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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특성을 향상시키고자 졸겔법 및 urea의 고상 열처리법을 이용하여 질소가 도핑 

된 TiO2 (N-TiO2) 코팅 활성탄소 펠렛을 제조하였다. 또한 이 활성탄소 펠렛의 가시광 활성능 평가를 위하여 light 

emitting diods (LED)를 조사하였고, 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벤젠가스 제거능을 측정하였다. Titanium tetra 

isopropoxide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탄소 펠렛 표면에 TiO2 코팅량이 증가되고, 비표면적이 감소됨을 SEM 및 BET 

결과를 통해 각각 확인하였다. 벤젠가스 제거 결과, ACP10의 벤젠가스에 대한 파과점 도달시간이 ACP에 비하여 약 

2배정도 증가되었다. 이는 활성탄소 펠렛의 표면에 코팅된 N-TiO2가 LED 광원 조사 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벤젠가스를 

분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nitrogen doped TiO2 (N-TiO2) coated on an activated carbon pellet (ACP) was prepared using sol-gel and the 

solid state heat treatment of urea to improve the removal property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To explore the 

visible light photocatalytic activity of the ACP under the light emitting diods (LED), the removal property of benzene gas 

was characterized by gas chromatography. The SEM and BET results show that the increment of titanium tetra isopropoxide 

contents leads to the increased TiO2 coating amount of ACP surface and decreased specific surface area. From the results 

of benzene gas removal, the breakthrough time of ACP10 increased about 2 times compared to that of the ACP. The improved 

performance was attributed to the N-TiO2 coating on ACP surface, which could be more effective to remove benzene gas 

under the condition of LED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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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s)이란 탄화수

소 화합물로서 질소산화물(NOx)과 강한 자외선에 의해 반응하면 오

존(O3), 알데히드(RCHO) 등과 같은 2차 오염 물질인 광화학 산화물을 

생성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광화학 산화물은 자체 독성뿐만 아니라 

광화학 스모그 발생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와 인체 장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1,2]. VOCs는 용제류를 사용하는 도장시설, 세정시설, 

인쇄시설과 차량 등을 주요 발생원으로 들 수 있으며, 오늘날 산업 및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VOCs 오염현상은 인체 유해성 및 지구 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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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VOCs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0년대 전반부터 VOCs 규제를 위해 대상 시설 규모 및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강화되었다. 현재 상용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VOCs제어 기술로는 촉매산화법, 흡착법, 바이오 필터, 

응축, 연소공정, 막기술, 플라즈마 공정 등이 존재한다[3,4]. 

일반적으로 저농도의 VOCs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흡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흡착법에서 사용되는 

흡착제는 복잡한 기공형태를 갖고 있으며, 비표면적이 넓고 소수특성을 

지니고 있는 활성탄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활성탄소를 

이용한 VOCs 흡착 제거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6-8]. 하

지만 활성탄소의 경우 VOCs를 효과적으로 흡착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활성탄소와 흡착된 VOCs의 화학적 결합으로 흡착

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사용 시 재생과정이 필요하여 경

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9,10].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성탄소 표면에 TiO2를 코팅하고, 광원 아래에서 TiO2의 광

활성을 통해 흡착된 VOCs를 분해시켜 활성탄소의 성능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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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chematic diagram of N-TiO2 coated activated carbon 

pellets.

Table 1. Prepared Samples Used in This Study and Their Preparation

Conditions

Samples Treatment temp. Urea weight TTIP contents

ACP 600 ℃ - -

ACP5 600 ℃ 1 g 5 wt%

ACP10 600 ℃ 1 g 10 wt%

ACP30 600 ℃ 1 g 30 wt%

는 연구가 필요하다[11]. 

TiO2는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환경에서 VOCs를 H2O와 

CO2로 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이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광촉매이다[12]. 하지만 

TiO2는 밴드갭이 3.2 eV이기 때문에 광활성이 가능한 빛의 파장이 

390 nm 이하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은 산업에 적용시 전력소모량이 높은 자외선(ultraviolet ray) 램프를 

사용하여 광활성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13].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광분해를 위해서는 전력소모가 적은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s; LED) 램프 하에서 광활성이 가능한 광촉매를 제조하고 

실제 활성탄소에 코팅함으로써, 그에 따른 상온에서의 VOCs 제거 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LED 조명 하에서 광활성이 가능

한 광촉매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밴드갭을 감소시켜야 한다. 광촉매의 

밴드갭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데 특히 질소 도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질소가 도핑된 TiO2의 경우 질소원자가 TiO2 

내의 산소원자와 치환되면서 N (2p) 준위는 TiO2의 valence band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밴드 갭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

된 밴드갭은 가시광 영역에서 향상된 효율을 나타낸다고 많은 연구들

은 보고하고 있다[14-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광다이오드로 구동되는 TiO2 광촉매 코팅 

활성탄소 펠렛을 제조하고 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iO2 전구체인 titanium tetra isopropoxide (TTIP)의 

함량을 변수로 하여 활성탄소 펠렛에 TiO2를 코팅하였으며, 고상 열

처리법으로 urea를 이용하여 제조된 TiO2 광촉매 코팅 활성탄소 펠렛

에 질소도핑을 하였다. 또한, 각각의 조건에서 N-TiO2가 코팅된 활성

탄소 펠렛에 대하여 발광다이오드 광원 하에서 N-TiO2 코팅 정도에 

따른 벤젠제거 거동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 제조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을 제조하기 위하여 isopropanol (IPA, 

99%, Acros Co. Ltd)에 TTIP (97%, Adrich Co. Ltd)를 5, 10, 30 wt%

의 비율로 혼합하여 TTIP 혼합용액을 제조하였다. 10 g의 TTIP 혼합

용액에 1 g의 상용화된 활성탄소 펠렛을 10 s간 딥-코팅 하여 활성탄

소 펠렛의 표면에 TTIP 혼합용액을 코팅하였다. 이렇게 TTIP 혼합용

액이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을 증류수 72 g에 담지하였다. 그리고 펠렛

이 담지된 증류수에 1 M HNO3 (60%, Samchun Co. Ltd) 10 mL을 첨

가한 후 50 ℃에서 6 h 동안 겔화하였다. 겔화가 종료된 활성탄소 펠

렛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질산을 제거하였다. 세척 

후 활성탄소 펠렛을 100 ℃에서 1 h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활성탄소 

펠렛 1 g과 urea (99.0%, Adrich Co. Ltd) 1 g을 혼합한 후 600 ℃로 

열처리를 하기 위하여 상기 온도까지 승온 속도를 분당 10 ℃로 조절

하고, 설정온도에서 1 h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열처리된 활성탄소 

펠렛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열분해되지 않은 urea를 제거한 후 100 ℃

에서 1 h 동안 건조하였다. 상기 실험방법의 계략도를 Figure 1에 나타

내었다. 미처리된 활성탄소 펠렛을 활성탄소 펠렛으로 명명하였으며, 

N-TiO2가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시료명은 TTIP의 함량에 따라 각각 

ACP5, ACP10, ACP30으로 명명하였고, 그 함량 및 처리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상기에서 제조한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X선 회절장치(x-ray 

diffraction; XRD, D/MAX-2200 Ultima/PC, Rigaku, Japan), X선 광전자 

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hermo Electron Co., 

England)의 분석결과 활성탄소 펠렛의 영향으로 표면에 코팅된 N-TiO2

의 결정구조 및 화학적 결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활성

탄소 펠렛을 넣지 않고, TTIP 함량 30 wt%의 방법을 대표적으로 선택

하여 N-TiO2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N-TiO2의 XRD 및 XPS의 결과값을 

Figure 2에 추가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아나타아제 TiO2를 제조할 수 

있었고, TiO2에 N이 도핑되었음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다[17-19]. 

즉, 위의 방법으로 활성탄소 표면에 N-TiO2의 코팅이 가능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 특성 평가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표면 형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5500)을 

사용하였으며, 코팅된 N-TiO2의 비율 및 존재여부를 에너지분산형 분

광기(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로 확인하였다.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기공특성 및 비표면적은 마이크로메리틱스

사의 ASAP2020 장비로 Brunauer-Emmett-Teller (BET)법 및 Horvath- 

Kawazoe (HK) 방법을 통하여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2.3.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벤젠 흡착 측정

VOCs의 제거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VOCs 중 하나

인 벤젠을 사용하였으며, 이의 제거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모식

도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벤젠 제거효율 측정 장치는 벤젠이 포함

된 공기를 일정한 유속으로 주입하기 위한 주입부분, 활성탄소 펠렛

을 충전시킨 반응기 부분, 그리고 배출농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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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Properties of N doped TiO2 : (a) XRD pattern and (b) XPS 

spectra.

Figure 3. The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ure 4. SEM images of the ACP (a), ACP5 (b), ACP10 (c), and ACP30 (d).

하기 위하여 측정기와 연결된 출구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흡착이 일

어나는 반응기는 내경 12 mm, 외경 13 mm, 높이 200 mm의 석영관으

로 0.1 g의 활성탄소 펠렛을 충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장치 및 실

험 공간의 온도가 20 ℃ 이하일 경우 벤젠이 응축하는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주변온도를 27 ℃로 유지하였다. 100 ppm의 벤젠이 포함

되어 있는 공기를 사용하여 벤젠 제거효율을 측정하였으며, MFC 

(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300 sccm으로 일정한 유속을 유지

하여 벤젠 혼합 가스를 주입하였다. 반응기를 통과한 혼합공기에 포

함된 벤젠의 양은 GC (gas chromatography, Aglient, HP 6890, FI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표면특성 분석

Figure 4에 N-TiO2가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에 대한 SEM 이미지 결

과를 나타내었다. 미처리 활성탄소 펠렛 표면(a)의 경우 탄소 미세분

말의 형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b)와 (c) 같이 TiO2가 코팅 되

면서 미세 분말의 노출면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0 wt%의 TTIP 혼합 용액에 담지시킨 후 소성된 시료(d)의 경우 

(b), (c)와는 달리 많은 TiO2의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ACP10과 ACP30에 대한 TiO2의 코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EDS

분석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활성탄소 

펠렛 표면 전체에 걸쳐 Ti 원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활성탄소 펠렛 표면에 생성된 TiO2의 분산이 잘 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활성탄소 펠렛에 TTIP를 10 wt%, 30 wt%의 

농도비로 함침시킨 ACP10과 ACP30에서 Ti 원소비가 각각 5.93%, 

14.24%로 나타났으며, 이는 TTIP의 함침 농도의 증가가 실제 생성된 

TiO2 양과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3.2.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기공 특성

일반적으로 다공성 흡착제의 비표면적, 기공 분포 및 크기는 VOCs 

흡착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해당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제조된 N-TiO2 코팅 활성탄소 펠렛의 

질소 흡착 등온선을 Figure 6에 도시하였다. Figure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활성탄소 펠렛을 포함한 N-TiO2 코팅된 시료(ACP5, ACP10, 

및 ACP30)의 질소 흡착량이 0.1 P/P0 미만의 범위에서 크게 증가하고 

0.1 P/P0 이상에서는 서서히 증가하는 흡착등온선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그래프는 IUPAC에서 정의한 대로 type I∼VI의 흡착등

온선 중 type I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대부분 미세기공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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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M image of the (a) ACP10, (c) ACP30 and EDS elemental mapping of the (b) ACP10, (d) ACP30.

Figure 6. Nitrogen adsorption isotherms at 77 K of prepared samples. Figure 7. Pore size distribution of prepared samples as calculated by 

DFT.

Table 2. Textural Properties of Prepared N-TiO2 Coated Activated 

Carbon Pellects

SSA (m
2
/g) Vt (mL/g) Vmi (mL/g) Vme (mL/g)

ACP 876.9 0.451 0.406 0.045

ACP5 798.9 0.384 0.342 0.042

ACP10 751.6 0.360 0.323 0.037

ACP30 617.7 0.314 0.283 0.031

SSA : Specific surface area, Vt : Total volume, Vmi : Micropore volume, Vme : 

Mesopore volume

어져 있고 약간의 중간기공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22]. 또한, 활성탄소 펠렛에 비하여 ACP5, ACP10, ACP30은 

77 K에서 총 질소 흡착량이 각각 0.85, 0.79, 0.69배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활성탄소 펠렛 표면에 N-TiO2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존재 하고 있는 기공을 막거나 영향을 주어 비표면적 및 미세기공률

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TiO2 함유탄소재에 기공특성 분석에서 질소 가스 이

력현상을 보고한 Yu 등의 결과와 달리 TiO2 코팅 후에도 흡착 및 탈

착 곡선에서 이력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23]. 이는 활성탄소 펠

렛에 TTIP 소성 및 urea와의 열화학반응시 추가적인 촉매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공 형성 및 변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TiO2의 코팅은 기공형태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코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밀도범함수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으로 공극분포도를 계산하여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제

조된 시료는 2 nm 이하의 미세기공과 4 nm 이하의 중간 미세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Figure 7에서 알 수 있듯이, Figure 6에서의 

질소 흡착등온곡선과 상응하게 활성탄소 펠렛에 비하여 ACP5, ACP10, 

ACP30의 순으로 미세기공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면 및 일부 기공에 함침된 TiO2 전구체인 TTIP가 가수

분해, 겔화 및 소성과정을 통해 TiO2 결정이 형성되면서 미세기공을 

막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2에 제조된 시료의 비표면적과 기공특성을 상세히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활성탄소 펠렛의 경우 876.9 m
2
/g의 비

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탄소 펠렛에 N-TiO2 코팅의 정도가 높

아질수록 비표면적이 각각 798.9, 751.6, 및 617.7 m
2
/g으로 점차적으

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기공의 부피 및 미세기공의 부피가 

더불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VOCs 제거능 평가

활성탄소 펠렛 및 광촉매 코팅 활성탄소 펠렛의 흡착물질에 대한 

파과곡선은 흡착평형, 물질이동 및 장치내의 유체역학적 특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24,25], 흡착 실험 시 반응기 길이와 용량, 온도, 가스의 

유입속도, 농도, 시료의 양 등을 고정하여 흡착거동을 확인하였다.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의 주입량과 온도는 각각 0.1 g, 25 ℃로 

하였으며, 흡착대상인 벤젠가스의 농도 및 주입 유량은 각각 100 ppm 

및 300 sccm으로 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LED 램프 하에서 실

험한 VOCs 제거 특성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Y축은 초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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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8. Effect of initial concentration on behavior of adsorption 

breakthrough curves prepared samples (300.15 K, 300 sccm).

농도에 대한 유출농도의 비(C/C0)로 나타내었으며, 파과점(breakthrough 

point)은 유출농도의 비가 5%일 때의 시간으로 간주하였다[26]. Figure 8

에서 보이듯이 활성탄소 펠렛의 파과 시점인 12.5 h에 비하여 N-TiO2가 

코팅된 ACP5와 ACP10이 파과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각각 17 h, 25 h

로 지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파과점에 도달하게 된

다는 것은 흡착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27]. 따라서 

비표면적이 클수록 최초 흡착 파과가 일어나는 시간은 대체로 늦게 

일어나게 된다[28,29]. 하지만 Figure 6과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활성탄소 펠렛의 비표면적이 876.9 m
2
/g인 것에 비하여 ACP5, 

ACP10의 비표면적은 각각 798.9, 751.6 m
2
/g으로 감소된 값을 갖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과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세 개의 시료 

중에서 비표면적이 작은 ACP10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본래 알려진 이론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활성탄소 펠렛 표면에 코팅된 N-TiO2가 LED 광원 아래에서 

광활성이 진행되어 벤젠가스 제거에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LED 광에너지에 의하여 TiO2 광촉매 표면에서 전자(e)와 정공(h
+
)이 

생성되고 반응기 내의 산소와 결합하여 활성산소(⋅O2

-
, super-oxide 

radical)가 생기게 된다. 활성산소와 VOCs와 반응하여 H2O와 CO2로 

분해되는데, 이때 예상되는 광촉매의 VOCs 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30,31].

TiO2 + hv → TiO2 (e
- 

+ h
+
)          (1)

O2 + e
- 
→ ⋅O2

-
                      (2)

⋅O2

-
 + VOCs → CO2 + H2O          (3)

즉, 활성탄소 펠렛의 표면에 코팅된 N-TiO2가 활성탄소 펠렛의 기

공에 흡착된 벤젠가스를 CO2와 H2O로 광분해 하기 때문에 흡착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

된다. 상기와 같은 작용으로 인하여 활성탄소 펠렛에 비하여 비표면

적이 낮은 ACP10가 파과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는 것으

로 여겨진다[32]. 하지만 N-TiO2가 가장 많이 코팅된 ACP30의 경우 

오히려 다시 활성탄소 펠렛과 비슷한 시간에 파과점에 도달하는데, 

이는 N-TiO2의 코팅 정도가 너무 높아 비표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표면에는 Figure 4의 SEM 사진에서 보이듯이 

활성탄소 표면에 N-TiO2가 너무 많아 펠렛 표면과 벤젠가스의 흡착이 

용이하지 못하고, 그 미세기공이 N-TiO2에 의하여 폐쇄되었기 때문에 

벤젠 흡착량이 감소되어 그 제거능 또한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발광다이오드 광원 하에서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VOCs 중의 하나인 벤젠 제거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TTIP 혼합용액의 TTIP 함량이 증가할수록 활성탄소 

표면의 코팅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따라 미세기공 

및 비표면적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N-TiO2의 코팅 정

도에 따른 제조된 N-TiO2 코팅된 활성탄소 펠렛과 코팅되지 않은 활

성탄소 펠렛의 LED 광원 아래에서의 벤젠 제거능을 측정해본 결과, 

대체로 활성탄소 펠렛에 N-TiO2 코팅 정도가 증가될수록 파과점에 도

달하는 시간이 늦춰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N-TiO2가 LED 광원 아래

에서 활성탄소 펠렛 표면에 흡착된 VOCs를 광분해 반응으로 제거하

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하지만 과도한 N-TiO2 코팅은 

오히려 활성탄소 펠렛의 성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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