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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연소전 조건에서 회수하기 위해 DMSO, Sulfolane, PEG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특성을 조사하였다. 회분식 기-액 평형반응기를 이용하여 고정압력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와 재생성, 초기흡수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용해도의 경우 PEG가 뛰어났으

며 초기흡수속도의 경우 DMSO가 우수하였다.

1. 서론

오늘날 발생하는 세계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온실

가스이며, 이는 온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가되는 온실

가스는 세계기후를 더 높은 온도로 초래할 것이며, 다

양한 기상모델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2100년까지 1.4～

5.8℃ 정도 오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세계적으로 80%이

상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로부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화석연료의 소비는 증가할 될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다.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

해 1997년 38개국이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여 2012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양을 1990년대보다 평균 5.2%감소

시키기로 합의하였다[1-3]. 이런 온실가스의 문제는 우

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하

는 기술은 순산소 연소(Oxyfuel), 연소전 포집

(Pre-combustion), 연소후 포집(Post-combustion)으로

나눠진다. 회수 및 제거 공정 중 연소 배기가스에 적용

하는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방법으로는 분리특성에 따

라 크게 흡수법, 흡착법, 막분리법, 산소부하 연소법 그

리고 심냉법등이 있다[4-5].

이 중 흡수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흡수법의

대표적인 화학 흡수제로는 알카놀 아민류 흡수제로서

종류로는 MEA(mono-ethanol-amine), DGA(di-glycol-

amine), DEA(di-ethanol-amone), DIPA(di-iso-

propanal-amine), MDEA(methyl-di-ethanaol-amine),

TEA(tri-ethanol-amine), AMP(2-amino-2-methyl-1-

propanol), AMPD(2-amino-2-methyl-1,3-propandiol)등

이 있다.

특히, MEA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Potassium

Carbonate 용액과 알카놀 아민과 혼합함으로서 나타나

는 장점은 높은 흡수능, 빠른 반응성, 재생의 용이함,

저렴한 가격 및 이산화탄소의 대량 제거 등이 있다.

그러나, 흡수제의 재공급에 따른 비용문제, 고농도일

경우 장치부식 문제, 재생시 필요한 높은 재생열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6-9].

기존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상압에서 낮은 농도의 이

산화탄소를 회수하기 위해 알카놀 아민류나 알카리염

계, 칼륨계의 흡수제를 이용하거나 흡수제로 물리 흡수

제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압 CO2조건에서 물리 흡수

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용해도와 흡수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분식 기-액 흡수 평형반응기를 이용하였으며 물

리흡수제의 초기 흡수속도 및 재생성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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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기-액 흡수 평형반응기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반응기는 크게 고압 용기와 흡수 반

응셀로 구성되며,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하여 Bath

Circulator에 위치하였다.

1. CO2 6. Water Bath

2. Gas Cylinder 7. Vacuum Pump

3. Magnetic Stirrer 8. Reactor

4. Heating Circulator 9. Computer

5. Water Bath

[그림 1] 이산화탄소 흡수 실험을 위한 실험장치 개략도

고압 용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킨

후 흡수 반응셀로 공급하였고, 이 고압 용기의 부피는

약241㎖이다. 고압 용기로부터 공급된 이산화탄소와 흡

수액과의 흡수반응이 일어나는 흡수 반응셀의 부피는

약71㎖이다. 각각의 고압 용기와 흡수 반응셀의 압력

은 K-type의 압력센서가 설치되었으며, 온도는 Bath

Circulator에서 측정할 수 있다. 압력은 red lion의

PAX Analog Panel Meter에 표시되어 1분 간격으로 데

이터로 기록되게 하였다. 흡수 반응셀의 불순물을 제거

하기 위하여 Vacuum Pump와 연결시켰고, 반응셀 내

의 흡수제를 연속적으로 교반시키기 위해 길이 20㎜의

Magnetic bars와 반응셀 하부에 Multi Point Magnetic

Stirrer를 설치하여 실험 내에 충분한 교반을 하였다.

흡수평형 반응셀로 주입되는 흡수액의 양은 10㎖으로

하였으며, 사용된 시약의 순도는 99%이상이다.

2.1. 실험방법

고압 용기와 흡수평형 반응셀이 위치한 Bath

Circulator의 온도를 목표 운영온도까지 상승시킨 후 고

압 용기로 순도 99.99%이상의 CO2를 주입하고, 흡수액

을 넣은 흡수평형 반응셀을 water bath에 위치하여 고

압 용기와 연결한다. 흡수평형 반응셀에 남아있는 불순

물은 Vacuum pump를 이용하여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제거하였다. 고압 용기의 CO2와 흡수평형 반응셀의 흡

수액이 목표 운영온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면, 고압 용기

로부터 흡수평형 반응셀로 CO2를 공급하였다.

흡수 반응 시간은 8시간, 반응 시간이 완료되면 반응

셀 water bath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압

력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를 조사하였고, Stirrer

의 교반 속도는 250rpm으로 하였다.

용해도 계산 방법은 고압 용기에서 CO2를 주입하기

전의 압력과 공급 후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흡수평형

반응셀로 공급된 CO2의 몰수를 계산하였고, 흡수 반

응 후 반응셀 내의 남은 압력을 이용하여 용해된

CO2의 몰수를 계산 하였다. 주입된 CO2 몰수에 남은

CO2 몰수의 차에 반응셀 내부의 CO2 부피를 곱하여

흡수액 몰당 흡수몰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mole

fraction을 구하였다.

탈착 방법은 모든 흡수 반응이 종료되면 water bath

의 온도를 95℃로 상승시켜 교반하면서 Vacuum pump

로 진공을 걸어 1시간 동안 탈착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물리흡수제의 초기흡수속도

물리흡수제의 초기흡수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흡

수제인 DMSO, Sulfolane, PEG를 각각 10㎖ 흡수평형

반응셀에 주입 후, 고압 용기와 흡수평형 반응셀의 온

도를 30℃로 맞춘 후 흡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

는 30℃에서 물리흡수제의 종류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초기흡수속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흡수제의 초기속도는 DMSO가 가장 우수하

였고, 그 다음으로 PEG, Sulfolane 순이었다. DMSO와

PEG의 경우 초기 10min까지의 흡수속도는 Sulfolane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의 변화는 거

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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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10 20 30 40 50 60

Pressure ratio 0.6

0.7

0.8

0.9

1.0 DMSO
Sulfolane
PEG

[그림 2] 물리흡수제의 초기흡수속도

3.2. 반응온도에 따른 물리흡수제의 용해도

반응온도에 따른 물리흡수제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물리흡수제를 흡수 반응셀

에 10㎖씩 주입 후, 고압 용기와 흡수 반응셀의 온도를

30℃로 조절 후 흡수 반응셀에 약 25bar의 이산화탄소

를 주입하여 반응 온도를 30℃, 40℃, 50℃, 60℃, 70℃

로 변화시키면서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은 물리흡수제중 반응온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의 용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PEG의 용해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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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온도에 따른 물리흡수제(PEG)의 용해도

그림에서 보이듯 PEG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높

게 나타났고, 또한, 사용한 모든 물리흡수제의 경우 반

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3.3. 물리흡수제의 흡수특성

물리흡수제의 흡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흡수 실

험 후 탈착 실험을 3회 반복하였다. 탈착시 조건은 상

기에 제시된 방법으로 실행 후 흡수 반응셀의 온도가

초기 흡수 실험 온도인 30℃로 감소할 때까지 대기 상

태에서 장시간 방치 후 초기 흡수 실험과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4는 물리흡수제인

PEG의 흡수특성을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5는 물리흡

수제인 DMSO의 흡수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PEG의

경우 흡수 실험 후 이산화탄소의 흡수력은 약간 감소하

였으며, DMSO의 경우 흡수 실험 후에도 이산화탄소의

흡수력 변화는 미미 하였고, 흡수력도 우수하였다..

Time (min)

10 20 30 40 50 60

Pressure ratio 0.6

0.7

0.8

0.9

1.0 PEG (Fresh)
1st regeneration
2nd regeneration

[그림 4] 물리흡수제인 PEG의 흡수특성

Time (min)

10 20 30 40 50 60

Pressure ratio 0.6

0.7

0.8

0.9

1.0 DMSO (Fresh)
1st regeneration
2nd regeneration

[그림 5] 물리흡수제인 DMSO의 흡수특성

4. 결론

물리흡수제의 초기흡수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PEG,

DMSO, Sulfolane을 이용하여 30℃에서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초기흡수속도는 DMSO가 가장 뛰어났으며, 특

히 초기 10분까지의 흡수력은 우수하였고 그 이후의 흡

수속도는 낮아졌다.

또한, 물리흡수제의 반응온도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온도를 증가시키면서 각

각의 물리흡수제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PEG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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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였다. 그리고 물리흡수제의 흡수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물리흡수제를 이용하여 30℃에서 연구한

결과 PEG의 경우 탈착 후 이산화탄소의 흡수력은 약

간 증가하였고, DMSO의 경우 탈착 후 흡수력 변화는

미미하였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력도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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