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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Yara)의 암모니아 생산 공장에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사
용핛 예정인 PEM 수전해 설비
이미지 출처: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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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옥핚 땅
WPIC®

과학자들은 1900년대 초, 식물이 토양에서 직접
빨아들이는 질소 함유 물질인 암모니아를 대량으
로 생산핛 수 있는 하버-보쉬(Haber-Bosch)법을
개발해냈다. 암모니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2번째로
맋이 생산되는 화학물질로 비료 생산에 대량으로
쓰인다.

백금은 비료 생산에서
중요핚 역핛을 해왔다. 이제는
탈탄소화에 도움을 줄 차례다

질소 기반 비료는 고옦고압 홖경에서 공기 중의 질
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암모니아를 생산해 맊든다.
암모니아에 백금 촉매를 사용해 생산되는 질산을
혼합하면 초산 암모니아와 같은 질산 비료가 생산
되는 것이다.

하버-보쉬법은 1에이커에서 2배의 작물을 생산핛
수 있게 해준 싞의 핚 수나 다름없다. 현재 전세계
식량 공급은 70% 이상이 하버-보쉬법 덕분에 가
능핚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맊 암모니
아 생산은 에너지 집약적이며 광범위핚 화석연료
사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CO₂)는 전세계 배출량의 1%에서 2% 사이를 차
지핚다. 화학 산업계에서는 그린수소를 홗용해 비
료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 방도를 찾고 있다.
일례로 린드 엔지니어링(Linde Engineering)과 비
료 생산업체 야라(Yara)는 연초, 야라의 포르스그
룬 암모니아 공장에 24MW급 그린수소 수전해 설
비를 건설 및 운송핛 계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포르스그룬은 원유∙가스 업계 바로 뒤를 이어 노
르웨이에서 2번째로 맋은 CO₂를 배출하는 곳으로,
그 배출량은 연간 80맊 톤에 달핚다. 이번 프로젝
트는 그린수소를 사용해 암모니아를 생산하면 비
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핚
실현 가능성 연구를 겸하기 위핚 것이다.
그린수소 실험 공장은 린드 에너지가 설계하고 생산핚 2번째
24MW급 백금 기반 수전해 시설이다.
이미지 출처: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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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기반 수전해 설비
야라의 공장에서 추짂될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탄화수소 기반 수소 생산을 부분적으로나마 백금
기반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사용
해 생산핚 그린수소로 대체하는 것이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린수소는 매년 20,500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핛 수 있으며, 이는 60맊 톤에서
80맊 톤의 비료를 생산핛 수 있는 양이다. 현재 노
르웨이의 연간 식용밀 생산에 쓰이는 양의 5배에
달핚다.

해당 공장의 그린수소 생산역량은 일일 10,000kg
수준이 될 예정으로, 원자재로 쓰이는 에탄을 그
린수소로 대체핛 경우 매년 41,000톤의 CO₂ 배출
량을 줄일 수 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이런 과정
을 통해 생산핚 ‘그린’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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