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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용 개질기 촉매의 피독방지를 위한 천연가스 중의 황성분 부취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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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유기 황 화합물질인 부취제에 의해 연료전지 내의 스택 전극과 개질기 촉매
들이 피독되어 시스템 성능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알루미나, 활성탄, HZSM-5, Ultra-stable 
Y 제올라이트(USY) 및 베타 제올라이트와 같은 흡착제들을 부취제 제거용 흡착제로 사용하여, tetra-hydrothiophene (THT)
와 tert-butylmercaptan (TBM)에 대한 흡착 성능을 연속식 흡착시스템에서 얻은 흡착파과곡선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제올
라이트의 Si/Al 비, 흡착온도 및 Balance Gas (메탄, 헬륨) 종류의 변화가 흡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THT와 TBM
의 경쟁적인 흡착특성을 비교하였다. 여러 흡착제 중에서 H형, beta-zeolite (BEA)가 부취제인 TBM과 THT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흡착능력을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흡착제 상에서는 THT가 TBM보다 많은 양으로 흡착제거되었다.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TPD) 및 Infrared 스팩트럼(IR) 분석결과 부취제 황화합물은 제올라이트 표면에서 물리흡착과 더
불어 산점에 의한 화학흡착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reforming catalyst and the electrodes in fuel cells can be poisoned by the organic sulfur compound which is added as 
an odorant for checking out the leakage of natural gas, and that makes a big problem of system degradation. In this study, 
various adsorbents, such as silica, γ-alumina, activated carbon, HZSM-5, Ultra-stable Y zeolite (USY), and beta zeolite (BEA), 
were utilized to remove tetra-hydrothiophene (THT) and tert-butylmercaptan (TBM), and to confirm the performance in the 
adsorption of those odorants by using a continuous adsorptive bed. The effects of Si/Al ratio of zeolites, adsorption temper-
ature and the type of balance gas (methane or He) on the adsorption performance in the packed bed have been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competitive adsorption between TBM and THT on the adsorbents was also estimated. The result shows that 
H-type BEA zeolite exhibited the highest adsorption capacity for TBM and THT odorant, and the higher amount of THT 
was removed adsorptively on the same adsorbent than TBM. The physical and chemical adsorption of those compounds on 
acid sites of zeolite were confirmed by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TPD) and infrared spectrum (IR)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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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석유자원에 비해 약 40%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석유 매장량이 점

차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대처할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

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

를 갖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수소, 디메틸 에테르

(DME)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2차례 석유파동 이후 지금까지 이에 대

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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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의 경우 가채 년수의 한계 및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등

의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의 어려움, 폐기물처

리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결국 기존 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발전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발전시스템의 하

나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연료전지(Fuel Cell)이다. 연료전지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적 반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이다. 이 때 

필요한 수소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메탄올, 가솔린 등을 개질하여 

만들게 되며, 산소공급원으로는 공기를 이용하게 된다[2]. 천연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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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촉매 수증기개질, 부분산화, 
그리고 열분해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증기 개질공정이 가장 경

제적이고 대량으로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연료

전지의 배출물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된 물만 배출되므로 환

경오염의 위험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며, 또한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

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난방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에너

지 효율 면에서도 뛰어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전지용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 가정에 공

급되는 천연가스에는 누출될 경우 냄새로 누출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냄새나는 성분인 부취제(Ordorant)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나 발전소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에는 

TBM과 THT가 부취제로서 각각 30 : 70%의 비율(total 3.8 ppm)로 포

함된다[3]. 이들 부취제 성분은 두 종류 모두 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

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제조하는 개질기 내의 촉매에 촉매독으로

서 작용하여 촉매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며, 또한 전기를 생산하는 연

료전지 스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4-6]. 특히 근래 각광을 받

고 있는 고분자형 연료전지의 경우 스택 내에 미량의 황성분이 주입

되더라도 스택 성능저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황성분의 농도를 수 ppb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만 한다[7]. 
따라서 이러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원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천연 가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취제를 미리 제거해야만 한다.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황성분의 제거 방법으로는 수첨탈황이 있다. 
이 방법은 탈황 성능은 뛰어나나 화학반응을 통해 황성분을 분리한 

후 이를 흡착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하고, 반응기 크기

가 크며, 350 ℃이상의 열원이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시스템에는 적용가능하되 가정용 규모의 소형 시스템에는 적용

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천연가스 내에 있는 유기 

황화합물에 대한 선택적인 흡착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8]. 연료

전지에 적용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로 개질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3.8 ppm 정도의 저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천연

가스 내 부취제 제거를 위해 수소첨가탈황반응 대신 흡착 방법으로 많

은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9]. 황 성분의 제거 방법 중 황화수소를 흡착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10], 한편으로는 탈황 과정은 무시하고, 
황성분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개질기와 스택자체에 대하여 연구되기

도 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소규모 시스템에 적합한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PEMFC)에 적용할 수 있는, 상온에서 흡착을 통해 황화합물을 

분리 제거할 수 있는 탈황흡착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흡착제 선정

에 있어서, 흡착제 단위질량당 흡착량이 크기 위해서는 다공성 물질

의 흡착제가 유리하며, 황성분의 선택적 흡착을 위해서는 황성분과 

친화력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공성 흡착제로 알려진 제올라이트와 활성탄을 주

로 사용하여 탈황 특성을 측정하고 그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흡착제

  본 연구에서 황화합물의 흡착제거용으로 사용한 흡착제의 물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조립상 활성탄은 야자각을 약 100 mesh로 분

쇄 후 점결제와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제립한 다음, 수증기로 활성화

시켜 사용하였다. 이들은 마이크로형 반응기에 넣을 수 있도록 볼밀

Table 1. Specification of Supports used in this Experiment

Type SBET
(cm2/g)

Total Pore
Vol. (cm3/g)

Si/Al
(mol ratio) Manufacturer

Activated
carbon 1010 0.4915 - Zeo Builder

Co. Ltd.

Zeocarbon 712 0.4320 - Zeo Builder
Co. Ltd.

ZSM-5
(PZ-2/50H) 400 0.4022 100 Zeo CAT®

BEA (PB/H) 700 0.4240 13.5 Zeo CAT®

USY
(Ultra stable
Y-zeolite)

830 0.4248 8.16 Zeo Builder
Co. Ltd.

(Fritch, Co. Ltd.)에서 지르코니아 볼(8)과 함께 400 rpm의 속도로 5 
min 동안 분쇄하였다[12]. 베타형 제올라이트(94 wt% SiO2, 5.96 wt% 
Al2O3, SiO2/Al2O3 mol ratio = 27, Crystal Size; 0.2∼0.4 µm)와 ZSM- 
5형 제올라이트(SiO2/Al2O3 mol ratio = 100, Crystal Size; 0.3∼0.5 
µm) 및 USY도 분말상태로 사용하여 고정층 흡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흡착제는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500 ℃/3 h의 조건으로 

질소를 흘려 전처리 한 후 특성평가에 사용하였다.

  2.2. 부취제의 흡착 실험

  흡착제들은 Figure 1과 같은 U자 모양의 석영관에 충진한 후 300 
℃에서 3 h 동안 N2를 흘리면서 전처리시키고, 흡착층의 온도를 25 ℃
까지 내린 다음, 각각의 피 흡착물질인 THT와 TBM을 GHSV = 
30000 h-1의 총유량 하에서 일정 농도로 흘려보냈다. 반응기를 통과한 

THT와 TBM의 농도가 초기 유입 농도에 이르면 이를 포화된 상태라 

보고 실험을 종결하여 시간에 따른 흡착파과곡선을 얻었다. 순수한 

담체의 흡착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성분에 대한 흡착실험을 

실시한 후,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담체에 대해서 TBM과 THT 
2성분의 혼합가스를 흘려주면서 선택적이고 경쟁적인 흡착특성을 조

사하였다. TBM과 THT는 각각 또는 1 : 1로 혼합한 상태로 헬륨 혹은 

메탄가스에 첨가하여 실험용 혼합가스로 조제한 다음 흡착실험에 사

용하였다.

  2.3. 흡착제의 특성분석

  각 흡착제의 평형 흡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Cahn Balance (HR- 
300, AND Co.)를 사용하였다. 10 ℃/min의 조건으로 400 ℃까지 올리

면서, N2 가스를 흘려주어 전처리한 후, 온도를 25 ℃까지 냉각한 후

에 1000 ppm의 THT와 TBM을 각각 흘리면서 흡착제 질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의 무게 변화를 관찰하여 평형 흡착량을 측정하

였다.
  시간변화에 따른 흡착파과곡선은 Figure 1에 나타낸 구조의 연속 

유통식 흡착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흡착제는 U자형의 석영관

에 충진하고 전기로로 원하는 온도를 조절하였으며, 일정 농도의 THT
와 TBM을 동반가스로서 질소 혹은 메탄에 혼합시켜 흡착층 내로 도

입하였다. 흡착층을 통과한 배가스 중의 화합물 농도는 황성분분석용

의 PFPD검출기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DS6200, Donam In- 
sturments C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속적으로 흐르는 유출부의 

배가스 라인에 T자관을 연결한 후 시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검출부, 주입부 및 오븐의 온도는 

각각 250 ℃, 150 ℃, 35 ℃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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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for adsorption apparatus.

  흡착성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표면적을 확인

하기 위해 BET ASAP 2000을 사용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하였고, 
Brunauer-Emmett-Teller (BET)식을 이용하여 흡착 등온선, 세공용적 

및 표면적을 계산하였다. 각각의 흡착제에 부취제를 흡착시킨 후 IR
을 이용하여 흡착제 표면상에서의 부취제의 흡착거동을 살펴보았다. 
각 흡착제에 부취제를 일단 흡착시킨 후 온도를 올리면서 탈착되는 황

합물을 분석하여 부취제의 화학적 흡착 및 물리적 흡착을 구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흡착제상의 파과곡선 및 포화흡착능

  가스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기성 물질의 첨가가 필연

적으로 요구되며, 각 나라별로 가스에 냄새나는 물질 첨가에 대한 법

규가 제정되었다. 현재까지는 부취제에 의한 방법이 제일 확실하므로 

천연가스 및 LPG가스에 대한 부취제 첨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생산 기지에서는 국내에 맞게 고려하여 3.792 ppm
의 농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12∼20 mg/Nm3의 부취제를 첨가

하고 있다[13].
  일반적으로 혼합물의 취기강도는 단일물질보다 약하나 황화합물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노말부틸머캡탄(NBM), 황화메틸에틸(MES), 황

화이에틸(DES), 황화이메틸(DMS) 등이 서로 섞인 혼합물에 대한 연

구결과에 의하면 2∼3종류가 혼합된 부취제는 단일 순수 부취제에 비

하여 40 ppb까지 취기가 상승한다고 알려졌다[3]. 노말부틸멀캡탄과 

황화메틸에틸, 황화이메틸, 황화이에틸 등으로 조성된 2성분 혼합부

취제는 취기가 더욱 상승한다. 다음의 Figure 2에는 현재 널리 사용되

고 있는 황화합물 부취제의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는 이들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14].
  흡착과정에서 충진된 흡착층에 피흡착물을 한가지 또는 그 이상으

로 포함되어 있는 가스가 일정유량으로 통과할 때, 흡착물은 피흡착

물에 흡착되고 배가스가 그대로 배출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흡착

물의 포화는 흡착층의 입구측부터 진행되며, 전체의 층이 포화흡착될 

때까지 충진흡착층 내에서 농도구배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시간변화에 따라 출구에서의 피흡착물의 농도가 변화되면서 초

기 투입농도에 이를 때까지 나타나는 흡착 파과곡선(break through 
curve)을 주로 측정하여 각 흡착제의 탈황능력을 평가하였다. 시간변

화에 따라 흡착층 출구에서의 가스 농도를 PFPD 개스크로마토그래프

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SiO2, γ-Al2O3, 활성탄, HZSM-5, H- type beta 
zeolite (HBEA), USY 등의 탈황성능을 시간경과에 따른 파과곡선으

로 나타낸 결과가 Figure 3이다. 한편 출구에서 처음으로 부취제 

Figure 2. The structure of various odorants added in LPG or LNG[32].

Table 2. The Physical Properties of Odorants in a Gas Phase[14]
Odorant
Property THT TBM EM DMS

Outward view
Aver. Mw

Specific gravity (15 ℃)
Boiling Points (℃)
Melting Points (℃)
Egnition Temp. (℃)

Vapor Pressure
(mmHg)

20
30
40

S-Containing (%)
Composition

No Color
88

1.00
121.7
-96.1

18

13
25
40

36.4
THT 100%

No Color
90

0.80
64.4
1.1
-26

145
220
330
35.5

TBM 100%

No Color
62

0.85
37.2
-98.3
-35

390
580
830
51.6

EM 100%

No Color
70.4
0.838

41
< -32
-36

341
655
942
48.8

DMS 100%

성분이 검출된 초기시간과 포화흡착된 시간(단위; hour)을 흡착제의 

종류별로 측정하고 Table 3에 함께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흡착층 출구에서 처음 부취제가 검출되는 초기시간을 살펴보면, 흡착

제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하여 THT가 TBM보다 빨리 관

찰되고 있다. 그러나 파과곡선에서 포화흡착되는 시간은 THT가 TBM
보다 아주 길게 나타났다.
  Table 3과 Figure 3의 (a)와 (b)의 결과를 살펴보면, SiO2와 γ- 
Al2O3의 부취제에 대한 흡착 능력은 다른 흡착제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γ-Al2O3는 표면적이 200 m2/g 이
상으로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황화합물의 선택적 흡착에는 적합하

지 않았다. 넓은 표면적을 지닌 활성탄은 황부취제에 대하여 중간 정

도의 흡착능력을 보이고 있다. Table 3의 파과곡선 결과에서, 포화흡

착되는 시간은 동일한 흡착제라 하더라도 THT가 TBM보다 길게 나

타났는데, 이는 THT가 TBM보다도 더욱 많은 양으로 흡착됨을 나타

낸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활성탄보다 제오카본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Table 3과 Figure 3의 결과를 종합

해 보면 친수성이 크고 산점을 보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 흡착제가 

소수성인 활성탄에 비하여 탈황능력이 우월함을 알 수 있었다. 제올

라이트 상에서도 THT가 TBM보다도 더욱 많은 양으로 흡착됨을 보

이고 있다. 활성탄은 제올라이트 그룹에 비하여 40% 정도의 흡착능력

을 보이며, 특히 HBEA와 USY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오카본의 경우 순수한 활성탄에 비하여 부취제에 대한 흡착능력이 향

상된 것은, 제오카본이 활성탄에 일부의 제올라이트 4A가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순수한 활성탄보다도 친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올라이트가 활성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된 황흡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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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tecting time (h) of Odorants on Various Supports
For TBM SiO2 γ-Al2O3 A.C Z.C ZSM-5 HBEA USY

Initial
Saturated

0.78
2.19

0.94
2.03

2.66
11.12

2.66
11.03

8.61
19.58

8.93
38.53

9.08
40.52

For THT SiO2 γ-Al2O3 A.C Z.C ZSM-5 HBEA USY

Initial
Saturated

0.66
3.6

0.80
3.86

1.84
25.46

1.86
45.65

3.20
44.00

4.00
86.8

4.13
79.40

Figure 3. The break through curves for odorant TBM and THT on the 
various type adsorbents [24.6 ppm TBM (a), 28.1 ppm THT (b)].

을 보이는 이유는 제올라이트가 산점을 지니고 표면극성이 큰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산점을 지닌 제올라이트는 이

를 중심으로 황화합물의 초기흡착을 유발시키고 연속적으로 다분자

층의 응축현상이 일어나 높은 탈황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3.2. 제올라이트 산점에의 흡착

  황화합물의 흡착제거 과정에서는 표면적의 증가에 따른 물리적 효

과보다는 산점을 통한 화학흡착적인 특성이 중요하게 관여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서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진 ZSM-5, HBEA, Y-제올라이

트를 비교해 보면 흡착능력이 USY > HBEA > ZSM-5 순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비표면적 크기의 순서가 아닌 제올라이트의 산점의 수에 

따라 흡착능력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올라이트 내에 존재하

는 산점의 수가 많을수록, 즉 제올라이트 골격 중의 SiO2/Al2O3의 비

가 낮을수록 그만큼 황부취제의 흡착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산의 세기(strength)만을 고려해 보면 ZSM-5가 가장 강한 산점

Figure 4. The break through curves for different sulfur odorant per-
formed on the zeolite adsorption-bed having different Si/Al ratios [24.6 
ppm TBM (a), 28.1 ppm THT (b)].

을 가지고 있으므로, 흡착특성과 견주어 볼 때 탈황능력은 산의 세기

보다는 산의 숫자가 더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산점을 지닌 제올라이트의 경우, 부취제에 대한 흡착능력이 

월등이 우월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산점의 황화합물 부취제 흡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결정형의 제올라이트를 사용하

되 단지 SiO2/Al2O3의 비가 다른 시료를 흡착제로 사용하여 탈황특성

을 조사하였다. 제올라이트는 SiO2/Al2O3의 비가 감소하면 브뢴스테

드 산점의 수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흡착에 미치는 산점

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Figure 4의 TBM 흡착파과곡선에서, 제올

라이트의 Si/Al비가 커짐에 따라 흡착층 출구에서의 부취제 초기검출 

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그러나 THT의 경우에는 제올라이트의 Si/Al 
비가 달라져도 흡착질이 검출되기 시작하는 초기 시간이 거의 같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검출시간은 THT가 TBM
보다 다소 짧게 나타났다. Figure 4의 결과를 보면, TBM의 경우에는 

완전 포화흡착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b)의 THT 흡착결과에서는 

동일한 흡착제에 대하여 완전 포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배 정도 더 

연장되는 현상을 보일 뿐 아니라 보다 완만한 기울기로 파괴되어 가

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TBM과 THT 분자 모두 제올라이트의 산점의 수

가 증가할수록 부취제의 흡착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결과 

중에는 NO, N2O, H2S 등의 피흡착제가 제올라이트 표면에 존재하는 

산점에 흡착된다는 보고[15]가 있는데, 황화합물 부취제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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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dsorption of THT and TBM from pure composition or 1 :
1 mixture of THT and TBM in nitrogen.

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ure 4의 흡착

곡선에서 산점의 수가 많을수록 곧 친수성이 클수록 평형흡착능이 증

가하는데, 이는 산점을 중심으로 흡착이 일어나고, 이후 다분자 층의 

물리흡착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산점 1개당 

한 분자의 TBM 또는 THT 분자가 화학적으로 흡착된다면 그 흡착용

량이 현저히 작을 것이지만 실험결과에서 상당량의 황부취제가 흡착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3. 부취용 황화합물과 기저가스(balance gas)와의 경쟁적 흡착

  Figure 5는 두 종류의 부취제 THT와 TBM을 1 : 1의 부피비로 혼합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질소로 채운 혼합개스를 대상으로 활성탄에 대

한 황화합물 부취제 상호간의 경쟁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 

결과 중에는 THT와 TBM를 각각 독립적으로 흡착시킨 경우도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THT와 TBM을 각각 단독으로 흡착시키면, THT와 

TBM의 초기 검출시간에서 차이를 보여서 TBM의 초기 검출시간이 

약간 늦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더 많

은 양의 THT가 흡착되어 파과시간이 훨씬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데 THT와 TBM을 1 : 1의 부피비로 혼합시킨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흡

착시킨 때보다 THT가 TBM보다 더 빨리 충진층을 통과한 배가스 중

에서 검출되었고, 단독 성분을 흡착시킨 경우보다 그 효과가 더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흡착시간이 더욱 경과하게 되면 흡착특성

이 역전되어 혼합 황성분 중에서 THT가 더 많은 양으로 흡착되고 있

다. 따라서 흡착초기에는 황에 수소가 결합된 구조의 TBM이 THT보

다 선택적으로 활성탄 표면에 흡착되지만 점차 다층으로 피복되면서 

흡착되는 과정에는 수소를 갖지 않은 티오펜이 더 많은 양으로 흡착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앞의 Table 3에 나타낸 것처럼 활성

탄 흡착제뿐만 아니라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모든 흡착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Table 3의 모든 흡착제에 있어서, 초기 검출시

간은 TBM이 조금 빠르지만 완전히 포화 흡착되는데 까지 걸리는 파

과시간은 THT가 훨씬 더 길었다. 이는 TBM과 THT의 분자상의 구조

적 차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 TBM이 THT보다도 극성이 더 크기 때

문에 흡착초기에는 고체산의 산점 즉 양성자에 더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THT는 평면 환형 구조의 유기황 분자이

지만 TBM은 정사면체구조이기 때문에 다층의 물리흡착이 일어날 때 

입체장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흡착량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흡착파

과곡선 상에서 TBM이 THT보다 빠른 포화파과시간을 나타내었다고 

Figure 6. Adsorption isotherm for methane on the activated carbon.

생각된다. 더욱이 TBM은 알코올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티올화합물이

고 Table 2의 물성치를 보면 THT에 비하여 낮은 끓는점을 갖고 있다.  
THT와 TBM 모두 황이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점 등

에 결합할 수는 있지만, 상온에서 낮은 증기압을 갖는 THT가 흡착제

의 세공 내에 많은 양으로 응축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THT 흡착질

은 평면구조의 분자형태나 높은 끓는점 등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하

여 포화에 이르는 파과시간이 길어지면서 흡착용량이 증가하는 것으

로 추측된다.
  Figure 6에는 활성탄에 흡착되는 메탄의 평형흡착곡선을 나타내었

다. 배기 전처리한 활성탄은 이 결과에서 보듯이 22 wt%의 메탄흡착

량을 보이고 있다. 만일 THT와 TBM 등의 황성분 부취제를 함유한 

메탄(천연가스) 중에서 부취제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자 할 때, 활성

탄을 흡착제로 사용한다면 THT와 TBM뿐만 아니라 기저 가스인 CH4

까지도 함께 흡착하게 되므로 제거 효율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부취제를 함유하는 기저가스의 종류가 흡착제의 흡착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He과 CH4를 기저가스로 사용하

고 여기에 THT와 TBM을 각각 동일한 함량으로 첨가하여 시험 혼합

가스를 만든 다음 여러 흡착제상에서의 평형흡착량을 측정하였다.  
각 흡착제의 흡착 전후에 있어서의 무게변화를 Figure 7에 막대그래

프로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는 

흡착 특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황부취제가 첨가되

는 He 및 CH4와 같은 기저가스의 종류에 따라 같은 농도의 부취제 

첨가량에 대해서도 흡착제의 표면특성에 따라 선택적 황흡착용량과 

흡착파과시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제올라이트의 경우에는 기저가스의 

종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메탄이나 질소에 대한 흡착은 거의 진행되

지 않고, 단지 황부취제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흡착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나타내었다. Figure 8에 나타낸 것처럼 활성탄은 표면 전체에 걸

쳐 황화합물뿐만 아니라 메탄과 같은 탄화수소를 비선택적으로 동반 

흡착하는 성질을 보이고 있다. 실제 공정상에 적용할 때, 천연가스 메

탄 중에 포함된 황성분의 부취제 제거를 위해서는 제올라이트 흡착제

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4. 흡착온도에 따른 가역적 흡착

  흡착현상이 물리적인지 혹은 화학흡착이 지배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분자결합력을 비교하며, 승온탈착(TPD)과 같은 

실험법이 행해진다[16]. 본 실험에서는 가급적 상온에서 최대의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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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selective adsorption of odorants present in the different 
matrix gas such as methane and hellium on the various adsorbents.

Figure 8. The scheme of adsorption model on the activated carbon and 
acidic zeolites.

효율을 보이는 흡착제의 탐사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지만, 흡착제 표

면에서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실온 이상으로 가열된 조건에

서의 흡착실험을 수행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흡착능력을 충진층에서의 파과곡선으로 측정하였

으며, 얻어진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 (a)와 (b)의 결과

에서 THT 및 TBM 흡착에 미치는 온도영향은 아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Figure 9(a)의 THT의 경우에는 25 ℃에서 THT를 흡착시킬 

때가 가장 많은 양이 흡착되었으며, 일반적인 흡착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흡착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흡착층 안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보다는 탈착이 지배적이 되므로 포화상태까지 이르는 흡착파과

시간이 점차 짧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Figure 9(b)의 TBM 경우에

는 예상 밖의 결과를 보였는데, 상온보다는 오히려 흡착온도가 150 ℃ 

이상이 되는 고온에서 포화흡착까지 이르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물리적 응축이 아니라 고온에서 화학반응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산성의 제올라이트는 150 ℃ 이상에서 탈수

반응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런 반응에 대해 활성이 높다. TBM 
분자는 티올(SH)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올라이트 표면에 존재하

는 실란올(OH)과 반응하여 탈수되거나 혹은 제올라이트의 촉매작용

에 의해 같은 TBM 분자 내에서 탈 H2S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

서 Figure 9(b)의 TBM 경우, 고온에서 오히려 흡착능이 향상되는 현

상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학흡착 특성은 상온흡착 후 승온탈착실험 결과에 의하여 유추해 

Figure 9. The breakthrough curves in the adsorption of THT and TBM 
at differential temperatures [(a) = 28.1 ppm THT, (b) = 4.6 ppm TBM].

볼 수 있는데, TPD결과상에서 약 200∼400 ℃ 온도범위로 탈착되는 

황부취제 분자는 화학적 흡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순수한 활성탄은 THT나 TBM 등과 화학적 흡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물리적 흡착이 주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부의 제올라이트 4A를 함유하고 있는 제오카본의 경우에는, 
TPD곡선 상에서 200∼400 ℃의 구간에 결쳐 미량의 황함유 분자가 

탈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체산 제올라

이트들(BEA, ZSM-5, Y-Zeolite)의 경우에는, 활성탄에 비해 화학흡착

이 우세하게 작용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흡착종은 적외선분광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스펙트럼 결과를 다음의 Figure 10에 실었으

며, 이로부터 부취제 분자의 화학적 흡착 여부를 고찰하였다.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에서 1350∼1400 cm-1 구간의 흡수밴드 강도 변화는 제

올라이트 상에 황분자가 흡착됨으로써 산점과 화학결합이 발생하였

기 떄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피리딘과 같이 비결합 전자쌍을 가지

고 있는 분자가 제올라이트 중의 루이스산점에 결합되면 1300∼1500 
cm-1 구간의 흡수띠를 나타내게 되는데, 특히 1450 cm-1 부근의 피크

가 이에 대응한다. 마찬가지로 THT나 TBM 분자도 비결합 f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산점과 화학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다. 흡착제로 사용

하기 전에 고온으로 전처리한 제올라이트는 표면에서 탈수에 따른 다

수의 루이스 산점을 형성시키게 되므로 여기에 황분자가 결합되면서 

초기 흡착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0의 적외선분광분석 

결과에서 관찰되는 1450 cm-1 부근의 흡수밴드는 이상과 같은 현상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HT는 TBM보다 더 많은 양이 산점

에 결합되는 것을 Figure 10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

여 고찰하면, Figure 11에 나타낸 구조와 같이 흡착 초기에 부취제 분

자가 황의 비결합전자쌍을 통해 제올라이트 상의 산점과 결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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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R Spectra of pure and odorant chemisorpted beta-zeolites.

Figure 11. Scheme of proposed adsorption sites for sulfur compounds 
on acidic zeolites.

를 중심으로 다층흡착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양이 세공 내에 흡착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SiO2, γ-Al2O3, 활성탄 및 HZSM-5, HBEA, USY 등의 제올라이트

를 흡착제로 사용하여 평형흡착과  고정층 유통식 흡착실험을 수행하

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었다.
  1) 활성탄은 THT와 TBM 두 부취제뿐만 아니라 기저 가스인 메탄

까지도 동시에 흡착하기 때문에 선택적 탈황흡착제로서 사용하기에

는 부적합하였으며, 제올라이트 류에 비하면 흡착 성능이 크게 떨어

졌다.

  2) 산점을 가지고 있고 극성이 큰 제올라이트 흡착제는 소수성인 

활성탄에 비하여 탈황능력이 우수하였으며, THT가 TBM보다도 더욱 

많은 양으로 흡착제거되었다. 사용한 제올라이트 중에서는 특히 베타

(BEA)형 제올라이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3) Si/Al 비가 다른 제올라이트를 탈황용 흡착제로 사용하였을 때, 
제올라이트 구조 중의 Al 함량이 클수록 즉 산점의 수가 많을수록 황

부취제의 제거용량이 증가하였으며, 산점의 강도보다는 숫자가 흡착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알았다. 제올라이트 표면의 산점은 

부취제 중의 황이 가진 비공유전자쌍과 작용하여 초기화학흡착을 유

발하고 계속적인 물리흡착(응축)의 중요한 활성점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THT와 TBM을 제올라이트에 흡착시키고 적외선분광분석을 행

한 결과, 이들 분자는 소성처리로 제올라이트 표면에 생성된 다수의 

루이스산점 상에 주로 흡착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5) TBM 경우에는 흡착온도가 150 ℃ 이상이 되는 고온에서 제올라

이트 상에 포화흡착되는 양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단순한 물리적 흡착현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50 ℃ 

이상에서 제올라이트 표면에 존재하는 실란올(OH)과 TBM 분자가 반

응하여 탈수되거나 혹은 산성의 제올라이트가 탈수반응 촉매로서 작

용하여 TBM 분자 내에서 탈 H2S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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