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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업적인 흄드 실리카 입자(AEROSIL)를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이산화탄소 흡착 소재를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폴리에틸렌이민(Polyethyleneimine, PEI)을 다양한 농도로 메탄올에 용해시켜 AEROSIL에 함침하고 열중량 

분석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착 성능을 측정하였다. 50 wt%의 PEI가 함침된 AEROSIL입자의 이산화탄소 흡착 

성능은 75 ℃ 조건에서 126.2 mg/g-sorbent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된 MSU-J (66.1 mg/g-sorbent), 

HMS (101.0 mg/g-sorbent) 등의 메조기공 실리카에 비해 높은 흡착 성능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n easy way to prepare carbon dioxide sorbent by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fumed silica particles 

(AEROSIL). AEROSIL was impregn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polyethyleneimine (PEI) in methanol and CO2 capture 

ability was analyzed by thermo gravity analysis (TGA). The CO2 adsorption capacity of 50 wt% PEI-impregnated AEROSIL 

was 126.2 mg/g-sorbent at 75 ℃ and this capacity wa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at of the mesoporous silica such as HMS 

(101.0 mg/g-sorbent) and MSU-J (66.1 mg/g-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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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

탄소의 감축 및 제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1-3]. 다양한 기술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은 물질의 

연소 과정 등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대기로의 방

출을 차단하는 기술을 말한다. 화석연료의 사용 등에 의해 생성된 이

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이고 

효율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이 요구된다. 현재 이산화탄소 흡착

에 관한 연구는 크게 습식과 건식 공정으로 불리는 두 종류의 상업적 

공정이 존재한다. Figure 1에 아민류 소재의 이산화탄소 흡착 메커니즘

을 나타내었다. 이산화탄소는 염기성 아민의 -NH2 그룹과 저온에서 

각각 카보네이트 형태로 흡착이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을 기초로 암모

니아수 및 액체 형태의 저분자 아민을 흡착제로 사용하는 것을 습식

공정이라 하며, 국내 기관에서는 COSOL이라는 상업적 제품을 제조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건식공정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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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소재의 경우는 물리적 흡착기능을 가지는 제올라이트(zeolite 4A, 

13X, ZSM-5, NaX), 활성탄소 등과 메조기공 실리카에 고분자량의 아

민 물질을 함침시켜 화학적 흡착이 가능한 형태의 물질로 구분된다. 

제올라이트와 활성탄소는 각각 ion-quadrupole interaction과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한 물리적 흡착이 일어나며 높은 온도에서는 이산화탄소 흡

착용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체에 대한 선택성도 낮은 단점을 지

닌다[4-8]. 이와는 달리 메조기공 실리카(HMS, MCF 등)를 담체로 이

용할 경우 넓은 표면적, 균일한 기공의 크기와 분포, 큰 기공의 부피 

등의 특징에 의해 대단히 우수한 이산화탄소 흡착성능을 나타낸다[9, 

10]. 합성시 템플릿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제거과정에 다량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대량합성이 어렵다[11]. 이러한 제조과정의 특수

성으로 인해 상업적 적용에는 한계를 나타낸다. 한편 AEROSIL (Evonik 

Industry)이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진 흄드 실리카는 고온의 조건에

서 실리콘 테트라클로라이드를 수소와 산소 조건에서 기화시켜 제조

된다. 기화되어 생성된 실리카 나노입자들이 서로 회합하여 기공구조

를 형성하여 100∼400 m
2
/g 정도의 비표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EROSIL은 현재 토너, 페인트, 방수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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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rbon dioxide capture mechanism by chemisorption in 

amine group.

Figure 2. (A) SEM and (B) TEM images of AR-974.

(A)

(B)

Figure 3. (A)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and (B) pore size 

distribution of AR-974.

본 연구에서는 비표면적이 150∼190 m
2
/g, 기본 입자크기가 12 nm

로 알려진 소수성의 AEROSIL R-974를 PEI의 담체로 적용하여 이산화

탄소 흡착 소재를 제조하여 함침 농도에 따른 기공의 변화 및 온도별 

이산화탄소의 흡착 탈착 거동을 확인하였다. 또한, 메조기공 물질인 

HMS와 MSU-J를 제조하여 기공의 특성과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Jeffamine D-2000 (Huntsman Chemical), Polyethyleneimine (PEI, 

Sigma-Aldrich), tetraethylorthosilicate (TEOS, Sigma-Aldrich), dode-

cylamine (DDA, Sigma-Aldrich), AEROSIL R-974 (AR-974, Evonik 

Industry) 에탄올(Sigma-Aldrich), 그리고 메탄올(덕산화학)을 구입하여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메조기공 실리카의 합성 및 이산화탄소 흡착소재의 제조

MSU-J는 3 g의 Jeffamine D-2000을 9 g의 에탄올에 용해시키고 

50 mL의 물을 넣고 상온에서 24 h 반응을 진행하였다. 얻어진 흰색 

입자는 필터한 후 물로 3차례 세척한 후 진공 건조 하였다. 메조 기공 

내에 잔존하는 Jeffamine D-2000 계면활성제를 제거하기 위해 550 ℃

에서 6 h동안 소성처리하였다. HMS는 dodecylamine (DDA, 2.5 g), 에

탄올(20.7 g)과 물(27 g)을 polypropylene 용기에 넣고 균일한 용액을 

만든 후 TEOS (10.4 g)을 서서히 적하하고 상온에서 18 h동안 교반하여 

반응을 진행하였다. 생성된 입자는 MSU-J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필터한 후 소성처리하였다. AR-974는 Evonik Industry로부터 구입하여 

비표면적 및 입자 크기 등을 분석한 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산화탄소 흡착소재의 제조를 위해 각각의 실리카 물질에 대해 50 

wt%의 비율로 PEI를 함침하였다. 대표적인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g의 PEI를 8 mL의 메탄올에 용해시키고 그 용액에 1 g의 AR-974를 

넣고 1 h 동안 교반시켜 준다. 실리카가 잘 분산된 용액을 온풍 건조를 

통해 대부분의 메탄올을 증발시킨 후 100 ℃의 고진공 하에서 24 h 

동안 건조하였다. HMS와 MSU-J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2.3. 분석

AR-974, HMS 및 MSU-J의 입자 형태는 SEM (Quanta 200) 및 TEM 

(HRTEM II JEOL JEM-2100F)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Micromeritics

사의 ASAP 2000을 이용하여 질소 흡착/탈착을 통해 제조된 입자들의 

기공크기 및 부피, 그리고 BET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 메조기공 크기 

및 부피의 분석을 위해 Kelvin equation 기반의 BJH 방법 (Barrett-Joyner- 

Halenda)으로 계산하였다[12]. 다공성 실리카의 결정구조 및 이산화탄소

의 흡탈착 분석은 각각 X-Ray Diffraction (XRD, Rigaku D/MAX-2500 

X-ray diffractometer)와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GA, Shimazu 

TGA-5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흄드 실리카는 고온에서 분사된 테트라클로라이드가 

수소와 산소 조건에서 나노 사이즈의 실리카 입자들이 형성되며 이들 

나노 크기의 실리카 입자가 서로 회합하여 최종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Figure 2(A)는 AR-974의 SEM 사진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 nm 크기의 작은 실리카 입자들이 1∼2 µm 크기의 회합체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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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M images of (A) HMS and (B) MSU-J.

(A)

(B)

Figure 5. (A)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and (B) pore size 

distribution of HMS.

Table 1. Properties of 50 wt% PEI Impregnated Silica and Their CO2

Adsorption Capacity

SBET

(m
2
/g)

Vt (cm
3
/g)

a
Dc (nm)

b CO2 Adsorption
c

(mg/g-sorbent)

AR-974 11.1 0.20 73.6 126.2

HMS 53.9 0.35 25.6 101.0

MSU-J 11.0 0.04 15.1 66.1

a
 Total pore volume
b
 Diameter of cells, determined from adsorption branch according to BJH method
c
 Sorption at 75 ℃ and atmospheric pressure for CO2 gas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은 입자의 회합에 의해 생성된 

입자간 기공에 의해 비교적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게 된다. AR-974의 

기공구조 및 크기는 T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Figure 2(B)에서 보

는 바와 같이 20 nm 크기의 기공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입자의 비표면적, 기공분포 및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N2 흡탈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79.7 m
2
/g의 

비표면적 크기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Figure 3(A)), BJH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기공의 부피는 0.43 cm
3
/g으로 나타났고 기공의 크기는 

20 nm로 분석되었다(Figure 3(B)).

제조된 HMS와 MSU-J입자의 기공 구조를 TEM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Figure 4(A)와 (B)는 각각 550 ℃에서 소성처리된 후의 HMS와 

MSU-J의 TEM 사진을 나타낸다. HMS와 MSU-J는 각각 6 nm와 

5 nm크기의 웜홀 형태의 기공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11]. 

웜홀 구조의 메조기공 실리카는 2D-hexagonal 구조에 비해 기공의 균

일도가 낮아 XRD 분석시 high-order 회절선이 관찰되지 않거나, 

shoulder 피크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본 연구에

서 제조된 HMS와 MSU-J의 XRD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각각 2θ = 

2.02
o 

(d = 4.4 nm)와 2θ = 1.58
o 

(d = 5.6 nm)에서 단일 피크가 나타

나며, 특히 HMS의 경우 약한 shoulder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N2 흡탈착법 및 BJH 방법에 의한 비표면적, 기공부피 및 기공크기는 

HMS의 경우 853 m
2
/g, 1.54 cm

3
/g, 7.2 nm, MSU-J는 824.7 m

2
/g, 

1.48 cm
3
/g과 6.2 nm로 각각 확인되었다(Figures 5, 6). HMS와 MSU-J

는 각각 메조기공 영역인 P/P0 = 0.3∼0.4과 P/P0 = 0.5∼0.7에서 큰 

기울기 변화를 보인다. HMS는 웜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균일한 

기공이 형성되어 있어 탈착 등온선에서 히스테리시스가 거의 발생

하지 않으나 MSU-J는 기공이 상대적으로 불균일하여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MS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textural pore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R-974, HMS 및 MSU-J 각각의 입자에 대하여 50 wt%의 PEI를 

함침하여 이산화탄소의 흡착 성능을 비교하였다. 메탄올에 용해된 

PEI는 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기공 및 입자와 입자 사이에 스며들고 

이후 건조과정을 통해 메탄올이 증발시키면 끓는점이 높은 PEI가 기

공의 내부 및 입자의 표면에 잔존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착소재가 완성된다.

제조된 각각의 이산화탄소 흡착제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탈착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TGA (Thermal gravimetric analysis)를 이용하였다. 

Platinum 시료팬에 일정량의 흡착제를 넣은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100 ℃에서 100 mL/min의 유속으로 1 h 동안 질소가스를 흘려 

보낸 후 75 ℃로 감온하였다.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질소 가스를 이산

화탄소로 교체하여 20 mL/min의 속도로 120 min간 흡착반응을 진행

한다. 탈착반응은 같은 온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질소 가스로 변환하여 

동일하게 진행한다. 같은 실험을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최고값과 

최하값을 제외한 데이터 중 최소값을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Table 1에 

50 wt%의 PEI가 함침된 각 실리카 입자의 함침 전/후의 특성 및 최대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실리카는 50 wt%의 PEI 함침 이후 대부분의 메조기공이 

PEI로 채워져 비표면적과 기공부피가 크게 감소하고 기공의 평균 크

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EI함침에 의해 작은 크기

의 메조기공이 대부분 닫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함침 이후의 질소 흡탈착 곡선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Figure 7에서 (B)는 50 wt%의 PEI가 함침된 HMS곡선으로 함침전 



386 황하수⋅박  인⋅이일기⋅최원준⋅이상일⋅이준영

공업화학, 제 23 권 제 4 호, 2012

(A)

(B)

Figure 6. (A)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and (B) pore size 

distribution of MSU-J.

Figure 7.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50 wt% PEI impregnated

(A) AR-974, (B) HMS, and (C) MSU-J.

Figure 8. CO2 adsorption-desorption performance of (A) 30 wt%, (B) 

40 wt%, (C) 50 wt%, and (D) 60 wt% PEI impregnated in AR-974.P/P0 = 0.3∼0.4 영역에서 관찰되었던 메조기공 영역의 곡선이 사라지

고 대부분 textural pore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SU-J의 경우 

PEI 함침 후 P/P0 = 0.5∼0.7의 그래프는 관찰이 가능하나 함침 이전의 

N2 흡착부피에 비해 그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C)). 이에 반해 AR-974는 불균일하고 넓은 분포의 기공 구

조로 인해 대부분의 메조기공이 PEI에 의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비

표면적 및 기공부피의 감소가 HMS와 MSU‐J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Figure 7(A)). 이러한 결과는 이산화탄소의 흡탈착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HMS 및 MSU-J에 비해 상대적

으로 AR-974의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SU-J는 HMS에 비해 기공의 크기가 작고 큰 입자 크기로 

인해 메조기공 이외의 textural pore가 전혀 발달하지 못해 이산화탄소의 

흡착량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큰 비표면적을 가진 

메조기공 실리카라고 하더라도 메조기공의 크기가 너무 작아 PEI에 

의해 닫힌 기공이 될 경우 메조기공 내부의 PEI는 밖으로 드러난 표

면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흡착이 용이하게 일어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Zifeng Yan그룹에서는 MSU-F를 제조하여 

50 wt%의 PEI를 함침시킨 후 이산화탄소의 흡착량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윈도우 사이즈의 크기 g sorbent 당 152 mg의 이산화탄소가 흡착

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10]. 23 nm 크기의 메조기공을 가지는 MCF의 

경우, 비교적 큰 기공의 크기와 기공과 기공 사이의 통로의 생성으로 

인해 PEI 함침 이후에도 기공의 닫힘 현상이 상대적으로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공 내부로의 이산화탄소 유입이 자유로워 높은 이산화탄소 

흡착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

공성 실리카 중에서 AEROSIL의 경우, 비교적 큰 기공이 많이 존재하

고 입자와 입자간 textural pore가 잘 발달되어 있어 HMS 및 MSU-J에 

비해 더 좋은 이산화탄소 흡착 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적의 PEI 함침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30, 40, 60 wt%의 농도의 

PEI가 함침된 AR-974를 제조하였으며 이산화탄소 흡착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Figure 8에서 PEI의 함침 농도가 50 wt%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60 wt%의 함침 농도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흡착량이 오히려 감소

하는 현상을 보이며, 이는 AR-974의 기공 부피보다 PEI의 함량이 너무 

많아 입자 내부로 PEI가 함침되는 것이 아니라 PEI에 입자를 담지시

킨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즉, AR-974에 있어 PEI의 적정 함침 

농도는 40∼50 wt%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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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고성능의 이산화탄소 흡착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기 템플릿을 이용하여 제조된 메조기공 실리카를 기초로 한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메조기공 실리카들의 경우 템플릿의 

제거과정이 요구되는 등 제조상의 어려움이 많다. 이에 반해 본 연구

논문에서 제시한 흄드 실리카의 경우 현재 산업적으로 널리 쓰이는 

실리카로써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PEI 함침에 의해 우수한 성능의 

이산화탄소 흡착 소재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50 wt%의 PEI가 함침된 

AR-974의 경우 최대 이산화탄소 흡착량이 126.2 mg에 달하며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메조기공 실리카와 대비하여 비교적 우수한수준의 흡착 

성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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