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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중연소기(SMV)에서 순산소연소를 활용한 CO2 회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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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2 Recovering Recipe used Oxy Combustion with the Submerged Natural Gas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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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아직 온실가스의 의무감축 대상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작될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중에 브라질, 중국 및 인도와 같이 2차 의무감축대상이 

가장 유력시 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정책적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CCS(carbon capture & storage)란 화석연료로 부터 연소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CO2)를 포집하여 재생 또는 지중, 해양에 저장하는 기술로서 국가녹색성장 핵심기술중의 하나로 분류되며, 대료적인 

CO2 발생대상인 석탄화력발전소로 부터 CO2 회수방안, 회수, 처리관련 연구를 포함하여 국내외 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순산소 연소기술을 통한 CO2 회수, 처리기술은 연료(천연가스, 석탄, 석유)의 산화제를 공기대신 순

도 95% 이상의 고농도 산소를 이용하여 순산소연소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배가스의 대부분은 CO2와 수증기로 구성되

어 있다. 발생된 배가스의 약 70～80%를 다시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기의 열적 특성에 적절한 연소가 가능하도록 

최적화함과 동시에 배가스의 CO2 농도를 80% 이상으로 농축시켜 회수를 용이하게 하며, 특히 공해물질은 NOx 발생량

을 10ppM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LNG기지에서 LNG를 기화시키기 위하여 해수식 기화기(ORV 
: Open Rack Vaporizer와 수중연소식 기화기(SMV ; Submerged Combustion Vaporizer)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SMV는 버너를 이용하여 -162℃ LNG를 10℃의 LN로 기화시키는 설비로서 이때 연소시 CO2를 상당량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SMV에서 순산소 연소방식을 적용하여 연료인 천연가스를 연소시키고, 이때 발생되는 CO2와 수분이 

주 성분인 배가스를 연소기에 재순환시켜, 연소실내 고온문제를 해결하며, 최종적으로 배가스중 CO2는 -162℃의 LNG 
냉열을 이용하여 고순도의 액체 CO2로 액화시키므로서 CO2의 회수,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러한 방식은 천연가스에서 발생되는 CO2회수를 LNG 냉열을 활용하므로서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문제와 

사용가능한 고순도 CO2로 회수하므로서 환경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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