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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Abstract)

 최근 중소규모 한계가스전 개발을 위한 소형 해상 GTL공정

(Offshore Gas-to-Liquid Process)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중소규모 

한계가스전은 각 가스전의 매장량이 일반상용 LNG(Liquified natural 

gas)나 GTL공정의 경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

에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전 세계 가스매장량(약 170,000bcm)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여 큰 잠재력을 가진 자원이므로 소형 해상 GTL

공정의 성공적인 개발은 미래의 큰 에너지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소형 해상 GTL에는 육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분리장치

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개질반응기의 종류는 수증

기개질(SMR, Steam Methane Reformer)이나 수증기-이산화탄소 복

합개질(SCR, Steam CO2 Reformer)로 한정된다. SCR은 GTL 합성가

스 최적비율(H2/CO ratio = 2)을 CO2의 유량으로 조절이 가능하므로 

SMR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합성가스 비율조절을 위한 분리/공급 장

치가 필요없으며 온실가스인 CO2를 합성석유제조의 탄소원으로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CO2 저감 및 탄소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정으

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CO2공급이 필요한 SCR의 경우 

기존 연구는 CO2-rich(25∼30 vol%이상) 가스전을 타겟으로 하여 가

스전에서 CO2를 바로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존재하는 가

스전의 경우 CO2 조성은 0∼8vol%로 기존의 연구에서 배제되어 있

었다. 

 본 연구에서 SCR을 적용한 해상 GTL을 일반적인 가스전에 확장시

키기 위하여 공정내부에서 운전 중 발생하는 CO2를 합성가스와 



furnace 배기가스에서 분리하여 공급하는 공정을 제안한다. 공정모

사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통합탄소효율을 정의하여 

최적화함으로써 CO2배출량을 줄이고 탄소효율이 높은 공정운전조건

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공정에서 합성가스로부터 CO2 recovery를 

7.5-15%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공정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며 최적의 

조건은 10% 분리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다. 이때 venting gas중 

91.7%는 개질공정으로 전부 recycle시킨다.  

 제안된 공정을 이용하여 해상 SCR-GTL을 CO2조성이 낮은 중소형 

한계가스전에 적용시킴으로써 온실가스 CO2발생량을 감소시키며 탄

소효율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에너지 개발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어 : 수증기-이산화탄소 복합개질공정, 해상 GTL, 공정모사, 최

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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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과 더불어 천연가스가격이 90년대 수준인 

$3/MMBtu 이하까지 하락함으로 인해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 GTL공정의 경제성이 커지고 있으며 

얻어진 생산물인 합성석유는 연소 시 유해물질(NOx, SOx, aromatics

등) 발생량이 적어 청정연료로 사용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석유대체

자원 생산공정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LNG공정에서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중소규모 가스전

(0.1∼5 tcf)에 대해 GTL공정을 해상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정 상

용화를 위해 해상환경조건인 파도, 바람, 해수온도 등을 고려되어야

하고 공정유닛의 소형화 및 최적배치가 필수적이다. 소형 해상 GTL

공정의 경우 육상공정과는 다르게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순산소

를 반응물로 공급하는 ATR(Auto Thermal Reforming)공정 대신 SMR 

또는 SCR을 적용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SCR은 SMR에 비해 CO2를 

반응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합성가스 비율 조절장치 없이 비

를 GTL 합성가스 최적값인 2로 맞춰 줄 수 있으며 공정에서 CO2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탄소원 효율도 높아 친환경적인 GTL공정

으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일반가스전에 적용가능한 해상 

SCR-GTL의 공정개발은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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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 목표

 현재 SCR을 사용하여 해상 GTL에 대해 적용하는 연구는 추가적인 

CO2를 천연가스전에서 얻는다고 가정하여 CO2 조성이 25∼30%이상

인 CO2-rich 가스전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다. [1] 그러나 표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천연가스전은 CO2 조성이 0-8%로 매우 낮

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온실가스저감 및 높은 탄소효율을 보이는 

SCR 해상 GTL공정의 특징을 일반가스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공

정이 설계되면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내부에서 운전 중 발생하는 CO2를 합성

가스와 furnace 배기가스에서 분리-공급함으로써 일반가스전 조성에 

대해 SCR을 적용할 수 있는 해상 GTL 공정을 제안하며, 제안한 공

정을 바탕으로 상용공정모사기로 모델링하여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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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Symbol Composition (%)

Methane CH4 60–90

Ethane C2H6 0–20

Propane C3H8 0–20

Butane C4H10 0–20

Carbon dioxide CO2 0–8

Oxygen O2 0–0.2

Nitrogen N2 0–5
Hydrogen 

sulphide
H2S 0–5

표 1 일반적인 천연가스전 조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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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구 범위

    1.3.1. 해상 GTL 구조

 본 연구에서 다루는 GTL 공정은 그림1 과 같이 전처리 공정(Acid 

gas removal 제외)을 거친 NG(Natural gas)를 feed로 사용하며, 얻어

지는 생산물인 C5+는 추가적인 upgrading 공정을 거치지 않고 탱크

로 저장되는 구조를 이룬다. 목표생산량은 세계적인 선진 compact 

GTL 연구개발업체들의 타겟인 C5+ 2000BPD을 기준으로 한다. [2] 

이는 일반 대형 GTL공정에 비해 약 40%이상 중소가스전에 대한 개

발가능성 및 유리한 경제성에 대한 기대로부터 도출되었다. [3] 공정 

내부의 상세한 운전조건 및 unit specification은 이후 절에서 다루기

로 하고 본 절에서는 개략적인 범위만 명시하도록 한다.

그림 1 블록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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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Recycle 구조

 그림 1에서 Spliter 1(SS1 to recycle)은 대부분 H2, CO, 소량의 

C1~C4를 포함하고 있는 stream에서 purge rate와 recycle rate의 split

을 조절한다. 이 값은 0∼1의 범위를 가지며 커질수록 공정내부로 

recycle되는 미반응물들이 많아져 overall conversion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일정수준이상 커지게 되면 내부에 N2가 많이 남게 되

므로 반응기 및 장치 크기가 비대해지고, CO2가 많이 남음으로써 

CO2 분리기의 로드를 증가시킨다. 

 Spliter 2(SS2 to Fischer Tropsch reactor)는 미반응 된 H2와 CO를 

reforming반응 공정과 FT(Fischer Tropsch)반응 공정으로 split시키는 

유닛이다. 이 값 또한 0∼1의 범위를 가지며 커지면 FT반응공정으

로 들어가는 H2, CO 양이 많아져 FT반응기의 overall conversion 증

가로 인해 product rate가 증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일정범위 이상 커

지게되면 FT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는 CO2가 Co촉매상 CO의 활성자

리를 방해하기 시작하여 FT반응에 C5+ 선택도 저하와 C1 선택도 증

가를 야기시키므로 적절한 ratio 선택이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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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CO2 분리/공급 구조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CO2 분리/공급 공정은 총 

두 가지 소스로 부터 얻을 수 있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합성가

스에서 분리하는 CO2와 furnace ex-gas(Exhaust gas)에서 분리하는 

CO2이다. 합성가스에서 분리하는 CO2는 고압의 stream에서 분리해

내므로 furnace ex-gas에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또한 

분리된 전체 CO2양에 따라 재순환(recycle)용 압축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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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2.1. GTL 공정 

 일반적으로 GTL공정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개질반응을 통해 

합성가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반응

을 통해 액상연료 및 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다. 본 연구

에서는 제품을 FT(Fischer Tropsch)합성석유로 한정하며 메탄개질반

응과, FT반응이 포함된다. 

    2.1.1. 메탄개질반응

 메탄개질공정은 주로 메탄을 수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반응

을 통해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을 말하며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

한 합성가스비(H2/CO ratio)을 얻을 수 있다. 

 

 수증기개질공정(Steam Reforming)은 산소가 필요없는 공정이므로 

ASU가 불필요하며 소형공정에 유리하지만 합성가스비가 3이상이므

로 주로 수소생산 및 암모니아 합성에 이용된다. FT반응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후단에 합성가스 비를 2로 조절하는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및 막분리 공정 등이 추가되거나 ATR 및 SCR과 

같은 합성가스비가 2보다 낮은 2차 개질반응공정이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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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명칭 반응식 △H0(25℃)
(kJ/mol)

열
공급원

H2/CO 
비

촉 매 
사 용

SMR
Steam 

methane 
reforming

CH4 + H2O → 
3H2 +CO

247 외부 < 3

O

CR CO2 

reforming
CH4 + CO2 → 
2CO + 2H2

206 외부 1~1.2

POX Partial 
Oxidation

CH4 + 1/2O2 → 
CO + 2H2

-36 발열 1.7~1.8 ×

SCR Steam CO2 
reforming SMR + CR 외부 1.8~2.2 

OATR
Auto-
thermal 
reforming

SMR + POX 내부 2.0

TR Tri-
Reforming

SMR + POX 
+ CR 내부 1.2~2

표 2 메탄개질반응

 산소개질공정(Oxy-reforming)은 발열이라는 반응 이점 때문에 촉매

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SMR과 통합하여 추가적인 외부열유입이 

필요없고 합성가스 비 또한 2로 맞춰줄 수 있는 ATR을 구성 할 수 

있으나 순산소를 반응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ASU가 필수적이므로 대

형공정에 적합하다. 

  이산화탄소 개질공정(CO2 reforming)의 경우 합성가스 비가 1에 

가까운 값이 얻어지므로 주로 DME제조 공정에 사용된다. FT반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SMR과 통합하여 SCR을 형성하여 CO2의 유입량

을 조절함으로써 합성가스 비를 2로 맞춰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R을 메탄개질반응공정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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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질공정에서 주된 부반응으로 WGS(Water gas shift reaction)이 일

어나는데 가역발열반응이므로 평형온도에 의존해서 고온일수록 개

질반응에서 합성가스비율이 낮아진다. 온도와 CO2의 유입량을 적절

히 조절함으로써 FT합성가스 비율을 맞출 수 있다. 

 또 다른 부반응으로서 탄소생성반응(Carbon formation)이 있다. 이

는 각 공정마다 적용되는 촉매의 탄소생성저항성 정도에 의존하지

만 주로 고온, steam/carbon 비가 높을수록 방지 할 수 있다. 그러나 

steam/carbon ratio에 따라 개질반응의 생성물의 조성이 바뀔 수 있

기 때문에 적절한 feed 공급 비율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S/C ratio

가 크면 H2/CO 비율이 증가됨)

명칭 반응식 △H0(25℃)
(kJ/mol)

Water-gas shift
reaction CO ＋ H2O ⇄ CO2 ＋ H2 -47

Carbon formation

CH4 ⇄ C + 2H2 74.9

2CO ⇄ C + CO2 -172.4

CO2 + 2H2 ⇄ C + 2H2O -90

표 3 개질공정 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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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Fischer Tropsch 반응

 

 FT반응은 합성가스를 원료로 하는 탄화수소사슬형성반응의 집합체

이다. 약 10~30 bar에서 운전되며 온도조건에 따라 HTFT(High 

Temperature Fischer Tropsch reaction), LTFT(Low Temperature 

Fischer Tropsch reaction)으로 나뉜다. 

역할 명칭 반응식 △H0(227℃)
(kJ/mol)

주반응 Chain growth
reaction CO + 2H2 → –CH2- + H2O -165

부반응

Methanation CO + 3H2 → CH4 + H2O -215

Water Gas shift 
reaction CO ＋ H2O ⇄ CO2 ＋ H2 -40

Boudouard reaction 2CO ⇄ C + CO2 -134

표 4 Fischer Tropsch 반응

 HTFT의 경우 약 330∼350℃의 온도범위에서 철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을 진행시키며 주로 olefin계열 가솔린 등을 생성물로 얻고 

LTFT의 경우 약 200∼250℃의 온도범위에서 철 및 코발트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시키며 주로 선형 paraffin계열 디젤 및 왁스를 생성

물로 얻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LTFT는 다양한 길이를 가지는 FT 탄화

수소사슬이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ASF(Anderson- 

Schulz-Flory) 분포를 가진다. 



11

Wn/n = (1 − α)2αn−1

alpha : Chain growth probability

n : 탄소수, Wn : Cn의 무게

 alpha값은 0∼1의 범위를 가지며 FT 사슬형성반응의 

kpropagation/(kpropagation + ktermination) 로 정의된다. 즉 1에 가까울수록 긴 사

슬이 형성되며 값이 작을수록 짧은 사슬의 탄화수소가 생성된다. 

 주로 긴 사슬이 형성되는 LTFT반응에서는 alpha값이 0.8∼0.93정도

로 나타나고 있으며 촉매의존성이 강하다. Alpha값과 반응성, 비활

성화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Ru, Re, Pt와 같은 귀금속 조촉

매가 Co와 함께 담지된다. 

 FT생성물은 반응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 주로 사용되는 상

용대형반응기는 MCFBR(multi channel fixed bed reactor), 

SBCR(Slurry Bubble Column Reactor)등이 있지만 해상 GTL에 적용

하기에는 반응기의 높이와 크기가 크므로 제한이 많이 따른다. [4] 

소형 해상 GTL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Velocys, Inc. 및 

CompactGTL Ltd.등과 같은 소형반응기 개발업체와 Sasol, Petrobras

등과 같은 글로벌 석유업체와 콘소시움을 이루어 compact 

micro-channel 반응기를 사용하여 기존 반응기와 열 및 물질전달면 

10배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는 장점을 이용해 반응기크기를 상용반

응기의 20%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5] 

 본 연구에서는 LTFT compact 반응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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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CO2 포집공정

  

 CO2 포집공정은 크게 연소 전 포집기술(Pre-combustion 

technology), 산소 연소기술(Oxy-fuel combustion), 연소 후 포집기술

(Post-combustion technology) 로 구분 할 수 있다.

 연소 전 포집공정은 먼저 연료를 ASU를 통해 얻은 순산소와 가스

화기에서 합성가스로 전환시킨 다음 WGS반응을 통하여 수소와 고

농도의 CO2로 전환시킨 후 두 성분을 분리한다. 수소는 복합발전기

에 유입되어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구조로서 발전과정 전에 CO2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연소 전 포집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연소 후 포

집공정에 비해서 근본적인 설계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적용하

기는 기존발전소 적용은 한계가 있다. 

 산소 연소 기술은 연소 전 포집공정과 마찬가지로 ASU를 통해 얻

어진 순산소를 사용하여 보일러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steam을 생산

하여 발전한다. 연소 반응시 급격한 온도상승 방지와 CO2의 농도를 

높이는 용도로 보일러를 통해 나온 배기가스를 recycle시킨다. 

 연소 후 포집기술은 기존발전소에 가장 적용이 용이한 기술로 발

전소에서 보일러연소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에서 CO2를 흡수 및 흡

착, 초저온, 막분리등의 기술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는 연소 후 포집기술 중 습식아민공정과 막분리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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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습식아민공정

 습식아민공정은 습식흡수기술의 대표적인 공정으로 CO2발생원에 

가장 적용하기 적합한 기술로 아민계흡수제를 이용하여 CO2를 물리

-화학적으로 흡탈착시켜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최근 이에대한 

연구는 흡수제의 성능향상 및 흡수제 재생에너지 감소 공정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포집공정은 흡수탑을 통해 배기가스와 아

민계흡수제를 접촉시켜 CO2를 선택적으로 흡수한 다음 탈거탑에서 

energy를 얻어 흡수제 재생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MEA(Monoethanol amine)를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 흡수제를 구성하며 이는 약 110∼130도에서 재생된

다. 이밖에도 흡수조건에 따라 DEA(Diethanol amine), 

TEA(Triethanol amine), MDEA(Methyldiethanol amine), 

DIPA(diiso-propanolamine)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물리적흡착, 초저온공정에비해 에너지 소모율이 적은편이며 feed에

서 CO2 fraction이 5%이하 조건에서 CO2 recovery 80∼95%로 우수

한 분리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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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막분리법

 막분리법은 습식아민공정에 비해 최대 약 15%의 에너지로 CO2분리

가 가능하고 장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공간제약이 있는 

offshore topside process적용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이는 feed 

stream내의 CO2 조성이 15vol%이상, feed gas가 permeate 영역에 

비해 상당히 고압인 경우에 구동력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6]

Absorption Membrane

CO2 in feed (mole%) >5 >15

CO2 purity (%) >95 80-95

CO2 recovery (%) 80-95 60-80

Energy required

(GJ/tonneCO2)
3.5-6 0.5-6

표 5 흡수법과 막분리법 비교

 따라서 본 연구에서 CO2포집공정은 고압의 합성가스의 경우 합성

가스 전용 CO2 분리막을 사용하여 분리하고, furnace에서 배출되는 

상압의 배기가스 CO2 포집에는 습식아민공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15

3. 모델링 및 방법론

  3.1. 공정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상용공정모사기 Aspen PlusⓇ v.7.3을 이용해서 개별 

공정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기준으로 합성가

스로부터 CO2 포집공정에서 recovery를 0∼50%의 범위에서 최적의 

CO2공급 공정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정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3.2절에서 제시하는 통합탄소효율지표를 사용하게 된다. 제안된 공

정에서 feed gas로 사용되는 일반 한계가스전의 전처리후 조성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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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eated NG

Composition
Mole fraction

N2 0.0203

CO2 0.0253

CH4 0.8004

C2 0.0659

C3 0.0557

N-C4 0.0076

I-C4 0.0151

N-C5 0.0031

I-C5 0.0038

N-C6 0.0028

표 6 전처리된 천연가스 feed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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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모사에서 사용된 property package는 가스 및 탄화수소공정에 

가장 널리 쓰이는 Peng-Robinson을 사용하였으며 최적공정디자인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steady state model을 구성하였다.

  전체공정은 크게 1) SCR반응공정, 2) FT반응공정, 3) SCR furnace 

system, 4) FT reactor cooling system 5) 합성가스 및 furnace 

ex-gas에서 CO2분리 및 공급 공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닛에 

대한 상세한 설정기준 및 가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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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spen PlusⓇ 전체공정흐름도



19

그림 3 SCR 공정흐름도

    3.1.1. SCR반응공정

 SCR공정은 그림 3과 같이 steam/NG/CO2의 혼합물을 반응물로하여 합

성가스를 생성하는데 본 공정에서는 FT반응을 거치고 난 다음 recycle

되는 RE1 stream또한 반응물로 추가된다. 우선 pre-reformer로 약 40

0℃로 예열된 반응물들이 유입된다. Pre-reformer의 역할은 거의 모든 

C2이상의 탄화수소화합물을 CH4, CO 및 CO2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단열로 운전되는 Pre-reformer를 통해 반응물인 steam, hydrocarbon, 

CO, H2가 유입되면서 methanation, WGS, reforming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 출구온도는 약 500℃까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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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SCR공정모사에 반영된 반응조건은 표 7에서 언급한 Lee [7]의 실

험결과를 토대로 사용하였다. SCR 반응기로 유입되는 반응물의 온도는 

공정내부에서 얻어진 recycled CO2와 함께 500℃로 유입된다. Furnace

에서 충분한 외부열을 받으면서 SCR반응이 진행되며 반응기 출구온도

는 900℃까지 상승한다. 

Type P(bar)
Inlet T 

(℃)

Outlet T 

(℃)
 비고

Pre-reformer 21 약 400 약 500
Gibbs reactor 

adiabatic condition

Steam CO2 

reformer
21 500 900 Gibbs reactor

표 7 개질반응공정모사 반응기 종류 및 운전조건

 반응기 후단에서 배출되는 합성가스의 비율이 거의 2에 가깝게 반응

이 진행되며 실제로 그림 3에서 FT반응기로 함께 유입되는 RR1과 합

쳐진 SYNGAS stream에서의 합성가스 비가 2가 맞춰지도록 설계되었

다. 

 추가적으로 SCR에 유입되는 steam의 몰유량은 SCR반응기에서 탄소생

성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Lee의 실험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Steam/carbon ≥ 1

 상기조건은 본 연구에서 최적공정을 찾을 때 사용되는 필수제한조건

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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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FT반응공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FT반응공정은 Velocys, Inc.에서 개발한 

compact micro-channel compact reactor를 사용한다. 기존 대형 slurry 

반응기에 비해 소형 해상 GTL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본 공정에 가장 

적합한 반응기로 선정하였다. Velocys 실험조건을 표 8에 나타내었고 

만족하는 반응기를 모사하였다. [8]

 그림 4에서 보듯이 합성가스비가 2로 맞춰진 합성가스가 210℃로 반

응기 channel로 유입되어 FT반응이 일어난다. 고발열반응인 FT반응은 

200℃의 saturated water coolant cycle로 등온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림 4 Fischer Tropsch 반응공정 및 C5+ 분리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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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bar)
Inlet T 

(℃)

Outlet T 

(℃)
 비고

FT reactor
24.13

(350psi)
210 210

Conversion reactor, 70% 

conversion

Alpha =0.91

표 8 FT 반응공정모사 운전조건

 

 상기 반응기는 고 발열에도 충분히 열흡수가 일어날 만큼 높은 열전

달률을 가지기 때문에 합성가스도 희석상태를 유지해야한다. Velocys사

는 16.5 vol%의 inert로 합성가스를 희석시켰으며 합성가스의 분압을 

약 20bar로 유지시켜 반응을 진행했을 때 충분히 등온을 유지할 수 있

었다. 

 

 본 공정에서 inert로 작용할 수 있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N2가 있으며 

Rohani et al. [9]은 초기 CH4가 inert로 작용한다고 밝혔으며, Yao [10]

와 Gnanamani et. al [11]은 일반적인 FT 반응 cobalt 촉매 상에서 CO2

가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inert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었다. 

 CO2/(CO+CO2) ≤ 0.3

위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CO2가 CO의 반응기작에 영향을 미치기 시

작하면 C5+ 선택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동시에 C1 선택도가 증가하면서 

전체 공정효율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공정에서 중요

한 제한조건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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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SCR furnace system

 SCR에 충분한 열을 공급하기 위한 furnace모사는 그림 6과 같이 

Gibbs combustion reactor를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Atreya et al. [12]의 

연구에 따르면 furnace에 fuel을 고온의 ex-gas와 열교환시켜 

preheating시킨 후 주입함으로써 기존의 40%의 열손실을 보이던 일반

적인 furnace process에서 15%까지 낮출 수 있다.

그림 5 Furnace using preheated fuel P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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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reformer의 tube는 열적, 기계적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Cr

과 Ni을 약 25-35% 함유한 alloy를 사용하며 반응채널과 heating zone

의 높은 열전달률을 달성하기 위해 100℃의 온도차를 유지한다. [13] 

 본 공정에서는 표 9와 같이 furnace system을 설정하였으며 Fuel/Air 

비율은 일반적으로 ex-gas에서 잔존하는 산소의 fraction을 약 2vol%로 

맞추기 위해 조정되어 유입된다. 

Type Value

Preheated stream Temperature 800℃

Furnace Temperature 1000℃

SCR reactor outlet Temperature 900℃

표 9 Furnace system 디자인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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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FT reactor cooling system

 

 본 cooling system의 목적은 compact micro-channel 반응기를 등온으

로 유지시켜 주기 위함이며 coolant로서 saturated water를 사용하게 된

다. 열전달 면적이 크고 채널내부에서 flow boiling 현상으로인해 열전

달계수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반응채널과 냉각채널의 온도차가 약 

10도로도 충분히 열전달 구동력을 얻을 수 있다. Coolant의 스펙은 다

음과 표 10과 같이 결정한다. 

Pressure(bar) Temperature(℃) Phase

Inlet 15.5 200 Saturated water

Outlet 14.5 197 Two phase

표 10 Coolant condition in cooling system

 

  또한, 여기서 얻어진 고온고압의 steam을 사용하여 3.1.5절에서 소개

하는 furnace ex-gas에서 CO2를 분리하는 습식아민공정의 reboiler 에

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system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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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ater P-H diagram

그림 6 Fischer Tropsch reactor cooling cycle 

with covering CO2 separation reboile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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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그림 7 water P-H도표에서 반응기에서 flow boiling을 거치고

난 후 steam과 saturated water로 분리되고 steam은 3bar로 감압된다. 

Saturated steam의 온도는 134℃인데 1.8 bar로 운전되는 습식아민공정

의 탈거탑 reboiler에 공급할 수 있는 steam으로 사용된다. Reboiler에

서 액화열을 사용하여 충분히 등온으로 열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며 나

머지 열은 cooling utility로 제거되고 saturated water로 응축, 압축을 

거쳐 재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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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O2 separation process from syngas and 

furnace ex-gas respectively and supply system to recycle CO2

    3.1.5. CO2 분리/공급 공정

 

 CO2 분리 및 공급공정은 위 그림 1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1) 합성

가스에서 막분리법을 이용한 CO2분리, 2) SCR furnace ex-gas에서 아

민흡수법을 이용한 CO2분리, 3) CO2 압축후 공급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성가스에서 CO2분리시 사용되는 막은 MTR사의 Polaris™ [14]을 사

용하며 표 11에 본 공정의 운전범위와 사용되는 분리막의 가용범위를 

비교한 결과이다. CO2 recovery의 최대치는 50%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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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operatable range This thesis

Pressure (psi) up to 800 293

CO2 (vol%) in syngas 

stream 
10-60 11-13

CO2 recovery(%) up to 50-80 0 - 50

CO2 purity(%) up to 95 90

표 11  MTR Polaris™ 막의 운전가능 범위 및 운전조건

 

 Furnace ex-gas CO2 분리는 습식아민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상용 흡수

탑, 탈거탑이 표 11과 같이 운전된다. 해상 GTL 공정에서는 모듈단위

로 설치되며 본 분리장치의 reboiler에너지를 FT cooling cycle에서 얻

기 때문에 Velocys 사와 CompactGTL사가 제안한 소형 GTL package 

module에 함께 장착되어야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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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condition

Absorber Pressure (bar) 1.013

Stripper pressure (bar) 1.8

CO2 (vol%) in syngas stream ~11

CO2 recovery(%) 85

CO2 purity(%) 95

Reboiler energy

(GJ/tonneCO2) [16]
3.61

표 12 아민흡수공정을 이용한 furnace ex-gas CO2분리 운전조건

 CO2 공급공정은 그림 8과 같이 합성가스와 furnace ex-gas에서 

분리된 CO2가 합쳐져 2단 compressor로 압축된 다음 pre-reformer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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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문제 정의

 합성가스에서 CO2 분리량을 늘릴수록 FT반응기로 유입되는 합성가스

에 포함되어 있는 CO2량 감소와 더불어 공정내부를 순환하는 CO2 양

이 감소하게 되며 pre-reformer로 유입되어야 하는 CO2요구량이 증가

하는 양상을 띤다. 반대로 합성가스에서 CO2를 적게 분리하게 되면 공

정내부를 순환하는 CO2의 양은 증가하지만 FT reactor에 CO2가 inert

로 작용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서 급격히 C5+의 생성이 줄

어들게 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합성가스 CO2분리/공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CO2분리기 및 압축

기 장치사이즈 및 운전비용 감소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즉, CO2가 

FT반응기에서 inert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CO2분리장치 및 

compression공정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공정디자인에서 중요한 factor

가 되며 동시에 높은 공정 효율을 보이는 운전조건이 결정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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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정 최적화

 전체공정에 대하여 자세한 capital cost 추산은 연구의 범위가 아니므

로 생략하지만 각 공정에서의 최적화 지표 비교과정에서 목적함수로 

사용되는 통합탄소효율(Total efficiency)에 전체 공정 scale을 고려하는 

항을 추가시켜 capital cost 항을 환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효율지표에

서 중요한 factor는 CO2 분리량 감소 및 공정효율 최대화이므로 통합

탄소효율의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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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목적함수 

 목적함수와 통합탄소효율 Total efficienc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imize  Total efficiency = 

  [Process scale factor] × [Carbon utilization efficiency]

 Process scale factor항은 recycle로 인한 전체 공정크기를 고려해 줄 

수 있는 항으로서 공정을 대표하는 합성가스 유량의 0.6제곱에 반비례

한다. 이는 rule of thumb를 사용하여 합성석유 생산을 위한 공정 크기

증가로 인한 효율감소분을 반영하게 된다. 

 Process scale factor = 

Production rate (2000BPD) /(Flowrate of SYNGAS)0.6

 Carbon utilization efficiency는 전체 공정에서 raw matrial로 사용되는 

총 NG사용량(to main process, to furnace, to gas turbine)과 recycle되

는 CO2의 탄소 몰유량 대비 단위 합성석유생산 효율로 정의 한다. 즉, 

SCR의 특성을 반영하여 CO2 recycle로 유입되는 탄소와 NG로 유입되

는 탄소의 사용효율을 반영하는 효율이다. 

 Carbon utilization efficiency = Production rate (2000BPD) / 

(Flowrate of carbon from total NG + recycled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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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조작변수

 

 조작변수는 합성가스의 CO2 분리막 recovery (SCO2R), RR1, RR2, 

NG, STEAM, Recycled CO2 여섯 개로 구성되며 각각의 operating 

range는 다음과 같다. 

Variable Operating range

SCO2R (%) 0 - 50

RR1 (-) 0 - 1

RR2 (-) 0 - 1

NG (kmole/hr) > 0

STEAM (kmole/hr) > 0

Recycled CO2 (kmole/hr) > 0

표 13 조작변수 및 범위

RR1 = Flow rate recycled to process / 

   (Flow rate recycled to process + Flow rate for purge)

     = RECYCLE / VAP   (그림 2)

RR2 = Flow rate recycled to FT reactor system / (Flow rate recycled 

to FT reactor system + Flowrate recycled to SCR system)

     = RR1 / RECYCLE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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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제한조건

 각 반응기의 유입 및 출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범위 Stream 제한조건 비고

SCR SCRIN H2O/(CH4+CO2) = 1
탄화 방지

최소 H2O 유량

FT SYNGAS

H2/CO = 2 GTL 합성가스 조건

Mole% of

(CO2,CH4,N2) = 16.5

compact FT 반응기 

합성가스 희석조건

CO2/(CO+CO2) ≤ 0.3 CO2 as inert

Production 

rate
PRODUCT

Volumetric flow rate = 

2000 BPD
GTL 생산량

표 14 공정 제한조건



36

    3.3.4. 최적화 flow chart

 

 본 공정의 특징은 CO2 유입유량이 합성가스 비 2를 맞추기 위한 RR1

과 RR2의 변동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또한 최종생성물인 C5+ 2000BPD

를 얻기 위해 유입되는 NG 및 steam또한 CO2의 양에 의존한다. 즉, 합

성가스 CO2 분리 recovery(RCO2R)가 정해지면 아래 그림 9의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라 RR1, RR2, 목표생성물을 맞추는 NG, steam 및 

recycled CO2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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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각 SCO2R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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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 평가

 

 주요 SCO2R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표 15를 얻을 수 있다. 

Syngas CO2 
recovery  

(%)
RR1 RR2

CO2/

(CO+CO2)  

7.5 0.9 0 29.999

8 0.907 0 29.792

10 0.917 0 29.336

12 0.925 0 28.874

15 0.935 0 28.150

20 0.944 0.017 27.114

25 0.942 0.095 26.685

30 0.943 0.152 26.004

40 0.944 0.262 24.494

50 0.944 0.365 22.687

표 15 주요 SCO2R에 대한 RR1, RR2 최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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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2R 7.5% 미만에서는 위의 표 14 constraints를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는 SCR 내부에서 carbon formation이 일어나거나 FT반응기

에서 C5+ 선택도를 감소시키는 영역에 존재하므로 infeasible 영역으로 

간주된다. 

 SCO2R 7.5-15%의 범위에서 RR2값이 0일 때 최대 효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recycle stream에서 FT반응기로 유입되는 stream보다 SCR로 유

입되는 stream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 전체로에서 recyle 

loop가 하나 줄어들게 되므로 공정복잡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SCO2R 15-50%의 범위에서는 RR2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는 recovery값이 증가 할수록 FT반응기로 유입되는 합성가스내에 포함

되어있는 CO2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합성가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FT recycle stream이 증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SCO2R의 범위에 따라 RR2값이 0이되는 범위(7.5-15%)와 그렇지 않은 

범위(15-50%)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공정 경향성을 평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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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합성가스 CO2 분리 recovery에 따른 Total efficiency

  4.1. 통합탄소효율 분석

 효율지표로 얻은 표 15의 최적화 결과에서 SCO2R별로 각 최적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7.5-15%의 범위가 15-50%의 범위

보다 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SCO2R이 10%일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다. 이 결과로부터 본 공정에서 RR2의 stream이 0이되어 

recycle loop 하나가 감소되는 공정이 유리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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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통합탄소효율 세부분석

 효율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통합탄소효율 세부분석으로부터 process scale factor보다는 carbon 

utilization efficiency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Carbon 

utilization efficienc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O2분리량 분석과 총 

NG 소모량 분석을 실시한다.



42

그림 12 합성가스 CO2 분리 recovery에 따른 CO2원의 분리량

  4.2. CO2 분리량 분석

 그림 11과 같이 SCO2R에 따른 CO2의 분리량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분리량 총합은 SCO2R이 커질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FT반응기로 유입되는 steam에서 합성가스비를 2로 맞추

기 위해서 요구되는 CO2 유량의 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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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2R이 증가할수록 합성가스에서 분리되는 CO2의 양은 거의 선형적

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반대로 furnace에서 분리해야하는 CO2의 양

은 줄어들다가 15%이상부터 거의 일정해진다. 따라서 총 CO2 recycle 

유량은 furnace보다 합성가스로부터 분리되는 CO2양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증가한다.  

 CO2 분리량은 CO2 포집장치, compressor 2, 3의 크기 및 전력소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SCO2R 7.5-15%의 범위가 CO2분리면에서 매

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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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합성가스 CO2 분리 recovery에 따른 총 NG소모량

  4.3. NG소모량 분석

 

 CO2 분리량과는 다른 양상으로 SCO2R이 커질수록 NG소모량은 대체

로 감소하지만 탄소효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NG는 main process reactant, furnace fuel, gas turbine fuel로 사용되

는데 각 NG 소모원에서의 SCO2R에 따른 NG소모량을 나타내면 그림 

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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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합성가스 CO2 분리 recovery에 따른 NG소모량

 Main process reactant로 사용되는 NG의 경우 SCO2R 7.5-15%의 범위

에서는 감소하지만 이후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범위에서는 

SCOR2가 증가 할수록 RR1이 증가하므로 RE1 stream으로 유입되는 

CH4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raw material NG의 요구량은 감소하게 된다. 

15%-50%에서는 RR1은 일정한 반면 RR2가 증가하여 FT반응기로 유입

되는 합성가스양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NG요구량이 거의 일정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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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nace fuel NG는 SCO2R 7.5-15% 범위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며 이

후에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5-50% 범위에서 RR2값이 증

가하여 미반응 합성가스가 FT반응기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SCR의 

합성가스 생성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fuel NG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

을 보인다. 

 Gas turbine fuel NG는 Compressor1, 2, 3의 전력소모량에 비례하는데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CO2 분리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SCO2R이 증가할수록 compressor 2, 3의 전력소모량이 증가하여 

turbine fuel NG가 증가한다.

 종합하면 SCO2R 7.5–15% 범위에서는 main process NG량이 큰 영향을 

미치고 SCO2R 15–50% 범위에서는 furnace NG와 gas turbine NG가 영

향을 미치는데 총 NG량은 상충되는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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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합성가스 CO2 분리 recovery에 따른 탄소공급원

  4.4. 최종평가

 아래 그림 10은 동일스케일로 나타내었을 때의 SCO2R에 따른 NG와 

CO2 탄소공급원 그래프이다. 표 16에서 보다시피 SCO2R이 커질수록 

재순환되는 CO2의 증가량이 NG의 감소량보다 더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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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2R (%)

10 20 30 40 50

NG carbon 0.0 -0.7 -1.2 -1.6 -1.9

CO2 carbon 0.0 14.9 33.5 49.2 62.6

표 16 SCO2R에 따른 탄소공급원의 증감비율, % (SCO2R = 10% 대비)

 따라서, SCO2R 7.5-15% 범위의 운전은 NG소모량보다 CO2 분리 측면

에서 15-50%에 비해 훨씬 낮은 탄소요구량을 보이기 때문에 탄소효율

면에서 유리하고 RR2 = 0로 인한 공정복잡도 감소효과도 동반한다. 제

안하는 최적공정운전은 합성가스에서 CO2를 10%로 분리하고 나머지 

CO2는 furnace CO2로 유입시켰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탄소효

율 및 공정복잡도감소를 보인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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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CO2R 10% unit

RR1 0.917 -

RR2 0 -

NG to main process 506.33 kmole/hr

NG to Gas turbine 72.53 kmole/hr

NG to Furnace 386.51 kmole/hr

total NG 965.37 kmole/hr

　

Steam to process 2110.65 kmole/hr

CO2 separation from process 58.38 kmole/hr

CO2 separation from Exhaust gas 67869.86 tonne/year

CO2 to process 234.46 kmole/hr

Required Reboiler energy 27.97 GJ/hr

　

Product rate 2000 BPD

　

COMP1 1157.91 kW

COMP2 456.29 kW

COMP3 357.02 kW

　

CH4 conversion 88.17 %

CO2 conversion 40.52 %

　

Heat required to SCR 283.62 GJ/hr

Heat revealed from FTR -148.45 GJ/hr

표 17 최적운전조건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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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 대기중에 방출되는 CO2의 재사용으로 인해 공정의 탄소

효율을 높이고 CO2방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SCR공정을 CO2의 조성

이 낮은 중소형 가스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공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의 CO2가 풍부한 가스전에서만 고려되던 SCR 해상 GTL공정의 적용범

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합성가스 제조시 반응물로 사용되는 CO2는 합성가스에서 분리하는 

CO2와 SCR furnace의 배기가스에서 분리된 CO2로부터 얻는다. 합성가

스 CO2분리는 고압의 조건이고 낮은 recovery를 보일 수 있는 SCR공

정 특성상 막분리가 가장 적합하고 furnace ex-gas에서 CO2를 분리하

는 것은 일반적인 습식아민흡수법을 이용한다. CO2 재생시 필요한 

reboiler에너지는 Fischer Tropsch 반응기 cooling cycle에서 충분히 얻

을 수 있다. 제안된 공정에서 합성가스 CO2 분리 recovery%(SCO2R)을 

0-50% 범위 내에서 RR1, RR2, NG, steam, recycled CO2변수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SCO2R 0-7.5%의 범위에서는 CO2가 공정내부에 순환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FT반응기로 유입되는 CO2가 제한조건 이상으로 증

가하며 이는 CO반응성을 떨어뜨려 비효율적인 공정조건이 된다. 

15-50%의 범위에서는 공정내부를 순환하는 CO2량은 적지만 합성가스

로부터 불필요한 CO2를 더 분리하여 CO2 분리/공급 장치의 비대화를 

가져오게 된다. 7.5-15%의 범위에서는 적절한 CO2분리로 인해 CO2가 

FT반응을 방해하지 않는 inert로 작용하는 선에서 합성가스로부터 적

은 CO2분리로 인해 분리/공급 공정의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FT반응기로 유입되는 recycle stream이 사라지므로 recycle loop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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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복잡도 감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범위에서 가장 높은 통합

탄소효율을 보이는 최적값은 SCO2R = 10%이며, 50%와 탄소공급원을 

비교하였을 때 –7.8%로 최대 감소를 보이고 자세한 specification은 표 

17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정디자인과 최적화로 얻은 운전범위 및 최적운

전조건으로 일반적인 CO2 조성을 가진 중소형 한계가스전에 대해 소형 

해상 GTL공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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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Abstract)

 Offshore GTL(Gas To Liquid) for development of small scale 

stranded gas reserves has been recently spotlighted. In terms of 

economic benefit, though conventional LNG and GTL can't be 

covered, small scale Offshore GTL has the big potential to become 

the direction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ince the total amount 

of gas within small scale reserves is around 50% of all the gas 

reserves(~170,000bcm) spread in the world. 

 The applicable reformers for small scale offshore GTL are 

SMR(Steam methane reformer) and SCR(Steam CO2 reformer) since 

the air separation unit for ATR(Auto-thermal reformer) or 

TR(Tri-reformer) usually operated onshore can’t be equipped on 

small scale offshore GTL due to the space limitation and harsh 

offshore condition. SCR doesn’t have additional unit to adjust GTL 

syngas ratio to 2 (H2/CO ratio) that can be adjustable using CO2 inlet 

flowrate compared with SMR which presents syngas ratio as more 

than 3. Additionally, it is regarded a better process to reduce CO2 

emission and to present high carbon utilization efficiency with using 

CO2 as reactant. In spite of its advantage, it needs continuous CO2 

supply to run the process. Existing researches are only focused on 

CO2-rich (more than 25~30 CO2 vol%) gas reserves to apply SCR to 

offshore GTL though the CO2 composition has range on 0~8 vol% for 

most conventional gas reserves. 

 This study suggests SCR-offshore GTL process design to mak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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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to conventional stranded gas reserves including lean CO2. It 

is possible to supply CO2 by separation from process syngas and 

furnace exhaust gas. The model is developed using Aspen PlusⓇ v7.3, 

and optimization is conducted to maximized Total Efficiency defined 

on this thesis. The membrane separator and amine absorption method 

applied to syngas separation, furnace exhaust gas separation 

respectively. Preferred operation range is 7.5-15% with CO2 separation 

recovery from syngas stream, and the optimal is 10%. With optimal, 

recycle ratio = 91.7% of venting gas is obtained.

 When applying this results to small scale offshore GTL, it can get 

into conventional CO2 lean stranded gas reserves and be utilized as a 

mean of energy development with reduction of CO2.

Key words  :  Offshore gas to liquid, Steam CO2 reforming, process 

optimizat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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