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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장기술(CCS)  포집기술에 집 하여  세계 기술개발의 황에 하여 

자세히 기술하 다. 이산화탄소포집기술은 연소후 포집, 연소  포집, 순산소연소 포집으로 구분된다. 연소후 포집기술

에서는 습식아민기술, 암모니아기술, 건식흡수기술, 분리막기술의 기술 개발 황과 일럿  공정에서의 기술 성능 

황 심으로 기술하 다. 연소  포집기술에서는 물리흡수기술, 고체흡수제, 연소 분리막 기술의 최근 기술개발 동향

을 정리하 다. 순산소 포집에서는 CO2 재순환 순산소 연소의 최신 동향과 매체순환연소의 기술개발 동향을 논하 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개발과 병행하여 국제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장(CCS) 시범화 

사업들을 국제 력기구 심으로 묘사하 다. 

Keywords: carbon capture & storage, CCS, CO2 Capture, post-combustion, pre-combustion, oxy-fuel combustion

1. 서  론1)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발생에 따라 

기후변화 응이 국제  국내의 최우선 의제

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술개발을 통

해 자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확보

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  세계시장 선 의 

노력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응하는 기술  방안으로는 첫

째, 에 지효율 향상, 둘째, 원자력, 재생에

지 같은 탄소 연료로의 체, 셋째, 이산화

탄소포집 장 기술이 있다. 어떤 한 가지 기술

방안만 가지고는 기 이산화탄소 농도 안정

화에 필요한 배출감소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감축할 온실가스의 많은 양 때문에 여러 

기술  방안을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장기술의 기본 인 개념

자(E-mail: ckyi@kier.re.kr)

은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포집(Capture)하여 

이를 기로 방출시키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

인 격리(Sequestration) 는 장(Storage)하

는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로 명명하고 있

다. CCS는 화석연료를 지속 으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일련의 방법 

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산화탄 소포집 장기

술은 총 감축비용을 이고, 온실가스배출 

감을 달성하는 데에 다양성을 증 시켜 주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IEA의 에 지기술 망

(ETP 2008)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회수 장

(CCS)기술은 체 감할 양  19%를 감당

하게 될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23]. 

  이산화탄소 회수 장은 규모 고정배출원

에 활용되어 질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규모 

고정배출원은 규모 발 소들, 주요 이산화탄

소 배출 산업체, 천연가스생산, 합성연료 랜

트들을 포함한다.  세계 으로 연간 1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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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의 종류.

CO2 이상을 배출하는 배출원의 수는 7900여 

개이며, 135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

다. 이는 세계 1년 배출량 244억톤 CO2의 

55%를 차지하고 향후 이산화탄소포집 장 기

술이 용되면 이러한 형 배출원부터 용

될 것임을 측할 수 있다[1]. 회수 장 시스

템을 갖춘 발 소는 CCS 설비가 없는 동 출

력의 발 소보다 약 10∼40%의 에 지를 더 

필요로 하며, 이  부분은 이산화탄소 회수

와 압축에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장  포

집기술에 집 하여  세계 으로 기술 개발

의 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분석하 다.

2. 포집기술 현황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은 3가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 연소후(post-combustion), 연소

(pre-combustion), 그리고 순산소연소(연소 , 

oxyfuel combustion)이다. Figure 1은 세 종류

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의 개요를 보여 다[1]. 

  연소후 포집(post-combustion capture)은 기

존 발 소에서 발생하는 배가스의 일부에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데 사용한다. 연소  포

집(pre-combustion capture)에 필요한 기술은 

비료생산과 수소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록 연소 의 기 연료 환과정(  석탄가

스화)이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지만, 가스

기류 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압력이 높기 때

문에 분리는 더 쉽다. 순산소 연소(oxyfuel 

combustion 는 oxygen-fired combustion)는 

일럿 랜트 규모로 실증되는 시범화 단계

에 있으며 공기 신 고 순도 산소를 사용한다. 

그 결과 가스기류, 즉 배가스 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산화탄소 분리는 더 쉬

워지지만, 공기로부터 산소를 분리하는 데에 

더 많은 에 지소모를 래한다.

2.1. 연소후 포집기술 황

  2.1.1. 습식아민기술

  아민용액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물에 용

해되는 화합물을 만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O2의 분압이 낮은 경우에도 흡수를 할 수 있

으나 포집능력은 평형에 의해 한계를 갖게 된

다. 아민 습식흡수법은 비료나 화학공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석탄화력발 소에

서 CO2를 회수하는데 사용하기 해서는 상당

한 비용과 효율에 있어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응을 한 기술  방안으로 

이의 개선을 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민은 1차, 2차, 3차 아민으로 구성되며 흡수

능이 좋은 아민은 재생이 힘든 각각의 장단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민 흡수제를 

합성 는 혼합하느냐에 따라 체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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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아민 개발과 더불어 

첨가제가 시스템 성능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공정 설계의 변경이 장치비와 에 지 효

율 향상에 향을 미치게 된다.

  연소후 이산화탄소 포집회수 기술 향상을 

하여 여러 공정개발자들이 기술선 을 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미츠비시

공업(MHI), 미국의 Flour사, Cansolv Tech-

nologies사, 덴마크의 Dong Energy사, 캐나다

의 Regina , 한국의 력연구원 등이 노력을 

하고 있다. 미쓰비시 공업(MHI)는 Kansai 

력사(KEPCO)와 함께 습식아민법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개선하고 있다. 기존 기

술은 가스연소로의 CO2 포집에 이용되었으며, 

석탄발 으로부터의 배가스는 1,750 Nm3/h

(약 10톤 CO2/일 ) 용량이 처음으로 실험되

고 있다. 2007, 2008년 동안 약 5000 h의 실험

이 이루어졌다[4]. 연소배가스 의 이산화탄

소 농도는 14.1%, KS-1 흡수제를 사용하여 

90% 정도의 CO2를 포집하고, 재생에 사용하

는 에 지를 730∼820 kcal/kgCO2로 다. 

황화합물의 약 을 극복하기 하여 별도의 2

차 탈황장치를 사용하여 배가스 의 SOx 농

도를 0.1 ppm 수 으로 유지한 후 CO2 공정

을 연계하 다. MHI의 강 은 간규모의 상

업화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비료공

장, 화학공장에 용하여 가스발 의 배가스로

부터 CO2 생산을 하여 말 이시아, 일본, 인

도의 2군데에서 상업화 조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340∼450 톤/일  장치가 아부다비, 

인도, 바 인, 키스탄에서 용 건설할 계획

을 갖고 있다. Flour사의 Econamine FG Plus 

공정도 천연가스발  배가스이기는 하지만 미

국 매사 세츠 Bellingham에 350톤 CO2/일 용

량의 공정이 95% 운용성을 보여 주었다. Table 

1은 GHGT-9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던 표

인 습식아민기술의 성능 비교  황이다. 

  Cansolv Technologies사는 CO2 포집 공정을 

SO2, NOx, 수은 등의 오염믈질을 제거하는 공

정을 통합하여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DC103 3차아민 흡수제를 개발하여 0.5 mole 

CO2/mole of amine per cycle의 높은 흡수능

과 화학  안정성, 빠른 물질 달을 보여 주었

다[22]. 한국의 에 지기술연구원도 CO2/SO2/ 

NOx 동시제거 습식흡수기술을 2007년부터 개

발 에 있다.  

  미국의 Univ. of Texas Austin은 습식 

K2CO3 시스템을 개발 이다. 습식 K2CO3를 

piperazine을 가지고(5몰 K; 2.5몰 PZ) 증진

시켜 MEA보다 흡수속도를 10∼30% 증진시

켰고, 산소가 덜 용해되도록 하여 산화에 의한 

성능 하를 방지하나 piperazine이 MEA보다 

비싸 경제 인 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높은 흡수능으로 에 지소비가 약 5% 일 

수 있었다.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충진물 개선 

 다단 압력 stripping에 의해 에 지를 5∼

15% 정도 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8].  

  2.1.2. 암모니아기술

  암모니아를 기본 물질로 한 습식포집기술은 

아민법과 비슷하다. 암모니아와 그의 간생성

물인 암모니움카보네이트가 CO2, H2O와 반응

하여 암모니움 바이카보네이트를 만든다. 이 

반응의 반응열은 아민 시스템보다 훨씬 작다. 

암모니아 시스템이 갖는  다른 장 은 높은 

CO2 흡수능, 흡수/재생시 성능 하가 고, 배

가스의 산소에 항이 강하며, 용액가격이 싸

고, 고압에서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SOx, NOx와 반응하여 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 

단 은 MEA에 비교하여 높은 휘발성이다. 

그러므로 배가스는 휘발을 이고 CO2 흡수성

을 증가시키기 하여 15∼27 ℃ 정도로 냉각

시켜야 한다. 부가 으로 흡수보다 높은 온도

인 재생동안의 휘발을 이기 한 공정개선

이 기술개발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선두주자는 Alstom사와 

Powerspan사이다. Alstom사는 냉각 암모니아 

공정을 개발 에 있다. 7500 Nm
3
/h (35톤

CO2/일) 규모의 공정을 완공하고 2008년 말에 

시운 을 시작하 다[9]. 이 공정에서 빙 근



Table 1. 표 인 습식아민 포집기술의 성능비교  황

국  가 일  본 덴마크 캐나다 호  주 한  국

기  는 업체
MHI, 

Kansai 력
Dong Energy Univ. of Regina CSIRO KEPRI, KIER

가스처리용량, 
Nm

3
/h

1750 5000 186 125 500

배가스 원
Matsushima 

발 소
Esbjerg 발 소

Loy Yang brown 
coal 발 소

서울화력 
천연가스발

흡수탑 크기, m 직경1.1x (4.25+3) 직경 0.32x 10

연속운 , h 약 5000
1000 h x 

4회(2006-07년)

배가스  CO2

농도, %
4, 8 9.38

CO2 회수율, % 90
80∼95

(평균 88%)
90 85

CO2 회수량,
톤/일

9.5 24 0.24, 0.56 2.5∼12

CO2 
capture/Solvent 
circulation rate

0.05∼0.057 
kgCO2/kgsolvent 

0.037

사용 흡수액 KS-1
30% MEA
CASTOR 1
CASTOR 2

5 molar MEA
RS-1

30% MEA Kosol1

흡수탑온도, ℃ 60 40∼60

재생탑온도, ℃ 120
121 at

13∼14 psig
113∼117 at
1.68 bar

CO2 회수순도, % 99.9 99

재생에 지소비
kcal/kg CO2

730∼820 
905 (CASTOR1)
857 (CASTOR2)

717∼1024 (MEA)
680∼873 (RS-1)

< 950 780

스 조건
2.5톤/h at
2.5 barg 

1.43∼2.03 
톤/톤CO2 (MEA)

1.35∼1.74톤/
톤CO2 (RS-1)

SOx 향, ppm

2차 탈황장치 
사용, 배가스 
SOx농도 0.1 
ppm 유지 

평균 6 ppm에서
SO2의 40%~85% 

축
MEA 손실의 10% 

200∼600
(black coal)
100∼300

(brown coal)

NOx 향
주입량의 1∼3% 

흡수
<10 ppm

MEA 손실의 60%
300∼700 (black)
100∼200 (brown)

Solvent loss
정량치 제시 

안함

Heat stable salt 
0.19 kg/tCO2

(MEA), 0.05 kg/ 
tCO2

(CASTOR2).
1.4 kg/tCO2 MEA 

make-up

개발 기간 1990년부터 2004∼2008 2008년 start-up

특이사항
비료공장, 
화학공장에 
spin-off

CASTOR 로젝트
탈황탈질설비 없음. 
높은 회재분, 높은 
수분, alkaline 회재

참고문헌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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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표 인 암모니아 기술의 성능비교  황

국  가 미  국 미  국 덴마크

기  는 업체
Alstom, EPRI,
We Energies

Powerspan
NETL

Dong Energy, TUD

가스처리용량, Nm3/h 7500
5000 (1 MWe)

33 (lab)

배가스 원
We Energies Pleasant 

Prairie 발 소
FirstEnergy Burger Plant

배가스에 CO2 농도, % 9.8∼12.3

CO2 회수율, % 57∼85

CO2 회수량, 톤/일 35 20

CO2 capture/Solvent 
circulation rate

0.03 kgCO2/kgsolvent
0.25∼0.67 moleCO2/mole 

NH3

L/G 50∼65 gpm/kacfm

사용 흡수액
Ammonia 50% in ionic 

solution (cabonate, 
bicabonate ions)

28% ammonia

흡수탑온도, ℃ < 20 ℃

재생탑온도, ℃ > 80 ℃

재생에 지소비
kcal/kg CO2

273[계산]

SOx 향, ppm 3.3∼9.4 ECO 사용

NOx 향 28∼54

Ammonia Slip, ppm 100∼2000 ppmv 5 ppm 미만 목표

개발 기간 
2007년 벤치, 

일럿 2008년 4월 완공
2004

2008/11 일럿완공

특이사항 Chilled Ammonia Process 2012년에 125 MW 계획

참고문헌 [9] [10]

처인 0∼10 ℃에서 운 되기 때문에 배가스를 

냉각수를 사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한

다. 기술 인 어려움은 배가스 냉각과 흡수탑 

조업온도를 10 ℃ 미만으로 유지시키는 것, 암

모니아 출의 감소, 90% 제거율 달성, 열교

환기에서의 울링과, 포화용액을 사용함에 의

한 장치 내에 암모니움 바이카보네이트의 침

 등이다. Table 2은 재 기술개발 인 

표 인 암모니아 기술의 성능비교  황을 

보여 다. 

  습식아민기술의 표 회사인 Flour사는 암

모니아공정의 가장 큰 장 인 작은 재생에

지가 아민법에 비해서 오히려 크다는 주장을 

하여 심을 끌고 있다. 26% 암모니아수 공정

의 stripper에 에 지는 547 kcal/kgCO2이고,  

출된 NH3을 다시 잡기 한 에 지는 567 

kcal/kgCO2로 체는 1114 kcal/kgCO2로 이

는 아민법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냉

각암모니아 공정의 큰 장 의 하나로 압축된 

CO2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냉각부하와 압

축을 한 에 지를 비교하 을 때 냉각부하

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1].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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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쟁은 일럿 이상 규모 공정의 장기 

연속실험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여 향후 입증

되어 질 것이다. 

  2.1.3. 건식흡수기술

  기존의 습식용액 신에 고체입자를 사용하

여 CO2와 반응하여 안정된 화합물로 변하고, 

다른 조건에서 CO2를 배출하고 원래의 화합물

로 재생된다. 알칼리 속, 알칼리 토 속, 건식 

아민 등의 다양한 건식재생용 흡수제가 개발

되고 있다.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부식문제가 

으며, 재생공정에서의 높은 에 지 소모의 

문제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

으며 상업  기술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

만, 포집비용을 일 수 있는 신기술로 인식

되고 있다. 

  1990년  후반부터 RTI (Research Triangle 

Institute)는 건식흡수제로 연소배가스의 CO2

를 포집하여 CO2 포집 장의 가장 큰 장벽인 

비용을 폭 낮추는 비젼을 갖고 연구를 시작

하 다. 건식이며, 재생가능하며, 지지체를 갖

는 값싼 탄산나트륨(소다회)을 사용하 다. 이

것이 CO2, H2O와 반응하여 탄산나트륨(

조)을 생성한다. 다른 반응기에서 온도를 올려 

원래의 상태로 재생하며 순수한 CO2/H2O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물을 응축시키면 CO2

는 상업  용도 는 장을 할 수 있는 상태

가 된다. 이 흡수제는 Sud Chemie 매회사

에서 생산이 되고 실험실규모 장치에서 90%

의 제거율을 달성하 다[13]. 미국의 NETL, 

이태리(Eni Technologie S.P.A.)에서는 재생

온도를 낮추는 흡수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

면 이 큰 물질에 아민기를 고정화 시켜 CO2

와 흡수제사이의 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이것의 장 은 로세스의 에 지효율을 증진

시켰다는 것이다[12]. 미국의 DOE (에 지

부)는 약 10여 년 동안 고체흡수제 소재개발

에 집  지원하다가 2008년에 3개의 신규과제

를 지원하 다. ADA-ES사, SRI International

사, TDA Research Inc. 등이다. 이는 RTI, 

NETL, 학 등을 통한 고체흡수제의 개발이 

어느 정도 수 이 도달하 다고 단하고 공

정개발  scale-up 일럿 공정에 투자를 증

가시키고 있다.  

  한국도 2002년부터 교과부 이산화탄소 론

티어 사업단의 지원으로 2002년부터 건식흡수

기술개발이 시작되었다. 력연구원에서는 고

체흡수제개발을 담당하 다[15,16]. 에 지기

술연구원에서는 유동층공정을 개발하여 미국

보다 먼  석탄배가스 연계 건식흡수제 이용 

CO2 회수공정 50시간 연속운 을 달성하 다

[14]. CO2 제거율 평균 85%를 달성하고 재생

율을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개발된 

건식흡수제는 분무건조법을 이용하여 성형한 

구형의 입자로 상용 매보다 내마모성이 우수

하여 연속운 에도 마모 상이 없었다. 석탄배

가스를 직  연계하여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

물, 분진 등의 향을 찰하 으나 실험시간 

동안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 졌다.   

  Penn State Univ.[17]에서는 zeolite의 일종

인 고비표면  MCM-41에 고분자 아민인 PEI

를 담지시킨 molecular basket 흡수제 연구를 

수행 에 있으며 그  MCM-41-PEI-50 흡

수제는 13.3 wt%의 CO2 흡수능을 보 다.

  2.1.4. 분리막기술

  CO2 막분리 기술은 형화가 가능하다면 장

치비와 운 비를 신 으로 일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재 막분리법의 안 문제는 

막분리 기술의 핵심인 막소재를 비용으로 

확보할 수 없으며 실용화 가능 역의 분리성

능을 갖는 막소재가 없다는 에 있다. 따라서 

각국은 이산화탄소 회수용 막소재에 한 장

기 인 연구 개발 진행 이다. 비용 막 소

재 확보가 어려운 것은 이산화탄소 회수 시의 

열 , 화학 , 기계  조건이 매우 혹독하며, 

한 량 이산화탄소 회수를 해서는 우수

한 분리성능(선택도, 투과도)을 가지며 결함이 

없는 면  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2]. 

  이산화탄소 회수용 막분리 기술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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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 가능할 정도의 분리 성능(투과도 1× 

10
-6
 mol/m

2
secPa, 선택도> 50, 막길이> 100 

cm, 작동온도 상온 ∼800 ℃)을 갖는 막소재

를 비용으로 제조하는 막소재 기술 확보라

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부분의 연구는 폴

리머와 세공형 무기막에 하여 집 되어 왔

으며 폴리머 막(PDMS, PA, PTMSP, PI, 

PC, PS, CA 등)의 경우, 내열성과 내화학성 

확보에 큰 진 을 보았으며 선택도 100의 값

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폴리이미드 소재가 다

른 유리상 고분자에 비해 높은 기체 투과도와 

선택도를 가기도 있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으며, 높은 열 , 화학  안정성 뿐만 아니라 

기계  강도 한 우수하다. 한양 에서는 폴

리이미드의 기체 투과 특성을 높이기 해 구

조 인 개질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분리막을 

개발하 다[18,19].

  세공형 무기막(제올라이트, 알루미나, 실리

카, 탄소)의 경우, 분리 성능 확보에 많은 진

이 이루어져 선택도 50, 투과도 10
-6
 mol/ 

m2secPa의 분리 성능을 갖는 소재가 보고 되

고 있다. 그러나 세공형 무기막의 경우는 소재

와 계없이 온도 증가 시에 격한 선택도 

감소가 발생되며 면  막 제조가 어렵다는 

단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폴리머 막

의 경우 투과도 증진 연구, 세공형 무기막의 

경우 선택도 증진  면 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치 형 무기막에 한 연

구 보고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2]. 

2.2. 연소  포집기술

  합성가스로부터 CO2를 회수하는 것은 형

 배가스에서 회수하는 방법과 다르다. 연소

 CO2 회수는 가스화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가스화기에서 연료를 산소( 는 공기)와 수증

기와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생산한다(IGCC). 

따라서 연료가스는 상당히 환원성이 강한 H2, 

CO와 CO2 등을 포함한 혼합가스인 반면, 배

가스는 산화 가스분 기이다.  IGCC의 합성

가스는 고압이며, 화력발 의 배가스는 상압 

수 이다. 온도범 는 배가스처럼 범 하다. 

연료가스에 있는 CO는 필요에 따라 CO2로 

환시켜 수소와 CO2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

다. 이후 CO2를 분리하고 수소만 가스복합발

, 연료 지, 는 chemical 원료로 사용한다. 

이런 시스템의 장 은 고압의 고농도 CO2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할 가스부피가 고, 따

라서 회수장비의 규모가 작아 투자비도 어 

든다. 

  2.2.1. 물리흡수법

  연소  CO2 회수는 연소후 배가스의 CO2 

회수기술과 아주 다를 수 있다. IGCC 시스템

은 주로 고압에서 운 되고, CO2의 분압이 상

으로 높기 때문에 물리흡수법만으로도 충

분히 CO2를 포집하고 단순히 감압으로만 CO2

를 방출할 수 있어 재생을 한 많은 열소모

를 피하면서 CO2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시 용매의 감온과 재생시 용매의 감압 

한 에 지소모를 유발한다. 

  상업 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리  흡수법은 

Rectisol (methanol), Selexol (dimethyl ether 

of polyethylene glycol), Purisol, Flour Solvent

가 있으며, 물리/화학 혼합법으로 Sulfinol과 

Amisol 등이 있다. 주로 IGCC의 H2S 제거가 

사용되어 졌다[2,22]. Table 3은 표 인 상업

용 연소  이산화탄소 물리흡수법을 보여 다. 

특히 Rectisol은 100기 이상, Selexol은 55기 이

상, Sulfinol은 200기 이상이 화학회사의 H2S 제

거용도로 매되어 졌다. 최근에 CO2 연소  포

집이 이슈화되면서 이러한 물리흡수법들의 CO2 

포집으로 이용을 한 방향 환이 모색되고 

있다. 기술 으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

으로 사료되며, 합성가스  H2S에 비해 높은 

CO2 농도 포집을 한 장치의 형화 설계  

높은 포집 비용 문제, 재생에 지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개선방향이 되고 있다.      

  2.2.2. 고체흡수제

  미국의 RTI는 고온에서 CO2를 흡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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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연소  이산화탄소 물리흡수법

공정이름 Rectisol Selexol Purisol Flour Solvent Sulfinol Amisol

분류 물리흡수법 물리/화학 혼합법

흡수제 Methanol

Di-methyl ether 
of polyethylene 

glycol 
(DMPEG)

N-methyl-2-
pyrrolidone 
(NMP)

Propylene 
carbonate

(DIPA or 
MDEA, 물)과 
(DIPAM or 

diethanolamine)
혼합

메탄올, 
MEA, 
DEA

흡수온도(℃) -5～-75 -15～-6 -15～40 상온 이상 - 5～40

흡수압력(기압) 15～800 30～80 15～160 30～125 15～90 10 이상

정제가스  
CO2 농도

ppm 정도 ppm 정도 1000 ppm 이하 ppm 정도
50 ppm～

0.1%

CO2 흡수량 
(Nm3/m3)

270 34 32 44 50

재생방법
Flashing/
Stripping

Flashing/
Stripping

Flashing/
Stripping

Flashing/
Stripping

가열 재생

License
소유사

Lurgi GmbH 
& Linde

Norton Co. Lurgi GmbH Flour
Shell 

Development

기타

∘열, 화학  
안정
∘부식성, 발
포성이 음
∘흡수액 손실 
큼

∘화학 , 열
으로 안정
∘부식성과 발
포성이 음
∘고 탄화수소 
흡수량이 큼

∘H2S 흡수 양호
∘열 으로 안정
∘흡수액의 부식
성 음
∘고 탄화수소 

흡수

∘열 으로 안
정
∘흡수액의 부
식이 음
∘고 탄화수

소 흡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큼

∘흡수액의 발
포성과 부식
성이 음
∘고가의 흡수액

있는 Li4SiO4 혼합산화물을 연구개발 에 있

다. 이 고체 흡수제는 250∼550 ℃의 온도, 

CO2 농도가 2∼20%에서 효과 인 흡수제로 

H2S가 있는 조건에서도 성능을 보여 주었다. 

한 CO2의 분리 이외에 수성 이반응도 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Toshiba사는 Li

계 고온 흡수제를 1999년 이 부터 개발 에 

있으며,  2004년 미국 NETL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lithium orthoslicate 흡수제 

pallet를 NETL에 설치 에 있는 180 Nm3/h

의 Modular CO2 Capture Facility에서 실증시

험을 수행하 다. 기의 Li계 Li2ZrO3 흡수제

는 500 ℃ 흡수/700 ℃ 재생이 가능하여, CaO 

흡수제(800 ℃흡수/950 ℃재생)보다 낮은 온

도에서 CO2를 흡수/재생할 수 있었다. 2003년

에는 개발한 lithium orthosilicate 흡수제는 

lithium zirconate보다 CO2 흡수능(22 wt%, 

max. 36 wt%)과 속도(60 mg of CO2/min)가 

우수하다고 하 다. BSU  고정층 반응기에

서 100% CO2를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보

으며, TGA 흡수능(22 wt%)의 약 80%인 18 

wt%의 흡수능을 보 다. 미국 Ohio State 

University는 다양한 속산화물 증에서 CaO

를 선정하여 조직제어(morphology) 통해 고온

9550∼700 ℃)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한 연

구를 수행하 으며, 최근 40∼50% 이용률을 

TGA 시험 결과를 통하여 보여주었고, 문헌 

조사결과 23∼64 wt% CO2 흡수능을 제시하

면서 고온 흡수제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

국 Air Products & Chemicals사는 K2CO3- 

NiO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CO2를 처리하는 Hy-

drotalcite Process 공정 개발 에 있다.  

  CACHET (EU FP6 & FP7) 로그램은 

Advanced SMR (steam methane reforming), 

chemical looping and one-step process, 막분리, 

SEWGS 기술 등 4  분야를  개발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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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roduct는 SEWGS (Sorption Enhanced 

Water-Gas Shift)를 개발 에 있다[22].

  한국에서도 력연구원 심으로 One-loop 

SEWGS와 고체 CO2 흡수제를 개발 통합하여 

CO2 포집 비용을 폭 낮추는 기술개발을 

2008년 말부터 시작하 다. 

  2.2.3. 연소  분리막[2,22]

  미국의 Los Alamos 연구소(LANL)에서는 

400 ℃까지 장기 열  안정성을 갖는 poly-

benzimidazole (PBI) 멤 인을 개발하여 250 

℃에서 400일 이상 모사 합성가스 조건에서 내

구성을 보여 주었다. 분리막 두께는 3 µm로 감

소하 고, 그 PBI 막은 Robeson의  H2/CO2 선

택도  투과도의 경계를 과하 다[2].     

  NETL은 최근 300 ℃ 이상의 온도에서 CO2 

선택 이고 안정 인 supported liquid 멤

인을 개발 이다. Univ. of Notre Dame와 공

동으로 개발 인 이온성액체와 고분자지지체로 

구성된 분리막이다. 달이 고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공극 내의 이온성액체를 통하

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액 확산 메카니즘의 

선택도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액상 확산도의 

장 을 유지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 이 분

리막을 제조 가능한 이유는 이온성 액체의 휘

발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BOC 그룹, North Carolina 학, 일본의 AIST, 

NEDO 국의 University of Manchester, 유럽의 

LUCADI 등에서 CO2 분리를 한 세라믹 분

리막, 고분자 분리막, 복합막  공정 기술 개

발 이다. 

  한국에서도 2008년말 에 지기술연구원 

심으로 선택도와 투과성이 높은 합성가스용 

연소  분리막 기술개발이 시작 되었다.  

2.3. 순산소연소 포집기술

  2.3.1. CO2 재순환 순산소연소

  순산소연소 포집에 있어서의 선두주자는 독

일의 Vattenfall이다[20]. 2005년에 순산소연소 

일럿 랜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에 건설을 시작하여 2008년에 완공하 다. 심

냉법을 사용하여 99.5% 순도의 산소생산 장치

를 설치하고, 30 MWth (380톤 CO2/일 ) 

PF 버 , 배가스정제장치, 기집진기, 탈황, 응

축탑등을 갖춘 일럿 공정을 완공하고 2008년 

11월에 시험운 을 시작하 다.  

  기존의 발 소와 차이 은 산소, 이산화탄

소, CO2 냉각탑에 사용하는 암모니아를 취

한다는 , 순산소연료 연소를 한다는 이다. 

이것들은 다른 배가스 경로와 가스의 우회, 새

로운 제어구조를 사용한다는 것등이다. 조업의 

응성이 뛰어나도록 스 발생기가 설치되어

야 하며, 복잡한 제어와 계장들이 사용된다.  

공기연소와 산소연소의 차이를 보기 하여 

슬래깅, 울링 특성들이 자세하게 찰될 

정이다. 부식특성도 찰될 정이다. 한국에

서도 2007년부터 력연구원 심으로 미분탄

화력발 소용 순산소연소 기술개발을 수행하

고 있다.  

  순산소연소에서의 요한 요소기술 의 하

나는 값싼 산소제조이다. 최근 Air Products 

사는 이온 달막(ITM, Ion Tranport Mem-

brane)을 개발하고 있다. 그 막 안에서 산소가 

이온형태로 막을 통해 확산하여 공기로부터 

O2/N2를 분리하는 것이다[22].

  2.3.2. 매체순환연소(CLC, Chemical Looping 

Combustion)

  매체순환식연소기술은 별도의 분리설비 없

이 CO2를 원천 으로 공정 내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thermal NOx의 발생이 없고 발  효

율이 높은 차세  공해-고효율 가스발 기

술로 순산소연소의 신기술로 분류 된다. 두 

개의 반응기(산화반응기, 환원반응기)로 구성

되며 산화반응기에서는 속입자가 공기 의 

산소와 반응하여 속산화물로 산화되고 환원

반응기로 이송된다. 환원반응기에서는 속산

화물과 기체연료가 반응하여 CO2와 H2O를 생

성하고 속산화물은 속으로 환원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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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반응기로 재순환된다. 본 기술의 핵심은 

산소를 옮겨주는 매체개발과 두개의 반응기가 

연계된 공정개발로 구성된다[2,22]. 

  이 기술개발은 실험실 규모와 일럿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 지기술연구원에서 50 

kW  CLC의 50시간 연속운 을 달성하 고 

매체와 공정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ENCAP 로젝트는 천연가스, 합성

가스, 고체연료를 이용한 매체순환연소기술을 

개발 에 있다. Alstom사, 스웨덴 Chalmers 

공 , 오스트리아 Vienna 공 가 공동으로 개

발 에 있다. Vienna 공 는 최근에 120 kW

 CLC의 운  경험을 발표하 다[21].

3. CCS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

  앞에서 묘사한바와 같이 이산화탄소포집

장 련 기술개발이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시범화 사

업은 규모 상용 으로 방 한 자 이 소요

되고 투자에 한 험도도 작지 않다. 그러므

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기술개발의 진을 

하여 국제 력 기구를 만들고 규모 시범화 

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CSLF 

(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IEA GHG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reenhouse Gas), APP CFE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 Climate, 

Clean Fossil Energy) 등이 이산화탄소 포집 련 

시범화 사업들을 추진하는 국제 력기구들이다.  

 

3.1. CSLF (이산화탄소처리 리더십 포럼, 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CSLF 목 은 첫째, 안 하고 경제 인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개발 

진, 둘째, 본 기술의  지구  활용 확 , 셋

째, CCS 련 제반 문제들의 규명  해결책 

모색이다. CSLF의 출범배경은 기후변화 응

을 하여 2003년도 미국 주도로 설립된 다자간 

정책  기술 력 Forum으로 미국이 교토의정

서 비 거부 이후 국제  비난여론에 응하기 

해 2003년 6월 창설되었다. 참가국은 2009년 

1월 재 미국, 유럽연합, 국, 독일, 랑스, 

일본, 러시아, 국, 호주, 라질, 캐나다, 콜럼

비아,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남아공,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총 22개국으로 세계 배출량의 75% 이상 차지

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8월에 가입하 다. 

Table 4는 CSLF에서 공동으로 추진 인 20  

CSLF 로젝트의 개요를 보여 다. 

3.2. IEA GHG (국제에 지기구 온실가스분과, Inter-

national Energy Agency Greenhouse Gas)

  IEA 참가국들이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 물

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과 배출된 기체

의 분리회수, 장, 고정화 등에 련되는 기

술을 분석, 검토하고 재 개발 에 있는 기술

의 황과 기술개발 략, 정책 등의 검토를 

주목 으로 한다. 회원국은 미국, 국, 핀란

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EC 연합,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뉴질란드, 노르웨이, 인도, 스

스, 스웨덴, 베네주엘라, 한국 등이다. EPRI

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sponsor로 참여한다. 

다음은 IEA GHG 로젝트로서 몇몇 로젝

트는 CSLF 로젝트와 복 된다.    

  - CO2STORE는 CO2 장 련 로젝트로 

장목  설정부터 장소 폐기까지  

과정 정의

  - CO2SINK: 2004년 4월 독일 Ketzin에서 착

수. 장소의 지진학  특성, 주입 특성 실험

  - CO2REMOVE: CO2 지 장의 장기  안

정성과 유럽의 표 화된 장소 인증원칙 

구축을 한 감시 검증 기  개발 목

  - CO2NET

  - RECOPOL: 폴란드 Recopol 장에서 

CO2 주입 실험

  - NASCENT

  - WEYBURN: 캐나다의 사스캐춘주에 EOR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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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SLF (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20  로젝트

이름 참가국 분야
개발비(원)

규모
특    성

 ARC ECBM 캐(책), 미, 장: 석탄층 일럿 앨버타, 석탄박층 

 CANMET Oxyfuel 캐(책), 미 회수: 순산소 일럿 0.3 MWth 순산소 

 CASTOR (종료) EC(책), , 노
장: 수층, 유 , 

가스
200억

카사블랑카(EOR), Snohvit, 
Lindach, K12b

 CO2 Capture Project
(책), 

노,이,미,네,캐
회수(후, , 순) 

+지  
250억 분리

 CO2 Sep. Membrane 일(책), 미 연소 벤치 멤 인의 실험

 CO2 SINK Ketzin EC (책), 독 장: 수층, 가스 190억 천연가스 장소, 수층

 CO2 STORE (종료) 노(책), EC 장: 수층 규모 북해 수층 Sleipner

 FRIO Project 미(책), 호 장: 수층 일럿 텍사스 수층에 장

 ITC Solvents 캐(책), 미 회수: 연소후 80억 습식 아민법

 Weyburn Storage 미,캐(책), 일 회수: 유 상용 IGCC+ EOR

 GeoNet EC(책), 장: 지 규모 북해 800Gt 용량 확인

 India Basalt 인(책), 미 장: 지 인도 퇴 층

 China CBM (종료) 캐(책), 장: 석탄층 100억 석탄층, Qinshui 지질 

 ENCAP EC (책), 독, 회수: 연소 , 순산소 250억 CLC와 Oxyfuel 

 In Salah (책), 노 장: 가스 300억 알제리 가스 에 최

 Regional Seq. Part 미(책), 캐 장: 지 규모 240기  참여, 600Gt

 Reg. CCS China 캐(책), 국 장: 지   국 지 장소 추정

 Zama Acid Gas 미(책), 캐 장: 유   산성가스와 동시 장

 Otway Basin 호(책), 미 장: 지 500억 호주 바다  지 장

 DYNAMIS EC (책), 노르웨이 연소 : 장 13억 유로
IGCC + 연소 회수+ 

장( 염수층)

  - SLEIPNER: 1996년부터 노르웨이북해의 

saline aquifer에 CO2 장 

  - In Salah: 2005년에 시작되어 일년에 약 

3백만톤의 CO2를 가스 에 장

3.3. APP CFE (아태기후변화 트 쉽의 청정화

석에 지분야, Asia Pacific Partnership) 

  APP CFE의 목 은 아태 트 쉽 회의 출

범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탄에 지 청정  

천연가스의 청정이용을 한 공동기술개발  

보  확산을 한 로젝트 추진이다. 주요활동

으로 ① CO2 장, ② 연소후 CO2 회수, 순산소 

연소, ③ 석탄가스화, ④ 천연가스 시장 진입, 

⑤ 배가스처리 등의 분야에서 2015년까지의 활

동범 를 설정하 다. 회의 에 로젝트들이 

제안되어 요 로젝트 선정 후 공동 진행한다. 

표 인 로젝트로 Callide 순산소 연소 실증 

로젝트, CO2 주입에 의한 석탄층메탄 회수 향

상(CSIRO-JCOAL-ECBM) 등이 있다.

4. 결  론

   세계가 기후변화를 극 으로 응하기 

하여 다양한 기술 인 방안  이산화탄소 

회수 장 기술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회수 장(CCS)기술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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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할 양  19%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측하고 있으며 기 기여는 발 분야에의 

용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재의 CO2 포집비용은 규모 용을 해서 

아직 비싸기 때문에 한계돌 형 기술개발을 

통해 많은 신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연소후 포집, 연소  포집, 순산소연소 

포집으로 분류하 고 연소후 포집기술에서는 

습식아민기술, 암모니아기술, 건식흡수기술, 분

리막기술, 연소  포집기술에서는 물리흡수기

술, 고체흡수제, 연소 분리막, 순산소연소 포

집에서는 CO2 재순환 순산소 연소, 매체순환

연소의 기술 개발 황과 일럿 에서의 기

술 성능 황 심으로 정리하여 각국의 기술

개발 수 을 분석하 다. 세계 각국은 가격 경

쟁력 있는 이산화탄소 회수 장 기술의 확보

를 하여 기술개발  국제 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의 기

술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  세계시장 

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pecial report on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Summary for Policy 

Makers, www.ipcc.ca (2005).

 2. C. White, B. R. Strazisar, E. V. Granite, 

J. S. Koffman, and H. W. Pennline, 

Separation and Capture of CO2 from 

Large Stationary Sources and Sequestra-

tion in Geological Formations-coalbeds 

and Deep Saline Aquifers, J.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53, 645 (2003).

 3. European Commission, Strengths, Weak-

nesses, Opportunities and Treats in Ener-

gy Research, Directorate-General for Re-

search Suitable Energy Systems (2005).

 4. S. Kishimoto, T. Hirata, M. Iijima, T. 

Ohishi, K. Higaki, and R. Mitchell, Current 

Status of MHI's CO2 Recovery Technology 

and Optimization of CO2 Recovery Plant 

with a PC Fired Power Plant,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nol-

ogy, http://mit.edu/ghgt9/ (2008).

 5. J. Knudsen, J. Jensen, P. Vilhelmsen, and 

O. Biede, Experience with CO2 Capture 

form Coal Flue Gas in Pilot- Scale,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nology, http://mit.edu/ghgt9/ (2008).

 6. R. Idem, D. Gelowitz, and P. Tontiwach-

wuthikul,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Various Amine Based Solvents in an 

Ptimizaed Multipurpose Technology De-

velopment Pilot Plant,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nology, http:// 

mit.edu/ghgt9/ (2008).

 7. A. Cottrell, J. M. McGregor, J. Jansen, 

Y. Artanto, N. Dave, S. Morgan, P. 

Pearson, M. I. Attalla, L. T. Wardhaugh, 

H. Yu, A. Allport, and P. H. M. Feron, 

Post-combustion Capture R&D and Pilot 

Plant Operation in Australia,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

nology, http://mit.edu/ghgt9/ (2008).

 8. G. E. Rochelle, R. Chen, B. Dugas, and 

F. S. Oyenaken, Solvent and Process en-

hancements for CO2 absorption/stripping, 

2005 Annual Conference on Capture and 

Sequestration, Alexandria, VA (2005)

 9. F. Kozak, A. Petig, E. Morris, R. Rhudy, 

and D. Thimsen, Chilled Ammonia Pro-

cess for CO2 Capture,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nology, http:// 

mit.edu/ghgt9/ (2008).

10. C. R. McLarnon and J. L. Duncan, 

Testing of Ammonia Based CO2 Capture 

with Multi-Pollutant Control Technology,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42  공업화학 전망, 제12권 제1호, 2009

Technology, http://mit.edu/ghgt9/ (2008).

11. P. Mathias, S. Reddy, and J. O'Connell,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Aqueous- 

Ammonia Process for CO2 Capture Using 

Fundamental Data and Thermodynamic 

Analysis,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nology, http://mit.edu/ 

ghgt9/ (2008).

12. M. Gray, K. Champagne, D. Fauth, J. 

Baltrus, and H. Pennline, Performance of 

immobilized Tertiary Amine Solid Sor-

bents for the Capture of Carbon Dioxide,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house Gas 

Control, 2, 3 (2008).

13. T. Nelson, L. Coleman, D. Green, and R. 

Gupta. The Dry Carbonate Process: Carbon 

dioxide recovery from power plant flue gas,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nology, http://mit.edu/ghgt9/ (2008).

14. C. Yi, S. Jo, Y. Seo, J. Lee, and C. Ryu, 

Continuous Operation of the Potassium- 

Based Dry Sorbent CO2 Capture Process 

with Two Fluidized-Bed Reactors, Inter-

national J. Greenhouse Gas Control, 1, 31 

(2007).

15. C. Ryu, J. Lee, T. Eom, J. Baek, H. 

Eom, and C. Yi, CO2 Capture from flue 

gas using dry regenerable sorbents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 House 

Gas Control Technology Trondheim, Nor-

way, CD-Rom (2006).

16. S. Lee, H. Chae, S. Lee, B. Choi, C. Yi, 

J. Lee, C. Ryu, and J. C. Kim Develop-

ment of Regenerable MgO-based sorbent 

promoted with K2CO3 for CO2 capture at 

low temperatures, Environ. Sci. Technol., 

42, 2736 (2008).

17. X. Ma, X. Wang, and C. Song, The 

Second Generation of Nano-Porous 

Molecular-Basket Sorbents for CO2 Ca-

pture from Flue Gas, The 25th Annual 

International Pittsburgh Coal Conference, 

Pittsburgh, PA (2008).

18. H. Lin and B. Freeman, J. Mol. Struc-

ture, 739, 57 (2005).

19. H. Park, C. Jung, Y. Lee, A. Hill, J. Pas, 

S. Mudie, E. Wagner, B. Freeman, and 

D. Cookson, Science, 318, 254 (2007).

20. L. Stromberg, G. Lindgren, J. Jacoby, R. 

Giering, M. Anheden, U. Burchhardt, H. 

Altmann, F. Kluger, and G. Stamatelo-

poulos, Update on Vattenfall's 30 MWth 

Oxyfuel Pilot Plant in Schwarze Pumpe, 

9th Int. Conf.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nology, http://mit.edu/ghgt9/ (2008).

21. P. Kolbitsch, T. Proll, J. Nordenkampf, 

and H. Hofbauer, Operating Experience 

with Chemical Looping Combustion in a 

120 kW Dual Circulating Fluidized Bed 

(DCFB). Unit, 9th Int. Conf. on Green-

house Gas Control Technology, http:// 

mit.edu/ghgt9/ (2008).

22. J. Figueroa, T. Fout, S. Plasynski, H. 

McIlvried, and R. Srivastava, Advances 

in CO2 Capture Technology-The U.S. De-

partment of Energy's Carbon Seques-

tration Program, International J. Green-

house Gas Control, 2, 9 (2008).

23.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08: Scenarios and Strategies to 2050, 

OECD/IEA, Paris (2008).

%  자 소 개

이 창 근

1982 충북  화학공학 학사
1985 KAIST 화학공학 석사
1985∼1990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연구원
1994 Lehigh Univ. (미국) 박사
1994∼ 재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연구원
2005∼ 재 CSLF(탄소처리리더십포름) 

한국 기술그룹 표
2007∼2008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기후변화기술연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