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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착 회수하기 위한 허니컴 흡착소자 및 공정에 관한 것이다. 세라믹섬유와 

Na-X를 주원료로 제올라이트 종이를 제조하였다. 제올라이트 종이의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i
+
, Ca

2+
, 

K
+
 이온교환 및 추가적인 표면코팅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Li

+
 이온교환 방법은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지만 공정적용이 가능할 만큼의 흡착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Na-X의 추가적인 표면코팅은 이산화탄

소 흡착능을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제올라이트 종이를 성형하여 만든 허니컴형 흡착소자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착파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의 결과로서 회전식 이산화탄소 흡착 농축공정의 적용 예를 보여주었다.

The honeycomb adsorbents and adsorption process for carbon dioxide removal from fuel gas were investigated. Zeolite paper 

was made with Na-X zeolite powder and ceramic fiber as raw materials. Li
+
, Ca

2+
 or K

+
 ion exchanges for Na-X zeolite 

and additional Na-X coating were performed on zeolite paper for increasing the carbon dioxide adsorption capacity, after that 

the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were analyzed. Among the ion exchanged samples, Li
+
 ion exchanged zeolite 

paper was most promising but its carbon dioxide adsorption capacity was less than expected for process application. However, 

additional Na-X coating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method for increasing the carbon dioxide adsorption capacity of the 

zeolite paper for process application. The carbon dioxide breakthrough test of the honeycomb adsorbent prepared with the 

zeolite paper was studied, and fuel gas treatment capacity was calculated when the honeycomb adsorbent was used in the 

rotary adsorp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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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배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흡수법과 흡착법, 막분

리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흡수법은 그동안 이산화

탄소 회수공정에 가장 폭넓게 이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습식회수법은 

흡수용액의 주기적인 보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설비부식 및 이차 

오염물의 생성 등 유지보수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Shimomura는 

Li4SiO4가 담지된 허니컴 휠을 사용하는 회전식 이산화탄소 건식흡수

공정[1]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허니컴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배가스와 흡수제의 반응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유체

의 압력손실이 적으며 장치를 콤펙트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

제적인 이산화탄소 회수공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펠릿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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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흡수제를 사용하는 유동층 이산화탄소 흡수공정[2]도 현재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정은 고온, 고압 하에서의 운

전조건 및 흡수제의 유동 마찰에 의한 분말화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

지 단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흡수법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

산화탄소 회수방법으로써 흡착법 및 막분리법을 들 수 있다. 막분리

법[3]은 구성기체 성분의 투과도 및 선택도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혼

합가스 중의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면적이 넓은 분리막의 개발, 분리막의 선택도 및 내구성 향

상 등 몇 가지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

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흡착법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착제로서 제올라이트를 사용하는 압력

변동 흡착방법(pressure swing adsorption, PSA)이 주를 이루고 있다

[4-7,18]. 그리고 최근에는 PSA 공정에 활용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의 선택도 및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rista 등은 Na-X 및 Y형 제올라이트를 Li
+
, Ca

2+
, K

+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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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을 시킨 결과 Li
+
 이온교환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다

[8,9]. 또한 실리카-아민결합 흡착제[10], MCM41-고분자결합 흡착제

[11-13], 탄소소재 흡착제[14] 등 이산화탄소 흡착능이 우수한 흡착제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흡착제들

이 만약 펠릿형으로 활용된다면 반응탑에서 큰 압력손실이 따르기 때

문에 이산화탄소 회수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회수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흡착능이 높고, 

압력손실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흡착제 및 이를 활용한 공정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식 이산화탄소 흡착회수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허니컴형 이산화탄소 흡착소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보다 경제적인 이산화탄소 흡착회수 공정의 설계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한다.

2. 실    험 

  허니컴형 이산화탄소 흡착소자는 이산화탄소를 흡착할 수 있는 흡

착제가 포함된 종이를 성형하여 만들 수 있다. 먼저 제올라이트와 세

라믹섬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종이(이하 제올라이트 종이)를 제조하였

다. 제올라이트 종이의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온

교환 및 표면코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올라이트 종이를 성형하여 만든 허니컴 흡착소자

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착파과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

으로 회전식 이산화탄소 회수공정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배가스 처리

용량을 계산하였다.

  2.1. 제올라이트 종이 및 허니컴 이산화탄소 흡착소자의 제조

  이산화탄소를 흡착할 수 있는 제올라이트 종이의 주성분은 제올라

이트 분말과 세라믹섬유이다. 제올라이트는 입자크기가 2∼3 µm인 

Na-X (UOP)를 사용하였으며, ICP 분석결과 Si/Al 비가 1.163이었다. 

세라믹섬유는 스피닝공법으로 제조된 세라크울(1300C-bulk, KCC)을 

사용하였으며, 주성분은 Al2O3-SiO2이다. 또한 세라믹섬유의 굵기는 3 

µm 미만이며 길이는 20∼50 mm 정도이다. 제올라이트 종이를 제조

하기 위한 슬러리의 구성성분 중 이들 두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정도이며, 유기섬유 및 무기첨가물 등이 약 20%를 차지한다. 혼

합조에서 고속교반에 의해 제조된 슬러리를 종이 제조장치에 공급하

여 탈수, 압착, 건조과정을 통해 두께 0.23 mm인 제올라이트 종이를 

제조하였다.

  Figure 1에 제올라이트 종이를 사용하여 허니컴형 흡착소자를 제조

하는 공정을 나타내었다. 두께가 일정한 두 장의 제올라이트 종이를 

사용하여 한쪽 면이 피치 3.4 mm, 높이 1.8 mm의 파도모양인 편파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그후 이를 말아서 지름 98 mm, 폭 392 mm인 

원통형의 허니컴 흡착소자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10% 실리카 졸에 

담지시킨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허니컴을 650 ℃에서 소성하여 허니

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태워버림으로써 이산화탄소의 흡착 

및 재생이 가능한 허니컴 흡착소자를 제조하였다.

  2.2. 이온교환 및 표면코팅

  허니컴 흡착소자의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제올

라이트 종이에 포함되어 있는 Na-X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 및 추가

적인 표면코팅을 실시하였다. 이온교환에 사용된 제올라이트 종이는 

가로, 세로 5 cm 크기이며, 유기물을 태워버린 것이다. 이온교환은 

Figure 1. Manufacturing process of honeycomb adsorbents for carbon 

dioxide adsorption.

Na-X의 Na
+
 이온을 Li

+
, Ca

2+
, K

+
 이온으로 교환하기 위한 것이며, 이

를 위해 사용된 LiCl, CaCl2, KCl은 모두 1급 시약(Junsei)을 사용하

였다. 비이커에서 각각 1 mol/L의 수용액을 만든 후 1 mol/L의 동일

한 수산화용액을 사용하여 pH를 9로 맞추었다. 그 후 용액의 온도를 

80 ℃로 유지시켰으며, 각각의 용액에 제올라이트 종이를 침적하여 3 

h 유지하였다. 침적-수세를 4회 반복한 후 90 ℃에서 24 h 건조하였다.

  한편 허니컴 흡착소자의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

른 방법으로서 제올라이트 담지 현탁액을 만들어 제올라이트 종이 표

면에 추가적으로 제올라이트를 코팅하였다. 담지 현탁액은 바인더로 

사용되는 실리카 고형분을 10%로 고정하였고, Na-X 함량을 5, 10, 

20%로 증가시켰다. 담지 후 제올라이트 종이를 90 ℃에서 건조하였

으며, 650 ℃에서 소성하였다. 바인더로 사용된 실리카 졸은 30 nm의 

평균입도를 갖는 것으로서 Nissan Chem. ST-30을 사용하였다.

  2.3. 이산화탄소 흡착평형

  이산화탄소 흡착을 위해 제조된 제올라이트 종이 및 샘플들은 mag-

netic suspension balance (Rubotherm, MSB-30G500P)를 이용하여 이

산화탄소 평형흡착량을 측정하였다. 약 5 mg 정도의 시료를 반응기 

내의 샘플그릇에 취한 다음 250 ℃ 진공상태에서 3 h 이상 유지하여 

흡착제 내의 흡착물질을 완전히 탈기시켰다. 그 후 진공을 유지시키

면서 반응기 내의 온도를 흡착온도까지 냉각시켰다. 샘플의 온도가 

안정된 후 순수한 성분의 이산화탄소가스를 일정 압력으로 공급하여 

무게 변화가 없을 때 평형흡착량(mg/g)을 기록하였다. 그 후 단계적

으로 이산화탄소 분압을 증가시키며 그 분압에서의 평형흡착량을 측

정하였다.

  2.4. 이산화탄소 흡착파과

  제올라이트 종이를 성형하여 만든 허니컴 흡착소자를 실리카 고형

분 10%인 현탁액에 담지한 후 건조, 열처리하여 제올라이트-세라믹

섬유 결합을 강화시킴으로써 공정적용이 가능한 허니컴 흡착소자를 

제조하였다. 허니컴 흡착소자의 전체 무게는 312 g이었다. BET 표면

적의 측정결과로 추정했을 때 제올라이트의 함유량은 허니컴 전체 무

게의 약 47%인 147 g이었다.

  허니컴 흡착소자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착파과 특성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허니컴 흡착소자를 지름 100 mm, 길이 400 mm인 원통

형의 반응기에 꽉 채워 충진시켰다. 공탑속도 12 mm/s로 질소를 공급

하면서 반응기 내 허니컴 흡착소자의 온도를 250 ℃ 이상으로 3 h 동

안 유지하여 허니컴 흡착소자에 흡착되어 있던 수분 및 오염가스를 



275이산화탄소 흡착제거를 위한 허니컴 흡착소자의 제조 및 이의 특성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3, 2007

Figure 2. SEM image of Na-X zeolite paper.

완전히 제거하였다. 그 후 반응기 내부 온도를 30 ℃로 유지시키고 질

소와 혼합된 11.9% 이산화탄소를 일정 압력과 일정유량으로 반응기

에 공급하였다. 반응기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압력, 이산화탄소 농도

는 실시간으로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올라이트 종이의 특성

  본 연구자들이 이전에 보고한 바 있는 세라믹종이[16]는 흡착제를 

함유하지 않는 세라믹종이를 제조한 후 흡착제 담지 및 건조 과정을 

거쳐 흡착특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이 제조과정에

서 흡착제를 포함시켜 흡착특성이 부여된 종이를 제조함으로써 공정

이 단순화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허니컴 흡착소자를 제조하는데 있

어서 한 번의 건조 및 열처리 단계를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정적으로 허니컴 흡착소자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올라이트 분말과 세라믹섬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제올라

이트 종이의 표면 사진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제올라이트 종이 표면에는 X형 제올라이트와 세라믹섬유 및 펄

프섬유가 서로 얽혀져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로 표면에 

분포된 제올라이트 흡착제는 실제 공정에서 펠릿형 흡착제에 비하여 

흡착가스와의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제올라이트 종이의 두께는 0.23 mm이며, 평량은 

122 g/m
2
을 나타내었다. 또한 BET 표면적은 295 m

2
/g로서 Na-X 원

료분말 BET 표면적의 47%를 나타내었다. 이는 제올라이트 종이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전체 첨가물 중에서 제올라이트가 차지하는 비율

과 비슷한 수치이다. 따라서 제올라이트 종이를 제조할 때 슬러리에 

첨가된 미세분말의 제올라이트가 손실되지 않고 완전히 보류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올라이트 종이를 흡착소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할 

때 성형성을 감안하여 첨가되었던 펄프, 분산제 등 유기성분을 제거

해야 한다. 유기성분의 제거는 고온의 열처리를 통해 가능하며, 이때 

유기성분의 제거와 함께 제올라이트 기공 내에 들어 있던 수분 등이 

제거됨으로써 흡착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Figure 3은 제올라이트 

종이의 TG/DTA 분석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200 ℃

까지는 약간 무게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수분 제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0 ℃ 이상에서 유기물의 열분해가 시작되어 약 450℃ 

정도에서 종료되었다. 또한 650 ℃ 부근에서의 소량의 중량 감소는 

Figure 3. TG/DTA curves of zeolite paper (heating rate : 5 ℃/min).

Figure 4. SEM image of Na-X zeolite paper after binder impregnation 

and heat treatment at 650 ℃ for 3 h.

그 이전의 온도에서 탄화된 유기물의 산화에 의한 원인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약 500 ℃ 이상의 활성화 처리를 통해서 이산

화탄소 흡착 및 재생을 위한 안정적인 제올라이트 허니컴 흡착소자가 

제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기물이 제거되면, 제올라이트 종이는 흡착소자로 사용하기 

위한 강도가 미흡하였고 제올라이트 종이에 포함되어 있는 세라믹섬

유와 제올라이트의 고착강도도 크게 저하하였다. 따라서 허니컴 흡착

소자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흡착가스의 빠른 유속에도 흡착제의 손실

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Figure 4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올라이트 종이를 10% 실리카 졸에 담지한 

후 열처리한 제올라이트 종이의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인더에 의해 제올라이트-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세

라믹섬유의 결합이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처리에 의해 흡

착가스 유속 5 m/s 이상에서도 제올라이트의 손실은 없었으며, 허니

컴 강도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

  Figure 5는 제올라이트 종이 및 원료분말인 Na-X 제올라이트의 X- 

ray 회절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회절패턴은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올라이트 원료분말을 제올

라이트 종이로 성형하기 위한 용액제조공정, 종이성형 및 건조공정, 

유기성분의 제거를 위한 소성 등 여러 공정을 거친 후에도 제올라이

트 원료의 결정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에

서 언급한 이산화탄소 허니컴 흡착소자의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공정들

은 모두 실제 공정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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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2 Equilibrium Adsorption Amount of Zeolite Paper, Ion 

Exchanged Zeolite Paper and Coated Zeolites Paper at 30 ℃

Sample name

CO2 loading amount (mg/g)

at CO2 partial pressure BET surface

area, (m
2
/g),

N2 adsorption10

mmHg

50

mmHg

100

mmHg

Na-X zeolite powder 88.9 146.0 176.0 629

Na-X zeolite paper 37.2 64.5 79.5 295

Na
+
 → Li

+
, r = 0.68 Å 47.9 77.2 93.1 -

Na
+
 → Ca

2+
, r = 0.99 Å 46.8 70.3 82.4 -

Na
+
 → K

+
, r = 1.33 Å 42.6 63.3 74.1 -

5% Na-X sol coating 35.1 62.0 77.6 301

10% Na-X sol coating 37.6 66.8 83.2 309

20% Na-X sol coating 42.5 73.7 92.1 334

Figure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Na-X and zeolite paper.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 이산화탄소 흡착특성

  제올라이트 종이의 이산화탄소 흡착능은 원료분말의 이산화탄소 

흡착능 및 흡착제 함유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종이 제조시 제올라

이트 첨가량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은 종이의 성형성 및 인장 특성 때

문에 곤란하다. Table 1에 본 실험에서 제조된 시료들의 이산화탄소 

평형흡착량 결과를 정리하였다. Figure 6은 본 실험에 사용된 Na-X 

제올라이트와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올라이트 종이 및 Na-X 

펠릿형 흡착제의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 나타나듯이 흡착온도 30 ℃, 이산화탄소 분압 100 mmHg에서 제

올라이트 종이의 흡착량은 79.5 mg/g으로서 원료분말의 약 45.2% 수

준이다. 이 값은 제올라이트 종이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료 첨가량의 

비율 및 BET 결과값으로부터 추정된 제올라이트 함유량과 거의 같은 

값이다. 그러나 동일한 원료분말을 사용하여 바인더와 함께 제립된 

펠릿형 흡착제는 123 mg/g의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나타냄으로써 원

료분말의 약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펠

릿형 흡착제를 만들 때 10% 내외의 바인더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했

을 때 예상되는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펠릿형 

흡착제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바인더의 영향과 함께 제립된 흡착제 

내부에 분포되어 있는 제올라이트 기공들이 막힘으로써 나타난 결과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올라이트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제올라

Figure 6. Adsorption isothenms for CO2 at 30 ℃ on Na-X adsorbents.

Figure 7. Adsorption isothenms for CO2 at 30 ℃ on zeolite paper af-

ter ion exchange.

이트 종이의 성형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온교환 및 추가적으로 표

면코팅한 제올라이트 종이의 특성을 Figure 7 및 Figure 8에 나타내었

다. Figure 7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 분압 30 mmHg 미만에서 

이온교환된 제올라이트 종이의 이산화탄소 흡착능은 어느 정도 증가

하였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분압 100 mmHg에서는 이온크기가 작아

질수록(K
+
 < Na

+
 < Ca

2+
 < Li

+
)의 순서로 이산화탄소 흡착능이 조금

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온교환 결과에 대해 Walton[8] 등은 제올라

이트 결정구조 내 양이온의 질량과의 연관성을 제기하였다. 즉 이산

화탄소 흡착량은 제올라이트 결정구조 내의 흡착량(CO2 molecules/ 

supercage)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온교환에 따른 흡착능의 변

화를 관찰함에 있어 양이온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로서 Li
+
 이온교환 제올라이트 종이는 약 

17% 흡착능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Ca
2+

 및 K
+
 이온교환 제올라이트 

종이는 흡착능의 변화가 작았으며, 특히 K
+
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분압 100 mmHg 이상에서는 이온교환 전보다 오히려 흡착능이 감소

하였다. 제올라이트 종이를 사용한 이온교환 방법은 공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올라이트 종이를 다루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Figure 8은 제올라이트의 추가적인 코팅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착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담지법에 의한 제올라이트의 추가적인 코팅은 

허니컴 셀의 막힘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담지 현탁액 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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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dsorption isothenms for CO2 at 30 ℃ on additional Na-X 

coated zeolite paper.

올라이트의 양은 한정된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5%, 10% 제올라이트 

현탁액에 담지한 경우에는 제올라이트 종이의 이산화탄소 흡착능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담지 현탁액에 포함된 제올라이트와 바

인더의 혼합 비율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올

라이트 양이 20%인 현탁액에 담지한 경우에는 Li
+
 이온교환에 상응

하는 이산화탄소 흡착능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Li
+
 이온교환 방법은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상승

시키기는 하지만, 제올라이트 현탁액담지에 의한 추가적인 표면코팅 

방법이 제올라이트 종이의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3.3. 이산화탄소 흡착파과 특성

  허니컴 흡착소자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착파과 특성 분석은 흡착분

리 공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Figure 9는 농도 11.9 

vol% 이산화탄소를 5 L/min와 3 L/min로 각각 공급하여 얻어진 파과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의 흡착질 유속은 공탑속도로서 각각 1.11 

cm/s와 0.66 cm/s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유량 5 L/min 일 

때 이산화탄소는 12.5 min에 파과되기 시작하여 입구농도와 출구농

도가 같아지는 흡착포화 상태는 약 45 min 정도에 도달되었다. 또한 

공급유량 3 L/min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초기 파과시간이 30.5 

min이었으며 그 후 약 60 min 정도까지는 매우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각각 흡착 포화상태까지의 이산화탄소 흡

착량(q)을 다음 식 (1)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









  (1)

  여기서 q = 흡착량(g), t = 흡착시간(s), Mw = 흡착질 분자량

(g/mol), C1, C2 = 흡착입구 및 출구농도(mol/L), Q1 = 입구조건(P1, 

T1)에서의 유량(L/s), Q2 = 출구조건(P2, T2)에서의 유량(L/s)이다. 또

한 흡착탑 입구 및 출구의 압력과 온도변화는 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위 식(1)에 의한 허니컴 흡착소자의 이산화탄소 흡착량은 5 L/min

로 공급했을 경우에는 약 23.1 g이며, 3 L/min로 공급했을 때에는 약 

23.8 g이었다. 허니컴 흡착소자의 총 무게가 312 g이므로 단위무게 

당 이산화탄소 흡착량은 각각 74.2 mg/g, 76.4 mg/g이다. 한편 이산화

탄소 농도 12 vol%인 혼합가스 1기압은 이산화탄소 분압 약 91 

Figure 9. Carbon dioxide breakthrough curves of the honeycomb 

adsorbent.

mmHg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 절에서 언급하였던 동일한 이산화탄소 

분압에서 제올라이트 종이의 평형흡착량 77.2 mg/g과 거의 비슷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흡착 및 농축공정에

서는 흡착 후 배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수록 제거효율이 높아진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실험 결과에서 유효 파과시간을 각각 14 min

과 31 min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흡착제 단위무게당 흡착량은 52.5 

mg/g과 69.7 mg/g이며, 이러한 수치는 허니컴 흡착소자 흡착용량의 

약 68%와 90%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니컴 흡착소자의 셀크기 변경 

및 적절한 흡착유속 선정 등의 보완 연구를 통해서 흡착제 이용효율

을 적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이산화탄소 흡착 농축공정

  허니컴 흡착소자를 사용하여 배출 이산화탄소를 흡착 및 농축하기 

위한 공정예를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허니컴 흡

착소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흡착, 가열재생, 냉각 구역으로 나누

어져 있으며, 각 구역의 분할비는 허니컴 흡착소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각각의 구역은 외부장치에 의해 독립적이며, 평균 유지온

도는 흡착구역 30 ℃, 탈착구역 130 ℃, 냉각구역 60 ℃로 가정한다.

  앞 절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흡착특성을 갖는 지름 60 cm, 폭 45 

cm인 이산화탄소 허니컴 흡착소자를 적용한 예로서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허니컴 로타의 흡착 : 재생 : 냉각 영역을 7 : 2 : 1로 

구성한다면 흡착영역의 단면적은 파과실험에 사용된 흡착소자의 약 

26배에 해당한다. 또한 허니컴 흡착소자의 폭은 1.15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 12 vol%인 배기가스를 150 L/min로 공급한

다면 12.5 min 정도에 이산화탄소가 파과되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공정변수로서 허니컴 흡착로타의 회전속도를 4 rph로 유지한다면 흡

착시간은 10.5 min에 해당되므로 배기가스의 공급유량을 178 L/min

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허니컴 흡착로타의 이산화탄소 

흡착 후 재생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 

12 vol%인 배기가스를 처리효율 98% 이상으로 약 10.7 Nm
3
/h 처리

할 수 있는 공정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조된 제올라이트 종이는 종이 성형성, 이산화탄소 

흡착특성, 허니컴 흡착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인장특성 등이 모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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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dsorption and concentration process of carbon dioxide by 

the honeycomb adsorbent.

수하였다. 제올라이트 종이를 사용한 이온교환 방법은 이산화탄소 흡

착능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Li
+
 이온

교환된 Li-X 제올라이트 분말을 원료로 사용한 제올라이트 종이의 성

형은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올라이트 현탁액담지 방법으로 제올라이트를 추가적으로 

표면 코팅하는 방법은 이산화탄소 흡착능의 향상 및 공정의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올라이트 종이를 사용하여 만든 허니컴 흡착소자는 새롭고 효율

적인 이산화탄소 흡착분리공정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허니컴형 이산화탄소 흡착소자의 특성분석과 함께 이를 적용한 이

산화탄소 흡착공정의 예를 제시하였다. 향후 허니컴 흡착소자에 대한 

흡착특성, 회전식 이산화탄소 흡착, 농축공정의 운전특성, 회전식 흡

착장치와 PSA 공정의 조합설계 등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이산화탄소 회수공정의 개발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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