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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기술적 방안중 하나

인 CO2 자원화 기술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규

모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CO2 자원화 기술은 연간 1

백만톤 이상의 대용량 CO2 처리가 가능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Capture & Storage)과 비교하여 

잠재 CO2 저감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CO2 저감과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CO2

를 활용한 고분자 생산, 메탄올 등 연료화, 미세조류

를 활용한 CO2 전환 등 다양한 기술적 방안이 제시

되고 있으며, 해당기술의 기술·경제성 분석을 통한 

타당성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1-4].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CO2 

자원화 기술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로 격상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현재까지 제시되는 CO2 자원

화 기술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로 격상되기 위

해서는 기술의 타당성 및 경제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종래기술과 비교한 CO2 감축량이 확인되어야 하지

만, 실제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사업화 모델의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인 CO2를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고부가 물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부

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이 경우 공정상에서 

활용되는 CO2 양보다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CO2의 총

량(석탄 등의 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CO2 발생량)이 

증가하는 사례가 상당수이다[4]. 또한 기술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CO2 전환공정에 필요한 투자비용 등을 

고려시 동일 제품 생산을 위한 기존 공정대비 우수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에서 CO2 

광물화(mineralization) 기반의 CO2 자원화 기술은 

CO2 활용량 및 경제성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이 있

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 국제 CCS 연구소

(Global CCS Institute)는 다양한 CO2 자원화 기술에 

대한 전주기 분석(Life Cycle Analysis)을 통해 CO2 광

물화 기술이 타 기술대비 CO2 감축효과가 가장 크다

는 점을 제시한바 있다[5]. 이는 CO2 광물화 기술기

반의 상업플랜트가 이미 상업 운전 중에 있다는 점

에서[6-7] GCCSI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관련하여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13년

부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CO2 

저감을 위해 CO2 광물화 기반의 CO2 자원화 기술

을 개발 중에 있다. 이에 본 기고문을 통해 한전 전

력연구원에서 개발한 CO2 자원화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체에 적용이 유망한 CO2 자원화 기술에 대한 

Biz. 모델 제안과 기술사업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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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연구원 CO2 자원화 기술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CO2 자원화 기술

에는 CO2를 활용한 광물생산(중탄산소다 및 탄산칼

슘 등)과 연료생산(메탄) 연구 등이 있다. 이중 CO2 

활용 중탄산소다 생산기술은 염수 전기분해 공정

(Brine electrolysis or Chlor-alkali process)과 CO2 탄산

화 공정(CO2 carbonation process)이 연계된 기술로서 

개략적인 공정 개요도는 그림 1과 같다. 

제시된 바와 같이 본 공정에서는 분리막 기반의 

전해셀에서 염수(소금물) 전기분해를 통해 가성소다

(NaOH)와 고순도 수소(H2) 및 염소(Cl2) 가스가 생산

되는데 이중 수소와 염소는 저장 후 별도 활용되고 

가성소다는 CO2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CO2와의 탄산

화 반응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중탄산소다를 생산

한다. 본 공정에서는 특히 종래 CO2 자원화 기술과

는 달리 별도의 CO2 포집공정 없이 저농도의 CO2를 

탄산화 반응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플랜트 투자비 및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핵심 기술은 저농도 CO2 조

건하에서 CO2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는 고효율 탄산화 반응공정 설계기술을 들 수 있으

며 또한 염수 전기분해공정의 전력사용량을 대폭 줄

일 수 있는 전해셀 설계, 고이온 전도성 분리막 제조 

및 고내구성 전극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력연구원에서는 

Lab → Bench 규모 테스트 → 파일럿 플랜트로 이어

지는 순차적인 격상연구를 통해 신뢰도 높은 탄산화 

반응공정 개발 및 격상기술을 확보하였고, 국내 연

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에너지형 염수 전기

분해 공정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

를 바탕으로 현재 일일 200 kg의 CO2 전환이 가능한 

이동형 CO2 자원화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향후 

기술사업화를 위한 핵심 설계자료를 확보 중이다. 

(그림 2 참조)

상기 요소공정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염수 전기분해 공정(Brine electrolysis or 

Chlor-alkali process)

본 CO2 자원화 기술의 핵심 공정인 염수 전기분

해 공정은 국내에서 1960년대에 이미 상업운전이 

이루어진 기술로서 현재는 Asahi Kasei Chemicals 

Corporation, ThyssenKrupp Electrolysis, INEOS 등에

그림 1. 전력연구원 개발 CO2 자원화기술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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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기분해 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에

서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및 백광산업 등에서 상업 

플랜트를 운영 중이다. 한국 클로르알칼리 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 생산량 규모가 연간 약 200

만톤에 해당 되므로[8] 우리나라 기초화학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염수 전기분해 공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플랜트 운영을 위한 전력 사용량으로, 유럽

의 Chlor-alkali 산업 보고서(2016)에 따르면 전체 플

랜트 운영비용의 50% 이상을 전력 비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따라서 염수 전기분해 공

정에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전체 플랜트 운영

비 저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며 본 CO2 자원화 

기술의 경제성 향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염수 전기분해공정 개발과 관련된 공개된 연

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며 국내에서는 한전 전력연구

원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관련하여 한전 전력연구원

에서 개발한 저에너지형 염수 전기분해 공정의 주요 

내용 및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제로갭(Zero gap) 염수 전기분해 시스템 개발

한전 전력연구원의 염수 전기분해 공정은 제로갭

(Zero gap) 전기분해셀을 특징으로 한다. 제로갭 전기

분해셀은 분리막 기반의 전기분해 시스템에서 전극

과 분리막의 간극 최소화를 통해 저항을 최소화함으

로써 이온 전도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

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제로갭 전기분

해셀 개발을 위해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다공성 전

극개발 및 유로 설계기술 등을 확보하고 실험실 규

모 단일셀 성능시험 및 파일럿 규모 10 cell(셀면적: 

100 cm2) stack 조건 하에서 성능을 구현함으로써 기

CO2 탄산화 공정개발 및 설계 염수 전기분해공정 개발



플랜트 설계 및 격상

·탄산화 공정 설계 및 최적화
·Lab - Bench 규모 성능시험
·반응기 설계 툴 개발

·제로갭 전기분해시스템 개발
·저에너지형 양이온 분리막 개발
·고효율 전극개발 및 대면적화

·파일럿급 CO2 자원화공정 설계
·실증플랜트 격상설계
·기술·경제성·환경성 전주기 평가

그림 2. 전력연구원 CO2 자원화 핵심보유 기술.

표 1. 전력연구원 Zero gap 전기분해 시스템 구성

염수 전기분해 시스템

비고 기존 시스템 전력연구원 개발 전기분해 시스템

공정
특징

· 특징: 전극 & 분리막 간극존재 
 ▶ 저항 大

· Zero gap 전기분해 시스템(100 cm2)
▶ 전극 - 분리막 간극 최소화(zero gap)로 저항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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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종래 전기분해셀과 비교

한 전력연구원 제로갭 염수 전기분해 시스템의 특징

은 표 1과 같다.

2) 저에너지형 염수 전기분해용 분리막 개발

제로갭 염수 전기분해 시스템과 함께 한전 전력연

구원은 염수 전기분해 시스템에서의 전력 사용량 저

감을 위한 저에너지형 양이온 분리막을 개발하였다. 

상용 염수전기 분해용 분리막의 요구조건으로는 고

이온 전도 특성, 강산·강염 조건에서의 내구성 유지, 

수소 및 염소 가스에 대한 우수한 barrier 특성, 기계적 

강도 및 열적 안정성 등이 핵심사항으로, 현재 대표

적인 상용막으로는 DuPont社의 Nafion, Asashi Kasei

의 Aciplex 및 Asahi Glass의 Flemion 등 불소기반의 

양이온 막을 들 수 있다. 본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한

전 전력연구원은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불소기반의 

양이온 분리막을 개발하고 파일럿 시스템에서의 성

능시험을 통해 동일 운전조건 하에서 상용막 대비 약 

8%의 전력 사용량 저감을 확인하였다.

3) 고효율 염수전기분해 전극개발

한전 전력연구원은 제로갭 전기분해 시스템 개

발과 관련하여 고효율 염수전기분해 전극을 강원대

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기존의 염수 전기분

해 전극 기술개발과 관련,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불용성 전극) 전극의 염소생성 효율을 높이

표 2. 염수 전기분해용 상용막 및 전력연구원 개발막 비교 

염수 전기분해용 양이온 분리막 

상
용
·
개
발
  
분
리
막
  
비
교

염수전기분해용 상용막 전력연구원 개발막

· 막 재질 : 불소계 양이온 분리막
· 전력 사용량: 상용막 대비 약 8% 저감
   ▶(상용막 적용) 2.5 MWh/tonCl2
   ▶(신규 개발막 적용) 2.3 MWh/tonCl2
· 장기 내구성특성 : 테스트 진행 중

 개발막 사진 TEM 분석

표 3. 염수전기분해 분리막 적용에 따른 성능시험 비교

염수 전기분해용 전극

상
용
·
개
발
 
전
극
  
비
교

상용 전극 전력연구원 개발전극

· DSA 전극 · 전기전착법 기반 전극 대면화 기술확보

DSA 전극(열분해법) 전극 표면 SEM 분석 개발전극(전기 전착법) 전극 표면 SE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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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나노 크기 산화물질·복
합 활물질을 활용한 제조 등을 통해 고효율 염소 생

성용 DSA 전극개발이 진행 중이나 대부분 플레이트 

형태 전극기반의 연구로서 전극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력연구원과 강원대학교는 다공성 형

태를 유지하는 불용성 전극기술을 개발하여 전기분

해셀 내에서 접촉면적을 극대화하였으며 산업적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전착법 기반의 전극 대면화 

기술을 확보하였다.

4) 염수 전기분해 시스템 구축

상기 핵심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한전 전력연구

원 내에 파일럿급 염수 전기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CO2 탄산화 공정과의 연계성능 시험을 진행 중에 있

다. 염수 전기분해 파일럿 시스템은 전기분해 셀과 

함께 전기분해 셀 온도제어 장치(상온∼90℃), 반응

물 공급 시스템, 염소 처리 장치 및 가성소다 실시간 

농도측정 장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일 조건하에

서 자체 개발한 양이온 분리막 및 고효율 전극의 성

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전기분해셀 

2 unit을 병렬 구성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의 효율성

을 향상시켰다.

2.   고효율 CO2 탄산화 공정(CO2 Carbonation 

process)

CO2 자원화 공정 중 CO2 탄산화 공정은 배가스 

중의 CO2와 염수 전기분해공정에서 생산된 가성소

다(NaOH)간 화학 반응으로 중탄산소다(NaHCO3)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아래의 반응식에 따라 진행된다. 

두 반응 모두 발열반응이며 깁스 자유에너지가 음의 

값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다[10].

Carbonation reaction

2NaOH+CO2(g) → Na2CO3(aq)+ H2O(l) (1)

Bi-carbonation reaction

Na2CO3(aq) + H2O(l) + CO2(g) → 2NaHCO3(aq) (2)

Overall reaction

2NaOH(aq) + CO2(g) → 2NaHCO3(aq) (3)

상기 반응식에서 탄산화 반응은 CO2의 용해로 

carbonic acid(H2CO3) 형성 → carbonic acid가 수소이

온을 잃고 bicarbonate (HCO3
-) 형성 → bi-carbonate 

이온이 수소이온을 잃고 carbonate ion(CO3
2-)을 형성

하는 과정을 거친다.

중탄산소다 생산을 위한 bi-carbonation 반응에

서 반응평형 상수 및 반응 속도를 고려한 Bjerrum 

plot 분석을 통해 product(중탄산소다)의 순도를 95%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bi-carbonation 반응기의 

pH를 8.5 내지 9.5 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carbonation 반응에서는 mass transfer에 비해 반

응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bi-carbonation 반응에서

는 반응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서로 다른 반응 속도

를 고려한 최적의 반응기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전

력연구원에서는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bi-

carbonation 반응은 bubble column을 구성하여 상대

그림 3.   저에너지형 염수 전기분해 시스템 및 전기분해셀 조립장면 
(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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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느린 반응속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carbonation 반응은 packed column 형태의 반응기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CO2 탄산화 반응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해당 반응기를 통해서 CO2 전환율 90% 이

상, 생산된 중탄산소다 순도 99% 이상을 확보함으로

써 향후 기술사업화를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1) CO2 탄산화공정 파일럿 플랜트

상기 설계개념 및 벤치규모 성능시험 결과를 바

탕으로 10 kW급(CO2 처리용량 기준 200kg/day) CO2 

탄산화공정 파일럿 플랜트를 설계 제작하였다. 본 

설비는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되어서 이동이 용이하

며, 필요시에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주요 활용

처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주요 성

능지표는 그림 4에 나타나있다. 현재 전력연구원에

서 본 설비에 대한 기본 성능시험을 마친 상태이며, 

연속운전과 변수운전을 통해 최적화 연구를 진행 중

이다.

2)   CO2 자원화 기술·경제성·환경성 분석 및 사업화 

모델 제안

전력연구원에서는 앞서 개발된 CO2 자원화 기술

을 바탕으로 상용급 CO2 자원화 공정의 기술·경제

성·환경성(온실가스 발생량 중심)을 분석하고(그림 

CO2 탄산화공정 파일럿 플랜트 주요 Spec.
·CO2 처리량: 200kg/일 (중탄산소다 생산량: 320 kg/일)
·CO2 농도: 9% ∼ 15% (CO2 Source: LNG 연소 등)
·특징: 이동형 설비(2∼3일내 분해 및 이동 가능)

그림 4. 고효율 CO2 탄산화 파일럿 플랜트(전력연구원).

그림 5. 지속 가능한 CO2 자원화 기술개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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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Biz. 모델을 개발

하였다. 관련하여 국내 산업체에 적용이 유망한 2개 

CO2 자원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시장분석

CO2 자원화 기술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앞서 제품의 활용 및 시장규모 분석은 CO2 자원화 플

랜트의 설계용량 산정 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화 확

대를 통한 수익향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다. 관련하여 본 CO2 자원화 기술의 주요 생산품인 

중탄산소다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7.5

만톤 수준이며 매년 1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

다(전세계 생산량 약 660만톤/년, 2017년 기준). 현재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중국 등지에서 전량수입 중에 

있으며 수입규모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연

평균 14% 이상 증가) 향후 수요가 매우 큰 항목이라

고 할 수 있다. 주요 활용처로는 세제 및 식품첨가제 

외에 산성가스 제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제

철소 배기가스 중 SOx(황산화물) 제거 및 바이오매

스/폐기물 발전소 배기가스 중 HCl(염화수소) 제거

용으로 연간 12만톤 이상이 활용되고 있다.

2) 비즈니스 모델 제안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다음의 Biz. 모델을 발굴하고 

각각에 대한 기술·경제성·환경성을 분석하였다.

①   BM 1: 저에너지형 염수 전기분해 공정연계 CO2 

자원화 기술

염수 전기분해공정과 연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및 시멘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CO2를 활용

한 CO2 자원화 기술사업화가 가능하다. BM 1의 간

략화된 공정도는 그림 6과 같다. 연간 5,000톤 규모

의 중탄산소다 생산이 가능한 플랜트를 대상으로 수

행된 타당성 분석결과 동일한 제품(중탄산소다) 생

산을 위한 종래기술(Solvay 공정)이 중탄산소다 생산 

톤당 약 2.74톤의 CO2가 배출된 반면, 본 CO2 자원화 

기술은 약 0.65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공정대비 약 2.09톤의 CO2 저감이 예상되었다. 또한 

기술의 사업성 분석결과 B/C(Benefit/cost) ratio 1.12, 

IRR(Internal rate of return) 10.4%로 기술의 사업성 측

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 또

한 본 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위해 현재 염수 전기분

해 플랜트를 가동 중인 업체에서 기존의 설비를 활

용하여 일부의 가성소다를 생산 후 인근의 CO2 배출

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BM 2:. CO2 탄산화 공정 기반 중탄산소다 생산

상기 염수 전기분해 공정연계 중탄산소다 등의 

생산기술과 함께 외부로부터 탄산소다를 공급받아 

이를 배가스 중의 CO2와 반응시켜 중탄산소다를 생

산하는 방안도 CO2 저감과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상기 반응식 (2)에 따르

1. BM 1 Process scheme 2. CO2 자원화 실증플랜트 개념도

그림 6. Biz. Model 1 : Zero-Gap 염수 전기분해 공정 연계 CO2 자원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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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bi-carbonation 반응을 통해 1몰의 탄산소다를 원

료로 2 몰의 중탄산소다가 생산된다. 이는 무게를 기

준으로 환산시 1톤의 탄산소다와 0.4톤의 CO2 활용

을 통해 1.6톤의 중탄산소다 생산이 가능함을 의미

한다. 특히 본 BM 2 모델은 BM 1과 비교하여 공정

이 단순하고 낮은 투자비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조기 사업화 기술로서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공정의 개요도 및 연간 약 3만톤 규

모 중탄산소다 생산 실증플랜트 개념도는 그림 7과 

같다. 연간 약 3만톤 규모의 중탄산소다 생산을 통해 

약 9천톤의 CO2 활용이 가능하며 중탄산소다 판매를 

통해 연간 약 15억 이상의 순이익 확보가 기대된다.

결론

국내외로 다양한 CO2 자원화 기술개발이 진행되

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로 

격상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 전

력연구원에서 개발한 CO2 자원화 기술은 기술의 타

당성,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량 측면에서 산업적

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술이다.

해당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효과로서 첫째, 중탄

산소다 등의 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수입대체 및 국

내 기간 산업체에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둘째, 발

전소, 제철소 및 시멘트 생상공장에서 배출되는 배

가스 중의 CO2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셋째, 실증 플랜트 구축/운영에 따

르는 생산·판매 인력 신규채용으로 신규 일자리 창

출이 기대된다. 이에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국내 

발전사, 제철소 및 시멘트 생산업체 등과 함께 해당 

CO2 자원화 기술의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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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 2 Process scheme       2. CO2 자원화 실증플랜트 개념도

그림7. Biz. Model 2 : CO2 탄산화공정 기반 중탄산소다 생산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