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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il sand is a deposit of bitumen. heavy black viscous oil that must be treated to 

convert it into an upgraded crllcl e oil before it can be usecl by ref ineri es to proclllce 

IiQlI id fllels. The oi l sancl is comprisecl of 10-18% bitumen. 70- 80% mineral matter 

and 4-6% water . Gasification process converts low-gracle flle l. sllch as coal ‘ 

petrolellm resiclllal oil. petrolellm coke. and biomass into syngas. mainly CO ancl H2. at 

high temper atllre ancl high pressllre. The pllrpose of this stucly is resiclllal oil(bitumen) 

gasification by lab-scale gasifier system to procl llce syngas. The gasification for 

residllal oil yielclecl a syngas compri si ng of 40- 50% CO. 20-4 0% H2. ancl 10- 200/1 

C02. 

1. 서 론 
오일샌드는 아스팔트와 같은 중질유인 bitume n올 10% 이상 함유한 모래 또는 사암으로서 곁으 

로 보기에는 시커먼 흙이나 모래처럼 보이나 내부에는 bitumen이 10-18%, 모래와 같은 광물질 

이 70-80%. 물이 3-5%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일샌드를 석유 대체용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고퉁기술연구원에서는 오 

일샌드와 같은 미활용 저급 연료원에 가스화 및 액화 기술을 적용하여 액체연료를 제조하고， 연료 

전환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CO~를 자체 고형폐기물올 이용하여 고정화시키는 공정 개발 

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발의 일환으로 오일샌드 bitumen으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합성가스 제조를 위하여 고점도 시료 공급장치， 가스화 반응기， 합성가스 

냉각장치， 제어시스댐 퉁으로 구성되는 lalrscale 규모의 가스화 시스템올 구축한 후 일차적으로 

수급이 용이하면서 bitumen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중질잔사유를 적용하여 가스화 운전특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팡처 구성 및 방법 
중질잔사유는 오일샌드에서 추출된 bitumen파 마찬가지로 상온에서 거의 유동올 가지지 않는 

고점도 유체로서 ， 가열을 통해 점도를 낮추어 주어야만 가스화기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정올 가 

진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고점도 시료를 유똥이 가능한 상태로 가열하여 이송라인의 막힘현상 

없이 원활히 공급 가능하고， 일정기간 운전하지 않은 상태를 거쳐 재작동시에도 쉽게 운전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료 공급탱크， 펌프， 압력계， 유량계， 제어판넬， 열선 퉁으로 시료 공급시스탬 

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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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Lab-scale 가스화 시스템은 공급되는 bitumen 시료를 저 산소 조건에서 가스화 반웅 

을 통하여 CO와 H2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1,200 "C 이상의 고온으 

로 유지되면서 bitumen파 산소의 가스화 반웅에 의해 합성가스롤 제조하는 가스화기 ， 가스화기로 

산소와 bitume n올 분사하는 공급노즐， 가스화기에서 생성된 고온의 합성가스를 냉각시키기 위한 

합성가스 냉각장치， 전체시스템의 운전상태를 파악하고 제어하기 위한 제어시스템 동으로 셜비를 

구성하였으며， Figure 2는 이러한 가스화기 시스댐의 공정 구성도롤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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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ss fl ow of lab-sca le gas ifier system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 b i tume n올 대상으로 분류층 방식의 가스화기올 구성하였으나 시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 중질잔사유를 대상으로 실험올 진행 

하였는데， 이롤 위하여 실시한 공업분석 ， 원소분석 및 발열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Tabl e 1 에서 

알 수 있듯이 오일샌드의 경우에는 회분이 85%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조성을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분이 13.19% 포함되어 있고， 발열량의 경우에도 회분의 함량이 크다보니 석탄이나 중질잔사 

유 퉁 다른 일반적인 시료에 비하여 매우 낮은 1,065 kcal/kg으로 분석되었지만， 중질잔사유와 

bitume n은 수분이나 휘발분 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성분파 발열량 측면에서 유 

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 Anal ysis results of oi l sand , bitumen and residual oil 

Analysis Spec ies Oil Sand Bitumen Res idual Oi l 

Proximate 
Moisture 0.5 1 3. 15 0 .01 

Volatile ;'vlatter 13.1 9 85.37 79 .22 
Analysis 

Fix ed Carbon 0.94 11. 12 16.98 
[ w t. %1 

Ash 85.36 0.09 0.23 
C 9.71 78.04 8 1.80 

U ltimate H 1.26 10.28 9.74 
Analysis N 0.00 0.72 0.52 
[w t. %1 S 0.77 2.9 1 2.84 

O 1.02 5.28 0.77 
Calorific Va lue [HHV, kcal/kg] 1,065 10,096 1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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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온도상숭에 따른 시료의 열에 의한 무게 변화로 시료의 정성 분석 및 열적특성올 파악 

하기 위하여 TGA 분석올 실시하였는데， Figure 3의 결파에 나타내었듯이 bitumen의 경우에는 O 

-200 'C 구간에서 온도상송에 따른 질량의 감소가 매우 적었고， 200-480 'C 구간에서는 시료내 

가연분의 반웅이 진행되면서 mass loss%가 100에서 15까지 떨어지면서 질량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질잔사유는 0-300 'C 구간에서는 질량의 감소가 없고 300-470'C에서 

mass loss%가 100에서 25까지 떨어지면서 질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370-430"C에서는 

DTG 값이 0에서 -13로 질량의 감소 속도가 최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490 "c 이후 구간에서 

는 bitumen파 유사하게 온도 상숭에 따른 질량의 감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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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scale 가스화기 시스댐올 이용한 중질잔사유 적용 가스화 운전특성 시험은 운전압력 2 

kg/cm2
’ 
운전온도 1,200 'C 조건에서 진행하였는데， Figllre 4 의 (a)는 이러한 가스화기 시스댐의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정상운전 중 가스화기의 운전압력은 2~2.5 kg/cm2’ 운전온 

도는 1,200-1 ,300 'C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중질잔사유롤 5-8 kg/h 조건으로 공급하는 상태에서 

가스화 반웅에 의해 합성가스가 20-25 Nm‘’/h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급되는 중질 

잔사유와 산소의 가스화 반웅에 의해 생성되는 합성가스는 (b)에 나타낸 것처럼 CO 40-50%, H2 

20-40%, CO2 10-20% 정도의 양질의 조성으로 생성되었는데， 중질잔사유 중에는 황(S)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H2S 가스의 조성이 분석기의 측정가능 수치인 2,000 ppm 이상인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가스화 성능올 나타내는 탄소전환율과 냉가스효율은 (c)의 결과와 같이 평균 95% 이 

상， 60% 이상이 유지되었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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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ifier operatio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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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élrbon conversion élnd cold gas efficiency 

Figure 4. Operéltion results of gélsifier system for resicl ual oil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와 같은 미활용 저급 연료원에 가스화 및 액화 기술올 적용하여 액체연 

료를 제조하고 연료전환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C02룹 자체 고형폐기물을 이용하여 고정 

화시키는 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시료의 가스화 반응을 위한 lab-scélle 가스화 시스템 섣제/제 작 

올 진 행한 후 중칠잔사유할 시갚쿄 사용하여 가스화기의 운전특성 및 성능평가 시헌홀 진행하였 

는데， 시험은 가스화기 운전압럭 2 kg/crnz, 운전온도 1.200 'C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중칠잔사유 

를 5-8 kg/h 조건으로 공급하는 상태에서 가스화 반웅에 의해 합성가스가 20-25 \:m‘!/h 정도로 

생성됨올 확인한 수 있었다. 그리고. 증칠잔사유와 산소의 가스화 반응에 의한 합성가스찬 CO 

40- 50%. H2 20-40%. C02 10-20% 정도의 양질의 조성으로 제조되었고， 가스화 성 능옴 나타내 

는 탄소전환율과 냉가스효율은 각각 95%. GO% 이상올 달성하였으나 촉매의 성능에 영향윤 미치 

는 H2S 가스의 농도가 2.000 pp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합성가스의 액체연료 제조 

공정올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합성가스 정제공정에서 충분한 고려가 펼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성가스 전환공정 및 액체연료 제조공정에 대한 섣계/제작， 전체 연게시 

스템의 안정적인 연속운전 기술 개발 풍의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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