산화⋅환원 반응 시에 산소전달입자가 산소를 최대한 얼

마나 전달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질량전환율 


(2)

식 (2)는 질량전환율을 계산할 때 쓰이는 식이다. 질량전환율은 mox

값을 1로 놓았을 때 질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각 

사이클에서 시간에 따른 질량전환율 그래프에서 따른 산화반응이 완

Figure 1. CaSnO3 particle synthe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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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었을 때의 질량전환율 값과 환원반응이 완료되었을 때의 질량전

환율 값 차이는 산소전달량을 의미한다.

환원구간에서의전환율   
  (3)

산화구간에서의전환율   
 (4)

식 (3)과 식 (4)는 환원구간과 산화구간에서 전환율을 계산할 때 사

용되는 식들이다. 

산소전달속도 ⋅sec 

××


(5)

식 (5)는 산소전달속도를 구하는 식이다. 산소전달속도는 시간에 따

른 질량전환율 그래프에서 접선기울기에 해당한다. 

2.5.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TPR) & Temperature 

Programmed Oxidation (TPO)

CaSnO3 입자의 온도변화에 대한 산화⋅환원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TPR 실험과 TPO 실험을 하였다. TPR & TPO 실험에는 BELCAT-M 

(BEL Japan, Inc.)을 사용하였다. 50 mg의 시료를 sample cell에 넣어

주었으며, 불순물 제거를 위해 전처리를 해주었다. TPR 실험 시에는 

전처리구간에서 200 ℃에서 아르곤을 1 h 동안 흘려준 후 100 ℃로 

낮춰 주었고, TPO 실험 시에는 200 ℃에서 헬륨을 1 h 동안 흘려준 

후 100 ℃로 낮춰주었다. 전처리 완료 후에는 5 ℃/min로 900 ℃까지 

올려주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승온 구간에서 가스는 30 mL/min이었

다. 승온 구간에서 가스조건은 TPR 실험 시에는 5% H2/Ar가스를 흘

려주었고, TPO 실험 시에는 5% O2/He가스를 흘려주었다. 또한 TPO

실험에 사용한 CaSnO3 입자는 실험 전에 TGA 장비를 이용하여 15% 

H2/N2가스를 흘려주어 완전 환원시킨 후 TPO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정구조 분석

산화⋅환원반응이 반복되었을 때 CaSnO3 입자의 결정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2는 CaSnO3 입자의 

반응 전 상태와 10번째 사이클에서 환원반응 후와 10번째 사이클에서 

산화반응 후의 XRD 분석 결과이다. Figure 2(a)는 CaSnO3 입자의 반

응 전 상태에서 XRD 분석 결과이다. 초기상태일 때 CaSnO3 입자는 

다른 불순물이 없는 CaSnO3 단일 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음으로 Figure 2(b)는 10번째 사이클에서 환원반응 완료 후 회수

한 CaSnO3 입자의 XRD 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환원구간에서 

15% H2/N2 가스와 반응한 후 CaSnO3 입자는 CaO와 Sn으로 환원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Figure 2(c)는 10번째 사이클에서 산화반응 완료 후 회

수한 CaSnO3 입자의 XRD 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CaSnO3 입

자는 10번의 산화⋅환원반응이 반복된 후에도 반응 전 상태와 동일하

였고, CaSnO3 단일 상으로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서 산화⋅환원반응

이 반복되어도 CaSnO3 입자는 초기의 결정구조를 유지하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복된 환원-산화반응 후에 결정

상의 peak는 감소하였다. 초기에 CaSnO3는 1200 ℃에서 3 h 동안 소

성하였으나, 반응은 900 ℃에서 30 min의 환원과 4 min의 산화를 10

회 반복하게 되어 반응조건이 소성조건보다 낮은 온도였고, 산화시간

이 매우 짧으므로 결정구조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2. 주사형 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결과 분석

산화⋅환원 사이클의 반복에 따른 CaSnO3 입자의 형상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FE-SEM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3(a)는 CaSnO3 입자의 

초기형상이고, Figure 3(b)는 10번째 사이클에서 산화반응 후 회수한 

CaSnO3 입자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이다. CaSnO3 입자 초기 형상과 

10번의 산화반응 후의 형상을 비교해보면, 10번의 산화반응 후에 입

자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이 입자들끼리 약간의 응집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열중량 분석(Themal Gravimetric Analysis, TGA) 결과 분석

Figure 4는 시간에 따른 질량전환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4에서 왼쪽은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시간 대 질량전

환율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시간 대 

질량전환율 그래프이다. 

Figure 2. XRD patterns of CaSnO3 oxygen carriers in various states 
under 15% H2/N2 reducing gas and air oxidizing gas conditions.

 

Figure 3. FE-SEM photograph : (a) fresh state of CaSnO3 oxygen 
carrier, (b) CaSnO3 oxygen carrier after 10 cycles of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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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3 입자는 환원반응은 초기 4 min 동안 매우 빠른 환원반응이 

일어나면서 약 7 wt%의 질량감소를 보인 후, 완만하게 질량감소를 보

이면서 환원가스 주입 후 약 30 min 정도 지난 후에 환원반응이 완료

되는 두 단계 구분되는 환원 특성을 보였다. CaMg0.1Ti0.125Mn0.775O2.9-δ 

입자의 환원반응 완료 시간은 약 10 min 정도이며 약 wt%의 산소전

달량을 보였다[16]. 전체적으로 CaSnO3의 환원반응은 다른 산소전달

입자와 비교하여 환원반응 완료 시간은 느렸으나 산소전달량은 약 

15.4 wt%의 높은 산소전달량을 보였다. 환원반응이 완료될 때까지 시

간은 오래 걸리지만 산소전달량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번의 산화⋅환원 반응이 반복되어도 산소전

달량이 15.4 wt%로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 CaSnO3 환

원 반응식은 CaSnO3 → CaO + Sn + O2이다. 위 반응식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질량은 CaSnO3의 15.5 wt%이다. TGA 결과에서 얻은 산소전

달량 15.4 wt%는 이론 산소전달량과 거의 동일하므로 위 반응식을 통

해 산소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XRD 결과 분석에서도 환원 

반응 후 CaO와 Sn의 생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CaSnO3 입자는 

900 ℃에서 반복되는 산화⋅환원 반응에도 산소전달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시간 대 질량전환율 그래

프를 살펴보면 산화성가스인 공기 주입 후, 2 min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화반응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CaSnO3 입

자는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느린 반응완료시간을 보였지만,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상당히 우수한 반응완료시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환원구간과 마찬가지로 10사이클의 산화⋅환원반

응이 반복되어도 사이클에 따른 시간 대 질량전환율 그래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산화구간에서도 성능이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CaSnO3 입자는 반복되는 환원과 산화 반응에서 약 15.4 

wt%의 높은 산소전달량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CaSnO3 입자는 환원반

응 시작점에서 환원반응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매체

순환연소공정용 산소전달입자로서 잠재성을 지닌 좋은 후보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의 반복에 따른 입자들의 크기변화와 

응집현상이 CaSnO3 입자의 산소전달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TGA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TGA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이클부터 열 번째 사이클까지 

비교적 일정한 산소전달량과 산소전달속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FE-SEM 분석을 통해 확인된 형상변화가 CaSnO3 입자의 산소전달성

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5는 반복되는 산화⋅환원 사이클에 따른 각 사이클별 전환

율 대 산소전달속도의 그래프이다. 시간에 따른 질량전환율 그래프에

서와 마찬가지로 왼쪽은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성능을 나타

낸 것이고, 오른쪽은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전환율에 따른 산소전달속도

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율 0.25 부근에서 최대산소전달속도 0.018 

mmol O2/g⋅sec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에 따른 질량전환율 

그래프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저조한 

산소전달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전환율에 따른 산소전달

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율 0.5 부근에서 최대산소전달속도 

0.057 mmol O2/g⋅sec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에 따른 

질량전환율 그래프에서와 마찬가지로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산소전달속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산소전달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화⋅환원반응이 반복되

어도 산소전달속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4.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 Oxidation (TPR & 

TPO) 결과 분석

CaSnO3 입자의 온도변화에 대한 산화⋅환원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TPR 실험과 TPO 실험을 하였다.

Figure 6은 CaSnO3 입자의 TPR 결과이다. CaSnO3 입자의 TPR 결

과를 살펴보면 환원반응이 약 380 ℃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세 구간

Figure 4. Mass-based conversion versus time in 15% H2/N2 reducing 
gas conditions and air oxidizing gas conditions of CaSnO3 oxygen 
carrier.

Figure 5. The oxygen transfer rate versus conversion of CaSnO3

oxygen carrier under 15% H2/N2 reducing gas and air oxidizing ga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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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데 380 ℃에서 450 ℃까지, 450 ℃에서 720 ℃까지, 그

리고 720 ℃ 이상에서 환원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cemba 등[25]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첫 환원 구간은 Sn4+ 이온

들의 표면 환원이 발생하고, 두 번째 환원 구간에서는 표면층 내부에

서 Sn4+에서 Sn2+로 환원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20 ℃ 

이상 온도에서 수소를 소비하는 것이 Sn0으로 환원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CaCoO3 입자의 경우 환원반응 시작 온도는 218.1 ℃이고 마지막 

온도는 663.4 ℃이고 환원 반응은 몇 분이 걸렸다[26]. 두 입자의 환원 

온도 차이가 CaSnO3 입자의 환원반응 산소전달속도에 상대적으로 영

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원반응 초기의 빠른 질량감

소는 720 ℃ 이하에서 일어나는 Sn4+에서 Sn2+의 환원반응 때문인 것

으로 보이며, 이후의 완만한 질량감소는 Sn2+의 Sn0으로의 환원으로 

판단된다. 빠른 질량감소구간과 완만한 질량감소구간의 질량감소률이 

비슷한 것도 Sn4+ → Sn2+ → Sn0으로의 순차적인 환원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Figure 7은 CaSnO3 입자의 TPO 결과이다. 또한 CaSnO3 

입자의 TPO 결과 그래프를 살펴보면, TPR 결과와 달리 CaCoO3 입자

의 TPO 시작 온도는 326.1 ℃이고 CaSnO3 입자는 200 ℃의 낮은 온

도에서부터 산화반응이 시작되어 850 ℃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온도부터 산화반응이 시작되기 때문

에 TGA 결과에서 산화반응 구간 산소전달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구간과 비교해봤을 

때 산소전달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CaSnO3 입자가 매체순환연소공정용 산소전달입

자로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능분석을 진행하였다. 

XRD 분석에서 초기상태에는 CaSnO3 단일 상으로 존재하였으며, 

10번의 산화반응 후에도 결정구조가 변하지 않고 초기와 동일하게 

CaSnO3 단일 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원반응 후에

는 CaO와 Sn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반응식을 세울 수 있었고, 이 

반응식을 통해 구한 이론적 산소전달량 값은 15.5 wt%였다. FE-SEM 

결과, 초기에 응집되어있는 형상으로 존재하던 입자들이 10번의 산화

⋅환원반응 후에는 분산되었다. 하지만 TGA로 얻어진 산소전달량과 

산소전달속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FE-SEM에서 관찰

된 형상변화가 산소전달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GA 결과 10번의 산화⋅환원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

되어도 CaSnO3 입자는 산소전달량과 산소전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하였다. 특히 산소전달량은 약 15.4 wt%로 유지되었고, 이 값은 반응

식으로부터 구한 이론적 산소전달량인 15.5 wt%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TPR 결과 CaSnO3 입자는 380 ℃의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부터 

환원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환원구간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TPO 결과 그래프를 통해 200 ℃의 낮은 온도에

서부터 산화반응이 시작되어 850 ℃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범위에

서 산화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 CaSnO3 입자의 산화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CaSnO3 입자는 산화⋅환원이 반복되어도 결정구조가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안정성을 보였으며, 900 ℃

의 높은 온도에서도 산소전달량과 산소전달속도와 같은 산소전달성

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열적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환원구간에서 산소전달속도가 낮게 측정되는 문제점 또

한 확인하였다. 따라서 CaSnO3 입자를 매체순환연소공정용 산소전달

입자로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원구간에서 성능개선이 필요하며, 개

선이 이루어진다면 산소전달입자로서 충분한 잠재성을 지닌 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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