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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gas drying, dilute gas mixtures purification, air fractionation, hydrogen production from steam reformers and 

petroleum refinery off-gases, etc are conducted by using adsorptive separation technology. The pressure swing adsorption 
(PSA) has certain advantages over the other methods, such as absorption and membrane, that are a low energy requirement and 
cost-effectiveness. A key component of PSA systems is adsorbents that should be highly selective to a gas being separated 
from its mixture streams and have isotherms suitable for the operation principle. The six standard types of isotherms have been 
examined in this review, and among them the best behavior in the adsorption of CO2 as a function of pressure was proposed in 
aspects of maximizing a working capacity upon excursion between adsorption and desorption cycles. Zeolites and molecular 
sieves are historically typical adsorbents for such PSA applications in gas and related industries, and their physicochemical 
features, e.g., framework, channel structure, pore size, Si-to-Al ratio (SAR), and specific surface area,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extent of CO2 adsorption at given conditions and those points have been extensively described with literature data. A 
great body of data of CO2 adsorption on the nanoporous zeolitic materials have been collected according to pressure ranges 
adsorbed, and these isotherms have been discussed to get an insight into a better CO2 adsorbent for PSA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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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다공성 흡착제(adsorbent)들은 기체혼합물들을 구

성하고 있는 각 기체성분별로 분별하기 위한 분리

(separation)와 기체혼합물들 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특정 기체 성분을 원하는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정제

(purification)를 목적으로 하는 기체 분리정제산업 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체혼합물들의 분리․

정제를 위해 사용되는 흡착공정들은 기체성분들의 강

한 화학흡착(chemisorption)이 아닌 가역성을 갖는 물

리흡착(physisorption)이나 매우 약한 화학흡착의 원

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흡수공정(absorption)에 비해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Yang, 
2003; D'Alessandro 등, 2010). 즉, CO2와 같은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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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들은 흡수공정에서 흡수제(흡수용 액체나 고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는 반면에 흡착공정에서 해당 

기체분자들은 고상 흡착제 표면과의 약한 상호작용

으로 흡착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열역학적 상

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체분자들은 흡착평형 압력이

나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로 

탈착(desorption)될 수 있다(Li 등, 2009; Tagliabue 
등, 2009).

기체혼합물들 내에 공존하는 여러 기체성분들 중에

서 원하지 않는 어떤 기체성분을 흡착․분리(adsorptive 
separation) 방법으로 제거하고자 할 때, 해당 기체를 흡

착할 수 있는 흡착제의 흡착성능(adsorption capacity)
과 해당 기체에 대한 선택도(selectivity)는 그 흡착제

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임에는 틀림

이 없다. 이들 흡착성능과 선택도는 우선적으로 흡착

제와 피흡착제(adsorbate)가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인 특성과 흡착 온도 및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D'Alessandro 등, 2010). 따라서, 흡착제들을 구성하

는 물질의 종류, 골격(framework), 세공성(porosity), 
채널구조(channel structure), 세공크기(pore size), 비
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등등의 물리화학적 요소

들 뿐만 아니라, 피흡착제인 기체분자들이 가지고 있

는 분자크기, 분극률(polarizability) 등과 같은 물리화

학적, 전자적 특성들도 기체혼합물 흡착분리용 흡착

제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Li 등, 2009; D'Alessandro 등, 2010; Kim 등, 
2013). 다공성 제올라이트, 활성탄(activated carbon, 
AC), 알루미나, 실리카겔 등은 기체 분리․정제 분야에

서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온 가장 대표적인 흡착

제들이며, 최근에는 탄소분자체(carbon molecular sieve, 
CMS),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 MOF)
와 제올라이트 이미다졸 골격체(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ZIF)가 CO2, H2 등의 새로운 흡착제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Yaghi 등, 1995; Tagliabue 등, 
2009; Park 등, 2006; Kim 등, 2013).

본 연구는 제올라이트를 포함해 여러 다공성 물질

들이 갖는 등온흡착선(isotherm)의 종류와 CO2 등의 

흡착․분리를 위한 압력순환흡착(pressure swing 
adsorption, PSA) 공정에 가장 적합한 흡착압력에 따

른 거동을 살펴보고, 기체 분리정제산업 등에서 CO2

의 흡착․분리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올라

이트들을 세공크기별로 분류한 후 각 제올라이트의 

골격, 채널구조, SAR(Si-to-Al ratio), 비표면적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CO2 흡착제로서의 잠재성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의 연구들로

부터 다양한 골격과 물성을 갖는 제올라이트들이 CO2 
흡착성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상
용 PSA 공정 운전에서 CO2의 흡착분리성능을 좌우하

는 working capacity가 제올라이트들의 종류와 물성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

였다.

2. 재료 및 실험

상술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CO2 등과 같은 기

체분자들의 등온흡착선 분류법과 제올라이트들의 골

격, 채널구조, 세공크기 등을 구분하는 기준들은 국제

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따랐으며, 제올라이트들의 또 

다른 물리화학적 특성들에 해당하는 SAR과 비표면적 

값들의 범위, 여러 종류의 제올라이트들의 CO2 흡착

성능 등과 같은 데이터는 문헌에 보고된 여러 연구자

들의 결과들을 인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체분자의 등온 흡착거동

어떤 특정온도에서 고체에 CO2 등과 같은 기체분

자들이 흡착되어질 때 이들의 흡착압력에 따른 흡착

량의 변화는 등온흡착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

한 등온흡착선의 형상은 흡착제들의 종류, 흡착되어

지는 기체분자들의 종류와 흡착제와 피흡착제간에 작

용하는 분자간 상호작용(intermolecular interactions)
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Brumauer 등(1940)은 수많은 

등온흡착선들을 크게 5 종류(“BDDT” 등온흡착선으

로 칭해짐)로 분류하였고, 그 이후 이들에 의해 분류되

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등온흡착선이 추가적으로 보고

되었다(Gregg와 Sing, 1982). IUPAC(International 
Union for Pure and Applied Chemistry)은 상기 등온

흡착선들을 기초로 하여 6 종류의 표준 등온흡착선을 

확정하였고(Sing, 1982; Sing 등, 1985), 이들은 Fig. 1
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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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IUPAC standard classification for adsorption 
isotherms(Sing et al., 1985).

Fig. 1의 Type I은 내부표면(internal surface)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은 외부표면(external surface)을 갖

는 제올라이트, 활성탄 등과 같은 20 Å 이하의 미세

공크기(micropore size)로 이루어진 흡착제들에서 관

찰되고,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분자들의 흡착

량(uptake)은 주로 미세공부피(micropore volume)에 

의해 좌우된다(Sing 등, 1985). Type II 등온흡착선은 

500 Å를 초과하는 대세공크기(macropore size)를 갖

는 흡착제들이나 비다공성물질(non-porous material)
들에서 나타난다. Type III의 경우 기체분자들의 흡착

거동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비다공성 탄

소물질에 수증기의 흡착이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다. 
모세관 응축현상(capillary condensation)에 의한 흡․

탈착의 히스테리시스(hysteresis)를 보여주는 Type IV
는 중세공크기(mesopore size, 20 ~ 500 Å)를 갖는 흡

착제들에서 나타나며,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

부분의 흡착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Type V 등온흡착

선은 Type III와 마찬가지로 흔하게 관찰되는 것은 아

니나 기체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약한 다공성물질들

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ype VI는 단계적으

로 다층흡착(multilayer adsorption)이 일어남을 보여주

는 등온흡착선으로, 액체질소 온도에서 graphitized 
carbon black과 같은 균일한 비다공성 표면에 Ar이나 

Kr의 흡착 시에 일어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체분자들의 등온 흡착거동은 흡착제들의 종류, 특
히 세공의 존재 여부와 세공의 크기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체혼합물로부터 특정 기체만

을 흡착․분리하고자 할 때 상술한 등온흡착선의 유

형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2. 압력순환흡착 기술에 의한 기체의 흡착․분리

CO2가 공존하는 다성분계 기체혼합물들로부터 

CO2를 선택적으로 흡착시켜 분리하는 기술은 원하는 

물성을 갖춘 흡착제를 고정층 칼럼에 채우고 해당 기

체혼합물들을 통과시키면 흡착제와의 상호작용이 상

대적으로 강한 CO2는 흡착제 표면에 흡착되어 해당 

혼합물들로부터 분리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Yang, 2003; Sircar, 2006). 이때 흡착제의 재사용을 

위해 흡착공정 종료 후 적합한 방법으로 흡착된 CO2

를 탈착시키는 흡착제 재생(regeneration) 공정이 요

구되는데, 탈착을 위한 driving force에 따라 PSA, 온
도순환흡착(temperature swing adsorption, TSA), 불
활성 기체에 의한 purge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PSA
와 TSA 기술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Yang, 2003). 
PSA 기술의 경우 흡착제에 가해진 기체혼합물의 압

력을 감소시키거나 기체혼합물 중 원하는 기체성분

으로 분리된 흐름의 일부를 다시 흡착탑에 도입시킴

으로써 흡착제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적용하는 반면

에, TSA에서는 이러한 흡착제 재생 driving force로 

기체분자들의 흡착을 낮은 온도에서 수행하고 상대

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흡착된 기체분자들을 탈착시

키는 온도순환방식을 사용한다. 흡착효율, 운영비를 

포함한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기체혼합물을 구성하

고 있는 기체성분들 간의 조성차이가 크지 않거나 

CO2 대비 흡착정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 일반적

으로 PSA 기술을 적용한다(Yang, 2003; Tagliabue 
등, 2009).

기체혼합물들로부터 원하는 특정 성분의 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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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presentative commercial PSA processes for adsorptive CO2 removal (Sircar, 2006)

Process Typical components

Air fractionation CO2, N2, O2, H2O, Ar

Production of 90 - 93% O2 from air for medical use CO2, N2, O2, H2O, Ar
Production of H2, and CO from steam methane reformer off-gas CO2, H2, CO, CH4, H2O
Production of CH4 from landfill gas CO2, CH4, trace CFHCs, H2O
Gas drying CO2, H2O, N2, CH4, alcohols

Note. CFHCs: chlorofluorohydrocarbons.

흡착․분리․재생시키는 PSA 기술은 탈착(재생) 단
계에서 적용되는 압력(통상 1 bar 정도의 상압)을 기

준으로 이보다 낮은 압력(진공)에서 기체혼합물을 흡

착시키는 경우와 탈착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흡

착시키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

를 PSA로 칭하며,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진공

순환흡착(vacuum swing adsorption, VSA)이라고 하

고, PSA와 VSA을 조합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PVSA 
(pressure-vacuum swing adsorption)라고 한다(Yang, 
2003; Sircar, 2006). 초기 투자비, 운영비, 공정운전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VSA 기술보다는 PSA 기술이 

기체혼합물 분리산업에서 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

는데, 원하는 조성별로 기체혼합물을 흡착․분리시키

고자 할 때 흡착 온도와 압력은 PSA 공정효율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상혼합물로부터 CO2의 흡착․분리를 위하여 산

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PSA 공정의 대표

적인 예들은 Table 1에 주어져 있다. 대기로부터 O2와 

N2를 생산하는 대기 fractionation에서 H2O와 Ar 외에 

대기 내에 존재하는 약 400 ppm의 CO2도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때 PSA 공정을 적용한다(Yang, 2003; 
Sircar, 2006). 의료용으로 90 ~ 93% O2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전술한 fractionation 후단공정에서 N2와 O2 
혼합물로부터 N2를 흡착․분리하는 2차 PSA 공정을 

사용한다. 또한 CH4 개질기(reformer) 후단에서 CO2

와 함께 미반응된 CH4와 H2O를 제거함으로써 합성가

스인 H2와 CO를 얻거나 고순도의 H2 또는 CO를 제조

하고자 할 때,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매립가스(landfill 
gas)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여 CH4를 생산할 때 등에

서 대표적으로 PSA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Table 1). 
이와 같은 상용 PSA 공정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공정으로부터 생산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기상

물질의 종류들과 목적에 따라 이에 정합성을 갖춘 흡

착제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이
때 원하는 물질을 흡착․분리시키는 방법이나 원하는 

물질은 흡착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물질들(불순물)을 

흡착시켜 혼합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상용 PSA 공정에서 기체혼합물들의 흡착온도는 

15 ~ 40oC 범위가 가장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흡착압

력은 4 ~ 6 bar이다(Tagliabue 등, 2009; Krishna 등, 
2012; Palomino 등, 2012). 기체혼합물들의 흡착․분

리 목적으로 PSA 기술을 적용할 경우, 흡착온도는 공

정여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흡착압력의 변화에 따른 

흡착제의 흡착성능이 해당 공정의 성능을 일차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기체혼합물들의 흡착분리성

능은 위에서 논의되어진 등온흡착선의 유형들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 ~ 6 bar의 압력에서 일정 시간 동안 기체

혼합물들의 흡착이 이루어진 후에 흡착제 재생과 피

흡착제 탈착을 위하여 상압으로 압력순환이 이루어졌

을 때 기체성분의 흡․탈착량 변화를 등온흡착선 유

형별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Fig. 2에서는 IUPAC 표준 등온흡착선 6 종류 중에

서 Type I, II 및 III를 각각 모사할 수 있는 Type A, B 
및 C에서 압력순환 시 흡착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제한된 압력범위 내에서 상술한 IUPAC 표준 등온

흡착선 Type IV는 Type B로, Type V는 Type C로 모

사할 수 있고 Type VI는 매우 제한된 사례에서만 관찰

되므로, 여기에 주어진 Type A, B 및 C 유형만으로도 

PSA 공정에서 흡․탈착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P2에

서 일정 시간 동안 기체혼합물을 흡착시킨 후 P1로 압

력순환이 일어날 때 P2에서 흡착된 기체들은 P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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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rous solid adsorbents for adsorptive separation of gases

Adsorbent Category Nominal pore sizes
(Å)

Si- and/or Al-based materials ․Silicas
․Activated aluminas
․Aluminosilicates (zeolites, molecular sieves)
․Silicatesa

․Phosphatesb

20 ~ 30
20 ~ 50
3 ~ 10

-
-

Carbonaceous materials ․Activated carbons (ACs)
․Carbon molecular sieves (CMSs)
․Carbon nanotubes (CNTs)
․Activated carbon fibers (ACFs)

3 ~ 100
3 ~ 5

-
8 ~ 10

Metal-organic framework materials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Covalent-organic frameworks (COFs)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s (ZIFs)

3 ~ 20
-

1 ~ 13
Note. "-": no data.
a Pure silicates, and titanium silicates, such as TS-1.
b Also include cobalt phosphates, etc.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흡착제로부터 탈착되는데, 
PSA 공정에서 이러한 탈착량을 working capacity라
고 하고(Yang, 2003), 이들은 등온흡착선 유형별로 

Fig. 2에 표시되어 있다.

Fig. 2. Working capacity of Types A, B and C simulated for 
the respective standard IUPAC Types I, II and III 
isotherms. The P and Po are the respective equilibrium 
and saturated equilibrium vapor pressures of 
adsorbates.

P2/Po에서의 기체 흡착량에서 P1/Po에서의 흡착량

을 뺀 것이 working capacity에 해당하므로, 등온흡착

선의 유형에 따라 이 working capacity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working capacity가 작은 Type A
를 갖는 흡착제들은 상용공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흡착

분리성능에 도달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수의 흡착탑이 

요구될 것이다(Yang, 2003; Tagliabue 등, 2009). 반면

에, Type B 또는 C의 등온흡착선을 갖는 흡착제들의 

경우, Type A에 비해 동일한 흡착압력(P2/Po)에서의 

절대 흡착량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상용 PSA 공정 운

전에서 보다 중요한 working capacity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4 ~ 
6 bar의 흡착압력에서 기체 흡착량보다는 PSA 공정 

운전조건에서 압력순환 시 working capacity가 큰 등

온흡착선 유형을 갖는 흡착제들이 보다 바람직할 것

이다.

3.3. 압력순환흡착식 CO2 흡착분리용 흡착제

CO2와 같은 특정 기체 성분을 다성분 기체혼합물

로부터 흡착․분리하기 위한 PSA 공정에서 가장 핵

심적인 것은 주어진 공정조건에서 CO2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목

적의 흡착제들로는 제올라이트, 활성탄 등과 같은 범

용 다공성물질들이 흔히 사용되어왔으며, 최근 MOF
로 대표되는 금속-유기 골격체들이 새로운 CO2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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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주목받고 있다(Yang, 2003; Sircar, 2006; Li 등, 
2009; Wang 등, 2011). Table 2에 주어져 있듯이, 기
체혼합물 흡착분리용 다공성 흡착제들은 크게 Si와 

Al로 이루어진 물질, 탄소계 물질과 금속-유기 골격체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Si와 Al 계열 다공성물질들은 실리카, 알루미나, 알루

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 실리케이트(silicate), 
포스페이트(phosphate) 등이 해당되며(Table 2), 이들

은 CO2 흡착분리공정 뿐만 아니라 공기정제, 산업용 

가스 정제(수분 제거), CH4 정제, refinery off-gas로부

터 수소 생산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Yang, 2003; Sircar, 2006; Wang 등, 2011). 상기 알

루미노실리케이트의 대표적인 예는 제올라이트들이

며(Flanigen 등, 2010),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천

연 제올라이트들과 상용공정이나 실험실 규모에서 합

성되는 합성 제올라이트들로 나누어질 수 있고 전자

의 경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인해 PSA 
흡착제로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다(Siriwardane 
등, 2003; Dunne, 2010; Kulprathipanja와 James, 
2010). Barrer(1948)에 의해 최초의 합성 제올라이트

인 mordenite가 보고된 이래 제올라이트 A, X, Y, 
ZSM-5, SAPO-11, ITQ-29 등등의 수많은 합성 제올

라이트들이 개발되었고(Flanigen 등, 2010), IZA 
(International Zeolite Association)에 의해 제올라이

트 골격코드(framework code)를 부여받았다. 이와 같

은 합성 제올라이트들의 골격코드별 세공크기, 비표

면적, CO2 흡착성능 등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CO2 등의 기체혼합물을 흡착․분리하기 위한 다공

성 탄소계 흡착제들은 AC와 탄소분자체(carbon 
molecular sieves, CMS)가 가장 일반적이며 이들은 

기체 분리정제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Juntgen, 
1977; Yang, 2003; Dunne, 2010; Kulprathipanja와 

James, 2010). AC와 CMS간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

은 세공크기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 CMS는 합성조건

의 정밀제어를 통해 거의 5 Å 정도의 세공크기를 갖

는 매우 좁은 세공분포를 보이지만 AC는 상대적으로 

광폭의 세공분포를 나타낸다. 상기 AC와 CMS 외에

도, 탄소나노관(carbon nanotubes, CNT)과 활성탄소

섬유(activated carbon fibers, ACF)가 탄소계 흡착제

들에 속한다(Suzuki, 1994; Schimmel, 2003; Yang, 
2003; Dunne, 2010; Kulprathipanja와 James, 2010). 
ACF의 경우 AC나 CMS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

은 가격으로 인해 기체혼합물 흡착분리용 PSA 공정

과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분리정제산업에는 사용되

지 않고 주로 소규모의 공기정화나 수처리 분야에 제

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CNT(single-wall형)는 주로 

고온에서 탄화수소류나 CO의 분해를 통해 소규모로 

제조되어지는데, 고가이고 대량생산의 한계로 인해 

CO2를 포함해 여타 기체혼합물 흡착분리용 상용 흡착

제로 적용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술한 AC와 CMS 계열들이 다공성 상용 흡착제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금속과 금속이 카르복실기(COO-)에 의해 연결되

어 3차원의 다공성 MOF를 이룬다는 사실이 Yaghi 등
(1995)에 의해 보고된 이후로, 공유결합 유기 골격체

(covalent organic frameworks, COF)와 ZIF와 같은 

다공성물질들이 잇달아 보고되면서 CO2, H2, CH4 등
의 분리․정제용 중세공 흡착제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Cote 등, 2005; Park 등, 2006; El-Kaderi 등 

2007). Table 2에 주어진 여러 종류들의 흡착제들 중

에서 이러한 MOF 및 ZIF 계열의 금속-유기 골격계 

다공성물질들의 최근 연구동향들에 대해서는 타 연구

그룹들에 의해 상세히 고찰되었을 뿐만 아니라(Li 등, 
2009; D'Alessandro 등, 2010; Phan 등, 2010; Liu 등, 
2012), CO2 흡착분리용 PSA 흡착제로서의 잠재성과 

한계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으

므로(Kim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들을 

중심으로 CO2 흡착제로서의 가능성과 해결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1. 합성 제올라이트계 흡착제들의 개발과 적용

1756년 스웨덴의 광물학자 Cronstedt는 자연계 광

물로 존재하던 stilbite를 발견하여 “제올라이트”라는 

명칭을 최초로 부여하였고,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천연 제올라이트들의 

추가적인 발견, 인공적인 합성, 결정구조 분석, 흡착특

성 등이 연구되었다(Flanigen 등, 2010). Fig. 3은 상기 

최초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제올라

이트 연구․개발과 주요 상업화를 위한 진전들을 연

대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연 상태에 분포하는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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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brief history of zeolites and their commercial applications. 

제올라이트의 일종인 levynite를 실험실 규모에서 수

열합성(hydrothermal synthesis)한 연구가 1862년 de 
St Claire-Deville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합성 제올라이트에 해당한다. Chabazite 제올라이트

에 유증기들의 흡착 시 특정 분자크기보다 큰 유증기 분

자들이 흡착되지 않는 이른바 분자체(molecular sieve) 
효과가 최초로 보고되었으나(Weigel과 Steinhoff, 1925), 
이러한 용어를 최초로 제올라이트에 적용한 사람은 

Mcbain(1932)이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제올라이트

들의 분자체 특성은 2종 이상의 기체혼합물들로부터 

특정 기체분자를 흡착․분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
올라이트 합성에서 결정구조 분석법으로 XRD(X-ray 
diffraction)가 최초로 적용된 이후(Leonard, 1927), 이
를 활용하여 Taylor(1930)와 Pauling(1930)은 단결정 

제올라이트를 연구하였고 이러한 결정학적 연구 성과

들은 Barrer(1948)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합성 

mordenite 출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1949 ~ 1954

년 사이 Union Carbide(현 Dow Chemicals)의 Linde 
Division에 속한 Milton, Breck 등의 연구자들은 제올

라이트 A, X와 Y를 최초로 합성하였고 Union Carbide

에 의해 이 제올라이트들은 상업적으로 생산되었으나

(Milton, 1989; Flanigen 등, 2010), 합성 제올라이트 

A의 합성법, 특성, 구조 등이 학계에 보고된 것은 이

보다 한 해 늦은 1956년이었다(Breck 등, 1956; Reed
와 Breck, 1956). Union Carbide는 1959년 상기 제올

라이트들을 이용한 분리공정을 최초로 상업화하였으

며(Milton, 1989), 이는 제올라이트를 흡착분리용 흡

착제로 사용하는 하나의 중대한 시발점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후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제올라

이트들이 합성․개발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67 ~ 
1969년 사이 Mobil의 제올라이트 합성 연구그룹은 

제올라이트 β(Mobil에서 “ZSM”이라는 명칭이 사용

되기 전에 시도된 수많은 제올라이트 합성 batch 중의 

하나이며, ZSM-5와 같은 명칭이 사용된 이후 이들 

ZSM 시리즈들과 구분하기 위해 “Zeolite β”로 일컬어

져 옴)와 ZSM-5를 합성하였고(Argauer와 Landolt, 
1972; Flanigen 등, 2010), 이 두 제올라이트들은 현재 

흡착제 뿐만 아니라 촉매로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80 ~ 2000년대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Si 및 Al
로 이루어진 제올라이트와는 좀 다른 수많은 제올라

이트들이 합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Union Carbide
의 Wilson 등(1982)과 Lok 등(1984)은 다양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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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AlPO(aluminophosphates)와 SAPO(silicoalu- 
minophosphates)을 각각 보고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TS-1(Taramasso 등, 1983), ETS 시리즈(Kuznicki, 
1989; Kuznicki 등, 1992), MCM 시리즈(Corma 등, 
1994) 등과 같은 다양한 metallosilicate 계열의 제올

라이트들이 개발되었고, Lewis 그룹과 Corma 그룹에 

의해 각각 UZM 시리즈와 ITQ 시리즈 제올라이트들

이 보고되었다(Lewis 등, 2004a, 2004b; Corma 등, 
2004a, 2004b). 1980 ~ 2000년대에 이러한 종류의 제

올라이트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활발하게 합성된 가

장 큰 이유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화학중간체(chemical 
intermediates)들의 분리정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

었다.

3.3.2. 합성 제올라이트들의 물성과 CO2 흡착제로

서의 정합성

제올라이트의 출현 이후 1970년대까지 개발된 합

성 제올라이트 A, X, Y, ZSM-5 등은 지금도 기체혼

합물 흡착분리용 흡착제들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Yang, 2003; Kulprathipanja와 James, 2010), 1980년
대 이후 주로 합성된 포스페이트계 제올라이트들

(AlPO, SAPO)과 metallosilicate계 제올라이트(TS-1, 
ZSM 시리즈의 일부, VPI 시리즈 등)들 중에서 

ETS-10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흡착제로 상용화된 사

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 이후 

개발되고 있는 수많은 제올라이트들은 CO2 등의 흡착

분리용 흡착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기 A, X, Y 등과 같은 재래형 

제올라이트들의 비중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기 주요 제올라이트들을 포함

하여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몇몇 제올라이트들

(SSZ-13, Rho 등)의 골격과 주요 물성들(채널구조, 세
공크기, 비표면적 등)과 CO2 흡착분리용 PSA 흡착제

로서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공성 알루미나, 실리카겔, 활성탄, 탄소계 분자체 

등과 더불어 제올라이트들은 기체혼합물을 흡착․분

리하기 위한 상용 PSA 흡착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제올라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골격, 채널구조, 
세공 크기와 분포, 세공별 부피, SAR, 비표면적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은 흡착․분리하고자 하는 기체혼

합물들의 조성별 흡착성능, 조성별 선택도 등에 영향

을 미치므로 이러한 물성인자들을 고려하여 CO2의 흡

착능과 선택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흡착제를 선정하

는 것이 PSA 흡착공정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들의 세공크기

별 분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세공(small 
pore), 중세공(medium pore) 및 대세공(large pore) 제
올라이트로 구분하여(Flanigen 등, 2010), 이들의 주

요 물리화학적인 특성들을 비교분석하였다.
Table 3는 소세공으로 이루어진 주요 제올라이트

들의 골격, 채널구조, 세공크기, SAR 및 비표면적을 

적시하고 있다. 소세공 제올라이트들의 골격형태, 채
널구조, SAR 및 비표면적의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세공크기는 3.6 ~ 5.7 Å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제올라이트 골격 

내부에 있는 세공들의 기하학적 형상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세공의 어느 한 방향의 크기가 세공으로 접근

하는 기체분자들의 동역학적 직경(kinetic diameter)
보다 크면 세공 내부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되지 않으

므로 다공성물질들의 세공직경(pore diameter)들 중

에서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세공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CO2의 흡착분리용 흡착제로서 제올라이트

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물성은 세공크기이

다. 왜냐하면, 제올라이트 채널 내부에서 CO2의 흡착

기작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의 분자크기(3.3 Å)보다

는 해당 제올라이트의 세공크기가 더 커야 하기 때문

이다. Table 3에 주어진 소세공 제올라이트들 모두 이

러한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CO2가 약한 산성(acidity)을 

가지므로 이의 효과적인 흡착을 위해서는 약한 또는 

강하지 않은 정도의 염기성(basicisity)을 갖는 제올라

이트들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제올라이트 골격에 위

치하고 있는 Al의 전하보상(charge compensation)을 

위한 금속 이온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제올라이트의 

Al 함량이 높을수록 제올라이트의 골격 염기성

(framework basicisity)도 증가하므로(Barthomeuf, 
2003), 여타의 다른 물리화학적인 성질들이 같다면 

SAR이 낮은 제올라이트들이 CO2 흡착제로 더 바람

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0.12 ~ 
0.21의 SAR 범위를 보이는 SAPO 계열(SAP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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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mall pore (8-membered ring) zeolite adsorbents

Zeolite Framework 
typea

Channel
dimension

Pore sizeb

(Å)
SAR SBET

(m2/g)
Ref.

SAPO-56 AFX 3 3.4 × 3.6 0.21 443 Wilson et al., 1999

SSZ-16 AFX 3 3.4 × 3.6 6.1 652 Lee et al., 2003

Rho RHO 3 3.6 × 3.6 3.8 ~ 4.5 856 Robson et al., 1973; Chatelain et al., 
1995; Palomino et al., 2012; IZA, 2013

SSZ-13 CHA 3 3.8 × 3.8 5.1 695 ~ 860 Zones, 1985

SAPO-34 CHA 3 3.8 × 3.8 0.12 ~ 0.21 307 ~ 631 Lok et al., 1984; Inui and Kang, 1997; 
Mertens and Stromaier, 2004

UTM-1 MTF 1 3.8 ± 0.2 64 - Plevert et al., 1999; Yamamoto et al., 
2002

MCM-35 MTF 1 3.6 × 3.9 29 232 Barrett et al., 1999; IZA, 2013

UZM-9 LTA 3 4.1 × 4.1 2.71 ~ 5.1 620 ~ 640 Park et al., 2008; Kim et al., 2009

UZM-5 UFI 2 3.6 × 4.4 6.9 506 Blackwell et al., 2003

Sigma-1 DDR 2 3.6 × 4.4 16 359 Stewart et al., 1988

SAPO-35 LEV 2 3.6 × 4.8 0.19 567 Prakash et al., 1998

Levynite LEV 2 3.6 × 4.8 7.9 612 Han et al., 2005

UZM-12 ERI 3 3.6 × 5.1 5.5 ~ 6.5 450 ~ 675 Miller et al., 2007; Lee et al., 
2010

Note. "-": no data; SAR: Si-to-Al ratio; SBET: specific surface area using the BET technique.
a IZA (International Zeolite Association) code.
b For the largest channel if one more channels are present.

SAPO-35, SAPO-56)의 제올라이트들이 유망할 수 있

다(Table 3). 다만, 이들 SAPO계 제올라이트들의 경

우 제한된 Al 함량으로 인해 염기성 향상을 위한 알카

리 금속 이온교환과 같은 방법을 염두에 둔다면 최선

의 선택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제올라이트계 CO2 흡착제의 잠재성 평가에 있어서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제올라이트들의 

채널구조인데, PSA 공정에서 CO2의 흡․탈탁 동력학

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1․2차원보다는 3차원의 채널

구조로 이루어진 제올라이트들이 더 효과적이다. 따
라서, Table 3에 주어진 여러 소세공 제올라이트들 중

에서도 SSZ-16, Rho, SSZ-13, UZM-9, UZM-12와 같

은 제올라이트들이 PSA용 CO2 흡착제로 더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SAR이 낮은 Rho와 UZM-9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최적의 PSA용 CO2 흡착제 선정과정에서 고

려될 수 있는 제올라이트들의 물성은 이들이 갖는 비

표면적이 될 수 있다. 흡착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올

라이트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특정 기체성분이 흡착될 

수 있는 면적(흡착점)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더 높은 

흡착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세 가지 기

준들도 함께 고려할 경우, 856 m2/g의 비표면적을 갖

는 Rho(Palomino 등, 2012)가 가장 높은 잠재성을 갖

춘 CO2 흡착제용 제올라이트로 보여진다. 다만, 여기

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위에서 언급되었듯

이 미세공구조(20 Å 이하)로 이루어진 제올라이트들

은 IUPAC Type I 등온흡착선(Fig. 2에서는 Type A)
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우 표면적보다는 세공부피가 

흡착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Sing 등, 
1985).

중세공으로 이루어진 주요 제올라이트들의 골격, 
채널구조, 세공크기, SAR 및 비표면적은 Table 4에 

주어져 있고, PSA용 CO2 흡착제로서 소세공 제올라

이트들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적용한 가이드라인들에 

따라 중세공 제올라이트들을 분석하였다. 해당 제올

라이트들의 세공크기는 중세공이므로 CO2와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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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edium pore (10-membered ring) zeolite adsorbents

Zeolite Framework
typea

Channel
dimension

Pore sizeb

(Å)
SAR SBET

(m2/g)
Ref.

TNU-10 STI 2 4.7 × 5.0 7.1 - Lee et al., 2011
MCM-22 MWW 2 4.0 × 5.5c 15 ~ 17 462 Hong, 2008; Portilla et al., 2011
Ferrierite FER 2 4.3 × 5.5 6.1 ~ 10.1 287 ~ 367 Kim et al., 1996; Rachwalik et al., 

2005
ZSM-5 MFI 3 5.3 × 5.6 10 ~ 27 333 ~ 398 Lee et al., 2000; Hong, 2008; 

Portilla et al., 2011
TNU-9 TUN 3 5.2 × 6.0 14 ~ 21 362 ~ 545 Hong, 2008; Lee et al., 2011; 

Portilla et al., 2011
ZSM-57 MFS 2 5.1 × 5.8 24 ~ 24.5 343 Lee et al., 2000; Schlenker et al., 

1990

Note. "-": no data; SAR: Si-to-Al ratio; SBET: specific surface area using the BET technique.
a IZA (International Zeolite Association) code.
b For the largest channel if one more channels are present.
c The MCM-22 has large supercages (7.1 × 7.1 Å), but gas molecules can be accessible to these cages only through the indicated 
window.

Table 5.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arge pore (12-membered ring) zeolite adsorbents

Zeolite Framework
typea

Channel
dimension

Pore sizeb

(Å)
SAR SBET

(m2/g)
Ref.

ZSM-12 MTW 1 5.6 × 6.0 31 ~ 500 167 ~ 345 Wei and Smirniotis, 2006; 
Chokkalingam et al., 2013

Mordenite MOR 1 6.5 × 7.0 4 ~ 12 160 ~ 458 IZA, 2013; Muller et al., 2000; 
Pamba, 2000

Zeolite X FAU 3 7.4 × 7.4 1.63 ~ 1.94 387 ~ 516 Diaz et al., 2008; IZA, 2013

Zeolite Y FAU 3 7.4 × 7.4 1.51 ~ 2.90 398 ~ 511 Petrovic and Navrotsky, 1997; 
Thomas et al., 2011; IZA, 2013

Zeolite 13X FAU 3 7.4 × 7.4 1.25 402 ~ 688 Petrovic and Navrotsky, 1997; Ahn 
and Lee, 2004; Densakulprasert et al., 
2005; IZA, 2013

Note. SAR: Si-to-Al ratio; SBET: specific surface area using the BET technique.
a IZA (International Zeolite Association) code.
b For the largest channel if one more channels are present.

체분자의 흡착에는 문제가 없으며, 소세공 제올라이

트들에 비해 큰 SAR을 갖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

로 낮은 SAR를 갖는 ferrierite나 TNU-10이 우선적으

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단점은 2차원의 채

널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측면을 반영하면 SAR
이 낮은 3차원 채널구조를 갖는 ZSM-5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세공 제올라이트들

이 갖는 비표면적과 상술한 내용에 기초할 때, 이 제올

라이트 그룹에서 ferrierite와 ZSM-5가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더 높은 골

격 염기성을 기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낮은 SAR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주요 대세공 제올라이트들의 물성들은 Table 5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1차원의 채널구조로 이루어진 

ZSM-12와 mordenite는 배제시키고 나머지 제올라이

트들의 주요 물성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이다. 제올라이트 X, Y 및 13X의 골격구조는 모두 

faujasite로 동일하고 이들의 세공크기도 7.4 Å으로 

동일하다(IZA, 2013). 또한, 이들의 SAR도 1.25 ~ 2.9 
범위에 있으므로 그렇게 큰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갖는 비표면적도 서로 비교할 만한 범위 이내

로 볼 수 있을 것이다(Diaz 등, 2008; Thoma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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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hn과 Lee, 2004). 따라서, 이들 중에서 어느 

제올라이트를 최선의 CO2 흡착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

는 해당 제올라이트들의 합성 용이성,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과 흡착제 수급성, 흡착제로서의 수명, 재생성, 
PSA 공정을 설계하는 연구자의 경험 등등을 기준으

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중․대세공 제올

라이트들의 주요 물리화학적인 특성인 골격, 채널구

조, 세공크기, SAR 및 비표면적과 예상되는 CO2 흡착

성능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PSA용 CO2 흡착제로서 가

장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4 종류의 제올라이트 골격

(RHO, FER, MFI, FAU)를 제안할 수 있고 이들의 골

격은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IZA, 2013). 위에서 분

석된 바와 같이, FER를 제외한 세 제올라이트들 모두 

3차원의 채널구조를 이루며(Tables 3 ~ 5), 세공크기

가 가장 작은 RHO(3.6 Å)에서부터 가장 큰 FAU(7.4 
Å) 모두 CO2의 동력학적 확산(kinetic diffusion)에는 

문제가 없다. 2차원의 채널구조를 갖는 FER의 경우, 
PSA 공정 운전 시 흡착제 재생을 위하여 감압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CO2의 탈착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된

다(Rachwalik 등, 2005). 결론적으로, 상기 4 가지 골

격들 중에서 가능한 한 SAR이 낮은 제올라이트들이 

RHO FER

MFI FAU

Fig. 4. Framework of the respective RHO, FER, MFI and 
FAU zeolites viewed along [001], [001], [010] and 
[111] (IZA, 2013).

저압조건에서 보다 더 우수한 CO2 흡착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3.3.3. 제올라이트계 흡착제들의 CO2 흡착성능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골격을 갖는 제올라이트

들의 대부분은 20 Å 이하의 세공크기로 이루어진 미

세공물질들로 CO2 등을 함유하는 다성분계 기체혼합

물들의 흡착분리용 흡착제로 산업공정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CO2 흡착성능의 향상 뿐만 아니라 맞춤

형 흡착분리용 모재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

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보고된 관련 결과들

을 종합할 때, 제올라이트들의 CO2 흡착성능은 제올

라이트들의 종류, 제올라이트들의 SAR(Palomino 등, 
2010; Pawlesa 등, 2007), 흡착온도, 흡착압력 등에 따

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 ~ 40oC의 

흡착온도에서 제올라이트 종류별, 흡착압력별 CO2 흡
착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Fig. 5에서는 1.5 bar 이하의 CO2 흡착압력에서 제

올라이트 종류별(X, Y, 13X, SSZ-13, ß, A, ferrierite, 
ZSM-5, SAPO-34, silicalite) CO2 흡착성능을 보여주

고 있다. 상기의 제올라이트들 중에서 Na-ferrierite의 

경우(Zukal 등, 2010), 흡착온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

구하고 1 bar의 흡착압력에서 약 2 mmol CO2/g의 비

교적 낮은 흡착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NaY, 13X, 
H-SSZ-13, Na-ZSM-5 및 SAPO-34의 흡착온도는 

25(또는 24)oC이므로 흡착온도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CO2 흡착성능을 비교해봄

으로써 골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에서 서로 비교 가능한 흡착압력(약 0.7 bar 부
근)을 기준으로 보면, NaY(SAR = 2.35)에서 가장 높

은 CO2 흡착량(4.84 mmol/g)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SAPO-34(SBET = 440 m2/g)는 1.70 mmol/g의 CO2 흡
착성능을 나타냈다(Li 등, 2004; Walton 등, 2006). 앞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NaY의 비표면적은 398 ~ 511 
m2/g로(Petrovic와 Navrotsky, 1997; Thomas 등, 
2011; IZA, 2013), SAPO-34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에 CO2 흡착성능의 차이는 비표면적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SAPO-34의 SAR은 

0.12 ~ 0.21로 알려져 있는데(Lok 등, 1984; Inui와 

Kang, 1997; Mertens와 Stromaier, 2004), 이는 상기 

NaY에 비해 휠씬 낮지만 골격 내에 존재하는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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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l 함량은 NaY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골격 염기성도 NaY가 더 커서 보다 높은 CO2 흡착성

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5. A CO2 adsorption capacity of zeolites at low 
pressures less than 1.5 bar and chosen temperatures: 
(◯) NaX, 31oC (Dunne et al., 1996b); (∗) NaY, 
25oC (Walton et al., 2006); (◇) zeolite 13X, 25oC 
(McEwen et al., 2013); (■) H-SSZ-13, 25oC 
(Hudson et al., 2012); (●) Naβ, 30oC (Xu et al., 
2008); (⩟) NaA, 30oC (Li et al., 2013); (×) 
Na-ferrierite, 20oC (Zukal et al., 2010); (◆) 
Na-ZSM-5, 24oC (Dunne et al., 1996b); (▲) 
SAPO-34, 24oC (Li et al., 2004); (□) silicalite, 
31oC (Dunne et al., 1996a).

거의 동일한 흡착온도(30 또는 31oC)에서 측정된 

NaX, Naß, NaA 및 silicalite의 CO2 흡착성능을 비교

해 보면, NaX는 약 0.7 bar에서 5.42 mmol/g의 CO2 
흡착량을 보여주었는데(Dunne 등, 1996b), 이와 같은 

CO2 흡착성능은 상술한 타 제올라이트들의 흡착온도

보다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Fig. 5에 주어진 제올라이

트들 중에서 가장 높다. 동일한 압력에서 Naß와 NaA
는 2.2 ~ 2.45 mmol/g의 CO2 흡착량을 나타냈으나

(Xu 등, 2008; Li 등, 2013), silicalite의 CO2 흡착성능

은 가장 낮은 1.33 mmol/g이었다(Dunne 등, 1996a). 
상기 4 종류의 제올라이트들이 서로 다른 세공크기를 

가지고는 있으나 CO2를 포함하는 기체혼합물 중에서 

CO2의 흡착량을 측정한 데이터가 아닌 순수 CO2만으

로 측정된 CO2 흡착량이므로 분자체 효과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NaX, Naß와 NaA의 SAR은 각각 

1.23, 12.5와 1.0으로 보고되었다(Dunne 등, 1996b; 
Xu 등, 2008; Li 등, 2013). Naß와 NaA의 비표면적은 

각각 473와 570 m2/g(Xu 등, 2008; Li 등, 2013)였고, 
NaX의 비표면적은 402 ~ 688 m2/g 범위이다(Table 
5). NaX에서 가장 높은 CO2 흡착량이 관찰되는 주된 

이유는 낮은 SAR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전기장 구

배와 이온-사극자 상호작용 때문으로 생각되고

(Dunne 등, 1996b; Li 등, 2013), NaA의 SAR이 NaX
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Naß와 유사한 CO2 
흡착량을 나타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작은 세공부피

를 갖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Fig. 6은 약 20 bar 미만의 흡착압력에서 측정된 여

러 제올라이트들의 CO2 흡착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수 silica 구조로 이루어진 ITQ-29와 제올라이트 Rho
의 CO2 흡착량(5 bar에서 각각 6.12와 5.6 mmol/g)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alomino 등, 2010, 2012). 

Fig. 6. Adsorption of CO2 on ITQ-29 (●, Palomino et al., 
2010), zeolite Rho (◆, Palomino et al., 2012), 
molecular sieve 4A (◯, Siriwardane et al., 2001), 
Na-4A (▲, Akten et al., 2003) and silicalite (■, Goj 
et al., 2002) at medium pressures up to ca. 20 bar. 
The CO2 was adsorbed at 25oC, except for the 
ITQ-29 and zeolite Rho at 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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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Q-29는 LTA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공크기는 

4.0 Å인 반면에(Corma 등, 2004a), 제올라이트 Rho
는 RHO 골격을 가지며 이의 세공크기는 3.6 Å이다

(Robson 등, 1973; Chatelain 등, 1995; IZA, 2013). 
순수 silica 구조로 이루어진 ITQ-29는 순수 silica로 

이루어진 반면에, 제올라이트 Rho는 Si와 Al(SAR = 
4.5)로 구성되어 있다(Palomino 등, 2012). 따라서, 이 

두 제올라이트들의 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한 세공크기를 가지며 채널구조도 3차원으로 같

지만, 골격 내에 존재하는 Al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앞에서 서술되었듯이, 제올라이트의 SAR이 낮을수록 

이의 염기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는 CO2의 

흡착에는 유리하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Pawlesa 등, 
2007),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제

올라이트 종류 그 자체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추론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결과는 25oC의 흡착온도에서 얻어진 silicalite의 CO2 
흡착성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Fig. 6). ITQ-29
와 같이 순수 Si만으로 이루어진 silicalite의 CO2 흡착

량은 약 5 bar에서 2.5 mmol/g이었고, 이보다 더 높은 

17.5 bar에서도 2.9 mmol/g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해
당 silicalite의 골격은 MFI이고, 세공크기는 5.6 Å이

었다(Goj 등, 2002; IZA, 2013). 따라서, 순수 Si만으

로 이루어진 이들의 CO2 흡착성능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제올라이트의 종류, 즉 골격일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에서는 Siriwardane 등(2001)과 Akten 등

(2003)에 보고된 molecular sieve 4A와 Na-4A 제올라

이트계 흡착제들의 CO2 흡착성능도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경우 기체 흡착․분리 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일컬어져오는 명칭이지만, 기본적으로 LTA 골격계 

제올라이트 그룹에 속하고 양이온은 Na로 이루어져 

있고 세공크기는 약 4.0 Å이기 때문에, 후자의 

Na-4A(또는 “NaA”)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제올라이트계 흡착제들의 CO2 흡착성

능은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추론적 관점은 7 ~ 20 bar의 압력범위에서 측정

된 CO2 흡착량이 서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과 잘 

일치한다. 상기 두 흡착제들이 같은 골격, 세공크기 및 

양이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7 bar 미만에서 이들의 

CO2 흡착성능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들 연구에서 사용된 흡착제들은 모두 같은 회사의 상

용제품이었고, 측정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저압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사용된 흡착제들

의 입자크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Fig. 7. Isotherms for CO2 adsorption at: 25oC on zeolite 
13X (□, Cavenati et al., 2004); 40oC on zeolite 
13X (◆, Miyamoto et al., 2012); 25oC on zeolite 
13X (▲, Millward and Yaghi, 2005); 40oC on 
Si-CHA (■, Miyamoto et al., 2012); 20oC on 
Na-mordenite (◇, Delgado et al., 2006); 40oC on 
Si-DDR (●, Miyamoto et al., 2012) at high 
pressures up to 32 bar.

Fig. 7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압(20 bar 이상까지)의 

흡착조건에서 얻어진 제올라이트 13X, Si-CHA, 
Na-mordenite 및 Si-DDR의 CO2 등온흡착선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제올라이트들에 비해 Si-DDR 
(Miyamoto 등, 2012)과 Na-mordenite(Delgado 등, 
2006)에서 낮은 CO2 흡착량이 관찰되었다. 제올라이

트 13X들은 가장 높은 흡착성능을 보여주었고, 
Si-CHA는 중간 정도의 CO2 흡착량을 나타냈다. DDR 
골격과 2차원 채널구조를 갖는 Si-DDR의 세공크기와 

표면적은 각각 4.4 Å와 321 m2/g로, MOR 골격으로 

이루어진 Na-mordenite(1차원 채널구조)의 표면적은 

350 m2/g로 보고되었다(Delgado 등, 2006; Miy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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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2 uptakes at 1 and 6 bar on zeolites and their working capacity for PSA

Adsorbent Temp.
(oC)

CO2 uptake (mmol/g) at: Working capacity
(mmol/g)

Ref.
Pressure (bar)

1 6
Si-CHA 40 1.2 3.8 2.6 Miyamoto et al., 2012
Na-4A 25 1.6 3.9 2.3 Akten et al., 2003
Zeolite Rho 30 3.5 5.7 2.2 Palomino et al., 2012
NaX 27 2.2 4.0 1.8 Krishna and van Baten, 2012
Zeolite 13X 25 4.6 6.1 1.5 Cavenati et al., 2004
Zeolite 13X 40 4.5 6.0 1.5 Miyamoto et al., 2012
Zeolite 13X 25 4.4 5.6 1.2 Millward and Yaghi, 2005
Si-DDR 40 0.8 2.0 1.2 Miyamoto et al., 2012
Silicalite 25 1.5 2.6 1.1 Goj et al., 2002
Molecular sieve 4A 25 3.2 4.2 1.0 Siriwardane et al., 2001
Na-mordenite 20 2.5 2.9 0.4 Delgado et al., 2006

Note. See the isotherms in Figs. 6 and 7. Some of the uptake values were obtained by linearly interpolating at pressures nearest to 1 or 
6 bar.

등, 2012).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CO2 흡착성능을 

나타내는 제올라이트 13X들(FAU 골격과 3차원 채널

구조)의 세공크기와 표면적은 7.4 Å과 402 ~ 688 
m2/g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etrovic와 Navrotsky, 
1997; Ahn과 Lee, 2004; Densakulprasert 등, 2005; 
IZA, 2013), Si-CHA는 CHA 골격으로 되어 있고 이

의 세공크기와 표면적은 각각 3.8 Å과 620 m2/g이다

(Miyamoto 등, 2012).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

펴볼 때, CHA와 DDR은 silicalite인 반면에, 13X와 

Na-mordenite는 Si 및 Al로 이루어진 제올라이트들이

고 전자의 SAR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의 골격 

염기성이 상대적으로 커서 13X 제올라이트에서 보다 

높은 CO2 흡착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Miyamoto 등, 2012). 세공크기는 모두 CO2의 분자

크기보다 크므로 분자체 효과에 의한 제한은 거의 없

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술한 흡착제들의 표면적 차

이는 흡착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서로 다른 세공크기와 채널구조로부터 야

기되는 채널내부에서의 전기장 차이가 CO2 흡착성능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Goj 등, 2002).

3.4. CO2 흡착분리용 압력순환흡착 공정에서 제올라이

트계 흡착제의 working capacity

상용 PSA 공정에서 CO2 등의 높은 흡착분리효율

을 달성하기 위하여, 흡착제들에 요구되는 중요한 특

성 중에 하나는 흡착단계에서 가해지는 고압(일반적

으로 4 ~ 6 bar)에서 탈착을 위해 저압(보통 1 bar 부
근)으로 순간적인 압력순환이 일어날 때 해당 고압과 

저압 사이에서의 흡착량 변화를 나타내는 working 
capacity가 커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

러 제올라이트들의 이러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용 PSA 공정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흡착압력인 

6 bar와 탈착단계의 압력에 해당하는 1 bar에서의 

CO2 흡착성능과 그 차이로부터 제올라이트들의 

working capacity를 산정하였는데, 그 결과들은 Table 
6에 적시되어 있다.

Rho, Na-4A, 13X, NaX 등과 같은 제올라이트들의 

working capacity를 살펴보면, 대략 0.4에서 2.6 mmol 
CO2/g까지 그 폭이 비교적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Rho, 
Na-4A와 Si-CHA 제올라이트들은 2 mmol/g를 초과

하는 가장 높은 working capacity를 보여주었고, 기체

혼합물 분리․정제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molecular sieve 4A와 NaX의 working capacity는 각

각 1.0과 1.8 mmol/g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상으로 

하는 기체혼합물 내에 공존하는 타 기체들의 분자크

기를 고려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제올라이트 13X도 기체 분리정제산업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연구된 그룹에 관계없이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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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capacity는 대략 1.2 ~ 1.5 mmol CO2/g인 것

으로 나타났다. Al이 없는 순수 Si만으로 이루어진 제

올라이트들 중에 하나로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된 silicalite의 경우 1.1 mmol CO2/g의 working 
capacity를 갖는데(Goj 등, 2002), 이는 최근에 보고된 

순수 Si 제올라이트 계열에 속하는 Si-CHA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수준이다.
상술한 제올라이트들의 working capacity에 대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지금까지 전통

적으로 CO2 등의 분리정제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어

져 오고 있는 Na-4A의 working capacity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매우 유사

한 제올라이트로 분류되는 molecular sieve 4A의 

working capacity는 이보다 휠씬 낮은 1.0 mmol 
CO2/g (Siriwardane 등, 2001)에 지나지 않는 등 연구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 Miyamoto 등(2012)에 의해 보

고된 제올라이트 Rho의 working capacity는 Si-CHA
와 Na-4A와 유사한 수준인데, Rho와 Na-4A는 Al과 

Si로 이루어진 제올라이트들이고 Si-CHA는 Si만으

로 이루어진 제올라이트임도 서로 유사한 working 
capacity를 보인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SAR이 

working capacity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Rho, Na-4A 및 Si-CHA
의 세공크기는 각각 3.6, 4와 3.8 Å으로 매우 비슷하

므로 세공크기에 따른 영향 또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높은 working capacity는 제올라이트 골격, 채
널구조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미시적 전기장 효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떠한 제올라이트들이 이러한 미

시적 전기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사

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험으로부터 얻

어진 여러 제올라이트들의 등온흡착선과 working 
capacity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론적 체계일 뿐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높은 working capacity를 갖는 제올

라이트들을 찾고자 할 때, 미세공 채움(micropore 
filling)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Type A 형태의 흡착

거동을 보이는 제올라이트들보다는 Type C의 등온흡

착선을 나타낼 수 있는 제올라이트들을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4. 결 론

제올라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미세공으로 이루어진 

다공성물질이므로, 이들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분자

들의 흡착등온선은 Type I를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

은 CO2 흡착분리용 PSA 흡착제로서 제올라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성으로 작용하는데, PSA 상
용공정 측면에서 볼 경우 Type C와 같은 등온흡착선

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제올라이트들의 근본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상용 PSA 공정에서 흡착제가 충

진되는 흡착탑의 숫자를 증가시켜 원하는 흡착성능을 

달성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 제올라이트들의 골

격, 채널구조, 세공크기, SAR, 비표면적 등과 같은 물

리화학적인 특성들은 CO2 등과 같은 기체분자들의 흡

착성능을 좌우할 수 매우 유효한 지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특성들이 실제 흡착 메카니즘

에서 흡착제인 제올라이트와 피흡착제인 CO2간에 일

어나는 물리적, 전자적 상호작용들을 모두 반영할 수

는 없으므로 CO2 흡착제 정합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용 

PSA 공정에서 널리 적용되는 흡착온도 범위에서 서

로 다른 흡착압력(1.5 bar 이하, 1 ~ 20 bar, 1 ~ 32 bar)
을 기준으로 골격, 채널구조, 세공크기, SAR, 비표면

적 등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여러 제올라이트들의 

CO2 흡착성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올라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들(세공크기, SAR, 비표

면적 등) 뿐만 아니라 골격의 종류, 채널구조 등도 

CO2의 흡착성능과 working capacity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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