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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연구원, 한국중부발전 및 중국 Huaneng 

Clean Energy Research Institute(Huaneng CERI)는 세

계 최고 수준의 연소후 CO2 포집 포집기술 개발을 위

한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한국의 대표 에너지 공기업

인 한국전력공사의 중앙연구소로서 친환경 발전, 온

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발전 자회사

인 한국중부발전은 한국 내 6개 화력발전소와 다양

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 중에 있다. Huaneng 

CERI는 중국내 5대 발전기업 중 1위 규모인 Huaneng 

group의 중앙 연구소로 청정발전, 재생에너지 및 온

실가스 저감분야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2017년 착수된 한/중 국제공동연구는 지난 2014

년 한국전력공사 및 Huaneng group간에 체결된 전력

산업 친환경분야 기술협력 MOU의 후속조치로 이루

어진 것으로, 총 연구비 약 4 mUSD 규모로 27개월

에 걸쳐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의 CO2 

포집기술개발 현황과 한전 전력연구원-한국중부발

전-Huaneng CERI간 수행 중인 국제공동연구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전 전력연구원 및 Huaneng CERI의 주

요 CCS 기술개발 현황

한국과 중국은 주요 발전원 중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이 높아 이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관련하여 

한전 전력연구원 및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00년부

터 시작된 연구를 통해 저에너지형 아민계 CO2 흡수

제(KoSol serie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

으로 연간 약 70천톤 규모로 포집이 가능한 습식 CO2 

포집 파일럿 플랜트를 2013년 건설하여 2018년 현재 

운전 중에 있다(위치: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최근 5,000시간의 연속운전을 통해 우수한 CO2 포집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공정에서 포집된 CO2는 이후 

별도의 압축공정을 거쳐 저장된 후 산업 및 농업용

으로 판매 중이다.

중국의 Huaneng group 또한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개발에 많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

다. 특히 2009년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인 연간 

약 120,000톤 규모의 CO2 포집이 가능한 파일럿 플

랜트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전 중에 있다(위치: 

Shanghai Shidongkou). 

2. 연구내용

본 국제 공동연구에서는 한전 전력연구원/한국중

부발전 및 Huaneng group이 각각 개발·운영 중인 

파일럿 규모 연소후 CO2 포집 플랜트를 활용하여, 양

사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CO2 흡수제 및 공정기술

에 대한 교차 성능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전 세

계 CCS 시장진입을 위한 Track record를 확보하고 개

발기술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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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참조].

CCS 연구 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처음 시도되

는 상호 교차 Test를 통해 한국의 한전 전력연구원에

서 개발한 CO2 흡수제(KoSol series)를 중국 Huaneng 

Shidongkou CO2 포집 plant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

인하고, 동시에 Huaneng CERI에서 개발된 흡수제

(HNC series)를 한국의 Boreyong CO2 포집 plant에 적

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포집 plant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포집기술

의 대폭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특화된 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한전 전력연구원: 반응

속도 향상을 위한 Reaction accelerator 개발, Huaneng 

CERI: 흡수제 내구성 향상 첨가제 개발) 개발도 동

시에 진행 중에 있다. 

파일럿 규모의 연소후 CO2 포집 plant를 활용한 

교차 Test 및 성능향상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한전 

전력연구원/한국중부발전 및 Huaneng CERI는 양국

에서 개발된 CO2 포집기술에 대한 SWOT 분석을 수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CO2 포집흡수제·공정

개발 및 공동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개

될 Global CCS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3. 향후 전망

2018년 현재 습식아민 기반의 연소후 CO2 포집 기

술은 이미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 연간 1백만톤 규모 

이상의 실증플랜트가 운영 중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입증이 된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

구개발 방향은 포집공정의 운영에 따르는 발전효율 

저하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운영비 및 건설비 

등의 투자비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CCS 시장에 대한 

풍부한 잠재력 및 비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과 연

소 후 CO2 포집 공정에 대한 우수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기술을 확보한 한국의 협력으로, CCS 기술 분

야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련 연구에 큰 파급 효

과를 가져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소후 습식 CO2 포집플랜트 개요

  -   한전 전력연구원 & 한국중부발전: Boryeong No. 

8 Power station, Korea, CO2 처리규모 연간 약 70

천톤 (2013년 준공)

  -   Huaneng: Shidongkou No.2 Power plant in 

Shanghai, China, CO2 처리규모 약 120천톤 

한전 전력연구원 CO2 포집 파일럿 플랜트
70,000tCO2/y(Boryeong, Korea)

Huaneng CO2 포집 파일럿 플랜트
120,000tCO2/y(Shanghai,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