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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중 톨루엔 가스의 흡착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소화 반응을 
이용하여 활성탄소를 처리하였다. 이 활성탄소의 기공특성과 표면특성 평가를 위하여 비표면적 측정기와 X선광전자
분광법(XP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톨루엔 가스 흡착능과 제거효율을 고찰하였다. 
100 ppm의 톨루엔 가스가 300 cm3/min으로 주입될 때, 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의 파과시간이 미처리 활성탄소에 비하
여 약 27% 증가하였다. 0.1 g의 불소처리 활성탄소 흡착재는 19 h의 흡착시간 동안 100 ppm 농도의 톨루엔 가스를 
모두 제거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톨루엔과 같은 발암성 물질을 제거하는 처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Abstract
Activated carbons (ACs) were treated by fluorination to improve the adsorption property of toluene gas among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The pore characteristics and surface properties of these activated carbons were evaluated by BET and 
XPS and the adsorption property and removal efficiency of toluene gas was investigated by gas chromatography. The break-
through time of fluorinated ACs was increased about 27% compared to that of untreated ACs when the toluene gas of 100 
ppm was flowed at a flow rate of 300 cm3/min. Fluorinated AC of 0.1 g adsorbent totally adsorbed toluene gas in 100 ppm 
to 100 % during the adsorption time in 19 h.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treatment technology or removal of carcinogenic 
materials such as tolu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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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s)은 탄화수소

화합물의 총칭으로,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 반응을 일

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O3), 알데히드(RCHO) 등과 같은 광화학산

화물을 생성하는 물질을 지칭한다[1,2]. 이때 발생하는 광화학 산화물

은 스모그 발생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3], 사회적 문

제로 야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파괴 등의 원인이 된다. 

VOCs는 배출량이 매년 1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4], 저농도

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처리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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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VOCs를 처리하기 위해 흡착법, 흡수법, 축열식 촉

매산화법(Regenerative Catalytic Oxidation : RCO), 축열식 열산화법

(Regenerative Thermal Oxidation : RTO)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6]. RTO 방식은 고농도의 VOCs 처리에 경

제적이며 처리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초기 설비비용이 높고 고

온 유지가 필요하여 운전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6]. 그리고 RCO 

방식은 다른 공정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이지만, 고농도의 VOCs 제거

에는 적합하지 못하고, 촉매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6,7]. 일반적으로 저농도 VOCs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흡착

법이 가장 높은 처리효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흡착재로는 활성탄소(activated carbon, AC)가 있다

[1,8]. 활성탄소는 비표면적이 넓고(1000~1500 m2/g) 복잡한 기공형

태를 가지고 있어 뛰어난 흡착성능을 갖지만, 파과점(breakthrough 

point)이 짧기 때문에 흡착재를 자주 교환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 또한 활성탄소 교체주기를 지나칠 경우에는 VOCs가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위험이 따른다[1]. 이와 같은 활성탄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면처리 및 첨착 활성탄소 제조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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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itrogen isotherms of untreated and fluorinated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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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ET and total pore volume of ACs.

고 있으며[9-13], 그중에서도 불소화(fluorination) 처리법은 상온에서 

반응할 수 있고[14], 재료의 기공 부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15-17].

여러 가지 VOCs 중, 톨루엔 가스는 높은 발암성을 가지며 주로 페

인트, 고무, 염료 등의 기초 원료 등 다양한 발생원에서 대량으로 생

성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18,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톨루엔 가스

를 피흡착물질로 선정하였고, 페놀계 활성탄소의 표면처리 시 불소가

스 주입함량에 따른 톨루엔 가스의 흡착 및 제거 특성을 고찰하였으

며, 표면 불소화 반응에 따른 페놀계 활성탄소의 기공특성과 표면특

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는 페놀계 다공성 활성탄소(MSP-20, Kansai Coke and 

Chemicals Co., Ltd., Japan)를 톨루엔 가스 흡착재로 사용하였다. 페놀

계 활성탄소의 불소화 반응은 불소가스(99.8%, Messer Griesheim 

GmbH)와 질소가스(99.999%)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2.2. 페놀계 활성탄소의 불소화 반응

페놀계 활성탄소 표면에 불소를 도입하기 위하여 불소화를 실시하

였으며, 이 불소화 반응은 배치식 반응기 내에서 수행되었다. 반응기 

내부를 질소가스로 2회 배기하여 안정화하였으며, 페놀계 활성탄소의 

불소화 반응 조건은 온도와 반응시간을 각각 25 ℃, 10 min으로 고정

하였다. 불소화 반응 시 F2의 주입 압력(0.1, 0.2, 0.3 bar)을 각각 다르

게 설정하여 수행하였으며, 상세한 불소화 방법은 본 저자의 이전 논

문에 기술하였다[20].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를 R-AC, 나머지 샘플

은 불소가스와 질소가스의 비에 따라 19-AC, 28-AC, 37-AC로 명명하

였다(F2 : N2 = 1 : 9, 2 : 8, 3 : 7).

2.3. 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의 물성 분석

불소화 표면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의 기공특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ASAP 2020 (Micromeritics Ins. Corp., US)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표면적은 Brunauer-Emmett-Teller (BET) 방법을 통하

여 계산하였으며, 기공분포도는 밀도함수이론(density-functional theo-

ry; DFT)으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한편 불소화 처리 전과 후의 페놀

계 활성탄소 표면 결합구조 및 화학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광전

자 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4. 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의 톨루엔 가스 흡착 및 파과 실험

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의 톨루엔 가스 흡착 특성분석을 실

시하였다. 장치의 구성은 톨루엔 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주입장치, 흡

착재가 투입된 반응장치와 톨루엔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

정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톨루엔 가스 흡착 반응기는 내경 10 mm, 외

경 11 mm, 높이 200 mm의 석영관을 사용하였으며, 0.01 g의 페놀계 

활성탄소를 투입하여 흡착실험을 진행하였다. 반응기에 주입된 피흡

착가스는 100 ppm의 톨루엔 가스가 포함된 공기를 사용하였고, 질량 

유속 조절기(mass flow controller, Worldenersys, Korea)를 사용하여 

톨루엔 가스를 300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s; 

cm3/min)의 일정한 유속으로 주입하였다. 그리고 배출되는 톨루엔 가

스 농도를 GC 분석장치(gas chromatography, Aglient, HP 6890, FID)

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파과시간 및 파과곡선을 

산출하였다. 또한 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의 투입함량에 따른 

톨루엔 흡착능력을 비교하였으며, 샘플명은 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

성탄소의 투입량(0.01, 0.04, 0.08, 0.1g)에 따라 28-AC-0.01, 28-AC- 

0.04, 28-AC-0.08, 28-AC-0.1로 명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의 기공특성 및 화학적 조성 변화 

흡착재의 비표면적과 기공분포 및 크기는 톨루엔 가스의 흡착거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미

처리 및 다양한 불소 분압 조건으로 제조된 페놀계 활성탄소의 질소 

흡착등온선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흡착등온선은 IUPAC의 기공유

형 분류에 따라 type Ⅰ~Ⅵ으로 정의되는데[21], Figur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샘플의 질소 흡착량은 상대압이 0.1 이하 범위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그 이상 범위에서는 서서히 증가하는 흡착등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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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chanisms of the surface reactions of the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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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ore-size distribution of untreated and fluorinated ACs as 
calculated by DFT.

Figure 5. Elemental Composition of the ACs Determined by XPS.

나타내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세기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

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흡착등온선의 형태이다[21]. Figure 2에서는 

R-AC, 19-AC, 28-AC 및 37-AC의 비표면적과 총 기공부피 변화를 고

찰하였다.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의 경우 1877 m2/g의 비표면적을 

나타내었으며 불소화 처리 후에 비표면적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는데, 이는 본 저자의 이전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20]. 불소 분압이 0.2 bar로 주입되었을 때 비표면적이 최대 2342 

m2/g까지 증가하였으나, 불소 분압을 0.3 bar로 주입한 경우에는 비표

면적이 2278 m2/g으로 약간 감소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불소화 처

리된 모든 샘플의 총 기공부피 변화도 비표면적과 같은 경향을 나타

내었다. 28-AC와 비교하여 37-AC의 비표면적과 총 기공부피가 감소

한 이유는 불소화 처리 동안 과불소화가 진행되어 오히려 기공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불소화 반

응 메커니즘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불소화가 진행될 때, 탄소재료 

표면에서 수소와 불소의 치환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소재료 표면에 불

소 관능기가 도입되거나, 혹은 식각효과로 인하여 결정면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진행된다[20]. 그러나 페놀계 활성탄소를 이용하여 불

소화 반응을 할 경우,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와 비교하여 비표면적 

및 총 기공부피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선행연

구에서 기술하였듯이 활성탄소의 미세결정구조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20]. 본 연구에서는 불소화 

처리 후 페놀계 활성탄소의 비표면적 및 기공부피가 증가하였기에 톨

루엔 가스를 흡착할 수 있는 활성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샘플의 기공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Figure 4에 도시하였다. 미처리 및 불소

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 모두 기공이 많이 발달한 구조를 나타내

었으며, 그중에서도 28-AC가 가장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피흡착물질로 설정한 톨루엔 가스의 동적 분

자 크기(dynamic molecular size)는 0.575 nm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22], 흡착반응에서 최적의 기공 크기는 탄소표면과 흡착 가스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동적 분자 크기보다 1.5~2배 커야 한다[23]. 본 실험

에서는 28-AC가 넓은 기공분포도를 가지고 있으며, 톨루엔 가스 흡착

이 가능한 범위의 기공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기에 톨루엔 가스 흡

착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미처리 및 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 표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P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20]. Figure 5와 같이 페놀계 활성탄소는 불소 주입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C-F 반공유결합(Semi-covalent) 혹은 C-F 공유결합을 형성하

므로 C1s 함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24-27]. 반면에 

F1s의 함량은 주입된 불소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최대 

1.07%까지 재료표면에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탄소재

료의 불소화는 Figure 3의 불소화 메커니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

럼 라디칼 반응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라디칼

반응에서 불소가스의 부분압이 충분하여야 개시반응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성장, 종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 활성탄소의 불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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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reakthrough curve of toluene for the various ACs. 

Sample
Breakthrough point Saturation point

Time (hr) Efficiency (%) Time (hr) Efficiency (%)

R-AC 8 86.4 23 3.1

19-AC 8.5 87.8 23 11.8

28-AC 10 83.7 23.5 10.3

37-AC 1.5 88.1 16 1.8

Table 1. Comparison of the Breakthrough Point and Saturation Point 
for the ACs

반응에서는 불소가스 부분압이 2 : 8에서 불소라디칼의 개시 반응 후 

급속한 성장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불소가 도입

된 탄소재료 표면은 불소 원소의 높은 전기음성도(4.0) 때문에 극성을 

띄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28]. 주입된 불소가스의 부분압이 증가하면 

표면에 불소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반응성이 큰 불소화 반응으로 인

하여 식각반응이 동시에 진행되어 탄소의 구조가 붕괴되어 상대적으

로 탄소함량이 줄어들고 산소함량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표면의 

작은 양의 불소관능기 도입으로도 비표면적과 기공특성의 변화를 야

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불소화 표면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의 톨루엔 가스 제거능 평가

일반적으로 파과곡선은 일반적으로 장치 내의 유체역학적 특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3], 흡착 실험 시 반응기의 용량과, 길이, 가스 유

입속도, 농도 등을 고정하여 흡착거동을 확인하였다. 흡착반응은 25℃

에서 0.01g의 흡착재를 투입하여 수행하였으며, 흡착물질인 톨루엔 

가스의 농도와 주입유량은 각각 100 ppm 및 300 sccm으로 설정하였

다. 위 조건에서 실험한 톨루엔 가스 제거 특성 결과를 Figure 6 및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6의 x축은 시간, y축은 초기 유입농도에 

대한 유출농도의 비(C/C0)로 나타내었으며, 파과점은 C/C0 = 0.1일 때

의 시간으로 간주하였다[29]. 불소화 처리를 하지 않은 페놀계 활성탄

소는 톨루엔 가스가 공급되고 7 h 동안 100%의 제거율을 유지하였으

나, 8 h 경과 후 86.4%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고 흡착재의 성능이 점

차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톨루엔 가스의 주입시간이 23 h 경과

하였을 때 3.1%의 매우 낮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 흡착이 일어나지 않는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불소

가스를 0.1 bar로 주입한 페놀계 활성탄소(19-AC)는 톨루엔 제거효율

과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시간 모두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와 유사한 

그래프를 나타내었으나,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와 비교하여 파과곡

선이 다소 완만해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불소가스를 0.2 bar 주입

하여 처리한 페놀계 활성탄소(28-AC)는 톨루엔 가스 주입 후 9.5 h까

지 100%의 제거율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흡착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

였다. 이 후 톨루엔 가스 제거효율이 차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톨루엔 가스 주입시간이 24 h일 때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

(19-AC, 28-AC)는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와 비교하여 파과점에 도

달하는 시간이 약 0.5~2 h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불소화 처리 

후 비표면적과 기공특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

단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흡착반응에서는 흡착재의 비표면적이 넓

을수록, 기공 부피가 클수록 더 많은 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30], 본 연구에서도 불소화의 영향으로 흡착재의 비표면적과 

기공부피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톨루엔 가스를 흡착할 수 있는 

활성점이 많아져 파과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3]. 그러나 불소

가스를 0.3 bar 주입한 37-AC는 1.5 h일 때 88.1%의 제거효율을 나타

내었으며,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와 비교하여 파과시간이 앞당겨지

는 현상을 나타냈다. 37-AC는 비표면적이 2278 m2/g으로 증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 결과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론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 또한 불소화

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두 가지 경우(표면극성, 기공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흡착재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표면관능기와 표면화학적 

특성으로 설명 할 수 있는데, 37-AC는 불소 비율이 가장 높게 주입되

었으며 그 결과 활성탄소 표면에 가장 많은 불소 관능기가 도입되었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불소 관능기 때문에 활성탄소 표면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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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a) Effect of adsorbent dosage on toluene gas adsorption in 
ACs treated at fluorination F2 : N2 = 2 : 8 (28-AC). (b) Breakthrough 
time and equilibrium adsorption time according to amount of 
adsorbent.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비극성이 감소하게 되었고, 비극성 물질인 

톨루엔의 흡착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31,32]. 즉, 흡착공정에서

는 표면특성도 중요하지만 흡착할 수 있는 미세기공이 많을수록 흡착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활성탄소에 불소

화 처리 후에 기공특성이 향상되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렇게 향상

된 기공특성이 톨루엔 흡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불소 관능기

가 도입되어 표면이 극성으로 변하지만 미세기공이 많아지게 되어 흡

착 효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또한 표면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공부피와 같은 구조적 특성도 

흡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톨루엔의 동적 

분자 크기는 0.575 nm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22], 흡착반응에 최적의 

기공 크기는 동적 분자크기보다 1.5배 이상 커야 한다[23]. Figure 4의 

기공분포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AC 및 28-AC의 경우에는 미처

리 페놀계 활성탄소와 비교하여 0.7~0.8 nm 부근의 기공크기를 갖는 

기공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37-AC 경우는 과불소화로 인하여 기공구조

가 무너져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보다 0.7~0.8 nm 부근의 크기를 갖

는 기공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흡착효율이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본 실험조건 중에서는 불소 분압을 2 : 8로 조절한 경우(28-AC)가 

비표면적이 증가되며 동시에 활성탄소 표면에 도입되는 불소 관능기가 

톨루엔 흡착을 방해하지 않는 최적의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조건 중 톨루엔 제거효율이 가장 우수한 28-AC를 흡착재로 

고정하였으며, 위와 동일 조건에서 흡착재 투입량을 변수로 하여 실

험하였다. 투입량은 0.01, 0.04, 0.08, 0.1 g으로 설정하였으며, 흡착재 

양에 따른 톨루엔 흡착 결과를 Figure 7 (a)와 (b)에 나타내었다. 흡착

재 투입량을 0.1 g으로 설정하였을 때 파과시간이 최대 19.5 h까지 늘

어났으며 최종적으로 흡착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120 h이 소

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첨가된 흡착재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파과시간 및 흡착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일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흡착재 양이 증가함에도 압력손실이 발생

하지 않고, 가스흐름에 저항의 영향을 받지 않아 원활한 흡착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페놀계 활성탄소의 톨루엔 흡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소화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불소화 처리 조건에 따른 활성탄소의 톨루엔 

제거능을 평가하였다. 100 ppm의 톨루엔 가스를 주입하였을 때, 불소

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는 미처리 페놀계 활성탄소와 비교하여 파

과시간이 최대 2 h까지 지연(27%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소화 처리 후 비표면적 증가로 톨루엔 가스가 흡착될 수 있는 활성

점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과도한 불소화 처리로 페

놀계 활성탄소 표면에 과량의 불소 관능기가 도입되면, 흡착재 표면

은 극성을 띄게 되며 비극성 물질인 톨루엔과 흡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불소화 반응으로 인하여 기공구조가 파괴되

고 톨루엔 가스 흡착효율이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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