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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빙하감소, 홍수, 

가뭄 및 사막화, 생태계 변화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1,2]. 

현재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가 세계 10

위에 이르고 있어 저탄소 배출 구조의 산업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과 함께 배출된 이산화

탄소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배출된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과 

이산화탄소를 산업적으로 이용(Utilization)하는 기

술로 나눠진다. 포집된 이산화탄소 저장은 지하 

저장과 해양 저장으로 나눠지는데, 지하 저장의 

저자 (E-mail: youks@kigam.re.kr)

경우, 이산화탄소를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간적인 제약

과 이산화탄소 발생원 인근에 저장 장소 확보가 

어려워 운송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점이 있다. 다음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해양저장은 수심 1,000 m 

이상의 깊이의 심해에 직접 이산화탄소를 주입하

는 방법이다. 이산화탄소를 바다 저장장소까지 파

이프라인이나 배로 운송하여 바다 바닥에 있는 이

산화탄소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으로 수백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저장량이 한정

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해양 환경 파괴의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지구 온난화 현상은 1970년대 이후 산업 발전

과 함께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 발전

과 이산화탄소 배출과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대부분은 아직

도 산업 에너지로 화석 연료가 사용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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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와 같

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화석 연료의 사용

양은 매우 높고,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업국의 부

상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일정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

하는 대도시나 공업 지역에서 1차적으로 이산화탄

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러한 이유로 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격

리하고 산업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광물 탄산화

(Mineral carbonation)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최근 산업 공정 및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부산물

을 활용한 광물 탄산화 기술 개발과 탄산화된 (폐)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7]. 이에 본고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산업적

으로 재사용하는 기술 중,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산업 (폐)부산물의 자원화 기술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광물 탄산화(Mineral carbonation)

광물 탄산화란 천연 실리케이트 광물(serpentine과 

olivine) 내 알칼리 금속(일반적으로 Ca/Mg)이 이산

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염 광물(CaCO3, MgCO3)

을 생성시키는 반응을 나타내며, 전체 광물 탄산

화 식은 다음 1과 같이 나열하였다. 

(Mg, Ca)xSiyOx+2y+zH2z(s)+xCO2(g) →
x(Mg,Ca)CO3(s)+ySiO2(s)+zH2O (1)

Figure 1은 이산화탄소 격리 방법에 따른 탄소 

격리량과 저장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지중 저장

과 해양 저장에 비해 광물 탄산화가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양이 많으며, 격리 시간도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광물 탄산화 방법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저장법이 다른 타 방법에 비해 

안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는 광물, 즉 탄산

화 가능 광물은 지각 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광물(Ca, Mg-silicate)이다.

이렇게 탄산화 광물의 매장 분포는 매우 넓고 

광범위한 것에 반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지역

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져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도시나 산업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도시나 

특정 산업 지역에서 1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

시킬 수 있는 기술로 광물 탄산화 기술이 활용되

Figure 1. 이산화탄소 격리 방법에 따른 탄소 격리 량 및 저장 시간(Lakn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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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광물 탄산화 기술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수 있는 화학조성을 가진 (폐)부산물을 활

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수송하지 않고 On-site에서 

고용화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2.2. 탄산화 천연 광물 및 산업 (폐)부산물 현황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 중 광물 탄산화에 이용

될 수 있는 천연 광물은 규산염 광물로는 감람석

(olivine), 사문석(serpentine), 규회석(wollastonite) 

등이 있다. 이들 천연 규산염 광물의 매장량 기준 

고정 가능 CO2량은 약 1,300만 톤 이상으로 추정

되며, 이는 국내 총 CO2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 

된다(Table 1).

Table 2는 광물 탄산화에 이용 가능한 (폐)부산

물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 산업 (폐)부산물로는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폐콘크리트

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미분말, 생활폐기물 소각장

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탈황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 등이 있다. 이들 (폐)부산물의 특성은 알칼

리성(pH>8)을 보이는 무기물이며, Ca와 Mg와 같

은 알칼리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8-10]. 

이들 (폐)부산물이 발생하는 산업은 석회석 등 

알칼리 성분을 주 원료나 보조 원료로 사용하며 

열처리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이들 (폐)부산물은 CO2 고정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탄산화에 따라 (폐)부산물의 물성 개질이 

가능하여 새로운 산업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 2).

Table 3은 국내 (폐)부산물별 발생량과 알칼리 

함량을 고려한 CO2 고정량을 산출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국내 (폐)부산물 중 폐콘크리트 미분말

의 경우 년 간 발생량이 약 3천 톤에 이르며, CO2 

탄산화 반응을 통해 연간 약 5천백 만 톤의 CO2를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콘크리트 미

분말 다음으로 가장 많은 CO2 고정을 하는 (폐)부

산물로 철강 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가 있다. 

철강 공정은 대표적인 CO2 발생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정 중에 석회석을 부원료로 사용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 산업의 경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즉, 슬래그를 이용하여 철강 공

천연광물 알칼리 함유량[%] 추정 매장량[백만 톤] CO2고정화율[%] CO2고정화량[%]

규회석(wallastonite),CaSiO3 43.3 5.4 34.0 184

사문석(serpentine),MgSi2O4 43.7 18.0 48.1 866

활석(talc),CaSiO3 31.9 7.7 35.1 270

감람석(olivine),MgSiO3 57.3 - 63.0

계 31.1 1,320

Table 1. 국내 규산염 암석의 매장량 및 CO2 고정화 가능량 

산업폐기물 종류 발생원 특징

제강슬래그(slag) 제강 공정 부산물 약 65% MgO, CaO 포함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 도시형 약 15% CaO (미분말 형태)

생활폐기물 소각재 도시형(소각 시설) 약 20∼35% CaO 포함

탈묵재(de-inking ash) 제지 산업 약 35% CaO 포함

폐석고 탈황 등 산업 시설

석면(asbestos) 사문석 채광, 산업폐기물

Table 2. 광물 탄산화에 이용 가능한 산업폐기물의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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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생되는 CO2를 고정화하는 것이 가능한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물의 경

우도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CO2 고정화 

물질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

서는 철강 공정 슬래그와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

말의 탄산화 거동 파악과 탄산화 처리에 따른 이

들 (폐)부산물의 재자원화를 위해 수행된 연구 내

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3. 철강 슬래그의 탄산화 

철강 산업은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철강 공정 내 이산화

탄소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러한 철강 공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부산물은 슬래

그로 CaO의 함량이 약 30∼40%인 고로 슬래그와 

전로 슬래그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들 철강 슬

래그는 탄산화 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 고정화가 

가능한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고로슬래그와 전로슬래그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을 사용하여 Ca을 추

출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다. 그러나 산을 사용할 경우, 탄산화 반응 시 

다시 중화시키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므로 환경적

Figure 2. 산업 (폐)부산물을 이용한 CO2 광물 탄산화 모식도.

국내 산업부산물 알칼리 함유량[%] 발생량[백만ton/yr] CO2 고정량[만ton/yr]

비산재 coal ash 7-10 5.8 29.4

MSW ash 7-12 0.4 6.2

슬래그 고로슬래그 48.6 10.2 460.0

제강슬래그 48.0 9.0 403.8

니켈제련슬래그 31.6 1.0 37.0

폐석면 43.7 0.1 4.2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 15 30.0 510.0

합계 56.5 1450.7

Table 3. 광물 탄산화에 이용 가능한 산업 부산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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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광연구실 유

광석 박사는 표면 개질 기술을 이용하여 고로슬래

그와 전로슬래그의 탄산화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슬래그 입자 표면

은 유리질화로 인해 매우 치밀하고, 안정화되어 

물 분자의 침입이나 슬래그 내의 알칼리 성분의 

용출이 어려워 이산화탄소와의 탄산화 반응률이 

매우 낮다(Figure 3(A)). 그러나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선광연구실 유광석 박사가 제시 한 고로 슬래

그 입자 표면 개질 기술을 통해 고로슬래그의 탄

산화 반응성을 향상시켜, CO2와의 고정량을 극대

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Figure 3(B)).

이때 고로 슬래그의 탄산화율은 슬래그 내 Ca 

함량 기준으로 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는 고로슬래그의 표면 처리 조건에 따라 

탄산화 반응 후 관찰한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Figure에서 알 수 있듯이, 고로 슬래그의 입자 표

면 개질 처리 후 탄산화 반응을 거친 시료(Figure 

4(C), (D))의 경우, 입자 표면에 다량의 탄산칼슘

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탄산화된 

슬래그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혼화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화학조성

구분
CaO SiO2 Al2O3 T-Fe MgO MnO TiO2

고로괴재슬래그 42.28 33.08 13.93 0.65 6.9 0.39 1.25

고로수쇄슬래그 41.5 33.7 13.9 0.3 6.5 0.5 1.3

전로슬래그 30.20 15.3 3.94 21.5 8.23 1.91 0.37

Table 4. 국내 A사에서 발생되는 철강 슬래그의 화학조성                                                   (단위: wt%)

   

                        (A)                                                   (B)

Figure 3. 탄산화 시간에 따른 고로 슬래그의 상변화; (A) 일반 슬래그, (B) 표면 개질된 슬래그. 

Figure 4. 탄산화에 따른 고로슬래그 입자 표면을 관찰한 

SEM 사진: (A)고로슬래그 입자, (B)표면처리 없이 탄산화

된 고로슬래그 입자, (C)와 (D)표면처리 후 탄산화된 고로

슬래그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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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의 탄산화 

2013년 약 1억 톤 이상의 산업폐기물(사업장폐

기물)이 국내에서 발생되었으며, 이 중 60% 이상

이 도시 재개발과 건축물의 해체⋅신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차지하였다. 이 막대한 양

의 건설폐기물 중 대부분은 폐콘크리트인데 폐콘

크리트 내 굵은 골재는 회수되어 재생골재로 재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폐콘크리트 발생량의 50%에 

해당되는 3천만 톤의 시멘트 미분말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처분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

구원 선광연구실 유광석 박사는 폐콘크리트 시멘

트 미분말의 탄산화 거동을 파악하고 탄산화된 시

멘트 미분말의 재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ure 5는 CO2 탄산화 반응에 따른 폐콘크리

트 시멘트 미분말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탄산화 

반응을 통해 변화된 상 변화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체상태의 CO2가 수화(경화)된 시멘트 내에 침

투하게 되면 시멘트 입자 표면에서 CO2가 H2CO3

로 수화된다. 이때의 이산화탄소의 수화반응 속도

에 따라 시멘트 미분말의 탄산화 속도가 율속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H2CO3는 H+, HCO-
3, CO2-

3

로 이온화되는데, 이렇게 이온화된 탄산 이온들이 

수화물(C-S-H 겔, 수산화칼슘(Ca(OH)2))과 반응

하여 탄산칼슘(CaCO3)과 실리카를 생성하게 된

다. 이때의 탄산화 반응 속도는 CO2의 용해 속도

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 습도, 압력, 온도와 시멘트

의 수화율, 입자 비표면적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Figure 5. 탄산화에 따른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의 구성 

물질 변화.

Figure 6. 탄산화 시간에 따른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 

내의 실리카 생성 거동:

(A) 일반 시멘트 미분말 

(B) 수화(경화)된 시멘트 미분말 

(C) 탄산화 6시간 경과된 시멘트 미분말

(D) 탄산화 12시간 경과된 시멘트 미분말

(E) 탄산화 72시간 경과된 시멘트 미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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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광연구실 유광석 박사는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의 탄산화 거동과 함께 

시멘트 미분말 내 실리카 겔의 상 변화 거동을 규

명하였다. Figure 6은 폐콘크리트 시멘트미분말의 

탄산화에 따라 실리카의 생성 거동을 측정한 상변

화 모식도와 NMR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 결

과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의 탄산화 반응에 따

라 3차원 구조의 실리카 겔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7과 Figure 8은 탄산화

에 따른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의 양이온 교환

능력을 측정한 결과와 탄산화 입자 표면을 관찰한 

SEM 사진이다. 양이온 교환능력 측정 결과 CO2

의 탄산화에 따라 폐콘크리트의 시멘트 미분말의 

양이온 교환능력이 22 meq/100 g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산화된 폐콘크리트 시멘

트 미분말은 중금속 등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에서는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을 CO2 

고용화 물질과 함께 중금속 정화 물질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폐)부산물의 

자원화 기술로 철강 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을 중심

으로 관련 기술 소개하였다. 본고의 내용에서와 

같이, (폐)부산물의 광물 탄산화 기술은 이산화탄

소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임과 

동시에 (폐)부산물의 물성 개질을 통한 재자원화 

기술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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