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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증가

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는 2020

년까지 BAU1) 대비 3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중 주요 감축 

수단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Carbon 

Capture & Sequestration)의 확대 및 보급을 들 수 

있다. CCS 기술은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배

출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다량의 CO2를 고농도로 

포집한 후 지중이나 해저에 주입함으로써 CO2를 

오랫동안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다. 이 기

술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캐나다 SaskPower의 Boundary 

Dam 발전소에서는 115 MW급 규모의 연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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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U (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CO2 포집 플랜트가 원유회수증진(EOR, Enhanced 

Oil Recovery)과 연계되어 운영 중에 있다(CO2 처

리 규모: 연간 약 1백만톤)(Figure 1 참조).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개발된 10 MW

급 규모의 연소후 습식⋅건식 CO2 포집플랜트가 

각각 보령화력(한국중부발전) 및 하동화력(한국남

부발전)에서 운영 중에 있다(Figure 2-3 참조).

2010년 7월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 CCC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상용화 및 국제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CCS 기술개발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는 CCS 기술뿐만 아니라 이산

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개발 관련 로드맵도 반영되어 있다. 

CCU 기술은 CCS 기술과는 달리 포집된 CO2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산업적인 용도로 직접 활용하

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포집된 CO2의 저장

을 위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

황에서 CO2의 활용을 통한 저장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 CCS 기술에서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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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O2 저감비용을 크게 상쇄 시키는 장점이 있

어서 현재 진행 중인 CCS 기술개발의 새로운 대

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최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안기술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CO2 활용기

술(CCU)의 개요 및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CO2 활용 기술 중 잠재 CO2 저

감량 및 경제성 측면에서 타 기술대비 우수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는 CO2 광물화기술에 대하여 소

개하고자 한다.

2. CO2 활용기술(CCU) 개요

앞서 언급된 대로 CCU 기술이란 화력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CO2를 산업적인 용도로 직접 이용하거나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

다. Figur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래 CCS 기술

이 포집된 CO2의 처리를 위한 수송, 압축 및 저장 

공정 등이 필요한 반면 CCU 기술은 연소 배가스 

중의 CO2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CCS에서와 같

은 지중⋅해양 저장을 위한 일련의 공정이 없이 

Figure 1. Boundary Dam CO2 포집 플랜트[1].

Figure 2. 연소 후 습식 CO2 포집 플랜트[2].  Figure 3. 연소 후 건식 CO2 포집 플랜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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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의 저감이 가능하다.

CCU 기술은 Figur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일 

및 가스회수 증진에서부터 메탄올, 메탄 등의 연

료 생산, 플라스틱(Polycarbonate 등), 비료 및 건

축자재 등 다양한 활용처가 있으며 각각의 기술은 

다양한 규모로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

에 있고 일부 기술은 이미 상업 생산 중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CO2 활용기술은 기술의 특징에 

따라 크게 화석연료 회수(Resource recovery), 비

소비적 이용(non-consumptive use) 및 소비적 이

용(consumptive use)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5]. 

화석연료 회수기술은 원유회수증진(EOR, Enhanced 

Oil Recovery), 가스회수증진(EGR, Enhanced Gas 

Recovery) 등과 같이 포집된 CO2를 지층에 주입

과 동시에 화석연료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기술

이다. 이 중 CO2-EOR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성숙되어 있으며 잠재 CO2 저감량도 크기 

때문에 CCS/CCU 기술의 초기 활용모델로 간주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114개의 CO2-EOR 

프로젝트가 하루 281,000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

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생산지는 대부분 서

부 텍사스의 Permian Basin과 뉴멕시코 동부로 

CO2-EOR 프로젝트에 따른 원유 생산량은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6].

비소비적 이용의 사례로는 연료 생산(가솔린, 

메탄올 등), 화학물질 합성(플라스틱 등) 및 초임

계 CO2 발전 혹은 지열 발전 등을 위한 열 유체로

의 사용 등이 포함되는데 특정 편익을 위해 CO2

가 활용이 되지만 CO2의 직접적인 소비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비소비적 이용의 사례 중 연료 생산

기술은 CO2 잠재 저감량은 크지만 타 기술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며, 화학물질 전환기술의 경우 연

료 생산 대비 경제성은 있지만 CO2 저감 총량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적 이용의 대표적 사례로 광물

화를 통한 CO2 고정화 기술을 들 수 있다. 이 기술

은 비소비적 이용기술과 비교하여 CO2 잠재 저감

량이 크고 동시에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서 국제적

으로 상업규모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

행 중에 있다(Table 1).

Figure 4. CCS 및 CCU 기술개념 비교.

Figure 5. 다양한 CO2 활용 기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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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CO2 활용 기술은 현재 다양한 단

계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일부 탄화수

소자원 회수 기술(CO2-EOR 등)은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이미 시장에 적용되어 진행 중이며 대부

분의 CO2 광물화 기술은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된 

수준으로 시장진입을 앞두고 있다. 반면 CO2를 활

용한 플라스틱, 미세조류, 연료 합성기술은 대부분 

스케일 업 규모의 진행을 위한 연구 혹은 기술 검

증과정 과정에 있다.

3. CCS & CCU 기술의 CDM 인정

CCS & CCU 기술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 

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문제는 2005

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지난 2011년 12월 남아

공 더반회의에서 열린 제 17차 기후변화 협약 당

사국 총회에서 최종 CDM으로 수용하기로 합의되

었다[8]. CCU 기술의 경우, 기술의 적용으로 탄소

전환 제품이 CCU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에 

Table 1. CO2 활용 기술 분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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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전 과정 측면에서 CO2 배출량이 낮다면 그 

차이만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이 가능하

다. 관련하여 최근 CDM 사업에서는 전 과정을 고

려하여 사업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CDM 방법론이 등록

된 사례가 있다[9].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

부고시 2014-152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

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CO2 포집 및 저

장 또는 재이용”시 CO2 저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10].

4. CO2 광물화 기술 개요 및 동향

4.1. 개요

다양한 CO2 활용 기술 중 본 논고의 주요 분석

대상인 광물화 기술은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CO2

를 고체 무기물 탄산염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규산염암(Silicate rock) 등에 포

함된 마그네슘 산화물(MgO), 칼슘산화물(CaO)과 

같은 알칼리⋅알칼리 토금속 산화물은 CO2와 화

학적으로 반응하여 탄산마그네슘(MgCO3), 탄산

칼륨(CaCO3) 등을 생성한다. 생성된 탄산염은 장

기간 안정 상태로 유지되므로 안전이나 환경위험

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CO2 누출에 대한 우

려 없이 건설자재, 탄광매립 등에 이용하거나 안

정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1]. 

자연에서 발생되는 광물 탄산화는 반응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CO2의 처

리를 위해서는 공정상의 반응속도 증가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진들은 천연 규산염 및 산

업폐기물(석탄회, 폐수 및 염수 등)을 기반으로 에

너지 효율이 높은 탄산화 반응공정 등을 개발 중

에 있다. 관련하여 CO2 광물화 공정 흐름도는 다

음과 같다(Figure 6).

Table 2. CCU 기술개발 현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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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동향

 광물 탄산화에서 천연 규산염암의 이용은 아

직도 연구단계에 있다. 그리고 산업용 폐기물을 

이용한 탄산염 무기물화는 상당수 Test bed급 규

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업화가 추진

되고 있다. 이 중 실증 규모의 기술개발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Skyonic 社, Calera 社 및 호주의 Alcoa 社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1. Skyonic 社
Skyonic 社는 2010년부터 미국 에너지부의 지

원을 받아 SkyMine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 최근 

美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

되는 CO2를 활용하여 중탄산나트륨, 염산, 표백제 

및 염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CO2 광물화 플랜트

를 착공하였다. 본 기술의 개념은 염수의 전기분

해를 통해 가성소다와 수소 및 염소를 생산한 후, 

생산된 가성소다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CO2

와의 반응으로 중탄산소다를 생산하고, 부생 수소 

및 염소를 활용하여 염산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본 사업은 2009년 미국 DOE로부터 플랜트 설계

를 위한 예산(3백만불)을 확보하고, 2010년 플랜

트 건설을 위한 예산(미국 DOE 25백만불 + 투자

사 100 백만불)을 바탕으로 2013년 8월 착공된 후 

2014년 10월 시운전에 돌입하여 2015년 3월 현재 

시운전 진행 중이다. Skyonic 社는 시운전이 완료

되는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이 가

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은 중탄산소

다, 수소, 염소 및 염산 등으로 이 중 중탄산소다

는 사료 첨가제로 활용하고 염산은 텍사스 주 내 

오일 및 가스 생산 업체 등에서 활용할 계획이며 

부생 수소는 향후 연료전지로 에너지화하여 공정 

Figure 6. 광물화 공정 흐름도[11].

Figure 7. Skyonic 社 Skymine CO2 광물화 상업플랜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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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계획 중에 있다. 본 

플랜트의 규모는 가성소다와 연소배가스의 반응

에 의한 CO2 직접 포집 부분이 연간 약 75,000톤

에 해당되나, 저에너지 소비형 중탄산소다 생산을 

통한 간접적인 CO2 저감(연간 약 225,000톤) 고려 

시 플랜트 운영을 통한 전체 CO2 저감량은 연간 

약 300,000톤에 해당된다. Skyonic 社는 본 플랜

트의 운영을 통한 생산물의 판매로 3년 이내 수익

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2].

4.2.2. Calera 社
미국의 Calera 社는 “Alkalinity Based on Low 

Energy (ABLE)”라는 전기화학적 공정을 통해 생

성된 가성소다를 해수로부터 얻은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과 반응시켜 단일 모듈에서 콘크리트 및 시

멘트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Dynegy Moss 

landing 발전소(발전용량: 1.5 GW급)에서 발생되

는 CO2를 일부 활용하여 시멘트계 보충재료

(SCM)를 일일 평균 5톤씩 생산하는 시험설비를 

구축하였다[14]. Calera 社는 본 시험설비를 활용

하여 기술의 성능을 입증하고 후속 사업화를 위한 

레퍼런스 모델로 활용 중이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중국 PVC 공장의 폐기 Calcium carbide 

(CaC2) 활용한 CO2 광물화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

에 있다. 

4.2.3. Alcoa 社
호주의 대표적인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Alcoa 

社는 알루미늄 제조 공정 중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의 주요광물) 잔여물 슬러리에 존재하는 알카라인 

모액(가성소다)을 활용하여 CO2를 처리함과 동시

에 광물질이 풍부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개발을 수

행 중에 있다(기술명: Residue carbonation). 보크

Figure 8. Dynegy Moss Landing 발전소[14].

Figure 9. Calera 社 시험설비[14].

Figure 10. Calera 社 개발 CaCO3[14].

Figure 11. 보크사이트 잔여물 저장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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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잔여물 슬러리에 CO2가 주입되면 슬러리 

중 pH 레벨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건축자재나 토량개질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Figure 12. Twence 社 WTE 플랜트 공정[16].

최종 product 과 제 명 관련기관

광물화

(3)

CO2 포집 및 가성소다 생산연계를 통한 고부가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한전/동서발전

CO2 재활용을 통한 산업 부산물 이용 CO2 광물화 원천기술 개발 한전

해수기반 전기화학적 이산화 탄소전환에 의한 무기탄산 제조기술개발 KCRC

합성가스

(3)

이산화탄소 전환 합성가스 제조를 위한 고효율 고온전해조 개발 KCRC

합성가스 제조를 위한 CO2 전기분해 혁신기술 개발 한전

가압 운전용 튜브셀 기반 CO2/H2O 동시전해반응에 의한 syngas 제조기술 개발 KCRC

폴리머

(2)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친환경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및 단량체 제조 원천기술 개발
KCRC

폴리에스터 모노머 제조를 위한 카복실화 촉매개발

개미산(3)

혁신적 CO2 reductase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BT-NT 융합 개미산 제조시스템 개발

KCRC
CO2 수소화 반응에 의한 포름산 및 포름산 유도체 생산시스템 개발

실리콘/금속 산화물 나노와이어 전극과 분자 촉매를 활용한 2% 광효율의 이산화탄소 전환용 

하이브리드 광촉매 시스템 개발

미세조류

(6)

생물학적 이산화탄소 고속전환 유기자원화 기술

KCRC

분자생물학적 개량을 통한 이산화탄소 고정 미세조류 개발

자연교배와 분자유전학적 개량법을 활용한 환경저항성 미세조류 균주개발 및 분자기작 연구

통합적인 미세조류 분석 플랫폼의 개발

우량 형질전환 미세조류 발굴을 위한 고효율 나노/마이크 통합시스템 구축

연속식 바이오디젤 직접생산을 위한 재조합시아노박테리아 활용 원천기술개발

기타(3)
CO2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고효율 냉방시스템 개발 KCRC

이산화탄소로부터 전기화학적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탄소 전극 제조 KCRC

Table 3. 국내 CCU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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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Alcoa 社는 호주 Kwinawa 공장에 

CO2 처리규모 연간 약 70,000톤인 CO2 광물화 플

랜트를 2007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보크사이트 

잔여물과의 반응을 위한 CO2는 인근의 정유공장

으로부터 공급이 된다. 현재 Alcoa 社는 본 플랜

트를 바탕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CO2를 

활용하여 연간 300,000톤 규모의 CO2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랜트를 구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의 생산을 위해 연간 7천만 톤의 보크사

이트 잔여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잠재 

CO2 저감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4.2.4. Twence 社
네덜란드의 Twence 社는 2011년 7월부터 EU

의 지원을 받아 총 2백만 유로 규모의 CO2 전환기

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Twence 社에서 개발 

중인 기술은 자사의 폐기물 소각 발전 시에 발생

되는 배가스를 가성소다와 반응시켜 중탄산소다

를 생산하고 이를 배가스 정제 장치에 재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해당 상용 플랜트(Waste to 

Energy, WTE)의 건설을 통해 연간 약 6,000톤 규

모의 CO2 저감과 8,000톤 규모의 중탄산소다 생

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 국내 CCU 기술개발 동향

국내 CCU 기술 개발은 현재 미래부 한국이산

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KCRC)를 거점

으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원천기술 개발

과제 수행 중에 있으며 산업부에서는 포집설비와 

연계된 일정규모 이상의 CO2 재활용 기술개발을 

한전 및 발전 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기획 중에 있

다. 관련하여 2015년 3월 현재 KCRC 및 한전 전

력연구원 등에서 진행 중인 주요 CCU 개발기술

은 다음과 같다[17].

5.1. 국내 광물화 관련 연구동향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CO2 활용 

광물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다. 이 중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2009년 국

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CO2 저장 방안으로서 광

물 탄산화 기술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리고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경우 2010년 이후 

CO2 활용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전에서 

진행 중인 주요 CO2 활용기술로는 한국동서발전

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수행 중인 CO2 포집 

및 가성소다 생산 연계를 통한 고부가 화합물 제

조기술개발(I)과 한전 자체과제로 진행 중인 CO2 

재활용을 통한 산업 부산물 이용 CO2 광물화 원

천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KIST에서도 CO2 

전환을 통한 탄산칼슘 제조 기술개발(과제명: 해
수기반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에 의한 무기

탄산제조 기술개발)을 2011년부터 수행 중에 있

다. 관련하여 해당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1. 광물탄산화 기술의 타당성 연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분석한 국내 광물 탄

산화 기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술 개발의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국내 CO2 

저장소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CO2 지

중저장 이외의 새로운 기술적 대안으로 활용이 가

능한 점. 산업 여건상 산업 부산물이 다량 발생하

여 CO2 광물 탄산화에 유리한 여건, 기술 선점의 

기획 가능, 새로운 환경 산업의 창출 가능, CCS 

전략수립에 있어서 위험성 분산 등이 바로 그것이

다. 또한 CO2 광물 탄산화의 구현을 위해서는 경

제성 증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속 탄산

화 기술 등 기술개발의 가속화와 더불어 고부가가

치 탄산화물의 생성 및 활용 방안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18].

5.1.2. CO2 활용 고부가화합물 제조 기술

한전 및 동서발전에서 진행 중인 CO2 활용 고

부가화합물 제조기술은 저가의 염수를 전기분해

하여 얻어진 가성소다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

는 다량의 CO2를 반응시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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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탄산소다(중탄산나트륨 혹은 증조), 고순도 염

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등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Figure 13). 본 기술을 통해 만들어

진 중탄산소다는 세제, 피혁, 배가스 처리 및 식품

첨가제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

고 가성소다와 염소와의 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차

아염소산나트륨은 일반 가정용 세제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취수부 소독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19]. 또한 전기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수소와 염소

가스의 반응으로 제조되는 염산은 일반 화학산업

에 많이 활용이 되는 물질인데 특히 고순도 염화

수소(> 99.999%)는 반도체 업계는 물론 의약, 농

약,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연관 산업에 활용이 가

능한 물질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본 기술의 공정은 크게 염수의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염소 및 가성소다 생산 공정(이하 염수 전기

분해 공정)과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CO2와 가

성소다 간 반응을 통한 중탄산소다 생산공정(이하 

CO2 탄산화 공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탄산화 

공정은 다음의 Figure 14와 같이 내부에 충진물이 

포함된 충진탑 형태의 반응기로 구성이 된다. 화

력발전소 등에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되

는 연소 배가스가 가스 블로어를 통해 충진탑 하

단으로 투입이 되고 상부에서 투입되는 가성소다 

수용액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탄산화 반응이 일어

난다. 1차 충진탑에서 생성된 탄산소다(Na2CO3) 

슬러리는 이후 슬러리 펌프를 통해 다음의 충진탑

으로 이송이 되고 계속되는 CO2와의 반응으로 최

Figure 13. CO2 활용 고부가화합물 제조공정 개념도[20].

    

                          CO2 탄산화 공정개념도                                    제조된 중탄산소다

Figure 14. CO2 탄산화 공정개념도 및 본 기술을 통해 제조된 중탄산소다 샘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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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중탄산소다가 생성된다. 제조된 중탄산

소다 슬러리는 이후 탈수 및 건조 공정을 거쳐 최

종 분체 형태로 활용하게 된다. 탄산화 공정과 관

련하여 현재 실험실에서는 벤치 규모 공정이 개발

되어 다양한 운전조건 하에서 성능시험이 진행 중

인데 기본 운전 조건하에서 제조된 중탄산소다의 

순도는 95% 이상으로 시판 중인 제품과 순도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염수 전기분해 공정에서는 해수 등 저가의 염수

를 전기 분해시켜 가성소다(NaOH), 수소(H2) 및 

염소가스(Cl2)가 생산된다. 본 공정은 클로르 알칼

리(Chlor-Alkali) 공정으로도 불리는데 이미 석유

화학 플랜트 등에서 수십여년 간의 상업운전으로 

성능이 입증된 기술이다. 그러나 공정 운영을 위

해 많은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플랜트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전체 CO2 전환기술의 경제

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에 본 기술개발

에서는 저에너지 소비형 염수 전기분해공정 개발

을 목표로, 이온전도도가 향상된 교환막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고효율 전기분해 셀의 설계, 제작 및 

운용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5.1.3. 산업 부산물 이용 CO2 광물화 기술

한전에서 수행 중인 “CO2 재활용을 통한 산업 

부산물 이용 CO2 광물화 원천기술”은 산업체에서 

포집되거나 배출되는 CO2를 산화물 및 수산화물 

형태의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 성분을 함유한 

천연광물 또는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반

응시켜 탄산칼슘 또는 탄산마그네슘 형태로 안정

하게 고정화 또는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광물화 반응공정에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온 전해공정을 이용하고, 그 부산물 중 염

산은 폐기물로부터 금속이온 추출에 이용하며, 수

산화나트륨은 광물화 공정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이용된다. 본 기술에서는 특히 CO2의 용해공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산무수화효소(CA, Carbonic 

Anhydrase)를 이용한 생체모방 기술과 전기분해 

공정을 통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Figure 15 

참조).

5.1.4. CO2 활용 탄산칼슘 제조 기술

KIST에서는 저 전력소비의 NaCl 전기분해시스

템에 의해 저가의 염산 및 중탄산소다를 활용하여 

Ca 함유 폐시멘트 등의 폐자원으로부터 고가의 

탄산칼슘을 제조할 수 있는 핵심기술 및 공정을 

개발 중에 있다. 본 기술을 통해 공정 내에 발생되

는 폐기물이 없는 순환형 환경기술 구현 및 고가

의 경질급(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이상의 

Figure 15. 효소기반 CO2 광물화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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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칼슘 제조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Figure 16).

6. 맺음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 중 

하나로 CO2 활용기술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CO2 활용기술은 오일 및 가스

회수 증진에서부터 메탄올, 메탄 등의 연료 생산, 

플라스틱(Polycarbonate 등), 비료 및 건축자재 등 

다양한 활용처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

술 및 규모로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CO2 활용기술 중 탄산

화 반응을 활용한 광물화기술은 별도의 CO2 포집

설비 없이 연소배가스를 직접 투입하여 고부가화

합물 생산이 가능한 기술로 우리나라와 같이 CO2

의 저장을 위한 여건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

에서 CO2 저장소의 일부 대체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고부가 화합물 생산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추가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종래 CCS (Carbon 

Capture & Storage)기술의 높은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된다. 또한 플랜트 운영을 통

해 생산된 다양한 product는 관련 산업(석유화학, 

제철 등)에서 활용처 및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본 기

술의 실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CO2 저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및 고부가 화합물생산과 연계

된 경제성 있는 CO2 전환기술로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광물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원천기술 

개발 및 스케일 업 연구)과 함께 기술의 전주기 분

석(LCA, Life Cycle Analysis)을 통한 잠재 CO2 

저감량 분석 및 이와 연계된 CDM 방법론 개발 등

에 대한 정책적 연구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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