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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겔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1,2-dichlorobenzene의 흡착 특성을 모멘트 법으로 고찰하였다. 실리카겔의 열처리 온도는 

150, 500, 800 ℃로 변화시켰으며 고정층 반응기를 사용하여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가 장착된 기체크로마토

그래프에서 1,2-dichlorobenzene의 펄스 응답곡선을 측정하였다. 1,2-dichlorobenzene의 평형흡착상수와 표면 흡착열은 열처

리 온도 500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리카겔 표면의 수분과 OH 작용기가 제거

되어 1,2-dichlorobenzene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인 800 ℃에서 열처리한 실리카겔은 비표면적이 

감소하여 평형흡착상수와 흡착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모멘트 해석으로 계산된 축분산 계수는 0.046 × 10
-4
∼ 

1.033 × 10
-4 

m
2
/sec였으며 기공 내의 확산계수는 500 ℃ 열처리 실리카겔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1,2-dichlorobenzene on the surface of heat treated silica gel were determined by the moment 

analysis. The heat treatment of the silica gel was performed at temperatures of 150, 500, and 800 ℃ and pulse-response  

of 1,2-dichlorobenzene was measured in a gas chromatograph equipped with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using the 

packed column. Equilibrium adsorption constants and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were recorded the highest value at 500 ℃. 

This might be due to the increase of interaction between silica surface and 1,2-dichlorobenzene as the decrease of OH concen-

tration and moisture by increase of heating temperature. Axial dispersion coefficient calculated by the moment method was 

about 0.046 × 10
-4

-1.033 × 10
-4 

m
2
/sec and pore diffusivity of heat treated silica gel at 500 ℃ measured the lowest value. 

Because heat treating at 800 ℃ caused the specific surface area to reduce, equilibrium adsorption constants and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were decreased.

Keywords: adsorption, moment method, silica gel, o-DCB, heat treatment

1. 서    론
1)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는 유해화학물질 가운데서도 

특히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은 유기오염물질이다. 2004년 발효된 

스톡홀름 협약에 의하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의 

제조⋅사용금지, 비의도적 생성물질의 배출삭감, POPs를 포함한 폐

기물의 적정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POPs 조약은 다이옥신, DDT 등 

12종을 환경 중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있으

며, 이의 제거 방법 중 흡착기술이 조명을 받고 있다. 다이옥신은 독

성이 매우 강하고, 미량이므로 일반적인 열중량 분석실험 등으로 흡

착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이

옥신과 가장 구조가 유사한 1,2-dichlorobenzene (이하 o-DCB)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모멘트 법을 이용하여 흡착특성을 평가하였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흡착 컬럼에 대한 모델 식을 기반으로 응답곡선

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파과곡선을 이용하여 평형흡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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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선을 구하는 방법보다 소요시간이 매우 짧고 미량의 농도만으로도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흡착특성과 관련하여 활성탄 표면 

작용기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2], 기공 크기와 비표면적

에 관한 흡착 최적 조건에 관해 연구되었다[3]. 실리카겔은 방향족 화

합물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파라핀과 나프텐의 방향족 화합물 분리공

정에 흡착제로 이용되고 있다[4]. 이에 따라 실리카겔에서 탄화수소의 

흡착특성 연구가 진행되었는데[5] 실리카 표면에서 작용기 농도와 이

의 분포에 관한 모델링 연구[6]와 열처리에 따른 비표면적 변화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7] 실리카겔에서의 방향족 화합물의 극미량 

흡착특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착특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모멘트법과 

마이크로 반응기를 이용하여 o-DCB의 실리카겔 내에서의 확산 및 흡

착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리카겔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따른 흡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통해 비표면적과 표면작

용기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o-DCB의 평형흡착상수, 세공 

내 확산계수, 흡착열 등의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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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흡착제가 충진된 칼럼을 통과하는 흡착질에 대하여 시간과 축방향 

거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물질수지 식을 세울 수 있다. 

컬럼 내 기상에서의 물질수지 : 

  



























  

 (1)

입자에서의 물질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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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흡착임을 가정할 때 흡착속도 : 

  



  





 (3)

경계조건에서 확산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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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수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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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모멘트는 식 (10)과 같이 정의되며 n차 중앙모멘트는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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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식 (1)∼(4)의 지배방정식에 대하여 Laplace 변환을 수행하

고 식 (9)∼(11)에 정의된 모멘트 값을 구하면 아래의 식 (12)∼(13)과 

같이 1차 절대 모멘트와 2차 중앙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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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각각의 물리량은 아래의 식과 같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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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험

  실험 장치로는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가 장착된 기

체크로마토그래프(Agilent 6850)에 실리카겔(Kukdongchemical Co., 

Ltd, A TYPE, A3)이 충진된 컬럼(6 mm, Quartz tube)을 장착하여 사

용하였다[1]. Table 1에 흡착제로 사용된 실리카겔의 상세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실험조건에 대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실리카겔의 열처리는 실리카겔에 N2 가스를 흘려주어 150 ℃에서 

2 h, 500 ℃와 800 ℃에서 각각 5 h씩을 유지하여 하였다. 응답곡선을 

얻기 위하여 Table 2의 실험조건을 유지하였으며 실린지를 이용하여 

200 ℃로 가열된 시료 주입구에 o-DCB를 펄스로 주입하였다. 이의 

전형적인 응답곡선을 Figure 1에 도시하였다. Figure 2에는 주입량에 

따른 peak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모멘트 법을 이용한 흡착해석을 위

해서는 흡착구간이 헨리영역, 즉 선형흡착 구간이어야 하며 물리적 

흡착 구간을 만족하여야 한다[8]. 헨리 영역은 실리카겔 컬럼에 최소

량의 흡착질을 주입함으로 성립된다. 0.5 µL 실린지를 이용해 0.02∼

0.05 µL로 주입량을 변화시키며 실험한 결과 최소량으로 대칭형 peak

를 만족하는 0.02 µL로 시료주입량을 결정하였다. 기체크로마토그래

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응답 곡선은 컬럼 내의 입자크기, 가스유속, 

온도, 평형흡착상수, 축분산 계수 등의 영향으로 곡선의 폭과 체류시

간이 변화하게 된다. 실험적으로 얻은 이 곡선을 디지타이저(Summa- 

graphics, Summa sketch Ⅲ)를 이용하여 디지털화 한 후 수치적분을 

이용하여 1차 절대모멘트 값과 2차 중앙모멘트 값을 구하였다. 열처

리 온도에 따른 수분과 OH 작용기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열중

량 분석기(ThermoCahn, VersaTherm HS)로 확인하였으며 실리카겔

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ET(Micromeritics, ASAP2010)



247열처리 실리카겔의 염소계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특성 연구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3, 2007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Silica Gel

150 ℃ - 2 h 500 ℃ - 5h 800 ℃ - 5 h Units

Surface area (SBET) 598.344 635.343 294.269 [m
2
/g]

Particle density, ρp 1.413 × 10
3

1.439 × 10
3

1.564 × 10
3

[kg/m
3
]

Total particle porosity, εp 0.517 0.518 0.510 [-]

Total pore volume, Vt 0.318 × 10
-3

0.332 × 10
-3

0.184 × 10
-3

[m
3
/kg]

Average pore diameter, a˜ 21.241 21.351 25.029 [Å]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cked Column and Operating Conditions

Heat treatment conditions Packed length [m] Column I.D [m] Particle size [m] Adsorbent weight [kg]

150 ℃ - 2 h

0.064

4.370 × 10
-3

0.200 × 10
-3

0.630 × 10
-3

0.061 0.337 × 10
-3

0.621 × 10
-3

0.063 0.513 × 10
-3

0.690 × 10
-3

500 ℃ - 5 h

0.058

4.370 × 10
-3

0.200 × 10
-3

0.606 × 10
-3

0.060 0.337 × 10
-3

0.609 × 10
-3

0.053 0.513 × 10
-3

0.602 × 10
-3

800 ℃ - 5 h

0.067

4.370 × 10
-3

0.200 × 10
-3

0.757 × 10
-3

0.067 0.337 × 10
-3

0.754 × 10
-3

0.071 0.513 × 10
-3

0.852 × 10
-3

Flow rate [mL/min]           30, 50, 70, 90

  Temperature [℃]           170, 180, 190

Figure 1. Typical plot of elution curve for o-DCB pulse.

와 Mercury porosimetry (Micromeritics, Autopore Ⅳ)를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o-DCB의 평형흡착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150 ℃에서 2 h 건조한 

실리카겔의 z/u에 따른 1차 절대모멘트 값의 변화를 흡착온도와 입자

크기에 따라 Figure 3에 도시하였다. Figure 3 그래프의 기울기 값은 

1 + δ0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울기를 통해 얻어진 δ0값과 식 (12), 

(14)를 이용하여 평형흡착상수 값을 구하였다. 또한 흡착제의 입자크

기와 1차 절대모멘트 값과의 상관성을 관찰하기 위해 3가지 크기의 

입자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z/u에 따른 1차 절대모

멘트 값이 모두 동일선상에 위치함으로 흡착제의 입자크기는 1차 절

대모멘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적으로 구한 1차 

절대모멘트가 입자크기와는 무관하여 하나의 직선위에 위치하였고, 

Figure 2. Elution curve of o-DCB with a variation of sample dosing.

z/u가 감소함에 따라 1차 절대모멘트가 원점으로 수렴하므로 o-DCB

의 실리카겔 흡착이 선형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흡

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실

리카겔에 흡착되어지는 o-DCB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실리카겔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o-DCB의 평형흡착상수 값의 변

화를 Figure 4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00 ℃

에서 5 h 열처리한 실리카겔에서 평형흡착상수 값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평형흡착상수 값은 열처리온도가 150 ℃에서 500 ℃로 증가함

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여 150 ℃의 값과 비교하여 500 ℃에서 2배정

도 큰 값을 나타냈으며, 5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평형흡착상수 값

이 점차 감소하여 800 ℃에서는 150 ℃에서의 평형흡착상수 값보다 

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ure 5에는 열처리 온도에 따른 실리카겔의 비표면적과 무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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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usivities of o-DCB in a Heat Treated Silica Gel, × 10
4 

[m
2
/sec]

150 ℃ - 2 h 500 ℃ - 5 h 800 ℃ - 5 h

170 ℃ 180 ℃ 190 ℃ 170 ℃ 180 ℃ 190 ℃ 170 ℃ 180 ℃ 190 ℃

Dc [dp = 0.2 mm] 0.489 0.426 0.408 0.474 0.413 0.371 0.053 0.041 0.029

Dc [dp = 0.34 mm] 0.334 0.306 0.275 0.291 0.224 0.161 0.474 0.425 0.409

Dc [dp = 0.51 mm] 0.393 0.330 0.273 0.428 0.312 0.208 0.398 0.387 0.057

DAB 1.002 1.041 1.079 1.002 1.041 1.079 1.002 1.041 1.079

Dk 0.00174 0.00178 0.00182 0.00174 0.00178 0.00182 0.00174 0.00178 0.00182

Knudsen diffusion, 







  

where rp : Average pore radius [cm]

      R : Ideal gas constants [atm-cc/gmol-K]

      T : Temperature [K]

      M : Molecular weigh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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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변화를 도시하였다. 실리카겔의 무게는 200 ℃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전체 감소량의 50% 이상의 수분과 OH 작용기가 제거되었으며, 200 

℃ 이상에서는 1000 ℃까지 완만한 무게 감소를 보였다. 이는 200 ℃

까지 자유 수분 제거로 인한 무게 감소 후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OH 

작용기 제거로 무게가 미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친수성 실리카겔

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분과 OH 작용기가 감소하게 되면 

실리카겔 표면이 소수성으로 변하게 된다. o-DCB는 dipole moment

값이 2.50D로 소수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리카겔의 열처

리 결과 o-DCB와 실리카겔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Figure 4에서와 

같이 500 ℃에서 평형흡착상수 값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에 따른 실리카겔의 비표면적은 150, 500 ℃에서 각각 598.344, 

635.343 m
2
/g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800 ℃ 열처리 시료는 294.269 

m
2
/g의 값으로 500 ℃ 시료와 비교하여 53.68% 감소함을 보였다. 즉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 실리카겔 내의 흡착할 수 있는 비표면적이 

줄어들어 평형흡착상수 값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800 ℃에서는 o-DCB와 실리카겔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더라도 비

표면적의 급격한 감소가 평형흡착상수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에는 실리카겔의 o-DCB 평형흡착상수 값을 Van’t Hoff 

plot 하여 온도에 따른 흡착열을 도시하였는데 150, 500, 800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흡착열이 각각 14.68, 15.62, 13.12 kcal/mol로 나타

났다. 즉 열처리 온도에 따른 흡착열은 평형흡착상수 값과 같이 500 

℃에서 5 h 열처리한 실리카겔에서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Figure 4. Effect of heat treated temperature on the equilibrium ad-

sorption constants with adsorption temperature.

Figure 5. Specific surface area and weight percent of heat treated sili-

ca gel.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흡착질인 o-DCB의 증발열(Lh)은 10.89 kcal/ 

mol이며, 각각의 흡착열(△H)을 증발열(Lh)로 나누면 1.35, 1.43, 1.20

의 △H/Lh 값을 얻게 된다. Chihara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9], 활성

탄과 제올라이트의 미세공 흡착제는 흡착특성이 미세공 흡착으로 

△H/Lh의 값이 2.0∼3.0이었으며, porous glass와 GTCB (Graphitize 

Thermal Carbon Black) 흡착제는 표면흡착으로 △H/Lh의 값이 1.6∼

2.0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H/Lh 값으로 흡착특성을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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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an’t Hoff plot of o-DCB over silica gel surface.

Figure 7. Second moment plot of 0.34 mm silica gel. 

으며, △H/Lh 값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다르고 미

세공과 표면에서 흡착질 분자와 반응하는 흡착제 원자의 수가 각

각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o-DCB의 실리카겔 흡착은 

△H/Lh 값이 1.20∼1.43으로 모두 표면흡착 특성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500 ℃에서 열처리한 0.51 mm 크기의 실리카겔을 흡착온도에 따

라 2차 중앙모멘트 값을 변형한 µ2/[2z/u]과 l/u
2
으로 Figure 7에 도시

하였다.

  Figure 7의 기울기와 이론식 (19)를 이용해 축분산 계수를 도출하

였으며 그래프의 절편과 (16)에서 (18)까지의 이론식을 이용하여 흡

착질의 확산에 관한 값, δf + δad + δd를 구하였다. 축분산 계수는 

0.046 × 10
-4
∼1.033 × 10

-4 
m

2
/sec로 입자크기가 커질수록 값이 증가

하였으며 흡착온도와 열처리 유무에 따라서는 경향성을 갖지 않았다.

  


′




  





  (19)

  Table 3에 헬륨 내 확산계수 DAB와 Knudsen 확산영역 Dk, 그리고 

o-DCB의 기공 내 확산계수 Dc를 열처리 온도와 흡착온도에 따라 정

리하였다. 헬륨 내 확산계수인 DAB는 Hirschfelder 식을 이용하여 도출

하였으며[10], 기공 내 확산계수 Dc를 구하기 위한 기체막 물질전달 

계수, kf는 이론식 (20)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조건과 

같이 NRe가 낮은 경우 Nsh는 2.0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kfR = DAB

로 정리할 수 있다[11]. 흡착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식 (17)의 

흡착 속도 상수인 ka는 무한대로 가정하였다[12].

  





  




 





  (20)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처리 온도에 따른 기공 내 확산계수 

Dc는 평형흡착상수 값과 반대의 경향으로 500 ℃에서 5 h 열처리한 

실리카겔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o-DCB와 실

리카겔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커 확산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흡착온도에 따른 Knudsen 확산영역 Dk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계수가 미량 증가하고 기공 내 확산계수 Dc은 흡착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Schneider 등의 Knudsen 확산과 기공 내 

확산의 경향성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11].

5. 결    론 

  열처리한 실리카겔에서 o-DCB의 흡착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실

리카겔 충진 칼럼에 의한 응답곡선을 모멘트 법으로 해석하였다. 실

리카겔의 화학적 특성인 표면 작용기와 물리적 특성인 비표면적이 

o-DCB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비표면적의 변화가 적은 

500 ℃까지의 열처리 온도 구간에서는 수분 및 작용기의 양이 감소함

에 따라 o-DCB의 흡착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작용기 변화량이 적은 

500 ℃ 이상의 열처리 온도 구간에서는 비표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실

리카겔에서 o-DCB 흡착은 감소되었다. 기공 내 확산도는 흡착이 증

가하는 500 ℃ 열처리 온도구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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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기 호

c = concentration of the adsorbable gas in the inter-

particle space [mol/m
3
]

ca = concentration of the adsorbable gas in the pore space 

[mol/m
3
]

ciii = concentration of the adsorbed gas per unit weight of 

absorbent [mol/m
3
]

Ce = elution concentration [mol/m
3
]

Dc = effective intraparticle diffusion coefficient [m
2
/sec]

DAB = binary molecular diffusivity [m
2
/sec]

Dk = Knudsen diffusivity [m
2
/sec]

Ez = effective axial dispersion coefficient [m
2
/sec]

△H =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kcal/mol] 

ka = adsorption rate constant [m
3
/kg․sec]

kf = mass transfer coefficient [m/sec]

Ka = adsorption equilibrium constant [m
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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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heat of vaporization [kcal/mol]

mn (n=0,1,2) = integrals

r = length coordinate in the spherical particle of absorb-

ent [m]

R = radius of the spherical particle of adsorbent [m]

t = time [sec]

u = linear velocity of the carrier gas in the interparticle 

space [m/sec]

z = length of packing in column [m]

그리이스 문자

ε = interparticle void fraction in the adsorbent bed

εp = intraparticle void fraction (internal porosity) of 

the adsorbent

δ0,δax,δf,δad,δd = expressions defined by Equations (14) to (18)

μn',μn = nth absolute and central moment of the chroma-

tographic curve, respectively

ρp = apparent particle density [kg/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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