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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제 4 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정책과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과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개발, 그리고 이를 보편화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 기존의 경제,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유해 가스 흡착 및 폐수 처리용으로 활성탄을 많이 사
용하고 있으나 흡착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표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에 걸맞는 활성탄의 개
발이 점차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 유기물 제거에 유리한 활성탄을 개발
하고자 C-O, C-O-C, C=O 및 O=C-O 등과 같은 친수성 작용기를 질산처리 방법을 통해 활성탄 표
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산을 활용하여 끓는점 및 다양한 농도 조건에서 활성탄
을 환류, 개질하였고, 이를 세척 후 고온에서 탄화시켜 활성탄의 표면을 개질하였다. 제조된 개질활성탄
은 활성탄의 비표면적, mesopore 및 micropore 의 함량을 알기 위하여 BET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4 
M 120 ℃에서 개질한 결과 가장 높은 792.22 m2g-1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조된 활성탄의 표면 및 
기공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SEM, XPS, EDX, BET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질산 처리 정도에 
따른 특성 변화에 대해 비교 고찰하였다.

주제어 : 활성탄, 질산처리, 표면개질, 친수성 특성 향상, 유기물 제거

  Abstract : In order to figure out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various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investigating more environmentally policies and technologies. In other words, 
activated carbon is widely used for the adsorption of different harmful gases and waste liquid 
treatment. However since the required surface properties are different in various industry, de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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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dsorption properties, the development of activated carbon demand in different ways. In this 
work, we have investigated and developed the activated carbon surface to improve the hydrophilic 
properties by nitric acid treatment through reforming of activated carbon.

Keywords : Activated carbon, Nitric acid treatment, Surface modification, Hydrophilicity 
improvement, Organic removal

1. 서 론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악취 및 유기화합물에 의한 오염
이 발생하여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
다[1]. 이러한 오염원들은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발암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보건 상 유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내에서 이동성이 강하여 악
취를 유발한다. 이러한 유해 가스를 처리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방법과 분리
하는 방법이 있다[2]. 이러한 여러 방법들 중 필
터를 이용하여 유해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분리하는 방법에는 현재까
지 막분리법, 흡수법 그리고 흡착법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룬다[3]. 또한, 가장 효과적이고 상용
화된 공정인 분리법을을 사용하는 필터에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소재는 활성탄이다.[4].
  넓은 의미에서 활성탄은 높은 다공성과 넓은 
입자 간 표면적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탄소 성분 
물질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활성탄은 다공성 탄소
질의 집합체로서 내부표면적이 넓고, 비극성이며, 
물리•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나 공기 정화 및 
용제 회수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5].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활성탄은 야자수, 코
코넛 등 다양한 재료로 제조되며 질소, 황 등 여
러 원소들을 흡착하는데 사용된다[6]. 그러나 활
성탄 자체로는 흡착능의 한계가 있어 활성탄의 
열 및 화학적 개질을 통하여 흡착 성능을 증가시
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활성탄의 표면 개질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활성탄 표면 
개질에는 주로 산 및 염기의 수용액을 사용하여 
흡착 성능을 개선한다[7]. 또한, 현재 활성탄의 
표면 개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이는 넓은 산업분야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8].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
체, 액체 상태의 친수성 유기화합물 제거가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질산을 이용해 친수성 작용기 
도입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산의 농도를 달리 하
여 활성탄의 표면 화학적 특성 및 구조적 특징 
변화와 표면적의 값 등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산소 작용기를 많이 함유하는 개질 활성탄
을 제조하고 비표면적과 표면 세공 형상, 흡착 
등온 특성 등을 분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고찰
하였다[9].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실험에서는 요오드가 1,400 mg-1 을 갖는 
12*40 mesh 크기의 야자계 분말 활성탄(㈜한독
카본)을 사용하였다. 활성탄 개질에는 질산 
(HNO3, SAMCHUN, 61%)을 이용하였고, 세척
과정에서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였으며 용
액의 pH 를 확인하기 위해 pH 및 전도도 측정기
(pH meter, CON500, Hanna Instruments)를 이
용하였다. 개질 활성탄의 탄화를 위해 고온열처리
전기로(회전식 Tube Furnace, Blue Science)를 
이용하였으며 이후에는 항온항습기에 보관하였다.

2.2. 실험 방법

  분말 활성탄의 표면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는 주로 용액 중에서 산을 이용한 화학반응을 이
용하는 것으로 개질하고자 하는 시료를 첨착 용
액에 함침 및 가열, 환류시킴으로써 첨착하게 된
다. 각각의 활성탄은 1 차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
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진공 오븐 80 ℃로 완
전히 건조시켰다. 또한, 활성탄 개질 과정에서 여
러 몰 수의 질산을 이용하여 산 개질을 진행하였
다. 활성탄을 둥근 플라스크에 2 g 넣고 질산을 
100 ml 넣어서 활성탄이 질산에 완전히 함침될 
수 있게 한다. 이후 둥근 플라스크를 실리콘 오
일이 담겨 있는 오일 배스에 넣고 환류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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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이후 120 ℃에서 5 시간 가열 및 환류를 
진행한다. 이후 환류가 끝나면 진공 펌프를 이용
하여 개질된 활성탄의 필터링을 진행하고 필터링 
이후 나온 용액의 pH 값이 7 이 되도록 증류수
로 세척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개질된 활성탄을 
진공 오븐 80 ℃에서 건조하고, 건조시킨 개질 
활성탄을 고온열처리전기로를 이용하여 750 ℃의 
고온에서 승온 속도 및 하강속도 10 ℃/min 으로 
2 시간 30 분간 탄화시켰다. 이후 탄화시킨 개질 
활성탄을 항온항습기에 보관하여 개질된 분말 활
성탄의 표면에 붙은 원소들을 확인하였다. 개질된 
활성탄의 물리적 데이터를 측정하기 이전에는 80 
℃ 진공오븐에서 30 분 이상 건조한 이후 데이터 
측정을 실시하였다. 

2.3. 분석방법

  활성탄 표면의 특성 성분을 알기 위하여 
EDAX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를 측정하였고, 개질된 활성탄의 표면을 보기 위
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3900, Hitachi Co., Tokyo, Japan)을 측정하
였다. 또한, 개질 활성탄의 비표면적, mesopore 
그리고 micropore 의 함량을 알기 위하여 BET 
(Brunauer-Emmett-Teller, Micromeritics 
Instrument Co., ASAP-2420)를 측정하였다. 개
질한 분말 활성탄의 표면에 있는 화학 조성의 종
류, 특정 원소의 분포와 밀도를 확인 및 친수성 
산소작용기를 확인하기 위해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solariX XR™ 
system, Bruker Daltonics, Bremen, Germany)을 
측정하였으며 더 자세한 화학군의 종류를 알기 
위하여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NEXSA, ThermoFisher Scientific)을 이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9,10]. 

3. 결과 및 고찰

3.1. 개질 농도에 따른 분말 활성탄의 특성 분석

  Fig. 1 은 기존 분말 활성탄과 개질 농도에 따
른 개질된 활성탄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1,680 cm-1 의 
밴드가 나타나고 있다. 3,320 cm-1 부근의 밴드
는 O-H 진동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개질 농도가 높은 활성탄이 기존 활성탄과 

비교하여 O-H 작용기가 많이 생성된 것으로 확
인된다. 따라서 기존 분말 활성탄을 질산으로 개
질하게 되면 4M 의 농도에서 더 많은 친수성 산
소작용기가 붙는 것으로 판단된다[11].

Fig. 1. FT-IR difference spectra of activated 
carbo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HNO3 (a) Before modification, (b) 1 
M 120 ℃, (c) 2 M 120 ℃, (d) 4 M 
120 ℃, (e) 8 M 120 ℃.

  분말 활성탄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확인하
는 방법으로는 XPS 분석이 이용된다[5]. XPS 분
석을 통하여 개질 농도에 따라 분말 활성탄 표면
에 존재하는 원소 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변
화 물질을 찾아내어 비교하였다[12]. 분말 활성탄
을 개질 농도에 따라 비교한 결과 Fig. 2 에 보이
는 바와 같이 개질 농도가 높을수록 친수성 산소 
작용기가 많이 붙은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반응 
감도를 보인 O 1s 피크의 결합 에너지 별 두 가
지 표면산소종은 C-O 종(BE : 532.5 eV)과 
H-O-C 종(BE : 534.4 eV)로 구분할 수 있고 
2M 의 개질 농도에서는 H-O-C bonding 이 최
대, 8M 에서는 C-O bonding 이 가장 많은 값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질 농도에 따
른 atomic %를 Table 1 에 정리하였다. Table 1
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개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산
소 원소가 더 많이 부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8M 의 개질 농도에서 산소원소비율이 가장 높은 
15.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질 농도가 높아질수
록 표면에 존재하는 전체 산소 양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C-O bonding 이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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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 1s region of modification activated carbo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HNO3 , 

calibrated to the C 1s core level peak (284.8 eV) of the adventitious carbon, (a) Before 
modification, (b) 1 M 120 ℃, (c) 2 M 120 ℃, (d) 4 M 120 ℃, (e) 8 M 120 ℃.

Peaks Atomic (%)

Raw 1M 2M 4M 8M

C 1s 92.4 88.3 88.6 86.9 83.5

O 1s 7.3 10.6 10.5 12.0 15.1

N 1s 0.3 1.1 0.9 1.1 1.4

Table 1. Constants atomic percentage of activated carbo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HNO3

  기존 활성탄과 개질 활성탄의 농도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 분말 활성탄과 개질 활성
탄의 시료를 대상으로 BET 실험을 진행하여 Fig. 
3 과 Table 2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13]. Table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M 에서 기존 분말 활성
탄을 개질하였을 경우 BET 값, micropore 그리
고 pore volume 값이 최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징적인 변화는 개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BET 값이 기존 분말 활성탄과 비교하여 4M 로 
개질한 경우 약 51.01 % 감소였고, 8M 로 개질
한 경우 약 75.7 %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났다. 
또한, micropore 값이 기존 분말활성탄 대비 
4M 로 개질한 경우 약 75.82 %, 8M 로 개질한 
경우 약 80 %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활성탄을 개질함에 있어서 질산을 2M 로 
개질 하였을 때 기존 활성탄의 pore 가 가장 크
게 활성화될 수 있으나 개질 농도가 올라감에 따
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pore 가 무너지는 형상
을 보이면서 micropore 와 pore volume 이 감소
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개질 농도에 따
른 기공분포 변화는 Fig. 4 와 같이 나타났다. 개
질 농도에 따른 pore diameter 증가는 활성탄의 
내부 물질이 산화됨에 따라 기공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개질 후 열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활성탄 
burn off 가 일어나 micropore 은 감소하고 
mesopore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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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 of activated carbo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HNO3.
 

Sample S BET
(m2 g-1)

S micropore
(m2 g-1)

Pore volume
(cm3 g-1)

Average pore 
diameter (Å)

Before 1647.03 1071.85 0.4381 18.72

1M 120°C 868.93 184.57 0.0890 28.97

2M 120°C 975.37 270.12 0.1274 26.88

4M 120°C 792.22 259.23 0.1234 27.26

8M 120°C 401.50 214.57 0.1040 28.97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 by the BET model and t-plot

Fig. 4. Pore size distribution of activated carbo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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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에는 이를 참고하여 SEM 이미지와 
EDAX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기존 분말 활성탄 
대비 개질 농도가 올라갈수록 EDAX 스펙트럼에
서 산소 원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SEM 이미지에서도 개질 농도가 올라

갈수록 pore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질 농도가 올라갈수록 분말 활성탄의 표
면에 존재하는 전체 산소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산소 외에 다른 원소들은 불순물 취급

되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 

 



Vol. 38, No. 4 (2021) 질산 처리에 따른 활성탄 표면의 친수성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7

- 1247 -

Fig. 5. SEM images and EDAX Spectra of the activated carbo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HNO3 (a) Before modification, (b) 1 M 120 ℃, (c) 2 M 120 ℃, (d) 4 M 120 ℃, (e) 8 
M 120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분말 활성탄을 
질산 농도에 따라 개질함으로서 산소를 비롯한 
여러 친수성 산소작용기가 활성탄에 부착되는지
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질산 개질에 따
른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질산 개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분말 
활성탄 대비 개질 활성탄은 표면에 존재하
는 전체 산소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다른 원소들은 탈착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질산 개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질 활성
탄은 활성화에 따른 활성탄의 burn off 가 
일어나 기존 분말 활성탄 대비 micropore 
값이 줄어들고 pore diameter가 증가하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질산 개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높은 
8M로 개질한 농도에서 산소원소비율이 
15.1 %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질 농도가 올라갈수록 C-O bonding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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