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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

이산화탄소 highflux 초박형 무기질 모세관 분리막 기술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Highflux 초박형 모세관 분리막 개발 및
실험실 규모 기술검증 단계

Compact 모세관 분리막 모듈 개발
및 벤치스케일 규모 기술검증 단계

상용규모 모세관 분리막 모듈 개발 및
프로토타입 규모 공정 실증 단계

•Superflux 모세관 지지체 개발
•Highflux 초박형 제올라이트 모세관 분리막
개발 (1000GPU, 선택도 15)
•실험실규모 모세관 지지체 모듈 개발
•0.1-1Nm3/h 막모듈 개발

•Highflux 초박형 제올라이트 모세관 분리막
개발(2000GPU, 선택도 20)
•표면 보호층 도입 기술 개발
•제올라이트 모세관 막모듈 one-step 합성법
개발(처리용량 10Nm3/h, CO2 회수율 80%, 회수
CO2 순도 50%)

•초박형 모세관 제올라이트 분리막 개발
(4000GPU, 선택도 20)
•대형 제올라이트 모세관 분리막 개발(처리용량
50Nm3/h, CO2 회수율 90%, 회수 CO2 순도
50%)
•2단 막공정 실증(처리용량 200Nm3/h, CO2
회수율 90%, 회수 CO2 순도 90%, 포집비용
$20/t-CO2)

기술개발 TRM
1단계
1차년
모세관
지지체 및
모듈 개발

2차년

2단계
3차년

1차년

2차년

3단계
3차년

1차년

2차년

3차년

● □ ◆ Capillary 지지체 개발 및 표면개질 연구
● □ ◆ Capillary 지지체 모듈 개발
● □ ◆ 기능성 보호층 도입 연구

초박형
제올라이트
모세관 분리막
및 모듈 개발

● □ ◆ 나노 종결정 합성 및 초박형 제올라이트 합성 연구
1000GPU/SP 15

2000GPU/SP 20

4000GPU/SP 20

● □ ◆ 초박형 제올라이트 막모듈 One-step 합성 공정 연구
0.1-1Nm3/h

10Nm3/h

콤팩트
막분리 공정
개발
｜중요도 ● ⊙

○

50Nm3/h

● ▣ ◆ 2단 공정 실증
200Nm3/h
｜연구개발의 성격 ■상업화 ▣실증 연구 □기초/적용성 연구

｜개발전략 ◆국산화 자립 ◈국제공동 ◇기술도입

기대효과
•화력발전, 시멘트, 철강 등 대량 CO2 발생원에서 CO2 저비용 포집 기술 확보 기대
•무기막 분야의 낮은 충진율과 높은 가격의 한계성을 극복한 원천기술 확보 기대
•유기용매 탈수, 가스정제 분야 기술발전 기여 예상 • 2020년 CCS 분리막 1억불, 투과증발/증기투과 시장 1억불(Intech, 2012) 중 높은 시장점유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