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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

다단 포집 공정 적용을 위한 고성능, 흡수속도, 장기 안정성,
재생온도가 개선된 중·고온용 흡수제 개발
1단계

2단계

기초 · 원천 기술

기술 확립

3단계

실증화

•중온용 흡수제 선별

•공정연계용 중/고온 흡수제 개발

•Piolt급 연계 기반 구축

•고온용 흡수제 선별

•개발 흡수제 공정연계 흡수/재생특성평가

•Pilot 적용 성능 평가

•중·고온용 흡수제 설계

및 성능 개선

•Pilot Plant 적용을 통한 흡수제 성능 개선

•CO2 흡수/재생 특성평가

•공정연계 위한 최적 recipe 도출

•흡수제 특성분석

•현장 실증 연계 기반 구축

•실증용 대용량 설계 지원

기술개발 TRM
1단계
1차년

2단계

2차년

3차년

실
증
기
술
다단 포집 공정용
중·고온용 흡수제
개발 (경북대)

3단계

2차년

3차년

1차년

2차년

3차년

벤치공정 운전을 통한 공정·흡수능 평가 및
개선, 0.1MW급 Pilot 장치 설계

Pilot 장치 제조 및 운전을 통한 공정 평가,
500MW급 상업용 공정 설계

벤치공정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최적 공정, 운전조건 도출. 공정시뮬레이터 구축

Pilot 장치 운전을 통한 공정시뮬레이터 보완,
경제성 분석

벤치공정 설계를 위한 열 · 유동 해석

벤치공정 열·유동·반응 해석, scale-up 인자
도출, 공정개선안 도출

Pilot 공정 열·유동·반응 해석,
공정 최적화 Scale-up 인자 도출

다단 포집 공정용
흡수제 선별

공정연계용 중·고온 흡수제 개발

Pliot급 연계 기반 구축

벤치공정 설계 및 제작(60 Nm3/h급)
다단유동층
CO2 포집 기술
(KRICT)

1차년

흡수제 합성 및 성능 개선

내구성 향상 위한 최적
첨가물 선정 및 성능 개선

중 · 고온용
흡수제 개발

공정연계용 개발 흡수제
장기 안정성 개선

Pliot Plant 연계 공정 적용 통한 흡수제 성능 개선

Pliot 연계 개발된 흡수제 성능 실증

기대효과
•열교환형 다단 포집 공정 개발 시 기존 연소 후 포집 기술 대비 CO2 회수 비용 감소
•열교환형 다단 포집 공정은 석탄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복합발전 및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전 세계적으로 CCS 기술시장 형성 단계로서, 열교환형 다단 포집 공정 성공 시 CCS 시장 초기 진입 및 경쟁력 확보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