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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가스화 기술은 석탄에서 합성가스를 생

산하여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이용되었으나 점차

화학공업원료, 암모니아, 메탄올, SNG, 디젤이나

가솔린을 생산하는 기술로 확대되었으며 전력생

산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polygener

ation”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다. 석탄가스화 기

술은 CCT(Clean Coal Technology) 기술의 출발

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구상에 존

재하는 화석연료의 에너지나 화학원료 생산 관점

에서 석탄을 고급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청정석탄 이

용기술의 핵심공정인 석탄가스화는 고온․고압의

반응기에서 석탄이 산소, 수증기와 반응하여 합

성가스(CO+H2)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하며, 가스

화 공정의 개략적인 공정도를 [그림 1]에 나타내

었다. 석탄이 반응기내로 투입되면 수분 및 휘발

성분이 순간적으로 탈 휘발되는 열분해 반응이

일어나며, 이후 탈 휘발된 석탄 Char가 연소 및

가스화 반응을 일으킨다. 탈 휘발 성분으로는 석

탄의 구성 원소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

부분 H2, CO, CO2 및 CH4, 그리고 온도 조건에

따라 소량의 hydrocarbon이 방출된다. 석탄의 등

급 및 종류에 따라 그 방출량은 차이가 있으나

준역청탄의 경우 대략 20∼40wt.%의 휘발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 휘발된

석탄 Char는 가스화 조업 반응 가스 종류에 따

라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Char+O2, Char+CO2,

Char+Steam등의 가스화 반응이 일어난다.

Fig. 1 Process flow diagram of the entrained-flow

ga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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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tack, 합성가스 분배장치로 구성되어져 있다.

가스화 장치의 외부는 SUS-304로 제작되었으며

40기압, 1,80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

며, 내부는 크롬계 내화재의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중으로 된 내화성과 전열특성을 갖는

크롬계 내화재가 설치되었다. 가스화 반응기 내

부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게 위하여 3개의 R-typ

e thermocouple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가스화기

내화제 및 단열재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

여 내화재 및 단열재 내부에 K-type thermocou

ple을 설치하여 가스화기 온도와 비교하였다. 또

한 가압 운전 및 탈황/액화 공정과 연계운전을

위한 2대의 Control Valve가 설치되었다. 석탄을

이용한 가스화 운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석탄을 CWM(Coal Water Mixture)

로 제조를 하게된다. 이때 CWM의 유동성 확보

를 위하여 석탄 공급량의 1wt% 수준의 계면활

성제를 공급하여 CWM을 제조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CWM의 농도는 53∼58wt%, CW

M의 점도는 약 700∼1500cp 수준의 점도 상태에

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가스화 초기 운전을 위하

여 LNG Burner를 이용하여 반응기 내부의 온도

를 약 1,100℃까지 상승하는 예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스화기 상단에 설치되어진 Pre-heating

Burner는 LNG와 공기가 완전 연소하는 조건으

로 케스타블 층의 온도를 기준으로 약 25℃/hr의

승온 속도로 반응기 내부를 승온하게 된다. Pre-

heating Burner를 이용하여 반응기 내화물의 온

도가 약 1,100℃까지 승온한 상태에서 Main Bur

ner를 장착하게 되며, 산소를 주입하여 반응기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통해 반응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반응기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압력 제어 밸브를 조절하여 반응

기의 압력을 증가시켜 원하는 압력조건까지 승압

을 하게 된다. 정상 운전 조건에서 압력 control

valve를 자동제어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압

력 제어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반응기의 압력 제어는 PID 방식을 이용하여

제어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응기의 압력이 설정값

보다 상승하게 되면 밸브의 궤도가 개방되어 합

성 가스의 유량이 증가하게 되며 반대로 반응기

의 압력이 설정값보다 낮게 되는 경우 밸브의 궤

도를 차단하여 배출되는 합성 가스의 유량이 감

소시켜 압력제어를 하게 된다. 1.0ton/day급과 1

0.0ton/day급 분류층 가스화장치를 이용하여 석

탄 가스화 실험의 경우, 가스화 반응기 내부의

온도는 약 1,100∼1,350℃의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합성가스 조성은 H2 31∼37%, CO 33∼39%, CO

2 23∼30%, CH4 1.0∼1.9% 정도의 범위를 보였

으며 이때 합성 가스 발열량은 2,000∼2,200Kcal/

Nm3를 보였다. 이때의 냉가스 효율은 약 55∼6

5%, 탄소 전환율은 95%이상을 나타내었다. 석탄

가스화 장치의 성능은 공급되어지는 CWM(Coal

Water Mixture)의 농도와 가스화기 내부로 산소

와 CWM을 미립화 시켜주는 버너의 성능에 따

라 가스화 운전 특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가스화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고농도의 CWM

제조 기술과 고성능의 미립화 버너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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