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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활용 기반으로의 가스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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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carbon neutral fuel, biomass can be converted into various types of high-valued

products such as synthetic natural gas (SNG), Hydrogen, Fischer–Tropsch (FT) diesel.

and valuable chemicals. In order to make above mentioned products, gasificaion process

is essential as energy utilization platform of solid biomass. In this study, state of the art

and prospect for biomass gasification technologi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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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석에너지의 가파른 가격 변동과 지구온

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화와 관련된 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탄소중립적 연료

인 바이오매스의 활용 확대는 가장 효과적인 대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는 유

기물이 장시간 지층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 화석연료와 비교하

여 에너지밀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디자인된 대

부분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바로 적용하기 힘

들며, 이를 적절한 전환 공정을 통해 기존 화석

연료 수준의 에너지 밀도나 취급 특성을 가지는

연료로 바꾸어주는 전환 공정이 필요하며 이때

고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바이오매스를 기체

상태의 합성가스 형태로 전환하여 이용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이

다.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통해 생성된 합성가스는 보

일러, 엔진, 가스터빈 등 기존의 에너지 생산 시

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합성가스의 경

우 수송의 어려움이나 발열량 또는 조성의 차이

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제한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전환을

통해 합성천연가스, 수소 또는 합성 액체 연료(F

T 디젤, DME, 메탄올 또는 에탄올 등)로 전환하

여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biomass

gasification and syngas utilization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은 다양한 발열량, 물

리적 성상, 함유 성분을 가지는 바이오매스 원료

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후단 전환공정에서 요구하

는 합성가스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지가 기술 수

준의 척도로 작용하게 된다. 바이오매스를 가스

화 하면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

이 주가되는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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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공정에 최적화된 합성가스의 조성, 가스 생

산량의 극대화, 고효율 가스화 공정 구성이 중요

하다. 따라서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은 화석연

료를 기반으로 하는 현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신재생연료인 바이오

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볼

수 있다.

한편 바이오매스는 원료가 다양한 만큼 이를 변

환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기술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원료의 전처리 및 이송 기술, 고효율

가스화 기술, 합성가스 정제 기술 및 이용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요소기술은 대부분 기존 화

석연료의 에너지화 공정에서 파생된 기술들로 석

탄으로 대표되는 기존 고체 연료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발열량, 높은 함수율, 높은 휘발성 물

질, 많은 불순물, 분쇄 와 같은 기계적 처리의 어

려움 등으로 인해 보다 높은 수준의 요소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기존의 석탄 연소 또

는 가스화 기술을 활용하면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개발되어온 기존 바이오매스 가스화 설

비는 주로 공기를 가스화제로 사용하여 저열량 합

성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보일러에서 혼소하거나

열병합 발전에 사용해 왔으나, 최근 BTL 또는

SNG 등 합성연료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합성가스

의 생산이 가능한 가스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되어온 바이오매스 가스화 시스템

의 기술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부가 연료 합성에 필요한 합성가스 생산을

위한 가스화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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