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C 연구성과 소개

MAB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기술개발 현황

(Modulated Amine Blend) 기술

•2 MW급 석탄 화력 발전설비와 연계된 150 Nm³/h
규모의 파일롯 설비에서 1000시간 장기운전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여 MAB의 성능을 검증함

기술 개요

•흡수제 산화 및 열 변성 방지제 개발

기존기술
Amines

•고도로 안정화 시킨 폴리아민 혼합 수용액에 비아민계 용매를 추가하여 흡수용량 및
속도를 크게 향상 시킨 흡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CO₂ 포집기술
•기존 기술(30wt% MEA) 대비 사용 에너지, 장치비의 대폭 절감이 가능하며, 변성, 증발,
부식, 포밍 등 운전성 및 관리 용이성이 크게 향상된 CO₂ 포집기술

물

향후 계획

MAB
Amines

•CO₂ 사용 목적에 따라 성분함량 조절로 넓은 범위의 스트리퍼 압력에서 CO₂ 생산이
가능한 포집기술

Modulator

물

관리
용이성
높은
안정성

기존 기술의 한계
기존 기술은 재생 에너지가 높고, 변성, 증발 등에 의한 흡수제 손실이 많아 CO₂ 포집비용이
높고 대규모 포집공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0.5 MW 실증공정 건설 중

낮은
투자비
낮은
에너지
소모 세계최고수준

•0.5 MW 6,000시간 운전을 통한 MAB기술 성능 검증
(~2019)
•노르웨이 TCM (10MW) 실증을 통한 MAB기술 성능
검증(~2019)

사업화 가능 분야
CO₂ 대량배출 분야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등

기술의 특장점

CO₂ 활용 · 전환 관련 분야

+

엔지니어링, 건설 등

석유화학, 바이오 등

특허 및 논문성과

낮은 재생 에너지

특허 성과

30wt% MEA 흡수제 대비, 성분함량에 따라 1.2-3배의 CO₂ 흡수용량 및 1.5-3배의 흡수속도를 갖는 고성능의 CO₂ 흡수제 기술과 함께
진보된 공정개념 구현으로 재생에너지를 2.2 GJ/tCO₂ 까지 낮출 수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 M사 흡수공정의 2.4 GJ/tCO₂ 성능을 상회

•국내외 특허출원 52건, 등록 18건

흡수 용량

CO₂ 포집 플랜트 건설 분야

+

소모 에너지

흡수 속도

발명의 명칭

국가

특허번호

트리아민을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

KR

1 0 - 1 5 4 9 9 5 0

함산소디아민을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

KR

1 0 - 1 5 8 8 2 4 4

습식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의 재생에너지 산출방법

KR

1 0 - 1 6 4 6 7 6 9

System and Method for Seperation and Recovery of Acidic gas

US

0 2 9 6 8 7 9

논문 성과
•“Novel Shortcut Estimation Method for Regeneration Energy of Amine Solvents in an Absorption-Based Carbon Capture
Proces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2015)
•“Design guidance for an energy-thrift absorption process for carbon capture: Analysis of thermal energy consumption for a
conventional process config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house Gas Control(2015)
•“Energy analysis of an absorption-based CO₂ capture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house Gas Control(2017)
MEA와 MAB의 성능 비교

기대효과

낮은 흡수제 비용

•2030년 세계 CO₂ 포집플랜트 시장 진입 시, 연간 약 1.3조원의 매출 창출 예상 (M/S 2% 예상)

저렴한 가격의 상용화된 아민 화합물을 사용하며, 간단한 혼합과정을 거쳐 흡수제 제조가 가능

•고성능·저비용의 CO₂ 포집 원천기술 확보 및 적용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높은 안정성 및 운전 용이성

•CO₂ 포집플랜트 상용화 및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도로 안정화 시킨 폴리아민을 기반으로 흡수제를 설계하여 변성이 매우 적고, 염 생성, 포밍, 부식 등의 문제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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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시간 운전 결과 : 흡수제 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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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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