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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분리 및 메탄 회수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배출구가 두 개로 분리된 내부순환식 기포탑 반응기를 이용

하여 CO2 분리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의 최적조건을 도출하였다. 5 wt% MEA 수용액에서 이산화탄소의 

흡수 및 탈기 반응 시 pH 변화, 공기주입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탈기량 및 메탄 함량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액상수

위 및 초기 MEA 흡수액 온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 및 메탄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최적반응조건은 정상상태

에서 액상수위 40 mm, 공기주입량은 1.5 L/min, 흡수액의 온도 25 ℃이었다.

For the simultaneous methane recovery and CO2-stripping, we have been developed dual vent auto circulation bubble lift col-

umn reactor, and evaluate optimum conditions for monoethanolamine (MEA) solutions as a CO2 absorbent. At the 5 wt% 

MEA solution, we investigated the pH change during CO2-stripping and absorption reaction, CO2-stripping rate with reaction 

time, methane recovery efficiency for various inflow rates of air, CO2-stripping rate for flow liquid over flow height, and 

CO2-stripping dependency on the temperature of absolvent solutions. The suggested optimum conditions for CO2 recovery 

with MEA in the dual vent auto circulation bubble lift column reactor were 40 mm over flow liquid height, 1.5 L/min of 

air inflow rate, and 25 ℃ of absorbent solution temperature.

Keywords: carbon dioxide, methane, autocirculation bubble lift column reactor, gas purification, MEA (monoethanolamine)

1. 서    론
1)

  매립장 또는 혐기성소화조에서 유기물질이 분해됨에 따라 메탄가

스, 이산화탄소와 미량의 유해물질 및 악취성분이 발생된다. 이 중 메

탄가스는 적절한 분리 및 정제과정을 통하여 청정연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됨으로서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주위

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대기 중으로 휘산되는 도중 폭발이나 화

재, 토양 내 산소의 고갈로 인한 식물의 고사를 야기하는 등 환경적으

로 위해한 물질로 작용하고 있다[1].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의 해결과 

대체에너지의 필요성 증대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회수 및 이

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3]. 또한 유럽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

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매립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4]. 따라

서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가스(Landfill Gas: LFG) 중 이산화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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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고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것은 자원의 활용측면과 환경보전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5].

  한편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로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면서 그 일환으로 매립지가스(LFG) 및 혐기성소화가스(ADG)로 

부터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LFG 및 ADG로부터 메탄가

스와 이산화탄소의 고순도 정제기술을 통한 연료화 전단계 과정에 대

한 연구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6]. 특히 LFG 및 ADG를 연료

전지 또는 가스마이크로터빈으로 활용하여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메탄을 고순도로 분리⋅정제하는 전처리 공정이 매우 중요하다. 

매립장 또는 혐기성소화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공정 

중 흡수공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저농도와 낮은 분압의 이

산화탄소 흡수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흡수제로 알카놀아민류의 

흡수제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카놀아민 흡수제로는 MEA (mono- 

ethanolamine), DEA (diethanolamine), DIPA (diisopropanolamine), 

MDEA (N-methyldiethanolamine) 등이 있으며, 이 중 MEA가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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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lubility of Carbon Dioxide in Water with Temperature

Temperature (K) Solubility (q)

273.15 0.335

278.15 0.277

283.15 0.231

288.15 0.197

293.15 0.169

298.15 0.145

303.15 0.126

313.15 0.097

323.15 0.076

※ q = kg carbon dioxide dissolved by 100 kg of water at a total pressure of 

101325 N/m
3

탄소와의 반응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7].

  본 연구는 매립가스(LFG) 또는 혐기성소화조(ADG)를 활용하기 위

한 방안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기타 악취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

고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정제할 수 있는 가스배출구가 분리된 내부순

환식 다판막 기포탑 반응기를 이용하였다. 황화수소 등 악취가스 물

질을 정제하는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8], 메탄을 농축하는 연구는 아

직 보고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립장 

배출가스 또는 혐기성소화가스 등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함유된 혼합

가스에 대하여 흡수제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 및 농축

을 하나의 반응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순환식 다판막 반응기를 

고안하고 흡수용액을 사용하여 메탄가스의 농축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부순환식 반응기는 가스의 용해도에 의한 흡수영역과 용해되

지 않은 가스가 배출되는 부분 및 흡수된 가스가 주입된 공기에 의하

여 배출되는 영역으로 분리된 순환형 반응기로서 기계적인 이송장치

가 없는 기체의 압력 차이에 의하여 순환되는 반응기 형태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반응기 형태는 불순물이 많이 함유된 바이오가스 정

제용으로 고안된 것으로 고형물은 순환하면서 하부의 호퍼로 침전하

기 때문에 반응기 내의 스케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순환펌프와 

같은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기의 내구성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반응기에 이산화탄소의 흡수제로서 모노에탄올

아민 수용액을 도입하여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순환형 반응기 내에서 

여러 물리적 변수에 따른 최적 분리조건을 도출하여 반응기 활용에 

대한 설계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Table 1과 Table 2는 CO2와 CH4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9].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온에서 CO2는 CH4보다 약 10
7
배 

물에 더 잘 녹는다. 따라서 CO2의 충분한 흡수능을 가진 흡수제를 이

용한다면 CO2와 CH4의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고순도 메탄회수가 가

능하다[10]. Table 3은 MEA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10].

  MEA와 CO2의 반응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식 (1)과 같으며, MEA

의 CO2 부하능은 양론적으로 0.5를 넘지 못하게 된다[11]. 그러나 이

산화탄소의 압력이 증가하면 식 (1)에서 생성된 carbamate (RNHCOO
-
)

가 식 (2)와 같이 가수분해 되어 자유아민(RNH2)을 생성하여 이산화

탄소가 추가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sterically hindered amine

은 생성된 carbamate가 매우 불안정하므로, 식 (1), (2)의 반응이 동시

에 일어나는 형태가 되므로 CO2 부하능이 1.0 mol CO2/mol amine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Table 2. Solubility of Methane in Water with Temperature

Temperature (K) Solubility (q)

273.15 0.003

278.15 0.003

283.15 0.002

288.15 0.002

293.15 0.002

298.15 0.001

303.15 0.001

313.15 0.001

323.15 0.001

※ q = weight of gas in 10
-3

 kg dissolved by 0.1 kg of water at the indicated 

temperature and total pressure of 101325 N/m
3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MEA

Property

Mol. weight 61.09

Specific gravity, 20/20 ℃ 1.0179

Boiling point, ℃

   760 mmHg 171

   50 mmHg 100

   10 mmHg 69

Vapor pressure, mmHg at 20 ℃ 0.36

Freezing point, ℃ 10.5

Solubility in water, % by weight at 20 ℃ Complete

Absolute viscosity, cps at 20 ℃ 24.1

Heat of vaporization, Btu/lb at 1 atm 355

  2RNH2 + CO2 ⇄ RNHCOO
-
 + RNH3

+
(1)

  RNHCOO
-
 + H2O ⇄ RNH2 + HCO3

-
(2)

  일반적으로 1, 2차 알카놀아민이 CO2와 반응할 때 carbamate 생성 

반응이 일어나며, 이 반응은 Caplow[12], Danckwerts[13] 등이 제시

했던 zwitterion 메카니즘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메카니즘

에 따르면 1, 2차 알카놀아민과 CO2가 반응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식 

(3)과 같은 반응에 의해 중간 매개체인 zwitterion (R1R2NH
+
COO

-
)이 

형성된다. 여기서, R1은 알킬이며, R2는 1차 알카놀아민에 대해서는 H

가 되고, 2차 알카놀아민에 대해서는 알킬이 된다[14-16].

  CO2 + R1R2NH ⇄ R1R2NH
+
COO

-
(3)

  R1R2NH
+
COO

-
는 용액에서 존재하는 염기(아민, OH

-
, H2O)에 의해 

carbamate와 양자화된 염기를 생성하면서 탈 양자화 되므로, 식 (4)∼

(6)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R1R2NH
+
COO

-
 + R1R2NH ⇄ R1R2NCOO

-
 + R1R2NH2

+
(4)

  R1R2NH
+
COO

-
 + H2O ⇄ R1R2NCOO

-
 + H3O

+
(5)

  R1R2NH
+
COO

-
 + OH

-
 ⇄ R1R2NCOO

-
 + H2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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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mension of autocirculation bubble lift column reactor 

(unit: mm).

3.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장치

  이산화탄소 분리 및 메탄회수를 위한 가스배출구가 분리된 내부순

환식 기포탑 반응기는 Figure 1과 같이 네 개의 판막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판막사이의 공간을 편의상 Ⅰ, Ⅱ, Ⅲ, Ⅳ 컬럼으로 명명하였

다. 흡수반응과 재생반응을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Ⅰ번 컬럼

과 Ⅲ번 컬럼, Ⅱ번 컬럼과 Ⅳ번 컬럼의 단면적비를 2:1로 설계하였

다. 내부순환식 다판막 기포탑 반응기의 순환과정은 Ⅰ번 컬럼에서 

CH4와 CO2가 sintered glass ball에 의하여 주입되고 용해도가 매우 

낮은 CH4는 Ⅰ번 컬럼의 반응기 상부의 기체 포집기로 포집되며, 

CO2는 용해되어 Ⅱ번 컬럼을 거쳐 Ⅲ번 컬럼으로 이동하게 된다. 용

해된 CO2는 Ⅲ번 컬럼에서 sintered glass ball로 주입된 공기에 의하

여 탈기가 이루어지고 탈기된 흡수액은 Ⅳ번 컬럼를 통하여 Ⅰ번 컬

럼으로 재순환된다. 또한 Ⅰ, Ⅱ사이의 컬럼 높이와 Ⅲ, Ⅳ 컬럼 높이

는 동일하며, 이 컬럼 상단 지점을 기준으로 흡수액의 수위가 올라가

는 높이를 액상수위(OFLH: over flow liguid height)이라 명명하였다. 

이 때 반응기 내 흡수액의 순환속도는 액상수위와 주입되는 기체의 

양으로부터 결정된다. 반응기의 재질은 SS-304이며, 반응기 높이는 

120 cm, 총 용적은 20 L이다. Figure 2는 실제 제작한 내부순환식 기

포탑 반응기의 사진이다.

  본 연구의 실험 장치 구성도는 Figure 3과 같다. 반응조의 Ⅰ번 컬

럼에 유입되는 CO2와 CH4는 순도 99.9%의 가스를 질량유속조절기

(mass flow controller: Brooks사)를 이용하여 44%:56%의 비율로 주

입하였고, Ⅲ번 컬럼에 주입되는 공기는 압축기로부터 질량유속조절

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유량으로 반응기 내로 주입하였다.

  3.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알칸올아민은 수산기(OH
-
)와 아민기(R-NH2)를 동시

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하며, 아민기에 치환된 알킬치환기(R-)의 수

Figure 2. Photograph of autocirculation bubble lift column reactor.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autocirculation bubble lift column 

reactor.

에 따라 제1급, 2급, 3급 아민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알칸올아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공정은 수용액이 이산화탄소와 직접 반응하

거나, 산-염기 중화반응에 의하여 이온성 중간체를 생성하는 화학반

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의 물질전달을 증진시키는 공정으로 대표된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1급 알칸올아민은 Junsei사의 99% MEA와 3

차 증류수를 혼합하여 5 wt% MEA를 조제하여 수용액 상태의 흡수

액으로 사용하였다.

  3.3. 분석방법

  반응기에 유입 및 유출되는 혼합가스(CH4/CO2)의 농도 함량비는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가 부착된 Gas chromatography 

(Shimadzu GC 14B)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충진컬

럼은 HayeSep T (100/120 mesh, 10ft × 1/8")를 사용하였고, 운반가스

로는 헬륨(99.999%)을 30 mL/min로 흘려보냈으며, 온도(오븐온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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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utlet gas concentrations of the Ⅰ, Ⅱ column with re-

action time.

Figure 5. Outlet gas concentrations of the Ⅲ, Ⅳ column from re-

action time.

℃, 주입구온도 40 ℃와 검출기온도 40 ℃)와 검출기전류값(100 mA)

은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반응시 흡수액의 안정도와 수명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하여 Istek사의 pH meter를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3.1. MEA 수용액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흡수 및 탈기 반응

  내부순환식 다판막 기포탑 반응기의 반응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탈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Ⅰ번 컬럼에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분당 

0.27 g과 0.92 g을 주입하였으며, Ⅲ번 컬럼에는 분당 1.27 g의 공기

를 주입하였다. Ⅰ, Ⅱ번 컬럼의 유출가스를 확인한 결과를 Figure 4

Figure 6. CO2 concentrations with pH and variation reaction time.

에 나타내었으며, 메탄은 전체 반응 시간동안 유입되는 양의 98% 이

상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다. 반응하는 동안 메탄의 순도가 일부 저

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부 공기가 Ⅳ번 컬럼에서 Ⅰ번 

컬럼으로 순환하여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반응 시작 

후 약 3 h 동안 100% 흡수되었으며, 이후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조금

씩 유출되다가 반응 12 h 후에는 0.53 g이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는 Ⅲ, Ⅳ번 컬럼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공기와 이산화탄소

의 유출가스를 확인한 결과이다. Ⅰ, Ⅱ번 컬럼에서 약 3 h 동안 이산

화탄소가 100% 흡수되었으며 Ⅲ, Ⅳ번 컬럼에서는 그보다 약 30 min 

이후부터 이산화탄소가 탈기되어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반응 약 8 h

부터는 이산화탄소가 최대 0.3 g이 유출되었으며, 약 11 h 부터 조금

씩 감소하였다.

  3.2. 반응시간에 따른 pH 변화와 이산화탄소 탈기량의 관계

  Figure 6은 반응시간에 따른 pH와 이산화탄소의 탈기량을 확인한 

결과이다. 먼저 반응시간의 경과 및 주입가스의 농도에 따른 흡수액

의 안정도와 수명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반응기 내의 pH를 측정하

였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0.4 L/min, 공기주입량을 1.0 L/min로 하

여 Ⅱ번 컬럼과 Ⅳ번 컬럼을 측정하였다. 반응시간에 따라 이산화탄

소가 용해됨에 따라 흡수액에 대한 해리반응으로 인해 pH가 감소하

였다. 반응 6 h 이후부터는 이산화탄소가 흡수액에 포화된 후 Ⅰ번 

컬럼에서의 흡수와 Ⅲ번 컬럼에서의 탈기반응이 정상상태에 도달하

기 때문에 더 이상의 pH 변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반응시간

이 지남에 따라 pH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H

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점인 약 3 h 부터 이산화탄소가Ⅰ, Ⅱ번 컬

럼에서 조금씩 유출되었고, 이때 Ⅲ, Ⅳ번 컬럼에서도 이산화탄소가 

탈기에 의해 유출됨으로써 MEA가 재생되어 다시 Ⅰ, Ⅱ번 컬럼으로 

순환하여 흡수와 재생반응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유입공기량 변화에 따른 메탄함량과 이산화탄소 탈기량

  Figure 7은 Ⅲ, Ⅳ번 컬럼에서 공기 주입량을 변화시킴으로써 탈기

되는 이산화탄소의 탈기 변화량을 관찰한 것이다. 주입되는 공기량이 

증가할수록 탈기되는 이산화탄소량도 함께 증가하는데 이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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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4 contents and CO2 stripping from changes of inlet air 

flow rate.

같이 설명된다.

  CO2는 MEA와 반응하여 다음과 같이 해리한다는 것을 앞서 이론

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다. MEA는 최종적으로 CO2를 carbamate ion으

로 변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RNH2 + CO2 ⇄ RNHCOO
-
 + RNH3

+
(1)

  RNHCOO
-
 + H2O ⇄ RNH2 + HCO3

-
(2)

  생성된 HCO3

-
이온은 용액에서 평형반응에 의하여 탈기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CO3

- 
+ H

+ 
⇄ CO2 (water) + H2O (3)

  CO2 (water) ⇄ CO2 (atmosphere) (4)

  이때 주입되는 공기량이 증가하면 공기기포가 증가하고 결국 용액

내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물질 전달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여 이산화탄소의 탈기량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보

여진다. 

  그러나 메탄의 농도는 공기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것은 공기량 증가로 인해 반응기 내 유속이 빨라짐으로서 공

기가 Ⅰ, Ⅱ번 컬럼으로 순환되어 메탄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공

기의 유속이 증가됨에 따른 메탄의 농도희석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

여진다.

  3.4. 내부 순환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탈기량

  Figure 8에서는 반응기 내의 순환속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컬럼위 액상수위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탈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Ⅰ, Ⅱ번 컬럼 수위와 Ⅲ, Ⅳ번 컬럼의 수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컬럼위의 액상수위(Over Flow Liquid Height, OFLH)가 

Figure 8. CO2-stripping rate with over flow liquid height.

감소함에 따라 Ⅰ, Ⅱ번 컬럼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량이 증가하고 Ⅲ, 

Ⅳ번 컬럼에서는 탈기량이 감소하였다.

  3.5. 흡수액의 온도에 따른 컬럼별 이산화탄소 유출량

  Figure 9는 흡수액의 온도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유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기 내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유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농

도를 확인한 결과이다. Ⅰ, Ⅱ번 컬럼에서는 이산화탄소 유출량이 감

소하였고 Ⅲ, Ⅳ번 컬럼에서는 탈기량이 증가함으로써 정제된 메탄의 

함량이 높아졌다. 온도가 증가하면 일부 흡수액이 증발하여 컬럼위 

액상수위(OFLH)를 저하시킴으로써 반응기 내 유체의 순환속도가 늦

어지거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MEA

를 보충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반응기에서의 최적 흡

수제 온도를 25 ℃로 결정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스배출구가 분리된 내부순환식 다판막 기포탑 반

응기 내에서의 MEA을 이용하여 메탄과 이산화탄소 흡수 및 탈기반

응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반응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용해에 의해 MEA 흡

수액에 대한 해리반응 나타나 pH가 감소한다. 반응 6 h 이후부터는 

이산화탄소가 MEA 흡수액에 포화된 후 Ⅰ번 컬럼에서의 흡수와 Ⅲ

번 컬럼에서의 탈기반응이 정상상태에 도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pH 변화가 없었다.

  (2) 주입되는 공기량의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탈기량은 공기량

이 증가할수록 탈기량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공기량의 증가로 인해 

순환속도가 빨라져 메탄포집부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메탄의 순

도가 감소되므로 최적 공기 주입량은 1.5 L/min가 가장 적합하였다.

  (3) 컬럼위 액상 수위(OFLH)가 40 mm까지 내부순환량이 증가였

으며, 이산화탄소 탈기량도 증가하였다.

  (4) 온도 증가에 따라 Ⅰ, Ⅱ번 컬럼은 이산화탄소 유출량이 감소하

였고 Ⅲ, Ⅳ번 컬럼에서는 탈기량이 증가함으로써 정제된 메탄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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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utlet CO2 from temperature of absorbent solutions.

량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온도의 증가에 따라 MEA의 손

실을 고려하여 최적 반응온도를 25 ℃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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