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314 -

생물학적 공정을 이용한 혁신 CO2 포집 기술 
개발

정순관*, 윤여일*, 남성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mail : corresponding author(jeongsk@kier.re.kr)

Development of innovative biological process for CO2
capture

Soon Kwan Jeong
✝
, Yeo Il Yoon, Sung Chan Nam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Gajeong-ro, Yuseong-gu, Daejeon,

305-343 Korea

요 약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많은 공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 중 아민과 암모니아로 대표되는 흡수공정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공정은 흡수제 손실, 열화, 높은 재생에너지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장치비와 높

은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새로운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되는 있는 혁신적인 많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공정이 기술개발에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나 기술

이 개발될 경우 가장 비용효과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소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의 장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서론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실가스 효

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기후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 완

료되기 전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불가피 하며 국

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50년 소비에너지의 70% 이상

을 화석연료로 충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1]. 이러

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온실가스를 포집 저장하는 C

CS (Carbon dioxide capture & storage)기술의 채택

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EA의

Blue Map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감축하여야 하

는 온실가스 중 약 19%를 CCS 기술이 담당할 것으

로 분석하였다. 대단위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크게 연소 전, 연소 후, 순

산소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연소 후 이산화

탄소 처리 기술이 기존 공정에 설치가 가능하며 적

용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가장 빠르게 상용화 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은

화학 및 물리 흡수공정으로 분류되며, 기존 석유, 천

연가스, 화학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저압에서는

화학 흡수제의 이산화탄소 흡수능이 물리흡수제 보

다 크게 나타나 연소 후 공정에 주로 이용되며, 물

리흡수제의 경우 고압에서 우수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이 뛰어나 IGCC와 같은 연소 전 공정에 주로 이

용되고 있다.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이산화

탄소 포집공정 중 아민을 흡수제로 사용한 공정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

나 아민흡수제의 경우 높은 재생에너지, 부식, 열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산화탄소 포집공정에 대한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다양한 혁신공정 중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이산

화탄소 처리 방법은 개발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개발

이 완료될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에 소요되는 장치비

및 운영비의 절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새로운 연구주제로써 부

각되고 있는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이산화탄소 처

리 공정에 대한 장단점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

였다.

2. 지구의 이산화탄소 순환구조

대단위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자연적

으로 처리/저장하는 방법은 1990년대 초 Duns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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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2]. Dunsmore는 지

구를 탄소 순환에 의한 온도 자정 장치로 보고

(earth's carbon-based biogeochemical thermostat)

다음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1] Carbon cycle in Earth.

지구의 시간적 관점으로 볼 때 탄소는 지각(dead

carbon)과 대기-수-생태계(live carbon) 으로 순환된

다. 지표상이나 수중의 유기물은 생물학적 공정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carbonate mineral이나 유기물

질로 변환시키며 지질학적 공정을 통하여 안정되게

지각에 저장한다는 것이다. carbonate mineral(예

dolomite, calcite, aragonite, limestone 등, 탄소저장

량 약 150,000x10
12
톤)은 가장 안정된 상태로 이산화

탄소를 저장하는 물질이며 기존 CCS에서 이산화탄

소를 지중저장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3. 생물학적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는 반응식(1)과 같이 물에 빠

르게 녹아 수화된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 CO2(aq.)

는 물과 반응하여 탄산을 형성하거나(식2), 높은 pH

에서 수산화 이온과 반응하여 bicarbonate를 형성한

다. pH > 8 이하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없기 때문에

반응식 (4)는 무시할 수 있으며, 8 < pH < 10 사이

에서는 반응식 (2)~(4)가 동시에 발생하며, pH>10에

서는 반응식(4)가 지배적이다. bicarbonate 이온은

식(5)와 같이 빠르게 carbonate 이온으로 전환된다.

전환된 carbonate 이온은 적절한 양이온이 존재할

경우 상온 상압에서 carbonate material로 쉽게 침전

되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되게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로 제지용, 건자재용, 산업용으

로 이용이 가능하여 이산화탄소 저장 및 포집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상쇄시킬 수 있다.

  ↔   (1)

    ↔  (2)

↔ 
  

 (3)

   
 ↔ 

 (4)


 ↔    

  (5)

   
  ↔  (6)

위의 반응에서 속도율속단계로 작용하는 반응은

식(2)로 정반응 상수가 약 6.2X10
-2
s
-1
(25℃)에 불과

하다[3]. 따라서 탄산의 형성을 빠르게 하거나 생략

된 상태로 탄산이온을 만들 수 있는 반응 매개체가

필요하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carbonic anhydrase(이

하 CA)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효소로

알려져 있다. CA는 내부에 아연이 포함된

metalloenzyme의 한 종류로 호흡시에 적혈구에서

이산화탄소의 섭취 및 유리에 관여하여 여러 분비

기관에서 수소이온과 중탄산 이온의 생성 및 분비에

관여하며 골조직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A중 인체에 존재하는 HCAII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으며 1초당

적어도 1.4X10
6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를 수화 시킨다.

CA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수화반응은 아래 반응식과

같이 반응율속단계로 작용하는 탄산의 생성없이

bicarbonate를 생성한다. 즉 물에 대한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적절한 효소

와 물만으로도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을 설치할 수 있

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 
    (7)

   ↔ 
 (8)


   ↔   

 (9)

여기서 E는 Enzyme (CA)을 의미함

아민과 같은 화학적 흡수제에 비하여 효소를 이용

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장점은 크게 빠른 반응

속도와 낮은 재생에너지를 들 수 있다. 아민 흡수제

중 가장 빠른 반응속도를 나타내는 MEA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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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며, 재생에너지도 MEA

(4.0GJ /t-CO2)의 약 40% 수준인 1.6GJ/t-CO2를 나

타낸다. 즉 기존 장치대비 compact한 장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배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의한 피독현상과 온도 및 pH에 의한

활성 변화가 큰 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

고 있다.

CA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은 미국의

Carbozyme사와 캐나다의 CO2 Solution사를 들 수

있다. Carbozyme사는 분리막에 CA를 고정화시키는

공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CO2 Solutin사는 흡수탑

형태의 반응시스템의 구성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New Mexico Tech.

에서는 CA를 통하여 bicarbonate로 전환된 이산화

탄소에 적절한 양이온을 첨가하여 유용한 탄산광물

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패각에서 추출한 생체촉매

와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에 대한 연

구를 수행 중이다.

4. 결론

생물학적 공정 중 효소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개발은 현재 개념 정립단계에 있는 신개념의

기술이다. 이러한 공정이 개발될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유용한 광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경제적인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을 구현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공간을 필

요치 않으므로 저장공간이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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