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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나무는지구상에 존재하는식불중쩍절한기후와토양조건에서 생산성이 가장높고，생장속도가가장빠른다년생 식물 
로알려져있다.전통척으로아시아에서대나무는음식，건축및다양한재료로활용되고있다.바이오때스자원으로대냐무 

는 열분혜과정을거쳐 활성탄으로쩨조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탄화온도，활생화온도， 시간，수중기의 양， 그리고 인산의 
양 등을 변화에 따른 최적의 대냐무 활성탄 제조 연구룰 수행하였다. 대나무 탄화후 수증기 활생화를 위해 700-900 'c 
의 온도， 0.8 - 1.8 mL-H20 g-c뼈r-1 h-1 수중기 유량 범위에서 1-3 h 동안 활생회를 친행하였다. 수중기 유량을 1.4 
mL-lI.20 g-char-1 h-1으로2h동안실협한철과활생탄수율과비표면척은각각2.04 - 20.59 wt%, 499.17 -1074.04 m2 g-1의 
값이 나왔다. 대나무와인산의 질량비를 1:1로혼합한후700 'c에서 유량 L4 mL-H20 g-야ar-1 h-1 촉도로2h동안활엉화를 
진행한 철과 활성탄 수율과 비표면척은 각각24.67 wt"1o, 1389.59 m2 g-1의 강이 나타냈다. 제조된 대나무 활성탄을 대상으 
로 메릴웬블루홉착설협을통해 유사 1자2차속도식 모탤을 척용하였으며， 화학척 홉착을 의미하는유사2차속도식에 따 

랐다. 

주쩌|어 : 대나무， 활성탄， 수증기 활생화， 인산전처리 

þb삐껴ct : Bamboo is an ever망eenp앙ennial plant, and it is known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뻐d fastest-growing plants in 
the world It grows quiC:넙y in moderate climates with on1y m.oderate water and fc뼈lizer. TraditiOl뻐l1y in Asia, bamboo is 뼈ed 

forb띠lding materi떠.8， as a food somce, and as v，없뼈le raw mate뼈8. Bamboo as a biomass fe벼stock can be 1r뻐sformed 10 
prepare activated carbon 뼈ing the thennal 1r뼈tment of pyrolysis. The effect of process variables such as carbonization 
tempera찌re， 없tivation temper화ure， activation time, the amount of s뼈m， and the mixing ratio of phosphoric acid and bamboo 
were 양stemati，않lly investi뿜뼈 10 optimize the pr행따ation ∞nditions. S쩌am activation was proceeded a.fter carbonization with 
a vapor flow rate of 0.8 - 1.8 mL-뀔o g_char-1 h-1 and activati，。뼈m.e of 1 - 3 h at 700 - 900 'C. Catbon yield and 뻐뼈cearea 
reached2.04 -20.59 wt"1o and 499.17 - 1074.04 m2 g-t, 1앵pectively， with a steam flow rate of 1.4 mL-H20 g_char-1 h-1 for 2 h. 
Also, the carbon yield and surface 없ea were 24.67 wt% and 1389.59 m2 g-I, respectivelχ when the bamboo and phosphoric 
acid were mixed in a 1: 1 weight빼o (700 'C, 2 h, 1.4 mL-H20 g강뼈fl h-1). The adsorption ofmethylerte blue 피.10 the bam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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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없ed carbon was studied based on pse뼈o first order and se∞nd order kinetics mα:lels. The adsorption kinetics were foond to 
follow the psendo secood order model, whicb is govemed by 야.emisorption. 

κaywanIs :B뼈.boo， Active 때rbon， Steam activation, Phosphoric acid pretreatment 

1 서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풍의 환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흡착은 대기 및 수질 오염 제어를 

위한 가장 유용한 기술 중 하나이며， 활성탄은 가장 널리 사 

용되는 홉착제이다[1]. 활성탄에 대한 수요는 오염가스의 처 

리， 수질환정 개선， 자동차 소유율의 증가， 농업 및 제조 산업 

에 대한 환정 규제 증가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다. 활성탄의 

응용분야로는 연소 후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배출량을 줄이 

기 위하여 홉착제로 사용한다{2]. 그리고 천극의 전기 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저장 생능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 다공성 구조 

를 이용히는 슈퍼커때시터(supercapacitor)에서 탄소 전극으 

로 사용한다. 이 중 전기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3] 바이오매스를 탄화 

시캔 바이오"-Khio-c뼈r)는 토양의 비옥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가 었으며， 결과적으로 바이오 

차를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정우 작물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4] 일부 금속이 당지 된 활성탄은 촉매 

또는 촉매 지지체 물질로서 이용 될 수 있다[5]. 바이오매스 

를 원료로한 활성탄 제조를 위한 활성화 공갱은 물리적 및 

화학적 활생화 두 가지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적인 

활성화공정으로는불활성 분위기에 300-800 t의 온도구간 

에서 열분해를 하여 탄화공정을 거친다 이후에 700-1000 t 
의 온도구간에서 탄화과쟁으로부터 생성된 탄소를 산화성 기 

체인 수중기(s없m) 또는 이산화탄소(CO，)를 이용하여 활성 

화를 진행하며， 탄화된 물질을 약하게 산화 시킨다[6]. 수종기 

를 이용한 활성화 과갱에서 고갱탄소와 수중기의 반응메커니 

즘은 다음 Equation과 같이 나타댄다[7]. 

C + H,O • CO + H, (1) 

CO + H,O • Co, + H, (2) 

E뿌ation (1), (2)와 같은 가스화 반응으로 산화생 기체와 

탄소가 반웅하여 표면에 활성점이 생기게 되며， 생성된 수소 

는 활성화 된 표면과 반웅하여 표연 안쟁화에 도움을 준다 

수중기 활성화 효과는 탄소 표면적을 넓히고 기공을 생성하 

는 동시에 표면에 작용기를 생성 및 변형시쳐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제조된 활생탄은 표면에 작용 

기가 생생되어 홉착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8-10] 

활성탄 제조를 위한 화학객 활생화 방법으로 황산[11]， 수 

산화칼륨[12]， 인산[8]， 탄산칼륨[9]과 같은 여러 가지 화희물 

질을 이용하며， 열분해 전에 전처리 후 활성화가 진행된다. 

화학척 활성화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며， 침식 및 산 

화반웅에 의한 비표면적 중가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바이오매스(hiomass) 중 대나위bamb∞) 

는 다년생 벗과 식물이며，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하루 최 

대 60 cm의 성장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13] ， 강인한 생명 

력을 지니고 있고 3-5년이 지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대나무를 이용한 활성탄 계조를 위해 600 t 탄화 
(엉rbonization) 과갱올 거치고， 비표연척， 기공크기 변화 및 

홉착생능 향상을 위해 600-850 t에서 수증기를 이용하여 

활성화과정을 진행하였다. 인산(Phosphoric aci이를 이용한 천 

처리를 위해 인산과 대나무를 혼합하여 600 t에서 탄화 후 

열분해를 진행하고， 7000 t에서 수증기를 이용한 물리적 활성 

화를 진행하였다 제조된 활성탄의 몰리척 특생을 살펴보았으 

며， 흡착 특성과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요오드 홉착시험(i빼ne 

뼈sorptio미과 메될렌블루 흡착{methylene blue 뼈sorption)시험 

을진행하였다 

2. 실험 

2.1. 바이오매스 시료의 져|조 및 특성 분석 

대나무는 분쇄기αF3-1 Pulv，려zer， Sinop:뼈m)를 사용하여 

2 mm 이하 크기로 분쇄한 후 체(잉eve)를 이용하여 425-

1190 11'"의 크기를 준비하였다 준비된 대나무 시료의 수분과 

회분함량을 절정하기 위하여 ASTM E1756-01 [14], ASTM 

EI755-01 [15]를 이용하였다 시료의 원소분석은 원소분석기 

(Elemental 뻐띠yzer; Fl빼EA 1112, Thermo Fisher Scien뼈c) 

를 사용하여 C, H, N 및 0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 철과률 
이용하여 Demirbas가 제안한 식으로 열량을 계산하였다 계 

산된 열량 값은 비교 위해 봄베열량계어omb c외orimeter， 

SDC313 Calorimeter, Yeo피in)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 바교 

하였다. 무기물 함량분석은 유도철합플라즈마 질량분팡계 

(1od따tively Coupl혀 Plasma-.뼈ss Spectromet<π，Ul없mass -

700, Variao)를 사용하여 Si, ca, Fe, 뼈.， zn, Mg, Na, K 및 

P의 함량을 분석 하였다. 열중량 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N1000, Sinco)를 사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열중량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질소유량을 20 마 min-1로 

흘려주면서 승온속도 10 t min.'으로 20 t에서 700 t까지 

의 무게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른 DTG 그래프 

(difIereotial thermogravime1ric graph: DTG)로 표현하였다. 

2.2 관형 반응기를 이용한 대나무 활성탄 제조 및 특성 

분석 

대나무 활성탄 제조를 위하여 Figure 1 시스탱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관형 반응기는 STS-316 재질인 내정 55 mm, 외 
정 60 mm, 길이 900mm의 판을 사용하였다. 반응기 외부는 

3 kW 전기로가 설치되어 용도가 조철되었으며， 대나무가 담 



1. Ni1rogen cyli빠1 
3. Fumace 
5. Sample 뼈양:ct 
7.PID 뼈따lel'ature con1roller 
9. FIaSk 

2.MFC 
4. SUS cylinder 
6. Thcnnal C01핑le 

8. Micro 양ringepump 

F1gure 1. Schematic diag뼈m oftubular type pyrolysis reactor. 

기는 바스켓은 32 mesh 스태인레스 망을 사용하여 지름 40 

lllIIlO 길이 150 mm 실련더 형으로 제작하였다. 판행 반웅기 

내부에 질소를 일갱한 유량으로 흘려주어 불활성 분위기에서 

실협을 진행하였다. 

수층기를 시용하여 활성화한 대나무 활성탠빼얘ted 앓배00: 

A디과 인산을 혼합 후 제조된 대나무 활성탄(Activa빼 carbon 

- Phosphoric 8Cid mixed: AC-P)을 각각 제조하였다. AC는 

Scb하ne 1에셔 순서도.(Flow없rt)와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였 

다. 탄화를 위해 질소 유량 750 파 뼈n페 탄화 온도 600 

℃에서 2h 동안 진행하였다. 탄화된 대나무는 질소 유량 200 

mL m피-1， 활성화 온도 800 "c에서 수증기의 유량을 0.2 

mL-H20 g-char'! h'! 간격으로 0.8 - 1.8 mL-H20 g-e뼈r.l h'!까 

지 증가시키변서 2h 동안 활성화를 진행하였다. 활생화 온 

도， 수증기량， 활성화 시간 변화에 따라 활성탄의 수율， 요오 

드 홉착량 및 비표면쩍올 분석하였다.AIιP는 Sch빼e 1에서 

전처리 순서도와 같은 조건으로 설협하였다.AC-P 제초를 위 

한 전처리 과정으로 인산이 혼합된 대나무블 오븐 온도 120 

℃에서 2h 동안 건조하였으며， 이 후에 AC와 동일한 조건에 

서 탄화하였다. 인산의 혼합비를 1:0.5 - 2까지 충가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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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및 탄화 수율을 분석하였다. 단화 후 쟁생된 효Kαar) 

를 활성화 온도 700 'c에서 수증기 유량 1.4 mL-~0 g_char'l 

h'!을 흘려주며 2h 동안 활생화를 진행하였다. 혼합 비율， 활 

성화 용도 변화에 따라 활성탄의 수율， 요오드 홉착량 및 님l 

표면적 분석하였다-

수율은 실협에 사용된 대나무 무게(wa)와 살협 후 생생된 
무게(Wp)를 이용하여 뼈uation (3)과 같이 계산하였다. 

}'íeld(%) = 뀐e.x 100 
w 0 

(3) 

요오드 흡착실험율 국가표준인증 KS M1802 [16]의 활성탄 

사혐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표면적 측정기 

(Bnmauer-Emmett-Teller, ASAP 2020, Micromeritics)를 이용 
하여 활생탄의 표면척과 기공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때펼헨 

블루률 이용하여 활성탄 홉착 성능실험올 진행하였으며， 메 

틸웬블루 수용액의 초기놓도 200 빼m을 사용하여 교반속도 

를 150 RPM으로 고정시키고， 흡착체의 종류와 흡착제의 투 

업량을 변화시키는 등농도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메 

틸웬블루 수용액에 활성탄 0.1- 0.3 g 100 mL'!의 조건으로 

투입량을 변화시키며 진행하였다. 메펼렌블루 용액과 활성란 

혼합 후 lh부터 3h까지 30 뼈n 간격으로 채취하였으며， 5 h까 

지 1 h 간격으로 채취하여 홉팡도 분척하였다. 채취한 메틸웬블 

루 수용액은 UV-VIS 분광광도계(NEO - S2117, NEOG때를 

사용하여 최대 홉수파장인 664 nm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계산하였다. 

3. 컬과및고찰 

3.1. 시료의특성 

본 연구에 사용한 대나무의 휘발분(volatile matter), 고정탄소 

(파ed carbon), 수분(moisture)， 회원as비， 원소분석(el뼈ental 

analys생) 결과 및 고위발열량뻐igher heating va1ue: 없IV)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나무의 수분과 회분함량은 각각 

11.73 wt"Io, 1.39 wt"1o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목질계 바이오매 

스 중 액합나무{2.13 wt%)[17], 굴참나무{4.36 wt%) [18] 그리 

고 대냐무와 같은 초질계 바이오매스인 햄프(1.64 wt"1o) [19] 

와 비교한 결과 낮은 회분함량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C)， 수 

소떼， 질소(N)， 그리고 산소(0)의 함량은 각각 45.55 wt%, 

7.02 wt%, 0.13 wt% 및 47.30 wt%를 포함하고 있었다. 

Demirbas가 유기물의 원소분석을 근거로 고위발열량을 계산 

하는 Equation (4)를 제안하였다[20]. 

HHV = {33.5 [c] + 142.3 때 - 15.4 [0] - 14.5 [N]} x 10.2 

(4) 

뼈뼈tion (4)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바이오매스의 고위발 

열량은 17.95 MJ kg.l이 나왔으며， 대나무와 같은 초질계 바 

이오매스인 햄프(15.69 MJ k:g'!)보다 높은 열량 값을 나타내 

었다{18]. 실쩨 고위발열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봄베 열량계를 

가지고 분석한 컬과 17.97 MJ kg'!의 열량이 나왔으며，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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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600~850 oc 

Reaction time : 2 h 
H20 flow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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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Experimental procedure of bamboo activated carbon and phosphoric acid mixed bamboo activated carbon, Forrnation of 
phosphate esters on cellu10se side-chains (T < 450 OC) and cross-linking and Mechanism of phosph따e ester formation by 
phosphorylation of cellu10se (T > 450 OC) [21]. 

Table 1. Characteristics ofbamboo: contents ofvolatile matter, fixed carbon, moisture, ash, elements and higher heating value (HHV) 

Sample 
V. M. Fixed carbon Moisture 
(%t (%t (%)b 

Ash 
(%)" C 

Element(%) 

H N Od 

Bamboo 76.75 11.01 11.73" 1.3 1.39,, 0.17 45 .55 17.95 0.13 47.30 

aDetermined by thermal gra찌me띠c analysis. 
b ASTM E1756, Stan없rd test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the total solids ofbiomass. 
CASTM E1755,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ash content ofbiomass. 
dBy difference. 

분석 결과로부터 Equation (4)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에서 대나무 무기물 함량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칼륨(K)의 함량이 6057.72 ppm으로 나머지 무기물 함량 

에 비해 매우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굴참나무는 칼숨(Ca) 함량이 17300.40 ppm [17]으로 나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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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org뻐ic compositions ofb뻐1boo 

Element [ppm] 
Sample 

Si 

379.41 

ca 
829.86 

Fe 

62.64 

Mn zn Mg Na 

29.43 

K 

6057.72 

P 

753.62 Bamboo 9.97 16.38 520.87 

Table 3. Characteristics ofbamboo activated carbon produced through 이fi앙ent activation conditions 

Activation 

Temperature H20flow 
TEST 

(C) (mL-H20g-c뼈r-1 h-1) 

ACl 700 1.4 

AC2 750 1.4 

AC3 800 1.4 

AC4 850 1.4 

AC5 900 1.4 

AC6 800 0.8 

AC7 800 1.0 

AC8 800 1.2 

AC9 800 1.6 

ACI0 800 1.8 

ACll 800 1.4 

AC12 800 1.4 

며， 햄프는 칼륨(K) 함량이 8324.89 ppm [18]으로 나왔다， 초 

질계 바이오매스 대나무와 햄프는 특정적으로 칼륨(K)을 함 

량이 높게 나왔으며， 굴참나무는 대나무와 다르게 칼숨(Ca) 

함량이 높게 나왔다. 

3.2. 열 종량 분석기를 이용한 대나부의 열분해 특성 결과 
대나무를 열중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10 'c 뼈n-I의 숭온속 

도로 20 'c에서부터 700 'c까지 분적 하였다. 열중량 변화 

곡선에서 각각의 기울기가 변하는 지첨을 대냐무 구생성분의 

주된 물질이 분해되는 구간이라 결정하여 DTG 곡선의 피크 

분리@않ks맹aration)를 하였다.DTG 콕선에서 혜미젤툴로스 

(hemicellulose ), 셀룰로스(cell띠.ose) ， 리그닌(li뱅n)율 각각 분 

리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대나무는 주로 200-600 'c 

사이에서 열분해반응이 진행되었으며， 혜미쩔롤로스， 첼룰로 

스와 리그닌이 분해되는 최대 온도는 각각 312 'C, 360 'c 

및 424 'c였으며， 피크 분리로부터 각각의 성분은 42.89 wr'1o, 

37.13 wt% 및 19.98 wt%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초질계 바이오매스인 햄프와 비교한 컬과 헤미첼룰로오 

스， 젤룰로오스， 리그닌이 각각 20 - 4() wr'1o, 40 - 60 wt%와 

10-25 wr'1o로 비슷한 함량으로 포함하고 었다[18]. 

3.3. 활성탄제조조건에 따른 활성탄수률 및 특성 분석 
Table 3에는 활성화 온도， 수증기량， 활성화 시간 변화에 

따라 대나무 활성탄의 수율， 요오드 홉착량 및 비표면척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수증기 활성화 전 대나무의 탄화를 위해 질 

Activation pro‘iuct Iodinc 
Time Yield 뼈(mgogrp gd-1o)n 

BET 
(m2g-l) 

(h) (%) 

2 20.59 862.92 499.17 

2 18.28 953.02 599.66 

2 11.30 1238.98 898.11 

2 5.99 1073.57 1052.71 

2 2.04 984.74 1074.04 

2 22.94 996.96 550.07 

2 16.81 1072.37 605.99 

2 12.61 1107.88 679.12 

2 9.44 1126.50 590.97 

2 4.45 1042.32 738.30 

19.48 1083.02 676.65 

3 7.79 1244.35 995.62 

_._.- 짧I 꽉~ T 

짧t ._해 
150 종 

빠Ej~~/7i-- x -E :i、h = i 낱--4-μ---t---*· 
0 100 200 300 400 500 600 100 

Flgure 2. TG&DTG curves and peak: separation of bamboo at 
heating rates of 10 'C min- I

• 

소가 750 mL min-I의 속도로 흐르는 불활성 조건에서 탄회온 

도 600 'C에서 2h 동안 열분해하여 단화 수율을 계산한 컬과 

24.69 wt%가 나왔다. 

Table 3에서 ACI-AC5 조건으로 활성화를 진행한 컬과 

활생화온도가증가하면서 컬합력이 약한유기물이 분해되어 

20.59%에서 2.04%로 수율이 감소흩}는 것으로 나타났다. 

SEM (Sc빼미ng Electron Microscop, JSM-6701F, JEOL)으로 
500 배율로 분석한 Figure 3을 보변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 

지고 있는 활생탄의 경우 750 'C에서는 기공의 명균 크기가 

~ 30 μm이며， 800 'C는 ~ 20 μm， 850 'C는 ~ 15 J.L1l1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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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M image ofbamboo activated carbon at 750 .C , 800 
.C, and 850 .C; x500. 

가 증가하면서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로 활성 

화 온도가 증가하면서 활성탄의 단위 무게당 차지하는 비표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었다. 

요오드 흡착량의 경향성을 비교해본 결과 AC3 (800 .C, 1.4 

mL-H20 g-char.1 h.l , 2 h)에서 가장 높은 1238.98 mg g.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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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ure 4. Micropore and mesopore distribution using BET 
analysis of bamboo activated carbon with different 
steam flow rate. 

수율， 요오드 흡착량 및 비표면적의 결과를 가지고 공정 효율 

을 기준으로 활성화 온도를 800 .C로 결정하였다. AC6-

ACI0는 800 "c에서 수증기 유량이 증가하면서 활성탄 수율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Equation (1), (2)과 같은 탄소 

가 수증기와 반응하는 수성가스화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에 의해 탄소가 제거되었기 때분이다. 수증기 유량이 

증가하면서 AC3 (800 oC, 1.4 mL-H20 g-char.1 h.1, 2 h)에서 

가장 높은 비표면적과 요오드 흡착량이 나타났으며， 1.4 

mL-H20 g-char-1 h-1 이상으로 수증기 유량이 증가하면 비표면 

적과 요오드 흡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를 이용 

하여 제조된 활성탄의 기공크기를 분석하여 Figure 4에 나타냈 

다. 수증기 유량이 1.4 mL-H20 g-char-1 h- 1까지 증가하면서 미 

세기공(rnicropore) 및 중간기공(mesopore)이 발달 되었으며， 

1.4 mL-H20 g-char-1 h-1 이상 증가하면 기공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중 AC3 (800 .C, 1.4 mL-H20 g-char-1 h-I, 2 

h) 조건에서 기공크713.90 nm가 최대로 발달 되었으며， 기공 

부피 1.04 cm3 g-l가 나왔다. 결과를 보면 수증기는 활성화를 

진행하면서 기공 생성에 큰 영향을 주며， 수증기량이 증가할 

수록 기공 확장으로 인한 바표면적 및 기공부피가 감소하는 

것을알수있다. 

AC3, ACI I , ACI2는 활성화 조건 800 oC, 1.4 mL-H20 

g-char-1 h-1에서 활성화 시간을 1 - 3 h 증가하여 실험하였다. 

활성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물리적 활성화에 의한 활성탄 생 

성 수율이 감소하였으며， 비표면적과 요오드 흡착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l에서 AC12까지 수율， 요오드 흡 

착량 및 비표면적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였으며， 이중 11.30 

wt%, 1238.98 mg g-1 및 898.11 m2 g-1의 결과를 나타낸 AC3 

(800 oC, 1.4 mL-H20 g-char-1 h-\ 2 h) 조건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3.4. 인산으로 전처리한 대나무 활성탄의 특성 분석 

대나무와 인산을 1:0.5, 1:0.65, 1:0.85, 1:1, 1 :2의 질량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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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the mixing ratio ofbamboo and phosphoric acid on drying and carboniza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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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mixing'뼈oof뼈mboo and phosphoric acid, activation temperature, 뻐d stearn f10w rate on product yield and c:뼈rac없.stics 

BET 
(m'g") 

I。이ne 

ads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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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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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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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3l빼00: H,PO.) 
ratio 

1:0.5 

1:0.65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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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C-PI 

AC-P2 

AC-P3 

AC-P4 

AC-P5 

AC-P6 

AC-P7 

AC-P8 

AC-P9 

산의 반응메커니즘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높은 온도에서 인 

산다이에스터 결합이 제거되어 감소하였으며， 구조적으로도 

안정하지 않다. 열분해과정에서 온도 증가로 휘발생 성분의 

손실을 증가시키고1 탄소 수율을 감소시키며 기공이 확장된 

다[21] 인산으로 전처리된 대나무를 대상으로 수증기 활성화 

를 진행하여， Table 5에 결과를 나타냈으며 인산의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활성탄 수율이 감소하였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Sch∞'" 1에서 450 "C이상에서의 반응메커니즘으로 인 

하여 인산다이에스터 결합이 제거되어 수율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BET를 이용하여 제조된 활성탄의 기공크기를 분 

석하여 Figure 5에 나타냈다 인산 천처리 후 활생화를 진행 

한 결과 미세기공이 많이 발달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 

기공이 발달핍에 따라 비표면척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인산의 양이 중가하면서 미세기공 생성에 도움을 주지만 인 

산이 1:1 이상 혼합되면 기공의 생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중 AC-P4 (1:1 , 700 "C, 1.4 mL-H,O g_char.1 h'" 2 비 

조건에서 기공크71 1.71 mn에서 최대로 발달 되었으며， 기공 

부피는 2.10 cm' g.l였다 

AC-P6-9은 대나무와 인산을 1:1 질량비로 혼합 후 600 

℃에서 탄화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탄소를 각각의 

활성화 온도를 변정하여 실혐을 진행하였다. 활생화 온도가 

600- 850 "C로 증가할수록 활성탄 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활생화온도가증가하면서 컬합력이 약한유 

기물들이 휘발되어 수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오드 

혼합하여 120 "C에서 2h 동안 건조하고， 600 "C에서 2h 동안 

탄화를 진행하였다(Table 4) 인산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건조 후 수율 및 탄화 후 수율이 각각 79.85 - 90.25 wt"1o와 

40.59 - 45.33 wt"1o로 증가하였다 흰 참나무{white oak 야e) 

[21]와 액합나무(tulip 뼈) [22]를 인산으로 혼합 후 75 "C의 

낮은 온도에서 전처리한 바이오매스를 원소 분석한 결과 산 

소와 수소 원자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DemiIbas과 

Derby얘ire의 발표에 의하면 인산올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 

리 과갱충 450 "C 이하에서 Scheme 1과 같은 반웅메커니즘으 

로 가수분해 및 가교결합이 진행되었다[21]. 또한 인산과의 

반응은 셀룰로오스가 실질척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레보글 

루코스(1ebo밍u∞，se)의 형생을 억제함으로써 젤룰로오스 구조 

률 안정화시키며， 리그닌에서 아렬 에태르 결혼K앙y1 ether 

bond)을 갤단한다 이러한 반웅은 탈수， 분해 및 웅축을 포함 

하는 추가적인 화학적 변형을 수반 한다[23] 인산은 결합， 고 

리화， 웅축 및 절단 반웅을 촉진시키는 산 촉매 역할을 하며， 

유기종과 폴리인산염(polyphosphate) 철합을 형성함으로써 

바이오폴리머(biopolymer)를 연결하고 가교결함을 시킬 수 

있다. 연결된 고분자는 강한 결합으로 탄소 소실량을 낮춰 수율 

을 증가시키는 특정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인산의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수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더 많은 인산 

이 대나무 내로 스며들어 인산다이에스터 결합(phosph뼈iester 

bon이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Sch에!c 1에는 450 "C 이상의 옹도에서 열분해과정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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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량과 비표면적 분석 결과 경향성이 같게 나타났다. 비표 

면적이 증가하면서 요오드가 홉착될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 

여 흡착량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표면적을 비교해본 결과 800 oC 이상 넘어가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6에서 활성화 온도 600 0C 

에서는 기공의 붕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850 "c로 증가 

하면서 활성탄의 기공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비표면적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나무활성탄 및 인산전처리 대나무활성탄 FT-IR 

분석 

FT-IR 분석으로 활성탄의 열분해 및 활성화 영향으로 인 

한 작용기 생성 및 변화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인산으로 전 

처리하기 전·후 생성된 탄화제(600 oC , 2 h)와 수율， 요오드 

흡창량 및 비표면적 모두 가장 효율적으로 생성된 활성탄 

AC3 (800 oC , 1.4 mL-H20 g-char-1 h-1, 2 h), AC-P4 (1:1 , 700 

oc , 1.4 mL-H20 g-char-1 h-\ 2 h)로 결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를 Figure 7에 나타냈다 

4 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2350 cm-1에서 C-N 

구조가 나타났으며， 강한 결합으로 인해 반응에 참여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나무를 탄화만 시킨 탄화제(600 "C, 2 h) 

와 수증기 활성화로 제조된 활성탄 AC3 (800 oC, 1.4 mL-H20 

g-char-1 h-1, 2 h)을 비교한 결과 3300-3655 cm-1 범위에서 

Hydrogen-bonded O-H groups의 구조가 제 거 되 었다. 수증기 

로 활성화된 활성탄은 파장 1430 cm-1에서 알케인(Alkane)기 

CH2 bending 구조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슷한 결과들이 문헌에 보고되었다[25-27]. 앞에서 설명한바 

와 같이 가스화 반웅으로 수증기와 탄소가 반응하여 표면에 

활성점이 생기게 되며， 생성된 수소는 활성화된 표면과 반응 

하여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8-10]. 인산으로 전처 리된 탄화 

제(600 oc , 2 h)와 활성탄 AC-P4 (1:1, 700 oc , 1.4 mL-H20 

g-char-1 h-1, 2 h)을 비교하였다. 인산으로 전처리된 탄화제를 

Figure 6. SEM image of phosphoric acid rnixed bamboo activated 
carbon at 600 oC , 700 oc , and 850 oC ; x500. 

분석한 결과 2852-2950, 3030-3077 및 3300-3530 cm-1 범위에 

서 각각 지방족(Aliphati이 CH, CH2, CH3 구조와 방향족 

(Arornatic) C-H 구조 및 Hydrogen-bond려 O-H groups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리고 900-1300 cm-1에서는 인산다이에스터 결합 

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25-27]. 인산으로 전처 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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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eight 1088 for bamboo activated carbon: (히 AC3 (800 
'C, 1.4 mL-H20 g-chaf 1 h기 2 h) and (b) AC-P4 (bamboo 
: ph08phoric acid = 1: 1 wt ratio, 700 'C , 1.4 mL-H20 g
char-1 h-l, 2 h) at heating rate of 10 'Cmin-1• 

결과를 보면 630 "c에서부터 분해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것으로 보아 활성탄을 제조하였을 때 인산을 혼합하지 

않고 생성된 활성탄 보다 인산으로 혼합 되어 제조 된 활성탄 

이 구조적으로 더 안정하고 열에도 안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gOO 700 600 500 400 300 200 
… … 65 

0 

3.8. 활성탄 제조 특성에 따른 홉착속도 

메틸렌블루의 흡착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Lagergren에 의해 경험적으로 제시된 유사 1차 속도식(pseudo 

first order kinetics model) [28]과 Ho와 Mckay에 의해 제시된 

유사 2차 속도식(Pseudo second order kinetics model) [29]을 

적용하였다 제조된 활성탄 중 수율， 요오드 흡착량 및 비표 

면적 모두 가장 효율적으로 생성된 활성탄 AC3 (800 'C, 1.4 

mL-H20 g-chaf1 h-\ 2 h)와 AC-P4 (1 :1, 700 'C, 1.4 mL-H20 

g-char-1 h-l, 2 h)을 이용하였다. 액상계면에서의 확산으로 물 

리적 흡착 나타내는 유사 1차 속도식을 Equation (5)에 나타 

냈고， 빠른 흡착 속도로 화학적 흡착을 나타내는 유사 2차 속 

도식은 Equation (6)에 나타냈다. 

4000 

Figure 7. FT-IR spectra of carbonization carbon and activated 
carbon for AC3 (800 'C, 1.4 mL-H20 g-char-1 h'\ 2 h) 
and AC-P4 (bamboo : phosphoric acid = 1:1 wt ratio, 
700 'C , 1.4 mL-H20 g-char-1 h-\ 2 h) conditions: 1. 

AC3 Carbonization carbon, 2. AC3 Activated carbon, 
3. AC-P4 Carbonization carbon, 4. AC-P4 Activated 
carbon. 

이후 수증기로 700 'c에서 활성화를 진행한 활성탄(AC-P4) 

은 앞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작용기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 

였다. Scheme 1에서 인산으로 전처리한 후 450 'c 이하에서 
인산다이에스터 결합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나타냈고， 

FT-IR 분석에서도 인산 전처리 후 탄화만 한 경우에 이런 내 

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산 전처리 후 수증기로 

700 'c에서 수증기로 활성화할 경우， scheme 1에서 설명한바 

와 같이 수증기 반응으로 인한 인산다이에스터 결합이 제거 

된 것을 FT-IR 분석결과로 확인하였고， 이런 영향으로 활성 

탄의 물리적 성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600 3200 2800 

Wavenumber (cm.1) 

2400 2000 1600 1200 800 400 

(5) 

여기서， qe는 평형상태 일 때 흡착된 메틸렌블루의 흡착량 

(mg g-l)이며 ， qt는 시간당 메틸렌블루 흡착량(mg g-l)으로 다 

음 Equation (7)으로 나타낸다. k1은 유사 l차 속도상수(h-1)， 

k2는 유사 2차 속도상수(g mg-1 h-1)이 다[28-30]. 

(α - c;) v 
qt= 강T 

활성탄 AC3과 AC-P4를 각각 0.1 , 0.15, 0.2, 0.25 및 0.3 

(6) 

(7) 

= lnqe - k1t 

t 1 1 -=-= ---=--::-+ -=-t 
qt ~cf. qe 

ln(와 qt ) 

3.6. TGA를 이용한 열 안정성 분석 

작용기가 많이 있을수록 불안정한 결합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인산으로 전처리 하기 전과 전처리 한 후에 생성된 대 

나무 활성탄을 비교하기 위하여 TGA로 제조 된 활성탄의 열 

안정성을 분석하여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활성탄 중 

수율， 요오드 흡착량 및 비표면적 모두 가장 효율적으로 생성 

된 활성탄 AC3 (800 'C, 1.4 mL-H20 g-char-1 h-\ 2 h), AC-P4 

(1:1, 700 'C , 1.4 mL-H20 g-char-1 h-I, 2 h)로 결정하였다. 

Figure 8에서 (띠는 AC3 (800 'C, 1.4 mL-H20 g-char-1 h-1, 
2 h)이며， (b)는 AC-P4 (1:1 , 700 'C, 1.4 mL-H20 g-char'l h-1

’ 

2 h)이다. 분석 결과 100 'c 이하에서는 흡착된 수분이 제거되 
는 온도로 (떠 AC3와 (b) AC-P4에서 각각 2.64 wt%, 1.07 wt% 

감소되었다. FT-IR 분석에서 확인한 결과 Hydrogen-bonded 

O-H group8로 인하여 수분이 더 많이 흡착된 것으로 판단된 

다. (a) AC3와 (b) AC-P4를 100 'c부터 800 "c까지 무게가 감 

소한 결과 각각 26.35 wt%, l3.l1 wt"1o로 확인되었다. 특징적으 

로 나타나는 변화로 (a) AC3의 무게 감소는 온도가 증가할수 

록 서서히 무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 AC-P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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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inetic parameters for adsorption of methylene blue on activated carbon at different weight; (a) AC3 (800 'C, 1.4 mL-H20 g-char-1 h-1, 
2 h) and (b) AC-P4 (bamboo : phosphoric acid = 1:1 wt ratio, 700 "C, 1.4 mL-H20 g-char-1 h-1, 2 h) 

Activated Pseudo frrst order kinetic modei Pseudo second order kinetic model 

carbon qe.cal k1 
R2 qe.c떠 k2 

R2 
(g) (mg g-l) W1) (mg g-l) (gmg-1h-1) 

0.l0 1.04 0.21 0.44 175.75 0.64 0.99 

0.15 2.07 0.l6 0.88 ll8.76 0.30 0.99 

AC3 0.20 18.71 0.32 0.77 102.25 0.03 0.99 

0.25 66.09 1.45 0.94 83.61 0.06 0.99 

0.30 35.38 1.62 0.99 68.97 0.l2 0.99 

0.10 1.96 0.28 0.87 179.08 0.37 0.999 

0.15 60.40 0.93 0.66 135.14 0.03 0.99 

AC-P4 0.20 44.93 1.08 0.93 103.80 0.05 0.99 

0.25 33.95 1.97 0.98 83.33 0.17 0.99 

0.30 3.74 2.09 0.83 67.11 1.11 0.99 

• O.IOg-carhonllOOml 
디 0, 15 g-carhon/IOOml 
• O.20g-carhon/l00ml 
ð. 0.25 g-carbonll00ml 
• 0.30 g-carbonlIOO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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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ure 9. Kinetic parameters for methylene blue adsorption on 
activated carbon at different weight: AC3 (800 'C , 1.4 
mL-H20 g-char-1 h기 2 h) and AC-P4 (bamboo : 
phosphoric acid = 1: 1 wt ratio, 700 'C , 1.4 mL-H20 
g-char-1 h-1 , 2 h). 

g으로 무게를 다르게 하여 메틸렌블루 흡착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얻어진 결과를 유사 1차 속도식과 유사 2차 속도식에 

적용하여 Figure 9과 Table 6에 나타내 었다. Table 6에 유사 

1차 속도식에 대한 일치도를 나타내는 R2값은 0.44 - 0.99, 

0.66 - 0.98으로 나왔으며， 2차 속도식에 대한 R2값은 모두 

0.99이상 나와 I차속도식과 비교하였을 때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났다. 또한 AC3에 비해 AC-P4가 높은 흡착속도가 

보였고， 제조된 활성탄을 가지고 비교하였을 때 유사 2차 속 

도식에 더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나무로 제 

조한 활성탄이 유사 1차 속도식 특정인 메틸렌블루와의 흡 

착을 할 때 매우 느리고 미량의 흡착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인 흡착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유사 2차 속도식의 특정인 

강한 화학적 흡착을 바탕으로 빠른 흡착을 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28-31]. 

4. 결론 

대나무를 TGA 분석 결과 주된 열분해 온도 범위는 300-

450 'c로 이중 헤미셀룰로오즈가 42.89%로 가장 높았다. 활 

성화 온도 800 'c에서 수증기 유량 1.4 mL-H20 g-char-1 h-1의 

속도로 2h 동안 수증기 활성회를 진행하여 얻어진 활성탄의 

수율， 요오드 흡착량 및 비표면적은 각각 11.30 wt%, 1238.98 

mg g-l과 898.00 m2 g-l으로 가장 효율적 인 활성탄이 제조되 었 

다. 대나무와 인산을 혼합한 경우 활성탄 생산량이 증가하였 

으며， 낮은 에너지로 큰 비표면적을 갖고 열에도 안정한 활성 

탄을 제조하였다. 메틸렌블루 흡착량 실험 결과 유사 2차 속 

도식에 따라 흡착반응은 물리적 흡착이 아닌 화학적 흡착이 

주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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