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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의에너지기술개발동향이지구온난화기체인

이산화탄소 저감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장기적으로는이산화탄소의배출이전혀또는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이 최적

이겠지만상업적경쟁력을갖춘신재생에너지기술이

현재의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인 최소 수십년간은 화석에너지를 고효율 및 고청정

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석에너지 중에

서 석탄의 경우 원유나 천연가스에 비하여 가채 년수

가 훨씬 길고 매장량의 분포도 편중성이 약하여 향후

수십년간은우리나라에서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는

에너지원이지만 단위 전력 또는 단위 에너지 생산에

서 원유에 비하여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석탄을 고청정 및 고효율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

인 기술의 하나로 석탄가스화 기술을 들 수 있다. 석

탄가스화 기술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합성액화

유(CTL: Coal to Liquid) 및 합성천연가스(SNG:

Substitute (or Synthetic) Natural Gas) 생산, 메탄

올/DME/우레아/암모니아 등의 화학원료 생산 등의

다양한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

여 많은 기술 선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석탄가스화 기

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기술의

특징 및 전세계적인 석탄가스화 기술의 개발 동향 및

상업화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석탄가스화 기술의 특징 및 석탄가스화기 종류
석탄을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대표적인기술인석

탄연소 기술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석탄 속에 존

재하는탄소와수소를이산화탄소와수증기로완전히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반면에 석탄가스화 기술은 완전연소에 필

요한 산소량보다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여 주성분이

일산화탄소, 수소, 메탄 등으로 이루어진 합성가스를

생산하여 다양한 목적의 하류 공정에서 활용하는 기

술이다. 그리고 석탄연소 기술은 대부분 상압 하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반면에 석탄가스화 기술은 일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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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석탄의 직접연소와 석탄가스화와의 주된 차이점

석탄의 직접 연소 석탄가스화

목적
산화제 과잉 여부
운전온도 (출구 기준)
운전압력
회(ash)처리 방식
산화제
생성가스
생성 공해물질

고온 연소가스 생성
과잉공급 (당량비 < 1)
낮음
대부분 상압
건조 상태
공기
CO2, H2O
SOx, NOx

합성가스 생성
부족공급 (당량비 > 1)
석탄가스화기에 따라 다름
대부분 고압
대부분 용융 슬랙 상태
산소(또는 공기) 및 수증기
CO, H2, CH4, CO2, H2O 
H2S, COS, HCN,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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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압 조건에서 산소 또는 산

소/수증기를 산화제로 공급하고 있다. 석탄연소 기술

과 석탄가스화 기술의 주된 차이점을 다음의 [표 1]

에나타내었다.

석탄연소 기술에 석탄입자의 크기에 따라 스토커,

유동층 및 미분탄 연소로의 3가지 형태가 있듯이, 석

탄가스화의 경우에도 석탄연소와 마찬가지의 개념으

로서고정층/이동층(Fixed Bed & Moving Bed), 유

동층(Fluidized Bed) 및 분류층(Entrained Bed) 가

스화기의 3가지 형태가 있다. 각 가스화기의 특징을

간략하게비교하고주요공정(또는기술보유사)을포

함하여함께[표2]에나타내었다.

석탄가스화기술에서성능을나타내는가장중요한

지표로서 투입 석탄의 보유 에너지 대비 생성 합성가

스가 지니는 에너지 비율로 정의되는 냉가스효율을

들수있는데, 고온의합성가스가지니는현열비중이

높은 분류층 가스화 기술에 비하여 동일한 탄소전환

율을확보할수있다면출구온도가낮은유동층또는

고정층(이동층) 가스화 기술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정층 가스화기에서는 액체

상 물질인 타르가 많이 발생하고, 유동층 가스화기에

서는약간의타르발생및탄소전환율이낮은등의문

제점을 지니고 있다. 분류층 가스화기의 경우 미분탄

을 사용하여 대용량화에 유리한 장점에 더하여 고온

으로운전되어탄소전환율이높고결과적으로냉가스

효율도 높으므로 현재 상업용 가스화기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유가 및 유가연동성에

의한 높은 석탄 가격으로 인하여 저급탄(Low Rank

Coal) 사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 저급탄의

경우 반응성이 좋아서 낮은 운전온도에서도 높은 탄

소전환율이 기대된다. 그리고 고회분탄의 경우에는

회재를 용융 상태로 처리하는 분류층 가스화에 불리

하다. 따라서이와같은저급탄또는고회분탄의경우

에는 고정층 또는 유동층 가스화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스화기의 효율적인 운전 관점에서 바라보

면 분류층 가스화 기술은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운전

되므로 재료적 문제를 야기하여 대형 플랜트에서 필

수적인 요소인 이용률(availability)이 낮아지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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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석탄가스화기의 종류(공정)에 따른 비교

Category
고정층 & 이동층
(Fixed/Moving Bed)

유동층
(Fluidized Bed)

분류층
(Entrained Bed)

Ash Conditions Dry Bottom Slagging Dry Ash Agglomerating Slagging

Typical Processes Lurgi BGL Winkler, HTW, KBR, 
CFB, HRL

KRW,
U-Gas

Shell, GE Energy,
Siemens, E-Gas, MHI,
TPRI, ECUST, PWR

FFeeeedd CChhaarraacctteerriissttiiccss
Size 6-50 mm 6-10 mm < 100 µm

Acceptability of Fines Limited Injection Good Better Unlimited
Acceptability of 
Caking Coal

Yes
(with stirrer)

Yes
(with stirrer) Low Any Any

Preferred Coal Rank Any High Low Any Any
OOppeerraattiinngg CCoonnddiittiioonnss

Outlet Gas 
Temperature Low (425-600℃) Moderate (900-1050℃) High (1250-1600℃)

Coal Residence Time 1-3 hours 20-150 minutes 0.4-12 seconds
Oxygen Demand Low Low Moderate High
Steam Demand High Low Moderate Low

Other Characteristics Hydrocarbons in Gas Low Carbon Conversion High Carbon
Conversion

Source: Higman & Burgt, “Gasification”, 2008 & Smoot & Smith, “Coal Combustion & Gasificati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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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다. 이와같은기술적특성을고려하고건설비용

(CAPEX)과 운전비용(OPEX)을 합하여 최종적으

로는 플랜트의 가동년수 동안에 단위 제품 생산에 필

요한평준화비용(Levelized Cost)의최소화를목표로

하여 각 기술사마다 다양한 석탄가스화 기술을 개발

하고 있으며 아래에 주요 석탄가스화 기술 보유사들

의 가스화기의 특징, 개발 현황 및 상업화 동향 등을

고찰하 다.

건식 및 습식 분류층 가스화기
석탄가스화 기술 중에서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많

이활용되고있는기술은분류층가스화기술이다. 분

류층 가스화 기술은 건조된 미분탄을 기류수송으로

공급하는 건식 기술과 미분탄을 물과 혼합하여 슬러

리 상태로 공급하는 습식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건

식 기술은 미분탄 공급장치의 가격이 비싼 반면에 냉

가스효율이 높은 특징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

율이높다는장점을지니고있으며, 대표적인기술보

유사로서 유럽의 Shell, Uhde, Siemens 및 일본의

MHI 등을들수있다. 또한건식을채택하고있는기

술보유사들은대부분멤브레인(water tube wall) 형

식의가스화기를채택하고있어서이용률(availability)

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가스화기의 가격

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습식 공급 기술은 정량 공급

이 쉽고 공급장치의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다량

의 수분의 증발잠열 손실로 인하여 냉가스효율이 낮

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이 건식 공급 기술에 비

하여 낮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습식 공급 기술 보

유사에서는내화재를채택한가스화기를채택하고있

는데, 분류층 가스화기가 고온에서 운전되며 회재가

가스화기 내벽을 흘러내리면서 용융 슬랙 상태로 처

리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내화재의 손상 및 이에 따른

내화재 교체 문제로 인하여 예비 가스화기를 보유하

지않고서는이용률에제약을받게되는단점이있다.

대표적인 습식 가스화 기술로서 오랜 기간 가스화 기

술을 개발하여 온 미국의 GE Energy (이전 Texaco

기술)사와Phillips 66(ConocoPhillips)사의기술을들

수 있고, 기술개발의 시작은 늦었지만 최근에 무서운

기세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대용량화 성공 및 다수

의 상업화 실적을 보유한 중국의 ECUST 기술 등을

들수있다.

건식 분류층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현황
Shell사는 1993년에 네덜란드의 Buggenum에

2,000톤/일급의 가스화기를 적용하여 가장 먼저

250MWe급의 실증용 IGCC 플랜트의 가동을 시작한

실적을보유하고있는석탄가스화기술의선두주자이

다. 미분탄의 건식 공급, 측면 하부에 중심에서 약간

이격되게설치된 4개의버너를통한선회류형성, 1단

1실상향류방식, 멤브레인(water tube wall) 벽채택

등을 적용한 가스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그림

1(a)] 현재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상업용가스화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석탄 가스화에는 멤브레인 가

스화기를 주력 기술로 채택하고 있지만, 회재가 없는

중질잔사유와같은시료를사용하는경우에는내화재

의 손상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설계 및 제작이 용이

하고 건설비가 낮은 내화재 가스화기를 채택한다.

2010년말기준중국에서진행된 8개의상업용플랜트

에서 모두 년간 이용률이 85%를 초과하 고 이중 4

개의플랜트에서의이용률이90%를상회하 다고보

고되고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Shell사의 초기 가스화 기술은 합성가스 재순환

과 대류형 열교환에 의한 합성가스 냉각 시스템을 채

택하 는데, 최근에는상부급랭형및하부급랭형가

스화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Shell사의 기술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300MWe급 IGCC 발전소에

채택된 기술로서 국내의 두산중공업에서 가스화기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Shell사 가스화기의 석탄 처리용

량은 현재 2,000~3,000톤/일급이지만 4,000톤/일급

이상으로격상하여공급이가능하다고한다.

Uhde사는 1997년에 스페인에 건설된 300MWe급

IGCC 발전소에 적용된 Prenflo Gasification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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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W 및 Koppers-Totzek 가스화 기술 등의 다양한

기술로 100여개의 가스화기를 운전한 실적을 보유하

고 있다. 최근에는 분류층 기술인 PSG(Prenflo

Steam Generation) 기술과 PDQ(Prenflo Direct

Quench) 기술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다. 분류층 가

스화 기술의 특징으로서 Shell사와 유사한 건식 미분

탄 공급, 4개의 버너를 통한 측면 선회형 공급, 최대

석탄 처리용량 1,200MWth(약 4,000톤/일급), 최대

운전 압력 42기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Shanxi의MTG(Methanol to Gasoline) 프로젝트, 미

국 West Virginia 주에서 Adams Fork Energy사의

TransGas 프로젝트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

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 내몽고의 ICM의 CTL 컴플

렉스프로젝트에 2개의 1,200MWth 가스화기를공급

하기로서명하 다고한다. 그리고국내의한국전력과

합작회사인 KEPCO-Uhde를 설립하여 상업화를 위

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림 1(b)]에 Uhde사의

PSG와 PDQ 분류층 가스화기를 함께 나타내었는데,

수소비중이높아야하는경우에PDQ를선정한다. 

Siemens사 기술은 Future Energy사의 기술인 건

식 미분탄 공급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회재

함량이 2% 이상인 원료의 사용 시에 나선형 멤브레

인(cooling screen) 벽 형식의 가스화기[그림 2(a)]

를 적용하며, 회재 함량이 2% 이하인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재 가스화기를 적용한다. 1단 1실 하향

류식으로운전온도는 1300~1800℃, 운전압력은최대

42기압이다. Shell사나 Uhde사 보다 뒤늦게 시장에

진출하 지만최근에는비교적빠른속도로대용량화

및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9개의

500MWth(1,500~2,000톤/일) 용량의 SFG-500 가

스화기를 건설하 고, 32개의 SFG-500 가스화기를

주문받은 상태이다. 석탄가스화의 가장 큰 시장인 중

국에서4개의상업용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며, 이

중 NCPP I 프로젝트에서는 5 개의 SFG-500(각

500MWth) 가스화기를 이용하고 아역청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하루 5,000톤 이상의 메탄올을 생산하고 있

는데, 가스화기의 운전온도는 1,350~1,750℃이고 냉

가스효율은 8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

고Shenhua의CTL 프로젝트에24개의SFG-500 가

스화기(2016년운전시작)를공급할예정으로있다.

일본의 MHI(미쓰비시중공업)사는 CRIEPI(일본

전력중앙연구소)와 공동으로 공기공급형, 건식 미분

탄공급가스화기를개발하여왔는데, 1984년부터2톤

/일및 1990년대 200톤/일가스화기를이용한연구개

발을 수행하 다. MHI 기술은 2단 2실 상향류식 기

술을 채택하고 있으며[그림 2(b)] 2단에서 산소없이

공급된미분탄의탄소전환율에는한계가있으므로이

를 보상하기 위하여 미연탄소가 포함된 회재를 재순

환하여 최종적으로는 99.8% 이상의 탄소전환율을 달

성하고있다. 2007년에는 1,700톤/일용량의가스화기

를 건설하여 Nakaso에서 IGCC 플랜트의 운전을 시

작하 는데, 순발전 효율은 LHV 기준으로

42.9%(HHV 기준 약 41%) 수준이다. 이 플랜트의

석탄처리 용량이나 발전량은 상업용급이지만, 향후

합성가스의 10% 또는 100%를 처리하여 포집된 CO2

를 Nakaso에서 70km 떨어진 가스전에 저장하는

CCS 프로젝트에 활용하고자 하는 등으로 실증 플랜

트로도 활용하고 있다. 공기공급형 가스화 기술이라

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에 산소를 추가하여 산소 농

도가 약 25~30% 정도인 산화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동시에Nagasaki에서 24톤/일급의파

특·별·기·획(Ⅲ)

그림 1. (a) Shell 사의 건식/습식 가스화기 및 (b) Uhde사
의 분류층 및 유동층 가스화기(source: (a) Technologien der
Feststoff-Vergasung im Hause UHDE, 2007 & (b) GTC 2012)



52 … NICE, 제31권 제1호, 2013

특·별·기·획(Ⅲ)

일롯플랜트를이용하여공기공급형및산소공급형의

가스화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

한기술개발경험을바탕으로3,600톤/일급가스화기

개발 및 500MWe급의 IGCC 플랜트의 상용화를 추

진중에있다. 일본의Hitachi사에서는EAGLE 프로

젝트의일환으로150톤/일가스화기를2001년부터운

전하 으며, IGCC+CCS의 상업화를 위하여

170MWe급 실증용 IGCC 플랜트를 건설하고자 계획

하고있다. 건식미분탄공급및산소공급형가스화기

를 채택하 고, 상부와 하부 버너에서 산소와 미분탄

에 선회력을 부여하며 공급하고, 하부에 고온 역을

유지하여 회재를 슬랙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기술을

채택하 다[그림2(c)]. 

습식 분류층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현황
GE Energy사는가스화기상부에서하나의버너로

미분탄 슬러리와 산소를 공급하는 습식 가스화 기술

을채택하고있다[그림3(a)]. 이전의Texaco사의실

적을 합한 수치로서 2011년말 현재 전 세계 65곳에

145개의 가스화기를 제작하 고 25개의 플랜트에 설

치를 위하여 85개의 가스화기를 설계하고 있는 등으

로 습식 가스화 기술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전의 대표적인 플랜트로는 1996년

에 가동을 시작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Tampa시에 건

설한 250MWe IGCC 실증플랜트를들수있고, 최근

에도 다양한 상업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

히 2012년 10월에 시운전을 시작한 Edwardsport

IGCC 플랜트는 2대의 가스화기를 이용하여

618MWe를발전하는세계최대의 IGCC 플랜트이다.

습식 가스화 기술에서는 가능한 미분탄 슬러리 농도

를높이는것이바람직한데Edwardsport IGCC 플랜

트의경우슬러리농도는약62%이다. 발전효율은건

식기술에비해서낮은편으로약38.5%(HHV 기준)

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화재 가스화기를 채택하 음

에도 예비 가스화기를 건설하지 않았으며 85% 수준

의이용률을예상하고있다. GE사는현재에도중국에

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프로젝

트에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비 가스화기를 설

치하는것으로설계개념을설정하고있다. 향후4,000

톤/일까지 처리용량의 격상(scale-up)과 85기압까지

압력 증가 등을 목표로 가스화기를 계속적으로 개발

하고있다.

Phillips 66사는1995년에Wabash River의 262MWe

급 IGCC 발전소 건설에 적용된 습식 분류층 기술인

E-Ga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2단 2실 형태의 가스화 기술인데, 1단에서

산소와슬러리를함께공급하여고온을유지하고 2단

에서는 슬러리만을 공급한다. 1단에서 발생한 고온의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2단에서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

고 고온 현열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분탄 슬러리를 가

그림 2. (a) Siemens SFG-500 가스화기, (b) MHI 가스화기 및 (c) Hitachi 가스화기(source: (a) GTC 2012, (b) MHI Report, 2009,
(c) www.jpower.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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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화하는기술이므로이론적으로는슬러리공급기술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냉가스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2단에서공급된미분탄의경우탄소전환율이낮

으므로발생한촤를가스화기 1단으로재순환하는기

술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POSCO에서

추진 중인 광양의 SNG 생산 프로젝트에 3개(1개는

대기용)의 2,750톤/일 가스화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최근인 2012년부터 인도의 Jamnagar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20,000톤/일 Petcoke를 원료로 사용하여

85%의합성가스로는전력과스팀을생산하고15%의

합성가스로는 수소를 생산하는 병산(polygeneration)

프로젝트에 8개의 가스화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에는2단에서현열을가스화에보다많이활용하여냉

가스효율을 더욱 향상시킴과 동시에 합성가스 냉각용

열교환기를없앰으로써플랜트의건설비를줄일수있

는 E-STR(Entrained Slagging Transport Reactor)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합성가스의 현열을 최대한 활

용하여 냉가스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론

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가스화기의 출구온도가

400~750℃ 수준으로 매우 낮아지게 되어 타르의 발

생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촉매를

이용한타르분해기술을함께개발하고있다.

최근 중국의 가스화 기술 시장은 급속하게 팽창하

고있으며석탄가스화기술개발역시매우빠른속도

로진행되고있다. 중국은 1990년대까지만하여도석

탄가스화 기술의 후발주자 지만, 2000년대 들어 지

속적인 투자로 인하여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수천톤/

일 이상 처리 용량의 대용량 플랜트를 건설하는 수준

으로발전하 다. ECUST(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가스화기상부의측면에

중심을향하여마주보는 4개의버너로미분탄슬러리

를 공급하는 습식 OMB(Opposing Multi-Burner)

버너를 채택한 가스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3(c)]. 2012년 말 현재 10개의 프로젝트에 25개의 상

업용급(2,000톤/일급 5개, 1,000~1,500톤/일급 19개,

이하 1개)의 가스화기를 공급하 으며 다른 21곳의

프로젝트에 53개의 가스화기를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중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CO+H2 함량이 80~90% 이상, 최대 운전 압력 65기

압 및 냉가스효율 약 75% 수준 등의 성능을 확보하

다. 특히 Jiangsu Linggu Chemical 사에서운전중

인 2,000톤/일급 가스화기로 2011년에 357일의 운전

에 성공하여 97.8%의 이용률을 기록하 는데, 회재의

용융온도가 낮은 석탄을 사용하여 가스화기의 운전온

도가 1,400℃ 이하로서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가능하

다고는하지만내화재가스화기로는매우놀라운이

용률이다. 참고로ECUST는건식멤브레인형식가스

화기도개발하고있으며, 중국의TPRI(Thermal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도건식멤브레인형가스화기

를개발하고있는데 250MWe GreenGen IGCC 프로

그림 3. (a) GE 가스화기, (b) Phillips 66 가스화기 및 (c) ECUST 가스화기(Source: (a) Koppel & Lorden, IAGT 2009, (b) GTC
2010, (c) GTC 2008)



54 … NICE, 제31권 제1호, 2013

특·별·기·획(Ⅲ)

젝트에 2,000톤/일급 가스화기를 공급하 고 2012년

12월에 시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인터

넷정보검색).

유동층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현황
KBR사의 TRIG(Transport Reactor Integrated

Gasification) 기술은 자사의 오래된 기술인 FCC

(Fluidized Catalytic Cracking) 기술을 기반으로 하

여 미국의 전력회사인 Southern Company사와 공동

으로 DOE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고속순환유동층[그

림 4(a)] 가스화 기술이다. KBR사는 반응성이 높은

저급탄(low rank coal)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높

은 비중을 두고 있다. TRIG 가스화기의 운전온도는

최대 1000℃ 이하로서 분류층 가스화 기술에 비하여

저온운전을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재질 문제에서 자

유롭고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낮

은 건설비(CAPEX)와 낮은 운 비(OPEX)가 가능

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층 가스화 기

술의 경우 탄소전환율이 낮은 것이 단점인데, 저급탄

은 반응성이 높으므로 적어도 저급탄에 대해서는 상

기의 주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KBR사의 기술로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6개

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3개는 파일롯

규모이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의 3톤/

일 플랜트를 포함하고 있다. 상업용 규모로는 미국에

1개와중국에 2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며, 가장상

업화에 가까운 프로젝트로는 중국 Dongguan에서 진

행중인 120MWe IGCC 프로젝트를 들 수 있으며

2013년에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가장 대형 프로젝

트로는2010년 10월에건설을시작하여2014년 5월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미국 Kemper County의

IGCC 프로젝트에 2개의 4,600톤/일가스화기를제공

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갈탄을 원료로 하여

582MWe(합성가스로는 524MWe)의 전력을 생산하

고, 65%의 CO2를 포집하여 EOR(Enhanced Oil

Recovery)에 활용하고자 하며, CO2 포집 채택 및 저

급탄이 원료인 관계로 발전효율은 비교적 낮은

28.1%(HHV 기준)를예상하고있다.

SES(Synthetic Energy Systems)사는 유동층 공

정인 U-GAS[그림 4(b)]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내몽고 갈탄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 는데, 수분을

12% 정도로 건조시켜 투입한 실험에서 79%의 냉가

스효율과 96%의 탄소전환율을 달성하 다. 이후 수

분을 1.8% 수준으로 건조시켜 투입하여 82%의 냉가

스효율과99% 이상의탄소전환율을달성함으로써자

사기술의저급탄활용가능성을확보하 다. 첫번째

상업용급가스화기는2007년에중국의산동주에서메

탄올을생산하는2개(1개는대기용)의 400톤/일급가

스화기로서단일가스화기로91%의이용률을확보하

다. 이어서 중국의 Yima사에 3개(1개는 대기용)의

그림 4. (a) KBR TRIG 가스화기, (b) SES U-Gas 가스화기 및 (c) IHI TIGAR 가스화기(Source: (a) GTC 2012, (b) GTC 2012, (c)
APEC Clean Fossil Energy Semina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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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톤/일급 가스화기를 이용하여 년간 30만톤의 메

탄올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2012년

말가동을시작할예정으로있다.

IHI사는 유동층 형식의 TIGAR(Twin IHI

Gasifier) 가스화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연소기와 가

스화기로 구분된 두 개의 반응기를 이용하며, 순환유

동층연소기에서는공기를공급하여휘발분의연소반

응을 유도하고, 기포유동층 가스화기에서는 미반응

촤를수증기를이용하여가스화하는방식을채택하고

있다[그림 4(c)]. 2005년부터 6톤/일 규모의 파일롯

플랜트에서갈탄에대한최적화연구를수행하 으며,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2010년부터 50톤/일 데모급 플

랜트의설계를진행하고있다. 이데모플랜트가완공

되는 시점인 2013~2014년경에는 300~1,000톤/일급

의 상업용 가스화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있다.

고정층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현황
Lurgi사는 고정층 가스화 기술로서 회재를 건식으

로처리하는FBDB(Fixed Bed Dry Bottom) 가스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Lurgi사에서 채택한 고정층

FBDB 기술은 특히 고회분 석탄의 처리에 강점을 가

지고 있다. Lurgi사의 현재 주력 가스화기는 직경/높

이가 4.13m/12.5m이며 40기압 운전이 가능한 Mark

IV인데, 앞으로는 직경/높이가 5.05m/17.0m이며 60

기압 운전이 가능한 Mark+ 가스화기를 채택할 예정

으로 있다. Mark IV와 Mark+ 가스화기의 합성가스

생산용량은시간당건가스60,000(600~800톤/일급)

및 120,000Nm3이며, 합성가스 내의 메탄 농도가 약

12% 및 정제 후에는 약 25%(Mark+ 기준)로 분류

층과 유동층 가스화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므

로SNG 생산에아주좋은기술이라고주장하고있다.

2009년 현재 101개의 가스화기가 운전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TL 프

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1956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

국 Sasolburg의 Sasol I 플랜트에서 16개의 가스화기

를이용하여액상연료와화학원료를생산하 다(현재

는 주변 석탄 부족으로 천연가스 사용). 이후 1980년

과 1983년에 액상연료와 화학원료 생산을 위하여 가

동을 시작한 Sasol II 및 Sasol III 플랜트에 Mark IV

가스화기를 공급하 고, 198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미국의 North Dakota SNG 생산 플랜트에도 14개의

Mark IV 가스화기를설치하는등으로석탄가스화초기

시장에많이활용된기술이다. 최근에도중국의Shenhua

와Datang의 MTP(Methanol to Propylene) 프로젝

트에 가스화기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상업화

활동을진행하고있다.

BGL사는 Lurgi 가스화기를보완한슬래깅형식의

고정층 가스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75년에 300

톤/일 가스화기 운전을 시작으로 총 3개의 가스화기

를건설하 으며, 2010년현재중국에서2개의프로젝

트와 인도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므로

BGL 가스화기의 실적은 총 6기이다. 현재 모델인

BGL 3 가스화기 하나의 처리 용량은 약 600톤/일이

다. 다음의 [그림 5]에Lurgi사와BGL사의가스화기

를비교하여함께나타내었다.

국내의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한전전력연구원에서 1988년에 수행한

IGCC 기술타당성조사를시작으로석탄가스화기술

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초부터

그림 5. (a) Lurgi FBDB 가스화기와 (b) BGL 슬래깅 가스
화기 (Source: GTC 2010).



56 … NICE, 제31권 제1호, 2013

특·별·기·획(Ⅲ)

고등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IGCC

기술개발의일환으로석탄가스화파일롯플랜트를이

용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2000년대 이후에는

DME, CTL, SNG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을 염두에

두고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다.

고등기술연구원은 초기에는 주로 IGCC 기술개발

을 목표로 석탄가스화 연구개발을 진행하 다. 1995

년부터 건식 공급, 가스화기 하부 측면에 설치된 4개

의 버너를 통한 선회류 형성 및 상향류, 산소공급, 슬

래깅 형식의 분류층 가스화 기술을 채택한 최대운전

압력30기압인 3톤/일급가스화기의운전을시작하

으며이후합성가스를이용하여DME를생산하는프

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 다. 2009년부터는 이산화탄

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합성가스 생산 기

술확보및가스화/탈황/이산화탄소포집통합공정운

전에 활용 등의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

운전압력이 20기압인 3톤/일급 석탄가스화기 2호기

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운전하고 있다. 이 가스화기는

상부 측면에 설치된 4개의 버너를 통한 선회형 하향

류 공급 또는 상부 캡에 설치된 버너를 통한 하향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11년에는 하항류

형식의 버너를 이용하여 20기압 조건에서 일주일 연

속운전에 성공하 다.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진

행한 스마트 프로젝트에서는 분류층 가스화 기술로

저급탄활용가능성을확인하기위하여체류시간 2초

이내에 가스화 반응을 종료시킬 수 있는 컴팩트 가스

화기를제작하 다. 상부공급선회형버너, 수관벽위

에 얇은 두께의 내화재 시공, 최대 운전압력 20기압

조건에서 3톤/일 처리 등으로 설계하 고, 중국 내몽

고갈탄을이용한실험에서탄소전환율 99% 이상및

냉가스효율 70% 이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확

보하 다. 또한 고등기술연구원은 건식 기술의 핵심

적인 요소기술로서 수톤~수십톤/일 이상의 미분탄

을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미분탄 기류수송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서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

는 한국형 300MWe급 IGCC 실증플랜트 기술개발의

일부로서 20톤/일급 건식 석탄가스화기를 자체 기술

로 설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운전을 시작할 예정

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미분탄습식공급, 하향류,

산소공급 및 슬래깅 형식의 분류층 가스화 기술을 채

택하고 있다. 1993년과 2002년에 각각 운전을 시작한

0.5톤/일급및1톤/일급가스화기에대한다양한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대 30기압 운전이

가능한 10톤/일 가스화기를 자체 기술로 설계하여

2010년부터 운전을 시작하 으며, 주로 CTL 기술에

의적용을위한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다. 습식공급

기술에서 슬러리 농도를 높이는 기술은 아주 핵심적

으로 중요한 요소기술인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최대 60% 초반의농도가가능하여세계적인수

준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스마트프

로젝트에서는듀얼베드형식의 3톤/일급유동층가스

화기를설계및제작하여각종실험을진행하 다.

한전전력연구원에서는 IGCC 기술 개발의 일부로

서 2009년부터 건식 공급, 하향류, 최대 운전 압력 10

기압인 1톤/일급분류층가스화기를제작하여약 3년

간 운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09년시작한스마트프로젝트에서중장기적으로화

학원료생산을염두에두고 3톤/일급의고속순환유동

층 가스화기를 건설하 다. 2011년부터는 후속연구로

서 저급탄 고효율 가스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통합건

조 공정 및 이산화탄소 재순환 등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으로독자기술을확보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역청탄 및 갈탄 등의 저급

탄을 이용한 가스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SNG 생산 기술개발과 관련

된 연구의 일환으로 1톤/일급의 습식 가스화기를 운

전하고있다.

요약
석탄가스화 기술은 석탄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

성에 더하여 고효율 고청정 에너지화 기술이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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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많은 기술선진국에서 시장 선점을 위하여 다

양한 석탄가스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초기에는 미

국과유럽을중심으로기술개발이이루어졌으나최근

에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상업화 기술을 보유하는 수

준에 이르 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기

술개발을시작하여2000년이전에만하여도석탄가스

화 기술의 후진국이었으나 최근에는 ECUST와

TPRI 등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집중적

인연구개발지원에힘입어이제2,000톤/일급이상의

가스화기 개발을 완료하고 수십기의 상업용 실적을

보유하는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중국보다이른시점인1990년대초반부터

가스화기술개발을시작하여많은기술축적을이루어

미분탄 기류 수송, 슬러리 제조, 탈황 기술 등의 일부

요소기술에서는세계수준급의기술을확보하고있으

나 연구비의 제한적인 투자로 인하여 규모의 측면에

서는 아직 수톤~수십톤/일급 가스화기의 운전 또는

설계진행수준에머무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

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 저

가의 에너지원 확보 및 에너지원의 다양성 확보 측면

에서 석탄에너지 활용은 필수적이므로 석탄 활용 기

술, 특히석탄가스화기술개발에많은관심을기울일

필요성이아주강하다고판단된다.

후기
본문은 2011년도 지식경제부 재원으로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KETEP)의지원을받아수행한‘저급탄

고효율 가스화 기술 개발’연구 과제(No. 2011T1002

00037)로참여한 2012 GTC 컨퍼런스에서발표된자

료를중심으로하여작성되었습니다.

개요
석탄액화(CTL, Coal to Liquids)기술은 고체연료

인석탄을사용하기쉬운액체연료로변환하는기술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전쟁수행에 필요한 기름

의90%를석탄에서만들어사용한바있다. 전후중동

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어 싼 값의 원유가 공급되

자, 석탄액화기술은폐기되었다. 그러나오직남아프리

카공화국한나라에서만석탄액화가명맥을이어왔다.

2005년부터 석유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계적으로 석탄

액화기술이 다시 각광을 받았고, 2008년에 중국의 쉔

화사에서연백만톤액화유생산(약2만배럴/일) 규모

의 석탄액화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배럴당 약 100달

러의고유가가유지되는상태에서향후석탄액화공장

의규모는많이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기술
석탄을 기름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은 크게 2가지로

탄소가 수없이 연결된 석탄을 온도를 높여서 분행하

여 녹여내는 직접액화기술과, 석탄을 1,000℃ 이상의

고온에서 산소, 수증기와 함께 완전히 분해하여 가스

로 만든 후, 이 가스를 촉매로 조합하여 기름을 만드

는 간접액화기술로 나뉜다. 이 두 기술 모두 1920~

1930년대에독일에서상용화되었다.

석탄간접액화기술은 탄소가 주성분인 석탄을 고온

석탄액화기술 및 전망

정 헌, 이호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wlee@iae.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