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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석유자원의 고갈위기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를 활발하게진행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한 바이오연료.

연구로부터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을 개발하여 대표적 수송용

연료인 경유와휘발유에 혼합하여사용하고 있다 석유자원보다 매장.

량이풍부한천연가스로부터 합성기술을이용하FT (Fischer-Tropsch)

여 액상연료와 석유화학원료물질 등을 만드는 기술을 GTL (Gas-to-

이라 하며 관련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최근에Liquids) , [1-4].

는 바이오매스 를 가스화한 후 합성가스 와 수(Biomass) (Synthetic gas)

송용 연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기술[5-7]. GTL

로부터 생산된 합성가스로부터 합성반응으로 합성석유 메탄올F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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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에테르 와 같은 연료와 암모니아 아세(Di-Methyl Ether, DME) ,

트산등화학공업원료물질생산이가능하다 는천연가스뿐만[8]. DME

아니라 석탄과 바이오매스부터 생산되는 합성가스로부터 직접합성

또는 메탄올을 탈수해서 제조하는 간접합성 방법으로 생산이 가능하

다 는 물성이 액화석유가스[1,7-10]. DME (Liquified Petroleum Gas,

와 유사하여 기존의 유통 인프라구조를 이용하여 저렴한LPG) LPG

비용으로 수송용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 보급이 가능한 연료이다, [11].

또한자동차용경유보다세탄가 가높아서압축착화가(Cetane number)

가능하여 디젤기관의 경유 대체연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분자구조,

내에 탄소탄소 간 결합이 없기 때문에 연소시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함산소 연료로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10,12].

국의 지리적 및 환경적 특성에 맞은 원료물질로부터 생산과 보DME

급을위한기술개발및정책연구들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바[13].

이오매스를 원료물질로 생산을 위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DME

국내에서도천연가스로부터하루[14]. 10톤의 를생산하는방법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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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를 기반으로 한 연료는 가까운 미래에 고갈될 것이다 디메틸에테르 는 청정에너지이며 천. (Di-methyl Ether, DME)

연가스 석탄 및 바이오매스 등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는 분자구조 내에 탄소 탄소 결합이 없는 함산소 연료로, . DME -

연소시 그을음과 황산화물을 발생하지 않으며 물리적 특성이 액화석유가스 와 매우 유, (Liquified Petroleum Gas, LPG)

사하여 유통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세탄값이 정도로 높아 디젤 자동차용 연료로도 활LPG . DME 55 60∼

용이 가능하다 차세대 청정연료로 혹은 차세대 화학공업 원료물질로 전력생산 디젤 연료 가정용 연료 및 연료전지. , ,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본 총설에서는 의 특성 표준화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대체연료로서의 활용에 대해 살. DME , , ,

펴보고자 한다.

Fuels based on petroleum will eventually run out in the near future. DME (Di-methyl Ether) is a clean energy source that

can be manufactured from various raw materials such as natural gas, coal as well as biomass. As DME has no carbon-carbon

bond in its molecular structure and is an oxygenate fuel, its combustion essentially generates no soot as well as no SOx.

Because the physical properties of DME are similar to those of LPG, the LPG distribution infrastructure can be converted

to use with DME. DME has such high cetane number of 55 60 that it can be used as a diesel engine fuel. Practical use∼

of DME as a next-generation clean fuel or next-generation chemical feedstock is advancing in the fields of power generation,

diesel engines, household use, and fuel cells, among oth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view the characteristics, stand-

ardization, statu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of DME.

Keywords: Di-metyl Ether (DME), alternative fuel, Diesel substitute, Gas-to-Liqud (GTL), Fischer-Trop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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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처음 는 캔 스[15]. DME

프레이 등 분사 약제인 프레온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양호한압축착화성이나무연연소하는성질과액화석유가스와동

등한 증기압을 가져 의 대체연료로서 현재 전 세계에서 생LPG DME

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상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16].

새로운연료가시장에도입되기위해서는이용가능성 사용편리성, ,

기존연료와가격경쟁력 수용가능성 환경문제 생산기술확보 높은, , , ,

에너지 밀도 등이 필요한데 의 경우 이러한 필요조건들을 모두, DME

만족시키고 있어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연료이다.

본총설에서는 석유계 연료를대체할 수 있는연료 중에서 의DME

특성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대체연료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 ,

고자 한다.

2. DME 물성 및 연료표준화

전통적으로 는 합성가스가 메탄올 로 전환되고 메DME (Methanol) ,

탄올의 탈수 에 의한 두 단계 공정에 의해 생산된다(Dehydration) [8].

메탄올 합성•

  ↔ ,  

   

메탄올 탈수•

↔  , 

   

수성가스전환•

↔ , 

   

총반응식•

  ↔   ,  

   

생산을 위한 대표적인 원료는 천연가스이지만 석탄 바이오매DME ,

스등으로부터도합성가스를생산할수있기때문에원료물질다양성은

확보할 수 있다 최근 반응기 슬러리상 반응기를 이용한. authothermal ,

단일 단계에서 를 생산하는 공정이 상업화 되었다DME [1,16,17].

에 대한 자세한 물리적 성질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의DME

성질을 에 나타내었다Table 1 [9,10,12,18].

는DME CH3OCH3와 같은 화학구조식을 가지고 있으며 액화석유,

가스의 주요성분인 프로판 과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Propane)

있다 자동차용 경유의 세탄가는 이지만 는 이상으로. 40 50 DME 55∼

압축착화가 가능하여 디젤기관에서 경유보다 높은 열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기존원유로부터만들어진탄화수소화합물과달리탄소. -

Table 2. Comparison of Dimethyl Ether’s Standard of Korea, Japan

and China

Item

한국

(KOGAS)

일본

(TS K0011)

중국

건설부 예정( )

Standard

value
Standard value Standard value

DME purity (mass%) 99.0 min. 99.0 min. 99.0 min.

Methano l (mass%) 0.02 max. 1.0 max. 1.0 max.

Moisture contents (mass%) 1.0 max. 1.0 max. 0.5 max.

Methyl formate (mass%) - 0.01 max. -

Carbon dioxide (mass%) 0.1 max. 0.1 max.

Methane (mass%) 0.01 max. -

Acetic acid (mass%) 0.01 max. -

Sulfur (mass ppm) Not detected Not detected

Ethane (mass%) Not detected Not detected

Residue (mg/kg) - -

Copper plate corrosion

Within

discoloration

No 1

Within

discoloration

No 1

Vapor pressure (MPa) 40 ℃ 1.05 Max.

탄소간결합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연소후매연이거의배출되

지않고 입자상물질 의생성이매우적기때문에경, (Particular matter)

유대체연료로서우수한특성을지니고있다 의이런특성들때. DME

문에 대체연료 디젤엔진연료 발전연료및연료전지등에활용LPG , ,

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의 상용보급을 시작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가.

정용 수송용 연료로 사용 중에 있다, .

세계 각국의 시장에 널리 상용 보급화를 위해 국제표준안DME⋅

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 특히빠른 시장보급을위해 와혼합하여, LPG

사용하는것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19]. , , ,

웨덴 중국 터키와 한국 등은 순수 에 대한 연료 표준안을 제안, , DME

하게 되었고 국제표준화를 위해 이 년 월, ISO/TC28/SC4/WG13 2007 9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각국의. , ,

표준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차후 순수 에 대한DME , DME

품질기준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20].

새로운 연료가 국내시장에 보급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

야 한다 최근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 “ ”(2005. 12. 23

정은석유대체연료보급활성화를위해석유대체연료의종류를바이)

오디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 , ,

Table 1. Comparison of Dimethyl Ether’s Physical and Thermo-physical Properties to Commonly Used Fuels

Methane Methanol DME Propane Ethanol Gasoline Diesel

Formula CH4 CH3OH CH3OCH3 C3H8 CH3CH2OH C7H16 C14H30

Molecular weight (g/mol) 16.04 32.04 46.07 44.10 46.07 100.2 198.4

Density (kg/m
3
) 0.72 792 661 582 785 737 856

Vapor gravity - 1.59 1.52 - - -

Cetane number - - >55 - - - 40-50

Normal boiling point ( )℃ -162 64 -24.9 -42.15 78 38-204 125-400

CHO content
d

(mass%)

Carbon (C) 74 37.5 52.2 81.8 52.2 84 87

Hydrogen (H) 26 12.5 13 18.2 13.0 16 13

Oxygen (O) 0 50 34.8 0 34.5 0 0

LHV (MJ/L) 0.037 17.8 20.63 23.1 47.46 46.94

LHV (MJ/kg) 51.76 22.36 30.75 49.97 52.2 85.5 87

Sulfur content (ppm) 7-25∼ 0 0 0 2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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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ME utilization technologies.

료유로 규정하고 있다 를 석유대체연료로서 제도권에 포함[21]. DME

시키기 위해 가정 상업용 및 자동차용 연료로서의 적합성 평가 및⋅

품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로부터. DME

를생산하여 년부터국내시장에보급할예정이며 한국석유관리2012 ,

원은 를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포함시키기위해적합DME “ ”

성 평가 및 품질기준 연구를 수행중이다.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

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 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화학이 일본 미쯔비시DME LG

가스와기술제휴로 년여천공장내에 공장을준공한이후1983 DME

부터이다 년에는 울산의 대흥산업 주식회사에서 메탄올을[22]. 2001

원료로 탈수반응을 통해 를 생산하는공정으로 하루 톤 규모DME 12

의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을 개시하였다 생산된 의 약[23]. DME 50%

는 농약의 원료인 디메틸설페이트 를 제조하(Dimethyl Sulfate, DMS)

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는 페인트 등의 에어로졸 추진제와DME DMS

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용량은 톤이다 분, 6000 8000 .∼

사제로서의 장점 때문에 국내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DME

상된다 에는 가이용될수있는분야를나타낸것이다. Figure 1 DME [24].

년대 후반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1980 “C1 화학 기술의전개방안

연구 를시작으로한국화학연구원등에서메탄의산화이합체화연구”

가 시작되었다 그 후 여러 그룹에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25,26].

표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이 분야. 1980

에서만 매년 수백편의 논문과 특허가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국내의

연구수준은 미미하다고여겨진다 합성가스제조 및합성가스를 이용.

한 메탄올 합성연구는 외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하여 상업

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학과 연구소에서 기초적인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기업에서 연구개발 실적은 거의 없었다, .

현재국내에서천연가스를원료물질로한 생산관련연구는한DME

국가스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 수송용.

디젤의 를 로대체할경우약연간 만톤을상회하는수요20% DME 300

가 생길 것으로 산출된다 또한 는 기존의 와 같이 상온에서. DME LPG

도쉽게액화가가능하기때문에천연가스를전환하여운반및저장이

용이한형태로바꿀수있다 이러한이유로리모트 천연가스. (Remote)

의 활용에 생산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다DME .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은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로부터“ DME

제조기술개발 을수행하였으며 년에과학기술부지원으로하루” , 2001

Figure 2. DME pilot plant for 50 kg/day scale (Korea Gas Corporation).

Figure 3. DME demo plant for 10 ton/day scale (Korea Gas Corporation).

공정 개발 연구를 착수하여 설비를 년에 구축50 kg DME Pilot 2002

하였고 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전하였다(Figure 2), 2003 [27].

의 국내시장 보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을 총괄기DME

관으로 한국 협회 석유관리원 가스안전공사 서울대학교 등이DME , , ,

참여하여 년 월부터 혼합연료 저장 혼합 및 이용2008 12 “DME-LPG ,

기술개발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지식” .

경제부 지원 하에 관련법규 제정을 위해 하루 톤 생산DME 10 DME

플랜트를 인천 생산기지 부근에 완공하고 운전 생산하Demo LNG ⋅

여 나온 연료를 와 혼합연료로 하여 혼합연료 실증DME LPG “DME

시험연구 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기술” (Figure 3)[28,29].⋅

연구원에서 년부터 인승용 배기량 디젤버스를2005 33 8071 cc DME

차량으로개조및성능실험을 년 월완료하였고현재차량의장2008 8

기 주행 및 성능시험 중에 있다(Figure 4)[30].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더라도 보급을 위

해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

며 관련된 사회 간접시설 건설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

는 와 매우 유사한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유통과정의 대부DME LPG

분이 체계와유사하다 인프라를그대로이용하여가정용과LPG . LPG

수송용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관련 법,

규및제도를 년말까지 마련할예정이다 이를위해 한국 협2009 . DME

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가스공업협, , , , LP

회 등 관련 기관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국내 연료시장에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인 주는 인프라를 이. LPG SK( ) LPG

용한 의 보급체계등에 대한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며DME [31], DME

를 석유화학공정의 수소플랜트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특허로

출원하였다 출원된 특허에 의하면 를 기존의 개질반응 공정[32]. 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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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ME bus for DME’s demonstration and dissemination (2008).

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소원료보다 는 수소발생, DME

을 위한 수증기 개질반응의 반응열이 낮아 히터나 버너의 부하를 감

소시켜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형적인 수소 제조. ,

공정과 달리 를 이용한 수소 제조공정은 탈황설비가 필요 없으DME

므로 탈황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년에는 의 국제적인 연구 응용 및 이용을 촉진하고 회원2002 DME ,

상호 관련 학회 및 협회와 정보 교환을 도모하여 기술적 발전 및 시,

장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협회DME (Korea

가 설립되었다DME Association) [23].

년 화학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생산시설과 국1983 LG DME

내에서 생산을위해수행된연구및시장에보급을위한수행중DME

인 내용을 정리하여 에 나타내었다Table 3 .

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일본3.2.1.

일본의 개발사업은 일본정부 주도하에서DME JFE, Mitsubishi

개사가 각각 일본 정부의 프로Group, Mitsui Group 3 METI, JETRO

젝트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Table 4).

사는 년 월북해도쿠시로 에하루 톤규모의JFE 2003 12 (Kushiro) 100

를건설하였다 일본경제산업성은 년DME Demo Plant [16,33,34]. 2001

도에 도입을 위한 체제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석DME “ ,①

탄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 가능하며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에 좌, ,②

우되지않고 독자수급이가능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산DME ③

출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에너지 수급 향상에 효과적이고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할수 있고 환경에뛰어나 수요개척LPG④ ⑤

으로이어져갈수있다 는일본자원에너지청자원 연료석유유통과” ⋅

Table 3. Summary of DME Research and Project in Domestic

관련기관 수행내용 기 간

화학LG
일일 톤 규모 건설 및 생산 개시12 DME Plant

－일본 미쯔비시 가스와 기술 제휴 메탄올로부터 간접합성 제조,
198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를 이용한 액체연료제조 기술개발 기획연구

－천연가스 전환 중장기 및 기반 과제 도출
1997 1998∼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로부터 제조 기술개발DME

－일일 생산 시스템 구축1 2 kg DME Bench scale∼
2000 200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의 디젤엔진 적용을 위한 연료공급계 및 연소계 기반기술 연구DME

－기존 연료공급계의 개선방안 고효율 연소기술 배출가스 저감방안 등에 관한 기술개발 과제 도출, ,
2000 2002∼

대흥 산업주( )
일산 톤 규모 건설 및 생산 개시12 DME Plant

－ 화학 기술 응용 및 탈수 촉매 개발 메탄올로부터 간접합성 제조LG ,
2001∼

한국가스공사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생산 공정개발DME Pilot Plant

－일일 생산 및 상용화 기술 기반 구축50 kg DME Pilot Plant

－천연가스로부터 직접합성 제조

2001 2003∼

한국 포럼DME
한국 포럼 설립DME

－국제적인 연구 응용 및 이용 촉진과 정보교환,
200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SK( )

소형 인라인 분사계 디젤 엔진의 연료공급계를 사용하는 엔진 최적화 기술연구DME

－배기량 급 엔진과 프로토타입 차량 시스템을 제작 및 시제품 운행3000 cc DME DME DME
2002 2005∼

주SK( )
인프라를 이용한 의 보급체계 구축및 를 통한 수소제조LPG DME DME

－ 보급을 위한 인프라 이용 및 수소 생산에서 기존 연료와의 비교 연구DME LPG
2001 2003∼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료용 안전기준 연구DME

－ 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연료 규격 및 법제화 연구DME
2004 2006∼

한전전력

연구원

신 연료 의 화력발전소 적용기술 개발DME

－ 연소용 저 연소기 및 버너 소형 시제품 적용 시험DME NOx

－ 연료전환 설비개조 설계DME

2004 2007∼

한국가스공사

KIST

호서대

생산기술 국산화 및 신 제조공정 실증연구진행중DME ( )

－ 실용화 기술개발10 TPD DME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DME

－연료급 제조 분리공정 개발DME

2004 2009∼

한국가스공사

한국 협회DME

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대학교

연료 실증시험 연구 기술개발DME ․

－ 혼합연료 저장 혼합 및 이용기술개발DME-LPG ,

－ 혼합연료 충전 및 공급 기술개발DME-LPG

－ 혼합연료의 품질 및 실증평가 연구DME-LPG

－ 혼합연료 적용 가스용품 및 설비의 안전성 연구DME-LPG

－ 혼합연료 충전시설의 안전성 평가DME-LPG

2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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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토회보고서를바탕으로일본내에서의연간 사용량DME DME

을 년 백만톤 년 백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2010 38.1 , 2020 50.8 [35].

일본에서 신기술개발공정을중점적으로이끌어나가고있는DME

회사는 이다 는 년부터 합성 가스로부터 직접JFE . JFE 1989 “ DME①

를 합성하는 촉매의 개발 액상 반응기를 이용한 합성공정의 기본②

기술의 개발 에 착수하였다 의 합성반응에서 발열반응열이 크” . DME

기 때문에 반응열 제거와 온도 제어를 신중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온

도가 과도하게 상승해 반응평형이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촉매의

비활성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액상반응공정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

다 촉매의 형상이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액상 반응은 고정층 반응보.

다제약이적은것이특징있다 액상반응공정은반응열은신속하게.

열용량이 큰 매체에 흡수되며 매체유의 열전도율도 크기 때문에 반,

응기내의온도가일정하게유지되어온도제어가용이하다는장점을

지닌다 사에서 추진 중인 하루 톤 생산규모의 플랜트를. JFF 100 DME

에 나타내었다Figure 5 [36].

미츠비시가스화학에서는 년부터 프레온 대체물질의 필요성에1981

주목하여 의 생산 공급을 개시하여 헤어 스프레이 헤어 무스DME , ,⋅

스프레이 도료 살충제 등 프레온 대체 분사제를 개발 하였다 또한, . ,

의연료용보급을위해이토츄상사 석유자원개발 타이요석유DME , ,

등 개사와합작으로 년 월에8 2007 4 FDME (Fuel DME Production Co.

연료 제조를설립하였으며 현재스프레이분사제용도로Ltd : DME ) ,

사용되고 있는 는 차세대 청정연료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DME

보급 촉진을 위해 미쓰비시가스 화학 니이가타 공장에 간접 제조법⋅

에 의한 연산 만톤의 보급촉진플랜트를 년 월 완공하고8 DME 2008 6 ,

시운전까지 완료하였으며 월에는 출하용 탱크로리 대를 확보해, 12 2

생산 출하체제를 정비하였다(Figure 6)[37].⋅

Figure 5. DME pilot plant of JEE group (100 ton/day).

Figure 6. DME plant of Mitsubishi Gas Chemical in Niigata (80000

ton/year).

Table 4. The Status of DME Project in Japan

구 분 JFE Group Mitsubishi Group Mitsui Group

Process JFE Direct Process MGC Conventional 2-step Process TEC Jumbo 2-step Process

Establishment November 2001 June 2001 2001

Member

JFE

Toyota Tsusho

Hitachi

TOTAL

INPEX

Idemitsu

Nippon Sanso

Marubeni

LNG Japan

JAPEX

Mitsubishi Gas Chemicals

JGC

Mitsubishi Heavy Industries

Itochu Corporation

Mitsui Co.

IPC

TEC

Location Australia or Qatar Dampier, Western Australia, Qutar Pars, Iran

DME Capacity 3000~6000 t/d 5000 t/d 3500 7000 t/d∼

Schedule

2003/10 Completion of FEED

EPC cost estimate

2004/10 Validation of technology

by demo plant operation

2003/6 Construction permit & operation

license

2002/12 F/S start-up

2003/6 F/S completion

Status F/S under way (DME International) Decision pending for Australia

Support METI JETRO JETRO

장점
플랜트운전시 촉매의 재활용 가능

반응기의 안정적 온도 제어 가능

기존 공정으로 비교적 안정적 공정 기존 공정으로 비교적 안정적 공정

단점

부대설비 많음

반응기의 크기 큼

촉매 교환시 액상물질까지 교환

단계 공정으로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2

용이 간접법에 비하여 비효율적

단계 공정으로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2

용이 간접법에 비하여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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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ME Production Company and Capacity in China

회 사 명 원 료
생산능력

(t/a)

실제

생산량

(t/a)

생산가격

( /ton)￥
용도

광동나카야마정밀화학

약품실업유한상사

고순도

메탄올
5000 3500 4500 분무제

안호성몽성현화공창
고순도

메탄올
2500 1800 5000 분무제

의오시광양화공실업

유한공사

고순도

메탄올
2500 2500 5000 분무제

오현합성화공청
고순도

메탄올
1000 800 5500 분무제

상해신마화공창
고순도

메탄올
800 600 5500 분무제

성도육능화공창
고순도

메탄올
2000 0 5000 분무제

곤산화학연료창
고순도

메탄올
1000 600 5500 분무제

북경지기환치연료창 조메탄올 10000 0 2000 연료

협서지기환치연료창 조메탄올 10000 0 연료

안호지기환치연료창 조메탄올 10000 0 연료

하남지기환치연료창 조메탄올 10000 0 연료

요녕지기환치연료창 조메탄올 10000 0 연료

운남환치연료창
순수

메탄올
2000 2000 연료

일본정부는대체청정연료로각광을받고있으며그수요가확대될

것으로기대되고있는 의생산에서소비까지를포함한광범위한DME

분야를총괄적으로망라하여파악하고 이용기술을조사하여관, DME

련기술개발 및 시장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DME .

중국3.2.2.

중국의에너지수급동향은전체 차에너지의 가량을석탄에1 70%

의존하고 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연료는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옮.

겨가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 .

국은아시아권을포함한전세계적으로도 의 제조 보급 사용이DME , ,

가장활발한나라로서 년부터메탄올로부터 연료를생산하2003 DME

여가정용연료로활용하고있는최초의나라이다 중국은정부차[12].

원에서 보급에 적극적이며 향후 년에는 가 중국 내 석유소, 2010 DME

비량의약 정도의시장을확보할것이라는전망도하고있다 중10% .

국에서는 자국 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이용하여 DME

를 생산하는 전환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분무제 용도의 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생산DME

능력 실제 생산량 제품 가격 용도에 관해서는 에 제시하였, , , Table 5

다 의 회사들중 조메탄올 을 원료로하여 연. Table 5 (Crude methanol)

료를생산할경우 순도는 정도이며 연료로서의DME 40 50 , DME∼ ％

순도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대부분 생산이 중단되어 있다 다만 운남.

환치 연료창만 순수 메탄올을원료로 하여 신규로 년간 톤의 연, 2000

료급 생산플랜트의건설을계획하고있다 광동정밀화학약품실DME .

업유한상사는서남화공연구원의메탄올기상분해탈수법으로분무

제용의 를 생산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현재의 톤년의 생DME , 5000 /

산 능력에 추가로 톤년의 생산설비를 건설할 예정으로 알려져8000 /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의 를 차지할 만큼의 풍부한 자원30%

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천연가스 자원이 부족해 석탄을 원료로 하, /

는화학공업의발전이두드러지고있다 이때문에중국에있어. DME

생산의 원료는 석유 및 천연가스보다 석탄이 경제성을 갖고 있다 중.

국에서 를 합성할 경우 톤의 생산비용은 원료물질이 석DME DME 1

탄과천연가스일경우 위안이라는중국내부의검토가보1000 1550∼

고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장쑤성과 쓰촨성에서 와 를[38]. DME LPG

혼합하여연료로 사용하는자동차를 운행하고있다 차량용과마찬가.

지로 가정용에서도 와 를 혼합하여 충전보급 하30% DME 70% LPG /

고 있는 등 에 대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이 일찍부터 활발하게DME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경험적 지식도 상당량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 외에도 세계 최초로 연료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DME

경험을토대로 플랜트건설 제조촉매의 개발 관DME , DME , DME

련 기술개발 및 이용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하여 소비되는 양은 년에 만톤의 생산DME 2008 823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에너지 위원.

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년에는 만톤 년에는2010 DME 1000 , 2020

만톤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석유사용량의 약2000 ,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국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10% .

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과 선화닝메이 중메이(CNPC) ( ),神華寧煤

에너지 민간 기업인 신아오가스 산둥주타이화( ), ( ),中煤能源 新 燃氣奥

공 등이 잇달아 설비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 DME ,山東久泰化工

년까지중국의 생산능력은총 천만톤을넘어설것으로예2010 DME 1

상된다[39].

중국의천연가스가격은중앙정부에서엄격히통제하여국내와국

외의가격을차등을두어공급하고있다 개발도마찬가지로중. DME

앙 정부에서 이에 대한 추진을 직접 지시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과 생산비용이. DME

높아 석유의 대체연로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제조기술 향상으로

제조원가가 낮아졌고 가 깨끗하고 경제적인 친환경 대체연료로, DME

인식되고있어중국정부차원에서도 의생산및보급을위해국DME

유및민간업체들에설비도입을장려하고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년 월 일부터 중국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에서2008 7 1 DME 17%

로 감소되었다 이는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를 인식한 중국13% . DME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유럽3.2.3.

유럽에서는 년부터 산업체들이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2001 DME

기술개발에대한가능성과기술을실증하여스웨덴이외의국가들이

참가하는 가 진행되고 있다 의“The Bio-DME Project” [40]. Bio-DME

목적은 산업적 규모로 리그노셀룰로오스 계열의 바이오매스(Ligno-

로부터환경적으로최적화된합성바이오연료의생cellulosic biomass)

산을 실증하는 것으로 제지의 폐액인 블랙리쿼 로부터, (Black liquor)

가스화와 연료합성 과정을 통해 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DME .

트는 Chemrec, Delphi Diesel Systems, Energy Technology Centre

및 등(ETC), Haldor Tops e, PREEM Petroleum, Total Volvo Groupὅ

이 참여하고 있다.

과 는 세계 최초로 하루 톤 생산규모의Chemrec Haldor Tops e 4 5∼ὅ

바이오매스로부터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은 의DME , Preem DME

배급과 개의 주유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는 대의 실증 테스4 . Volvo 14

트용 중형트럭을 위한 기술을 실증하고 는 파일롯 플랜트DME , ETC

에서의성능특성을평가할것이다 는트럭엔진을위한연료주. Delphi

입 장치를 개발하고 은 연료 및 윤활유 규격과 관련된 일을 할, Total

예정이다 개의 국제파트너 컨소시엄 협정서는 최근에 합의되었고. 7 ,

유럽연합에서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 프로젝트는 컨소시엄 참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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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Lurgi MegaDME
Ⓡ

process.

Figure 8. Main process of Chemrec for Bio-DME.

유럽연합의 및Seventh Framework Program (FP7) Swedish Energy

에 의해 공동 출자하여 시행되는데 전체 비용은 만 유로Agency , 2800

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4000 ) [41].

독일의 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제조 개발을 실시하였Lurgi DME

다 먼저기존의 스팀리포밍 공정과 개선된리포밍. (Steam reforming)

공정 을거치고 생성된메탄(steam reforming + autothermal reforming) ,

올을 증류탑에서 높은 순도의 메탄올을 생산하는 공정으로부터 일부

기존 공정을 변화시킨 Mega-methanol
Ⓡ
공정을 개발하였다(Figure

메탄올반응기로부터 공정을거쳐일부원료를메탄올반7)[12]. PSA

응기로 재순환시켰으며 다음으로 증류탑을거쳐 어느정도 안정화된,

메탄올을 탈수반응을 통해 를 만들고 다시 증류탑을 사용하여DME

높은 순도의 를 생산하는 공정을 제시하여 가격 경쟁력이 우수DME

한 공정을 제시하였다.

스웨덴은 를중심으로천연가스를이용한 생산Haldor Tops e DMEὅ

기술개발 및 촉매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화석연료 없는. Vaxjo city

구현을 목표로 기술개발 중이며 특히 태양광과 유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플랜트는 의 블랙리쿼 가스화기술. Bio-DME Chemrec

가압 분류층 산소 주입형 가스(Black liquor gasification technology :

화 시스템과 의 합성공정을 기본으로 한다) Haldor Tops e DMEὅ

블랙리쿼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Figure 8). (Black liquor)

이오매스 가스화기술을 개발하여 약 시험운전을 수행하였다3000 h

스웨덴은 연료보급은 의 연료제조기술 및[12]. Bio-DME Chemrec

의 대체연료 차량기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나 아직 대체연료Volvo ,

선정 미정 및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9. Schematic diagram of LPMEOH
TM

Slurry Bubble Column

Reactor.

이탈리아 의 에서 혼합연료와관ENI Group Snamprogetti LPG/DME

련한 연구결과를 년 에서2002 IDA conference (Lingby) “LPG/DME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mixture : domestic and automotive uses”

이중가정용 혼합비율과관련해서는최대[42]. DME-LPG 20% DME

에서연소성이좋아 가스기기에사용이가능하다고하였다 년LP . 2004

에서는DME conference “Dimethyl Ether as LPG Substitute/Make-up”

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혼합연료 분야에 상당한 관심이 있DME-LPG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2].

기상반응에 의한 제조공정은 에 의해처음 개발되었으DME Mobil

나현재는덴마크의 에의해주도되어지고있다Haldor Tops e . Haldorὅ

는 년에 직접합성 방법에 의한Tops e 1993 50 kg/day DME Benchὅ

플랜트를 연구개발 완료 후 하루 톤 규모의Scale , 2500 10000 DME∼

생산설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는 메탄올 및 암. Tops eὅ

모니아제조플랜트 인도 다수의 플랜트엔지니(1350 tons/day, ), GTL

어링기술을바탕으로 플랜트과정없이 플랜Demo Large-scale DME

트를 가스전에 적용 가능한 공정 및 촉매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미국3.2.4.

미국의 개발은 메탄올 관련 기술개발을 우선으로 추진하여DME

이 기술의 개량으로부터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년DME . 1980

대 초반에 의 하나로 미국 에너지성Clean Coal Technology Program

과 전력 연구 협회(U.S. Department of Energy, DOE) (Electric Power

의자금지원으로Research Institute, EPRI) Air Products and Chemicals

에서 기술을기획하여 플Liquid Phase Methanol Process LPMEOHTM

랜트 설계 기술을개발하였다 이는슬러리 반응을기본(Figure 9)[43].

으로 개발한 것으로 최근에는 상용 플랜트 건설까지 운전 중에 있다.

4. 요 약

현재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연료는 가까운 미래에 고갈될 것이다 신.

재생에너지의 궁극적 개발목표인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는 현

재 기술수준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상업화되기는 어렵다 는 바. 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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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에이은 상업화에근접한 연료이며 국내 시,

장에는 년부터 보급이 계획되어 있다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2012 . , ,

스 등을 이용하여 생산이 가능하므로 원료물질에 대한 안정적DME ,

인공급이가능하다 는물성이 와매우유사하므로다른신. DME LPG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공급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 중 하나인 LPG

공급 인프라구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자구조내에탄소탄소결합을가지고있지않은함산소연료이기때-

문에연소과정중에서그을음과 SOx를발생시키지않은친환경연료이

다 현재국내외에서 의생산및보급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 DME

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가정 상업 및 수송용 연료로 상업,

화될 전망이며 대체연료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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