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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 유래가스 전처리 기술로 초청정 바이오가스 생산
연구 배경

기존 바이오가스 정제는 처리장치가 크며, 대량의 폐기물 발생, 처리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제과정에서 장치비용과 운전비용이 높고
환경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주요 성과

바이오가스로부터 청정연료 생산을 위해서 신규 유기용매를 이용한 1차
황화수소 제거와 신규 흡착제를 이용하여 2차 고도 정제를 통해 황화수소
<10 ppb 까지 저감된 초청정 가스를 생산함
바이오가스 내 황화수소 정제 기술

New Chelate
type Organic
Absorbent
황화수소 제거 흡수 기술

주요 기술

황화수소 제거 흡착기술

황화수소 흡수 및 재생 가능한 유기용매를 황화수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처리 기술이며, 장치비와 운전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
적인 공정임
고도의 황화수소 처리 가능한 Metal Oxide 기반의 흡착제를 개발로 저온·저압
에서 고속 흡착이 가능하여, 바이오가스의 초청정 정제(≤10 ppb)를 할 수 있음
분리소재를 이용한 처리공정은 흡수와 흡착의 초청정 2단 정제공정으로
최적화 및 단순화시켜 기존 대비 경제성이 확보된 장치로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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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국내에서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및 수송용 생산공정이 증가추세이나, 공정의 잦은
고장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과적으로 정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미흡한 실정
으로 본 기술의 초청정기술을 접목하여 정제 기술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바이오가스를 사용한 수송용가스생산은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기존 항공유 생산공정 대비 NOx 및 SOx 배출이 90%이상 저감되어 대기오염이
방지되며, 약 100 만t/year의 CO2 감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화 가능함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이용량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년 기준 발전(13.8%), 외부공급(27.8%), 자체 이용(31.4%) 및
미활용 (16.8%) 되고 있으나, 초청정 정제기술이 확보된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
한 분야로의 활용(청정연료, 수소 등)이 확대될 전망임
국내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량 (출처 : 환경부)

기업과의 협업

지재권 현황

향후 계획

향후 정부지원 실증사업으로 바이오가스 정제 기술을 접목시켜 유기성폐자원
(음식물쓰레기 등) 100 톤/일의 기술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 장
치 설계, 제작, 실증 등에 대해 관련 업체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고자 함
국내, PCT 및 미국에 13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함으로써 초청정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의 지재권을 확보하였으며, <Chemical
Engineering Journal>를 포함한 국내외 6편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음

현장 Mini-Pilot 실증으로 공정 효율을 개선과 운전 기술의 확보를 통한
공정 설계 패키지 제작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실증 사업을
수행하여 실용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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