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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새로운 흡수제를 연

구하였다. 액상 흡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요소는 성능과 경제성면에서 우수한 흡수제를 개발

하는 것이다. 흡수평형장치인 VLE(Vapor-Liquid Equilibrium)장치를 사용하여 신규흡수제의 이산화탄

소 흡수능을 평가하고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신 흡수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 아민흡수제인 MEA

(monoethanolamine), DEA(diethanolamine)와 비교한 결과 아미노산염 흡수제의 경우 MEA (1.108), D

EA (1.105)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보다 0.15～0.2 (mol CO2/mol absorbent) 더 높은 흡수능과 2.5～3배

더 빠른 겉보기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아미노산염 흡수제가 경

제적인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

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

기술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성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알카놀

아민류의 흡수제가 효과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알카놀아민류의 대표적인 흡수제인 MEA는 빠른 반

응속도와 높은 알칼리도를 가지고 있으나 열화에 의

한 흡수제 손실과 장치부식의 단점이 있으며, 흡수

제 재생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1].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흡수제로써 아미노산염수

용액 흡수제를 연구하였다. 아미노산염수용액의 장

점은 높은 표면장력, OH로 인한 우수한 수용성과

이로 인한 낮은 흡수제의 증발, 낮은 재생에너지를

들 수 있다[2]. 아미노산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아민

기가 양자화되어 CO2와 반응할 수 없으므로, P.S. K

umat[3], Jacco van Holat[4] 등은 금속수화물을 이

용하여 카르복실기에 금속원소를 치환하여 이산화탄

소 흡수제로 사용하였다. 금속수화물로는 potassium,

sodium, lithium 등을 이용하였다. Potassium은 용해

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포화농도와 밀도를 가지고

있어 가장 우수한 이산화탄소포집 효율을 보인다고

하였다[3]. 따라서 아미노산 중에 sarcosine, glycine

을 선택하고 potassium으로 중화하여 흡수제를 제조

하였다. 아민기의 -탄소원자의 치환기는 카바메이

트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가수분해를 촉진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치환기의 개수가 많을수록 흡수속도는

감소하나 이산화탄소 흡수능은 증가하고 침전이 형

성된다고 하였다. 입체장애를 가진 아민흡수제는 비

입체장애아민에 비해 열화에 대한 저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본 연구에서는 기액흡수평형장치

(VLE)를 사용함으로써 알카놀아민류의 대표적 흡수

제인 MEA, DEA를 비교물질로 하여 흡수제의 온도

별 이산화탄소 loading capacity와 흡수속도를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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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이산화탄소 평형분압(PCO2

*
)과 흡수속도를 측정하

기 위해 연속 교반 액상반응기 방식의 VLE (vapor

-liquid equilibrium)을 사용하였다. 실험장치를 일정

한 온도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공급기,

이산화탄소와 흡수액이 반응하는 반응기, 공급기와

반응기의 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측기, 공급기와 반

응기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해 주는 항온 순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흡수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측정된

반응기 내부 압력은 실시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

도록 고안하였다. 기액 흡수평형 장치 공급가스로는

99.99 vol% CO2, 공급기의 부피보정 시에는 99.999v

ol% N2를 사용하였다. 이산화탄소는 반응기에 주입

되기 전 공급기에 채워져 항온수조에 의해 40℃로

예열된 후 주입되었으며, 반응기는 온도에 따른 흡

수능을 측정하기 위해 40, 60, 80℃로 조절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흡수액의 부피는 동일하게 하였으며

반응기에 흡수액을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위해 잔존 기체를 제거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와

흡수액의 혼합 효과를 최대화하고 물질전달 계면 저

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흡수액

을 일정한 속도로 교반시켜 주었다. 장치의 모식도

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아미노산염의 평형분압 및

흡수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흡수액 농도를 1M로 제

조하였고, 실험 대조군으로 상용 흡수제 MEA, DE

A를 같은 농도로 사용하였다.

[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Vapor-Liquid 
Equilibrium(VLE)

2.2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흡수제는 MEA(GC≥99.0%), D

EA(GC 98.0%), 0.1N HCl solution Factor1.000±0.00

5(at 293K)의 Samchun사 제품을 사용하였고, 8N K

OH Acros사의 제품과 Sarcosine(98%), Glycine(≥9

9%TLC) 순도의 Sigma-Aldrich사 제품을 사용하였

다. 흡수제의 농도는 1M로 고정하여 실험하였으며,

아미노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양자화되어 이산화탄소

와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속원소를 치환함으

로써 8N KOH를 등몰로 하여 중화시켰다. 조제된

아미노산염수용액 흡수제의 정확한 농도를 확인하고

자 적정에 0.1N HCl solution을 사용하여 농도를 확

인한 후 기액흡수평형장치와 흡수열 측정장치를 사

용하여 실험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이산화탄소 흡수량 (loading capacity)
아미노산염수용액의 이산화탄소 흡수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같은 농도의 1,2차 아민수용액과 아미

노산염수용액을 313K, 333K, 353K의 온도를 변수로

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2는 온도에 따른 실험 결과

로써 이 그래프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인 부하

(CO2 loading)을 알 수 있다. 표 1은 기액흡수평형

실험에서 얻은 그림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산화탄

소 loading값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 2의 (a) 그래프

는 313K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비교대상 흡수제 M

EA, DEA는 loading(mol CO2/mol absorbent)값이

MEA=1.108, DEA=1.10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아미노산염 수용액인 KOH+sarcosine과 KOH+glyci

ne의 경우에는 각각 1.299, 1.232 흡수되었음을 보였

으며, 기존의 상용흡수제 보다 더 좋은 흡수능을 나

타내었다. 또한 그림 2의 (b)333K, (c)353K의 온도

에서도 알카놀아민흡수제 보다 loading값이 0.2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선택된 아미노산염 수용액을 비교하였을

때 KOH+sarcosine의 흡수제가 KOH+glycine 흡수

제보다 loading 값이 0.1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함으

로써 흡수성능이 가장 좋은 흡수제로 판단되었다.

1, 2차 아민(RNH2) 수용액의 이산화탄소 흡수 반

응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zwitterion(RNH2
+
COO

-
)

생성되며 반응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7-9].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아민과 빠르게 반응하여 중간

체인 zwitterion을 생성한다고 보고하였다[10].

   ⇔ 
  (1)


   ⇔      (2)

여기서, B는 RNH2, H2O, OH
-
등의 염기를 의미하

며 생성된 carbamate는 가수분해를 통해 다시 유리

아민과 bicarbonate를 생성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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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rbent
Loading (mol CO2/mol absorbent)

313K 333K 353K

MEA 1.108 1.021 0.908

DEA 1.105 1.029 0.888

KOH+sarcosine 1.299 1.237 1.187

KOH+glycine 1.232 1.152 1.086

생성된 carbamate가 안정할수록 식 (3) 반응의 진

행 정도가 작아져서 이 반응을 무시할 수 있어 총괄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따라서 carbamate 안정도가 큰 MEA의 경우 1몰

의 amine이 흡수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0.5

몰로 제한된다. 아미노산염수용액도 아민수용액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와 같은 유사한 메커니즘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a) 313K

(b) 333K

(c) 353K
[그림 2] CO2 equilibrium into MEA, DEA, potassium salt of 

sarcosine, potassium salt of glycine solution at 
313K, 333K, 353K

[표 1] Experimental data of the CO2 loading with aqueous 
potassium amino acid salt solution at 313K, 333K, 
353K (1M).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증가하면 식(1)에서

생성된 carbamate(RNHCOO
-
)가 식(2)와 같이 가수

분해 되어 자유아민(RNH2)을 생성하여 이산화탄

소가 추가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아민흡수제의 CO2 흡수량이 MEA 경우

0.9～1.1(mol CO2/mol absorbent), DEA 경우 0.8～1.

1(mol CO2/mol absorbent)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t

erically hindered amine은 생성된 carbamate가 매우

불안정하므로 식(1), (2)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가 되므로 CO2 부하능이 1.0 mol CO2/mol ami

ne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12].

3.2 흡수속도
이산화탄소 흡수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액 흡수

평형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평형압력이 될 때까지의

압력감소를 측정하였다. 흡수속도는 시간에 따른 반

응기 내 기체상의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것으

로 흡수액의 겉보기 속도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겉

보기 속도상수는 기상의 CO2 분압이 평형분압과의

1/2지점까지 떨어진 시간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교대상 물질인 알카놀

아민보다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겉보

기 속도상수가 증가하였다. 표 2에서 겉보기 속도상

수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알카놀아민의 경우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볼 수 있

다. 이와 비교하여 아미노산염 수용액의 겉보기 속

도 상수를 확인하여 보면 313K에서 평형에 도달하

는 시간이 2.5배～3배 정도 증가되었다. 333K에서는

거의 같은 값을 보였으며. 353K에서는 313K에서와

마찬가지로 2.5배 정도의 빠른 속도를 보였다.

admin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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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rbent
kapp, 1/2 (min

-
1)

313K 333K 353K

MEA 0.068 0.101 0.136

DEA 0.057 0.083 0.118

KOH+sarcosine 0.084 0.094 0.144

KOH+glycine 0.094 0.104 0.145

[표 2] Apparent Rate Constant (kapp, 1/2) of Each absorbent 
at 313K, 333K and 353K.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카

놀아민 흡수제보다 더 성능이 좋은 흡수제를 개발하

기위해 기액흡수평형장치(VLE)를 사용하여 MEA,

DEA,와 비교하여 평가해보았다. 흡수제의 농도는

1M로 정하여 온도별로 실험하였다. 333K에서 알카

놀아민보다 아미노산염수용액의 경우에는 loading값

이 1.2～1.5배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온도가 낮을수록 loading capacity가 증가하였다.

CO2 loading capacity는 KOH+sarcosine〉KOH+gl

ycine〉 MEA≥ DEA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수

속도의 경우에도 아미노산염수용액이 2.5～3배 흡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며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

아졌다. 겉보기속도상수를 계산한 결과, KOH+glyci

ne〉 KOH+sarcosine〉 MEA〉 DEA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미노산염수용액은 알카놀아민수용액보

다 더 높은 CO2 loading capacity와 더 빠른 흡수속

도를 보임으로써 기존흡수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

이 우수한 흡수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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