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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용 제올라이트와 석탄회를 알칼리 양이온(Li, K)과 알칼리 토금속(Ca, Mg)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개질하여 

이산화탄소의 흡착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Ca와 Mg를 함유한 흡착제의 경우 비표면적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

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양이온에 따른 흡착능은 K < Li < Mg < Ca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a와 

Mg로 함침된 흡착제의 경우 재생 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와 Mg 이온이 이산화탄소와의 친화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이온과 이산화탄소 분자 사이의 친화력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선택도를 증가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enhance the adsorption capacity of CO2, a commercial zeolite and coal fly ash were chemically modified with alkali 

cations (Li, K) and alkaline-earth cations (Ca, Mg). Adsorbents containing Ca and Mg showed slightly lower surface areas. The 

adsorption capacity at the ambient temperature was highest with Ca, then in order of Mg, Li, and K. On the contrary, 

regeneration efficiency of the adsorbents with Ca and Mg was relatively low, because Ca and Mg cations had stronger affinity 

of carbon dioxide. The affinity between cations and CO2 molecule also may improve the selectivity in favor of CO2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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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 건물이나 대중교통수단의 밀

폐화, 단열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내 공기질의 저하가 

새로운 환경 및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건물에 대

한 환기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오염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환기시스템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대부분 기계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외

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냉⋅난방 에너지의 손실에 따라 에너지 소비

의 증가가 예상된다[1].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실내공기질

(IAQ)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기에 사

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속적으

로 연구되고 있다.

실내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는 기술로는 심냉법, 

흡수법, 흡착법, 막분리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심냉법은 과다한 에너

지 소비로 인하여 흡수법 및 흡착제가 공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우수한 흡수제 또는 흡착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2]. 현재는 

아민 계열의 흡수제를 이용한 흡수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장치 규모가 커지고 흡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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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기기 부식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 반면 흡착법은 에

너지 소비가 적고 흡착제의 재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저감 기술

로 평가되고 있으며, 응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흡착 성

능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흡착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

행되고 있다[4,5].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는 가스 흡착 분리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흡

착제로 이용되고 있다. 활성탄은 높은 비표면적과 공극 용량을 가지

고 있고, 제올라이트는 3차원의 pore 구조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분

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제올라이트의 양이온은 pore를 효과적

으로 폐색시킴으로써 흡착과정 중 특정 분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공극 내에서 높은 정전기 구배를 형성함으로써 가스의 선택적 

흡착분리를 가능케 한다. 흡착은 흡착질과 흡착제 표면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흡착질 분자 크기, 구조, 극성과 흡착제

의 표면적, 표면 성질 또한 흡착 온도 및 압력에 따라 흡착량의 차이

를 보인다[6].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흡착제 표면에 염기점(base site)

을 제공하여 이산화탄소와 같은 산성가스 흡착에 대한 선택도를 증

가시킬 수 있다. 특히 X-type 제올라이트는 이산화탄소용 흡착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Y형에 비해 더 많은 알루미늄 구조

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이온을 많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제올라이트 내 양이온에 따라 여러 가스에 대한 흡착특성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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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흡착제 가스 분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금속으로 양이온 교환이 시도되고 있다[7].

더불어 이산화탄소와 흡착제 사이의 결합력은 너무 높지 않아야 

하는데 높은 친화력은 재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혼합 가스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선택적 흡착능은 우수하며 동시에 

화학적 흡착 세기보다는 낮은 결합력으로 흡착제의 재생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화학적 처리를 통한 기존 흡착제의 개질이 많이 연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상 오염물질 흡착제로 주로 이용되는 제올라

이트 13X와 다량의 SiO2와 Al2O3를 포함하고 있는 폐석탄회를 흡착 

지지체로 하여, 이산화탄소 흡착에 효과적인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

을 이온교환 및 함침법으로 첨가하였다. 적용한 금속 이온 종류별로 

제조된 흡착제의 특성을 관찰하였으며, 저농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흡착능을 비교하였다.

2. 실    험

  2.1. 흡착제 제조

흡착제 개질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에는 이온교환법

을, 석탄회에는 함침법을 적용하였다. 함침법과 이온교환법은 모두 

활성물질 용액을 지지체와 접촉시켜 담지시키는 방법이다. 함침법

은 지지체를 활성물질이 녹아 있는 용액에 담근 후에 서서히 가열하

여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지지체를 저어주거나 흔들어주어 균일하

게 담지시킨다. 이온교환법은 지지체를 활성물질이 녹아 있는 용액

과 접촉시켜 활성물질을 지지체에 교환시키는 방법이다[8]. 본 연구

에서 적용한 알칼리 양이온은 1∼2족 계열(Li, K, Ca, Mg)의 금속염

화물이다. 금속성분을 이온교환하여 함침시키기 위한 기본 지지체 

물질로 평균 4.7 µm 크기의 상용 제올라이트(UOP) 분말을 사용하였

다. 제올라이트 분말을 60∼70 ℃의 염화물 수용액에서 금속양이온 

성분이 충분히 이온교환될 수 있도록 3회 반복하여 24 h 방치하였

다. 이온 제거수로 반복 세척하여 잔류 염화물을 제거하였다. 한편 

석탄회를 지지체로 사용한 흡착제 제조는 함침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석탄회는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회로 평

균 입경이 약 3.8 µm이었다. 이 석탄회 분말을 25 ℃ 양이온 수용액

에 넣은 후 교반하여 5 h 동안 함침시켰다.

슬러지 상의 현탁액에서 진공 여과를 통하여 흡착제 입자를 분리

한 후, 120 ℃에서 7 h 건조시켰다. 분말상의 흡착제는 덱스트린 바

인더를 첨가하여 3∼4 mm 크기의 pellet형태로 제조하였다. 유기첨

가물과 수분 등을 제거하고, 흡착제의 내부 세공 발달을 위하여 700 

℃에서 2 h의 소성과정을 거쳐 최종 시험용 흡착제를 완성시켰다. 

  2.2. 흡착제의 특성분석

제조한 흡착제의 비표면적은 BET 장치(Quantachrome-MS22)를 이

용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 분말 시료를 pellet 형태로 제조한 

후 400 ℃ 질소가스를 가하여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기체상 

N2의 흡착량을 측정하고, BET 흡착 등온식을 이용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 화학처리된 흡착제 내 양이온의 농도는 ICP (LEEMAN 

AB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왕수에서 마이크로파

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 증류수로 희석하여 분석하였다. 흡착

제 지지체로 사용한 제올라이트와 석탄회의 화학적 결정상태를 확

인하기 위하여 XRD (Rigaku Inst., JP/D/M AX-2500H) 분석을 실시

하였다.

  2.3. 이산화탄소 흡착시험

제조한 흡착제의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ure 1

에서와 같이 고정층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흡착층으로 유입되는 유

체는 상향 흐름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이산화탄소 표준가스를 공기

로 희석시켜서 유입가스 농도를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산화탄

소의 유입농도는 다중이용 실내공간에서 관측되는 고농도 조건인 

3000 ppm으로 유지하였다. 반응기 내의 흡착압력은 후단에 설치한 

back pressure regulator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흡착층을 통과한 이

산화탄소의 농도는 이산화탄소 분석기(SenseAir, ASEN ALAR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된 데이터는 컴퓨터로 자동 저장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와 석탄회를 지지체로 사용하여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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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D patterns of substrate materials : (a) zeolite, (b) fly ash.

Table 1. BET Surface Area of Prepared Sorbents

(a) Modified Zeolite Sorbents

Sample Surface area (m
2
/g)

 Raw Zeolite 558.3

 Z-Li (0.1 M) 613.4

 Z-Li (0.5 M) 619.8

 Z-Li (1 M) 623.7

 Z-K (0.1 M) 539.5

 Z-K (0.5 M) 569.3

 Z-K (0.1 M) 610.4

 Z-Ca (0.1 M) 520.8

 Z-Ca (0.5 M) 538.9

 Z-Ca (1 M) 509.6

 Z-Mg (0.1 M) 510.1

 Z-Mg (0.5 M) 531.7

 Z-Mg (1 M) 517.8

(b) Modified Fly Ash Sorbents

Sample Surface area (m
2
/g)

Fly ash 66.3

FA-Li (1 M) 55.3

FA-K (1 M) 57.1

FA-Ca (1 M) 54.8

FA-Mg (1 M) 51.9

Table 2. Cation Composition of Modified Sorbents 

(a) Modified Zeolite Sorbents [ppm]

Sample Li K Na Ca Mg

 Raw Zeolite - - 4560 - -

 Z-Li (0.1 M) 912 - 3135 - -

 Z-Li (0.5 M) 2251 - 2048 - -

 Z-Li (1 M) 3015 - 1259 - -

 Z-K (0.1 M) - 2220 3610 - -

 Z-K (0.5 M) - 4010 1980 - -

 Z-K (1 M) - 9280 1590 - -

 Z-Ca (0.1 M) - - 2090 1200 -

 Z-Ca (0.5 M) - - 1380 1930 -

 Z-Ca (1 M) - - 812 2110 -

 Z-Mg (0.1 M) - - 2930 - 1290

 Z-Mg (0.5 M) - - 2730 - 1650

 Z-Mg (1 M) - - 1860 - 1740

(b) Modified Fly Ash Sorbents [ppm]

Sample Li K Ca Mg

Fly ash 6.45 104.5 1140 312.5

FA-Li (1 M) 107 96.5 1215 250.5

FA-K (1 M) 2.35 595 1150 250.5

FA-Ca (1 M) 3.05 101.5 2060 350.5

FA-Mg (1 M) 0.85 100.5 1160 910

리 금속염과 알칼리토금속염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흡착제를 개질

하였으며, 제조한 흡착제의 특성을 관찰하고 저농도 흐름의 이산화

탄소에 대한 흡착효율을 고정층 반응기에서 평가하였다.

  3.1. 흡착제 특성 평가

Figure 2는 본 연구에서 지지체로 사용한 상용 제올라이트와 석탄

회의 XRD 분석 결과이다.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X-type 제올라

이트의 대표적인 구조인 Faujasite-Na 결정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탄회는 quartz와 mullite 결정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 Al2O3, Fe2O3와 같은 무기 세라믹상 물질이 발견

되었다.

기체성분을 포집하기 위한 고체 흡착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비표면적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비표면적은 입자

의 세공크기나 공극률에 따라 주로 결정되며, 흡착능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분자의 크기는 3.5 Å인 바, 기체 흡착에 

있어서 micropore를 통한 기체분자의 침투와 확산은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9]. 이러한 미세공은 이산화탄소 가스 분자와의 효과적인 물

질 전달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흡착효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

다. 또한 세공이 일정한 크기로 구성된 경우, 비슷한 크기의 가스 분

자만 분리가 가능하기에 세공의 크기는 흡착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온교환이 이루어진 제올라이트의 경우 기

존 제올라이트 pellet (558.3 m
2
/g)과 비교하여 이온 반경이 큰 Ca

2+
와 

Mg
2+

 이온으로 교환된 시료의 비표면적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509.6∼538.9 m
2
/g, 510.1∼531.7 m

2
/g). 2가 양이온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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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arbon dioxide adsorption capacity with adsorption pressure in terms of aqueous solution concentration.

Figure 4. Carbon dioxide capacity with adsorption pressure on the fly 

ash.

이온 반지름이 큰 경우 제올라이트의 열린 세공들을 부분적으로 차

단하고, 제올라이트 내부 세공부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조건별로 제조한 시료들의 비표면적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

지 않고 있다. 또한 알칼리 수용액의 농도 증가에 따른 비표면적 변

화량 역시 크지 않았다. 흡착제의 세공은 제올라이트의 양이온 종류

에 따른 골격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세공과 pellet 제조를 위한 열처

리 과정에서 바인더의 증발시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흡착제

의 비표면적은 대체로 pellet 형성시 발생한 열처리 조건에 따라 크

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온교환 화학종에 따른 비표면

적 크기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석탄회를 지지체로 함침시킨 후 열처리한 흡착제는 제올라이트에 

적용했을 때보다 약 1/10배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석탄회는 제올

라이트와 같은 3차원의 다공성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양이온 함침 후의 비표면적은 원래의 석탄회 입자(66.3 m
2
/g)보다 더 

감소하였는데, 이는 함침된 화학종들이 기존 석탄회의 미세한 세공

을 덮어버리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양이온 성분의 

함침량이 증가할수록 비표면적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된 흡착제의 금속 화학물질의 이온교환량 및 함침량은 ICP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제올라이트의 

경우 용액의 염화물 농도가 증가할수록 완성된 흡착제 입자 내 금속 

이온의 농도도 증가하였다. 또한 1가 양이온인 Li
+
, K

+
의 경우가 2가 

양이온의 경우보다 더 높은 이온교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

존 제올라이트의 양이온 Na
+
은 1가로 Na

+
 2개 자리에 2가 양이온 1

개가 대체되기 때문에 이온교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6,10]. 석

탄회의 경우 함침한 금속이온 농도가 기존 석탄회의 경우보다 높은 

이온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같은 농도의 수용액에 대하여 함침농

도는 제올라이트의 결과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는 Table 1의 비표

면적 관찰에서처럼 지지체의 낮은 비표면적으로 인하여 금속이온이 

첨착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이산화탄소 흡착 특성

제조한 흡착제의 흡착능은 파과곡선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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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bservation of sorbent regeneration with reactor pressure.

 : 몰 흡착량 (mmol/g)

 : 반응기 내로 유입되는 가스 유량 (mL/min)

 : 흡착제 질량 (g)


: 흡착 전 이산화탄소 농도 (ppm)


: 흡착 후 이산화탄소 농도 (ppm)

 : 흡착제가 포화되는 시간 (min)

Figure 3은 이온교환된 각각의 제올라이트 흡착제의 이산화탄소

에 대한 흡착능을 흡착 반응기 내 평형 압력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

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흡착능 역시 증가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분

자가 흡착제의 세공 표면에 더 많이 흡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물리흡착에 관한 작용으로 미세한 세공이 많이 분포되

어 있으면 압력을 높일수록 더 높은 흡착량을 기대할 수 있다. Ca
2+

와 Mg
2+
로 이온교환한 제올라이트는 이온교환을 하지 않은 흡착제

에 비하여 더 높은 흡착량을 보였으며, Li
+
과 K

+
 경우는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분자는 전자 구름의 밀도가 산소 

부분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 탄소 분자는 친전자성을 나타낸다. 

즉 이산화탄소 분자는 루이스 산성을 띄며, quadrupole moment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이산화탄소에 대

한 basicity가 높게 된다. 특히 이온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음

성도가 증가하여 basicity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Li
+
와 K

+
는 Na

+
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제올라이트에 비하여 낮은 흡착량을 보이고 있

다. 피흡착물질과 흡착제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것은 분산에

너지, 정전기, 그리고 약한 화학결합이다[12]. 분산에너지와 정전기

력은 물리흡착에 대한 포텐셜을 의미한다. 제올라이트의 경우 정전

기적인 작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같은 quadruple mo-

ment는 전기장의 구배와 강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산화탄소가 양

이온과 상호작용하면 양이온과 전자밀도는 변한다. 전자는 이산화

탄소와 산소혼합 영역에서 양이온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즉 양이온

의 전기음성도가 강할수록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결합력은 강해진

다. 따라서 제올라이트의 Al과 대응할 수 있는 양이온으로 교환됨에 

따라 양이온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기음성도가 높을수록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양이온의 반지름이 매우 

크면 오히려 부분적으로 제올라이트의 세공을 폐색시켜 세공의 부

피 감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이산화탄소 분자와 양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은 acidity/basicity, 정전기장에 의한 상호작용과 흡착제 표

면의 특성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해 흡착량의 차이를 나타낸다.

Ca
2+

 이온의 경우 다른 흡착제에 비해 비표면적이 낮음에도 불구하

고(Table 1) 가장 높은 흡챡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올라이트의 양

이온과 이산화탄소 사이의 정전기 인력 작용에 의한 물리 흡착뿐만 

아니라 흡착제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까지 관여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금속 이온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흡착량을 나타

내었는데, 이는 Table 2의 결과에서처럼 흡착제 표면에 더 많은 양

이온이 분포하여 흡착 활성점과 basicity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Figure 4는 석탄회를 1 M의 알칼리 금속 수용액에 함침하여 제조

한 흡착제에 대한 흡착능 결과이다. 대체로 순수한 석탄회에 비하여 

높은 흡착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Ca
2+
을 함침한 흡착제가 가장 

높은 흡착능을 보이고 있다. 즉 금속 용액 중 Ca
2+

 이온이 이산화탄

소 분자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석탄회의 경우 

물리 흡착은 미세 세공에 의한 흡착만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함침된 

양이온은 대부분 화학흡착에 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표

면적이 낮게 나타난 석탄회의 경우 제올라이트에 비해 물리 흡착에 

의한 높은 흡착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이는 금속 이온의 

활성점도 감소시켜 화학 흡착에 의한 흡착능 향상도 그다지 크지 않

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이산화탄소 흡착의 경우 많은 세공이 형성

되어 흡착제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 세공까지 화학물질이 첨착되어 

물리 흡착과 화학 흡착이 동시에 이루어져 이산화탄소를 보다 효과

적으로 흡착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반복 흡착 시험

Figure 5는 각 양이온의 1 M 수용액으로 이온교환한 제올라이트

를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관찰한 결과이다. 1차 

흡착 시험한 시료를 120 ℃의 vacuum oven에서 2 h 동안 가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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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하였다[14]. 순수 제올라이트는 첫 번째 시도에서 재생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나 두 번째 재생 시부터는 흡착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모든 흡착제에서 재생을 반복할수록 흡착

능은 감소하였고, 특히 Ca
2+
와 Mg

2+
로 이온교환된 경우의 재생 효과

는 더욱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흡⋅탈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공이 폐색되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특히 Ca
2+
와 

Mg
2+
의 경우 부분적인 화학흡착으로 인하여 탈착에 더 많은 에너지

가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한 금속 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분자 사이의 친화력은 비가역

적인 화학흡착으로 인하여 매우 강하다. 높은 친화력은 복합 가스 

내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흡착 선택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탈착 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어 재생의 의미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

니다. 따라서 흡착제는 탈착이 용이하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높은 선

택도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함침에 의한 금속 양이온과 이산화탄소 

분자 사이의 친화력은 순수한 화학 흡착에서의 친화력과 물리 흡착

에 의한 친화력 중간 정도의 크기이다[15]. 즉 단위 표면적당 흡착량

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렇듯 화학

적 착화결합은 반데르 왈스 상호작용보다 일반적으로 강하여 더 높

은 선택도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이 재생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약

하여 간단한 공학적 수단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12]. 일반적으로 흡

착반응은 발열반응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을 발생하지 않는 쪽

으로 반응이 이루어져 흡착량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고온 조건에

서의 흡착은 물리흡착만으로는 흡착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약한 화학 결합을 흡착제에 유도함으

로써 흡착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고온의 복합 가스 적용 시 기존 

흡착제보다 화학처리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선택도를 향상시

킨 흡착제가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제올라이트와 폐석탄회에 알칼리 금속과 알

칼리 토금속 이온을 이용하여 화학처리한 후 pellet형태의 흡착제를 

제조하였고, 이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흡착 특성을 관찰하였다.

이온교환된 제올라이트의 경우 양이온의 크기가 가장 큰 Ca
2+
의 

경우 비표면적이 가장 작았으나 기존의 제올라이트와 뚜렷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열처리 과정에서 세공이 추가적으로 형성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폐석탄회의 경우 매우 낮은 

비표면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금속이온이 함침할 수 있는 면적

이 감소하여 낮은 함침량을 나타내었다. 

시험관찰결과 Ca
2+
로 이온교환된 제올라이트가 가장 높은 흡착량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산성가스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basicity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분적인 화학흡착이 흡착량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탄회 역시 Ca
2+

 경우가 가장 높은 흡

착능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낮은 비표면적으로 대부분 Ca
2+

 이온은 

흡착제 표면에서의 반응만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물리흡착

보다는 대부분이 화학흡착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복 재생실험을 실시하였을 때 Ca
2+
와 Mg

2+
를 함침시킨 시료가 

재생 후 가장 낮은 흡착 효율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Ca
2+
나 Mg

2+

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CaCO3, MgCO3와 같은 2차 화합물을 형

성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수 있는 절대량이 감소하는 것

이다. 그러나 금속 양이온과 이산화탄소 분자 사이의 친화력은 이산

화탄소에 대한 선택도를 증가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산화탄소의 흡착량을 높이고 선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화학물질을 첨가함으로써 물리흡착과 화학흡착 사이의 친화력 

크기를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한 흡착제를 제

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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