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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가 장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이옥신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1,2-디클로로벤젠의 그래파이트 흡착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래파이트에서 1,2-디클로로벤젠의 평형흡착상수는 흡착온도 220, 240, 260 ℃에서 각각 10.333, 6.167, 4.270
3
m /kg 값을 나타내었다. 표면 흡착열은 11.554 kcal/mol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래파이트의 비표면적이 작고 표면기능기의
양이 적었기 때문이다.
Gas chromatograph equipped with ECD (Electron Ionization Detector) was used to investigate the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1,2-dichlorobenzene, which has a similar structure with dioxin, on graphite. Equilibrium adsorption constants of 1,2-di3
chlorobenzene on graphite were measured as 10.333, 6.167 and 4.270 m /kg at 220, 240, 260 ℃, respectively. The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of 1,2-dichlorobenzene on graphite was 11.554 kcal/mol. This was because specific surface area was low
and the amount of surface functional groups wa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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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감소하지만 일반적으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경우 평형흡착량
이 크기 때문에 파과곡선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
할 수 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흡착 컬럼에 대한 모델 식을 기
반으로 응답곡선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요시간이 매우
짧고 미량의 농도만으로도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탄소계 흡착제는 일반적으로 표면활성에 따라서 흡착특성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활성탄의 경우 표면에 존재하는 기능기의 양과 성상
에 따라 극성물질과 비극성물질의 흡착특성이 변화하게 된다[2]. Molecular sieving carbon은 활성탄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의 슬롯 형태 미
세공이 존재하여 흡착 및 촉매 거동에 있어 제올라이트와 유사한 특
성을 나타낸다[3]. CNTs (carbon nanotubes), CNFs (carbon nanofibers)
와 HSAGs (high-surface-area graphites)는 미세공이 없는 메조포러스

2001년 스톡홀롬에서는 POPs 물질(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에 관
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POPs 물질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을
비의도적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UPOPs, Unintentional POPs)이라 한
다. 이는 다이옥신류(PCDD/PCDF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및 Hexachlorobenzene (HCB)으로 이러한 UPOPs 물질 분리에 있어
흡착이 효과적인 공정으로 검토되어 지고 있다[1]. 다이옥신류는 미량
으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일반적인 흡착 실험방법으로는 흡착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열중량 분석기의 경우 분석기의 특성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여 중
량의 변화로 반응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흡착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독성이 높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장시
간 주입하여야 하며 또한 주입농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중량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고정층 반응기를 이용하
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흡착특성을 평가할 때 역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낮은 농도의 분석은 중량과는 달리 GC-ECD 등을 활
용할 수 있지만 장시간 흡착실험을 수행하여 평형농도에 따른 평형흡
착량을 구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농도가 낮으면 평형흡착량

직경을 갖는 물질로 높은 비표면적을 이용한 기상 흡착 연구가 진행
되었다[4]. 그래파이트는 표면에 기능기가 존재하지 않아 흡착질과의
상호작용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 활성이 높은 흡착질의 분리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이옥신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1,2-디클로로
벤젠(이하 o-DCB)의 흡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한 메조포러스
직경에 낮은 비표면적을 가진 그래파이트의 흡착특성을 모멘트 법으
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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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Graphite
2

흡착제가 충진된 칼럼을 통과하는 흡착질에 대하여 시간과 축방향
거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물질수지 식을 세울 수 있다.
컬럼 내 기상에서의 물질수지 :
    
    ɛ 
           


 
 


ɛ



Surface area [m /g]
3
Particle density [kg/m ]
Particle porosity [-]
3
Total pore volume, Vt, [m /kg]
Average pore diameter, ã, [Å]

3.647
3
1.474 × 10
0.519
-3
0.015 × 10
166.242

(1)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cked Column and Operating Condition

입자에서의 물질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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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형흡착임을 가정할 때 흡착속도 :


     




-2

Packed length [m]
Column I.D [m]
Particle size [mm]
Sample weight [g]
Column porosity [-]
Gas flow rate [mL/min]
Temperature [℃]

-2

-2

6.014 × 10 , 5.660 × 10 , 5.885 × 10
-3
2.280 × 10
0.075, 0.125, 0.175
0.142, 0.134, 0.139
0.608, 0.606, 0.608
30, 40, 50, 60
220, 240, 260

(3)
위의 식에서 평형흡착상수 값은 아래의 식을 통해 얻어진다.

경계조건에서 확산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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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수지식 (1)∼(4)를 시간영역에서 수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만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모멘트 법을 사용하면 손쉽게 필요한 인자
들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모멘트 법에 대한 정의 식은 아래의 식 (9)와 같이 표현되고 n차 절
대 모멘트는 식 (10)과 같이 정의되며 n차 중앙모멘트는 식 (11)과 같
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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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실험 장치는 ECD (Electron Ionization Detector)가 장착된 기체 크
로마토그래프(Agilent, GC-6890)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컬럼을 제거하
고 그래파이트가 충진된 컬럼(1/8'', sus column)을 장착하여 응답곡선
을 구하였다. 흡착제로 사용한 그래파이트는 Aldrich사의 제품으로
200 ℃에서 6 h 동안 건조하여 그래파이트 내의 수분을 제거하였다.
그래파이트의 기공크기분포를 포함한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
여 BET (Micromeritics, ASAP2010)와 수은압입법(Micromeritics, Autopore Ⅳ)을 사용하였다. 그래파이트의 비표면적과 평균기공크기는
2
각각 3.647 m /g과 166.242 Å으로 측정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그래파이트 컬럼이 장착된 GC-ECD에서 Table 2의
실험조건을 유지한 후에 실린지를 이용하여 250 ℃로 가열된 시료 주
입구에 o-DCB를 펄스 형태로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응답곡선을 도출
하였다. 컬럼의 응답곡선은 컬럼 내의 입자크기, 가스유속, 온도의 영
향으로 폭과 체류시간이 변화하게 된다. Figure 1은 입경 0.125 mm인
그래파이트가 충진된 컬럼의 응답곡선을 흡착온도 260 ℃에서 주입량
변화에 따라 도시한 결과이다. 주입량을 0.01∼0.04 µL까지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선형흡착에 보다 가까운 0.01
µL를 주입량으로 결정하였다. 응답곡선은 디지타이저(Summagraphics, Summa sketch III)를 이용하여 계수화한 후 수치적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1차 절대모멘트 값과 2차 중앙모멘트 값을 도출하
였다.

4. 결과 및 고찰

∞



(13)

(11)

따라서 식 (1)∼(4)의 지배방정식에 대하여 Laplace 변환을 수행하
고 식 (9)∼(11)에 정의된 모멘트 값을 구하면 아래의 식 (12)와 같이
1차 절대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ɛɛɛ    

(12)

탄소계 흡착제의 물리적 특성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탄소계 흡착
제의 경우 미세공(micropore), 메조포어(mesopore) 그리고 조대공(macropore)으로 구성된 기공크기를 갖게 되는데, 활성탄의 경우 다양한
물성을 갖는다. 일반적인 활성탄의 경우 이러한 기공을 모두 갖게 되
어 흡착과 확산에 기여하지만 미세한 역청탄 분말을 펠렛화하여 활성
화 시킨 BPL 활성탄의 경우 미세공과 조대공으로 구성된 이봉 분포
구조를 갖는다. 그래파이트의 경우 탄소격자가 층상으로 배열되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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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lution curve of o-DCB with a variation of sample dosing.
Table 3. Comparison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Adsorbent with
Other’s
HSAG- BPL
NP-5
Molecular
This
300 carbon activated
sieving
Study
[5]
[7] carbon[8] carbon (5A)[9]

Adsorbent
2

BET surface area [m /g]

312 1090

1360

416

3.6

605

Figure 2. Effect of z/u on the first absolute moment with adsorption
temperature.
3

[m /kg]

Table 4. Equilibrium Adsorption Constants of o-DCB
200 ℃-6 hr
Graphite

220 ℃

240 ℃

260 ℃

10.333

6.167

4.270

Pore diameter [Å]
Micropore < 21
Mesopore 21∼500
Macropore > 500

-

20

-

5

-

66

-

-

-

166

-

671

-

-

-

대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분자크기가
큰 흡착질의 분리에 보다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활성탄과는
달리 표면의 기능기가 존재하지 않아 고온에서도 물리흡착이 용이하
게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그래파이트의 경우 기공 크기가
166.242 Å으로 HSAG의 66 Å보다 3배가량 큰 기공구조를 갖고 있어
o-DCB와 같이 분자구조가 큰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흡착에 보다 용이
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2에는 그래파이트를 충진한 컬럼의 z/u에 따른 1차 절대모멘
트 값의 변화를 흡착온도에 따라 도시하였다. 입자크기가 변화하여도
동일한 흡착온도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흡착온도 증가
에 따라 기울기가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흡착컬럼의 길이가 증가하
거나 유속이 감소하면 1차 절대모멘트 값이 증가하며 o-DCB의 컬럼
내 평균체류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2에 도시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프의 추세선은 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o-DCB의
그래파이트 표면 흡착이 선형의 물리 흡착구간에서 이루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 Figure 2 추세선의 기울기는 식 (12)의 1+δ0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δ0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식
(13)을 이용하여 평형흡착상수 Ka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Table 4
에 정리하였다.
Table 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o-DCB의 그래파이트 흡
착에 있어 평형흡착상수는 흡착온도가 220 ℃에서 260 ℃로 증가함에
따라 10.333 m3/kg에서 4.270 m3/kg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그래파이트 표면에서 o-DCB의 흡착이 물리적으로 진행됨을 의미하
며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 흡착평형이 탈착 방향으로 이동하였기 때문

Figure 3. Van’t Hoff plot of o-DCB over graphite surface.
이다.
Figure 3에는 o-DCB의 표면 흡착열을 구하기 위하여 평형흡착상수
값을 Van’t Hoff plot하여 도시하였다. 그래프 기울기로부터 구한 표
면 흡착열은 11.554 kcal/mol로 나타났으며 순수한 o-DCB의 응축열
9.479 kcal/mol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
래파이트 표면의 기능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흡착제와의 상호작용
이 미약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면 활성이 흡착열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에 정리하였다[5,7-10].
탄소계 흡착제와 실리카겔, 그래파이트의 벤젠, 헥산, o-DCB 흡착열
결과를 정리하였고 탄소계 흡착제의 벤젠 흡착열을 비교하면 그래파
이트의 경우가 12.543 kcal/mol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벤젠의 경우
증발열이 7.352 kcal/mol 임을 고려하면 HSAG-300 그래파이트의 경
우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비표면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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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This Study with Other’s

Adsorbate

Temperature [K]

△H [kcal/mol]

HSAG-300

Benzene

473∼523

12.543

Diaz et al.[5]

NP-5 activated carbon

Benzene

523∼553

16.151

Grajek et al.[8]

Molecular sieving carbon (5A)

Benzene

640,653,667

21.8

Chihara et al.[9]

BPL carbon

Adsorbent

Investigator

n-hexane

513,538,563

18.5

Shin et al.[7]

Silica gel

o-DCB

443,453,463

14.682

Nam et al.[10]

Graphite

o-DCB

493,513,533

11.554

This study

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활성탄과 molecular sieving carbon의 경우 표
면작용기의 영향으로 도출된 흡착열이 각각 16.151 kcal/mol과 21.8
kcal/mol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으며 보다 낮은 비표면적을 고려할
때 표면작용기의 영향으로 흡착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BPL 활성탄과 헥산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헥산의 증
발열 6.896 kcal/mol과 비교할 때 BPL 활성탄 표면에서의 흡착열은
18.5 kcal/mol을 기록하여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유사한 온도
구간에서 o-DCB의 실리카겔 표면 흡착을 비교하면 증발열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리카겔 표면의 OH 작용기
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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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CB의 그래파이트 흡착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기체크로마토
그래프에서 o-DCB 응답곡선을 모멘트 법으로 해석하였다. 그래파이
트에서 o-DCB의 평형흡착상수는 흡착온도가 220, 240, 260 ℃로 증
3
가할수록 평형흡착상수는 10.333, 6.167, 4.270 m /kg로 감소하였다.
o-DCB의 그래파이트 표면 흡착열은 11.554 kcal/mol이었으며 증발열
과 유사하였다. 이전 탄소계 물질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그래
파이트 표면에서 o-DCB의 낮은 흡착열은 그래파이트의 비표면적과
표면활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

감

사

사용기호

ca

= concentration of the adsorbable gas in the inter3
particle space [mol/m ]
= concentration of the adsorbable gas in the por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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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m3]
concentration of the adsorbed gas per unit weight
of absorbent [mol/kg]
elution concentration [mol/m3]
effective intraparticle diffusion coefficient [m2/sec]
effective axial dispersion coefficient [m2/sec]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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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εp
δ0
μn',μn
ρp

= interparticle void fraction in the adsorbent bed
= intraparticle void fraction (internal porosity) of the adsorbent
= expressions defined by Equations (12) to (13)
= nth absolute and central moment of the chromatographic
curve, respectively
= apparent particle density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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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sorption rate constant [m /kg⋅sec]
mass transfer coefficient [m/sec]
3
adsorption equilibrium constant [m /kg]
integrals
length coordinate in the spherical particle of absorbent [m]
= radius of the spherical particle of adsorbent [m]

= time [sec]
= linear velocity of the carrier gas in the interparticle
space [m/sec]
= length of packing in colum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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