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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합성가스 생산기술은 저급자원을 청정한 가스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핵심기술로서 수소사회 진입에 필요한 저렴한 청
정수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저급자원인 석유 코크스의 경우 원유정제 과정
에서 생산되는데, 가스화를 통해 합성가스로 전환시키면 단일 플랜트에서 수십 수백 톤/일 규모로 대량의 수소를 생산
할 수 있는 대용량화가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를 대상으로 대용량 수소생산 통합플랜트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1 2 톤/일급 가스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석유
코크스 슬러리를 대상으로 합성가스 전환 성능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합성가스 생산을 위한 운전조건
도출 및 운전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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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 코크스를 이용한 합성가스 생산 공정

∼

의 최적화 개발을 위해 1 2 톤/일급 파일롯 규모의 가스화시
스템을 이용하여 석유 코크스 연료의 가스화 성능시험을 진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합성가스 생산을 위한 운전조
건을 도출하였다.

3. 결과

∼ ℃
서 석유 코크스 슬러리 115∼120 kg/h 정도를 공급하며 합성
가스 전환시험을 진행한 결과, CO 34∼36%, H 22∼23%,,
CO 18∼20% 조성의 합성가스를 200 Nm /h 제조하였다.
가스화기 운전온도 1300 1400 , 운전압력 15 bar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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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화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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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합성가스 조성 Profile

제어실

[그림 1] 1∼2 톤/일급 가스화시스템 공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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