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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듐과 금 나노입자 등이 첨착된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Polyacrylonitrile (PAN)계 활성탄소섬유(ACF: Activated Carbon 
Fiber)를 제조하였다. 여러 첨착 ACF에 대하여 BET, FE-SEM, TEM, XPS 등으로 비표면적과 기공부피, 미세구조,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의 표면변화를 관찰하였으며 SO2에 대한 흡착성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첨착과정으로 인하여 총 기공부

피 대비 미세기공 부피는 95.5%에서 30.5∼43.7%로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산소관능기의 표면변화는 대기중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노입자보다 금속염의 산소관능기 변화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u 나노입자와 금속염을 첨착한 

ACF의 SO2 파과시간은 무첨착 ACF에 비하여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100 ppm의 Pd 나노입자를 첨착한 ACF는 SO2 파과

시간이 880 s로 흡착성능이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SO2 흡착성능은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의 표면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PAN계 활성탄소섬유에 적정한 농도의 Pd 나노입자 첨착은 촉매작용으로 인하여 SO2 흡착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palladium and gold nanoparticles containing PAN-based active carbon fiber (ACF) with a high specific surface area 
were prepared. Using the BET, TEM, FE-SEM, and XPS, their specific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pore structure, 
and the change in surface oxygen groups with time were analyzed and SO2 adsorption performances were investigated. 
Because of the impregnating process, the micropore volume was mostly decreased from 95.5% to 30.5∼43.7% compared 
with the total pore volume. And the change in surface oxygen groups with time was higher for the metal salt than the 
nanoparticles. Also, SO2 breakthrough time of PAN-ACFs impregnated with Au nanoparticles and metal salts did not 
change compared with that of the non-impregnated PAN-ACF. But the PAN-ACF impregnated with Pd nanoparticles 
(100 ppm) showed good SO2 adsorption performance as the breakthrough time of 880 sec.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O2 adsorption performance depended on the change in surface oxygen groups with time and the moderate im-
pregnation of Pd nanoparticles on the PAN-ACF caused the increase in the SO2 adsorption performance by a catalytic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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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우리 사회의 산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세계각국은 다가오는 미래가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심

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며 에너지 문제와 더

불어 SOX, NOX, VOC 발생 등 환경오염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활성탄, 제올라이트, 분자

체(molecular sieve)등의 흡착제를 담체로 하여 여러 가지 금속염 및 

활성이 큰 물질을 첨착시켜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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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실생활에 편하고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 흡

착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형태의 기능성 흡착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1]. 특히 새로운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나노입자를 적용하여 

대기와의 표면반응을 줄이며 선택적 흡착을 할 수 있게끔 기능성을 

부여하는 흡착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이런 흡착제 중 대표적인 활성탄(Activated Carbon)은 비표면적이 

커서 흡착촉매의 담체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사용이 편리하게 여과시스템을 구성하기 어렵고 설비의 대형화, 

운전시의 편류현상(channeling) 등의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활성탄의 

특징을 보완하고 사용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는 흡착제가 활성탄소섬유(ACF: Activated Carbon Fiber)이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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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는 기존의 활성탄보다 높은 흡착력과 비표면적 때문에 새로운 환

경 기능성 소재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SOX, NOX 등의 여과용도로 사

용하기 위하여 최근에 기능성을 부과하는 연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

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E. Auer는 활성탄(AC)은 높은 비

표면적과 쉽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지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기공의 대

부분이 macropore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첨착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였으며[7], L. Prati 등은 활성탄에 Au 나노입자를 첨착

하여 촉매에 대한 여러 액상반응에서의 활성화를 연구하였다[8,9].

  또한 Mochida는 여러 가지로 열처리된 PAN계 ACF를 담체로 적용

하여 SO2에 대한 흡착특성과 재생특성 연구결과 산소관능기는 SO2에 

대한 흡착을 방해한다고 하였으며[10], Raymundo-Piñero는 ACF상에

서의 SO2 산화 메커니즘은 SO2(g) ↔ SO2ads, 2SO2ads+ O2(g) ↔ 2SO3ads  

SO3ads + H2O ↔ H2SO4로 모든 분자들은 표면에서 흡착상으로 반응에 

참여한다고 하였고[11], Kisamori는 이와 같은 반응에서 산소의 역할

이 중요함에 따라 반응표면에서의 산소관능기와 기체중 산소와의 상

호작용에 의한 연구결과 산소관능기가 SO2의 산화를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고 보고하는 등[12] 유해물질에 대한 선택적 흡착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표면반응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귀금속촉매이며 반응성이 작은 Au 나노입자의 경우도 활성

화도가 좋아 화학적 촉매로 사용시 흡착성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

고 있다[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O2에 대한 흡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우수한 비표면적을 발휘하는 PAN계 ACF를 제조하여 비교적 안정

화된 Pd과 Au 나노입자를 첨착하였고 기존의 대표적인 첨착 방법인 

Pd, Au 염을 첨착 후 농도 및 건조온도를 달리하여 여러 종류의 첨착 

ACF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여러 첨착 ACF에 대하여 비표면

적, 기공부피등의 미세구조와 이들이 공기중에 노출시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의 표면변화가 흡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산소관능기 변화를 XPS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여러 첨착 ACF에 

대한 SO2 흡착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PAN계 ACF 활성화

  본 연구에서는 자체 제작한 pilot급 활성탄소섬유 제조시설을 이용

하여 PAN계 섬유를 활성화시켰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장치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PAN계 섬유는 Taiwan 

TCT (Taiwan Carbon Technology Co.)사의 AW107 섬유를 사용하였

으며 전기로 가열되는 고온로 안에 직경 50 mm, 길이 90 mm의 알루

미나관을 삽입하고 sample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하였다. 증류수는 미

량펌프를 사용하여 증기발생기로 공급하였고 발생된 수증기와 질소 

가스의 혼합 및 예열을 위해 혼합기와 예열기를 설치하였으며, 수증

기와 질소 가스의 공급을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였다. PAN계 섬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섬유의 부서짐을 막기 위하여 250 ℃에서 안정

화 처리를 하였고 불활성 분위기에서 900 ℃의 온도로 처리하여 사다

리 모양의 구조에 잔류하고 있던 수소 및 질소를 완전히 축출하여 방

향족의 구조가 연속적으로 도입되도록 해주는 탄화 공정을 거친 후 

900 ℃의 온도에서 수증기에 의한 활성화에 의해 탄화물의 표면을 침

식시켜 기공구조를 발달시키는 활성화 공정[14]을 통하여 PAN계 활

성탄소섬유를 제조하였다.

1. Peristaltic pump
3. Steam generator
5. Sample plot (alumina tube)

2. Flow meter
4. Mixer & Preheater

6. Activation furnace           7. Absorber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for activation.

  2.2. Pd 및 Au 나노입자 제조와 이들의 금속염 용액 제조

  Pd 나노입자 및 Au 나노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전구체로는 질산 팔

라듐(palladium nitrate, (Pd(NO3)2·1.9H2O, Kojima Chemicals Co., Ltd., 

99.0%)과 염화금산(hydrogen tetrachloroaurate (III) hydrate, HAuCl4⋅

3.7H2O, Kojima chemicals Co., Ltd)이 사용되었다. 나노입자 분산제

로서는 PVP(poly(N-vinyl-2-pyrrolidone, Aldrich, Mw = 10,000)가 사

용되었으며 용매로는 에탄올(ethanol, Duksan Pure Chemicals Co., 

Ltd., 99.9%, HPLC grade)과 초순수를 사용하여 polyol법으로 제조하

였다. 먼저 Pd 나노입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polyol법을 이용하여 분산

제로 PVP를 전체중량에 대해서 2 wt%가 되도록 에탄올과 물의 1 : 1 

혼합용액에 상온에서 12 h 동안 용해시킨 후 이 혼합 용액에 반응 완

료 후 최종 용액에서 팔라듐의 함량이 1000 ppm이 되도록 당량의 

Pd(NO3)2⋅1.9H2O 수용액을 첨가하고 75 ℃에서 30 min 동안 가열시

킴으로써 1000 ppm 팔라듐 나노 입자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100 ppm 

팔라듐 나노 입자 분산액은 1000 ppm 팔라듐 나노입자 분산액을 순

수로 10배 희석함으로써 제조되었다.

  Au 나노입자 제조는 먼저 분산제로 PVP와 NaHCO3를 전체 중량에 

대해서 각각 5 wt%와 1 wt%가 되도록 물에 용해시킨 후 80 ℃에서 

2 h 동안 교반하였다. 이 혼합 용액에 반응 완료 후 최종 용액에서 금

의 함량이 1000 ppm이 되도록 당량의 HAuCl4⋅3.7H2O 수용액을 첨

가하고 80 ℃에서 1 h 동안 가열시킴으로써 1000 ppm의 금 나노입자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100 ppm 금 나노 입자 분산액은 1000 ppm 금 

나노입자 분산액을 순수에 10배 희석함으로써 제조하였다.

  또한 Pd, Au 금속염 용액의 제조는 공정의 간편성 때문에 산업적으

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 질산 팔라듐(palladium nitrate, 

(Pd(NO3)2⋅1.9H2O, Kojima Chemicals Co., Ltd., 99.0%)과 염화금산

(hydrogen tetrachloroaurate (III) hydrate, HAuCl4⋅3.7H2O, Kojima 

chemicals Co., Ltd)을 초순수로 용해하여 100 ppm, 1000 ppm 용액을 

제조하였다.

  2.3. Pd 및 Au 나노입자와 이들의 금속염 첨착

  첨착 ACF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첨착 용액에 흡착제를 함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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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impregnation and dry apparatus.

는 함침법과 첨착시약의 휘발성을 이용하는 승화법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공정이 간단하고 첨착이 비교적 고르게 되는 Figure 2 같은 함

침법을 이용하였다. 첨착 공정은 PAN계 ACF를 100 ppm, 1000 ppm

의 나노입자 용액 및 금속염 용액에 각각 넣어 이를 실온에서 5.1 kg

의 힘을 주는 압착롤러를 사용하여 압착하였다. 첨착 후 금속염을 첨

착한 ACF는 100 ℃로 건조하였고 나노입자를 첨착한 ACF는 분산제

로 쓰인 PVP의 존재유무에 따른 흡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00 ℃

와 500 ℃의 온도로 나누어 10 min간 건조하여 진공 포장하였다.

  2.4. Nano Particle 및 Metal salt 첨착한 PAN계 ACF의 특성 

분석

  2.4.1 첨착 ACF의 기공특성과 미세구조 분석

  Pd 나노입자 및 Au 나노입자를 첨착한 ACF와 Pd, Au염을 첨착한 

ACF의 비표면적과 세공구조 및 흡착등온선의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

기 위하여 ASAP 2010 (Micrometrics Co.)로 분석하였다. 먼저 시료들

을 383 K에서 시료 내 잔류압력이 10-3 torr 이하로 될 때까지 6∼7 

h 동안 탈기시킨 후, 77 K에서 상대 압력의 증가(P/P0)에 따른 질소기

체의 흡착량을 측정하였다. 비표면적은 BET식을 이용하여 등온흡착

식으로부터 계산하였으며, 미세기공 비표면적은 T-plot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미세기공 및 중 기공부피 분석은 H-K법[15]과 BJH법[1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Pd, Au 나노입자의 입자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TEM (2000EXⅡ,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나노입

자 및 금속염 첨착 활성탄소섬유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FE- 

SEM (JSM-6340F, JEOL Ltd. JAPAN)을 이용하여 표면특성을 관찰하

였다.

  2.4.2 첨착 ACF의 시간에 따른 표면특성

  나노입자 및 금속염이 첨착된 활성탄소섬유의 대기중 노출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의 양적인 변화를 알아하기 위하여 나노입자 및 금속

염을 유리슬라이드에 첨착하여 Figure 3과 같은 기본 압력이 5 × 10-10 

torr 이하로 유지되는 초고진공 in-situ 장치(UHV in-situ system)에서 

Manipulator transferter와 와블 스틱(wobble stick)을 사용하여 광전자 

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e)로 분석하였다. 광전자 분광

기(XPS)는 EA200 electron power (OMICRON Electron spectroscopy 

Ltd.)를 이용한 X-ray gun (V.G)이고 사용전압 14 kV, 전류 9 mA, X

선 광원으로 Mg Kα (1253.6 eV)을 사용하였다.

  먼저 대기중에서 ACF에 첨착시 건조하는 조건과 같이 나노입자 및 

금속염 용액 1 cc를 불순물이 제거된 유리슬라이드에 적하시킨 후 

100 ℃로 10 min간 건조시켜 광전자 분광기를 이용하여 산소관능기

를 분석하였다. 분석 후 대기중 노출시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와의 

Figure 3. The schematic diagram of UHV in-situ system. 

양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SO2에 대한 흡착성능 시험시 건조시

간과 동일하게 100 ℃에서 120 min 및 500 ℃에서 120 min간 건조시

킨 후 산소관능기와의 양적인 변화를 광전자 분광기(XPS)로 분석하

였다.

  2.4.3. 첨착 ACF의 SO2 흡착특성 분석

  나노입자와 금속염을 첨착한 첨착 ACF의 SO2 흡착성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시료들을 진공포장에서 꺼내어 100 ℃에서 120 min간 건조

시켰고 일부시료는 PVP의 존재유무에 따른 흡착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500 ℃에서 120 min간 건조시켰다. 이렇게 건조시킨 시료를 흡

착시험컵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지름이 6.6 cm의 원형으로 절단시킨 

후 시료 5매를 흡착시험컵에 고정시켜 Figure 4의 SO2 흡착성능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유량 5 L/min, SO2 유입농도 1000 ppm ± 10 

ppm, SO2 파과농도 10 ppm의 시험조건으로 시험하였다. 유입농도와 

유출농도의 분석기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실시간 측정 및 분석하

는 장비(Instrument type 1309, Innova airtech Ltd, NETHERLAND)로 

Beer-Lambert 법칙을 응용한 원자흡광도와 농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ppm 또는 ppb 수준의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을 측정하는 분석장

비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첨착 ACF의 기공특성 분석결과

  농도 및 건조온도를 달리하여 제조된 각 시료들에 대한 비표면적과 

미세기공부피, 총 기공부피 및 평균 기공직경등을 N2 기체 흡착에 의

한 BET방법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 2에 나타내었

다. 나노입자와 금속염의 농도와 건조온도를 달리하여 여러 조건에 

따라 제조된 시료들의 BET분석 결과 나노입자와 금속염의 첨착으로 

인해 비표면적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표면적은 크게 줄

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첨착으로 인해 미세기공 부피는 크게 줄어들

었는데 무첨착 ACF는 0.529 cm3/g로 총 기공부피 대비 95.5%이었으

나 Pd 나노입자를 첨착한 ACF의 미세기공 부피는 0.182∼0.239 cm3/ 

g로 총 기공부피 대비 33.3∼43.7%를 나타냈으며, Au 나노입자를 첨

착한 ACF의 미세기공 부피도 0.181∼0.228 cm3/g로 총 기공부피 대비 

30.5∼40.8%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나노입자 중의 작은 입자

와 사용된 용매가 초기 ACF의 미세기공에 침투하여 미세기공들이 막

힘에 따라 미세 기공부피를 현저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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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ACF Impregnated with Pd Nanoparticle and Pd Salt

Sample

BET specific

surface area

(m
2
/g)

Micropore

area

(m
2
/g) 

External

surface area

(m
2
/g)

Total pore 

volume

(cm
3
/g)

Micropore  

volume

(cm
3
/g)

Micropore  

volume

fraction

 (%)

Average pore 

diameter

(nm)

Non-ACF 1204.2 1198.8 5.4 0.554  0.529 95.5 1.81

Pd Salt (100 ppm) Pd
2+ 

(100 ℃) 1134.9 454.0 680.9 0.558 0.186 33.3 1.97

Pd nanoparticle (100 ppm)
Pd nanoparticle (100 ℃) 1110.8 499.6 611.2 0.543 0.219 40.3 1.95

Pd nanoparticle (500 ℃) 1196.8 420.1 776.7 0.599 0.182 30.4 2.00

Pd Salt (1,000 ppm) Pd
2+ 

(100 ℃) 1124.1 539.5 584.6 0.547 0.239 43.7 1.95

Pd nanoparticle

(1,000 ppm)

Pd nanoparticle (100 ℃) 1059.4 454.6 604.8 0.499 0.202 40.5 1.89

Pd nanoparticle (500 ℃) 1099.6 446.2 753.4 0.606 0.202 33.3 1.99

Table 2.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ACF Impregnated with Au Nanoparticle and Au Salt

Sample

BET specific

surface area

(m
2
/g)

Micropore

area

(m
2
/g) 

External

surface area

(m
2
/g)

Total pore 

volume

(cm
3
/g)

 Micropore  

volume

(cm
3
/g)

Micropore  

volume

fraction

 (%)

Average pore 

diameter

(nm)

Non-ACF 1204.2 1198.8 5.4 0.554 0.529 95.5 1.81

Au Salt (100 ppm) Au
2+ 

(100 ℃) 1162.4 518.4 644.0 0.561 0.228    40.6 1.93

Au nanoparticle (100 ppm)
Au nanoparticle (100 ℃) 1124.5 490.9 633.6 0.547 0.218    .39.8 1.95

Au nanoparticle (500 ℃) 1186.5 424.6 761.9 0.603 0.184    30.5 1.98

Au Salt (1,000 ppm) Au
2+ 

(100 ℃) 1145.4 438.8 706.6 0.586 0.191    32.6 1.95

Au nanoparticle (1,000 ppm)
Au nanoparticle (100 ℃) 1050.7 474.8 575.9 0.512 0.209    40.8 1.95

Au nanoparticle (500 ℃) 1133.4 430.8 702.6 0.559 0.187    33.4 1.98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for SO2 adsorption perfor- 

mance.

이로 인하여 나노입자와 금속염을 첨착한 대부분 시료들의 비표면적

과 전체 기공부피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나노입자의 경우 농도가 높은 1000 ppm으로 첨착시킨 ACF들

의 비표면적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나노입자 중의 비교적 작은 1 

∼2 nm 크기의 나노입자가 기공을 더 많이 막음으로 감소되었다고 판

단되며 이는 활성탄을 담체로 구리도금에 의한 NO제거 실험과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17]. 동일한 나노입자에서는 건조온도가 높은 

시료의 경우 비표면적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높은 온도로 건조시 미

세기공 속에 있는 PVP 등의 용매가 더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이라 사

료된다. Figure 5는 농도 및 건조온도를 달리하여 첨착한 각 시료들에 

대한 흡착등온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무첨착 시료와 첨착한 시료 모두 

초기 낮은 상대압에서 흡착량이 급속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상대

압을 계속 올려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평형상태에 도달함이 관찰

되었으며 특히 Pd, Au 나노입자의 농도를 100 ppm으로 하여 100 ℃

로 건조한 ACF의 흡착등온선이 무첨착 ACF의 흡착등온선과 가장 유

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B.D.D.T 분류법(Brunauer-Deming- 

Deming-Teller)[18]에 따라 분류할 때 나노입자와 금속염을 첨착한 활

성탄소섬유의 흡착등온곡선들은 Type-I의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Park과 Kim의 실험[19]과 유사하였다. 이와같이 Type-I의 형태를 이

루는 기공에서는 흡착제의 벽과 흡착질 분자와의 인력으로 이 계에서

의 흡착열은 강화되며 흡착열의 강화로 한번 흡착된 분자는 탈착되기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흡착되는 분자에 비해 탈착되는 분자의 비가 

더욱 작아지게 되어 흡착제의 흡착력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흡착등온

선은 원점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Type-I의 흡착곡선을 나타내었다

[20].

  3.2. 첨착 ACF의 미세구조 분석결과

  Pd, Au 나노입자를 TEM (2000EXⅡ, JAPAN)으로 분석한 결과 

Figure 6과 같이 Pd, Au 나노입자는 평균 10 nm의 입자크기로 안정하

게 분산되어 있었으며 Pd, Au 나노입자를 첨착한 표면에서의 미세구

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FE-SEM (JSM-6340F, JEOL Ltd. JAPAN)을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초기 ACF의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던 Pd, Au 나노입자들이 고르게 첨착되어 있는 것이 관찰

되었으나 금속염을 첨착한 ACF의 표면에는 초기 ACF 표면과 비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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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dsortion isotherms of N2 at 77K on the impregnated ACF.

금속염들은 뚜렷히 관찰되지 않았다.

  3.3. 첨착 ACF의 시간에 따른 표면특성 분석 결과

  나노입자 및 금속염이 첨착된 활성탄소섬유의 대기중 노출시 시간

에 따른 산소관능기인 O1S의 binding energy 범위에서 실험조건에 따

른 최대 intensity와 산소관능기의 양적인 표면특성 변화를 Figures 8

∼10에 나타내었다.

  Figure 8은 Pd 나노입자와 Pd 금속염의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 변

화를 비교한 것으로 Pd 나노입자인 경우는 100 ℃에서 10 min 건조한 

intensity (1834 eV)와 100 ℃에서 120 min 건조한 최대 intensity (1874 

eV)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Pd 금속염인 경우에는 O1S의  intensity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1585 eV에서 2797 eV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로 판단하여 볼 때 Pd 나노입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기중

에서의 산소관능기의 양적인 변화는 크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안정적

이지만  Pd 금속염인 경우는 처음에는 산소관능기의 양이 적다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소관능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시간이 경

과하면서 산화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진다고 판단된다.

  Figure 9는 Pd 나노입자를 100 ℃에서 10 min과 120 min, 500 ℃에

서 10 min과 120 min 건조 후 산소관능기 변화를 비교한 XPS spectra

로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00 ℃에서 10 min과 120 min간 건조

한 경우는 O1S의 intensity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500 ℃에서 10 min

과 120 min으로 건조한 경우는 O1S의 intensity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1875 eV에서 3785 eV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하여 

볼 때 500 ℃로 건조시에는 Pd 나노입자 제조시 분산제로 사용된 PVP

가 대부분 손실되면서 나노입자의 특성이 감소되어 O1S의 intensity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Figure 10은 100 ℃에서 10 min과 

Figure 6. TEM images of nanoparticles (a) Pd (b) Au.

Figure 7. FE-SEM images of the Non-ACF and the impregnated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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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2 Adsorption Test Result (Breakthrough Time)

Catalyst(Pd)
Breakthrough

Time(sec)
      Catalyst(Au)

Breakthrough

Time (sec)

Non-ACF 326 sec Non-ACF  326 sec

Pd Salt (100 ppm) Pd
2+ 

(100 ℃) 409 sec Au Salt (100 ppm) Au
2+ 

(100 ℃) 337 sec

Pd nanoparticle (100 ppm)
Pd nanoparticle (100 ℃) 880 sec

Au nanoparticle (100 ppm)
Au nanoparticle (100 ℃) 408 sec

Pd nanoparticle (500 ℃) 487 sec Au nanoparticle  (500 ℃) 343 sec

Pd Salt (1,000 ppm) Pd
2+

(100℃) 375 sec Au Salt (1,000 ppm) Au
2+ 

(100 ℃) 338 sec

Pd nanoparticle (1,000 ppm)
Pd nanoparticle (100℃) 447 sec

Au nanoparticle (1,000 ppm)
Au nanoparticle (100 ℃) 410 sec

Pd nanoparticle (500℃) 381 sec Au nanoparticle (500 ℃) 363 sec

Figure 8. Pd nanoparticle (100 ℃, nanopd1 (10min), nanopd2 (120 

min)) and Pd salt (100 ℃, pdsalt1 (10 min), pdsalt2 (120 min)) in O1S 

XPS spectra.

120 min으로 열처리한 Au 나노입자와 Au 금속염의 XPS spectra로서 

Au 나노입자인 경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O1S의 intensity가 2295 

eV에서 2478 eV로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Au 금속염의 경우에는 10 

min간 건조시부터 O1S의 intensity가 3508 eV로 컸던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Pd 금속염과는 달리 Au 금속염의 경우는 대기중에서 산소와

의 반응이 즉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첨착 ACF의 SO2 흡착특성 분석결과

  Pd/Au 나노입자 및 금속염 첨착(100 ppm, 1000 ppm) ACF 시료들

에 대한 SO2 파과시간(breakthrough time)를 Table 3에 비교하였으며 

동일한 나노입자와 금속염에 대한 농도별(100 ppm, 1000 ppm) SO2 

파과곡선(breakthrough curve)을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첨

착한 나노입자의 농도가 높을수록 비표면적 등의 감소로 SO2의 성능

이 낮게 나왔으며 건조온도가 높을수록 나노입자 제조시 사용하였던 

PVP의 손실로 SO2의 흡착성능이 낮게 나왔다.  또한 나노입자와 급속

염을 첨착한 ACF의 SO2 흡착성능 분석결과 나노입자를 첨착한 시료

가 금속염을 첨착한 시료보다 대체로 성능이 향상된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무첨착 ACF의 파과시간인 326 s와 비교할 때 337 s에서 487 s

로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100 ppm의 Pd 나노입자를 첨착한 ACF는 

파과시간이 880 s로 SO2에 대하여 매우 우수한 흡착성능을 나타내었

다. 이는 나노입자 및 금속염 등의 첨착으로 비표면적 및 미세기공이 

감소되어 Au 나노입자, Pd/Au염을 첨착한 것과 1000 ppm의 Pd 나노

입자를 첨착한 시료들의 흡착성능은 감소되었으나 100 ppm의 Pd 나

노입자를 첨착한 시료는 Pd 나노입자가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의 양

Figure 9. Pd nanoparticle (100 ℃, nanopd1 (10 min), nanopd2 (120 

min)) and Pd nanoparticle (500 ℃, nanopd51 (10 min), nanopd52 (120 

min)) in O1S XPS spectra.

Figure 10. Pd nanoparticle (100 ℃, nanoAu1 (10 min), nanoAu2 (120 

min)) and Au salt (100 ℃, Ausalt1 (10 min), Ausalt2 (120 min)) in 

O1S XPS spectra.

적인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SO2에 대한 흡착반응에 크게 기여하여 물

리적 흡착뿐만이 아니라 화학적 흡착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대기중 노출시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의 양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Pd 나노입자 첨착과 건

조시 적정한 온도로 건조함에 따라 분산제로 사용된 PVP가 흡착반응

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Mochida[10]

와 Kisamori[12]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산소관능기는 SO2에 대한 흡

착을 저해하는 요인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과 잘 부합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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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O2 adsorption test result (breakthrough curve).

물리적 흡착만 하는 ACF에 산소관능기의 양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적정한 농도의 Pd 나노입자를 첨착시킴으로써 촉매작용을 하여[21] 

ACF의 SO2 흡착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SO2에 대한 흡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비표면적을 발

휘하는 PAN계 ACF에 나노입자와 금속염을 첨착하여 여러 종류의 첨

착 ACF를 제조하였으며 이렇게 제조된 첨착 ACF에 대하여 비표면적

등의 기공특성, 미세구조 및 시간에 대한 대기중의 산소관능기 변화

와 SO2에 대한 흡착특성을 고찰하였다. 나노입자 및 금속염의 첨착으

로 인해 미세기공 부피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무첨착 ACF의 미세기공

은 0.529 cm3/g로 총 기공부피 대비 95.5%이었으나 Pd 나노입자를 첨

착한 ACF의 미세기공 부피는 총 기공부피 대비 33.3∼43.7%를 나타

냈으며,  Au 나노입자을 첨착한 ACF의 미세기공 부피도 총 기공부피 

대비 30.5∼40.8%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나노입자 중의 비교

적 작은 1∼2 nm 크기의 나노입자와 분산제 등의 용매가 초기 ACF의 

미세기공에 침투하여 미세기공들이 막힘에 따라 미세 기공부피를 현

저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기중 노출시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 변화가 흡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에 대한 대기중의 산소 관능기 변화를 XPS를 통하여 분석한 결

과 Pd 나노입자인 경우는 100 ℃에서 10 min 건조한 intensity (1834 

eV)와 100 ℃에서 120 min 건조한 최대 intensity (1874 eV)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Pd 금속염인 경우에는 O1S의  intensity가 시간의 경

과에 따라 1585 eV에서 2797 eV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500 ℃에서 

10 min, 120 min 건조한 Pd 나노입자인 경우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산제로 사용된 PVP가 대부분 손실되면서 나노입자의 특성이 감소

됨에 따라 O1S의 intensity가 1875 eV에서 3785 eV로 크게 증가되었

다. Au 나노입자의 XPS 분석결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O1S의 

intensity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Au 금속염인 경우에는 산소와의 반

응이 즉시 일어남에 따라 10 min간 건조시부터 O1S의 intensity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 대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노입자보다 금속

염의 산소관능기의 양적인 표면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첨

착 ACF에 대한 SO2 흡착성능 시험결과 대부분의 첨착 ACF는 무첨착 

ACF의 파과시간(326 s)과 비교할 때 크게 변함이 없었으나 100 ppm

의 Pd 나노입자를 첨착한 ACF는 파과시간이 880 s로 SO2 흡착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노입자 및 금속염 등의 첨착으로 

비표면적 및 미세기공이 감소되어 시료들의 대부분이 흡착성능은 감

소되었으나 100 ppm의 Pd 나노입자를 첨착한 시료는 대기중 노출시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의 양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적정한 농도의 

Pd 나노입자가 SO2에 대한 흡착반응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시간에 따른 산소관능기의 표면 변화와 

SO2 흡착성능은 연관성이 크며, PAN계 활성탄소섬유에 적정한 농도

의 Pd 나노입자 첨착은 촉매작용을 유도하여 SO2 흡착성능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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