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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TPD), XRD, SEM 및 FT-IR를 이용하여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황과 아민화합

물에 대한 흡착효율을 조사하였다.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암모니아에 대한 TPD 측정결과, 산도가 낮은 온도(100∼

150 ℃)와 높은 온도(350∼400 ℃)에서 두개의 탈착피크가 나타났다. 테트라카르복실 코발트프탈로시아닌(Co-TCPC)은 코

발트 프탈로시아닌(Co-PC)보다 낮은 온도(물리적 흡착)에서 탈착피크가 약했지만 높은 온도(화학적 흡착)에서 강한 탈착피

크가 나타났다. Co-TCPC와 Co-PC의 비표면적은 각각 37.5와 18.4 m
2
/g이었다. Co-TCPC와 Co-PC의 기공부피는 각각 0.17

과 0.10 cm
3
/g이었다. 파과곡선으로부터 흡착용량을 계산하였더니 트리에틸 아민 가스 120 ppm의 평형농도에서 Co-TCPC

의 흡착용량은 24.3 mmol/g, Co-PC의 흡착용량은 0.8 mmol/g로 나타났다. Co-TCPC와 Co-PC로 디메틸 술파이드 제거효율

은 디메틸 술파이드 초기농도 225 ppm에서 각각 92와 18% 제거효율을 보였다. Co-TCPC와 Co-PC로 트리메틸아민 제거효

율은 트리메틸아민 초기농도 118 ppm에서 각각 100.0%와 17.0% 제거효율을 보였다.

The adsorption capability of cobalt phthalocyanine derivatives was investigated by means of X-ray diffractometor (XRD), 

FT-IR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TPD). According to 

TPD results for ammonia, cobalt phthalocyanine derivatives showed two desorption peaks at low temperature (100∼150 

℃) and high temperature (350∼400 ℃) indicating that there were two kinds of acidities. Tetracarboxylic cobalt phthalo-

cyanine (Co-TCPC) has a stronger desorption peak (chemical adsorption) at high temperature and a weaker desorption peak 

(physical adsorption) at low temperature than cobalt phthalocyanine (Co-PC). The specific surface areas of Co-TCPC and 

Co-PC were  37.5 and 18.4 m
2
/g, respectively. The pore volumes of Co-TCPC and Co-PC were 0.17 and 0.10 cm

3
/g, 

respectively. The adsorption capability of triethyl amine calculated by breakthrough curve at 120 ppm of equilibrium con-

centration was 24.3 mmol/g for Co-TCPC and 0.8 mmol/g for Co-PC. The removal efficiencies of dimethyl sulfide of 

Co-TCPC and Co-PC in batch experiment of 225 ppm of initial concentration were 92 and 18%, respectively. The removal 

efficiencies of trimethyl amine of Co-TCPC and Co-PC in batch experiment of 118 ppm of initial concentration were 100 

and 17%, respectively. 

Keywords: cobalt phthalocyanine, amine, TPD, sulfur

1. 서    론
1)

  냄새는 대기, 수질, 소리 등과 함께 우리들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요

소이면서 지금까지 그다지 중요시 되어오지 않았다. 생활수준의 향상

으로 악취에 관한 문제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내용

도 변화되고 있다. 악취의 농도측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등의 

기기로 측정을 하며, 농도지수규제는 인간의 후각으로 악취를 감지 

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체를 희석한 경우에 대한 희석배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 악취지수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다. 2005년 악취방지법

이 시행된 이래, 대규모 공장, 중소 사업장 등의 악취 발생원에 대해

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의 대기중에 악취수준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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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는 반면에 보다 악취에 대한 인간의 민감도 역시 증가되어 

지금까지 악취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레스토랑, 음식점, 빵집 등의 식

품관련이나 담배 등의 냄새까지도 악취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아민과 황 화합물은 사람들의 후각을 통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로 

우리생활 환경에서 흔히 발생되는 악취성분이다. 이 물질은 ppb 정도

의 미량에도 순간적으로 호흡을 중단시킬 정도의 악취를 발생시켜 강

한 취기를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산화, 중화, 환원 등의 방법으

로 제거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탈취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촉매를 활

용하는 방법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 PC)은 안정한 큰 고리 형태의 π 전

자 화합물이며, 반도전성, 광화학 활성, 천연 금속 porphine의 유사 구

조체로서 생화학 활성 등의 특성이 있고, 이러한 물성을 이용하여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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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산화촉매, Friedel-Crafts 반응촉매, 효소류의 기능촉매, 연료전지, 

광전변환 재료, 탈취제 등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생체 내의 산화효소

인 cytochrome p-450은 금속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와 유사한 분자구조

를 가지고 있으므로 촉매로 작용하여 악취를 산화시키고 이들을 무취 

물질로 변환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금속 프탈로시아닌은 암모니아, 아

민과 같은 염기성 악취 뿐만 아니라 황화수소, 메르캅탄과 같은 산성

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생체 내 산화효소는 주로 

과산화수소 분해효율로 촉매효과를 평가하며,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반응에 대한 촉매능이 분해반응이 일어

나는 동안에 서서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금속 프탈로

시아닌 착물을 고분자에 결합시키면 보다 안정하고 효과적인 촉매활

성을 부여해 주게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4]. 프탈로시아닌은 

결합되어 있는 금속의 종류 및 작용기에 따라 오염물질의 흡착성능 

및 특성이 현저히 달라지고, 중심에 60종 이상의 금속을 배위시킬 수 

있으며, 배위되는 금속에 따라 이온 결합형과 공유결합형으로 나누어

진다[5]. 금속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촉매능력은 기질과 배위자 교환

에 의해 혼합되거나 착화합물을 형성하며, 중심 금속과 기질사이에서 

전자이동이 일어나 금속이온이 환원됨과 동시에 기질은 산화되고, 반

응생성물이 이탈되면 환원된 금속이온이 다시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원 금속이온으로 되돌아오는 순환반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금속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는 반응과정 중에 다른 물

질로 변화되거나 분해되어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환원

되므로 다른 촉매에 비해 수명이 길고 반영구적으로 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6].

  촉매의 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적정법, IR법, TPD법 등이 있으

며, TPD법은 산량이나 산 강도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 촉매 성능을 

확인하는 승온 탈착법(TPD,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은 촉

매표면에 화학흡착하였던 물질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온도 분위기에

서 탈착되는 것을 측정하여 온도와 탈착속도를 파악하는 실험이다

[7,8]. 또한 프탈로시아닌 특성에 미치는 영향인자는 매질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과 극성을 포함한 인자, 분자량과 분포도, 점도 및 각 성

분의 용해도 등 분산계에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에 미

치는 영향으로는 화학구조, 결정도, 입도분포, 입자모양, 표면구조, 혼

합물 첨가 및 소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 수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Co-PC와 Co-TCPC을 합성하고, 이 물질들의 촉매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TPD분석법으로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산도특

성을 조사하고, 낮은 농도에서도 악취가 심한 아민 및 황화합물의 제

거효율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 합성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물질은 phthalic 

anhydride (삼전화학), 1,2,4-benzenetricarboxylic anhydride (Acros), 

urea (대정화학), CoCl2 (삼전화학), ammonium molybdate (Junsei)이었

으며, isopropyl benzene, tert-buthyl benzene, tert-hexyl benzene, 

tert-hepthyl benzene으로 혼합된 alkyl benzene (이수화학)이 유기용매

로서 사용되었다.

  유리반응기(5 L, 독일, Buchi glass)를 사용하여 Figure 1과 같이 

phthalic anhydride, 1,2,4-benzenetricarboxylic anhydride, 코발트 염화

물, urea, 촉매 및 유기용제 혼합물의 배합비와 온도, 반응시간을 조절

Figure 1. Flow diagram for synthesis of phthalocyanine derivatives.

하고 약 200 ℃에서 8∼9 h 반응시켜 Co-PC와 Co-TCPC를 합성하였

다[11]. 반응이 완료된 후 유기용매로 사용한 알킬벤젠은 진공건조(80 

℃, 600 mmHg 보다 더 낮게 유지)하여 80% 이상 회수되었을 때 건조

를 종료하였다. 합성물의 정제는 산성수용액에 용해하는 불순물을 제

거하기 위해 진공 건조된 합성물과 1 N HCl 2 L를 비이커(4 L)에 넣

어 80 ℃에서 5 h 동안 교반하고 여과 후 여액의 pH가 6.5 이상 될 

때까지 80 ℃의 물로 세척하였다. 또한 알칼리수용액에 녹는 phthalic 

anhydride, phthalimide, phthalonitrile 등의 미반응 불순물은 1 N NaOH

를 사용하여 pH 11까지 올린 후 80 ℃에서 5 h 동안 교반하여 여과하

고 여액의 pH가 7.0∼9.0 이하가 되도록 80 ℃ 물로 3회 이상 세척하

였다. 미반응 유기물은 알코올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하였으며, 얻어

진 분말은 100 ℃로 유지된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고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분말상태의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얻

었다.

  2.2.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분석

  Co-PC와 Co-TCPC의 성분 함량, 입자모양 및 관능기의 특성을 관찰

하기 위하여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ry (FT-IR, Bruker 

IFS-66S)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nergy Dispersive Spectros- 

copy (SEM/EDS, Hitachi S-3000N/Oxford INCA system)를 사용하였

다. 비표면적은 비표면적분석기(Micromeritics ASAP2020)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결정구조 및 입자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기(X-ray diffraction, RAD-3C, Rigaku Co., Japan)를 사용하였다.

  2.3. TPD 실험

  Figure 2는 TPD 실험 장치이며, 여기에 Co-PC와 Co-TCPC의 코발

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각 100 mg 씩 furnace에 넣고, 질소를 운반

기체로 사용하여 120 ℃ 에서 약 2 h 가열하면서 수분 및 휘발성분을 

제거시킨 후 50 ℃까지 냉각시켰다. 이후 암모니아 가스를 608 mmHg 

압력으로 공급하면서 GC를 이용하여 3 min 간격으로 분석하고, 암모

니아 가스의 흡착평형이 10 min 이상 지속되면 3.33 ℃/min으로 온도

를 상승시키면서 탈기되는 기체 중의 암모니아 농도를 GC로 측정하

였다.

  2.4.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bead 코팅

  Rotary evaporator (RE 111, Buchi)를 이용하여 glass bead (O.D : 1 

mm)에 합성된 코발트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코팅하였다. 코발트 프

탈로시아닌 유도체와 메탄올 80 mL를 100 mL 비이커에 혼합하고 초

음파 세척기에 10 min간 초음파를 주사하여 완전히 분산시킨 후 둥근 

플라스크(100 mL)에 넣고 rotary evaporator에 장착하여 60 ℃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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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PD experimental apparatus.

h 동안 코팅시켜 건조 후 촉매 bead를 얻었다. 담체로서 비표면적이 

큰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에 담지 시키지 않고, 비표면적이 아주 작은 

glass bead에 코팅 시킨 것은 순수하게 코발트 프탈로시아닌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2.5.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 과산화수소 분해실험

  200 mL 메스플라스크에 30% 과산화수소(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1 

mL를 첨가하여 표선까지 채워서, 이중 20 mL를 삼각플라스크에 분취

하여 2.35 N 황산 20 mL를 가하고 0.1 N 과망간산칼륨으로 적정하여 

30% 과산화수소의 시약 순도를 분석하고, 30% 과산화수소를 0.1 mL 

넣은 수용액 20 mL에 2.35 N 황산 20 mL를 가한 후, 촉매인 Co-PC와 

Co-TCPC를 각 10 mg씩 250 mL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과망간산칼륨

으로 적정하여 측정하였다. 과산화수소 시험방법은 KS M 1112 (1996)

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프탈로시아닌은 산화효소와 비슷한 구조로 되

어있고, 산화효소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반응으로 촉매활성을 확인하므

로 과산화수소 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2.6. 아민과 황화합물 제거 실험

  5 L Tedlar bag (polyvinylidenfluroride)에 초기농도 118 ppm 트리메

틸아민과 225 ppm 디메틸 술파이드를 각각 제조하여 0.1 g의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넣고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GC로 분석하였

다. 실험온도는 실내온도와 동일하게 24 ℃로 유지하고, Figure 3의 실

험 장치에 coating된 각각의 PC beads 3.5 g을 U자형 흡착관에 채우고 

일정 농도로 제조된 황화합물과 트리에틸아민 시료기체를 5 L Tedlar 

bag에 각각 투입하고, 실험조건에 따라 일정한 유량(100∼700 

mL/min)으로 촉매 층을 통과시키면서 유출되는 가스를 열탈착 튜브

(thermal desorption tube, TD-Tube : 흡착제 Tenax-TA (60/80 mesh, 

Supelco, USA))에 흡착시켜 처리대상 성분의 농도를 GC/MS로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합성반응 평가

  합성된 Co-PC와 Co-TCPC의 성분 함량, 입자모양 및 관능기의 특

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FT-IR과 SEM/EDS를 사용하였다. Figure 4는 

합성된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 중 카르복실기의 생성 유무를 측

정하기 위해 FT-IR로 분석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코발트 프탈

로시아닌 유도체에서 Co-PC는 -COOH기의 C〓O 신축진동인 1660 

cm
-1

 흡수피크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C-N의 1114 cm
-1

, C-H의 726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adsorption apparatus.

Figure 4. FT-IR spectra of cobalt phthalocyanine derivatives.

cm
-1

, N-H의 3352 cm
-1
에서 특성스펙트럼이 나타났다. Co-TCPC는 흡

수피크는 -COOH기의 C〓O 신축진동인 1660 cm
-1
에서 특성스펙트럼

이 나타났다. Co-PC와 Co-TCPC 분자에 함유된 이론적 코발트 함량

은 각각 10.3, 7.9 wt%이며, SEM/EDS로 표면의 성분을 관찰한 결과,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카르복실기의 함량이 많을수록 Co 비율

이 5.06 wt%에서 1.94 wt%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비례적으로 줄었

다. 카르복실기의 함량이 많을수록 표면에 분포된 코발트 함량이 이

론량보다 적은 반면에 산소 함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코발트는 표면 

내부에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표면에는 카르복실기가 많을 것으로 추

정된다.

  Figure 5는 합성된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형태를 15 kV, 

3,500배 조건에서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며, Co-PC 입자의 형태는 

막대기둥모양으로 나타났다. Co-TCPC의 입자 형태는 copper ph- 

thalocyanine (Cu-PC)를 물리적인 분쇄과정을 거쳐 제조한 안료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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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ment Contents of Cobalt Phthalocyanine Derivatives with 

SEM/EDS 

Element Co-PC (wt%) Co-TCPC (wt%)

C K 72.02 46.80

N K 18.50 28.43

O K 4.42 22.83

Co K 5.06 1.94

Totals 100.00 100.00

(a)

(b)

Figure 5. SEM micrograph of (a) Co-PC, (b) Co-TCPC.

사한 모양으로 나타났다[12]. Co-PC와 Co-TCPC의 비표면적은 150 

℃에서 3 h 동안 BET 비표면적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전처리한 결과, 

Co-PC는 18.4 m
2
/g, Co-TCPC 37.5 m

2
/g으로 나타났다. 합성으로 제

조된 프탈로시아닌 화합물은 볼밀(ball mill), acid pasting, 혼련

(kneading)법 등으로 재가공하여 사용하므로 가공방법에 따라 물성의 

차이가 많아 프탈로시아닌은 합성과정보다 재가공과정이 더욱 중요

하다. 합성에서 볼밀, acid pasting, 혼련법의 가공시간 단축과 입자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합성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나 실효는 거두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므로 합성에서 최대한 입자크기를 줄이는 실험조건이 

재가공 시간단축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본 실험에서 Co-TCPC는 재가

공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프탈로시아닌에 카르복실 관능기만 붙인 결

과 재가공 과정을 수행한 입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X-ray 회절 스펙트럼의 측정조건은 K-ALPHA1/20 kV/15 mA, Scan 

speed 8 deg/min, Scan step 0.02로 설정하였다. 시료 전처리 방법은 

시료를 90 ℃에서 24 h 완전 건조하여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120 mesh

Figure 6. XRD spectra of cobalt phthalocyanine derivatives.

를 통과한 시료를 측정하였다. Figur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X-ray 회

절 스펙트럼 관찰한 결과, Co-PC의 2θ 값이 7.12 (intensity: 9258), 

9.32, 18.3, Co-TCPC의 경우 2θ 값이 16.18, 25.74 (intensity: 1217), 

29.48의 결과에서 특정 회절각이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Co-TCPC는 Co-PC에 비해 비표면적이 넓고, 입

자크기는 작고 둥근형으로 나타났다. Co-TCPC는 회절각에 따른 

intensity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무정형으로 추정된다.

  3.2. TPD를 이용한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 탈착평가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TPD 실험 결과를 Figure 7에 나타

내었다.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는 두 개의 피크가 저온부와 고

온부에서 나타났다. 이는 약산점(물리적 흡착)과 강산점(화학적 흡착)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가 

카르복실기의 영향을 받아 Co-TCPC는 Co-PC보다 약산점량이 적었

지만 강산점량이 많았다. Co-TCPC는 SEM/EDS에서 표면에 산소가 

많은 것으로 보아 카르복실기가 많고 화학적 흡착이 강하게 일어나 

높은 온도에서 흡착이 많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온부에서는 흡

⋅탈착이 쉽게 일어나므로 물리적 흡착되는 성질이 있고, 고온부에서

는 화학적 흡착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특히 카르복실기를 함유한 Co- 

TCPC는 화학적 흡착의 영향으로 고온부에서는 넓은 부분에서 흡착

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리적 흡착은 작아졌다.

  3.3. 과산화수소 분해실험

  2.5 절에 설명한 방법대로 과산화수소 분해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Co-PC (0.0175 mmol)와 Co-TCPC (0.0134 

mmol)의 각각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따른 과산화수소 분해 효율은 

2.7, 67.7%로 카르복실기가 포함된 코발트 프탈로시아닌의 과산화수

소 분해 효율이 우수하였다.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로 합성되기 전의 

중심금속만으로 과산화수소 분해효율을 측정하였더니, CuCl 10 mg 

(0.1 mmol), CoCl2⋅6H2O 24 mg (0.1 mmol) 및 FeCl3 16 mg (0.1 

mmol)은 각각 6.9, 4.2, 10.1%의 분해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금속

성분 중 철 염화물이 다소 높은 과산화수소 분해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제로 프탈로시아닌 유도체 10 mg에 포함된 금속량이 약 

16%에 해당되므로 금속자체의 과산화수소 분해능력은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르복실기가 부가된 코발트 프탈로시아닌의 과산

화수소 분해효율(67.7%)은 CoCl2⋅6H2O의 4.2%보다 약 16배가 많이 

분해한 것으로 보아 Co-TCPC가 과산화수소 분해 촉매능력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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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PD chromatogram of NH3 for cobalt phthalocyanine de- 

rivatives.

Table 2. The Decomposition of H2O2 by Different Metal Compounds

Sample
0.1 N-KMnO4

consumption (mL)

Decomposition 

Efficiency (%)

Blank 19.5 0

Co-PC 19.0  2.7

Co-TCPC  6.3 67.7

CuCl 18.2  6.9

CoCl2⋅6H2O 18.7  4.2

FeCl3 17.5 10.1

으로 판단된다. 

  3.4. 회분식 실험으로 트리메틸아민과 디메틸 술파이드 제거

  3.4.1.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트리메틸아민 제거

  트리메틸아민(초기농도 118 ppm)과 0.1 g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

도체를 5 L Tedlar bag에 넣어 1 h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GC로 

분석한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Co-PC는 초기 1 h 경과 후 98 

ppm으로 줄었으며, 4 h 경과 후부터는 90 ppm으로 농도변화가 거의 

없었고 17%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Co-TCPC는 1 h 경과 후 5 

ppm으로 크게 줄었으며, 3 h 경과 후부터는 평행을 유지하여 대부분 

제거되어 100%의 효율을 나타내었다. 유기안료는 대부분 비결정형으

로써 표면적이 거의 없지만 프탈로시아닌은 단사정계 결정구조를 나

타내며, 600 ℃에서 용해되지 않고 분해되는 특성으로 일정한 결정형

을 유지하여 흡착할 수 있는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Co-PC는 

표면흡착의 영향으로 물리적 흡착이 일어났고, Co-TCPC의 경우는 

Co-PC에 카르복실기를 4개 도입하여 아민기와 화학적 흡착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관능기가 치환된 Co-TCPC는 SEM/EDS로 측정한 결과, 

표면에 카르복실기가 많아 트리메틸아민과 화학적 흡착이 일어나 제

거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Figure 9(a)는 Co-TCPC의 분자구조를 나타

내었고, Figure 9(b)에 트리에틸아민이 흡착된 Co-TCPC의 분자구조

를 나타내었다. 

  3.4.2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디메틸 술파이드 제거

  디메틸 술파이드(초기농도 225 ppm)와 0.1 g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5 L Tedlar bag에 넣어 1 h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GC로 

Figure 8. Concentration change of trimethyl amine with retention time 

for cobalt phthalocyanine derivatives.

   (a)

   (b)

Figure 9. Molecular structures of Co-TCPC (a) and Co-TCPC with 

adsorbed trimethylamine (b).

분석한 결과를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Co-PC는 초기 1 h 경과 후 

200 ppm이었고, 3 h 경과 후부터는 184 ppm으로 평행을 유지하여 

18%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Co-TCPC는 초기 1 h 경과 후 60 ppm이었

고, 3 h 경과 후부터는 18 ppm으로 평행을 유지하여 92%의 제거효율

을 보였다. 비표면적은 Co-PC 18.4 m
2
/g와 Co-TCPC 37.5 m

2
/g이고, 

세공부피(pore volume)는 Co-PC 0.0965 cm
3
/g, Co-TCPC 0.1687 c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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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ncentration change of dimethyl sulfide with retention 

time for cobalt phthalocyanine derivatives.

g로 나타났다. 강산점에서 탈착량이 많을수록 비표면적과 세공부피가 

많았다. 전자현미경으로 입자모양을 관찰한 결과(Figure 5) Co-PC가 

막대모양인 반면에 긴 Co-TCPC는 둥글고 입자크기가 균일하였으며, 

비표면적 분석시 Co-TCPC가 Co-PC보다 큰 비표면적을 가지므로 표

면에 의한 흡착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으로 개질된 활성탄에

서 메틸 메르캅탄의 흡착은 세공 구조보다 표면화학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활성탄의 개질을 통해 산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메

틸 메르캅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3].

  3.5. 고정층(fixid bed) 실험으로 황화합물과 트리에틸아민의 유

량에 따른 제거효율 측정

  3.5.1. 황화합물의 흡착

  흡착관에 beads (1 wt% Co-TCPC) 3.5 g을 넣고, 황화합물의 4대 악

취규제물질인 hydrogen sulfide (10.2 ppm), methyl mercaptan (10.2 

ppm), methyl sulfide (10.0 ppm), dimethyl disulfide (10.0 ppm)가 혼합

된 표준가스를 100∼700 mL/min의 유속으로 통과시켜 GC/PFPD로 

분석하였다. Co-TCPC 흡착 실험결과는 Figure 11에서 보는 것과 같

이 유입유량 100 mL/min에서 황화합물의 흡착량은 hydrogen sulfide

의 0.29 mmol/g, methyl mercaptan 0.34 mmol/g, methyl sulfide 0.36 

mmol/g, dimethyl disulfide 0.42 mmol/g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25 

mmol/g의 흡착량을 보였고, 200 mL/min에서의 hydrogen sulfide의 흡

착량은 0.22 mmol/g, methyl mercaptan 0.22 mmol/g, methyl sulfide 

0.22 mmol/g, dimethyl disulfide는 0.26 mmol/g의 흡착량을 보였다. 황

화합물은 피흡착물질의 분자량이 클수록 용이하게 흡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거효율은 높지 않았다. 한편, 반응기 표면에서의 흡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촉매를 채우지 않고 동일한 조건에서 공시험결

과 흡착은 일어나지 않았다.

  3.5.2. 트리에틸아민 흡착

  흡착관에 beads (1 wt% Co-TCPC) 3.5 g을  넣고, 시료가스 중의 트

리에틸아민 농도를 120 pp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속을 100∼700 

mL/min으로 변화를 주어 흡착시킨 후 유출되는 가스 중의 트리에틸아

민 농도를 GC/MS로 측정하여 제거효율 산출 결과를 Figure 12에 나타

내었다. 트리에틸아민은 유속 200 mL/min에서 80% 이상의 제거효율

을 보였으며, 유량증가에 따른 제거효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600 

mL/min에서는 제거효율이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공급유량의 증가는

Figure 11. Removal efficiency of sulfur compounds on the Co-TCPC.

Figure 12. Removal efficiency of triethylamine on the Co-TCPC.

촉매와의 접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제거효율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흡착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정한 체

류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Co-TCPC의 카르복실기의 영향으로 산성악

취 물질인 황화합물보다 아민계 알카리성 악취물질인 트리에틸아민

이 화학적으로 흡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6. 고정층(fixid bed) 실험으로 트리에틸아민의 흡착용량 변화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의 종류별 흡착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트리에틸아민을 사용하여 Figure 3의 실험 장치로 흡착량을 비교하였

다. U자형 흡착관에 beads (1 wt% Co-PC와 1 wt% Co-TCPC) 5 g을 

각각 채웠다. 트리에틸아민의 농도를 120 ppm, 유속 100 mL/min의 

조건에서 흡착시간에 따른 유출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파과곡선

(Figure 13)을 얻었으며, 파과곡선으로부터 흡착용량을 계산하였다.

  Figur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120 ppm의 평형농도에서 Co-TCPC

의 흡착용량은 24.3 mmol/g, Co-PC의 흡착용량은 0.8 mmol/g으로 나

타났다. Co-TCPC의 화학적 흡착량은 물리적 흡착량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으며, 아민류의 흡착은 화학적 반응이 수반하는 화학적 흡착이 

대부분 발생하므로 Co-PC의 흡착용량보다 약 30배 정도로 크게 나타

났다. 화학적 흡착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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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dsorption breakthrough curves for triethyl amine. 

C32H12N8(COOH)4Co + N(C2H5)3  →  C32H12N8(COONH(C2H5)3)4Co

  황산기와 카르복실기가 치환된 금속 프탈로시아닌은 알콜, 알데히

드, 메르캅탄 및 아민류를 제거하는 산화촉매로 알려져 있다[14]. 본 

실험에서 금속 프탈로시아닌의 벤젠고리에 카르복실기가 존재함으로

써 아민류와 화학적으로 접촉하는 작용을 하고, 카르복실기가 전자를 

당김으로써 중심금속에서 루이스산의 증가로 킬레이트작용뿐만 아니

라 촉매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소재에서 아민류 등의 냄새가 발생하며, 아민류에 효과가 있는 

카르복실 코발트 프탈로시아닌을 착색제로 사용하면 탈취제 기능을 

가진 안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Co-PC와 Co-TCPC를 합성하여 암모니아 탈착에 따른 촉매의 특성

과 황화합물 및 아민류의 흡착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T-IR로 분석한 결과, Co-TCPC는 Co-PC에 비해 카르복실기의 

특성 스펙트럼이 관찰되었고, SEM/EDS로 관찰한 결과 카르복실기의 

영향으로 Co의 비율이 낮고 산소의 양은 높게 나타났으므로 표면에 

카르복실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2) TPD 실험에서 코발트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는 두 개의 피크가 

저온부와 고온부에서 나타나 약산점과 강산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Co-TCPC가 Co-PC보다 고온부에서 강산점량(화학적 흡착)이 많았고 

저온부에서 약산점량(물리적 흡착)은 적게 나타났다.

  3) Co-TCPC는 Co-PC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비표면적과 세공

부피가 컸으며, 아민류와 황화합물의 흡착능력이 우수하였다.

  4) Co-TCPC의 카르복실기는 아민화합물과 반응에 의한 화학적 흡

착이 일어났으므로 Co-PC에 비해 아민화합물의 제거효율이 훨씬 우

수하였으며, 황화합물의 경우는 이러한 제거효율의 차이가 다소 완화

되었다.

  5) Co-TCPC의 과산화수소 분해효율은 Co-PC와 금속염화물보다 

높았지만, 코발트이온은 과산화수소의 분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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