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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OH를 첨착한 활성탄에서 황화수소의 흡착특성을 동특성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특히 수분과 산소 농도
가 흡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KOH를 첨착시킨 활성탄의 표면적, 세공부피 및 크기 분포 등의 기공 특성들은 
질소 흡탈착 등온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흡착량은 Langmuir와 Freundlich 등온식으로 모사하였으며 KOH를 첨착시킨 
활성탄에서 황화수소의 흡착량은 Langmuir 등온식으로 잘 묘사되었다. 산소 농도의 증가는 KOH 첨착 활성탄의 황화수소 
흡착성능에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H2S on KOH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were evaluated using dynamic adsorption method 
in a fixed bed. The pore properties, including BET’s specific surface area, pore volume, pore size distribution, and mean 
pore diameter of these KOH impregnated activated carbons, were characterized from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Adsorption equilibrium data were correlated with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s. The adsorption of H2S onto the KOH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is better fitted by the Langmuir isotherm. An increase in the content of oxygen affects the 
performance of KOH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to the greatest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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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스들은 개질 촉매 조건에

서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전환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촉매들은 다양

한 산화 지지체와 귀금속으로 구성된다. 개질 촉매를 이용한 반응에 

공급되어지는 연료 가스에 미량의 황이 포함된 경우 촉매의 피독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의 저해와 연료 전지 적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료 전지는 대부분의 천연가스들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천연가스들은 주요 성분인 메탄

과 함께 ppm 수준의 황화수소나 머캡탄과 같은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연료 전지에 이용 가능한 가스들 중 다양한 유기물질들의 혐기

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혐기성 소화가스(anaerobic digest gas, 
ADG)는 연료 전지의 수소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친환경

인 연료이나 0.5～3000 ppm의 황화수소와 소화 혼합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소화 혼합물(유기할로겐화물)의 존재 또한 연료 전지의 

조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합물들은 촉매 개질 

공정 전에 혐기성 소화가스(ADG)로 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활성탄(activated carbon, AC)은 다양한 원료 물질들의 활성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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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조되는 다공성 탄소로 거대 세공 및 분자 크기의 미세 세공까지 

다양한 세공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내부 비표면적이 커서 비극성이나 

약한 극성을 지니는 유기 분자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하여 휘발성 유

기 화합물 등과 같은 물질의 분리 및 제거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1]. 
황화수소는 독성과 부식성이 강하여 장치 손상 및 촉매독으로 작용하

여 공정 효율을 저하시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황화수소는 극성물질로서 활성탄을 이용한 물리적 흡

착방법으로는 효율적인 제거가 곤란하여 활성탄을 산이나 염기 용액

을 이용한 표면처리 또는 KOH 등과 같은 물질들을 첨착하여 특정 물

질의 흡착력을 증가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천연가스 중 혐기성 

소화가스(ADG)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로 혐기성 소화

가스(ADG)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KOH를 첨

착한 활성탄에 대한 황화수소의 흡착특성을 고찰하고, 흡착탑 설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실    험

  실험에 사용한 첨착 활성탄은 ㈜카엘에서 제조한 활성탄을 사용하

였다. 첨착 활성탄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표면적이 1050 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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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이상인 기상용 활성탄을 120 ℃의 건조기에서 3 h 이상 건조하여 활

성탄 세공에 남아 있는 수분 및 잔류물을 제거한 후 함침법을 이용하

여 첨착 활성탄을 제조하였다. KOH 10 wt%를 칭량하여 용매에 넣은 

후 약 1 h 정도 교반하여 완전용해 시킨다. 활성탄을 첨착용액(1:1.5)
에 약 1 h 정도 함침시킨 후 첨착용액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제조하였

다. KOH를 첨착 한 활성탄은 건조기에서 100 ℃, 24 h 동안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첨착 활성탄에 대한 황화수소의 흡착 성능을 관찰하기 위한 장치 

모식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되는 황화수소 가스는 

500, 1000, 2000  ppmv의 가스봄베를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희석가스

로 질소가스를 사용하였다. 황화수소의 분석은 GC와 GC를 이용하여 

보정한 검지관(GASTEC NO.4M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수분의 농도

는 습도계(SATO KEIRYOKI MFG.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상

대습도를 측정하였다.
  첨착 활성탄의 비표면적, 기공크기, 기공부피 등은 BET장치

(ASAP2010, Micromeritics(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파과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경 1 cm, 길이 2.5 cm의 흡착 컬럼에 활성탄

을 1 g 충진하여 유량 500 mL/min (선속도 10.62 cm/s), 온도 20 ℃에

서 흡착실험을 실시하였다. 공급가스 내의 수분이 황화수소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황화수소 농도 1000 ppmv에서 상대

습도를 10, 25, 45%가 되도록 조절하여 흡착거동을 확인하였고, 산소

농도를 2, 10%로 조절하여 산소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Langmuir Isotherm
  물리적인 흡착과 화학적인 흡착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식

이 Langmuir isotherm이며, 균일한 표면에서의 단층 흡착의 경우에 적

용될 수 있다. 이러한 등온 흡착식은 흡착과 탈착 속도식 사이의 동적 

평형에 개념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3].
  흡착이 일어난 흡착점에서는 더 이상 흡착되지 않으므로 단위표면

적당 흡착속도는 αv = (1-θ)이다. 여기에서 α는 부착확률(sticking 
probability)이며, v는 충돌빈도(collision frequency)이고, θ는 흡착분

율(adsorption fraction)이다. Langmuir 등온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θ = q
q m ax

=
b P
1 + bP

 (1)

  q와 qmax는 각각 흡착몰수와 최대평형흡착몰수이며, b는 흡착평형

상수, P는 압력이다.

  3.2. Freundlich Isotherm
  무정형 표면에서 흡착이 일어날 경우에 표면의 흡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흡착열이 지수함수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Langmuir 등온선

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Freundlich 등온선을 이론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 식은 원래 실험적으로 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q=KP1/n  (2)

  여기서 항상 n > 1이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과 K는 감소한다. 
이 식은 Langmuir isotherm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넓은 범위의 값에 

대해 잘 맞는다.

  3.3. 흡착용량(Adsorption Capacity)
  황화수소의 흡착량은 파과 곡선(breakthrough curve)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물질 수지식으로 부터 계산하였다.

  q=
FC 0
w [ts- ⌠⌡

ts

0

C out
C in

d t]  (3)

  여기서, q는 황화수소의 흡착량(g/g), F는 흡착관 입구에서의 공급

가스 유량(mL/min), Cout는 흡착관 출구에서의 황화수소의 농도 

(ppmv), Cin는 흡착관 입구에서의 황화수소의 농도(mg/g), w는 흡착제

의 질량(g) ts는 흡착관 출구 농도가 흡착관 입구 농도와 같아지는 시

간(min)이다[4].

  3.4. 황화수소의 산화반응

  황화수소의 직접 산화 공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 되어진다[5-7].

  2H2S +O2→
2
n
Sn+ 2H2O  (4)

  1
n
Sn+O2→SO2  (5)

  2H2S+3O2→2SO2+2H2O  (6)

  3
n
Sn+ 2H2O  ↔  2H 2S + SO2  (7)

  효율적인 황화수소의 제거를 위해서는 식 (4)의 반응이 촉진되고 

직렬 반응인 식 (5)와 병렬 반응인 식 (6)의 반응이 억제되어야 한다. 
식 (7)의 반응은 Claus reaction의 역반응으로 식 (4)에 의해 생성된 원

소 황이 물과 반응하는 과정이다. 이 반응은 특히 염기성 활성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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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Adsorbent KOH impregnated
AC Unit

BET’s Specific Surface Area
Micropore Area
Micropore Volume
Average Pore Diameter

869
749
0.35
3.23

m2/g
m2/g
cm3/g

nm

Figure 2. Nitrogen adsorption and desorption isotherms with pore 
size distribution for KOH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3.5. 실험결과

  KOH 첨착 활성탄에 대한 황화수소의 흡착은 활성탄의 물리적 특

성분석, 황화수소 농도,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수분의 농도, 산소 농

도,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수분의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3.5.1. 첨착활성탄의 특성분석

  KOH 첨착 활성탄의 질소 흡착 탈착 곡선과 세공 크기 분포 곡선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첨착 활성탄은 비표면적이 869 
m2/g이고 평균 기공 크기는 3.23 nm이고 나머지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3.5.2. 황화수소 농도에 따른 흡착특성

  KOH 첨착 활성탄에 대한 황화수소의 농도, 수분, 산소의 다양한 조

건들에서 황화수소의 흡착특성 실험결과를 Figure 3, 5, 7에 나타내었

고, 물질 수지식으로 부터 계산된 흡착량을 Table 2와 Figure 4, 6, 8에 

나타내었다.
  Figure 3은 황화수소의 농도를 500, 1000, 2000 ppmv로 조절한 가

스에 대한 흡착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선속도 10.62 cm/s, 온도 293.15 
K, 직경 1 cm, 충전 높이 5 cm). 황화수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과 시간이 빠르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흡착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농도에 따른 파과 곡선으로부터 흡착량을 계산하여 Figure 4에 도시

하였다. 파과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실험결과는 Langmuir 등온식과

Table 2. Adsorption Capacity
Conc

[ppmv]
q

[mg/g]
RH
[%]

q
[mg/g]

O2 Conc.
[vol%]

q
[mg/g]

500
1000
2000

8.69
11.25
12.30

10
25
45

11.25
10.02
9.40

0
2

10

11.4
160

493.9

Figure 3. Breakthrough curves of H2S on KOH impregnated acti-
vated carbon.

Figure 4. Adsorption isotherms of H2S on KOH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at 293.15 K.

Freundlich 등온식으로 모사하였다. 각각 등온식의 상수들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Langmuir 등온식으로 실험결과를 잘 모사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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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sotherm Parameters
Langmuir Freundlich

qm b K n

14.67 2.96×10-3 1.88 3.99

Figure 5. Breakthrough curves of H2S on KOH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according to the water vapor concentration.

  3.5.3. 수분의 농도에 따른 흡착특성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수분 함유량에 따른 흡착 특성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수분의 농도에 따른 실험조건으로 황화수소 농도를 1000 
ppmv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수분 함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

한 질소가스 양의 변화로 인하여 황화수소의 농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는 않았으나 실험결과 수분의 농도가 RH 10, 25, 45%로 증가함에 따

라 흡착량이 11.25 mg/g, 10.02 mg/g, 9.40 mg/g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ure 6). 그러나 단위 그램 당 약 10 mg의 흡착량

은 매우 적은 값으로 흡착량 변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식 (4)와 같은 황화수소의 산화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황화수소

의 원자황으로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3.5.4. 산소 농도에 따른 흡착특성

  Figure 7은 수분의 농도(상대습도) 10%, 황화수소 1000 ppmv의 조

건에서 산소의 농도를 0.4 vol%, 2 vol%로 조절하여 실험한 흡착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산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이 11.25 
mg/g, 160 mg/g, 493.9 mg/g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Figure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위에 제시한 식 (4)와 같이 황화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자 상태의 황이 활성탄에 잘 흡착된 결

과로 흡착량의 증가가 유추되어진다. 2 vol% 이상의 범위에서도 적정 

산소 농도까지는 흡착량의 증가가 기대되어지나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들 중 ADG는 산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대상 가스

들 또한 2 vol% 이내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더 높은 농도에서

의 실험은 실시하지 않았다.

Figure 6. Effect of RH on adsorption capacity of H2S in a fixed- 
bed (L : 5 cm, C0 : 1000 ppmv, w : 5 g).

Figure 7. Breakthrough curves of H2S on KOH impregnated ac-
tivated carbon according to the O2 vapor concentration.

  3.5.5. 산소와 수분의 농도에 따른 흡착특성

  산소 분위기에서 수분에 의한 흡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소 

2 vol%, 황화수소 1000 ppmv의 조건에서 수분의 농도를 RH 25%로 

조절하여 RH 10%일 때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

다. 수분의 농도가 RH 10%에서 25%로 증가함에 따라 파과 시간은 

약간 증가하였고 흡착량은 493.9 mg/g에서 1530 mg/g으로 약 3배 정

도 증가하였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KOH 첨착 활성탄에 대한 황화수소의 

흡착량이 매우 적으나 산소의 존재 시 흡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산
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수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84 최도영․장성철․공경택․안병성․최대기

공업화학, 제 17 권 제 3 호, 2006

Figure 8. Effect of O2 concentration on adsorption capacity of H2S 
in a fixed-bed (L : 5 cm, C0 : 1000 ppmv, w : 5 g).

Figure 9. Breakthrough curves of H2S on KOH impregnated ac-
tivated carbon according to the water concentration at O2 2 vol%. 
(LV : 10.62 cm/s, temperature : 293.15 K, column length 5 cm, ID 
1 cm).

산소가 존재할 때 수분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은 연료전지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흡착탑의 기본 설계자료

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수분과 산소의 존재에 

따른 흡착 전후의 활성탄의 표면의 특성 분석 및 황화수소의 산화반

응과 부가적인 반응들에 의한 정량적인 고찰은 실시하지 않았다. 여
러 가지 조건에 따른 황화수소의 물리적, 화학적 흡착 특성들에 관한 

연구들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9].

Figure 10. Effect of water concentration on adsorption capacity of 
H2S in a fixed-bed at O2 2 vol% (L : 5 cm, C0 : 1000 ppmv, w 
: 5 g).

4. 결    론

  본 연구에서 비표면적이 869 m2/g이고 평균 세공크기가 3.23 nm인 

KOH 첨착 활성탄을 사용하여 황화수소의 흡착실험을 실시하였다.
  활성탄에 KOH를 첨착시킴으로써 화학흡착을 유도하여 황화수소의 

흡착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흡착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황화수소의 흡착량은 산소가 없는 경우, 10 mg/g 정도로 매우 적었

으며 수분농도(상대습도)가 10%에서 45%까지 증가할 때, 흡착량은 

11.25 mg/g에서 9.4 mg/g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수분농도를 10%로 고

정하고 산소의 농도를 0%에서 0.4 vol% 및 2 vol%로 증가시켰을 때, 
황화수소의 흡착량은 화학반응에 의해 160.0 mg/g 및 493.9 mg/g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분농도를 45%까지 높이면 흡착량이 1530 mg/g까
지 높아져 수분이 10%일 때에 비해 흡착량이 약 3배 증가하였다. 황
화수소의 산화반응이 염기성 활성점에서 촉진되어 화학흡착에 의한 

흡착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혐기성 소화가스(ADG) 및 Landfill gas에 포함된 황

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에서 첨착 활성탄의 흡착성능 예측 및 

흡착탑 설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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