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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가스화에 의해 생산된 합성가스의 재순환에 따른 

가스화기 운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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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고형원료인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 폐기물의 소각
(incineration)기술과 가스화(gasification)용융기술을 들 수 있다. 폐기물 가스화 기술은 폐기물 내
의 탄소, 수소 성분을 가스화하여 CO, H2 가 주성분인 합성가스(synthesis gas, syngas)로 전환하여 
불연물은 용융되어 환경적으로 무해한 슬래그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폐기물 가스화 용융 시스템으로 
발생된 합성가스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합성가스 재순환시스템을 통해 가스화에 필요한 열을 시스템 
내에서 대체하여 사용하는 기술개발은 폐기물 가스화 용융기술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고형 폐기물 가스화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합성가스를 재순환하여 폐기물 가스화 용융 시스템내
의 자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성가스 재순환 시스템 및 버너의 운전특성을 고찰하
였다. 합성가스의 재순환 장치에서의 운전 압력 제어 및 유량제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합성가스 재순
환 성능과 재순환버너의 연소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합성가스 재순환버너에 의한 16,800 
kcal/Nm3 조건 및 33,600 kcal/Nm3 조건에서 운전시에도 가스화기의 운전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생산된 합성가스의 가스화기 보조연료 대체 및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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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폐기물 가스화 기술은 폐기물 내의 탄소, 수소 
성분을 가스화하여 CO, H2 가 주성분인 합성가스
(synthesis gas, syngas)로 전환하여 불연물은 
용융되어 환경적으로 무해한 슬래그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폐기물 소각처리기술은 2차 오염물질 
발생, 에너지 이용 제한, CO2 배출 제어 제한 등
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소각처리의 문
제점 또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상업화된 
기술로는 소각과 용융을 결합한 폐기물 내의 가
연분은 소각하고 불연분은 용융하여 슬랙으로 배
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각 잔
재처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
각 반응이기 때문에 CO2 배출 측면 및 에너지 이
용측면에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폐기물 소각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 할 수 있으며 2차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가스화 용융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
한 폐기물 가스화 기술은 발생되는 합성가스를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이 다양한데, 그 방법에 따

라서 보일러, 가스엔진, 가스터빈 및 연료 전지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와 합성가스의 주성분인 
CO, H2의 화학반응으로 다양한 원료 물질을 제조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발생되는 합성가스
를 대체에너지원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신기술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소각․용융 설비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서 폐기물의 가스화 용융에 의한 
자원화 기술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폐기
물 가스화 용융 시스템으로 발생된 합성가스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합성가스 재순환시스템을 
통해 가스화에 필요한 열을 시스템 내에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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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는 기술개발은 폐기물 가스화 용융기
술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재
순환 시스템 및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 개발을 통
해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향후 소
각 방식을 대체한 국내 폐기물 가스화용융 기술
의 발전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형 폐기물 
가스화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합성가스를 재순환
하여 폐기물 가스화 용융 시스템내의 자체 에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성가스 재순
환 시스템 및 버너의 운전특성을 고찰하였다.

2. 본 론

2.1 실험 장치 및 방법

2.1.1 고형연료 가스화 공정 구성

폐기물을 가스화 하기 위한 폐기물 가스화 공
정은 폐기물을 압축하여 공급하는 고상 폐기물 
공급장치, 1,300 ~ 1,500℃의 고온을 유지하여 
폐기물을 용융 및 가스화 반응에 의해 합성가스
가 발생되는 폐기물 가스화기, 고온의 합성가스
의 온도를 낮춰주는 열교환기로 구성된다. 또한 
합성가스내의 분진 및 황 성분을 제거하는 합성
가스 정제설비를 지나 flare stack으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폐기물 가스화 공정에서 가스화기
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용융버너(LPG)가 사
용되는데 운전 중 발생되는 합성가스를 가스화기 
재순환버너(LPG와 합성가스를 동시에 연소시킬 
수 있는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로 공급하여 LPG 
연료를 대신 한다. 합성가스 재순환 시스템은 가
스화 공정 중 정제설비 후단에서 일부의 합성가
스를 합성가스 압축기로 공급하여 압축하고 
Surge vessel을 지나 합성가스 및 산소의 공급을 
제어하는 장치를 통해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로 
공급하게 된다. Fig. 1은 폐기물 가스화 공정 및 
합성가스 재순환 시스템의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
다.

Fig. 1  고형연료 가스화 및 합성가스 재순환 
시스템 공정 구성도

2.1.2 합성가스 재순환 장치

폐기물 가스화에 의해 발생된 합성가스는 정
제설비를 지나 clean up된 후 flare stack 으로 
가기 전 합성가스의 일부를 합성가스 압축기로 
공급한다. 합성가스를 압축 펌프를 통해 surge 
vessel로 5 ~ 6 ㎏/㎠로 압축하고 압축된 합성가
스는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로 공급된다.

폐기물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로 압축된 합성
가스와 LPG 및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MFC 유
량 공급장치를 설치하였고 산소 유량은 MFC 후단
에서 primary O2, secondary O2 라인을 각각 분기
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설치된 LPG, 합성가스, 
산소 MFC 컨트롤러와 제어 PC를 연계하여 합성가
스버너의 유량 설정을 제어 PC로 조절할 수 있도
록 하였다. 

LPG와 합성가스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합성
가스 멀티버너로서 16,800 kcal/h와 33,600 
kcal/h 용량의 합성가스 버너(Case #1, Case#2)
를 적용하였다. 폐기물 가스화기에 발생되는 합
성가스의 평균조성은 H2 35%, CO  35%, CO2  30% 
으로서 발열량은 2,124 ㎉/N㎥이다. 두가지 버너
의 합성가스 공급 유량은 7.91, 15.8 N㎥/h로 산
정되었다. 산화제인 산소의 공급은 1차산소 및  
2차산소로 분배하여 공급하였다. 합성가스 버너
의 설계 조건은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 설계 조건

항 목
유량

(N㎥/h)
버 용량
(㎉/hr)

LPG
Case #1  0.8  16,800 

Case #2  1.6 33,600

Syngas
Case #1  7.9 16,800  

Case #2 15.8 33,600

2.1.3 실험 방법

발생되는 합성가스의 조성(CO, H2)을 확인하여 
합성가스의 발열량을 계산한 후 재순환버너로 공
급하는 유량을 결정한다. 합성가스 조성이 운전
조건과 폐기물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너로 공급하는 합성
가스 유량을 조성과 대비하여 공급한다. 폐기물 
가스화기에 설치되 있는 합성가스 재순환버너 
Case #1과 Case #2는 운전초기에 LPG와 산소를 
공급하여 가스화기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폐
기물을 공급하여 합성가스가 발생하여 정상운전
에 도달하면 LPG를 차단하고 합성가스를 공급하
여 재순환한다. 재순환 버너로 합성가스와 산소
가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것과 유량변화에 
따른 버너 운전상태를 판단하고 가스화기의 온도 
경향을 파악하여 LPG와 비교 한다. Fig. 2에서는 
폐기물 가스화기에 설치된 합성가스 버너의 설치 
위치를 나타냈다. 

Fig. 2 폐기물 가스화기에 설치된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 설치 위치

또한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의 화염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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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합성가스를 가스화기로 공급하기 전 화
염 가시화 장치를 이용하여 합성가스가 연소되는 
화염을 측정하였다. 폐기물 가스화기에서 재순환
되는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가시화 장치에서 연소 
상태를 확인하도록 구성하였다.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의 연소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가시화 장치
를 Fig. 3에 나타냈다. Table 2는 가시화 장치에
서 실험되는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 test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합성가스 재순환버너 가시화 장치 구성도

Table 2 합성가스 재순환버너 실험 조건

Test 
No.

기  발열량
(kcal/hr)

합성가스유
량(Nm

3
/hr)

산소유량
(Nm

3
/hr)

T-1 1,000 0.49 0.18

T-2 2,000 1.00 0.35

T-3 5,000 2.50 0.91

T-4 10,000 5.20 1.81

T-5 15,000 7.90 2.71

3. 결과 및 고찰

폐기물 가스화기가 정상운전에 도달한 후 발
생된 합성가스의 조성은 평균 H2 27 %, CO2 38 % 
으로 합성가스 발열량은 1,981 ㎉/Nm3 으로 측정
되었다. 재순환버너 화염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
해 가시화 장치로 산소 및 합성가스를 공급하여 
점화한 후 각 조건에 맞는 유량을 조절하였다. 
발열량 기준으로 유량을 조절하여 화염의 형상을 
살펴보면 유량이 증가할수록 화염의 길이와 폭이 
증가하며 형성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Fig 4.은 
조건별 화염 형상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1 T-2 T-3 T-4 T-5
Fig. 4 합성가스 연소버너 실험 조건별 화염 형상

또한 Fig 5은 가스화기 운전압력 및 합성가스 
재순환장치의 운전 압력을 나타냈다. 

가스화기에서 발생되는 합성가스의 유량은 평
균 120 ~ 130 Nm3 으로 나타났고 가스화기의 압력
은 0.1 ~ 0.2 ㎏/㎠ 으로 유지하였고 합성가스를 
재순환하기 위한 압축 압력은 5 ~ 6 ㎏/㎠ 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운전을 하였다.
Fig. 6에서는 합성가스 재순환 버너에 의해 합

성가스로 연료를 대체한 경우에 대한 가스화 운
전 온도를 나타냈다. 폐기물 가스화기에 구성된 
Case #1 재순환버너로 합성가스 16,800 ㎉/h 조
건으로 합성가스 조성에 대비한 유량을 계산하여 
공급하였다. 공급 후 가스화기 하부 온도를 살펴
보면 공급 전 950 ℃에서 1,000 ℃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온도가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Operation Time [h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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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고형연료 가스화기 운전압력 및 합성가스 
재순환장치 운전압력

Case #2의 합성가스 재순환버너인 33,600 
kcal/Nm3 버너는  16,800 kcal/Nm3 조건에서 운전
한 후 단계적으로 33,600 kcal/Nm3 조건으로 증
가시켜 합성가스를 재순환 공급하였다. 이 경우
에도 가스화기의 운전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을 알 수 있었다.

합성가스 재순환 실험시 합성가스 재순환버너
로의 합성가스 공급하는 열량에 비례하여 LPG의 
공급은 감소시켜 운전한 결과 합성가스 재순환 
연료로 이용함에 따라 보조연료인 LPG 대체가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가스화기 로내 운전 온도

3. 결 론

고형 폐기물 가스화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합성
가스를 재순환하여 폐기물 가스화 용융 시스템내
의 자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
성가스 재순환 시스템 및 버너의 운전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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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성가스의 재순환 장치에서의 운전 압력 제

어 및 유량제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합성가스 재
순환 성능과 재순환버너의 연소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합성가스 재순환버너에 의한 16,800 
kcal/Nm3 조건 및 33,600 kcal/Nm3 조건에서 운전
시에도 가스화기의 운전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
됨에 따라 생산된 합성가스의 가스화기 보조연료 
대체 및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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