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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플라즈마 가스화 - 고순도 수소회수 파일럿 플랜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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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생활폐기물을 플라즈마 가스화하고 얻어지는 합성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플랜트 건설 
계획을 소개한다. 이 파일럿플랜트는 현재 가동 중인 청송군의 10톤/일급 플라즈마 가스화 시설을 고농도 합
성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변경하고 수소전환반응기와 수소 PSA 장치를 부착하여 99.999% 순도의 수소 
200Nm3/h을 생산하여 연료전지 발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파일럿플랜트는 20Nm3/h 급의 폐기물 플라
즈마 가스화 - 고순도 수소 생산 기술개발 완료에 이은 상용화 실증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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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t

WGS : water gas shift  
H(L)TSR : high(low) temperature shift reactor

1. 서 론

국제적으로 석유가격의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
지 위기는 최근 국내에서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
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소 시대의 도래는 이미 미국 부시행정부가 들

어서면서부터 예측되어 왔으며 약 20년후에는 수
소경제가 시작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수소경제가 시작되면 막대한 량의 수소가 필요하
지만 원자력 수소는 아직 개발이 요원하며 전기분
해는 너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국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이외 대안이 별로 없다. 그
러나 버려지는 폐기물로부터 수소를 회수할 경우 
수소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폐기물은 원료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경제
성 또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폐기물로부터 수소회수가 상업적으로 가능해진다

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비단 폐기물
의 에너지화, 더욱이 장래의 에너지로 촉망받는 수
소화라는 의미에 덧붙여서, 분산형 수소 생산 시설
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현재 도시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전국에 분산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노후화에 의한 시설교
체 시 시설을 수소시설로 전환한다면 전국에 수소 
생산 시설을 자연히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소는 저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분산형 수소생산 
시설은 도래할 수소시대의 필수요건이 될 것인데, 

폐기물의 수소화 플랜트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
다. 예로서 200톤/일급의 소각시설을 수소생산시설
로 전환할 경우 약 120,000Nm3/h의 수소생산이 가능
하며 이는 대략 12,000대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수소용량이 모자라
는 경우에는 부연료로 천연가스를 병행해서 사용하
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경제적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는 수성가스 전환시설
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애드플라텍은 2008년말에 플라즈마 가스화 
용융 기술에 의하여 폐기물로부터 합성가스를 생산
하고 이 합성가스로부터 99.99%의 고순도 수소를 
20Nm3/h 생산하는 시설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
다.

1)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설은 이 기술의 실

증시설로서 현재 청송군 진보면에 가동중인 10톤/
일급 생활폐기물 플라즈마 시설을 수소생산시설로 
개조하여 장래의 분산형 수소시설이 폐기물 가스화
처리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2. 기술 개요

폐기물의 플라즈마 가스화에 의한 수소회수 공
정의 개요는 그림1과 같다. 이 공정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플라즈마 가스화 부분, 
수소회수 부분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부분. 여기서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 활용의 하나의 옵션이다.

1) (주)애드플라텍
E-mail : kimys@adplatech.com

Tel : (042)478-9800  Fax : (042)478-9805
2) 온시스(주)

E-mail : onsys@onsys.com
Tel : (042)670-7422  Fax : (042)67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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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스화 기술과는 승온 수단이 플라즈마 토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플라즈마 토치를 사용
함으로서 가스화 공정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플라즈마 가스화로가 상압에서 운전된다는 것으로
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가스화로들이 대부분 고압
에서 운전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가스화로를 고
압 운전하는 경우 합성가스 이용시설에 일반적으
로 수반되는 컴프레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전력소
모 면에서 유리하고, 시설의 규모가 매우 작아진
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로의 제작과 
운전이 쉽지 않고 더욱이 형상이 균일하지 않은 
폐기물의 가스화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Fig. 1 플라즈마 가스화 - 수소 회수 - 발전 기술 
개요

수소를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는 기술은 오래
전부터 상용화되어 있으며, 주로 많은 양의 수소
를 필요로 하는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원료는 주로 납
사와 천연가스로서 개질반응에 의하여 수소를 생
산하나 그 성분의 함량 구성이 합성가스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까지 폐기물 가스화에 의한 합성가스
와 가장 유사한 성분의 가스로부터 상업적으로 대
량의 수소를 생산한 예는 제철소의 COG 가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COG 가스의 경우에도 수소와 CO
의 비율은 7~8:1 정도로서 폐기물이 1:1 정도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폐
기물 가스화에 의하여 수소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예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파일럿 스케일에
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래의 절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애드플라
텍에 의하여 개발된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과 수소
회수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한다.

2.1 청송군 플라즈마 가스화 시설

그림2는 2008년 9월부터 연속가동을 시작하여 
2009년 5월 현재까지 상업운전중인 청송군의 10
톤/일급 플라즈마 가스화 용융로의 개략도이다. 
플라즈마 토치는 로벽에 사각으로 설치되어 플라
즈마 제트는 용융풀을 형성하면서 로를 선회한
다. 폐기물은 측면에서 압축되어 투입되며 로에 
투입되면서 예열공기와 플라즈마 제트에 의하여 

급속히 산화 혹은 가스화반응을 일으키며 폐기물
내의 회분이나 금속들은 급속히 용융된다. 용융
물은 측면에 설치된 슬래그 배출구를 통하여 수
조로 배출되면서 급냉되며, 발생된 가스는 폐열
보일러에서 냉각되어 백필터와 습식 세정기를 거
치면서 정화된다. 가스화로의 운전 온도는 
1400~1450도이며 20 ~ 30mmAq의 부압으로 운전된
다. 이 로는 가스화제로 공기를 이용하며 공기비 
0.6정도로 운전이되며 따라서 합성가스의 조성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H2 10~15%, 
CO 10~15%, CO2 5~10%, H2O 5~10%, N2 50~60% 정
도이다. 이 시설은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된 합성가스는 단순히 소각하
여 배출한다. 

Fig. 2 : 플라즈마 가스화 용융로

2.2.1 플라즈마 가스화 - 수소 회수 
시설 

그림3은 애드플라텍 사내의 100kg/h 급 플라
즈마 가스화 용융 시설의 전경이며 하부에는 
12feet 컨테이너에 설치된 20Nm3/h급 수소회수 
설비이다. 오른쪽에는 회수한 수소를 대기에 방
출하면서 연소하는 장면인데, 하부의 화염이 수
소이며 상부는 off gas 화염이다. 이 시설의 가
스화 공정은 근본적으로 청송의 시설과 동일하며 
청송시설의 원형이 되는 시설이다. 수소를 생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성가스의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산소를 가스화제로 사용한다. 수소회수 
시설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진의 컨테이너 
왼쪽에는 CO를 수소로 전환하는 수성가스전환반
응기가, 오른쪽에는 수소를 고순도화하기 위한 
PSA 장치가 있다. 

그림4와 표1은 합성가스의 조성이다. 실험에 
사용된 폐기물은 제지공장에서 발생되는 리젝트
이며 약 3500kcal/kg의 열량을 가진다. 합성가스 
중 수소와 CO의 함량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
르며 또한 수분이 많을수록 수소의 함량이 상대
적으로 커진다. 위 실험의 경우에는 CO + H2 함
량이 약 70~75% 수준이며, 수성가스 전환반응 후
에는 H2의 함량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와 
함께 상당량의 CO2가 발생하는데 고순도 수소를 
회수하기 위하여는 이 CO2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나, 당 시설에는 WGS 발생가스를 그대로 
PSA 로 보내 불순물을 제거하게 된다. 질소와 
CO2의 함량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99.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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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차용 PEMFC의 순도(hydrogen fuel index)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으며

2)
 상업시설에서는 

99.999% 수소 생산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Fig. 3 : Prototype Plasma Gasification

facility (upper), hydrogen recovery unit 

(left) and scene of burning produced hydrogen 

together with off gas. 

  

    

Fig. 4 : Syngas production from the plasma 

gasifier.

성분 WGS입구(%) WGS출구(%)
PSA출구
(ppm)

비고

CO 37~40 0.2~0.3 5

CO2 13~15 35~36 15

N2 8~10 7~9.5 65 N2+O2+Ar

H2 34.5 52 99.991(%) 계산치

H2O 4 4 0.3 <-84℃

Table 1 : Gas composition at various 

positions 

3. 파일럿 플랜트 건설 계획

2.장과 같이 폐기물의 플라즈마 가스화 시설이 
상용화 완성 단계에 있고, 이에 연계한 수소 회수 
기술이 소규모 시설에서 성공함에 따라 수소 생산 
규모가 10배 수준인 200Nm3/h의 실증시설을 건설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설의 주요 특징은 
표2에 요약되어 있다.

시설은 그림5와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1) Plasma Gasification Island
2) Hydrogen Production Island
3) Fuel Cell Island

항 목 내 용

시설명
플라즈마 가스화-수소회수 파

일럿 플랜트

장 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월전

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폐기물 처리 용량 10톤/일 생활 폐기물5

합성가스 발생량 300Nm3/h (CO+H2)

수소 생산량 200Nm3/h

수소 순도 99.999%

수소 사용 연료전지(PEMFC 혹은 PAFC)

발전량 290kW

공정

산소PSA - 플라즈마 가스화 - 

보일러 - 가스세정 - WGS - 

PSA - FC

건설 기간 2년

Table 2 : Plasma Gasification - Hydrogen 

Recovery Pilot Plant Characteristics.

Fig. 5 : Schematics of the plasma 

gasification - hydrogen recovery pilot 

plant.

3.1 Gasification Island

이 부분은 기존의 플라즈마 가스화 시설을 수
소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신규로 20톤
/일급의 처리 시설이 2011년 초 완성이 됨에 따라 
상업적 처리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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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가스화제가 공기에서 산소로 바뀜에 따른 

변경 : 현재의 설비는 공기를 산화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동 중에 공기가 로의 leak point 를 통
하여 새어 들어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 특히 쓰레기 투입구는 압축에 의하여 공기를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못하
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정이 필요
하며, 출탕구 역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구
조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산소가 폐기물과 
반응을 원활히 하도록 로 구조가 일부 변경되어야 
한다.

2) 세정시설 변경 : 수소 회수 시설의 WGS시설
은 황화물의 피독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가스화
시설에서 황화물의 함량을 1ppm 이하로 줄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현재 NaOH 사용하는 사용하는 단
순한 스크러버를 COS hydrolysis reactor 와 H2S  
제거촉매탑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3.2 Hydrogen Production Island

이 부분은 WGSR(Water Gas Shift Reactor)와 
CO2 제거 시스템, 수소 PSA 시스템 그리고 off 
gas 보일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WGSR은 HTSR과 
LTSR 로 구성될 것이며 CO의 전환율은 95%이상이
다. 이 가스로부터 CO2 를 제거하는데는 아민을 
사용할 예정이다. 분리된 CO2는 정제하여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분리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CO2를 분리하는 이유는 PSA에서 H2 회수 수
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소회수 시설에는 많
은 양의 스팀이 필요한데, 이 스팀은 off gas 
boiler에서 발생되는 스팀으로 충당될 것이다. 
WGSR의 촉매는 염소나 황에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
에 수소회수 시설 전단부에는 Guard bed 를 설치
해야 하고, 특히 취약한 LTSR 전단부에는 또 하나
의 Guard bed 를 설치하여 피독을 방지한다. 

3.3 Fuel Cell Island

이 Pilot plant에서 이 연료전지 부분은 수소
의 활용처로서 폐기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기
술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이 시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 플랜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하나는, 아직까지 대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에서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를 원료로 직접 투입
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폐
기물로부터 생산된 수소뿐만 아니라 어떤 공정으
로부터라도 생산된 수소로부터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을 실증하는 시설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시설은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부
터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장이 어려운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딱히 발전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pilot plant 가 추구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의 수소생산시설화라는 명제에서 생각해 볼 때에
도 만일 수소 생산량이 소비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경제적으로 남는 수소를 활용하는 방
법이 연료전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수

소를 이용한 터빈이 개발되고 있고, 단순히 수소
를 소각하려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연료전지만
큼 on-off 시간이 빠르지 않고 효율면에서도 떨
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
다.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로서 현재 고
려할 수 있는 연료전지는 PAFC와 PEMFC 이다. 
MCFC나 SOFC 등은 천연가스만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개질형으로서 적절치 않다. PAFC는 현재 상
용화가 거의 완성된 연료전지로서 수명이 6만시
간 정도로 길지만 효율은 45% 정도에 그치고 고
가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은 고순도의 수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PAFC를 사
용할 경우에는 고순도 수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
문에 심지어 수소 PSA 공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 
PEMFC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효율이 55% 정
도로 좋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파일럿시설에서 계획하고 있는 290kW 발전의 경
우 100kW급 PEMFC 3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PEMFC는 아직까지 수명이 1만
시간 정도에 머물고, 고순도 수소만 사용이 가능
하다. 하지만 주로 자동차용으로 사용되기 때문
에 빠른 속도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4. 결 론
 

폐기물의 플라즈마 가스화 - 수소회수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파일럿 플랜트 건설계획을 소개하
였다. 이 파일럿 플랜트가 성공한다면 향후 도래
할 수소시대에 걸맞는 폐기물 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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