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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세계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로 매년 온실가스 농

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어 폭염, 가뭄, 한파 등의 이

상기후로 인해 빙하의 면적이 줄거나 부가적인 자

연/산업재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

다[1].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 발표한 2017년 전 지

구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405.0 ppm으로 전년

도보다 2.1 ppm 증가했으며, 국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12.2 ppm으로 전년도보다 2.3 ppm 증가

하였고, 이는 지난 10년간 관측된 이산화탄소 평

균 절대 증가 값인 2.4 ppm/yr와 비슷한 수준이다

(Figure 1). 이러한, 범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협약

이 발표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참여

하여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저자 (E-mail: sjpark@inha.ac.kr)

폭을 2 ℃ 가량의 상당히 낮은 수준의 유지를 목

표로 하는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었다. 2060-80년까

지의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탈탄

소화(decarbonization)을 달성해야 하며, 이에 한국

은 2030년의 온실가스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

(BAU) 37% 감축 목표로 하여 제출하였다. 우선

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및 소비절약을 통해 모든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며, 에너지 효

율 향상 기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CCS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

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2].

이러한 온실가스 중 가장 큰 기여 요인인 이산

화탄소는,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의 연소

로 인한 발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러한 신기후체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

술이 바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이다. 이러한 화력발전

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노력

으로 CCS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순산소 연소 

포집기술, 연소 전 포집기술, 연소 후 포집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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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Figure 2)[3].

순산소 연소 포집기술의 경우, 연소에 필요한 공

기를 고순도 산소 상태로 반응로에 주입하여, 연소

효율을 향상시켜 80% 이상의 고농도의 이산화탄

소를 발생시켜 포집에 유리하게 하는 기술이다. 해

당 순산소 연소 포집의 경우, 농도가 높아 직접적

인 수송 및 저장이 가능하다. 연소 전 포집 기술의 

경우, 화석연료를 부분적으로 산화 또는 개질하여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여, 수성가스 변위반

응(water-gas shift reaction, WGS)을 거쳐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

하는 기술이다. 해당 단계에서 농도는 20-40%이며 

고온, 고압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연

소 후 포집 기술로 연소공정 후 발생한 배가스 내 

포함되어있는 가스에서 저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분

리해내는 기술로써, 대기압 및 상대적 저온에서 운

전이 가능한 기술이다. 연소 후 배가스의 조성은 

약 질소 80%, 이산화탄소 15% 기타 수증기를 비

롯한 기타 물질이 약 5%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소 후 포집 부분에서 CO2를 포집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습식형 흡수법, 건식 

흡착법, 분리막, 심냉법 등이 있다[4]. 대표적인 흡

수방법은 아민계수용액을 이용한 흡수방법으로, 

MEA (mono-etanol amine), DEA (di-ethanol 

(a)

   

(b)

Figure 1. 국내 (a)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 및 (b) 기온변화.

Figure 2.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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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e), MDEA (methyl diethanolamine) 등을 이

용한 화학적 흡수반응을 이용한다. 해당 흡수법은 

대용량 처리에 유리하며,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큰 차이 없이 흡수 성능이 차이가 없는 것이 큰 장

점이며 현재 가장 실용화 단계까지 이른 방법이

다. 그러나, 아민계 수용액을 비롯한 흡수제 재생 

시 흡/탈착 간의 에너지 소비량이 크고, 말단 흡수

제의 소실과 흡수제 자체의 부식성으로 인해 문제

가 있어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반대로, 

건식 흡착법의 경우, 장치의 운전이 비교적 간단

하며 재생 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

고 있어 이상적인 포집 방법이지만, 흡착제의 성

능에 의존하며 아직까지는 흡수법에 비해 효율이 

낮아 흡착제의 성능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

황이다. 또한 막분리나, 심냉법의 경우, 대용량처

리가 곤란하고 초기 설치비 등 아직까지는 실용화

에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CCS 

기술 중 연소 후 포집 기술에서 사용되는 건식 흡

착제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고, 현재 가장 핵심

내용인 건식 흡착제의 개발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건식 흡착제의 종류 및 특징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기 위하여, 주

로 다공성 흡착제를 사용하며 대표적인 흡착제로는 

제올라이트, 다공성 실리카, 금속유기골격체(metal 

organic frame works, MOF), 탄소소재 등이 있다

(Figure 3). 연소 후 배가스 내 이산화탄소 포집 시 

사용되는 흡착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다공성 흡착

제를 그 자체로 이용한 물리적 흡착방법과 다공성 

흡착제 내에 염기성 작용기를 함침하여 산성가스

인 이산화탄소와 염기성 작용기와의 화학적 결합

을 유도하는 화학적 흡착방법이 있다[5].

2.1. 물리적 흡착제

물리적 흡착 방법의 경우, 포집 시 에너지 효율

이 우수하며, 저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며 재생성

에 장점이 있으나, 이산화탄소 기체 포집량 및 선

택도가 떨어지며, 흡착 시 압력순환식 흡착 공정 

(pressure swing adsorption, PSA) 혹은 진공순환

식 흡착공정(vacuum swing adsorption, VSA)으로 

이루어져 압력의 조절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물

리적 흡착제의 경우, 주로 흡착량 향상을 위한 다

Figure 3. CO2 포집용 다공성 흡착제 종류 및 특징.



기획특집: 공기 중 이산화탄소 처리 연구동향

16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4호, 2018

공성 향상과 기체 선택도 향상을 위한 질소, 황 등 

비균질 원소 도핑 등이 표면 개질 과정이 연구되

고 있다.

2.2. 화학적 흡착제

물리적 흡착법과 대조적으로 화학적 흡착법의 

경우, 소재 표면의 염기성 작용기와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포집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아민류의 염기성 작용기를 다공성 

흡착제에 접붙이기(grafting) 방식으로 담지하여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을 나타낸다. 또한, 

흡착 시 온도차 순환식 흡착공정(temperature 

swing adsorption, TSA)으로 이루어져 온도차를 

통한 선택적 탈착이 가능하다. 주로, 다공성 소재 

내 아민함침량 증대를 통한 흡착량 향상과 흡/탈착 

시 재생성 개선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6].

3. 흡착제별 연구동향

3.1.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는 microporous한 결정구조를 가지

는 aluminosilicate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균

일한 0.4-1.5 nm 정도의 기공 크기와 200-500 

m2/g 정도의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제올라이트

를 구성하는 Si와 Al의 (또는 다른 metal) 전하 차

이로 인해 골격에 음전하를 띄고 있으며, 쉽게 치

환 가능한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 쉽게 functionali-

zation이 가능하고, 상호 연결의 복잡한 네트워크

를 가지는 채널들과 분자를 가둘 수 있는 cage를 

형성하므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7]. 또한 

“선택적 분자 문 효과(selective trapdoor effect)”

를 이용하여 채널 입구에 존재하는 양전하와 충분

히 상호작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만이 기공을 통과

하여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다[8]. 그러나, 제올

라이트 그 자체는 다른 소재에 비해 기공성이 낮

고, 일반적으로 산점을 내포하고 있어, 수분에 취

약하여 그 자체로 물리적 흡착제로 사용되기보다

는, 아민류를 담지하여 화학적 흡착소재로 사용되

는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9].

최근 Zeolite Y의 격자 내에 아민류인 ethylene-

diamine (EDA)를 담지하여, CO2 흡착 재료로 합

성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해당 소재는 연소 후 

배가스 조건인 15% CO2 조건에서 매우 높은 CO2 

흡착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분이 3% 포함된 

(a)

 

(b)

 

(c)

*출처: Energy Environ. Sci., 9, 1803-1811 (2016).

Figure 4. (a) EDA-Y 및 대표적 흡착소재의 3% 수분 포함 15% CO2 배가스 조건 및 (b) 비수분 15% 흡/탈착공정 및 (c) 

3% 수분함유에 따른 15% CO2 흡착성능평가.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용 건식 흡착제 최신 연구개발 동향

KIC News, Volume 21, No. 4, 2018   17

연소 후 배가스조건에서, 기존 소재들은 초기에 

CO2를 흡착하지만 5 min 이후에는 수분에 의하여 

흡착 사이트가 치환되어 실질적인 CO2 흡착성능

이 매우 떨어지는 반면, 해당 소재의 경우는 수분

에 의한 치환 없이 CO2의 우수한 선택적 흡착성

능을 보였다. 더불어, 흡착뿐만 아니라, 100% CO2 

가스 조건에서 TSA방법을 통한 탈착 조건에서 20

회 재생성을 평가하였으며 1.1 mmol/g의 성능을 

우수하게 유지하여 실제 발전소 내의 TSA공정을 

통한 건식 흡착제의 높은 실용화 가능성을 나타내

었다[10]. 또한, 최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zeolite 13X 구조체에 질소가 풍부한 poly-

ethyleneimine (PEI) 를 첨착하여 CO2 흡착제로 

합성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해당 소재는 연소 

후 배가스 15% CO2, 85% N2 조건에서 우수한 흡

착성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고온 조건

에서는 CO2 흡착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organic template를 통해 합성한 

meso기공을 가지는 zeolite 13X를 합성하여, 기존

의 미세기공을 가지는 소재에 비해 고온 조건에도 

우수한 흡착량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도

차 순환식 흡착 공정(TSA)을 통한 실험에서 100 

℃ 조건에서 뛰어난 재생성을 보여 우수한 활용가

능성을 나타내었다[11].

3.2. 다공성 실리카 

다공성 실리카는 주로 계면활성제를 주형 틀로 

하여, 1-3 nm 크기의 균일한 기공을 발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며, 비표면적 1,000 m2/g 이상의 높

은 비표면적을 나타낸다[12-14]. 이러한 기공성 때

문에 기공 내 촉매 활성물질 담지 및 표면 제어를 

통해 촉매, 흡착 분야 등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

다[15,16]. 그러나, 표면이 친수성이며, 물에 구조

적으로 취약하여, 물리적 흡착보다는 이러한 다공

성 실리카에 아민을 grafting 등 방식으로 담지하

여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흡착하는 방법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17-19]. 최근 한 연구에서는 

fumed silica를 기반으로 하여 아민물질인 poly-

ethyleneimine (PEI)을 습식 함침법을 이용해 다공

성 실리카 흡착소재를 합성하였다. PEI의 경우, 1

차(primary)아민부터, 2차(secondary), 3차(tertiary)

아민까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우수한 CO2 흡착성

능을 보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fumed 

silica는 제조가 단순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저

*출처: Appl. Surf. Sci., 332, 167-171 (2015).

Figure 5. 합성된 PEI impregnated meso-zeolite 13X와 흡착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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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가격으로 인해 흡착제의 담지체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담지된 아민기에 따

른 CO2 흡/탈착을 확인하였고, 각각 1, 2, 3차 아

민의 비율에 따른 흡착제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

다. 1차 아민은 CO2 흡착 성능이 뛰어났으나, CO2

와 1차 아민 사이의 강한 결합으로 인한 탈착의 

어려움으로 재생성이 떨어졌다. 2차, 3차 아민은 

흡착성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나 좋은 재생성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CO2 흡착제로서의 활용에는 좋

은 흡착성능과 우수한 재생성을 가지는 2차 아민의 

비율이 높은 소재가 최종적인 흡착소재로써 적합하

다는 것을 밝혔다[20].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부산물로 많이 생성되는 PVC와 다공

성 실리카의 복합체에 아민이 풍부한 EDA을 담지

한 흡착제가 보고되었다. 특히 기존의 EDA은 아민 

그룹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 덜 효과적인 

반면, 실리카에 담지 되어 있는 형태의 EDA는 CO2 

흡착에 구조적으로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 해당 

소재는 50% CO2/50% N2 25 ℃ 조건에서 12 cm3/g 

정도의 흡착성능을 나타내었다[21].

3.3. 금속유기골격체

금속유기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는 금

속 클러스터인 SBU (secondary building unit)와 

이것들을 연결해 주는 유기소재 기반 연결자 

(linker)로 구성되어 3차원구조를 형성하는 소재이

다[22]. 또한, 금속과 연결자의 선택에 따라, 기공 

크기 조절, 높은 결정성과 넓은 표면적, 다양한 표

면 기능화가 가능한 소재이다[23]. 특히, 금속유기

골격체는 최대 비표면적 5,000 m2/g 이상의 값을 

나타내며, 이는 다공성 소재 중에 가장 높은 수치

이다[24]. 이로 인해 기체 흡착/저장, 분자의 선택

적 분리, 촉매, 약물전달 등에 여러 방면으로 활용 

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

성 시 금속을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단가가 높다. 또한, 수분에 취약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25]. 최근 연구에서는 금

속유기골격체 구조에 이산화탄소를 강하게 흡착

할 수 있는 배위시스템을 위한 금속자리에 EDA

를 붙여 CO2와 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다. 특히, 해당 금속유기골격체의 경우 linker

의 길이를 조절하여, 중형 기공을 발현시켜 높은 

양의 EDA 함침량을 보였다. 해당 소재의 경우, 

313 K, 100% CO2 흡착 조건에서 11.8 wt%의 높

은 흡착량과 동시에 20회 재생성 시험 이후에도 

4%의 감소만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 흡착제의 경

우, 기존 물과 산에 약한 구조적인 문제점까지도 

해결하여 연소 후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선

택적으로 흡착하는 실제 공정에 높은 활용가능성

을 나타내었다[26].

*출처: Nat. Commun., 7, 12640 (2016).

Figure 6. 다공성 실리카 기반 흡착제의 CO2 흡/탈착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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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구에서는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시 가장 낮은 결합에너지를 갖는 니켈이소니코틴

산 MOF (nickel isonicotinate MOF)의 흡착소재를 

합성하였다. 비교군 Mg-MOF-74는 흡착 시 높은 

에너지값(727 kJ/kg CO2)을 갖지만, 습한 조건에

서는 분해된다. 해당 논문에서의 제조한 흡착소재

는 PE는 655 kJ/kg CO2를 갖는 우수한 수치를 가

지며, 증기 가수처리(> 85% RH)하에서 높은 가수

분해 안정성을 가진다. 이는 습한 환경의 7일간의 

장기간에 노출되어 있어도 CO2의 흡착 등온선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서 확인되었다. 제조한 흡착소

재는 산업용 스크러버에 사용되는 제올라이트 보

다 2배의 CO2 흡착성능을 나타났으며, 극 미세 기

공 MOF의 가스 분리 응용분야에 우수한 재료로 

응용될 수 있다.

3.4. 탄소소재

일반적으로 대부분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인 탄소재료 또한 CO2 흡착제로 널리 연구되고 

있다. 탄소재료는 비표면적이 매우 크고(3,000 

m2/g 이상),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생

산이 가능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저렴한 생산

원가, 높은 열적/화학적 안정성, 높은 열/전기 전도

도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재 표

면이 소수성을 띠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과는 달리 

수분에 취약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탄소

재료에서의 CO2의 물리적 흡착은 흡착제의 기공 

특성에 크게 의존하는데, 탄소재료는 활성화를 통

하여 손쉽게 많은 미세기공 형성이 가능하다. 

최근 연구에서 물리적인 활성화를 이용하여 

CO2 흡착제로써 적절한 크기의 미세기공을 가지

(a)

   

(b)

*출처: Energy Environ. Sci., 7, 744-751 (2014).

Figure 7. 금속유기골격체 기반 흡착제의 CO2 흡/탈착 성능.

*출처: Energy, 91, 142-150 (2016).

Figure 8. 증기활성화를 통한 활성탄소소재와 CO2 흡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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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셀룰로오스 섬유 기반의 활성탄소를 합성하였

다. 합성된 활성탄소는 1,018 m2/g의 우수한 비표

면적을 나타내었으며, 313 K, 1 bar 연소 후 배가

스 기체조성(15% CO2/85% N2) 조건에서 1.43 

mmol/g의 좋은 CO2 흡착량을 보였다. 이 연구에

서는 물리적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미세기공 형성 

이외에 기존에 존재하는 기공의 넓힘으로 CO2 흡

착에 적절한 미세 기공 조절이 가능함을 보였고, 

기공크기 조절에 따른 CO2/N2의 선택도 또한 47.1

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27]. 또한, 최근 표

면의 염기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함유 

탄소소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질

소 도핑 된 피치계 활성탄소가 보고되었다. 합성

된 질소 함유 피치계 활성탄소는 1,256 m2/g의 우

수한 비표면적과 298 K, 1 bar 연소 후 배가스

(15% CO2/85% N2) 조건에서 5.3 wt%의 CO2 흡

착량을 보였다. CO2/N2 (0.15 : 0.85)에서의 선택

도 또한 47.5로 우수하였다[28]. 이는, 이산화탄소

는 질소와 비교하였을 때 van der Walls 상호작용

뿐만이 아닌 CO2 분자의 quadrupole과 고체 흡착

제 표면의 ionic 또는 polar site와 상호작용으로 

인한 선택적인 흡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에 탄

소소재의 표면에 basic site를 도입하여 화학적 상

호작용을 통한 물리적인 CO2의 흡착량 증가와 선

택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른 흡착소재들과 마찬가지로 CO2의 화

학적 흡착을 위한 질소 관능화의 방법에는 아민기

를 가지는 분자와의 물리적인 첨착 방법과 아민 

함유 분자와의 공유결합으로 인한 그래프트 방법

이 보고되고 있다. 아민기가 많은 PEI를 첨착한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연구에서는 CO2 

친화력을 극대화하였으며, 합성된 탄소소재는 연

소 후 배가스(15% CO2/85% N2) 조건에서 15.2 

mg/g의 CO2 흡/탈착 성능을 보였다[29]. 탄소소재

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다공성 고분자, 금속유기

골격체 등 유기물 기반 소재를 다공성 프리커서로 

활용 가능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질소가 풍부한 

멜라민을 이용한 다공성 고분자를 탄소 전구체로 

사용해 화학적 활성화하여 CO2 탄소 흡착제를 합

성하였으며, 2,101 m2/g의 매우 높은 비표면적과 

1.05 nm의 작은 미세기공을 확인하였다[30]. 또

한, 표면의 염기화까지 극대화함으로써 가스선택

도도 향상시켜, 가스 분리 응용분야에 우수한 소

재로 응용 가능하다.

*출처: Int. J. Hydrogen Energ., 40. 3415-3421 (2015).

Figure 9. PEI 첨착된 multi-walled carbon nanotube기반 소재합성과 CO2 흡/탈착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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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전망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이산

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포집 기술

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건식 흡착제 개발

은 CCS의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연소 후 포

집용 다양한 건식 흡착제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

다. 향후 1) 흡착제의 포집 성능 향상과 2) 소재의 

재생성 및 안정성 확보, 3) 흡/탈착 시 온도 차 절

감 연구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연소 후 포집 기

술 분야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지구 환경문제 해결과 국

가 위상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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