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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for Green New Deal will promote the shift of the application to coal as feedstock from coal as fuel.

Coal can be used as fuel for production of hydrogen and as feedstock materials such as synthetic graphite or

activated carbon. Hydrogen is obtained from syngas produced through Steam carbon(SC), Water-Gas Shift(WGS),

and Carbonation reactions, and these processes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CO2 sequestration technology.

Anthracite has a potential in terms of cost advantage as a feedstock compared to a petroleum pitch, because

Synthetic graphite is prepared by heat treating an anthracite with high rank to a graphitization temperature which is

in the range of 2400~2800oC, in the presence of inorganic catalyst such as silicon or iron. From several studi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coal-based activated carbon(AC) is manufactured with quality similar to the large specific

surface area and much micropore volume of lignin-based AC, can be prepar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lignin-

based AC is replaced to coal-based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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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정책의 실현은 석탄을 연료에서 원료로 활용분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이다. 석탄은 수소의 생산, 인조

흑연 및 활성탄의 제조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석탄은 Steam carbon(SC) 반응과 Water-Gas Shift(WGS) 반응 및

탄산화 반응을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CO2격리기술과 연동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인조흑연은 실리콘이나

철 등의 무기촉매의 존재하에서 탄화도가 높은 무연탄 등을 2400~2800oC의 흑연화 온도까지 열처리함으로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연탄은 석유계 피치에 비해 원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잠재성이 있다. 한편, 최근 목질기원의 활성

탄에 필적하는 넓은 비표면적 혹은 많은 양의 미세기공을 가진 석탄기원의 활성탄이 제조될 수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석탄기원의 활성탄은 목질기원의 활성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석탄, 수소생산, 인조흑연, 석탄기원 활성탄, 그린뉴딜

1. 서 론

2020년 2월부터 COVID-19 펜데믹이 전례없는 경기

침체를 초래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는 경기침체의 극복

및 만성화된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저탄소·친환경

그린 경제로 우리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

해 그린뉴딜정책에 향 후 5년간 100조원(국비 60조원)

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은

네트워크, AI 기반의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효율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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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한 디지털 뉴딜정책과 저탄소, 친환경으로 대

표되는 그린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

책으로 구분된다. 기후 운동가들이 출범시킨 그린뉴딜

그룹은 2008년「그린뉴딜: 신용위기와 기후변화, 고유

가의 3중고 해결을 위한 합동 정책」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은 EU를 중심으로 보편적 정책

방향으로 선정되었다(Jeremy, 2020). 그린뉴딜정책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석탄 및 석유 에너지 사용

량을 줄이는데 있다. 이에 따라 향 후 발전용 석탄의

에너지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실

제 글로벌 석탄에너지 산업은 최근 16년 평균 –0.6%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석탄가격의 지

속적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석탄의 활용 분야 위축은 석탄의 활용도 제고를 위

한 새로운 원료로의 개발을 필요를 야기할 것이다. 석

탄활용의 가장 유력한 분야는 산업원료용 출발물질로

의 활용이다. 특히 인조흑연, 카본블랙, 활성탄소, 탄소

섬유,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한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6대 탄소시장이다(DACO,

2014). 이중 카본블랙, 탄소섬유, 그래핀 및 탄소나노튜

브는 비정질의 석유계 타르로 생산이 가능한 물질인

반면, 석탄을 원료로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물

질은 인조흑연과 활성탄이다. 

인조흑연은 제조과정에서 CO2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

으며, 흑연으로 대표되는 탄소소재는 21세기 우주항공

산업과 디지털산업, 전기자동차산업에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그 수요량 증대가 기대된다. 

활성탄은 환경분야와 식품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소

재이다. 최근 온실저감효과를 가지는 숲의 중요성이 높

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벌목사업이 규제되고 산림자원

이 귀해지면서 야자수 등 목질계 리그닌으로부터 제조

하는 활성탄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석탄을 원료

로 한 활성탄 제조방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활성

탄 제조과정에서 CO2를 발생시키는 선산화 과정이 필

요한 유연탄보다는 CO2발생을 최소화하는 무연탄 활

성탄의 제조방식은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6대 탄소시장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발전가능한 석

탄활용분야는 수소생산분야이다. 수소산업은 최근 신재

생에너지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의 저장 및 전기

의 생산측면에서 각광받는 산업이다. 현재 수소는 정

유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 함유된 수소를 정제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생수소가

물을 전기분해해서 발생하는 수전해 수소의 생산비용

보다 저렴하다.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는 수소는 정제

과정을 거쳐 순도를 높인다. 문제점은 석탄을 가스화

하기 위해 고온산화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CO2의

처리방법이다. 발생되는 CO2를 Ca, Mg, Fe 등을 사

용하여 광물탄산화하거나, CO상태에서 아세트산 등으

로 물질화하거나, 유전이나 가스전 지층에 지중저장하

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기

술은 그린뉴딜시대 화석연료물질의 활용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CCUS기술이 우선적으로 상

용성 있는 기술로 발전함에 따라 석탄가스화 수소나

부생수소의 생산이 주류 방식이 될지 아니면 획기적인

저렴한 촉매의 개발로 수전해 수소 생산단가가 부생수

소 생산단가보다 낮아질지에 대한 기술발전의 향방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에서는 제철용이나 시멘트용으로 첨가되는

석탄을 제외한 원료물질로서의 석탄의 활용분야로 수

소생산, 인조흑연제조, 활성탄 제조 공정들의 기술적

한계점과 잠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수소생산 원료로의 석탄

2.1. 배경

그린뉴딜정책과 함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

지를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투자로 가능한 분

산형 에너지 수급을 가능케하는 에너지 저장 및 수송

물질로 수소가 최근 각광받고 있다. 석탄은 가스화과

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석탄가스화를 통해

발생된 수소를 정제하여 고농도 수소로 만들고 이를

직접 액화하여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은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가와사키 중

공업 콘소시엄(J-power, 이와타니, 마루베니 등)은

2019년 호주 빅토리아주 Latrobe Valley 갈탄을 가스

화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일본까지 액화하여 배로 일본

까지 수송하는 프로젝트 계약을 호주와 체결하였다

[Tim Treadgold, 2019]. J-power는 갈탄의 가스화시설

및 수소정제시설 운영을 담당하며, 이외 콘소시엄은 수

소가압시설, 수소액화시설, 수소운반선의 실증실험을 수

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품위가 낮고 수분함량이

높은 빅토리아 갈탄 160톤을 가스화하여 3톤의 수소와

100톤의 CO2를 생산하고 CO2는 지중처분할 계획이다.

초기 가스화시설은 수소생산보다는 화력발전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한 석탄가스화복합시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발전의 일부로 생각되

었다. IGCC는 생성된 syngas로부터 수소를 분리·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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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IGCC는 일반 화력발전

보다 30%이상 더 높은 전기생산단가가를 책정하여야

하고, 여전히 CO2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녹색성장산업

에 적합하지 않아 보급화에 어려움이 있었다(Kanniche

and Bouallou, 2007).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석탄가스화

시설에는 CO2처분을 위한 지중저장이 반드시 포함되

는 개념이 도입되었다(Piotr et al., 2016). 석탄가스화

를 통한 수소생산에는 다양하고 많은 공정이 사용되더

라도 하기의 3가지 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다. 석탄, 석유 및 탄화수소류 폐기물 등은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Steam-Carbon reaction: C + H2O → CO + H2

(1)

Water-Gas Shift reaction: CO + H2O→ CO2 + H2

(2)

상기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 등 탄소물질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CO2발생이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steam-carbon(SC) 반응이 먼저 발생하여

CO가 형성되며, 이후 Water-Gas shift(WGS)반응으로

CO는 CO2가 된다.

현재의 수소생산 기술개발 양상은 발생되는 CO2를

칼슘 등을 이용한 탄산화(Carbonation)반응을 추가함으

로서 수소생산의 수율과 순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 

Carbonation reaction: CaO + CO2 → CaCO3 (3)

칼슘을 이용하여 탄산화 반응을 추가한 가스화방식

은 1960~1970년대 Consolidation Coal Company와

Conoco Coal Development Company가 개발한 CO2

accepter 공정(Dobbyn et al., 1979), 일본에서 개발한

HyPr-Ring 공정(Lin et al., 2005), ALSTOM Power

Inc.의 ALSTOM 하이브리드 연소-가스화 공정(Andrus

et al., 2005; Andrus et al., 2008), GE사의 Fuel-

Flexible공정(Rizeq et al., 2002),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고안한 ZECA공정(Ziock et

al., 2001; Gao et al., 2008) 등이 대표적이다. 

 

2.2. CO2 Accepter 및 HyPr-Ring 공정

CO2 Acceptor 공정은 갈탄과 아역청탄 미분말을 사

용하는 공정으로 수소생산을 위한 석탄가스화 공정들

중 비교적 초창기 모델에 해당한다. 공정도는 Fig. 1과

같다. 이 공정에서는 석탄을 150µm로 미분화하여 가

열 후 유동상 가스화기에 투입한다. 석탄내 회분성분인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용융하여 응결되지 않도록 870oC

이하로 가스화기 온도를 유지하면 SC반응, WGS반응

및 탄산화 반응이 발생한다. 이 때 생성되는 수소가스

농도는 66% 이하이며, 메탄 11%, CO 16%, CO2

5% 정도의 농도범위로 나타난다. 탄산화된 석회석은

재생기(regenerator)로 이동한다. 이때 공기가 carrier

로서 재생기내로 석회석과 함께 유입되는데 이 공기는

재생기의 내부온도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유입량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gasifier system of the CO2 Acceptor Process (Dobbyn, 1979, Re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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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동적이다. 재생기의 하소과정은 흡열과정이기 때

문에 가스화기에서 형성된 char를 석회석과 함께 재생

기에 투입한다. 이때 char와 함께 석탄재도 함께 재생

기로 이동한다. 재생기는 석회석을 하소하여 제조된 생

석회를 다시 가스화기에 탄산화 원료로 투입하게 된다.

석회석을 99% 이상 하소하려면 1010oC 이상 온도를

높여야 한다. 이 온도에서는 석탄에 함유된 황(S)이

Ca과 CO2와 반응하여 석고화(CaSO4)한다. char와 함

께 재생기로 옮겨진 석탄재는 연소가 완료된 이후 사

이클론에서 포집된다. 재생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성

분의 대부분이 CO2이며, 부가적으로 가스화기로부터

투입된 CO, 석탄 char내 황으로부터 발생된 SOx, 투

입된 공기로부터 발생된 NOx, N2가 일부 포함된다

(Dobbyn et al., 1979).

Hydrogen Production by Reaction Integrated Novel

Gasification(Hypr-Ring) 공정은 Fig. 2에서 보는 것처

럼 Fig. 1의 CO2 accepter 공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

다. 다만 CO2 accepter 공정은 syngas 합성을 최적화

하는데 초점이 있지만 HyPr-Ring 공정은 syngas중

특히 수소의 발생을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공정에는 가스화기에 증기의 주입량이 많으며, 열손실

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교환기를 설치하였다. 가스화기

에 과다한 증기의 주입은 탄산화반응에도 영향을 주어

서 생석회에서 석회석이 되는 공정과 생석회가 소석회

가 되는 공정, 소석회에서 석회석이 되는 공정들이 추

가된다. 

WGS반응과 탄산화반응이 가장 활발한 온도는

650~700oC 범위이고 수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도

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가스화기의 반응압력이

높아질수록 WGS반응과 탄산화반응이 우세한 반응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소의 순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유동층 HyPr-Ring공정의 수소생산 최적조건은

650oC, 50atm이었으며 이때 생성된 수소의 농도는

76%, CH4 17%, C2H4 2%, C2H6 6%, CO2 2%로

나타났다. CO 대부분은 CO2로 전환되었다. CO2

accepter 공정에서 CO+CO2의 농도가 20%대인 것에

비해 이 공정의 CO+CO2 농도가 2% 정도인 것을

보면 CO2 대부분이 생석회 및 소석회에 의해 탄산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스화기의 수소의 생산수율은 전체

압력 10atm에서 60atm으로 증가시키고 수증기의 부분

압력을 전체 압력의 70%로 유지시 1.5배 증가한다. 일

반적으로 고압에서 메탄반응이 WGS반응보다 열역학

적으로 우세한 반응이 된다. 다만 고압조건이라고 하

더라도 WGS 및 탄산화반응속도가 메탄반응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반응물들의 반응기내 체류시간이 충

분히 짧으면 메탄생성을 억제하고 수소의 생산수율을

높일 수 있다. 즉 과량의 수분의 첨가(전체압의 70%)

와 반응성이 좋은 신규 CaO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수소생산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Lin et al., 2005).

2.3. ALSTOM 연소-가스화 공정 및 Fuel-Flexible

공정

CO2 Accepter과 HyPr-Ring 공정은 chemical looping

물질이 CaO/CaCO3 한 종류만 사용되는 반면 ALSTOM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gasifier system of the HyPr-Ring Process(Lin, 2005, Re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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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가스화 공정과 Fuel-Flexible 공정은 chemical

looping 물질이 CaO/CaCO3와 다른 물질(CaS/CaSO4

또는 FeO/Fe2O3)이 사용된다.

ALSTOM 연소-가스화 공정은 전기발전용, syngas생

산, 수소생산 목적에 따라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의 핵심은 산소전달자로 CaSO4를 사

용하여 석탄을 CO로 변환시키는 반응이다. syngas생

산시 환원기에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추가되어 CaS/

CaSO4의 chemical looping이 필요하며 수소생산을 증

가시키려면 환원기(Reducer)에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주입과 더불어 CaO/CaCO3의 chmeical looping이 추

가되어야 한다. 공정구성은 Fig. 3과 같다. 환원기 내

부의 환경은 880~980oC, 6atm 조건, 산화기는

1,100oC, 1atm 조건으로 운전하면 산화기에서는 CaS

가 CaSO4로 변환되는데 이 반응은 발열반응이다. 산

화기를 거친 고체와 가스들은 calciner로 이동하여 석

회석을 생석회로 전환하며 CO2를 배출한다. calciner는

880oC, 0.5atm으로 운전하며, 산화기에서의 열을 전달

받기 때문에 별도의 열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Andrus

et al., 2008). 

환원기는 유동층반응기이며 4개의 실린더형 chamber

를 직렬흐름으로 연결하였다. chamber 상부에서는 기

체를 포집하고 하부에서는 고체분말을 포집하는 형태

로 구성되어 있다(Braun et al., 2017). chamber에는

수소가 다량 함유된 syngas가 생산되는데 CaSO4가

CO의 발생을 향상시키므로 WGS반응이 활발히 발생

한다. CaO의 투입은 CO2의 농도를 감소시키므로

CaSO4 및 CaO는 고순도의 syngas발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화기도 유동층 반응기 형태이며 1개의 실린더형

chamber로 구성되어 있다. chamber 하부에 환원기로

부터 유입된 고체분말(CaS, CaCO3, ash)을 고온의 공

기와 혼합시켜 CaS를 CaSO4로 전환시킨다. 산화기를

거친 고체입자는 Calciner를 통과하며 석회석이 생석회

로 전환되며 다량의 CO2가 발생한다. 산화기와

Calciner에서 배출되는 기체는 Reducer로부터 유입된

잔여 수증기, 생석회가 생성되면서 분리된 CO2, 석탄

자체의 황 및 SO2, 미세먼지를 함유하고 있다(Andrus

et al., 2005). 

Fuel-Flexible Advanced Gasification-Combustion

(AGC) 공정은 General Electric Energy and Environ-

mental Research (GE EER)사에서 개발하였다(Riziq

et al., 2001). 공정 자체는 HyPr-Ring 공정과 비슷하

며, 차별성은 산소전달자로서 수증기 대신 적철석을 이

용한다. 공정은 Fig. 4와 같다. 가스화기는 SC반응과

WGS반응으로 수소를 생산하며 750∼850oC, 약 20 atm

조건에서 탄산화반응으로 생석회를 환원기로부터 공급

받아 석회석을 형성한다. 환원기는 약 900∼1000oC,

약 20 atm에서 운영되며, 가스화기로부터 미연석탄과

석회석이 유입되어 CO와 H2를 발생시킨다. 이 때 발

생되는 CO와 H2는 적철석(Fe2O3)에 의해 산화되어

CO2와 H2O가 생성된다. 또한 석회석은 분해되어 CO2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system of the ALSTOM Hybrid Combustion- Gasification Process(Androus, 2005,

Re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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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이때 포집되는 CO2는

수증기를 제거하면 고농축화가 가능하다. 환원기에서의

화학반응은 흡열반응과 열중립반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화기에서의 열과 적철석은 산화기로부터 공급받는다.

환원기에서 생성된 생석회는 가스화기로 다시 보내지

고 FeO는 산화기로 보내진다. 산화기는 FeO와 열교환

기와 압축기를 거친 고온고압의 공기(600oC, 30 atm)

와 반응하여 적철석을 생성한다. 적철석 생성반응은 발

열반응이므로 산화기의 온도는 약 1,350oC까지에서 운

영된다. 산화기에서 형성된 고온의 공기는 산화기로 공

급되는 공기를 데우고 가스터빈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

하고 뜨거워진 적철석 입자를 환원기에 보냄으로서 환

원기에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화기, 환원기

및 산화기에서 발생된 수증기는 380 atm의 고압으로

압축되어 증기발전 동력원으로 활용된다(Rizeq et al.,

2002).

이 공정에서 수소발생은 가스화기 공정만 고려하면

800oC에서 최대 80% 순도의 수소생산이 가능하며, 석

회석과 석탄의 혼합비는 16:1(중량비)일 때 CO2발생이

최소화되며, 석회석과 적철석의 중량비 4:1에서 수소생

산이 최대로 향상되었다(Rizeq et al., 2001). 

2.4. ZECA 공정

Zero Emission Coal Alliance(ZECA) 공정은 가스

화기에서 석탄이 수소와 함께 메탄화하여 CH4을 형성

시키고 SC반응 및 WGS반응으로부터 생산된 수소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

에 주입하여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시

키는 발전공정이다. SC반응 및 WGS반응으로부터 수

소를 생산할 때 탄산화반응을 추가하여 생성된 석회석을

하소반응시켜 생석회로 다시 재생시키는 looping 시스템

이 ZECA 공정에 포함된다(Fig. 5참조). Hydrogasifier

에서는 메탄뿐 아니라 경질 탄화수소류들이 부수적으

로 발생된다. 이들은 Reformer에서 수증기와 반응하여

수소로 전환될 수 있다. Reformer 공정과 Regenerator

공정들은 각각 상기 CO2 accepter 공정에서의 gasifier

공정과 Regenerator 공정과 동일하다. Reformer에서

생성된 수소는 이론적으로 Hydrogasifier의 직접메탄

생성과정에 쓰여 고순도의 메탄을 제조하고, SOFC에

투입되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데 충분히 쓰일 수 있

다. SOFC는 약 1,000oC 내외에서 작동되는데 이 온

도는 Regenerator의 반응온도인 1,010oC와 비슷하여

Regenerator내 고온가스(CO2)의 폐열을 활용할 수 있

다(Ziock et al., 2001). 

ZECA공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개념공정으로 실험

적으로 테스트되지 않은 공정이다. 이 공정이 상업적

으로 가능하려면 성능이 개선되고 가격적으로 저렴한

대규모의 SOFC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ASPEN

PLUS 공정시뮬레이션 결과 최대효율은 68.9%로 분석

되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 ZECA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Fuel-Flexible Gasification-Combustion Process (Rizeq, 2002, Re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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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상업성을 가지려면 최소 600MW급의 SOFC

플랜트가 지어져야 한다(Nawaz and Ruby, 2001;

Słowi ski, 2006). 현재 한국에 설치된 최대 SOFC규

모는 2018년 남동발전에서 분당에 설치한 8.3MW급이

며, 이로 판단컨대 상업적 ZECA 공정의 건설을 위해

서는 아직 많은 SOFC관련 기술개발이 필요로 할 것

으로 보인다. ZECA 공정의 또 다른 해결해야 할 과

제는 SOFC내의 고온상태를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양극재 소재를 찾는 것이고, 석탄내 황이 SOFC의 내

구성을 약화시키고 Reformer내 촉매활성을 악화시키

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Gao

et al., 2008). 

2.5. 수소생산 원료로서의 석탄의 잠재성 

석탄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2발생이다. 석탄을 연소

하는 과정에서 CO2의 생성은 필연적이고 이는 ‘온실가

스 감축’이라는 메가트렌드를 역행하는 일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CO2가 발생하기 전 생성되는 CO의

발생을 최대화시켜서 CO를 아세트산과 같은 다른 화

합물로 생산하는 공정이 있다. 또 다른 공정은 CO2를

지중저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의 석탄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은 CO2 지중저장을 위한 CCS와 연계되

어야 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의 한계점이 있다. 지중저

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광물이나

부산물로부터 광물탄산화를 수행하여 얻어진 탄산화광

물을 석회석광산이나 석탄광산 폐갱도에 갱내충전하는

방법이 있다. 광물탄산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칼슘이

나 마그네슘 광물이 CaO나 MgO와 같이 활성화 형태

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활성화 물질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Ca는 유

동상 보일러형태의 화력발전소 석탄회에 존재하여 이

를 이용한 광물탄산화가 수행될 수 있다. Mg는 감람

석, 사문석이나 석면폐기물로부터 강산에 의해 활성화

가 가능하나 산(acid) 약품비용과 향 후 중화처리비용

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탄산화는 CO2를 원래 지중

에 존재하는 탄산염 물질의 형태로 되돌리는 자연적인

풍화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

다. 이렇듯 향 후 실현가능한 CCUS기술과 연계된다면

석탄은 수소생산을 위한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공

정의 원료로서의 잠재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석탄을 이

용한 경제성있는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CCUS의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3. 인조흑연 출발물질로의 석탄

3.1. 배경

탄소기초소재 원료로서의 석탄의 활용이 최근 주목

받고 있다. 탄소제품 생산을 위한 기초 물질은 피치,

탄소섬유, 흑연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탄소소재는 흑

연이다. 흑연 사용제품은 전극, 실링(seals), 전기모터용

브러시, 고온내화재, 낚시대, 골프클럽, 자동차부품이나

항공기 동체 필러(filler) 등 가벼우면서도 고강도를 요

구하는 제품분야와 알루미늄 제련 전해조, 리튬이온배

터리내 음극재 등의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탄

소소재 물질은 주로 석유에서 분리된 석유계 피치로부

터 만들고 있다. 석탄액화 연료나 석탄계 피치를 이용

한 화학제품의 생산은 석유생산이 제한적이었던 2차

nó

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gasifier system of the Zero Emission Coal Alliance Process(Ziock, 2001, Re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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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당시의 독일이나 석유금수조치를 당한 남아프

리카공화국에서 상용화한 사례가 있으나 석유파동이후

장기간의 안정적으로 낮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탄의

탄소원료화는 석유계 피치와 비교하여 볼 때 가격경쟁

력이 불리하여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다. 미국은 무연

탄 산지로 유명한 펜실베니아 무연탄을 중심으로 1990

년대부터 무연탄의 Non-fuel로서의 용도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여 왔으며, 무연탄을 이용한 인조흑연 제조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Joseph et al., 2002;Gnesin,

2015). 하지만 아직까지 상업화를 논할 만한 성과가 보

고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조흑연(synthetic

graphite) 제조를 위한 필러원료 또한 석유정제과정에

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석유계 피치로 만든 탄소섬유,

피치코크, 침상코크(needle coke)가 대부분이다(Cabielles

et al., 2008; Huang et al., 2013; Liu et al., 2010;

Newell et al., 2015; Yang et al., 2018; Yeh et al.,

2011).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대체에너지 점유율 증

가에 따른 발전소용 석탄수요의 감소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저감 추세와 맞물려 석탄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석탄 특히 무연탄을 인

조흑연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Cameán et al., 2010; Cameán and Garcia., 2011;

Feng et al., 2014). 

3.2. 무연탄의 구조

무연탄은 석탄종류중에서 고정탄소함량이 92~98%

에 이르는 가장 높은 탄소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휘발

성물질도 2-8%정도로 낮다. 무연탄을 구성하는 탄소의

90% 이상이 방향족(aromatic)이며, 10여개에서 최대

100여개의 방향족링으로 구성된 방향족 층(aromatic

layer)이 적층된 집합형태를 이룬다(Schobert, 1990).

방향족링은 대부분 6개의 탄소가 6각형으로 구성된

벤젠링이나 가끔 5각형이나 7각형으로 구성되기도 한

다. 이런 방향족링들은 평균 30~45개 정도가 결합되

어 방향족 층을 이루며, 이 방향족 층들은 3개에서 5

개 정도씩 층간간격을 이루며 구성된 것이 기본구조단

위(BSU, Basic Structural Units)가 된다. 무연탄은

BSU들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로 적층되어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적층구조는 turbostratic구조로 불린다

(Biscoe and Warren, 1942). 방향족링중 5각형이나 7

각형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링은 방향족 층의

만곡(curvature)형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만곡형성

은 흑연화 과정에서 평면(plannar)형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Pappano, 2003).

3.3. 무연탄의 흑연화 과정 : 온도 영향

1896년 미국의 발명가 Edward Acheson은 자신이

개발한 로(furnace)를 이용하여 인조흑연 제조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 그는 코크분말과 점토를 혼합하여

가압성형물을 만든 후 1100~1200oC에서 열처리하고

2400~2800oC 범위에서 2차 열처리를 함으로서 인조

흑연을 합성하였다. 인조흑연의 합성시 밀도, 입도분포,

가압조건, 점토함량을 영향인자로 보았다(Gnesin,

2015). 이 공정은 Acheson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인조흑연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필러(Filler)물질과 결

합제(binder)가 혼합된다. 결합제로는 피치를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필러물질은 coke가 사용된다. 탄소물질

은 1000~1600oC 범위에서 무산소 조건에서 탄화되어

coke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조흑연의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 무연탄은 고정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인조흑연의 원료로 잠재성이 큰 물질이다. 인조흑연 원

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연탄내 무기물을 선별하여

고정탄소의 함량을 대략 90% 내외이고 H/C비가 높고

회분성분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Atria et al., 2002).

Franklin은 다양한 종류의 석탄과 탄소 폴리머 물질

의 X-ray 회절패턴을 분석하여 탄소물질을 흑연화되는

(graphitizing) 물질과 비흑연화되는(non-graphitizing)

물질로 구분하였다(Franklin, 1951). 흑연화되는(graphi-

tizing) 물질은 보통 1700∼3000oC의 온도범위 열처리

로 흑연화되지만 열처리전 X-ray 회절패턴은 비흑연화

탄소(non-graphitic carbon)의 특성을 보인다. 비흑연화

탄소는 몇 개의 그래핀 층의 엣지(edge)끼리 산소원자

에 의해 가교결합(cross-linking)으로 공유결합되어 있

다. 이 가교결합은 워낙 강력해서 3000oC의 고온이나

분쇄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흑연화되지 않는

다. 하지만 흑연화되는 탄소는 이 가교결합이 공유결

합보다는 반데르 발스 인력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온이나 분쇄 공정으로 이 결합이 깨지면서

흑연결정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흑연화

되는 탄소를 hard 카본이라고도 하며, 흑연화되는 탄

소를 soft카본이라고도 불린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흑연화되는 탄소는 엣지

간 가교결합이 적고 일정방향으로 배열됨에 따라 공극

률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반면 비흑연화되는 탄소는

그래핀 층 엣지간 가교결합이 강하고 많기 때문에 방

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공극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탄소는 soft carbon과 hard carbon으로 구

분할 수 있지만 무연탄은 조금 특별한 특성을 보인다.

Franklin은 무연탄은 약 2500oC 이상에서는 다른 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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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graphitic carbon) 물질보다 흑연화 특성이 우수

하다고 하였다(Franklin, 1951). 그녀는 무연탄은

2000oC 미만에서는 많은 가교결합을 가지고 있고 미세

공극률이 높은 전형적인 hard 카본의 특성을 보이지만

2500oC 이상의 무연탄 char는 soft카본의 특성을 가지

고 흑연으로 결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Oberlin과

Terriere도 Franklin의 주장을 뒷받침했다(Oberlin and

Terriere, 1975). 무연탄은 이방성(anisotropic)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록 가교결합이 많다고 하더라도 BSU

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2500oC 이상

에서 흑연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무연탄의 흑연화구조 변형은 2000~2400oC에서 매

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더 높은 온도를 가해야만

흑연구조의 미세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폴리이미드를 이용한 흑연화 과정과 유사하였다

(Gonzalez et al., 2003). 

장기간의 지중응력을 받은 무연탄내 다량의 미세기공

은 평탄화된(타원형) 기공구조(plattened pore structure)

로 변형되었다. 이로 인해 2500oC 이상의 고온 열처리

에 의해 평탄화한 기공구조의 무연탄은 비흑연화 물질

과 다르게 흑연화 특성을 가지며, 평탄화된 기공주변

구역은 다른 구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급격한 상변

화를 받기 쉬워 흑연의 라멜라 구조로 변환시킨다

(Oberlin and Terriere, 1975). 또한 단순히 온도의 변

화뿐 아니라 가압상태 또는 응력을 받은 상태의 평평

한 기공구조가 적으면 흑연화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Deurbergue et al., 1987). 이렇듯 무연탄의 미세구조

는 흑연화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래핀 층의

배열로 인한 이방성 특성은 흑연화에 중요한 요소이다

(Blanche et al., 1995). 

3.4. 무연탄의 흑연화 과정 : 무기촉매 영향

흑연화 과정에서 흑연화 온도 다음으로 중요한 메카

니즘은 금속탄화물(Metal Carbide)의 형성과 분해이다.

고온에서 유리질의 석유 코크에 철과 규소철 입자가

첨가되면 코크는 촉매 흑연화(catalytic graphitigation)

된다(Baraniecki et al., 1969). 철보다 규소철이 흑연

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특성이 있으며, 촉매의 첨

가로 인해 2500~3000oC에 이르는 흑연화 온도를 대

략 1500oC까지 낮추기도 한다. 금속산화물은 탄소와

반응하여 금속탄화물 형태가 된 후 용융되면 탄화물은

용융금속내로 용존되고 흑연 결정으로 재결정화가 진

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oda et al., 1968).

한편 Boobar는 점토광물, 석영, 황철석, 금홍석 등으

로 구성된 무기물질을 함유한 무연탄의 흑연화 연구를

통해서 1200~1300oC에서 흑연화가 진행되는 것은

Brusset이 제안한 탄화물 메카니즘에 의해서 무기물질

내 금속이 금속탄화물이 된 후 금속이 기화하면서 흑

연결정화가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Boobar, 1954;

Brusset, 1949).

SiO2 + 3C → SiC +2CO (4)

SiC → Si(gas) + C(graphitizated) (5)

촉매 흑연화에 사용되는 금속은 철과 규소뿐 아니라

구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티타늄 등 다양한 금속

Fig. 6. Structures of non-graphitic carbon(Franklin, 1951, Re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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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hard carbon도 흑연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문헌들을 통해 확인되었다(Yokogawa

et al., 1966; Oberlin and Rouchy, 1971; Schwartz

and Bokros, 1967). 이렇듯 금속탄화물의 형성/분해는

유리질의 탄소물질이나 불규칙 배열의 탄소물질

(disordered carbon)을 흑연 결정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이고 무연탄내 함유되어 있는 불규칙 배열의

탄소물질이나 hard carbon의 흑연화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무연탄내 회분성분은 실리콘, 알루미늄, 철 등 금속

탄화물을 생성할 수 있는 출발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

Sandra et al.은 무연탄내 회분성분의 함량이 18%정도

까지 범위에서 회분성분함량이 높으면 흑연과 같은 입

자들(flake, microspheres, crystalline aggregates)이

형성되는 양이 증가하는데 이는 회분성분이 무기촉매

와 형판(templates)으로 작용하여 흑연결정성장을 도와

흑연물질이 성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odrigues et

al., 2012). 

 

3.5.석탄으로부터 제조된 인조흑연의 활용성과 잠재성

무연탄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이 저렴하고 탄소함량이 높으며, 비흑연화되는 특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500oC 이상에서는 다른 탄소물질

보다 더 흑연화가 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밀도와 미세기공이 유연탄에 비해 많은 특성을 보인다.

무연탄을 코크화한 다음 흑연화 온도(2400~2900oC)에

서 제조되는 인조흑연은 리튬이온배터리(LIB)의 음극

재(anode), 반도체 및 태양전지용 소재, 철강, 알루미늄

제련용 전극봉 등으로 활용될 잠재성이 크다. 특히 중

국에 다양하고 풍부한 무연탄으로부터 제조된 인조흑

연을 LIB 음극재로의 활용방안이 중국을 중심으로 활

발하게 강구되고 있다(Zhewei et al., 2018:Min et

al., 2020:Tao et al., 2020). 하지만 아직까지 무연탄

의 불순물의 함량은 LIB 음극재 품질인 99.9%의 탄

소함량, 수십 ppm 수준의 금속함량 기준을 충족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무연탄으로 제조된

인조흑연 연구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LIB 음극재용

인조흑연 원료로 무연탄 대신 회분성분이 없고 중금속

이 적은 석유계 코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조흑연의 가격차이는 인조흑연 제조단가보다는 불순

물 정제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제비용을 줄

이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적은 인조흑연 출발물질의 선

정 및 정제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저품질의 인조흑

연은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밀리고 고순화 기술은

일본에 뒤쳐지는 실정이므로 인조흑연의 국산화를 통

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를 통해 중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고,

인조흑연 고순화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일

본산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한다.

4. 활성탄 출발물질로의 석탄

4.1. 배경

흡착제로 활용되는 활성탄은 용처별로 액체물질 정

화용과 기체물질 정제용으로 대별된다. 

활성탄은 수처리, 식품, 제약/의료, 자동차, 광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시장규모는 2016

년 기준 52억 달러(한화 약 5.8조원),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8억달러(한화 약 2천억원)로 시장규

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국내시장은

약 7.6%, 세계시장은 약 9.4%로 높은 편이다(Kim et

al., 2019).

활성탄은 기공율이 매우 높고 순수한 탄소로 구성된

물질로 기공의 대부분은 마이크로기공과 메조기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용제품의 비표면적은 보통 1000

m2/g 내외이다. 활성탄의 출발물질은 식물, 석탄, 석유

내 피치 등이 될 수 있다. 활성탄의 마이크로기공의

특징은 가스상이가 액상상태에서 오염물과 같은 특정

성분들을 흡착하여 분리하는 분자체(molecular sieve)

의 특성 때문에 환경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최근에

는 넓은 비표면적과 동시에 탄소의 전기적 특성, 표면

특성, 열적 특성을 활용하여 캐퍼시터(Saliger et al.,

1998), 천연가스저장(Zhou et al., 2005), 흑연복합물

(Py et al., 2002) 등으로 용도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석탄중에서 무연탄과 갈탄은 열에 의해 상변화가 없

는 열경화성(thermosetting) 특성을 보이는 반면, 역청

탄은 열에 의해 액상으로 상변화가 발생하는 열가소성

(thermoplastic)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무연탄과 갈탄

에서는 그 고유 특성인 미세기공의 발달여부가 최종

제품인 활성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

다. 무연탄은 결정도가 높은 석탄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세기공의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흑연화가 진행된 결

정구조는 변형이 되려면 많은 활성화에너지를 요구하

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Sun et al.,

1997). 일반적으로 무연탄은 갈탄이나 역청탄에 비해

고정탄소 함량이 많기 때문에 활성탄 제조시 수율측면

에서 유리하고 결정도가 높아 견고한 특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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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흑연화 결정구조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

문에 무연탄내 흑연화 정도가 낮아야 활성탄 원료로

적합하다. 

갈탄은 무연탄에 비해 탄소의 결정도가 낮아서 활성

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무연탄에 비해 고정탄

소의 결정도가 낮아 미세기공의 양도 적어 넓은 비표면

적의 활성탄을 제조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청탄(아역청탄 포함)은 열을 받으면 일부 액정상

으로 액상화가 되어서 흑연구조와 유사한 코크가 형성

된다. 이 과정에서 액정상이 흐르면서 미세기공을 막

아 없애기 때문에 활성탄 제조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

다(Marsh and Neavel, 1980). 역청탄으로 활성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탄화전 열가소성 특성을 선산화

(pre-oxidation)시켜 줌으로서 열경화성 특성으로 바꾸

어 주어야 한다. 역청탄은 산화과정을 거치면 탄소 구

조들에 교차결합(crosslinks)이 형성되면서 미세기공이

발달되게 된다(Harris and Yust, 1976). 산화과정을

통해 제어가능한 기공구조가 생성될 경우 넓은 비표면

적을 가진 활성탄의 제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날

석탄기원 활성탄 제조에는 무연탄보다 역청탄이 더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4.2. 석탄을 이용한 활성탄 생성 조건

석탄을 이용한 활성탄의 제조공정은 선산화(pre-

oxidation), 탄화(Carbonization, or devolatilization), 활

성화(activation)의 3가지 공정으로 구분된다. 

석탄의 선산화공정은 산화조건에서 200~250oC 내

외의 비교적 저온으로 가열하는 공정으로 산화공정을

통해 석탄은 소성특성이 사라지고, 이방성구조의 형성

이 억제되며, 기공구조 형성을 위한 미세기공이 발생

된다(Pis et al., 1988). 200oC 내외의 저온 산화는

석탄내 방향족 탄소와 불규칙 구조의 탄소를 우선적으

로 휘발시켜 없애주고 그로 인해 방향성구조의 규모를

더 넓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Ferreras et al.,

1993). 이 과정에서 폐기공이 연결기공으로 전환이 시

작되며, 270oC에서의 산화시간은 길어질수록 중량변화

는 더 커지면서 향 후 탄화 및 활성화시 비표면적의

향상효과가 나타났다(Parra et al., 1996). 

탄화공정은 석탄을 500~800oC 범위에서 질소나 아

르곤 분위기의 무산소 조건에서 열처리하는 공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탈수, 탈수소 등의 분해가 발생하고, 석

탄내 산소 결합이 파괴되면서 산소는 수소와 결합하여

수증기 혹은 탄소와 결합하여 CO2의 가스화 형태로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도 중량감소가 발생하게 되며 결

과적으로 휘발성물질이 탄화된 고정탄소(char)만 잔류

하게 된다(Hassler, 1974). 

석탄의 활성화 방법은 약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

과 고온의 수증기를 사용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별된

다. 화학적 활성화법에 사용하는 약품은 주로 KOH나

NaOH와 같은 알칼리 물질 등이다. 물리적 활성화법은

수증기나 CO2와 같은 고온의 가스를 char와 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화학적 활성화법은 물리적 활

성화법과 비교해 약품으로 인한 활성화비용이 높지만

최종제품 활성탄의 비표면적이 더 넓고, 활성화 온도

를 낮추고 활성화 반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리적 활성화공정은 730~900oC 범위에서 수증기

및 질소나 아르곤 기체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공정이

다. 활성화시간은 보통 3~100시간에 걸쳐 진행하며,

제품수율은 20~30%내외이며, 활성화시간이 길어질수

록 최종제품의 비표면적이 향상되는 특성을 보인다(Sun

et al., 1997). 화학적 활성화공정은 활성화 온도가 상

대적으로 낮고 활성화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품수율이

40~50%대로 비교적 높다(Zou and Han, 2001). 단점

은 활성화공정 이후 잔류약품을 제거해야 하는 세정공

정이 필요하다. 

석탄의 화학적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약품은

KOH로 알려져 있다. 자연수분이 함유된 석탄과 KOH

는 보통 1:3비율로 혼합하여 KOH가 석탄내 수분에

용존되게 한 후 110oC 미만 무산소 분위기에서 장기

간(1~4일) 건조를 수행한다. 이 후 600oC에서 2시간

탄화한 후 비표면적을 보면 장기간 건조한 후 제조한

활성탄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Jibril et al.,

2007). KOH는 보통 360oC에서 용융하지만 수분이 존

재하면 200~250oC에서 용융된다. KOH와 같은 알칼

리는 탄소과 반응하면 수소를 생성시키는 반응이

350~600oC에서 발생한다(Yamashita and Ouchi, 1982).

4KOH + C → K2CO3 + K2O + 2H2 (6)

KOH와 반응하는 주변의 탄소는 산화되면서 공극을

남기게 되고 K2CO3나 K2O가 생성되면서 공극을 차지

하게 된다(Stavropoulos, 2005). 이러한 KOH의 분해

과정은 char의 기공을 생성, 확대시키기 때문에 비표면

적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석탄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활용과 문제점

석탄기원의 활성탄은 목질기원의 활성탄과의 차이는

미세기공과 메조기공의 분포차이 및 비표면적차이이다.

보통 석탄기원의 활성탄보다는 야자수 등 목질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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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이 비표면적이 넓고 미세기공량이 많기 때문에

유기물질이나 수은 등 오염물질 흡착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난다. 석탄기원의 활성탄이라도 목질기원의 활성탄

보다 넓은 비표면적 혹은 많은 양의 미세기공을 가진

제품은 목질기원의 활성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활성탄은 다환 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bon, PAH)나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등 기체상태의 유기물의 흡착서부터

정수나 식품용 액체로부터 악취나 잡내 물질 흡착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흡착제로 활용되고 있다(Amstaetter

et al., 2012). 이 외에도 CO2흡착제(Ahmad et al.,

2018)나 수은 흡착제(Song et al., 2020), 비소흡착제

(Li et al., 2014)로의 활용성도 검토되었다.

국내 정수처리용 활성탄 일부와 대기환경용 활성탄

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한 석탄기원의 활성탄을 수입

하고 있다. 

석탄으로 활성탄 제조시 가장 큰 문제점은 석탄에

함유되어 있는 회분물질(mineral matter)이다(Sun et

al., 1997). 활성탄 제조과정에서 탄소는 함량의

20~80%에 이르는 중량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회분물

질은 중량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활성화 후 중량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회분성분일 가능성이 많다.

회분성분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비표면적

은 매우 낮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가

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석탄기원 활성탄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출발물질 석탄내 회분석분이

1~3% 수준이어야 한다. 활성화 후 활성탄이 회분성분

과 분리가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회분성분이 활성탄

구조적으로 관여되어 있어서 분리가 어렵다면 출발물

질로 부적합하다.

활성탄은 수질이나 대기정화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코로

나 이슈와 미세먼지 이슈때문에 대기정화용 제품에 대

한 잠재적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품질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활성탄 시장의 잠재성

도 높다고 볼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고품

질 활성탄에 대한 품질규정외 소비재 제품에 대한 기

준이 없어 관련 시장자체가 창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

다.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대기환경과 위생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인 만큼 개인환경 및 위

생과 관련된 신규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활성탄도

고품질용과 저품질용으로 필요한 기준마련과 관련 기

술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활성탄의 기술수준은 미

국의 기술을 100으로 볼 때 60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

인 반면 같은 탄소물질인 탄소섬유는 80점, 카본나노

튜브는 95점, 그래핀은 9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활성탄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기술의 활성

화 및 시장지배력 확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Kim

et al., 2019).

4.4. 활성탄 원료로서의 석탄의 잠재성 

활성탄은 비표면적이 매우 넓고, 높은 전도도와 저

렴한 가격으로 인해 슈퍼캐퍼시터로의 잠재성이 높은

후보물질의 하나이다. 하지만 활성탄의 분말형상은 성

능 좋은 캐퍼시터 특성을 가진 전극구조를 제작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섬유형의 다공성

나노섬유(porous nanofiber) 활성탄을 제조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섬유형상의 물질은 전극형태 뿐만 아

니라 이온확산이 유리한 3차원 형상의 매크로 공극구

조를 가진 물질로 제작하기가 수월하다(Yun et al.,

2013). 활성탄섬유(Activated carbon fiber, ACF)는 슈

퍼캐퍼시터,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재 등 용도로의 활용

성이 기대되는 물질이다. 보통 석탄을 원료로 나노섬

유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출발물질인 석탄이 액상화되

어야 한다. 그리고 액화 석탄을 출발물질로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나 arc-discharge를 이용한 방법이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Qiu et al.,

2003; Li et al., 2010). 하지만 이들 방법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고가의 공정이다.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Zhao는 electrospinning법을 제안하였다(Zhao et al.,

2014). 이 방법은 질산 및 황산과 반응 및 중화시킨

유연탄 미분말을, polyacrylonitrile(PAN)이 0.5%(w/v)

함유된 N, N-demethylformamide (DMF)에 70oC 온

도조건에서 용존시킴으로 액화 석탄을 제조하였다. 액

화 석탄을 주사기바늘과 흑연종이 사이에 40oC 조건에

서 전압(20KV)을 가하여 0.5mm 내경의 주사기바늘을

통과시키면 액화 석탄이 회전하면서 흑연종이에 침착

된다. 흑연종이에 침착된 액화석탄은 나노섬유형태이며

침착된 흑연종이를 280oC에서 3시간동안 선산화(pre-

oxidation) 시킨 후 800oC, 1시간동안 아르곤분위기에

서 탄화시켜 활성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활성탄의 최

대 비표면적은 902 m2/g이었으며, 1 A/g의 전류밀도하

에서 230 F/g의 capacitance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액화석탄은 고체석탄으로 활성탄 제조시 필

요한 스팀이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활성화단계 없이

탄화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넓은 비표면적을 갖는 활성

탄 제조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lectrospinning

장비를 활용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공정 운영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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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렴한 특성을 보이므로 장비자체의 상업화가능성

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액화석탄의 제

조단가이다. 고비용의 제조단가를 가진 액화석탄보다는

석유계 액상 피치를 나노섬유 제조를 위한 출발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 보인다.

Zhao의 실험에서 유연탄의 DMF용해도는 약 6%로 매

우 낮은 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석탄의 직접액화 수율을 높이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Zhao et al., 2014). 

5. 결 론

석탄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고온고압하에서 수증기

가스와 SC반응과 WGS반응을 통해 수소가스와 이산화

탄소를 생산하며, CaO와의 탄산화 반응을 추가하여 이

산화탄소를 분리함으로서 고순도 수소가스를 포함한

syngas를 생산할 수 있다. CaO의 탄산화반응을 포함한

수소추출방식으로는 CO2 accepter 공정, HyPr-Ring

공정, ZECA공정, ALSTOM 하이브리드 연소-가스화

공정, Fuel-Flexible공정이 대표적이다. 가스화공정에서

형성된 석회석은 약 1050oC 내외에서 CO2를 기화시키

고 CaO형태로 분해되어 다시 가스화공정으로 투입되

는 Ca 물질순환(looping)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

적으로 CO2를 발생시킨다. 석탄을 이용한 개질 수소생

산공정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CO2발생이다. 현재까

지 제시된 CO2처리방법은 CO2가 발생하는 WGS반응

전 SC반응을 최대화하여 CO의 발생을 최대화시켜

CO를 아세트산과 같은 다른 화합물로 생산하는 방법

이 있다. 또 다른 공정은 CO2를 지중저장하는 방법이

나 Mg등을 활용한 광물탄산화방법 등이 있다. 석탄을

이용한 개질수소 생산방식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를 연계하여야 그린뉴딜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

그린뉴딜시대에 사용될 수 있는 석탄의 또다른 용도

는 탄소소재의 원료물질이다. 석탄을 직접 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대표적 탄소소재는 인조흑연과 활성탄이다.

인조흑연은 실리콘이나 철 등의 무기촉매의 존재하

에서 탄화도가 높은 무연탄 등을 2400~2800oC의 흑

연화 온도까지 열처리함으로서 제조될 수 있다. 이렇

게 형성된 인조흑연은 출발원료의 결정구조에 따라 구

조적 물성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제와 같이 고품질 제품용을 위해서는 적합한 결정

구조를 갖는 석탄을 찾아내고 공정조건을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석탄기원의 활성탄은 목질기원의 활성탄보다 넓은

비표면적 혹은 많은 양의 미세기공을 가지 제품은 목

질기원의 활성탄을 충분히 대체할 잠재성이 크다. 석

탄을 이용한 활성탄의 제조공정은 선산화, 탄화, 활성

화의 3가지 공정으로 구분된다. 다만 선산화공정은 미

세기공이 잘 발달된 무연탄의 경우는 불필요하기 때문

에 유연탄보다는 무연탄 활성탄 제조공정이 더 친환경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석탄으로 활성탄 제조시 가장

큰 문제점은 석탄 함유되어 있는 회분물질이며, 회분

물질의 존재는 활성탄의 비표면적 품질에 악영향을 준

다. 한편 유연탄 등 석탄을 활용한 석탄액화기술은 활

성탄소 기반 나노섬유 등 고기능성 탄소소재 제조를

위한 출발원료로서의 잠재성을 높일 기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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