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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treated pitch-based activated carbon fibers (ACFs) in hydrogen peroxide using electron

beam (E-beam) irradiation to improve nitrogen monoxide (NO) sensing ability as an electrode material of gas sensor.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ACFs treated by E-beam irradiation with 400 kGy increased from 885 m
2
/g (pristine)

to 1160 m
2
/g without any changes in structural property and functional group. The increase in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E-beam irradiated ACFs enhanced NO gas sensing properties such as response time and sensitivity.

When the ACFs irradiated with 400 kGy, response time was remarkably reduced from 360 s to 210 s and sensitivity

was increased by 4.5%, compared to the pristine ACFs. These results demonstrate convincingly that surface 

modification of ACFs using E-beam in hydrogen peroxide solution can enhance textural properties of ACFs and

NO gas sensing ability of gas sensor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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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 산업, 자동차 산업, 선박 산업 등의 화석연료 

산업의 발달로 화력 발전소, 자동차, 비행기 등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의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이러한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

물(nitrogen oxide, NOX)가스는 인간에게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며, 자외선, 미세먼지 등

과 반응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거나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가스로 알려져 있다
1,2)

. 연소 시 고온에

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95%는 일산화질소(nitric oxide, NO)이며 3~4%는 이

산화질소로(nitrogen dioxide, NO2)로 공기 중의 일산

화질소는 태양광의 자외선에 의하여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산화질소로 산화된다. 따라서, 질소산화물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NO가스의 배출을 조절하기 

위해서 NO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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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가스센서는 그 재료와 제조기술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 금속산화물 반도체

(metal oxide semiconductors, MOS) 센서는 제조하기 

쉽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높은 반응성, 긴 수명으

로 인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스센서로 

알려져 있다
4,5)

. 그러나 금속산화물 반도체로 제조된 

가스센서는 그 특성상 200~500℃의 높은 온도에서 

작동되는 제약을 갖기 때문에 실온에서의 사용이 제

한적이다. 그에 반하여, 활성탄소섬유는 상온에서 좋

은 가스 감응 분석감도를 보여 주고, 분산이 용이하

며, 미세공의 수가 많고 비표면적이 넓어 유해가스를 

흡착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미세공이 섬유표면에 존

재하여 가스 확산경로가 짧아 흡착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스센서 전극으로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

한편, 전자선(electron beam, E-beam)조사는 고분

자합성, 고분자 개질 및 식품 과학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물질의 표면에 생성되는 라디칼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교결합, 사슬절단, 산화 및 탄소 이중결합

의 형성 등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반응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다양한 탄소 재료의 표면 개질에 

전자선 조사를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10)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온에서 사용가능하고 NO

가스 감지능력이 향상된 가스센서를 제조하기 위하

여, 핏치계 활성탄소섬유를 과산화수소 용액에 담지

하고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가스센서 전극을 제조

하였다. 이때, 전자선 흡수선량을 달리하여 제조된 

활성탄소섬유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NO가스 

감응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및 전자선 조사

본 실험에서 사용된 활성탄소섬유는 오사카 가스 

사(A-10, Osaka Gas Co. Ltd, Japan)의 핏치계 활성탄

소섬유를 사용하였다. 활성탄소섬유 1 g을 과산화수

소(H2O2, 34.5%, Samchun chemical, Korea) 용액에 12 

h 담지한 후, 유리샬레에 올린 후 전자선 조사를 진행

하였다. 전자선가속기(1.14 MeV, 15.7 mA)를 이용하

여 상온, 공기 중에서 50 kGy/scan로 각각 100, 200, 

400 kGy의 전자선 흡수선량을 조사하였다. 전자선 조

사처리가 완료된 활성탄소섬유는 증류수로 수세하여 

100℃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샘플의 평가를 위하여 전

자선조사를 하지 않은 활성탄소섬유(pistine)은 A10, 

그리고 전자선 조사 처리된 활성탄소섬유 샘플은 각

각 A10-H100, A10-H200, A10-H400으로 명명하였다.

2.2 전자선 조사 처리된 활성탄소섬유 샘플의 특성분석

전자선 조사 처리에 따른 탄소재료의 결정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Raman Spectroscopy (LabRam high 

resolution, Horiba Jobin-Yvon, France)을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또한, 전자선 조사가 탄소섬유 표면의 관

능기에 미치는 영향을 X선 광전자 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MultiLab 2000 spec-

trometer, Thermo Electron Corp, England)를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전자선 조사 처리하여 제조된 샘플들

의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비표면적, 총 공극 부피, 미

세공의 부피, 중간기공의 부피 등 기공 특성의 변화

를 위하여 마이크로메리틱스사(Micromeritics Ins. Corp., 

USA)의 ASAP 2020 장비로 Brunauer-Emmett-Teller 

(BET)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NO가스감응특성 평가

전자선 조사 처리된 활성화 탄소섬유 샘플 (0.1 g)

을 자체 제작한 페인트 쉐이커로 분쇄하여 DMF 

(dimethylformamide, Aldrich, USA) 1 g에 분산시켰다. 

분산이 완료된 용액 0.01 g을 Pt 전극이 스퍼터링 된 

실리콘 웨이퍼에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로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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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man spectra of the untreated and E- beam 

irradiated ACFs

Table 1 The ratio of ID/IG of the untreated and E

-beam irradiated ACFs

Sample A10 A10-H100 A10-H200 A10-H400

ID/IG 0.91 0.91 0.92 0.92

다. 가스센서 전극은 실리콘웨이퍼(Si wafer)를 승온

속도 5 ℃/min으로 하여 공기 분위기, 900℃에서 두 

시간 유지하여 산화시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고 

그 위에 2 x 01
-3
 torr하에서 전력 35 mA. 450 V를 

가해 주었고 4 min 동안 스퍼터링하여 제조하였다. 

그 후 DMF를 증발시키기 위하여 50℃ 핫플레이트에 

10 분간 건조 하고, 은반죽(silver paste, Elcoat, CANS, 

USA)을 이용하여 은줄(siver wire, 99.99%, 0.1 mm, 

Nilaco)를 붙여주었다.

제조된 전극의 NO가스 감응특성은 1500 cm
3
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이루어진 반응기 내에서 측정하였

다. 이 반응기는 NO (1000 ppm) 와 질소(N2, 99.999%) 

가스가 투입되는 실린더와 연결되어있다. 반응기 내

에 투입되는 NO가스와 N2가스는 각각 50, 450 sccm

으로 흘려주어 반응기 내의 NO가스 농도를 100 ppm

으로 고정하였다. 이때 가스센서의 저항 변화는 전위

계 시스템(Keithley 6514)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가스센서의 저항변화율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11)

.






∆
× 









× (1)

여기에서, RN은 N2가스 만을 반응기에 주입할 때 

나타나는 저항 값이며 RNO 는 NO가스에 노출되었을 

때의 저항 값을 나타낸다.

또한, NO가스의 선택적 감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N2, C6H6, CO, CO2가스에 대한 저항변화율을 측정하

였다. 각각 100 ppm의 가스를 500 sccm으로 흘려주

었으며, 이때 저항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자선 조사에 따른 구조적 특성

전자선 조사가 활성탄소섬유의 구조 및 물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Raman spectroscopy를 이용

하여 전사선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구조적 결함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Raman spectroscopy로 분석한 결

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탄소 섬유는 

1350~1380 cm
-1
의 흡수 영역에서 D peak (disorder 

peak)를 나타내며 1580~1600 cm
-1
의 흡수 영역에서 

G peak (graphite peak)를 나타낸다. D peak는 탄소 

구조의 무정형 상태, 결함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G 

peak는 흑연 결정 구조에서 흑연결정의 구조를 나타

낸다
12,13)

. 1350~1380 cm
-1
와 1580~1600 cm

-1 
두 흡

수영역의 폭과 세기에 따라 탄소 섬유의 구조 결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Fig. 1에 Raman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D 

peak와 G peak가 각각 1335~1350 cm
-1
, 1600~1605 

cm
–1
의 흡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세기의 peak가 측정

되었다. 

D peak와 G peak의 세기 즉, ID 와 IG 비율(ID/IG)

로 탄소재료의 구조적 결함 정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14)

, 그 계산 결과를 Table 1에 표시하였다. 

그 값은 A10, A10-H100, A10-H200 및 A10-H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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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PS spectra of A10 and E-beam irradiated ACFs 

sample

Table 2 XPS surface elemental analysis parameters of E- 

beam irradiated ACFs

Sample
Elemental content (at%)

O/C (%)
C1s O1s

A10 84.28 15.72 18.65

A10-H100 84.88 15.12 17.81

A10-H200 85.43 14.57 17.05

A10-H400 85.58 14.42 16.85
Fig. 3 Nitrogen adsorption isotherms of untreated and 

E-beam irradiated ACFs

이 각각 0.91, 0.91, 0.92, 0.92로 나타났으며,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과산화수소 용액에서 전자선 조사가 활성탄소섬유의 

구조적 결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3.2 전자선 조사처리에 따른 표면 특성 

Fig. 2는 전자선 조사에 따른 활성탄소섬유의 표

면조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X선 광전자 분광기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또한, Table 2는 탄소

(carbon, C)와 산소(oxygen, O) 원소의 값을 정리하

였다.

상기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산화 수소용

액에서 전자선 처리되지 않은 A10의 경우 산소와 탄소 

원소의 비율이 18.65%인 반면 A10-H100, A10-H200, 

A10-H400의 경우 각각, 17.81, 17.05, 16.85% 로 오

히려 산소 관능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Im 등은 활성탄소섬유에 직접불소화를 통해 불소 관

능기를 도입하여 극성 분자 가스의 전자도약효과를 

향상 시켰으며
15)

, 탄소나노튜브에 열불소화를 통하

여 불소 관능기를 도입하여 탄소나노튜브로 제조한 

가스센서의 민감도를 향상 시켰다
16)

. 이처럼 탄소섬

유에서의 관능기 도입은 가스센서의 감응 특성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과산화수소 같은 

약산(weak acid)에 침지된 활성탄소섬유에 고에너지

를 갖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표면에서의 관능기는 

미미하지만 약간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스센서의 감응특성을 평가 시 관능

기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3 전자선 조사처리에 따른 기공구조 특성 

전자선 조사에 따른 활성탄소섬유의 비표면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77 K에서 N2 흡�탈착 분석

을 실시하였다. 전자선 흡수선량별로 각각 처리된 활

성탄소섬유의 질소 흡착등온곡선을 Fig. 3에 나타내

었다. Fig. 3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자선 처리

하지 않은 활성탄소섬유와 전자선 처리한 활성탄소

섬유의 질소 흡착량은 모두 상대압력(P/P0) 0.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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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K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pristine and E-beam 

irradiated sample

Table 3 Textural properties of untreated and E-beam 

irradiated ACFs

Sample
SBET

a)
 

(m
2
/g)

Vt
b)

(mL/g)

Vmicro
c)
 

(mL/g)

Vmeso
d)

 

(mL/g)

A10 885 0.382 0.352 0.030

A10-H100 979 0.435 0.394 0.041

A10-H200 1136 0.506 0.456 0.049

A10-H400 1164 0.524 0.467 0.057

a) BET specific surface area calculated from the linear part of 

the BET plot. 

b) The total pore volume was taken from the volume of nitrogen 

adsorbed at about P/P0=0.99.

c) The micropore volume was estimated by the t-plot. 

d) Vt - Vmicro

의 범위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0.1 P/P0 이상의 범위

에서는 약간 증가 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연맹(IUPAC)의 규정에 

따라 type Ⅰ의 기공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대부분 미

세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약간의 중간기공을 

가지고 있음을 뜻 한다
17,18)

. 또한, 질소 흡착량은 전

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이는 과산화수소 용액내의 활성탄소섬유가 전

자선 조사에 의해 기공구조가 발달하여 비표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공의 변화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HK법을 통하여 공극의 분

포도를 구하였고 이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

서 알 수 있듯이 A-10과 전자선 조사된 A10 샘플들

은 주로 0.8 nm이하의 미세공으로 이루어져있음을 

확인하였다. A10과 전자선 조사한 샘플들의 기공 특

성을 Ｔable 3에 정리하였다. A10-H100, A10-H200 

및 A10-H400은 비표면적이 각각 979, 1136, 1164 

m
2
/g으로 전자선 처리하지 않은 A10 샘플에 비해 각

각 약 10, 28, 32% 정도 증가하였다. 미세공의 부피 

또한 0.352 mL/g에서 각각 0.394, 0.456, 0.467 mL/g

으로 11, 30, 33%가 증가하였다. 중간기공 부피도 

A10에 비하여 각 0.011, 0.019, 0.027 mL/g으로 증가

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총기공부피의 증가를 가져왔

는데, 활성탄소섬유의 총기공부피의 증가는 대부분 

미세공의 부피 증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반

적으로, 수용액에 전자선 조사를 할 경우 e
-
aq,·OH, ·H, 

·HO2 및 HO3
+ 
등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 

이처럼 활성탄소섬유의 미세공의 발달은 과산화수소 

용액에 담지한 후 전자선 조사 처리를 통해 과산화

수소 용액내에 라디칼과 e
-
aq가 생성되고 이에 의하여 

활성탄소섬유의 기공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 

3.4 전자선 조사된 활성탄소섬유의 NO가스 감응 특성

본 실험에서 전자선 조사 처리된 활성탄소섬유를 

전극의 활물질로 사용하여 제조한 가스센서의 NO가

스 감응 특성을 100 ppm의 NO가스를 주입하며, 상

온에서 측정하였다. 반응기 내에 10분 동안 질소가스

를 주입하여 가스센서의 저항을 안정화하였고, 가스

센서의 저항이 안정화 된 후 NO가스를 주입하여 가

스센서의 저항변화율을 계산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기준은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 시설의 경우 250 ppm 이하이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250 ppm 보다 낮은 100 

ppm 농도의 NO가스를 주입하여 낮은 NO가스 농도

에서도 감지 가능한 고감도 가스센서로의 성능을 확

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탄소재료 기반 가스센서는 p-형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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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sistive response for NO gas of sensor based 

on ACFs treated by E-beam irradiation

Fig. 6 The effect of E-beam irradiation in H2O2 solution on 

NO gas sensing

Fig. 7 Sensitivity towards N2, C6H6 (100 ppm), CO (100 

ppm), CO2 (100 ppm) and NO (100 ppm) gas

체 특성을 나타내는데, 산화성 가스 흡착 시 탄소재료

는 산화되어 전자를 잃고 가전자대(valence band)의 

정공의 밀도가 증가하여, 전기저항이 감소한다
20,21)

. 

반대로 환원성 가스 흡착 시 탄소재료는 환원되어 

전자를 받아들이고 정공의 밀도가 감소하여, 전기 저

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활성화를 거

쳐 기공이 형성된 활성탄소섬유를 가스센서로 사용 

시, 저항변화는 표면 기공에 흡착된 가스가 전자도약

(electron hoping)의 효과를 일으키며, 이에 의해 전자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 전도도가 증가하여 전기저항

이 감소된다고 보고되었다
15,21)

. Fig. 5에서 알 수 있

듯이, A10 샘플의 경우 NO가스에 대한 저항변화율

이 약 3.5%를 나타내었다. A10-H200, A10-H400의 

경우 저항변화율은 약 4.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성탄소섬유의 관능기에 대한 영향 보다는 그 비표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양의 NO가스가 

흡착이 되어 전기도약효과에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NO가스에 대한 감지 반응 속도는 A10

의 경우 최대 3.5%의 저항변화율을 감지하기까지 약 

360 s의 시간이 걸렸으나, A10-H200, A10-H400의 경우 

약 4.5% 이상의 저항변화율을 감지하기까지 약 210 

s의 시간이 걸렸다. 이는 Fig. 6에 나타내었듯이 과산

화수소 용액에 담지하여 전자선 조사 처리 시 관능

기의 발달보다는 미세공의 발달로 인하여 그 비표면

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미세공

은 섬유 표면에 존재하여 가스의 확산경로를 짧게 

하여 흡착속도를 빠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 즉, 

활성탄소섬유의 표면에 미세공이 발달됨에 따라 저

항값은 더 증가 되고 NO가스에 노출되었을 시, 발달

된 미세공에 NO가스가 빠르게 흡착되어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미세공의 수가 많을수록 활성탄

소섬유의 저항 변화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면에 미세공의 수가 많아질 경우 NO가스 노출 초기

에 많은 양의 NO가스가 빠르게 흡착하여 저항을 감

소시킴으로 가스 감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NO가스 감응 결과로부터 상온에서 NO가스를 흡착

하여 높은 작동 온도에서 사용가능 하던 금속산화물 

가스센서의 문제해결과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미세

공의 수를 증가시켜 민감도와 감지속도를 향상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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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선 처리한 활성탄소섬유로 제조된 가스

센서 전극의 NO가스에 대한 선택성을 확인하였다. 

NO가스센서의 저항변화율이 4.5%로 가장 높은 A10- 

H400의 샘플로 제조된 가스센서에 대하여 N2, C6H6, 

CO, CO2 가스 감지능을 평가한 결과, NO 가스에 대

한 민감도가 다른 가스의 민감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과

산화수소 용액으로 처리된 활성탄소섬유가 NO 가스

를 선택적으로 감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소섬유에 전자선 조사를 실

시하여, 그에 따른 기공특성 변화와 NO가스 감응 특

성을 고찰하였다. 활성탄소섬유를 과산화수소 용액

에 담지하고 전자선을 조사할 시, 관능기의 발달보다

는 미세공의 발달로 인하여 비표면적이 증가한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전자선 조사된 활성탄소섬유 기

반 가스센서의 NO가스 감응특성은 미세공의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NO가스 노출 초기에 많은 양의 NO

가스가 빠르게 흡착하여 전기도약효과로 저항을 낮

추고 이로 인하여 감지 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이

며, 비표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초기에 더 빠르게 흡

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감도 또한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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