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4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223

BTL(Biomass to Liquid) 공정을 위한 합성가스 공급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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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mass to Liquid (BTL) is an attractive option for using biomass as an renewable

energy. A syngas supplying system has been designed for BTL system, based on the

Fischer-Tropsche (FT) process, and long-term operation test was conducted. The

syngas supplying system is composed of a fluidized bed gasifier, gas cleaning and

compression system, and methanol absorption system. Stable operation of more than

hundred hours was achieved with several champaigns. In addition, a pilot scale biomass

gasifier has been developed for 1 bbl/day BTL system and its performance was

evaluated. Some preliminary results and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BTL

system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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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21세기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을 중심

으로 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에 대한 정책

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열, 풍력,

지열 등 근본적인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원과 더

불어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적 신재생에너지원

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으로써의 가치 뿐 아니라 폐기물의 처

리 기술과도 일맥상통 하므로 보다 청정한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주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 에너지 Mix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다.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바이

오매스의 특성상, 수송용 연료와 같이 고부가가

치를 가지는 연료시장을 목표로 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연구가 다수 수행 중에 있다. 이는 최

근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도

입에 대한 대응기술인 바이오매스 활용 발전 시

스템 도입과 함께 전략적으로 타당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RF

S(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 시행이 예고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정

유사 등과 같이 기존 화석연료를 제공하던 사업

자들에게 신재생연료 공급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관련시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1].

특히 RFS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신재생연

료의 원료로써 석탄, 폐기물, 바이오매스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RPS의 예로 볼 때 이러한 후

보 원료 중 바이오매스를 가장 친환경적인 연료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BTL(Biomass to Liquid)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연구그룹으로 오스트리아의 Güssing plant를 활

용한 BTL 연구를 들 수 있으며 독일의

CHOREN社의 경우 Shell社의

FT(Fischer-Tropsch) 기술을 활용하여 준 상용

급의 BTL 플랜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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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에서도 2007년 말부터 BTL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 소규모 BTL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파일럿 규모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진

행되어왔던 BTL 연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

다.

BTL 시스템은 크게 바이오매스 가스화기, 합

성가스 정제기, 합성가스 압축기, 산성가스 제거

기, FT 반응기로 나눌 수 있다. 가압 가스화기

를 이용할 경우 합성가스 압축기는 필요 없으나

본연구와 같이 상압 가스화기를 이용할 경우에

는 가압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FT 반응기에 적

절히 합성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합성가스 압

축기가 필수적이다. 가스화기는 크게 고정층, 분

류층, 유동층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고정층의 경

우 Scale-up의 한계와 낮은 발열량의 합성가스

를 주로 생산하므로 BTL 공정에 적합하지 않

다. 앞서 소개한 CHOREN社의 경우 바이오매스

를 저온에서 1차 열분해 하고 가압 분류층 가스

화기를 이용하여 BTL용 합성가스를 생산하였으

며 스웨덴의 Värnamo 데모 플랜트의 경우

BTL 용으로 가압 유동층 가스화 시스템을 채택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통해 합성가

스를 생산하면 Tar, 미반응 연료, 분진 (또는 유

동사), 산성 가스 등의 불순물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FT 반응기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상기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공정이 필수

적이며 Tar 및 분진과 같이 주로 물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순물뿐만 아니라 H2S, COS 등과 같

이 FT 촉매를 피독 시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제거 공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압 유동층 가스화기를 선택하

였으며 FT 공정에 필요한 합성가스 생산을 위

해 이중 유동층 형태의 가스화 시스템을 채택하

였다. 또한 Tar 및 분진 제거를 위해 사이클론,

중력식 집진기 및 습식 스크러버를 사용하였으

며 습식 스크러버는 H2S 를 일부 제거하는 기

능도 가진다. H2S, COS 등과 같은 산성가스 제

거를 위해서 -20도 근처로 냉각시킨 메탄올 물

리흡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 상기 산성가

스 농도는 1ppmv 이하로 제거가 가능하며 추가

적으로 합성가스 내 이산화탄소도 50% 이상 제

거가 가능하다.

Fig. 1은 본 연구에 활용된 소규모 BTL 시스

템의 직접 사진을 나타낸 그림이다. 0.1톤/일 규

모의 전기가열식 기포 유동층 가스화기와 1차

정제 설비 (사이클론, 집진기, 스크러버)를 통해

합성가스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합성가스 압축

시스템을 이용해 약 60기압으로 압축된 합성가

스를 메탄올 흡수탑에 공급하였다. 저온 메탄올

흡수법을 이용해 산성가스를 제거하고 약 15기

압 정도로 운전되는 FT 반응기에 합성가스를

공급하였다.

Fig. 1 Biomass to Liquid System

Fig. 2 Pilot scale DFB gasifier

Fig. 2는 1톤/일 급의 이중유동층 바이오매스 가

스화기를 나타낸 그림이다. 기포유동층 가스화

기와 고속유동층 연소기로 구성된 가스화기는

가스화 및 유동화 물질로 스팀을 사용하며, 연

소기에는 공기를 이용해 연소 시킨다. 스팀 가

스화를 통해 합성가스를 생산하므로 합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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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높은 수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스팀과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합성가스

조성을 맞출 수 있다.

Fig. 3 Temperature

Fig. 4 Syngas composition

연료는 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을 활용하였으

며 연료 공급의 용이성을 위해 주로 우드 펠릿

을 활용하여 실험하였다. 가스화기의 경우 연료

는 가스화기 상단에서 공급되며,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 하단부의 Dense 영역에 공급되도록 디

자인 됬다. 가스화기와 연소기 사이에 각각 두

개의 비기계적 밸브인 루프씰 (Loop seal)을 두

어 유동사의 순환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두 반응

기 사이의 가스 흐름을 막아 합성가스에 연소가

스가 섞여 발열량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방지하

였다. 이중유동층 가스화 시스템은 다른 참고

문헌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4].

Fig. 3, 4는 소형 BTL 시스템을 위한 가스화기

의 운전 실험에서 얻은 가스화기 온도 분포 및

합성가스 조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기 가열식으로 유지된 기포 유

동층 내 가스화기 온도가 900℃ 근처에서 균일

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합성가

스 농도를 살펴보면 H2 50% 내외, CO 20% 내

외, CO2 16%내외, CH4 7% 내외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Pilot 가스화기의 경우 H2 와 CO의 비

율을 1 근처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수소의 수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형 가스화기의 경우 이중유동층의 가스

화기 부분만을 모사하여 전기 가열식으로 열원

을 공급하므로 가스화 이후 발생하는 미반응 촤

를 연소하여 열원으로 사용하는 이중유동층 시

스템과 비교하여 가스화기내에 촤의 비율이 매

우 높게 유지되고, 촤-스팀 가스화 반응에 의해

수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Fig. 1에 나타낸 BTL 시

스템 전체에 대하여 장기 연속운전을 수행하였

으며 1차 합성가스 정제 시스템 및 합성가스 압

축기, 메탄올 흡수탑 및 FT 반응기 모두 안정적

인 연동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2에 나타낸 이중 유동층 Pilot 가스화 시

스템에 대하여 후단설비 없이 다양한 조건에서

운전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대표적인 실험결

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팀과 바이오매스의 비율 변화에 따라 합성가

스의 조성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대체적

으로 H2 30% 내외, CO 26% 내외, CO2 23%내

외, CH4 11% 내외의 합성가스 조성을 얻을 수

있었다. CO2 의 조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료 공급 시 작동 유체로 CO2 를 활용하

였기 때문이다.

앞서 전기 가열식 기포 유동층 가스화기를 이

용한 결과와 비교할 때 가스화기 내 촤를 연소

기로 이동시켜 연소시키므로 합성가스 내 수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1 근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ilot 규모 가스화기의

운전온도가 750℃ 근처로 소형 가스화기에 비해

낮게 유지되었으며 이 영향으로 메탄의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가스화 시스템의 장기 운전을 통해 안정

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후단

설비 용량 및 FT 반응기 용량을 키워 전체적으

로 1ton/day 가스화기 및 1bbl/day FT 반응기

로 구성된 Pilot 규모의 BTL 설비 구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장기 연속운전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S/B
ratio

H2 CO2 O2 CO CH4

Total
gas

(vol.%)

0.48 34.67 21.37 0.08 25.32 12.00 93.44

0.74 29.42 25.34 0.23 24.37 12.25 91.61

0.92 29.34 27.32 0.16 23.46 11.92 92.20

1.32 28.71 18.60 0.15 30.62 11.49 89.57

2.34 29.85 21.52 0.30 27.04 10.66 89.38

Table 1 Syngas composition from the pilot

scale biomass ga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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