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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또는

대체천연가스 (Substitute Natural Gas) 제조기술은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석탄을 원료로 천연

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최근 들어 석유와 천연가스등 화석연료 고갈이 전 세

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하나의 대체 자원으로써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채연한이 길고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이용하여 석유화학 제품 및 연

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 중 하나인 SNG 제조 기술을 본고에서 소개하

고자한다.

SNG 합성공정 기술
일반적으로 석탄을 이용하여 SNG를 제조하는 방

법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번째, 석탄을

가스화(gasification)하여 합성가스(CO, H2)를 생산

하고 이를 이용하여 촉매반응을 통해 메탄으로 전환

시키는 방법, 두 번째, 석탄을 고온 고압 하에서 직접

수소를 첨가하여 SNG를 제조하는 방법, 세 번째, 석

탄을 700℃정도에서증기와촉매를반응시키는촉매

가스화를 통해 석탄에서 직접 SNG를 제조하는 방법

이다. 이중 첫 번째는 합성가스를 제조한 후 이를

SNG로 전환하므로 간접법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석탄에서 바로 SNG를 제조 하므로

직접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들 중 상업화된 공

정은 석탄 가스화를 통해 얻어진 합성가스를 니켈계

촉매를 이용하여 SNG를 얻는 간접법이다[Fuel, 89,

1763(2010)].

SNG를 합성하는 공정 중 간접법의 연구개발이 가

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의 구성 및 조건,

SNG 합성반응에 사용하는 촉매의 종류에 따라 다양

한 공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간접법을 이용하

여 SNG를 제조하는 경우 가능한 공정 구성은 [그림

1]과같다.

본고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상

용화되어 있는 간접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간접법을

이용한 SNG 제조 공정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합성천연가스(SNG)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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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접법 적용 시 가능한 SNG 제조 공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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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으며, 탈황, 수성가스전환된합성가스를사용

하는 공정(Conventional shift and methanation

process), 2) 탈황된가스를사용하는공정(Combined

shift and methanation process), 3) 미탈황합성가스

를 사용하는 공정(Direct methanation process)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각 공정의 특징을 소개하 다

[“Synthetic Natural Gas (SNG) from Coal and

Biomass”, InTech, (2010)].

1) 탈황, 수성가스 전환된 합성가스를 사용하는 공정

(Conventional Shift and Methanation Process)

본공정은석탄을가스화하여발생한합성가스를정

제하고, 수성가스전환반응을거쳐SNG 합성에필요

한 H2/CO비가 3~3.5정도로 제어된 합성가스를 이용

하여 20 bar 이상의 고압에서 메탄화 반응을 통해

SNG를 제조하는 공정이다. 여기서 수성가스 전환반

응은 CO와 물을 반응시켜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생성

되는반응으로필요한수소를얻는사용되는반응이며,

메탄화반응과수성가스전환반응식은다음과같다.

메탄화반응: CO + 3H2 →CH4 + H2O

CO2 + 4H2 →CH4 + 2H2O

수성가스전환반응:  CO + H2O →CO2 + H2

이미개발이완료된TREMP process, Cono-Meth

process, El Paso/UCI Process, Lurgi-Sasol process

등은Equilibrium-limited 반응기형식을적용하여개

발된 탈황, 수성가스 전환된 합성가스를 사용하는 공

정이며, 공정구성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

로 니켈계 촉매를 사용하고 다중단열 고정층 반응기

를 적용하며, 반응기 수, 반응온도, 재순환비율, 유입

가스조성, 공간속도 등을 주요 공정 변수로 한다. 그

중 TREMP process의 구성을 [그림 2]에 나타내었

다[Nitrogen+Syngas, 310 (2011)].

2) 탈황된가스를사용하는공정

(Combined Shift and Methanation Process)

본 공정은 합성가스를 정제하여 황성분을 제거한

합성가스를이용하여수성가스전환반응과메탄화반

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공정이다. 니켈 촉매에

서 수성가스 전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증기를 동

시에 투입하여 반응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

다. 본 공정 역시 일반적으로 다중 단열 반응기를 사

용하며, 공급되는합성가스의H2/CO 비는 0.4~2.4이

다. 첫 번째 공정과 다른 점은 반응기 내에서 수성가

스전환 반응과 메탄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

에 공급하는 수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수성

가스 전환반응을 위해 일정량의 증기가 합성가스와

함께 공급된다. 증기공급량 및 공급위치, 합성가스 공

그림 2. TREMP Process. 그림 3. HICO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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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등을주요공정변수로하여공정을제어한다. 개

발된 공정으로는 HICOM process, Super-Meth

process, Koppers-ICI process, RM process등이있다.

그중HICOM process를 [그림3]에나타내었다.

3) 미탈황합성가스를사용하는공정

(Direct Methanation Process)

본 공정은 앞서 살펴본 두 번째 공정과 유사하지만

투입합성가스의정제를메탄화반응후수행하는공정

이다. 즉, 합성가스를 정제하지 않고, 직접 수성가스

전환 반응과 메탄화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반응기

로 공급하는 공정이며, 메탄화 반응 후 탈황공정과

CO2 분리공정을통해SNG를제조하는방법이다. 반

응 전에 탈황공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본 공정에서

는 다른 두 공정과 달리 황에 취약한 니켈 촉매 대신

Cerium-molybdenum 계통의 촉매를 사용한다. 대표

적인공정구성은[그림4]와같다.

SNG 합성 촉매 기술
합성천연가스 제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는 SNG 합성 촉매이다. 촉매개발 연구 역시 앞

서서론에서이야기한바와같이SNG 기술이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NG

합성 촉매로는 앞서 소개한 세 공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정에 사용되는 니켈계 촉매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한다.

SNG 합성촉매는 대부분 니켈계 촉매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합성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가니켈촉매하에서수소와반응하여천연

가스의주성분인메탄과물을합성하게된다. 이와같

은메탄합성반응은강한발열반응이므로반응열을적

정 온도로 조절해야만 한다. 만약 온도가 900도 이상

의고온으로올라갈경우아래와같은반응에의해촉

매에코킹이발생하게된다.

2CO →CH4 + H2O

CH4 →C + 2H2O

이와 같은 이유로 상용화된 SNG합성 반응 공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20~40 기압, 300~700℃ 조건에서

SNG를합성한다.

최근 촉매 개발연구는 보통 니켈을 기반으로 다양

한 종류와 조성을 첨가한 다성분계 촉매를 이용하여

촉매활성온도를 낮추어 CO의 전환율을 높이고, 고온

고압에서내구성이우수한촉매를개발하는방향으로

진행되고있다.

SNG합성 촉매는 니켈계열의 촉매들이 상용화 되

어 있으며, 대표적인 회사들로서는 덴마크의 Haldor-

Topsoe, 독일의BASF, 국 Johson & Metthey, 독

일Sud-Chemie 등이있다.

Haldor-Topsoe에서는 니켈계 SNG 합성 촉매 2종

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촉매의 저온 활성이 높아

최저운전온도 190℃에서도활성을보이는것으로알

려져 있고, 또 다른 촉매는 고온 안정성이 우수한 것

이 특징으로 250~750℃의 운전 온도에서 내구성이

뛰어나며약40,000시간이상의운전기간동안안정성

을보인다고한다.

BASF에서개발된 SNG 합성촉매는니켈/알루미

나를 기반으로 하여 귀금속계 금속을 혼합하여 반응

성능및기계적내구성이우수하다고한다.

한편, Sud-Chemie는올레핀합성공정에서사용되

어온 저온에서 사용되는 저농도 CO를 이용한 메탄

합성 촉매를 바탕으로 고온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메

그림 4. Direct Metha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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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합성 촉매를 개발하여 260℃ 이상의 온도에서 활

성을나타내며, 850℃이상의고온에서도내구성을가

지며촉매의수명이5년이상으로평가하고있다.

국내첫 SNG 합성플랜트인포스코광양 SNG 플

랜트의 촉매와 공정은 덴마크의 Haldor-Topsoe사에

서기술을도입하여건설중에있다. 그리고BASF와

Johson & Metthey사는 현재 미국 상용 SNG 플랜

트인 미국 North Dakoda SNG 플랜트에 촉매를 공

급하고있다.

향후 전망
현재중국에서는2012년에 1개의SNG 플랜트가준

공되어가동중이며, 10여개의SNG 플랜트가건설중

이고, 20여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미국에서도9

개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었으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럽의

경우환경오염등의이슈로셰일가스개발에소극적이

고, 많은 보존량을 가진 중국의 경우 용수 부족 및 미

국에 비해 2~3배의 높은 채굴비용이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개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듯하다. 또

한셰일가스개발로인해석탄소모량이감소하고이로

인해 석탄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세일가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석탄으로부터 생산되

는SNG의경쟁력은당분간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