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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석유계 코크 CFBC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연구

 • 정유/석유화학 관련 부산물 고부가화 연구

 • 중질유 열분해 반응 연구

[연구분야 소개] 

  1964년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로 출범한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공장(330만 m2)에

서 하루 561,000배럴 규모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상유전이라 불리는 중질

유 고도화설비(고도화비율 업계 최고 38.2%)를 갖추어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의 생산 비중을 높여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당사 중앙기술연구원은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구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중질유 고도화 설비 중 하나이며, 정유공장에서 유일한 batch 반응기인 당사 DCU (Delayed 

Coking Unit) 설비는 감압증류공정(VDU, Vacuum Distillation Unit)에서 생산되는 VR (Vacuum Residue)

를 원료로 490 ℃ 고온에서 열분해 반응을 거쳐 경질유분과 석유계 코크(Petroleum coke, P-Coke)를 생

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P-Coke는 다양한 산업에서 고체 연료로 사용되며, 발열량이 8,000 kcal/kg로 매

우 높고, ash 함량과 휘발성분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첨단 열공급 설비인 CFBC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는 저유황 중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설비와 달리 당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된 

P-Coke를 연료로 스팀을 생산한다. 원가 경쟁력을 갖춘 스팀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정의 열원으로 사

용된다. 한편 연료용 P-Coke는 황 함량이 7-8%로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80% 석탄

과 20% P-Coke을 혼소하여 사용한다. 당사는 1988년에 CFBC (스팀 Capacity 120 t/h) 첫 가동을 시작

으로 현재 총 4기의 CFBC를 운전 중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은 100% P-Coke를 연료

로 CFBC를 운전하고 있다. 황 함량이 높은 연료 특성으로 연소 시 SO2 가스가 과량 발생하며 이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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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포집하는 탈황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Lime, Limestone, Caustic 등 다양한 탈황제 비용 절감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탈황제인 Lime/ 

Limestone이 SO2와 반응하여 석고성분인 CaSO4와 미반응 CaO로 배출되는데, CFBC 운전에서 배출되는 

ash는 다양한 산업용 부재료로 활용 가능하다. 당 연구팀에서는 초기에 국내외 사례가 많지 않아서 ash 사

용처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시멘트, 고화재, 아스팔트, 비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로 사용되

고 있다[1,2]. 또한 당사 대산공장에서는 원유 탈황공정에서 발생되는 고순도 유황이 연간 40만톤 이상 발

생된다. 유황은 액체유황 형태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으나 원활한 공장 가동과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사용

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3].  

Figure 1. CFBC system(좌)과 사용 가능한 연료(우).

[참고문헌]

 1. Patent Number 10-1393201.

 2. Patent Number 10-1721169.

 3. Patent Number 10-1833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