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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흡수제인 K2CO3와 homopiperazine (homoPZ)을 이용한 혼합 

수용액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 특성을 연구하였다. 기액 흡수평형(VLE) 장치를 사용하여 60, 80 ℃에서 이산화탄

소 평형분압(PCO2*)과 압력변화를 측정하였고, 40, 60, 80 ℃에서 반회분식(semi-batch) 흡수 장치를 사용하여 흡수능을 

평가하였다. K2CO3 수용액의 결정 생성 문제 개선과 CO2 흡수량 및 흡수속도 증대를 위해 고리형 diamine인 homoPZ

를 증진제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연구된 MEA, K2CO3와 K2CO3/piperazine (PZ)과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homoPZ를 첨가하였을 경우 K2CO3 수용액보다 이산화탄소 평형분압이 낮아져 흡수능이 개선되었으며, 흡수속도는 60 

℃에서 약 0.375배, 80 ℃에서 약 0.343배 향상되었다. K2CO3/homoPZ 수용액의 CO2 loading capacity는 60 ℃에서 

K2CO3/PZ 수용액과 유사하였고, MEA 수용액보다는 우수하였다.

In this study, as one of the carbon dioxide (CO2) adsorbents the aqueous potassium carbonate (K2CO3)/promoter mixtures 

were investigated.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PCO2*) and pressure change were measured by using VLE (Vapor-liquid equili-

brium) equipment in the mixture solution at 60 and 80 ℃, respectively. Absorption capacity was estimated in the semi-batch 

absorption apparatus at 40, 60 and 80 ℃. We proposed to use homopiperazine (homoPZ), cyclic diamine compound as a 

promoter of K2CO3 solution, to prevent crystalline formation and increase absorption capacity of aqueous K2CO3 solution. 

The absorption capacity of K2CO3/homoPZ was compared with MEA, K2CO3 and K2CO3/piperazine (PZ). Based on the 

results, we found that the mixture solution containing homoPZ had lower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than that of K2CO3 

solution and the absorption rate was approximately 0.375-times faster at 60 ℃, 0.343-times faster at 80 ℃ than that of aque-

ous K2CO3 solution without homoPZ. K2CO3/homoPZ solution showed excellent CO2 loading capacity compared with MEA 

solution at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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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20년까지 BAU 대비 CO2 30%를 감축하겠다

고 선언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1]. 한국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배출량 기준 82.2%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저장하는 기술개

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연소 후 포집 기술은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와 공기가 연소

하여 발생된 배가스 내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 회수하는 기술

† 교신저자 (e-mail: 21yoon@kier.re.kr)

이다. 연소 후 포집 기술 중 액상 흡수제를 이용한 습식 화학 흡수공

정은 대량의 기체 처리에 경쟁력이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세계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흡수공정에서 흡수제의 성능이 전체 공

정의 성능을 좌우하므로 흡수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

지금까지 발표된 화학 흡수제 중에는 알카놀아민과 알칼리염 계열

이 이산화탄소의 분리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카놀아민 

중 대표적인 1차 아민인 monoethanolamine (MEA)은 2차 및 3차 아민

에 비해 반응속도가 빠르지만, 열화에 의한 흡수제 손실과 장치 부식

의 단점이 있다[4-7]. 따라서 최근에는 두 가지 이상의 아민을 혼합한 

흡수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Apple 등[8]과 Xu 등[9], 

Jang 등[10]은 methyldiethanolamine (MDEA)를 주물질로 하여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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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2 gas 2. Gas cylinder

3. Reactor 4. Magnetic stirrer

5. Heating circulator 6. Vacuum pump

7. Pressure measuring instrument 8. Recorder

Figure 1. Vapor-liquid equilibrium apparatus. 

Figure 2. Structure of PZ (left) and homoPZ (right).

piperazine (PZ)을 첨가하는 연구를 통해 MDEA의 반응속도를 향상시

켰으며, Xu 등[9]은 이 연구에서 열화와 탄소강 부식이 억제되는 효과

를 얻었다. 

탄산칼륨 수용액은 MEA에 비해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속도가 느리고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중탄산칼륨 (KHCO3)이 석출되는 단점이 있으나, 

낮은 온도에서 재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11-13]. Savage와 Sartori[14], 

Tseng 등[15], Bosch 등[16], 그리고 Cullinane과 Rochelle[17]은 탄산

칼륨 수용액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민계 

증진제를 첨가하여 반응속도를 향상시켰다. Cullinane[18]은 고리형 

아민인 PZ가 MEA와 유사한 pKa값을 가지며, pKa값이 크면 일반적으

로 이산화탄소 흡수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PZ는 diamine이므로 이론상 아민 1몰 당 이산화탄소 2몰을 흡수할 수 

있고, 탄산칼륨 수용액에 PZ를 첨가할 경우 carbonate/bicarbonate가 

완충제로 작용하여 PZ의 양성자화를 감소시켜주므로 더 많은 아민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Z와는 분

자 구조가 다른 homopiperazine (homoPZ)을 사용하여 탄산칼륨 수용

액의 느린 반응속도를 개선하고, KHCO3 결정 석출을 방지하고자 하

였다. HomoPZ는 7각 구조의 고리형 diamine으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6각 구조의 PZ 보다 질소원자 양 옆에 결합하고 있는 탄소원자에 의

해 수용액 내 homoPZH
+
가 불안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산화

탄소 흡수능이 더욱 뛰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기액 흡수평형 장치

본 연구에서는 배치형태의 shell 반응기를 이용한 기액 흡수평형 

(VLE) 장치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평형분압(PCO2*)과 압력변화를 측

정하였으며, 실험 장치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실험 장치는 일

정한 온도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gas cylin-

der), 이산화탄소와 흡수액이 반응하는 반응기(reactor), 공급기와 반응

기의 압력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압력계측기(press measuring instru-

ment), 공급기와 반응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항온 순환기로 

이루어져 있다. 공급기의 내부 부피는 300.29 cm
3
, 반응기의 내부 부

피는 322.56 cm
3
로 흡수제에 의한 철의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제작하였고, 공급기와 반응기는 각각 항온수조

에 고정시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공급기 부피 보정

에는 순도 99.999%의 질소를 사용하였고, 공급 가스는 순도 99.99%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다. Pulverized coal combustion (PCC) 발전소의  

Flue gas desulfurization (FGD) 후단에서 배출되는 연소배가스는 굴뚝

으로 배출되기 전 약 60 ℃로 가열된다. 실제 연소배가스 조건에서 흡

수능을 측정하기 위해 공급기 온도를 40 ℃로 예열하였고, 반응기 온

도를 60, 80 ℃로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급기 및 반응기의 

내부 온도는 K-type의 열전대를 장착하여 측정하였다. 반응기 내 흡수

액의 부피는 100 mL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반응기에 흡수액을 주입

한 후 진공펌프와 연결하여 잔존 기체를 제거하였다. 또한 물질전달 

격막저항을 없애기 위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마그네틱 바를 이용하

여 흡수액을 일정한 속도로 교반시켰다.

흡수액 제조에 사용한 증진제인 PZ와 homoPZ의 구조는 Figure 2에 

나타내었다. 흡수액 농도는 K2CO3 15 wt%/homoPZ 7.5, 10 wt%로 제

조하였고, 실험 대조군으로 K2CO3 15 wt%와 K2CO3 15 wt%/PZ 7.5, 

10 wt%를 사용하였다. K2CO3 20 wt% 이상인 수용액에 PZ 및 

homoPZ를 첨가할 경우, 상온에서 용해도 한계로 인한 결정 석출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산화탄소와 반응 후 KHCO3 결정이 석

출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도로 흡수액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흡

수액은 반응기에 넣고 밀폐시킨 다음 실험 온도로 가열 및 교반하고 

진공 펌프로 잔존 기체를 제거하였다. 흡수액 자체의 증기압이 평형

에 이르면, 공급기와 반응기에 연결된 밸브를 열어 일정한 압력의 이

산화탄소를 주입하여 흡수 실험을 시작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은 반응

이 진행되면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에 따라 감소하게 되며, ΔP ≤ 0.001

인 3 h 후를 흡수 평형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때의 압력을 측

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평형분압을 계산하였다. 평형에 도달한 반응기

에 다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을 7∼8차례 반복하여 흡수액 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최대가 될 때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

에서는 밀폐된 반응기 내에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흡수액에 의해서만 

흡수되므로, 그에 따른 압력 변화를 5 s 간격으로 측정하여 흡수속도

를 나타내었다. 

2.2. 반회분식 흡수 장치

본 연구에서는 반회분식(semi-batch) 흡수 장치를 사용하여 이산화

탄소 흡수 포화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장치도를 Figure 3에 나타내

었다. 실험 장치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일정한 농도로 공

급해주는 가스 혼합기(gas mixture), 이산화탄소와 흡수액이 반응하는 

반응기(reactor),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분석기(GC), 반응기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해 주는 항온 순환기로 이

루어져 있다. 가스 혼합기에서 순도 99.999%의 질소와 99.99%의 이

산화탄소를 혼합하여 30%로 제조된 이산화탄소는 MFC를 이용하여 

1 L/min으로 반응기에 공급하였다. 반응기는 내부 부피 2 L로 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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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2 gas 2. N2 gas

3. Gas mixture 4. Motor

5. Reactor 6. Condenser

7. Gas chromatography 8. Recorder

Figure 3. Flowsheet of the semi-batch absorption apparatus. 
Figure 4. Compressibility factor (Z) of CO2 at 40, 60, 80 ℃.

리스강 재질로 제작하였고, 항온 순환기에 고정시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반응기는 온도에 따른 흡수능을 측정하기 위해 40, 60, 80 ℃로 조

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반응기 내부의 온도 측정에는 K-type의 열

전대를, 압력 측정에는 0.01 kgf/cm
2
의 정밀도를 가지는 Sensys사의 

PSH 모델(range: -1∼10 kgf/cm
2
) 압력 센서를 사용하였다. 흡수액의 

부피는 1 L로 하였으며, 이산화탄소와 흡수액의 접촉면적을 최대화 

하기 위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흡수액을 일정한 속도로 교반시켜 

주었다. 흡수액을 통과한 후 배출되는 CO2 농도 분석에는 Agilent사의 

6890N 모델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를 사용하였다. GC 칼럼은 Supelco

사의 80/100 mesh Porapak-Q (6 ft × 1/8 in) 충전 칼럼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는 TCD를 사용하였다.

흡수액의 농도는 기액 흡수평형 실험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K2CO3 15 wt%/homoPZ 10 wt%로 하였고, K2CO3 15 wt%/PZ 10 wt%

를 대조군으로 비교하였다. 제조된 흡수액은 반응기에 넣고 밀폐시킨 

다음 실험 온도로 가열 및 교반하고 실험 조건에 도달하면 이산화탄

소를 주입하였다. 기액 흡수평형 실험에서는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기상에 주입된 후 흡수반응이 닫힌 반응기 내의 흡수액 표면에서 주

로 일어나는 반면, 이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반응기 하부의 주입

구를 통해 미세 bubble 형태로 흡수액에 연속 주입되며, 흡수되지 않

은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어 GC로 분석된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기액 흡수평형 실험 결과

3.1.1. 이산화탄소 loading capacity

K2CO3/homoPZ, K2CO3/PZ, 그리고 K2CO3 수용액의 이산화탄소 흡

수량(n)은 식 (1)의 virial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이 

식에서는 비이상성을 고려하기 위해 압축인자(compressibility factor) 

Z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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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첨자 S와 R은 각각 공급기와 반응기를 나타내며, i와 t는 

흡수전과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 압축인자(Z)는 CO2의 임계온도(Tc) 

및 임계압력(Pc)을 이용하여 Tr (Reduced temperature)과 Pr (Reduced 

pressure)을 구한 다음, 식 (2)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Figure 4는 Z 값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은 상압에서 배출되

는 연소배가스 내 이산화탄소이므로 Z = 1로 가정하였고, 반응기 내 

기상의 이산화탄소 평형분압을 측정하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계산하였다. 

Figure 5와 6은 60 ℃와 80 ℃의 실험 결과로써, 이 그래프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인 부하(CO2 loading)를 알 수 있다. Table 1은 기액 

흡수평형 실험에서 얻은 Figure 5와 6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SigmaPlot 

9.0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한 다음 부하별 이산화탄소 평형분압을 계산한 

것이다. 60 ℃에서 흡수제 몰 당 0.2 몰의 이산화탄소를 부하했을 때, 

K2CO3 15 wt%/PZ 10 wt%와 K2CO3 15 wt%/homoPZ 10 wt%의 평형

분압은 4.946 kPa과 4.923 kPa로 K2CO3 15 wt%의 10.584 kPa 보다 

약 2배 낮아졌다. 실험 결과 탄산칼륨 수용액에 homoPZ를 증진제로 

사용했을 때, 이산화탄소 평형부하 0.6 이하에서 탄산칼륨 수용액 보다 

평형분압이 낮아졌고, homoPZ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diamine인 PZ와 homoPZ가 이론상 

2 몰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수 있으므로 흡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80 ℃에서는 흡수제 몰 당 0.2 몰의 이산화탄소를 부하했을 때, K2CO3 

15 wt%/PZ 10 wt%와 K2CO3 15 wt%/homoPZ 10 wt%의 평형분압은 

K2CO3 15 wt% 보다 3배와 7배가 낮아져 흡수량이 증가하였다.

60 ℃에서 K2CO3 15 wt%/homoPZ 10 wt%와 K2CO3 15 wt%/PZ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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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2 equilibrium into aqueous K2CO3, K2CO3/PZ and K2CO3/

homoPZ solution at 60 ℃.

Table 1. PCO2* (kPa) of Each Absorbent at 60 and 80 ℃

Concentration
Temp.

(℃)

Loading

(mol CO2/mol absorbent)

PCO2*

(kPa)

K2CO3 15 wt%/

PZ 10 wt%

60

0.2 4.946

0.4 5.132

0.6 7.686

0.8 42.578

80

0.2 5.521

0.4 6.898

0.6 20.893

0.8 163.182

K2CO3 15 wt%/

homoPZ 10 wt%

60

0.2 4.923

0.4 5.087

0.6 7.427

0.8 40.806

80

0.2 2.186

0.4 2.933

0.6 12.932

0.8 143.689

K2CO3 15 wt%

60

0.2 10.584

0.4 10.584

0.6 10.602

0.8 12.230

80

0.2 15.216

0.4 15.290

0.6 16.979

0.8 39.407

wt% 수용액을 비교하였을 때, 평형분압은 흡수제 몰 당 이산화탄소 

부하가 1 몰까지의 대부분의 범위에서 유사하였다. 반면 80 ℃에서 

비교하였을 때 평형분압 차이가 크게 나타나, homoPZ를 첨가했을 경우 

PZ보다 흡수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Figure 

2에 나타난 증진제의 pH와 구조적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아민의 

이산화탄소 흡수 반응은 일종의 산-염기 반응이므로 pH가 높을수록 

흡수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HomoPZ 7.5 wt%와 PZ 7.5 wt%의 pH

는 12.04와 11.86이고, homoPZ 10 wt%와 PZ 10 wt%의 pH는 12.11과 

11.94로 나타나 농도가 같을 때 homoPZ의 pH가 PZ 보다 더 크다. 즉, 

homoPZ는 물에 해리되어 PZ 보다 양성자화된 종(homoPZH
+
)과 OH-

를 더 많이 형성하므로 pH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7각 구조인 

homoPZ는 질소원자와 그 양 옆에 결합된 탄소원자의 결합각이 크기 

때문에 분자 구조적으로 양성자화된 형태(homoPZH
+
)에서 H

+
를 다른 

아민에 쉽게 주고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수 있어 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K2CO3의 이산화탄소 화학적 흡수반응은 다음의 두 가지 평형 메커

니즘을 통해 일어난다[19]. 

CO2와 OH
-
의 반응에 의한 HCO3

-
 직접 생성 : pH > 10

−−+

++↔+ OHHCOKlOH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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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된 CO2가 수화되어 carbonic acid를 생성한 후, 이것이 OH
-
와 

반응 : pH < 8

3222
)()( COHlOHaqCO ↔+  (slow)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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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공정 운전시 흡수제의 pH는 8 이상이기 때문에 식 (3)∼(6)의 

반응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K2CO3/PZ 및 K2CO3/homoPZ의 이산화탄소 화학적 흡수반응은 앞

서 제시한 K2CO3에 의한 반응 외에도 증진제(PR.)에 의한 흡수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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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CO3/PZ와 K2CO3/homoPZ 수용액에서 CO2는 주로 수용액 내 아

민과 반응하며 식 (5)의 bicarbonate와 식 (11)∼(13)의 carbamate 형태

로 흡수된다. 특히 고급 아민일 경우 carbamate 보다는 bicarbonate가 

더 형성되며, PZ와 homoPZ는 2급 아민이므로 MEA와 같은 저급아민 

보다 bicarbonate 형성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K2CO3/PZ와 K2CO3/homoPZ 수용액의 평형분압은 60 ℃보다 80 ℃

에서 더 높다. Cullinane[17]은 이와 같은 현상을 온도에 따른 종 형성 

의존도로 설명하였다. 그는 PZ 수용액의 종형성을 예측한 결과, 일반

적으로carbamate 종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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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2 equilibrium into aqueous K2CO3, K2CO3/PZ and K2CO3/

homoPZ solution at 80 ℃.

Figure 7. CO2 absorption rate into aqueous K2CO3, K2CO3/PZ and 

K2CO3/homoPZ solution at 60 ℃.

Figure 8. CO2 absorption rate into aqueous K2CO3, K2CO3/PZ and 

K2CO3/homoPZ solution at 80 ℃.

Table 2. Apparent Rate Constant (kapp, 1/2) of Each Absorbent at 60 and

80 ℃

Concentration
kapp,1/2 (min

-1
)

60 ℃ 80 ℃

K2CO3 15 wt%/PZ 7.5 wt% 0.141 0.202

K2CO3 15 wt%/PZ 10 wt% 0.157 0.223

K2CO3 15 wt%/homoPZ 7.5 wt% 0.127 0.172

K2CO3 15 wt%/homoPZ 10 wt% 0.132 0.188

K2CO3 15 wt% 0.096 0.140

carbonate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축적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carbamate 보다 기상 CO2가 해리되기 쉬운 bicarbonate로 존재

하기 때문이다. 

3.1.2. 흡수속도

탄산칼륨 수용액에 homoPZ가 첨가됨으로써 이산화탄소 흡수속도

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액 흡수평형 실험 장치를 이용하

여 평형압력이 될 때까지의 압력감소를 측정하였다. Figure 6은 시간

에 따른 반응기 내 기체상의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것으로 흡

수액의 겉보기 속도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겉보기 속도상수는 기상의 

CO2 분압이 평형분압과의 1/2 지점까지 떨어진 시간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매우 크거나 아민의 전환율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액상에서 아민의 벌크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액상 계

면에서의 흡수제 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산

화탄소와 아민과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이산화탄소 분압에 대한 가역 

유사 1차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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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absorbent은 흡수제와 이산화탄소의 반응속도이며, C*CO2는 액체 

내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평형 농도로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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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 (16)은 액상 계면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가스 상에서의 

이산화탄소 분압의 관계를 사용하면 식 (17)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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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0

CO2는 액상 내에서의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이며, P
0

CO2는 

초기 이산화탄소 분압, P*CO2는 이산화탄소의 평형분압이다.

Figures 7, 8은 이산화탄소 주입 후 시간에 따른 반응기 내 압력감소

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2는 겉보기 속도상수를 계산한 것이다. K2CO3, 

K2CO3/PZ, K2CO3/homoPZ 수용액 모두 온도가 증가할수록 평형에 도

달하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겉보기 속도상수는 커졌다. K2CO3/homoPZ 

수용액은 탄산칼륨 수용액보다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60 ℃에서는 

약 4배, 80 ℃에서는 약 3배 단축되었다. 농도가 같을 때 K2CO3/homo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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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Breakthrough curve of CO2 into aqueous K2CO3 15 wt%/PZ

10 wt% solution at 40, 60, 80 ℃.

Figure 10. Breakthrough curve of CO2 into aqueous K2CO3 15 wt%/ 

homoPZ 10 wt% solution at 40, 60, 80 ℃.

Table 3. Comparison of Absorption Capacity for Various Absorbent at

60 ℃

Absorbent
tB

(min)

tE
(min)

Capacity

(mol CO2/mol absorbent)

K2CO3 15 wt%/PZ 10 wt% 88 160 0.742

K2CO3 15 wt%/homoPZ 10 wt% 84 156 0.738

MEA 30 wt% 153 230 0.537

DEA 30 wt% 54 182 0.478

TEA 30 wt% 2 75 0.144

AMP 30 wt% 64 266 0.601

수용액의 겉보기 속도상수는 K2CO3/PZ 수용액보다 작았지만 그 차이

가 크지 않았고, PZ 및 homoPZ의 농도와 온도에 따른 흡수속도의 영

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3.1.3. 흡수능

K2CO3 15 wt%/PZ 10 wt%와 K2CO3 15 wt%/homoPZ 10 wt% 수용

액의 온도에 따른 흡수능을 반회분식(semi-batch) 흡수 장치를 이용하여 

40, 60, 80 ℃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ures 9, 10에 나타내었다. 

Figure 9, 10을 보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파과시간 및 파과속도가 빨라

져 흡수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i는 초기 CO2 농도인 30%

이고 Co는 흡수액과 접촉 후 반응기 밖으로 배출되는 CO2 농도를 의

미한다. 파과곡선에서 보통 Co/Ci = 0.1이 될 때를 파과점(breakthrough 

point)으로 판단하므로, 이 점에서의 시간을 파과시간(tB)으로 간주하

였다. Co/Ci = 0.1 이하일 때, CO2 제거율이 90%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파과곡선에서 Co/Ci = 1이 되었을 때 흡수 포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점에서의 시간을 평형시간(tB)으로 하였다. 

Table 3은 60 ℃에서 K2CO3/homoPZ 수용액의 CO2 몰수를 origin 

9.0 프로그램으로 적분한 다음 CO2 loading을 계산한 것이다. K2CO3/PZ 

및 상용 아민들의 CO2 loading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K2CO3 

15 wt%/homoPZ 10 wt% 수용액은 MEA 30 wt% 수용액에 비해 파과

시간이 짧았지만 CO2 loading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tB가 클수록 CO2 몰수로 표현되는 흡수능이 크지만, 이 실험에서는 사

용된 흡수제들의 몰수가 달라 동일 조건에서 흡수능을 비교하기 위해

서는 이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즉, CO2 loading은 흡수제 1 몰 당 흡수

된 CO2 몰수를 의미하므로, MEA 30 wt%의 경우 K2CO3 15 wt%/PZ 

10 wt%에 비해 동일 부피 내 흡수제의 몰수가 크기 때문에 CO2 load-

ing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K2CO3 15 wt%/homoPZ 10 wt%와 

K2CO3 15 wt%/PZ 10 wt% 수용액의 포화 흡수량 및 파과시간은 유사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산칼륨 수용액의 흡수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homoPZ를 증진제로 사용하였으며, 기액 흡수평형 실험 장치와 반회

분식 흡수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 특성을 알아보았다. 

흡수제 몰 당 0.2 몰의 이산화탄소를 부하했을 때의 평형분압은 

K2CO3 15 wt%/homoPZ 10 wt% 수용액이 K2CO3 15 wt% 수용액보다 

60 ℃에서 약 2배, 80 ℃에서 약 7배 낮아져, 탄산칼륨 수용액에 

homoPZ가 첨가됨으로써 흡수량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첨가된 

homoPZ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흡수량이 증가하였으며, K2CO3/homoPZ

와 K2CO3/PZ 수용액의 흡수량과 흡수속도는 유사하였다. 겉보기 속

도상수는 K2CO3/homoPZ 수용액이 탄산칼륨 수용액 보다 크게 나타

나 반응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2CO3 15 wt%/homoPZ 10 

wt%의 조건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수 파과시간 및 파과속도가 빨

라져 흡수능이 감소하였다. K2CO3/homoPZ와 K2CO3/PZ 수용액의 흡

수 파과시간 및 CO2 loading capacity는 유사하였고, 상용 흡수제인 

MEA, AMP에 비해 CO2 loading capacity가 우수하였다. 7각 구조인 

homoPZ는 6각 구조인 PZ 보다 질소와 양 옆의 탄소 사이의 결합각이 

크기 때문에 homoPZH
+
의 H

+
를 다른 아민에 쉽게 줄 수 있고, pH 측

정결과 수용액 상태에서 PZH
+
보다 homoPZH

+
 종이 많이 형성되어 이

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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