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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중심으로 태동하였던 산업화 시대는 20세기초에 석유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개편되었으며, 

이후 석유로부터 에너지와 화학원료를 생산하면서 인류사회는 번영·발전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

지·화학원료의 자원으로서 가스시대의 도래는 이제 Post-Oil 시대를 대비하고, 석유사용에서 기인하

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유가 시대는 기존 셰일가스 산업계의 셰일가스 채굴 확장을 촉

발하여, 본격적인 셰일가스 시대가 도래하였고, 2014년 이후 급격한 유가하락의 위기 속에서도  미국 

셰일가스 업계의 기술개발을 통한 셰일가스 채굴비용의 감소, 셰일 가스전당 생산량 증가와 현금 흐

름의 개선 및 그 동안의 축적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생산원가를 혁신적으로 감소시켜서, 2015년 이

후 ‘셰일 2.0’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외 환경변화 및 국내석유화학 업계의 기대를 고려하여, 가스 산업시대를 대

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및 국내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대부분의 

구성 성분인 C1 가스(메탄가스, CH4)는 여전히 단순 열에너지원으로만 사용중이며, 아직 국내 산업 환

경에 적합한 경제성있는 C1가스 전환기술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C1 가스 원천, 혁신 기술개

발을 위하여 2015년에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동 사업단을 중심으로 C1 가스로

부터 수송용 연료 및 올레핀/BTX 등의 기초화학물질 원료와 C1 폴리머등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핵

심 원천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제철소 등의 부생가스

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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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천연가스의 약 90%를 구성하는 메탄은 최근 셰

일 층에 존재하는 비전통가스의 대량생산으로 인하

여 석유자원의 대체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편,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0배 이

상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

되어 감축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어, 메탄 전환 연구

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탄은 높은 결

합에너지를 가지는 C-H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

성화가 어려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메탄자화균(metha-

notroph)이 보유한 효소인 메탄산화효소(methane 

monooxygenase, MMO)는 상온·상압에서 메탄을 메

탄올로 전환할 수 있는 활성을 보유하고 있다. 메탄

자화균은 토양, 담수 등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며, 호

기 또는 혐기 조건에서 메탄을 산화하는 능력을 보

유하고 있어 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메탄을 분해

함으로써 자연적 탄소 순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최근에는 메탄의 탄소원으로써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어 대량의 메탄을 전환하는 모델 균주로

가능성이 높아 메탄자화균을 이용한 메탄 전환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메탄자화균의 분류 및 특징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유일 탄소원 및 에너지원

으로 사용하여 생장할 수 있는 균으로, 최근 다양

한 종류의 메탄자화균에 대한 분리 및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메탄자화균은 크게 group I 메탄자화균

메탄자화균(methanotroph)을 이용한 메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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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roup I 메탄자화균(RuMP pathway) 및 group II 메탄자화균(serine and EMC pathway)의 대사 경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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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roup II 메탄자화균으로 분류되며, 서로 다른 메

탄 대사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 Group I 메탄자화

균은 RuMP pathway를 주요 대사 경로로 사용하

며, 메탄으로부터 전환된 포름알데히드와 ribulose-

5-phosphate(Ru5P)로부터 hexulose-6-phosphate를 

만드는 것으로 주요 대사 경로를 시작한다. Ru5P

는 pentose phosphate pathway를 사용하여 재생

산이 되며, RuMP의 중간 물질은 ED pathway 또

는 EMP pathway를 통하여 pyruvate로 전환되어 사

용된다. Group II 메탄자화균은 serine pathway와 

ethylmalonyl-CoA pathway (EMC pathway)를 주요 

대사 경로로 사용하며, 메탄으로부터 전환된 포름알

데히드가 H4MPT pathway와 folate pathway를 통하

여 methylene-THF로 전환된 후 glycine과 반응하여 

serine을 생산하여 주요 대사 경로가 시작된다. 생산

된 serine은 serine pathway와 EMC pathway에 의하여 

acetyl-CoA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3. 메탄자화균을 이용한 유용 산물 생산

메탄산화효소에 의해 메탄으로부터 전환된 메탄

올을 포름알데히드로 전환시키는 메탄올탈수소효소

(methanol dehydrogenase, MDH)를 저해시켜 메탄올

의 축적을 유도하거나, 배양액의 조성 등을 조절하여 

EMC pathway의 산물인 polyhydroxybutyrate (PHB)를 

생산하는 연구 등 야생형 메탄자화균을 이용한 유용 

산물 생산은 수십년 전부터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야생형 균주를 사용한 메탄올의 축적은 메탄자화균

의 생장 역시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PHB

를 생산하는 연구에서도 중간 산물이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생산성이 제한된다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메탄자화균에 대

한 유전자 조작 기법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으며, 산업 바이오(Industrial Biotechnology)

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바이오연료 및 화합물을 메탄

으로부터 제조하는 방법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선 메탄자화균의 효율적인 유전자 조작이 필

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유전자 조작 방법은 

메탄자화균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알려져 있

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

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서야 메탄자화균

의 유전자 조작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특정 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

다[2-4]. 또한, 메탄자화균의 대사 공학적 개량을 위

하여 transcriptomics 및 metabolomics 분석을 통해 생

리적 특성 및 대사 경로 조절을 규명하는 기초 연구

도 수행되고 있다[1, 5-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

탕으로 미국의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연구팀에 의하여 메탄자화균의 유전자조작을 통해 

lactate를 생산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3]. Lactate는 

lactate dehydrogenase에 의하여 pyruvate로부터 생산

되기 때문에 pyruvate를 주요 대사 산물로 생산하는 

group I 메탄자화균인 Methylomicrobium buryatense 

5G를 이용하였다. 최대 0.05g lactate / g CH4의 수율, 

0.0084g/L/h의 생산성 및 0.81g/L의 titer를 나타내어 

상업적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지만, 메탄자화

균의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유용 산물을 생산한 첫 

번째 논문 보고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메탄자화균을 이용한 유용 산물 제조에 대한 

기업체의 연구는 Dupont, Calysta사 등에 의하여 다

수 보고되었으며, 알코올, 유기산, 올레핀, 카로티노

이드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14-20].

4. 메탄가스의 생물학적 전환 기술의 전망

메탄은 고온·고압에서 금속 촉매를 이용하여 전

환할 수 있으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간접 전환

의 경우 공정 설비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높아 소규모 가스전 및 바이오가스 전환에는 경제적

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스 조정

이 일정하지 않고 불순물이 존재하는 경우 화학적 

공정을 통하여 일관된 생산물을 생산하기가 어렵다

는 이슈도 있다. 황화물 등과 같은 불순물은 금속 촉

매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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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메탄자화균은 오히려 이를 생장에 필요한 영양

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가스의 조성이 변하더

라도 최종 생산물의 조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메탄자화균은 메탄 뿐 만 아니라 이

산화탄소도 동시에 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혐기성 소화조 유래의 바이오가스 활용에도 응

용가능하다. 하지만 메탄자화균을 이용하여 유용 산

물을 생산하는 연구는 메탄자화균의 대사공학적 개

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직은 기본적인 연구 단계

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형질전환된 메탄자화균을 

얻는 현재 과정은 대장균의 그것에 비하여 20~30배

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장속도가 빠른 메탄자

화균의 신규 발굴과 효율적인 형질전환 기술개발을 

통해 균주 개량 시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슈는 메탄자화균에 대한 체계적인 multi-OMICS 

연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더

불어 multi-OMICS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균주 특성

을 반영하여 최종 산물의 선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위와 같은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할 경우, 세계적으

로 6,614 TCF와 7,299 TCF의 매장량을 보이는 천연

가스와 셰일 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유용 산물로 

바이오 전환할 수 있는 상업화 기술 확보가 기대된

다. 한국의 메탄 발생량은 2014 년 기준 약 0.07 TCF(

약 1.3백만톤)로 추산되며, 60% 이상이 바이오가스

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2-24]. 국내 보유 메

탄 자원을 이용하여 유용자원화하는 기술개발과 메

탄 하이드레이트의 추출 기술 등이 개발된다면 메탄

자화균의 상업적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감사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C1가스리파이너리사업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5M3D3A1A01064882).

6. 참고문헌
[1]   Lee, Ok Kyung, et al. “Metabolic engineering of metha-

notrophs and its application to production of chemicals 
and biofuels from methane.” Biofuels, Bioproducts and 
Biorefining (2016).

[2]   Yan, Xin, et al. “Electroporation-based genetic manipu-
lation in type I methanotrophs.” Applied and environ-
mental microbiology 82.7 (2016): 2062-2069. 

[3]   Crombie, Andrew, and J. Colin Murrell. “8 Development 
of a System for Genetic Manipulation of the Facultative 
Methanotroph Methylocella silvestris BL2.” Methods in 
enzymology 495 (2011): 119.

[4]   Puri, Aaron W., et al. “Genetic tools for the industrially 
promising methanotroph Methylomicrobium bury-
atense.”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81.5 
(2015): 1775-1781.

[5]   Matsen, Janet B., et al. “Global molecular analyses of 
methane metabolism in methanotrophic alphaproteo-
bacterium, Methylosinus trichosporium OB3b. Part 
I: transcriptomic study.” Frontiers in microbiology 4 
(2013): 40.

[6]   Vorobev, Alexey, et al. “Genomic and transcriptomic 
analyses of the facultative methanotroph Methylocystis 
sp. strain SB2 grown on methane or ethanol.” Applied and 

Table. 메탄자화균을 이용한 메탄으로부터의 다양한 주요 유용 산물 생산

Product Productivity[g/L/h] Titer [g/L]
Yield [gproduct/

gmethane]
Reference

Group I

Methylomicrobium buryatense 5G Lactate 0.0084 0.81 0.05 13

Methylomonas sp. 16a Carotenoids - - 138mg/gDCW 15

Methylococcus capsulatus Bath
Succinate 0.00078 0.075 - 18

Isobutanol - 0.001 - 16

Group II

Methylocystis sp. GB 25 Polyhydroxybutyrate(PHB) 2.85 15 0.55 21



290 … NICE, 제35권 제3호, 2017

특 별 기 획 (II)

environmental microbiology 80.10 (2014): 3044-3052. 
[7]   Kalyuzhanaya, Marina G., et al. “Global molecular 

analyses of methane metabolism in methanotrophic 
Alphaproteobacterium, Methylosinus trichospo-
rium OB3b. Part II. Metabolomics and 13C-labeling 
study.” Frontiers in microbiology 4 (2013): 70.

[8]   Torre, Andrea, et al. “Genome-scale metabolic recon-
structions and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methane 
conversion in Methylomicrobium buryatense strain 5G 
(B1).” Microbial cell factories 14.1 (2015): 188.

[9]   Kalyuzhnaya, Marina G., Aaron W. Puri, and Mary E. 
Lidstrom. “Metabolic engineering in methanotrophic 
bacteria.” Metabolic engineering 29 (2015): 142-152.

[10]   Nguyen, Anh Duc, et al. “Reconstruction of methanol 
and formate metabolic pathway in non-native host for 
biosynthesis of chemicals and biofuels.” Biotechnol-
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21.4 (2016): 477-
482.

[11]   Hwang, In Yeub, et al. “Biocatalytic conversion of 
methane to methanol as a key step for development of 
methane-based biorefineries.” J. Microbiol. Biotech-
nol 24.12 (2014): 1597-1605.

[12]   Kang, Taek Jin, and Eun Yeol Lee. “Metabolic versa-
tility of microbial methane oxidation for biocatalytic 
methane conversion.”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
neering Chemistry 35 (2016): 8-13. 

[13]   Henard, Calvin A., et al. “Bioconversion of methane to 
lactate by an obligate methanotrophic bacterium.” Sci-
entific reports 6 (2016).

[14]   Koffas, Mattheos, et al. “Methanotrophic carbon me-
tabolism pathway genes and enzymes.” U.S. Patent 
No. 6,773,905. (2004). 

[15]   Patricia C. Brzostowicz, et al. “Carotenoid production 
by recombinant, c1-metabolizing methanothropic 
bacteria.” U.S. patent No. 6,818,424. (2002).

[16]   William J. Coleman, et al. “Biological Conversion of 
Multi-Carbon Compounds from Methane.” U.S. patent 
No. 9,267,158. (2014).

[17]   Saville, Renee M., et al. “Compositions and methods 
for biological production of lactate from C1 com-
pounds using lactate dehydrogenase transformants.” 
U.S. Patent Application No. 14/898,948. (2014).

[18]   Ezhilkani Subbian. “Production of succinic acid from 
organic waste or biogas or methane using recombi-
nant methanotrophic bacterium”, WO 2015/155791 
A2. (2015).

[19]   Leonard, Effendi, et al. “Compositions and methods 
for biological production of isoprene.” U.S. Patent Ap-
plication No. 14/773,118. (2014).

[20]   Donaldson, Gail K., Kerry Hollands, and Stephen K. 
Picataggio. “Biocatalyst for conversion of methane 
and methanol to isoprene.” U.S. Patent Application 
No. 14/618,066. (2015).

[21]   Khosravi-Darani, Kianoush, et al. “Microbial produc-
tion of poly (hydroxybutyrate) from C1 carbon sourc-
es.”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97.4 
(2013): 1407-1424.

[22]   America, Northern South. “Technically Recoverable 
Shale Oil and Shale Gas Resources.” (2015). 

[23]   Radler, Marilyn. “Worldwide look at reserves and pro-
duction.” Oil Gas J. 109 (2011): 26-29. 

[24]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1-1092067-000002-10, (2016)

C1 가스의 화학적 전환기술

박은덕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에너지시스템학과 

edpark@ajou.ac.kr

C1 가스는 부생가스, 합성가스, 바이오가스 및 셰

일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에서 유래한 이산화탄소

(CO2)를 제외한 탄소수가 1개인 메탄(CH4) 및 일산화

탄소(CO) 가스를 의미한다. 이 C1 가스는 화학촉매

의 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화학제품으로 전환이 가능

한데 본고에서는 C1 폴리머, 수송용 알코올, 올레핀 

및 방향족 화합물(BTX)로의 화학적 전환기술에 대

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CO의 화학적 전환기술

일산화탄소는 수소와 더불어 합성가스(Synthesis 

gas)로 알려진 만큼 다양한 화합물로 전환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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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와 같이 합성가스로부터 전개되는 화학을 총칭

하여 ‘C1 화학’이라 한다. 그림 1과 같이 합성가스는 

여러 원료로부터 제조가 가능한데 먼저 철강산업이

나 화학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부터 분리 및 

정제를 통하여 제조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부생가스

를 보면 제철소의 LDG(Linze Donawitz Gas)는 68% 

정도의 일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COG(Coke 

Oven Gas)는 약 56%의 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통상

적으로 합성가스는 주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으로부터 제조하고 있는데 주요 반응으로는 수증기 

개질반응, 건식개질반응, 부분산화반응이 알려져 있

다. 수증기 개질반응은 메탄과 수증기간의 반응으로 

진행이 되며 강한 흡열반응으로 고농도의 수소를 얻

을 수 있어서 수소나 암모니아 제조공정과 연계될 

수 있다.

CH4 + H2O → CO + 3H2 △H298 = 206 kJ/mol 

건식개질반응은 메탄과 이산화탄소간의 반응으

로 진행이 되며 강한 흡열반응으로 생성물에서 수소

와 일산화탄소의 비가 1보다 작으므로 일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나 포름산 등의 제조공

정에 적용된다.

CH4 + CO2 → 2CO + 2H2 △H298 = 247 kJ/mol 

부분산화반응은 메탄과 산소간의 직접반응에 의

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발열반응이며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비가 2로서 메탄올 합성의 최

적의 조성을 갖게 된다.

CH4 + 1/2O2 → CO + 2H2 △H298 = -36 kJ/mol 

그 외에도 합성가스는 석탄이나 바이오매스의 가

스화를 통하여 제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조된 합

성가스는 크게 메탄올을 경유하여 최종 제품으로 전

환되는 반응과 직접 최종 제품으로 전환되는 반응으

로 구분할 수 있다.

1.1. 메탄올을 경유한 화학적 전환기술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 제조는 50~100기압의 가

압조건에서 Cu/ZnO/Al2O3 촉매를 이용하여 상업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된 메탄올은 촉매공정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먼저 고체

산 촉매를 이용한 탈수화 반응을 통하여 디메틸에테

르(DME)로 전환이 가능하다. ZSM-5 계열의 고체산 

촉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메탄올로부터 가솔린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를 Methanol-to-Gasoline(MTG) 

공정이라 한다. SAPO-34 계열의 고체산 촉매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메탄올로부터 올레핀을 제조할 수 

[그림 1] 합성가스를 경유한 대표적인 C1 화학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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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Methanol-to-Olefin(MTO) 공정이라 한

다. 메탄올의 카르보닐화 반응을 통하면 아세트산을 

제조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균질계 촉매에 따라서 

로듐계 촉매를 사용하는 Monsanto 공정과 이리듐 촉

매를 사용하는 Cativa 공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액상에서 CH3I를 중간체로 하여 반응이 진행된다. 

최근에 Mordenite 계열의 고체상 촉매를 이용하여 메

탄올로부터 DME를 거쳐서 카르보닐화 반응을 통하

여 초산 아세테이트를 제조한 다음 이를 가수분해하

여 초산을 제조하는 기상 촉매공정인 BP-SaaBre 공

정이 보고되었다[1].

1.2.   합성가스 및 일산화탄소의 직접 화학적 전환기술

1.2.1. 합성가스의 직접 화학적 전환기술

합성가스는 철 혹은 코발트 촉매상에서 올레핀이

나 파라핀같은 탄화수소화합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를 Fisher-Tropsch 반응이라 부르며 합성가스로부

터 청정액체연료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촉매공정이

다. 이와 같이 제조된 탄화수소화합물을 산점을 가

진 제올라이트 촉매와 추가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생성물중의 방향족 화합물의 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 반응에서의 촉매 비활성화속도가 

감소하여 장시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장점을 가

지게 된다.

합성가스로부터 직접 경질 올레핀을 제조하는 촉

매 기술들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메탄올을 경유한 다단계 공정에 대비하여 공정을 단

순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탄화수

소 화합물이 생성되는 기존의 Fischer-Tropsch 반응

보다 경질올레핀의 선택도를 높여서 분리공정의 비

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3]. 

합성가스는 사용하는 촉매에 따라서 알코올로 직

접 전환이 가능한 데 앞서 언급한 Cu/ZnO/Al2O3 촉

매를 이용한 메탄올 제조 이외에 탄소수 2개 이상의 

알코올로의 직접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합성

가스로부터 직접 혼합 알코올로의 합성 반응 (nCO + 

2nH2 → CnH2n+1OH + (n-1)H2O)도 가능하며 메탄올

을 경유하여 메탄올의 homologation 반응(CH3OH + 

CO + 2H2 → C2H5OH + H2O)을 통한 에탄올의 제조

도 가능하며 [4] 아래와 같이 다단계 반응을 통하여 

DME, 초산 아세테이트를 경유한 에탄올 제조도 가

능하다.

2CO + 4H2 → CH3OCH3 + H2O 

CO + CH3OCH3 → CH3COOCH3 

CH3COOCH3 + H2 → CH3CH2OH + CH3OH

하이드로포밀화반응은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이

용하여 올레핀의 탄소수를 증가시키면서 알데히드

를 제조하는 반응으로서 사용하는 금속 촉매(Rh)의 

리간드를 조절함으로써 반응성을 증가시킴은 물론 

서로 다른 이성질체를 선택적으로도 제조할 수 있다 

[5]. 국내의 경우 프로필렌의 하이드로포밀화 생산 

공정은 LG화학이 30만톤 규모, 한화케미칼이 10만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대략 60%는 옥탄올, 

30%는 부탄올, 10%는 네오펜틸클리콜(NPG)를 생산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1.2.2. 일산화탄소의 직접 화학적 전환기술

일산화탄소는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과 공중

합반응을 통하여 폴리케톤이라는 고분자로 전환

이 가능한데 이 기술은 1990년대 초 Shell사에 의

해 최초 보고되었으며 2004년에 효성에서 Shell 기

술을 도입하여 폴리케톤 제조 공정 및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팔라듐을 기반으로 한 균질계 

촉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응기 파울링, 고분자 입

자모양, 촉매 반응성 조절 등의 기술적 애로 사항

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기술 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다[6].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5, No. 3, 2017 … 293

특 별 기 획 (II)

일산화탄소는 에틸렌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에폭

사이드 화학종과 반응을 하면 lactone이 생성이 되며 

이는 아크릴산과 polylactone의 전구체가 되며 추가로 

카르보닐화 반응을 진행하면 무수숙신산이 형성되며 

이로부터 숙신산, 부탄디올,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같은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7]. 주 촉매로 알

려진 코발트 균질계 촉매의 반응성과 안정성 향상 및 

비균질계 촉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8].

아민화합물이나 니트로화합물로부터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는데 이는 기

존의 포스겐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합성방법

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민 화합물과 알코

올의 존재하에서 산화 카르보닐화 반응을 통하여 우

레탄(카바메이트)를 제조할 수 있다 [9]. 

 

상기의 우레탄(카바메이트)는 니트로 화합물과 

알코올의 카르보닐화 반응을 통하여도 제조가 가능

하다. 

 

니트로 화합물을 카르보닐화 반응을 시키게 되면 

아래의 반응을 통하여 이소시아네이트 제조가 가능

하다 [10].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 

촉매를 대체하면서 상용공정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반응성과 안정성을 보이는 비 귀금속계 전이금속 촉

매 및 비균질계 촉매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CH4의 화학적 전환기술

메탄은 알려진 탄화수소 화합물중에서 탄소대

비 수소의 비가 가장 높은 화합물이고 매우 안정한 

C-H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반응중간체보다 훨씬 안

정한 화합물로서 높은 수율로 고부가제품인 반응중

간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산소를 이

용한 선택적인 산화반응의 경우 반응중간체인 메탄

올의 반응성이 메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대부분 

완전 연소반응의 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되

게 된다. 따라서 메탄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상업공

정은 고온 개질반응을 통한 합성가스를 제조하고 이

로부터 다양한 화학반응을 거쳐서 최종 제품을 생산

하는 간접전환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온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저온에서의 메탄 직접 전환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아래 그

림 2에서 개략적인 메탄 직접 전환기술에 대하여 나

타내어 보았다[11, 12].

메탄에서 메탄올을 제조하는 반응의 경우 크게 

산소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와 강한 산화제를 이용하

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소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인 촉매 반응을 통하여 메탄에서 메

탄올을 제조하는 경우는 수율이 매우 낮으므로 일반

적으로 구리기반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하여 고온

에서 산소를 활성화시킨 다음 저온에서 메탄과 반응

하여 메톡시 그룹을 형성시킨 다음 수증기와 접촉시

켜 메탄올로 추출하는 다단계 반응공정이 알려져 있

다[13]. 산소보다 강한 산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경우 액상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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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철을 기반으로 하는 촉매를 사용하여 과산화수

소에 의해 강한 산화력을 가진 활성종을 만든 다음 

메탄과 반응을 통하여 메탄올이나 포름산 등의 메탄 

산화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다[14]. 하지만 

이 경우 고가의 산화제를 사용할 뿐 아니라 생성된 

메탄 산화체의 수율도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황산조건에서 SO3를 산화제로 사용하는 경우 

백금계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고수율로 메탄올의 전

구체인 methyl bisulfate의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15]. 

SO3는 SO2와 산소와의 산화반응에 의해 제조가 가능

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산소를 이용한 메탄의 산

화반응이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부식성이 

높은 황산을 용매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메탄을 선택적으로 반응중간체로 전환하기 위하

여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염소나 브롬을 이용하여 CH3Cl이나 CH3Br을 

제조한 다음 이를 가수분해시켜서 메탄올을 제조하

는 반응이 제안되었으나 생성되는 HCl이나 HBr의 

부식성 때문에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이들 중간체간의 올리고머 반응을 통하여 올레핀을 

제조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공정중에 수분의 함량이 

낮으므로 부식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고

수율을 얻을 수 있는 촉매개발과 공정이 확보된다면 

메탄으로부터 올레핀을 제조하는 경쟁력을 갖춘 기

술이 될 수 있다[16, 17].

메탄으로부터 올레핀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로는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하여 산화커플링 반응을 통하

여 에틸렌을 제조하는 반응이 알려져 있다.

2CH4 + O2 → C2H4 + 2H2O  △H298 = -280 kJ/mol

이 반응의 경우 반응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촉매 개발에도 여전히 개선될 여지

가 많으며 매우 높은 발열반응으로 인하여 scale-up 

이슈등도 중요하다[18, 19]. 

산소와 같은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응조건에 따라서 메탄에서 올레핀을 직접 제조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 메탄에서 벤젠과 같은 BTX의 

제조도 가능하다[20].

이 경우 저온의 경우에는 코크 침적에 따른 촉매

의 비활성화가 매우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되며 열

역학적인 제한에 의해 전환율이 낮은 문제점도 가지

고 있다[21, 22]. 

2CH4 → C2H4 + 2H2  △H298 = 202 kJ/mol

6CH4 → C6H6 + 9H2  △H298 = 530 kJ/mol

반면에 고온공정의 경우 무촉매 시스템에서도 아

세틸렌과 같은 C2 화합물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림 2] 메탄의 직접 전환에 의한 화학제품 생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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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효율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공

정의 개발이나 제조된 아세틸렌으로부터 에틸렌 혹

은 BTX와 같은 범용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의 개발도 연구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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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의 혁신은 산업화를 어떻게 앞당기

는가?

새로운 화학 기술은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촉발

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촉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지만, 결국 기술의 산업화는 혁신 촉매

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 개발로 완성된다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가솔린 엔진의 본격적인 보급과 함

께 수송용 연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원유의 중질 분획으로부터 가솔린을 생산하기 위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25년에서 1935

년 사이, 프랑스 태생의 화학공학자인 Eugene Jules 

Houdry에 의하여 촉매 열분해 방법의 우월성이 입증

되면서 정유산업의 구조가 급변하게 된다. Houdry의 

고정층 반응기 기반 촉매 열분해 방법은 고옥탄가의 

가솔린 수율을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으나, 촉

매 표면의 코킹으로 인한 반응기의 불안정성, 그리

고 과도한 기술 사용료 요구 문제로 미국의 정유 산

업계는 별도의 공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MIT의 

Warren K. Lewis와 Edwin R. Gilliland가 제안한 ‘유

동층(Fluid-bed)’ 반응시스템은 유동층의 독특한 현

상을 이용하여 powder 촉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인 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Houdry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42년 루이지애

나에 최초로 건설된 이래 Fluid Catalytic Cracker는 

정유 공정의 핵심 유닛이 되었으며, 1943년 건설된 

PCLA(Powdered Catalyst Louisiana) #2와 #3는 현재까

지도 가동되고 있다[1]. 

한편, 1928년 Alexander Fleming이 발견한 페니실

린은 항생제로서의 탁월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낮은 

titer(농도), 미생물 오염 문제 등으로 대량 생산이 불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치열한 2차대전 도중, 

전장에서 항생제에 대한 요구량이 늘어났고, 실험실 

연구의 대상에 불과한 페니실린을 miracle drug의 위

치까지 끌어낸 Oxford의 Howard Florey 팀과 영국 정

부는 연합국의 승리를 위하여 미국의 제약회사들에

게 페니실린 대량 생산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

미 구연산 발효를 통하여 생물반응에서의 효과적인 

기-액 물질전달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었

던 Jasper Kane, John McKeen 등 Pfizer의 엔지니어들

은 현재 생물배양시스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deep 

tank 발효기를 페니실린 생산에 적용하였다.

“1944년 2월, 완공을 눈 앞에 둔 Marcy Avenue의 

페니실린 플랜트에서 deep tank 배양이 시작되었다. 

하루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쉴새 없는 작업 끝에, 

페니실린 생산량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였다. 그 해 

가을, 하루 페니실린 생산량은 1943년 한 해 생산량

을 능가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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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린 대량 생산의 성공은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제약산업의 거인으로 Pfizer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2.   C1 가스 직접 전환 공정에서의 주요 이슈 

및 개발 동향

상기 사례들을 보면 촉매(화학촉매 또는 미생물/

효소)와 공정의 효과적인 결합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C1 가스 

리파이너리 기술 역시 공정기술의 뒷받침을 통해서

만 상업화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동 

분야의 경우 촉매는 물론 공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winning platform이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기술 경제

적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막대한 잠재력을 갖는 C1 

가스 리파이너리 시장의 선도가 가능할 것이다. 

C1 가스 직접 전환 공정에서의 주요 이슈는 1) (바

이오촉매) 물질전달 한계 극복, 2) (화학촉매) 열전달 

문제 해결 및 반응평형 제어, 3) (공통) 촉매/공정 규

격화를 들 수 있다 (Fig. 3). 최근, 합성생물학이나 대

사공학, 계산화학에 기반한 촉매설계 기법의 진보에 

의하여 C1 가스의 효율적인 직접 전환이 가능한 원

천 촉매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

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공정 이슈 해결을 위하여 어

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 물질전달 한계 극복을 위한 생물반응 시스템

C1 가스 직접 전환 공정은 원유나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기존의 화학 기술과 원료가 상이하기 때문

에 새로운 반응기 형태나 공정 구성을 요구한다. 생

물학적 가스 전환 기술에서는 가스를 기질(원료)로 

사용하는데 물에 대한 용해도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반응기 내 기질 농도의 정밀한 조절이 거의 불가능

하다 할 수 있다. 즉, 당류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발효 

공정에서는 최적 기질 농도의 조절이 관건이 되는 

반면, 가스 발효 공정에서는 기질의 충분한 공급 자

체가 어려우므로 결국 물질전달 효율이 공정의 성능

을 좌우하게 된다. 우수한 미생물이나 효소가 확보

되더라도 충분한 물질전달 성능 없이는 생산성 향상

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생물반응기 내 C1 가

스에 대한 물질수지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CL
  = kLa(C* - CL)-Qx

 
(1)

  dt  

Figure 1.   Development of deep-tank fermentation (National 
historic chemical landmark, ACS).

Figure 2.   The fluid bed reactor (National historic chemical 
landmark,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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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을 보면, 반응기 내 C1 농도는 미생물의 고

유 성능인 비소모속도(specific consumption rate) 와 

반응시스템의 고유 성능인 물질전달 속도(kLa(C* - 

CL))에 의하여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C1 전환반응은 미생물 의존 구간과 물질전달 의존 

구간으로 구성된 두 가지의 regime을 갖는다. Figure 

4는 초고온성 고세균인 Thermoccous onnurineus NA1

에 의한 생물학적 수성가스 전환 반응의 time profile

이다. 짧은 지수 성장기 이후에는 CO 가스의 전달 

한계로 수소 생산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세

포 농도는 선형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최종 수소 생

산속도는 물질전달 성능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질전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식 (1)에서 물질전달

계수인  kLa 중 1) kL을 높이기 위한 매질 개선 시도, 2) 

기-액 계면의 면적 a를 늘리기 위한 미세기포 제조, 

3) 포화 용존 C1 농도 C*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압 운

전 또는 C1 shuttle 사용 방법이 그것이다 (Fig. 5).

헨리의 법칙에 의하여 가스의 용해도는 반응기 

압력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고압에서 배양을 진행

할 경우 공정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가스를 사

용하는 열화학공정은 일반적으로 고압에서 진행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압 생물공정 운전은 전단의 

열화학 공정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

나, 생물반응만을 별도로 운전할 경우 고압 운전은 

고가의 compressor와 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Iowa 주

립대학의 Heindel 교수팀은 소수성 나노입자를 도입

하여 배양액 내 C1 농도를 증가시킨 사례를 보고하

였다[4]. 소수성 나노입자는 C1 가스에 대한 친화도

가 높기 때문에 용액 내의 C1 가스 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실제 바이오수소 생산성 증가가 가능하였

다고 한다.

배양액 내 가스의 전달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기-액 계면의 면적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하여 

미세기포를 제조하는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미세기포를 만드는 방법은 기계적인 방법과 화

학적인 방법이 있으며, 화학적인 방법은 계면활성

제나 고분자 물질들을 첨가하여 배양액의 표면장력

Figure 3. Technical challenges for C1 gas refinery system.

Figure 4.   Time profile of cell growth and hydrogen production by T. onnurineus NA1 with different mass transfer conditions ((a) 200 
rpm and (b) 600 rp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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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거나, 기포간의 반발력을 증가시킴으로

써 기포의 뭉침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다[5]. 그러나, 

이러한 첨가제들은 후단 다운스트림 공정이나 세포

의 생장에 영향을 주므로 첨가제나 첨가제 농도 결

정 등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기포가 혼합된 수용액에 shear force를 가하여 기포

를 분쇄하는 기계적인 미세기포 제조 방법들도 적용

되고 있다[6]. 이 경우 shear force 도입에 의한 동력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분쇄 장치 설계, 압

력 인가 등의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기계적인 미세

기포 제조 방법의 단점은 높은 동력 요구량 이외에

도 분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포가 액체 매질

에 섞인 채로 분쇄기에 들어가야 하므로, 배양액의 

연속적인 순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영국 셰필드 

대학의 Zimmerman 교수팀은 미세가공 기술과 기체

의 간헐적 공급을 통해 높은 차압 없이 미세한 기포

를 얻는데 성공하였다[7]. 이 기술은 기체를 폭기장

치에 간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폭기장치 표면에서 

기포가 뭉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

용한 것이다.

기존에 사용되는 hole sparger나 sintered metal 

sparger 대신 다공성 막을 폭기장치로 이용하는 반

응 시스템들도 연구되고 있는데, 입도가 조절된 막

의 경우 기공 크기가 매우 작아 투과 기체는 기포가 

아닌 용액에 용해된 채로 전달되기 때문에 물질전달

계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기체가 전달되는 반

대쪽 막에 미생물을 부착시킬 경우 고정화세포 배양 

역시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복합막 제조와 이를 

이용한 합성가스 전환에 대하여 다양한 논문과 특허

가 보고되고 있다[8]. 

전통적인 생물반응기는 침지(submerged) 형태로

서 기포를 액체 내부에 분사하여 기-액 전달을 유도

한다. 이 경우 배양액의 hydrodynamic pressure로 인

하여 차압이 발생하고, 기체의 channeling 현상 때문

에 기체가 배양액 내부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배양액을 반응기 내에

서 얇은 필름 형태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기-액 전달 

면적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최근 시도 중이다[9]. 

기체와 액체의 접촉은 극대화하면서 차압은 최소화

하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배양액

의 부피가 기존 침지 배양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작

기 때문에 전체 생산성은 낮아지는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2-2.   열전달 효율 개선 및 평형제어를 위한 신개념 

촉매전환 시스템

물질전달이 중요한 생물전환공정과 달리 화학전

환공정에서는 열전달 문제와 반응평형제한 문제가 

Figure 5. Enhancement of gas transfer in biological C1 gas conversio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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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이다. 화학촉매를 이용한 C1 가스의 직접 

전환반응은 대부분 고온/고압의 가혹한 조건에서 진

행되기 때문에 균일한 촉매 충진 및 발생되는 열의 

적절한 조절 없이는 국부적인 과열이 발생하여 촉매 

열화나 반응기 균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반응기 튜브 내의 hot spot과 이로 인한 튜브 파

손 사례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또한, 대표적인 C1 가스 직접 전환 반응인 OCM 

(Oxidative coupling of methane)의 경우 아래 화학식

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반응인 연소가 열역학적으

로 유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촉매와 적절한 반응평

형 제어 없이는 원하는 산물인 에틸렌을 선택적으로 

얻기가 매우 힘들다.  

(2)

(3)

따라서, C1 가스 전환 촉매반응 시스템 개발 시에

는 수율 증가와 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

인 고정층 촉매반응기의 열교환 효율 개선과 압력강

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노리스 반응기, Gauze 반

응기, 폼(foam) 반응기, 마이크로채널 반응기, 열교

환형 반응기 등 다양한 형태의 반응기가 제안되어 

개발 적용 중이다[11-13]. 그러나, 여전히 촉매 내구

성, 높은 설치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의 어려움

으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 생산에만 일부 적용

되고 있으며, C1 가스 전환 기술과 같이 대량의 벌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적절한 촉매 확보 문제

와 함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본격적인 적

용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다양한 구조체 촉

매 반응기에 대하여 Fig. 7에 정리하였다.

한편, 반응평형 제어를 위하여 가스의 선택적인 

공급과 분리가 가능한 막 반응기 시스템에 대한 연

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 Imperial 대학의 

Li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산소를 선택적으로 분리

하는 페롭스카이트 분리막 표면에 희토류 촉매를 코

팅하여 OCM 반응실험을 수행한 결과 산소의 효율적

인 전달이 이루어져 900 ℃에서 79%의 C2+ 선택도와 

39%의 C2+ 수율을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14]. 그러

나, 장기 운전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아 상업적인 활

용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

단된다. 

3. 맺음말

지금까지 C1 가스 리파이너리 기술의 구현을 위

한 공정 분야에서의 연구동향을 간략히 살펴 보았

다. 다양한 이용 가치와 함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량으로 인하여 C1 가스 직접 전환 기술

은 최근 활발히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C1 가스 리파이너리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서는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연구 수행보다는 집단화 

공동 연구와 결과의 규격화/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 DOE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미 인공광합성 연구

센터(JCAP)의 경우 규격화된 조건에서 다양한 광합

성 촉매 분석 방법 및 프로토콜을 확립하였으며 벤치

마크 촉매와의 비교 결과를 공개하여 후속연구 활성

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입부에서 기술한 Fluid 

catalytic cracker 연구의 사례를 보면, 연구를 주도한 

Figure 6. Tube appearanc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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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atalytic Research Associates)는 엑손 모빌, 켈로

그, 아모코, BP, Royal Dutch/Shell, 텍사코, UOP 등 다

양한 정유회사와 엔지니어링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도출된 결과의 공유와 상호 검증이 주요한 성공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정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

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공동 연구와 규격화 노력

이 연구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C1 가스 전환 기술은 현재까지는 원천 촉매 확보

라는 ‘성배’를 찾는 여정 속에 있지만 화학공학, 생물

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

에 의한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하여 그 여정이 성공적

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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