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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활성탄 재생연구

[연구분야 소개]

본 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탄소재료, 그중에서도 활성탄소 및 활성탄소섬유의 화학적 활성화를 통한 고

부가가치의 탄소재료를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활성화가 진행된 활성탄소의 경우, 그 비표면적이 기

존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는 높아지며 활용처 또한 다양해진다[1-3]. 주로 공간적 제약

이 많은 자동차 부품, 군사용 방독면, 그리고 의료용 필터 등에 사용됨으로써 그 성능 및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러한 고비표면적 활성탄소의 대용량 생산 장치가 개발된 바 없다. 본 센터에서는 

활성탄의 활성화를 위한 양산급 제조 설비와 이와 관련된 통합공정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고비표면적의 활성탄은, 비표면적 증가에 따라 가스 및 전자를 흡착할 수 있는 활성점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가스 및 에너지 저장소재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며, 본 센터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 주로 메탄이나 수소를 고비표면적 활성탄에 일정 압력으로 주입시켜 저장하면, 기존의 

압축용기 저장에 비해 그 저장용량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5]. 또한 이러한 고비표면적의 활성탄을 전극소

재로 활용 시, 기존 활성탄 전극에 비해 커패시턴스도 증가하게 된다[6,7]. 이처럼 고비표면적 활성탄은 향

후 저장소재로서 그 활용도가 높다.

이외에도 기존 산업공정에서 수처리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 후 버려지는 폐활성탄을[8,9], 친환경적으로 

재생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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