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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배출이 증가되고 있는 온실가스 중에 하나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탄소

순환과정에 의해 자연계로 순환되지만, 순환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이산화탄소는 적절한 포획과 처리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중 광물고정화 방법은 영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광물고정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화학적전처리법을 사용하였다. 화학적전처리법(leaching)은 규산염광물의 알

칼리토금속성분(Mg, Ca)이 이산화탄소와 탄산염광물화 반응을 통해 광물고정화가 진행되는 방법임에 착안하여, 산(acid)

을 이용해 알칼리토금속성분을 추출해 내 이산화탄소와의 반응 양을 증가시켜 고정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양한 

농도(2 M, 4 M, 6 M)의 황산을 사문석과 반응온도(25, 50, 75 ℃)와 반응시간(1, 3, 5, 24 h)을 변화시켜 추출된 알칼리

토금속성분(Mg, Ca)을 ICP-AES를 이용해 분석하였고 SEM과 BET를 이용하여 황산이 사문석 표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보았는데, 사문석이 황산과 반응하여 표면이 거칠어지며, 비표면적이 11.1209 m
2
/g에서 98.7903 m

2
/g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세 변수 모두 증가할수록 추출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5 ℃의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1 h 이후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화 추출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화학적 전처리의 결과 고정화 효율이 23.24%에

서 46.30%까지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The proposed CO2 storage technology in the present study is a one-step sequestration process that stabilizes CO2 in a reactor with 

Serpentine. The advantage of this technology is associated with its high stability of final product so that the entire system is 

recognized as permanent environment-friendly CO2 removal method. Since the sequestration reaction mechanisms are generally 

understood that carbonation reaction proceeds with very slow rate, so that pretreatment method to increases reaction rate of CO2 

carbonation reaction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reactivity of Serpentine with CO2, two different methods of pretreatment 

are carried out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One is heat-treatment, the other is chemical pretreatment. In this study, only chemical 

pretreatment is considered leaching method of magnesium from Serpentine using sulfuric acid at the various reaction temperatures, 

times, and acid concentrations. Experimental results illustrated that pretreatment by sulfuric acid increases surface area of serpentine 

from 11.1209 m
2
/g to 98.7903 m

2
/g and extracts magnesium compounds. Single variable experiment demonstrated the enhancements 

of magnesium extraction with increased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Amount of magnesium extraction is obtained by using the 

data of ICP-AES as maximum extraction condition of magnesium is 2 M acid solution, 75 ℃ and 1hr. After performing chemical 

pretreatment, carbonation yield increased from 23.24% to 46.30% of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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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지구온난화

와 기후의 변화를 가져 왔고 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하

여 최근 환경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다양한 온실가스 중 그 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에 많은 관심이 집중

† 교신저자 (e-mail: htkim@ajou.ac.kr)

되고 있다[1]. 

탄소 성분이 함유된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

화탄소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흡수원에 의해 흡수되고 대기 중 

그 농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많은 에너지 소비는 자연계에서의 흡수 가

능한 평형농도를 초과하여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지

구 온난화를 가속 시키고 있다. 특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대규

모 에너지 설비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의 연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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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방출된다.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전저감기술 또는 사후

저감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저감기술이란 현재의 산업구조를 

이산화탄소를 가능한 한 적게 발생시키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이용

효율이 높은 공정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반면 사후저감

기술은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 회수하여 이를 다른 화

합물 제조에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에는 배출량 조절에 한계를 지니게 되므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분

리, 회수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의 처리 기술은 이산

화탄소를 분리⋅회수하는 분리기술과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고정 

또는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로 구분된다. 여러 방법을 통해 그 

포획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획법은 산업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포획된 이산화탄

소는 심해, 지반층, 광물 등 다양한 원에 격리저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심해저장 기술의 경우 그 저장 용량은 가장 방대하나 해수

의 pH상승으로 인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

으며, 해수의 용승작용은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반층에 저장하는 기술의 경우 우리

나라 지반여건상 적합하지 않으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광물을 통한 이산

화탄소의 저장은 영구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라고 판단된다.

광물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은 규산염광물의 알칼리토금속성

분인 마그네슘과 칼슘 성분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열역학적으

로 더 안정한 상태인 탄산염광물(carbonate)이 되면서 이산화탄소

가 고정, 저장 되는 방법이다. 이 반응에 사용되는 규산염광물은 

전 세계에 걸쳐 풍부하게 존재하며 탄산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칼리토금속 성분이 포함된 광물이어야 하는데, 특히 규산염광물 

중 마그네슘(Mg)을 많이 함류한 사문석과 칼슘(Ca)을 많이 함유하

고 있는 감람석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문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탄산염반응은 자연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기작이다. 그러나 그 반응은 매우 천천히 진

행되는 반응이므로 인위적으로 온도나 압력을 변화시켜 반응속도

를 증가시켜야 한다. 

다음의 식 (1)은 사문석의 탄산염광물화 반응식을 나타낸다. 

Mg3Si2O5(OH)4 + 3CO2 → 3MgCO3 + 2SiO2 + 2H2O 

ΔG = -67 kJ/mol (1)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가 사문석과 반응하여 탄산

염광물(carbonate)이 형성될 때 발열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열역

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되어 저장되므로 영구고정화가 가능하다. 

반응에서의 효율을 올리거나 에너지 소비가 낮은 반응조건을 선정

하기 위해 전처리단계를 고려하는데 이 전처리 방법에는 열적전처

리와 화학적전처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전처리에 의

한 이산화탄소의 광물고정화 특성을 평가하였다.

  1.1. 열적전처리법

사문석은 수분과 화학적으로 결합된 -OH (hydroxyl group)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염광물화 반응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열처리를 통해 수분을 제

거하여 이산화탄소의 광물 고정화 효율을 높인다. 이 때 열처리는 

630 ℃의 전기로(furnace)에서 3 h 동안 진행한다[2]. 열적전처리를 

수행 할 경우 이산화탄소 고정화 효율이 43%로 열적전처리를 하

지 않은 27%의 고정화 효율보다 높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온의 열원을 사용하여 전처리를 하므로 높은 에너지 소

비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열적전처리를 거친 사문석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화 하는 반응에서도 고온, 고압의 조

건(100 ℃, 200 atm)이 필요하므로 에너지소비가 높아진다[2]. 

  1.2. 화학적전처리법

화학적전처리법은 산용액을 이용하여 사문석에 포함되어 있는 

알칼리토금속성분인 마그네슘을 추출시키고 용액에 추출된 마그

네슘 성분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화 시키는 방법이다. 화

학적전처리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고정 메카니즘은 3단계로 이루

어진다. 우선 식 (2)에서처럼 황산에 사문석을 반응시켜 마그네슘 

성분을 추출해 내고, 추출된 용액을 식 (3)과 같이 수산화나트륨으

로 적정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포함한 용액을 얻어낸다. 마지막으

로 식 (4)와 같이 수산화마그네슘이 포함된 용액을 이용하여 이산

화탄소를 고정화 시킨다.

Mg3Si2O5(OH)4 + 3H2SO4 → 3Mg
2+

 + 3SO4

2-
 + 2SiO2 + 5H2O

(2)

Mg
2+

 + SO4

2-
 + 2NaOH → Mg(OH)2 + Na2SO4 (3)

Mg(OH)2 + CO2 + H2O → MgCO3 +2H2O (4)

화학적전처리법을 이용할 경우 열적전처리법과 비교하여 20 ℃, 

45 atm의 비교적 온화한 조건에서 반응이 진행된다[3]. 산전처리법

의 시초는 Lackner 등의 염산을 이용한 추출실험이었으며 고온에

서 실험이 진행되었다[4]. 그 후 반응온도를 낮추고 반응시간을 줄

이기 위한 시도로 여러 종류의 산, 염기용액과 그 외 반응 촉진 첨

가물들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5]. 그 중 황산과 염산, 질산이 

가장 좋은 추출 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황산은 다른 산에 비해 

휘발성이 낮고 탈수 성질이 있어 사문석 내의 수분을 제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보고되었다[6].

본 연구에서는 사문석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화 할 때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가 낮은 반응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탄산염광물(carbonate)을 형성 할 수 있는 사문석 속의 알칼리토금

속성분인 마그네슘을 황산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마그네슘 추출

량 증가를 위하여 반응조건 변화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면서, 추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 중 반응온도, 반응시간 그리고 반응

농도를 변화시켜 추출반응의 양상을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추출조

건을 도출하였다.

2. 실험준비 및 방법

  2.1. 실험준비

알칼리토금속은 탄산염광물화 반응의 중요 성분들인데 이들 중 

마그네슘(Mg)과 칼슘(Ca)은 자연계에 가장 흔하게 존재하며, 지각

에 2 mol%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10]. 칼슘은 마그네슘보다 탄산

염화가 더 쉬우나 마그네슘이 전 세계에 걸쳐 고순도로 많은 양이 

분포되어 있고 CO2 1 ton처리를 위한 필요량이 더 적게 소요되므

로 Ca보다 Mg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Mg

가 주성분을 이루는 사문석을 토대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528 장나형⋅심현민⋅허려화⋅김형택

공업화학, 제 19 권 제 5 호, 2008

Table 1. XRF Data of Serpentine Powder 

　 Raw Serpentine (wt%)

MgO 41.2

CaO 2.79

SiO2 41.4

Fe2O3 11.8

K2O 0.042

Others 2.768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of Chemical Pretreatment; Extration 

by 2 M H2SO4 Solution

Experiment Condition

No. Concentration Temperature Time

1

2 M

25 ℃

1 h

2 3 h

3 6 h

4 24 h

5

50 ℃

1 h

6 3 h

7 6 h

8 24 h

9

75 ℃

0.5 h

10 1 h

11 3 h

12 6 h

13 24 h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traction equipment. (1) Thermometer, 

(2) Condenser, (3) Three-neck flask, (4) Water bath, (5) Magnetic bar.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supercritical reactor for CO2

fixation.

에 사용된 사문석의 성분 및 함량은 X-선 형광분석기(XRF)를 이용

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문석의 경우 성분은 

Table 1과 같다[2].

사문석은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요청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사문

석은 볼밀(Ball mill)을 이용하여 미분화시키고 Electromagnetic sieve 

shaker를 이용하여 직경별로 분리하였다. 실험에서는 63 µm 이하의 

직경으로 분리된 사문석을 사용하였으며, 사문석의 직경이 작아지

면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과의 반응을 촉진시켜 추출량을 증

가시킬 수 있다[1,5]. 실험에서 추출용매로 황산(H2SO4)을 선택하였

는데, 황산은 다른 산과 비교하여 Mg 성분 추출 외에도 탈수특성이 

있어 사문석 내에 결합되어 있는 물이나 -OH (hydroxyl group)기를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사문석의 비표면적을 넓혀 내부의 Mg성분들

이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어 Mg 성분의 추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

다[5,8]. 본 연구에서는 98% 진한 황산을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원 용액인 황산은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 분광분석기(ICP- 

AES)를 사용하여 Mg, Ca 등의 알칼리토금속의 함량을 측정 분석하

였으나 검출되지 않았다. 

  2.2. 실험방법 

Mg 추출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Figure 1과 같이 

준비된 1000 mL 3구 원형플라스크에 2 M 농도의 H2SO4용액을 500 

mL을 채우고 Magnetic plate를 이용하여 교반하며 온도를 올린다. 단 

공기 중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심할 것을 감안하여 물중탕(water 

bath)을 한다. 또 온도 상승 시 용액이 증발될 수 있으므로 응축기

(condenser)를 설치하여 그 증발을 최소화 시킨다. 반응온도는 25 ℃, 

50 ℃, 75 ℃로 조건을 변경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목표 온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 50 g의 63 µm로 분쇄된 사문석을 첨가하고 600∼

700 rpm으로 교반한다. 반응시간은 1, 3, 6, 24 h으로 선정하여 진행 

하였으며 반응이 완료되면 여과하여 액체와 고체를 분리한다. 여과 

시 여과종이는 1 µm의 구멍사이즈를 가진 것으로 한다. 반응조건은 

Table 2에 나와 있는 반응시간과 온도를 변화시킨 13가지의 경우를 

적용하였으며, 그 이후 반응농도를 2 M에서 4 M과 6 M로 추가적으

로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완료되면 Mg 성분이 추출

된 황산용액은 밀폐된 병에 따로 보관을 하고, 반응 후의 사문석 분

말은 80 ℃의 오븐에서 12 h 건조시켰다. 반응조건을 변화시켜 얻은 

15가지의 Mg 성분이 추출된 황산용액은 추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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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tone of color change of serpentine powder after chemical pre-treatment.; raw serpentine (left), after chemical pre-treatment serpentine (right).

  

Figure 4. SEM image of the raw (left) and H2SO4 chemically activated (right) serpentine samples (3000×).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AES)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사문석의 표면 변화를 살피고, 

EDX장착 주사전자현미경(SEM-EDX) 분석을 통해 Mg성분의 추출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세기공 표면적 측정장치(BET)를 통해 

산 처리가 사문석 비표면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Figur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반응기 CO2 고정화 장치에 대한 계

략도이다. Batch type반응기로 용량은 500 mL이며, 최대 운전 조건

은 300 atm, 250 ℃이다. 반응기 내부에는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어

서 반응 중에 시료의 교반이 가능하며, thermocouple과 압력 센서로 

실험 중 실시간으로 반응기 내의 압력과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

다. 원 시료와 전처리 된 시료를 Figure 2의 실험장치에 넣고 pH 9, 

45기압, 25 ℃의 조건에서 CO2 고정화를 시키고 그 효율을 비교하

여 전처리 효과를 비교하였다[17].

3. 결과 및 토의

  3.1. 사문석 표면변화 및 용액의 색 변화

Mg성분 추출 실험을 진행하면 기기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가시

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다. 반응물인 사문석과 용액인 황산의 색변

화가 대표적이다. 

사문석의 경우 Mg 성분 추출 반응 전 사문석은 Figure 3의 왼쪽

과 같이 짙은 회색이다. 그리고 미세표면은 Figure 4의 왼쪽 SEM으

로 확인한 사진을 보면 매끄러운 편이며 공극이 거의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Mg 성분 추출 실험이 완료된 이후 사문석은 

Figure 3의 오른쪽처럼 색이 좀 더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것은 반응조건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하였는데, 분석결과 마그네슘

이 더 많이 추출된 사문석일수록 더 옅은 색을 띠었다. Mg 성분 

추출 반응 후 미세표면 역시 SEM으로 확인하였으며 Figure 4의 오

른쪽사진으로 반응 전보다 표면이 거칠어지고 넓어지며 공극이 생

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문석에서 Mg와 같은 진한 색을 가지는 원소들

이 추출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Figure 5의 SEM-EDX결

과의 Mg peak이 추출 반응 이후 작아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Mg 성분 추출 반응 전의 황산용액은 무색, 투명한 액상을 띠었

으나 반응이 완료된 후 Mg 성분이 추출된 용액은 약한 녹색형광의 

투명한 액상으로 변색되었다. 분석결과 Mg 추출이 많이 된 용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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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M-EDX data of the raw serpentine (left) and H2SO4 chemically activated (right) serpentine samples.

Figure 6. Effect of temperature and time on Mg extraction from 

serpentine in 2 M H2SO4 (ICP-AES analysis of the solution samples).

Figure 7. Effect of H2SO4 concentration on Mg extraction from 

serpentine at 50 ℃ and 1 h (ICP-AES analysis of the solution samples).

수록 더 진한 색을 띤다. 사문석이 함유하고 있는 철, 크롬, 니켈에 

의해 장파장에서는 녹색형광을 띠는데, 이런 성분들이 추출이 되

면서 연한초록빛을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을 이용하여 Mg 성분을 추출하는 것은 산의 수소이온(H
+
)이 

Mg-O-Si 결합의 산소원자에 극성을 띠게 함으로써, 결합을 약화시

켜 Mg 성분이 추출되는 것이다[8]. 그러나 산의 역할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문석의 비표면적을 증가시켜 Mg 성분이 밖으로 드러나

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특히 황산이 그 증가율이 가장 높

다고 알려져 있다[6].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문석 원 시료와 2 M

농도의 황산, 75 ℃, 1 h 조건에서 추출반응을 진행시킨 뒤에 사문

석의 BET를 측정하여 비표면적을 비교한 결과 비표면적이 11.1209 

m
2
/g에서 98.7903 m

2
/g으로 약 9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황산의 

농도가 더 증가하거나, 반응시간이 길어지면 비표면적이 더욱 넓

어진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3].

  3.2. 반응시간, 반응온도, 반응농도 변화의 효과

반응이 완료되면 Mg 성분이 추출되고 남은 사문석잔류물인 고

체분말(Mg
2+

-lean)과 Mg 성분이 추출된 액상의 황산용액(Mg
2+

-rich)

이 존재한다. 초기 황산의 Mg농도는 거의 무시할 수준이므로, 반

응 후 황산용액을 ICP-AES 분석을 통하여 Mg 성분의 증가량을 확

인하였다. Mg 성분의 추출량은 ICP-AES의 분석 수치는 초기변화

량으로 부터의 절대적으로 증가한 양이므로 그 수치를 그대로 사

용할 수 있다. 

Figure 7는 황산용액 농도가 2 M일 때 반응온도 및 반응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각 추출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ure 7에 사문석의 Mg 성분을 추출해 낸 황산 속의 마그네슘 

양의 변화로 같은 반응 온도에서는 반응시간이 증가 할수록 추출

양이 많아지고, 같은 반응시간에서는 반응 온도가 증가 할수록 추

출양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응온도 75 ℃의 추출 

경향을 보면 반응시간이 증가해도 18000 ppm정도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반응온도가 75 ℃인 경우 

반응시간이 1 h일 때부터 포화추출상태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Figure 7의 결과로 반응농도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반응시

간과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Mg 추출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그래프의 양상을 통해 포화추출점에 이르는 75 ℃, 1 h가 

가장 적절한 추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반응농도를 고정 시킨 후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을 변화시켜 얻은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온도인 75 ℃에서 가장 많은 추출양을 보였

으며, 반응온도가 75 ℃일 때에는 반응시간에 상관없이 1 h 이후에

는 포화추출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더 낮은 반응온도에서 포

화추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반응농도를 변화 시켜 실험하였

다. 반응농도가 증가하면 황산용액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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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emical pretreatment serpentine increase in carbonation 

yield of 23.24% to 46.30%.

되는데, 이는 Mg-O-Si 결합의 산소원자 극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

고 따라서 결합을 더 약하게 만들어 낮은 온도에서도 포화추출상

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아래의 Figure 8의 그래프는 반응농도 변화에 따른 추출량 변화

그래프로서, 추출용매 농도가 증가하면 추출량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4 M 농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추출량이 많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반응온도가 25 ℃에서 75 ℃로 증가하면 추출량이 

3000 ppm정도에서 18000 ppm으로 약 6배 증가하여 포화추출 상태 

까지 이르는 것과는 다르게, 반응농도가 2 M에서 4 M 또는 6 M로 

증가해도 8500 ppm에서 13000 ppm으로 약 1.5배의 추출량 증가만

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반응온도가 반응농도보다 Mg 성분 

추출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더 낮은 

농도의 황산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2 M 농

도를 가장 적합한 반응 조건으로 보고, 앞서 언급한 포화추출점에 

이르는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인 75 ℃, 1 h일 때를 가장 적합한 반

응 조건으로 판단하였다.

  3.3. 이산화탄소 고정화 효율

화학적전처리를 한 시료와 원 시료를 각각 45 기압 25 ℃에서 1 

h 반응 한 결과 Figure 9와 같이 전처리를 한 시료가 원 시료보다 

20% 이상의 CO2 고정화 효율 증가를 보였다. 이는 화학적 전처리

를 통해 사문석의 Mg와 Ca 성분이 고정화반응이 용이해지도록 추

출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표면에 있는 Mg와 Ca 성분뿐만 아니라 

사문석 내부에 있었던 성분들까지 황산에 의해 추출되었기 때문이

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황산을 이용하여 Mg와 Ca의 성분을 추출해 

내는 화학적 전처리방법은 CO2 고정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이산화탄소 고정을 위한 사문석의 탄산염광물화의 주된 인자는 

Mg와 Ca 성분과 같은 알칼리토금속계열이다. 사문석 내에 Mg 성

분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성분들과의 결합으로 인

해 고정화 효율이 높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화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사문석의 Mg 성분을 추출해 내는 

화학적 전처리방법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특성 평가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화학적 전처리 반응이 진행되면 사문석은 진한 회색에서 연회

색고체로 변색 되며, 황산용액은 무색투명에서 투명한 약한 형광

녹색으로 변색된다. 또한 SEM 분석을 통해 사문석의 표면은 반응 

전의 매끄럽고 공극이 없는 상태에서 반응 후에는 거칠고 공극이 

있는 상태로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사문석 시료의 

성분들이 추출용매 상으로 추출되었음을 보여준다.

2) BET 결과를 통해 사문석의 비표면적이 11.1209 m
2
/g에서 

98.7903 m
2
/g로 넓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문석 표면에 있는 

Mg 성분뿐만 아니라 사문석 내에 존재하는 Mg 성분이 표면 밖으

로 드러나 황산용액에 추출 된 것을 알 수 있다.

3) 반응농도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이 증가하

면 추출량이 더 많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75 ℃에서는 1 h이 지나

면 포화 추출점에 도달하여 반응시간이 더 증가하여도 추출량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4)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응농도가 

증가하면 추출량이 더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4 M 이상의 

농도에서는 추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응농

도의 영향은 온도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5) 반응온도와 반응시간, 반응농도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

자는 반응온도로 판단된다. 반응시간과 반응농도의 경우 최소 추출

양과 최대 추출양의 변화량이 6000 ppm∼7000 ppm 정도이지만 반

응온도의 경우에는 15000 ppm 정도의 변화량이 생기기 때문이다. 

6) 이산화탄소 고정화 효율을 측정해 본 결과 전처리를 하지 않

은 사문석의 경우 23.24%의 효율을 보인 반면에, 전처리를 한 경우

에는 46.30%까지 고정화 효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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