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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속도를 얻기 위한
담지체 및 아민 담지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최민기(mkchoi@kaist.ac.kr)

연구목표 및 내용

고흡수능 및 고흡수속도를 가지는 아민
/실리카 복합 CO2 흡수제 개발 및 실용화
2단계

3단계

최적의 아민/실리카 복합 CO2
흡수제 및 첨가제 도입 기술 개발

아민/실리카 복합 CO2
흡수제의 대량 생산 및 실용화

•다양한 기공 구조의 실리카 담지체 제조 기술 개발

•최적화된 CO2 흡수제의 대량 생산 및 pilot 규모의

•복합 CO2 흡수제의 흡수능 및 안정성 분석

반응기 설계 및 운전

•담지체의 기공 구조 및 아민 담지기술의 영향 규명

•경제성 평가 및 안정성 테스트 진행

•첨가제 도입을 통한 흡수능 향상 분석 및 최적화

•실제 full-scale 산업 현장에 적용을 위한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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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구조와 골격
두께가 조절가능한
메조다공성 실리카
담지체 제조 기술 개발
위계다공성 기공
구조를 갖는 실리카
담지체 제조 기술 개발

기공 구조적 특성이
조절되는 아민/실리카
복합 CO2 흡수제
개발 및 연구

최적의 아민 고분자
담지 기술 및 첨가제
도입기술 개발

2차년

3단계
3차년

1차년

2차년

3차년

입자 크기가 조절 가능한 단분산의 실리카 콜로이드 용액 합성법 개발
에어로졸 공법를 통한 메조다공성 실리카 담지체 합성법 개발
추가적인 마크로기공을 메조다공성 실리카 골격에 형성시키는 기술 개발
다양한 위계다공성 구조를 갖는 실리카 담지체 합성법 개발

Pilot 규모의 메조다공성 실리카 담지체
합성 기술 확보 및 생산
최적의 기공 구조를 갖는 위계다공성
실리카 담자체의 합성법 확보 및
pilot 규모의 생산 진행

합성한 실리카 담지체에 다양한 종류의
아민 고분자 담지법 개발 및 CO2 흡수 성능 분석
아민/실리카 복합 CO2 흡수제의 합성 및 분석

분석한 흡수 성능 및 기작을 이용한
최적화 작업진행

합성한 흡수제의 CO2 흡수능 및 재생
안정성 분석 및 최적화
아민/실리카 복합 흡수제의 기공 구조적 특성과 아민
고분자 담지 특성이 CO2 흡수 특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

규명된 흡수기작 기반 최적의 저온
흡수제 개발 및 양산화

첨가제 도입 기술을 적용해 합성한 아민/실리카 복합 흡수제의
CO2 흡수 특성 분석 및 안정성, 흡수능, 흡수속도 향상 연구

고흡수능 및 고흡수속도, 재생안정성을
갖는 흡수제의 대량 생산 기술 개발

기대효과
•경제적인 CO2 흡수제 제조 기술의 원천 기술 확보 •급증하는 CO2 대량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및 국제 협약 이행에 활용
•화력발전소 및 화공플랜트 분야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 및 가치 창출 기대
•CO2의 처리 성능이 우수한 첨단 CCS 기술 확보 및 세계시장 주도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