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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탄을 비롯한 탄화수소 가스 및 LPG를 산소 및 산화 촉매의 존재하에 탈황시켜 가스 중의 황 화합물을 황 산화물로 전

환시킨다. 그 후 황 산화물을 흡착제에 의해 산화 촉매의 하류에서 트랩핑한다. 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화수소 가스에 첨

가되는 산소의 양은 황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산화시키고 탄화수소 가스의 산화를 최소화하여 수소 형성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양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탄화수소 가스, 산화, 탈황, 황 화합물, 연료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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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탄화수소 가스 스트림 중에서 황 화합물의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 본원에 기술되어 있는 탈황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스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 무기 및 유기 황 화합물을 예를 들어, 탄

화수소의 후속 개질을 위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배경기술

  촉매 존재하에서의 탄화수소, 예를 들면 메탄의 부분 산화는, 당분야에서 합성 가스로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훌륭한 경로이다. 탄화수소의 부분 산화는 발열 반응이고, 메탄이 탄화수소인 경우에는 하기 반응

식 (1)에 의해 진행된다.

  

반응식 1

2CH
4
+ O

2
→ 2CO + 4H

2

  수소 및 합성 가스의 또다른 중요한 공급원은 메탄을 비롯한 탄화수소의 증기 개질로부터 유래된다. 촉매된 증기 개질은

흡열성이고, 메탄이 탄화수소인 경우에는 하기 반응식 (2)에 의해 진행된다.

  

반응식 2

CH
4
+ H

2
O → CO + 3H

2

  예를 들어, 상기 반응식 (1) 및 (2)에 의해서 탄화수소 스트림을 유용한 가스성 성분으로 개질시키기 전에 탄화수소 스트

림으로부터 가스성 황 화합물, 예컨대 수소 황화물 (H2S), 카르보닐 황화물 (COS), 머캅탄 (R-SH), 및 황화물 (R1-S-R2)

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바람직하다. 다수의 응용, 예를 들면 연료 전지는 가스 스트림 (예, 나프타,

액화 석유 가스 (LPG), 도시 가스, 등) 중의 가스성 황 화합물을 환경 오염을 회피하거나 증기 개질 촉매, 물-가스 전환 촉

매 등을 비롯한 촉매의 활성을 억제 (즉, 탈활성)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실행 가능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을

요한다. 천연 가스, 가솔린, 디젤 연료, 나프타, 연료유, LPG 및 유사 탄화수소 연료를 비롯한 연료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자연-발생하는 착화 유기 황 화합물, 또는 취기제로서 첨가되는 머캅탄 및 황화물을 비롯한 황 화합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의 연료원으로서 이용할 수 없다.

  탄화수소 스트림의 탈황은 수소를 생성하여 연료 전지에서 이 수소를 사용하는데 특히 유리하다. 정지상 연료 전지 전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통상의 연료 가공 시스템은 미국 특허 제5,516,344호에 기술된 것을 비롯한 열 증기 개질기를 포함한

다. 이러한 연료 가공 시스템에서, 황은 전형적으로는 공정을 위한 수소 공급원으로서 특정 수준의 재순환에 좌우되는 통

상의 수소화탈황 기술에 의해 제거된다. 재순환 수소는 유기 황 화합물과 합해져 촉매층 내에서 수소 황화물을 형성한다.

이어서 수소 황화물은 아연 산화물 층을 사용하여 제거되어 아연 황화물을 형성한다. 일반적인 수소화탈황 방법은 미국 특

허 제5,292,428호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연료 스트림 중의 황 화합물이 예를 들어, 350 내지 400 ℃의 온도에서 예를

들어, Ni--Mo 또는 Co--Mo 촉매의 존재하에 수소화분해에 의해 분해된 후에 생성된 H2S가 이어서 예를 들어, 300 내지

400 ℃의 온도에서 ZnO 층에서 흡수되는 수소화 탈황을 포함하는 이러한 선행 공정 기술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

한 공정에서, 처리된 스트림에 잔류하는 H2S의 수준이 종종 너무 높은데, 예를 들어 1 ppmV 이상이다. 낮은 수준의 가스

성 황 화합물은 증기 개질 니켈-기재 촉매를 탈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처리되고 있는 가스

로부터 황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가스 스트림에 공급되어야 한다. 수소 공급원이 재순환 형태의 가스 생성

물일 경우에는, 그 결과 전력 생성 공정의 전체 효율이 감소할 것이다.

공개특허 10-2005-0085277

- 2 -



  수소 황화물은 또한 가스 스트림을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또는 아민을 비롯한 액체 세척기 (scrubber)에 통과시킴

으로서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제거된다. 액체 세척기는 크고 무거우며, 많은 화학물질 목록을 요한다. 화학물질을 세척하는

기재의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종종 생성물 가스의 세정이 필요하다.

  탄화수소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황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황 종류를 포획하는 흡착제에 가스 스트림을

직접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흡착 공정은 보통의 온도 및 대기압에서 작동하지만, 많은 흡착제 목록이 필요하

다. 천연 가스의 경우에, 스트림 상에서의 적당한 시간 동안, 예를 들면 1년 동안, 다량의 1종 이상의 흡착제, 전형적으로는

2.5 킬로와트 전기 (kWe) 평균 출력 연료 전지를 위해 20 리터 이하의 전체 부피를 요한다. 게다가, 천연 가스의 조성이 다

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흡착제 및 층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복잡하고 값비싸다. LPG의 경우에, LPG 중의 잠재적으로 고농

도의 황 및 LPG 탄화수소로부터의 흡착 방해 때문에 흡착에 의한 탈황이 특히 어렵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탄화수소 공급원료로부터 황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화학량론적 양

보다 적은 양의 산소-함유 가스와 함께 탄화수소 공급물을 산화 촉매 상으로 통과시켜 탄화수소 공급물 중의 황 화합물의

적어도 일부가 탄화수소의 실질적인 산화 없이 SOx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화 촉매의 하류에 있는 흡착제는

탄화수소 공급물로부터 SOx 화합물을 포획하고 제거한다. 탈황되면, 탄화수소 공급물은 수소를 비롯한 목적하는 생성물

로 개질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에 상술되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화된 액체 탄화수소를 비롯한 가스성 황 화합물을 함유하는 임의의 가스성 탄

화수소를 탈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메탄, 천연 가스, LPG를 비롯한 저급 탄화수소의 관련 가스 또는 다른 공급원의 탈황

을 위해 특히 적합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급 탄화수소"라는 용어는 탄소 원자수 1 내지 5의 탄화수소를 지칭한다. 이 방

법을 머캅탄 및 황화물을 비롯한 유기 황 화합물 및 수소 황화물, 카르보닐 황화물, 및 탄소 이황화물을 비롯한 무기 황 화

합물 형태로 20 ppmV 정도의 농도로 황을 함유할 수 있는, 자연 발생하는 매장된 메탄의 전환에 적용할 수 있다. LPG 공

급물은 이러한 황 화합물을 200 ppmV 이하로 함유할 수 있다. 탄화수소 공급물의 황 함량은 개질 촉매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회피하고 생성된 합성 가스의 최종 사용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100 ppbV 미만, 바람직하게

는 10 ppbV 미만이어야 한다.

  본 발명 방법의 일 실시양태에 따라서, 산소 (O2)를 탈황될 탄화수소 공급원료에 도입하고, 혼합물을 산화 촉매와 접촉시

킨다. 공기를 산소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O2/C 비는 산화 촉매가 접촉할 때 황 화합물의 SOx로의 산화를 촉진하도록

정한다. 예를 들어, 탄화수소 메탄의 경우에, 메탄 부분 산화 반응 (1)에 있어서 O2/C 비가 화학량론적 수준에 접근함에 따

라, 황 화합물의 수소와의 반응때문에 H2S 형성이 SOx 형성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탄화수소 공급물에 대한 산소

농도를 조절하여 반응 (1)을 제한하고 황 화합물의 SOx로의 선택적 산화를 촉진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촉매와 접촉한 가스성 혼합물은 전형적으로는 복수 종의 상이한 황-함유 화합물을 포함한다. 유기

및 무기 황-함유 화합물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는 무기 황 화합물의 예로는 수소 황화물, 카르보닐 황화물, 및

탄소 이황화물이 포함된다. 머캅탄 및 황화물을 비롯한 유기 황-함유 화합물 또한 처리되고 있는 탄화수소 스트림 중에 함

유될 수 있다.

  탄화수소 공급물 중의 황-함유 화합물의 함량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전형적으로는 황 (S) 함량에 있어서 0.05 내지 170

ppmV의 범위에 있다. 천연 가스의 경우, 0.1 내지 10 ppmV의 황 함량이 더욱 전형적이다. LPG의 경우에, 10 내지 170

ppmV의 황 화합물 함량이 더욱 전형적이다. 자연 발생하는 매장소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탄화수소 공급원료는 전술한 상

한보다 상당히 많은 함량의 황 화합물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본원에 기술되어 있는 황 제거 처리법으로부터 이로울 것이다.

  탄화수소 공급원료, 산소 및 이와 관련있는 가스 및 황-함유 화합물을 바람직하게는 촉매와 접촉하기 전에 잘 혼합한다.

  산소-함유 가스, 바람직하게는 공기를 황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산화시키고 탄화수소의 수소로의 부분 산화를 최소화하

기 위해 적합한 산소-대-탄소 비를 정하는 충분량으로 첨가하여 탄화수소 공급물과 혼합한다. 이 방법에서, 황 화합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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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SOx로 전환되고, 이것은 흡착제에 의해 하류에서 용이하게 포획될 수 있다. 과량의 공기를 첨가하면 탄화수

소의 산화 및 수소의 형성을 유도하게 되고, 그 결과 아연 산화물 또는 다른 적합한 흡착제에 의해 포획될 수 있는 수소 황

화물의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산소 대 탄소의 비에 따라 SOx와 H2S 종 모두 촉매를 배출하는 가스에 존재할 수

있고 그 후에 SOx 및 H2S 흡착제의 조합을 사용하여 하류에서 트랩핑 (trapped)된다.

  탄화수소 스트림의 산소 함량은 화학량론적 양보다 적은 양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탄화수소 공급원료에 존재하는 탄

소 (C) 원자에 대한 분자 산소 (O2) 함량의 비가 반응 (1)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비 미만, 즉 0.5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바람직하게는, 산소-대-탄소의 비는 0.3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08이다. 0.04 이상의 O2/C 비에서는

H2S의 형성이 서서히 증가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게는, O2/C 비가 0.0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탄화수소 공급물 중의

O2/C 비가 공기 또는 다른 산소 공급원을 첨가하지 않고 본원에서 고려한 화학량론적 양보다 적은 양의 범위 내에 있다면,

고려한 범위 내에서 O2/C 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산소를 여전히 첨가할 수도 있지만, 추가의 산소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의 방법은 주위 압력에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탄화수소 가스, 특히 기화된 액체 가스는 승압

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방법은 대기압보다 상당히 높은 압력인 승압에서 작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

법은 LPG의 증기압에서 작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을 임의의 적합한 온도에서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방법에서 효과적인 압력의 조건하에서, 상

업적인 규모의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전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승온에서 공급물 가스를 촉매와 접촉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200 ℃ 이상의 온도에서 작업한다. 바람직하게는, 작업 온도는 200 ℃ 내지

600 ℃, 보다 바람직하게는 250 ℃ 내지 400 ℃의 범위에 있다. 275 ℃ 내지 375 ℃ 범위의 온도가 특히 적합하다.

  공급물 혼합물을 본 발명의 방법 중에 임의의 적합한 가스 공간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 고속의 가스 공간 속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발명 방법의 장점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을 위한 전형적인 공간 속도는 1,000 내지 50,000/hr, 보

다 바람직하게는 5,000 내지 20,000/hr의 범위에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촉매 조성은, 조성물이 효과적인 반응 조건하에서 탄화수소 공급물에 함유되어

있는 황 화합물의 SOx로의 산화를 촉매할 수 있는 한,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산화 촉매로는, 촉매 활성 성분

으로서, 원소 주기율표의 VIII족 중에서 선택된 금속, 및(또는)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및 아연의 산화물을 비롯

한 비금속 (base metal) 산화물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하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촉매로는 팔라듐, 백금 및 로

듐 중에서 선택된 금속, 및(또는) 철, 코발트, 및 구리의 산화물을 비롯한 비금속 (base metal) 산화물이 포함된다. 바나듐

산화물 및 세륨 산화물을 비롯한 다른 알려져 있는 산화 촉매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촉매 활성 금속은 가장 적합하게는 담체 상에 지지되어 있다. 적합한 담체 물질은 당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고 실리카, 알

루미나, 티타니아. 지르코니아, 텅스텐 산화물, 및 이들의 혼합물을 비롯한 용해하기 어려운 산화물이 포함된다. 혼합된 용

해하기 어려운 산화물, 즉 2종 이상의 양이온을 포함하는 용해하기 어려운 산화물 또한 촉매를 위한 담체 물질로서 이용할

수 있다.

  촉매 활성 금속이 당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에 의해 담체 상에 침착될 수 있다. 금속을 담체 상에 침착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기술은 함침인데, 이 기술은 전형적으로는 담체 물질을 촉매 활성 금속의 화합물 용액과 접촉시킨 후에, 생성

된 물질을 건조시키고 소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촉매 (촉매 활성 물질 및 지지체)는 바람직하게는 황에 대해 내성이다. 본원에서, "황 내성"이란 황의 존재하에서도 계속

작용하는 촉매를 의미한다.

  촉매는 필요한 활성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양으로 촉매 활성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촉매는 0.01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0.02 내지 10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7.5 중량％ 범위의 양으로 활성 금속을

포함한다.

  임의의 적합한 반응 유형을 반응물과 촉매 간의 접촉을 위해 본 발명의 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 적합한 일 유형은, 촉매가

가스 스트림에 의해 유동화된 입자 형태로 이용되는 유동층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반응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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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가 고정된 배치의 반응 대역 내에 보유되어 있는 고정층 반응 유형이다. 고정층 유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촉매 펠렛을

당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정층 반응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고정된 배치는 단일체 구조물 형태로

촉매를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단일체 구조물로는 용해하기 어려운 산화물 단일체 및 세라믹 발포체가 포함된다.

  탄화수소 가스 스트림 중의 황 화합물의 SOx 생성물로의 산화 후에, 이러한 황 산화물을 탄화수소 스트림으로부터 제거

한다. 산화 공정으로부터 하류에 흡착제 트랩을 둠으로써 황 산화물의 제거를 수행하는데, 그 결과 SOx 생성물이 흡착제와

접촉하여 탄화수소 스트림으로부터 황 산화물을 트랩핑하고 제거한다. 흡착제 물질이 효과적인 조건에서 SOx를 흡착할

수 있는 한, 흡착제 물질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지만, 황 산화물 트랩은 바람직하게는 알칼리 금속 산화물,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및(또는) 비금속 (base metal, Fe, Ni, Cu, Zn) 산화물을 포함하고, 이러한 산화물은 바람직하게는 실리카, 알루미

나 등을 비롯한 다공성 물질 상에 지지되어 있다. H2S가 형성되는 조건하에서, 트랩은 아연 산화물을 비롯한 임의의 효과

적인 H2S 흡착 물질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SOx 및 H2S 흡착제 물질의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형

태는 펠렛 및 워시코팅된 (washcoated) 단일체 구조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탈황된 탄화수소 스트림은 예를 들어, 상기의 반응 (1)과 (2)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반응 모두에

의해 일산화탄소 및(또는) 수소로 개질된다. 순수한 수소 스트림은 특히 전기 생성을 위한 연료 전지에 사용된다. 연료 전

지 작동을 위해 수소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문헌 ["The generation of hydrogen for the solid polymer

membrane fuel cell," Robert J. Farrauto, Engelhard Corp., March 13, 2000] 및 [C. R. Acad. Sci. Paris, Serie llc,

Chimie/Chemistry 3 (2000) 573-575]에 나타나 있다.

  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수소 가스가 전도성 탄소 상에 침착된 Pt로 구성된 애노드 (anode)에서 수소 이온으

로 전기촉매적으로 산화된다. 양성자를 양성자 교환 막이라고 불리는 술폰산의 플루오로중합체 막을 통과시킨다. 탄소 캐

쏘드 (cathode) 상의 Pt에서, 공기로부터의 O2가 전기촉매적으로 환원되고 양성자와 합해져서 H2O를 생성한다.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흐른다. 전지를 연속으로 쌓아서 더욱 높은 전압을 생성한다.

  처리된 탄화수소의 개질에 의해 제조된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은, 예를 들면 피셔-트롭스크 (Fischer-Tropsch)

합성에 의한 탄화수소의 합성, 또는 산소화물, 특히 메탄올의 합성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

합물의 이러한 생성물로의 전환 방법은 당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를 사용하여 부분 산화 촉매로의 유입물 및 배출물을 분석하였다. 유입 가스는 메탄 및 각각

16 ppmV의 COS, 에틸머캅탄, 디메틸술피드, 및 테트라히드로티오펜을 함유하였다. 촉매는 20％ ZrO2 함침된 SiO2 상에

지지된 백금 (Pt/20％ ZrO2-SiO2) 촉매 (80 g/ft3 Pt)였다. 공기를 가스에 첨가하여 공급물 중의 O2 대 탄소의 비가 0.02

가 되도록 하였다. 공급물 가스와 공기의 혼합물을 275 ℃ 유입 온도에서 20,000/hr의 공간 속도로 촉매 상을 통과시켰다.

압력은 주위 압력 (1 대기압)이었다. 촉매로의 배출물의 GC 분석 (도면)이 공급물 중의 유기 황 화합물이 모두 무기 황 화

합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GC-MS 분석으로 SO2가 형성된 유일한 황 화합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시예 2

  이 실시예에서, 실시예 1과 동일한 농도의 황 화합물을 함유하는 동일한 메탄 공급물을 공기와 함께 실시예 1과 동일한

O2/C 비로 공급하고 실시예 1과 동일한 촉매 및 조건으로 처리하였다. 30％ Cs/알루미나 트랩을 촉매의 하류에 두었다.

트랩을 1 g/in3의 부하로 단일체에 지지시키고, 3,000/hr의 공간 속도로 작업하였다. 트랩의 배출 온도는 370 ℃로 측정되

었다. 누출 (breakthrough)이 26시간 후에 관찰될 때까지 Cs 트랩의 배출물에서 황은 관찰되지 않았다 (< 10 ppb S). Cs/

알루미나 트랩의 트랩핑 용량은 100 g Cs/알루미나 트랩당 S 2.7 g의 SO2이었다.

  실시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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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시예에서, 메탄의 탈황을 실시예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산화 촉매로 달성하였다. 각각 5.25 ppmV의 COS, 에틸

머캅탄, 디메틸술피드 및 테트라히드로티오펜이 메탄 공급물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다. 유입 온도, 공간 속도 및 O2/C 비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트랩 용량이 100 g의 트랩당 S 5.9 g인 20％ K/알루미나의 하류 트랩을 사용하여 산화된 황 종류를

포획하였다. 20,000/hr의 촉매 공간 속도로 처음 35시간 동안 시험하였다. 스트림 상에서의 최후의 시간 동안, 촉매를

10,000/hr로 작동하였다. 트랩 용량이 스트림 상에서의 36시간 후에 모두 소진될 때까지 트랩 배출물에서 황이 검출되지

않았다.

  실시예 4

  이 실시예는 메탄-프로판 혼합물 중에서 유기 황이 고농도로 존재할 때 황 화합물의 전환 및 상호전환을 예시한다 (표

1). 천연 가스는 메탄 및 더욱 저농도의 더욱 고급 탄화수소, 예컨대 에탄, 프로판, 부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실시예에

서, 메탄을 프로판, 이산화탄소, 및 공기와 합하여 81％의 메탄, 3％의 프로판, 4％의 CO2, 8.6％의 공기의 조성을 제공하

였다. 생성된 O2/C 비는 0.02이었다. 황 화합물을 각각 16.7 ppmV의 카르보닐 황화물, 에틸머캅탄, 디메틸술피드, 및 테

트라히드로티오펜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Pt 부하가 68 g/ft3이고, 20,000/hr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촉매는

실시예 1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 트랩은 20％ K/알루미나의 1/8" 펠렛으로 이루어져 있고, 1,510/hr의 공간 속도로

작동하였다. 전체 황 농도가 유기 탄소에 대해 150 ppmW라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천연 가스 중의 황의 최고 농도보다

5배 내지 6배 높은 것이다. COS 및 에틸머캅탄은 어느 한 시점에서도 배출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S] < 0.005 ppmV).

본 발명자들은 티오펜이 테트라히드로티오펜의 탈수소화 생성물이라고 가정하였다. 325 ℃에서 127시간 까지는 스트림

상에서의 어느 한 시점에서도 트랩의 하류에서 황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표 1.

 스트림 상에서의

시간 (hr:min)

 촉매 유입

온도 (℃)

 DMS 배출

(ppmV)

 DMS ％ 전

환율

 tHt 배출

(ppmV)

 tHt ％ 전

환율

 티오펜 배

출 (ppmV)

 전체 S 배

출 (ppmV)

 전체 S ％

전환율

 24:45  275  0.056  99.7  0.013  99.9  0.002  0.071  99.9

 49:00  275  0.055  99.7  0.018  99.9  0.002  0.075  99.9

 73:18  275  0.248  98.5  0.183  98.9  0.023  0.455  99.3

 97:30  275  0.496  97.0  0.479  97.1  0.055  1.03  98.4

 121:20  275  0.248  98.5  0.229  98.6  0.025  0.50  99.2

 23:14  300
 검출되지

않음
 100

 검출되지

않음
 100

 검출되지

않음

 검출되지

않음
 100

 47:00  300
 검출되지

않음
 100

 검출되지

않음
 100

 검출되지

않음

 검출되지

않음
 100

 71:46  300  0.007  100
 검출되지

않음
 100

 검출되지

않음
 0.007  100

 96:02  300  0.015  99.9  <0.010  100
 검출되지

않음
 0.017  99.9

 125:53  300  0.008  100
 검출되지

않음
 100  0.025  0.033  100

  실시예 5

  이 실시예는 비-귀금속 촉매 (V2O5)를 사용하는 메탄 중 황 화합물의 전환을 예시한다. 촉매는 바스프 (BASF)로부터 구

매한 것이고 (O 4-115), Cs가 V2O5 촉매를 활성화시키며, 분쇄된 펠렛이 1,500/hr의 공간 속도에서 작동하였다. 촉매의

하류에서 트랩은 1 g/in3으로 단일체에 지지된 20％ K/알루미나이고, 1,880/hr으로 작동하였다. 가스 조성은 다음과 같

다: 89％의 메탄, 8.6％의 공기, N2 (공기로부터의 N2 포함하지 않음); 0.020의 O2/유기 C. 황 종류 및 농도는 COS, 에틸

머캅탄 (EM), 디메틸술피드 (DMS), 테트라히드로티오펜 (tHt) 각각 12.5 ppmV였다. 유기 탄소에 대한 전체 황 농도는

112 ppmW였다. 이것은 천연 가스 중의 최고 황 농도 예상치보다 3배 내지 4배 더 높은 것이다. COS 및 에틸머캅탄은 어

느 한 시점에서도 배출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S] < 0.05 ppmV). GC 분석을 각 온도에서 15분 후에 수행하였다. 본 발

명자들은 티오펜이 테트라히드로티오펜의 탈수소화 생성물이라고 가정하였다. 250 ℃에서의 겉보기 전환과 그 후 325 ℃

까지의 누출 S 농도의 증가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250 ℃에서 촉매 상에의 흡착과 그 후의 탈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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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촉매 유입

온도 (℃)

 DMS 배출 농

도 (ppmV)

 DMS ％ 전

환율

 tHt 배출 농도

(ppmV)

 tHt ％ 전

환율

 티오펜 배출 농

도 (ppmV)

 전체 S 배출 농

도 (ppmV)

 전체 S ％

전환율

 250  0.49  96.1  0.003  99.9  1.65  2.16  95.7

 275  2.27  81.8  0.072  99.4  2.27  4.62  90.8

 300  3.00  76.0  0.258  97.9  2.25  5.52  89.9

 325  2.59  79.3  0.094  99.2  2.04  4.72  90.6

 350  1.62  87.0  <0.010  100  1.72  3.35  93.3

 400  0.701  94.4  검출되지 않음  100  0.72  1.42  97.2

 425  0.316  97.5  검출되지 않음  100  0.38  0.70  98.6

 450  0.021  99.8  검출되지 않음  100  0.14  0.16  99.7

  실시예 6

  이 실시예는 275 ℃에서 메탄 중의 황 화합물의 전환에 미치는 공간 속도의 영향을 예시한다. 특정 응용에 있어서, 연료

전지는 부하-추종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천연 가스 유속은 시스템이 부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조정함에 따

라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부하-추종은 8의 부하 조정비를 요할 것이다.

  데이타는 24시간 동안 15분 마다 얻어진 분석 결과의 평균 값이다. 촉매는 실시예 1의 촉매와 동일하다 (Pt/20％ ZrO2-

SiO2, 80 g/ft3 Pt). 트랩: 1 g/in3으로 단일체에 지지된 20 ％ K/알루미나, 1,880/hr; 황 종류 및 농도: 각각 12.5 ppmV의

COS, 에틸머캅탄 (EM), 디메틸술피드 (DMS), 테트라히드로티오펜 (tHt); 가스 조성: 87％의 메탄, 0.1％ 내지 0.2％의 헥

산, 8.6％의 공기, 1.5％의 CO2, N2 (공기로부터의 N2를 포함하지 않음); 0.020의 O2/유기 C.

  해설: 유기 탄소에 대한 전체 황은 112 ppmW였다. COS 및 에틸머캅탄은 스트림 상에서의 시간에 검출되지 않았다 ([S]

< 0.005 ppmV). 촉매 유입 온도는 275 ℃였다.

  황 누출은 검출 가능한 수치 미만이었다 (< 5 ppbV). 전체 황 유입 농도가 50 ppmV로 상승하고 공간 속도가 40,000/hr

일 때 약간의 S 누출 (< 30 ppbV)이 관찰되었다. 20,000/hr 및 50 ppmV의 S에서, 누출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3.

 공간 속도(l/

hr)

 DMS 배출 농도

(ppmV)

 DMS ％ 전환

율

 tHt 배출 농도

(ppmV)

 tHt ％ 전환

율

 전체 S 배출 농도

(ppmV)

 전체 S ％ 전

환율

 5,000  검출되지 않음  100  검출되지 않음  100  100  100

 10,000  검출되지 않음  100  검출되지 않음  100  100  100

 20,000  검출되지 않음  100  검출되지 않음  100  100  100

 40,000  0.010  99.9  0.010  99.9  0.020  99.96

  실시예 7

  이 실시예는 LPG의 탈황에 관한 것이다. 천연 가스 중의 황 함량에 비해 LPG 중의 황 함량이 더 높고 LPG의 산화가 상대

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LPG를 위한 촉매 탈황 조건은 천연 가스를 위한 촉매 탈황 조건과 상이하다. 프로판과 5％의 프

로필렌과의 혼합물을 각각 15 ppmV의 COS, 에틸머캅탄, 디메틸술피드 및 테트라히드로티오펜 (프로판과 프로필렌에 대

해 65 내지 80 중량 백만분율)으로 돕핑시켰다 (doped). 가스 혼합물을 0.03 내지 0.05 범위에 있는 다양한 산소 대 연료

의 비로 공기와 합하고 공정을 275 ℃ 내지 325 ℃의 범위에 있는 다양한 유입 온도에서 작동하였다. Cs/알루미나의 하류

트랩을 이용하였다. 20,000/hr (촉매) 및 3,000/hr (트랩)의 공간 속도를 사용하였다. 표 4는 탈황의 조건 및 결과를 상술

하고 있다. 상기 시스템은 0.6 ppmV 미만의 황 누출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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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촉매 유입

온도 (℃)

O2/C

비

 DMS 배출 농

도 (ppmV)

 DMS ％ 전

환율

 tHt 배출 농

도 (ppmV)

 tHt ％ 전

환율

 티오펜 배출

농도 (ppmV)

 전체 S 배출

농도 (ppmV)

 전체 S ％

전환율

 300  0.03  1.4  91  0.23  98  1.6  3.2  95

 300  0.04  0.23  98  0.07  99  0.02  0.32  99

 300  0.05  0.29  98  0.022  100  0.13  0.44  99

 325  0.04  0.25  98  0.02  100  0.11  0.38  99

 350  0.04  0.36  98  0.01  100  0.21  0.58  99

  실시예 8

  유입 황 농도가 70 ppmW에서 120 ppmW (프로판과 프로필렌에 대한 중량 백만분율; 이것은 공기-탄화수소 혼합물의

100 ppmV에 상응함)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LPG의 탈황을 예시하는 실시예 7을 반복하였다. 0.04의 O2/C 비,

300 ℃의 유입 온도 및 10,000 내지 20,000/hr의 다양한 공간 속도를 사용하였다. 황 누출의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공간 속도

(l/hr)

 스트림 상에서의

시간 (hr:min)

 DMS 배출

농도 (ppmV)

 DMS ％

전환율

 tHt 배출

농도 (ppmV)

 tHt ％

전환율

 티오펜 배출

농도 (ppmV)

 전체 S 배출

농도 (ppmV)

 전체

S ％ 전

환율

 20,000  0:15  3.1  88  0.7  97  1.6  5.5  78

 20,000  1:20  2.8  89  0.5  98  1.0  4.3  83

 20,000  2:20  2.5  90  0.5  98  0.8  3.8  85

 10,000  0:45  1.3  95  0.1  100  0.7  2.2  91

 10,000  1:50  0.8  97  0.1  100  0.5  1.4  94

 10,000  2:50  0.6  98  0.0  100  0.4  1.1  96

  탈황이 더욱 느린 공간 속도에서는 90％를 초과하지만, 황 누출은 1 내지 2 ppmV이고, 반면 필요한 배출 S 농도는 0.1

ppmV 미만이었다 (> 99.9％ 전환율).

  실시예 9

  실시예 8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LPG 탈황은 LPG 중의 황의 농도가 더 높고 공기에 대한 LPG의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

에 메탄과는 상이한 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실시예 8의 방법을 상이한 촉매로 시행하였다. 따라서, Pt/ZrO2-SiO2 + Pt/

CeO2의 촉매 제형물을 실시예 8의 조건하에서 사용하였다.

  

표 6.

 공간 속도

(l/hr)

 스트림 상에서의

시간 (hr:min)

 DMS 배출

농도 (ppmV)

 DMS ％

전환율

 tHt 배출

농도 (ppmV)

 tHt ％

전환율

 티오펜 배출

농도 (ppmV)

 전체 S 배출

농도 (ppmV)

 전체

S ％ 전

환율

 20,000  0:15  2.0  92  0.6  98  1.7  4.4  96

 10,000  0:45  0.6  98  0.2  99  1.5  2.3  98

  선택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전체 S 누출에는 변화가 없었다.

  실시예 10

  산화 촉매가 1:1의 Pt:Pd/WO3-TiO2 (85 g/ft3 전체 귀금속)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을 시행하였다. 신선한 촉매

는 300 ℃ 이상에서 다량의 H2S를 생성하였다. ZnO를 비롯한 H2S 트랩을 포함하는 트랩 제형물을 사용하여, H2S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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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 스트림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온도가 275 ℃까지 강하할 때, 촉매 성능은 현저히 개선되었

다. 그러나 스트림 상에서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촉매는 275 ℃에서 활성을 잃었다. 촉매의 성능은 더욱 고온에서 작업

함으로써 회복되었다. 표의 값들은 평균 촉매 농도를 나타낸다. 메틸머캅탄이 촉매 상에서 형성되고 이의 체류시간으로 확

인하였다.

  

표 7.

 스트림 상에서의

시간 (hr:min)

 촉매 유입

온도 (℃)

H2S 배출

(ppmV)

 메틸머캅탄

(ppmV)

 DMS 배출

(ppmV)

 tHt 배출

(ppmV)

 티오펜 배

출 (ppmV)

 전체 S 배

출 (ppmV)

 전체 S ％

전환율

 1:00  300  1.9  0.6  0.3  0.0  0.3  3.1  97％

 1:30  350  2.0  0.8  0.4  0.03  1.6  4.8  95％

 32:00  275  0.0  0.0  0.03  0.0  0.01  0.04  100％

 57:00  275  0.0  0.0  3.4  2.3  1.6  7.3  93％

 67:00  350
 검출되지

않음

 검출되지

않음

 검출되지

않음

 검출되지

않음

 검출되지

않음

 검출되지

않음
 100％

  실시예 11

  산화 촉매가 Pt/TiO2 (71 g/ft3)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을 시행하였다. 이 촉매는 H2 중에서 처음에는 환원되지

않았고 335 ℃에서 작업할 때, 전체 황은 대부분 티오펜으로서 초기에 대략 3 ppmV이었다. 스트림 상에서의 36시간에 걸

쳐서, 티오펜은 서서히 0.6 ppmV로 감소하였다. 사용하기 전에 촉매가 H2 중에서 초기에 환원될 때 (2시간 동안 300 ℃

에서 10％의 H2), 티오펜은 2 ppmV에서 검출 가능한 수치 이하로 신속하게 (스트림 상에서의 3시간 내) 감소하였다. 이것

은 0.3 ppmV로 서서히 증가하고; 촉매 활성은 황이 트랩 배출물에서 검출되지 않는 350 ℃로 유입 온도를 상승시킴으로

써 증가할 수 있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탄화수소 및 황 화합물을 포함하는 탄화수소 가스 중의 O2/C 몰비가 약 0.01 내지 0.3 미만의 범위 내이도록 탄화수

소 가스의 O2 함량을 증가시키는 단계;

  (b) 그 후 탄화수소 가스를 산화 촉매와 접촉시키며, 이때 황 화합물의 적어도 일부가 SOx로 산화되는 단계;

  (c) 그 후 SOx를 SOx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와 접촉시키며, 이때 SOx의 적어도 일부가 흡착제 상에 흡착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탄화수소 및 황 화합물을 포함하는 탄화수소 가스의 탈황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산화 촉매가 황에 대해 내성이고 황에 대해 내성인 지지체 물질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것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산화 촉매가 귀금속, 바나듐 산화물, 세륨 산화물, 또는 비금속 (base metal)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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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산화 촉매가 백금-함유 물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의 O2 함량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O2/C 몰비가 약 0.01 내지 0.08의 범위 내이도록 수행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의 O2 함량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O2/C 몰비가 약 0.01 내지 0.04의 범위 내이도록 수행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가 메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가 액화 석유 가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가 산화 촉매와 접촉할 때 약 200-600 ℃ 범위의 온도 내인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가 액체 탄화수소를 기화함으로써 제조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SOx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가 알칼리 금속 산화물,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및 비금속 (base metal) 산

화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금속 산화물인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황 화합물의 적어도 일부를 H2S로 전환시키고, 그 후 H2S를 H2S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와 접촉시키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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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항에 있어서, H2S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가 아연 산화물인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단계 (c) 후에 탄화수소 가스를 개질시켜 H2를 제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H2를 연료 전지에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a) 탄화수소, 황 화합물 및 O2를 포함하며, O2/C 몰비가 황 화합물의 SOx로의 촉매 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인 탄

화수소 가스를 산화 촉매와 접촉시키며, 이때 황 화합물의 적어도 일부가 SOx로 선택적으로 산화되는 단계;

  (b) 그 후 SOx를 SOx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와 접촉시키며, 이때 SOx의 적어도 일부가 흡착제 상에 흡착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탄화수소, 황 화합물 및 O2를 포함하며, O2/C 몰비가 황 화합물의 SOx로의 촉매 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인 탄화수

소 가스의 탈황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산화 촉매가 황에 대해 내성이고 황에 대해 내성인 물질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것인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산화 촉매가 귀금속, 바나듐 산화물, 세륨 산화물 또는 비금속 (base metal)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산화 촉매가 백금-함유 물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가 메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가 액화 석유 가스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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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의 O2/C 몰비가 약 0.01 내지 0.3 미만의 범위 내인 방법.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의 O2/C 몰비가 약 0.01 내지 0.08의 범위 내인 방법.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가 산화 촉매와 접촉할 때 약 200-600 ℃의 온도 범위 내인 방법.

청구항 25.

  제16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가스가 액체 탄화수소를 기화함으로써 제조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6.

  제16항에 있어서, SOx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가 알칼리 금속 산화물,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및 비금속 (base metal) 산

화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금속 산화물인 방법.

청구항 27.

  제16항에 있어서, 황 화합물의 적어도 일부를 H2S로 전환시키고, 그 후 H2S를 H2S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와 접촉시키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H2S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가 아연 산화물인 방법.

청구항 29.

  제16항에 있어서, 단계 (b) 후에 탄화수소 가스를 개질시켜 H2를 제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35항에 있어서, H2를 연료 전지에서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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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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