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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erties and H2O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two types of zeolites (3A and 13X) with the

same shape but different element composition were identified. These zeolites are used in gas purification

processes to manufacture 9N ultra-pure inert gases for semiconductor process applications. To analyze the

shape and microstructure of the zeolites, an optical microscope and FE-SEM were used. EDS, micro-Raman,

and XRD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ir compositions and properties. BET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ir specific surface areas. Finally, a breakthrough analysis was conducted at room tempera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ptical and microstructure analyses, the cylindrical shaped 3A and 13X were

determined to be composed of 2.5-um polyhedrons and 1.4-um massive shape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composi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 main components of both zeolites were Si and Al, whereas K and

Na existed in 3A and 13X,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pecific surface area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surface area of 13X was 32 times larger than that of 3A. Specifically, the total specific surface areas were

22.42 and 720.33 m2/g for 3A and 13X,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H2O adsorption characteristic analysis

showed that the H2O concentration of 13X was 1.33 times higher than that of 3A. Therefore, with respect to

using zeolite for gas purification process applications, 13X might be more suitable to achieve excellent specific

surface area and remarkable H2O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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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소자의 선 폭이 nm 급으로 미세화되고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제조 장비에 공급되는 가스 순도가

6N을 넘어선 9N 이상의 초고순도 가스가 요구되고 있다

[1-4]. 이때 9N 이상의 초고순도 가스를 제조하기 위해서

가스 정제 공정이 사용되는데, 가스 정제 공정이 가장 많

이 요구되고 있는 가스 종류는 Ar, N2 등의 불활성 가스이

다 [1,5]. 이러한 가스 정제 공정은 가스 내의 10 ppb 단

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불순물에는 O2, CO,

H2O, CO2 등이 있다 [6-8].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촉매와

흡착제가 채용되고 있는데, O2와 CO의 경우 산화 - 환원

촉매 반응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H2O와 CO2의 경우 온도

에 따른 물리적 흡착-탈착 반응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9,10]. 이중, 흡착제는 초고순도 가스 공급 라인에도 채용

되는데, 공급되는 가스가 초고순도 일지라도 가스 교체 시

배관에 잔류된 ppb 단위의 H2O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의 흡착제를 이용하여 배관의 잔류 H2O를 제거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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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필수적이다 [11,12].

수분 흡착제로 이용되는 활성탄의 경우, 활성탄의 종류

및 온도변화에 따른 흡착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하

게 보고된 바 있다. J. S. Lee 등[13]은 활성탄과 제올라

이트 복합체를 제작하여 273.15~353.15 K에서 CO2와

H2O흡착 성능평가를 보고한 바 있다. D. Ryu 등[14]은

활성탄에 알칼리 금속염이 많이 함침될수록 CO2의 흡착

능력이 우수해지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D.

Moon 등[15]은 활성탄소섬유의 요오드 흡착 특성을 연구

하였는데, 흡착제의 비표면적 증가에 따른 흡착 성능이 향

상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탄의 경

우 반복 재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700 oC 이상의 고온

이 필요하며, 외부에 노출 시 수분과의 급격한 반응으로

인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정제 공정에 적용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16,17].

최근에는 활성탄의 대체재로서 재생 온도가 300 oC 이하

로 비교적 저온에서 가능하며, 외부에 노출 시에도 안전한

무기계 흡착제인 제올라이트를 채용하고 있다. 다공성 구

조로 이루어진 제올라이트 흡착제는 수분뿐만 아니라 미세

기공을 통해 내부에 존재하는 불순물 제거도 가능하기 때

문에 정제 공정에 채용하기에는 적합하다 [18,19]. 이러한

제올라이트는 4개의 O가 Si과 Al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사면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과 합성으로 분

류된다 [20]. 합성 제올라이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

나 주로 3A, 13X가 이용된다. 앞에 숫자는 내부의 기공

크기(Å 단위)를 의미하고, 뒤에 알파벳은 Si/Al의 몰비에

따라 A 타입은 Si/Al의 비율 1을 의미하며, 이때 내부 금

속 양이온으로 K+이 첨가된 것이고, Si/Al의 비율이 1.5이

하는 X 타입으로 Na+이 첨가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3A,

13X는 각각 3 Å, 13 Å의 내부기공을 가지고 Si/Al 비율이

1, 1.5로 K+, Na+를 가진 구조체이다 [21]. 즉, 제올라이트

는 Si, Al, O가 sodalite cage 구조의 단위로 구성되고

cage 4개가 원형으로 연결되면 4-ring 구조로 이루어진

Linde Type A(LTA) 구조의 A 타입이 안정화되고, 6개가

연결되면 6-ring 구조로 이루어진 Faujasite(FAU) 구조의

X 타입으로 생성된다 [22]. 

제올라이트의 흡착성능을 높이기 위해 비표면적을 향상

시키는 연구도 활발하다. Widayat 등[23]은 NaOH 1, 3,

4, 5M을 첨가한 X 타입 제올라이트를 제작하고, 이때

NaOH 첨가에 따라 비표면적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3M NaOH가 첨가된 제올라이트에서 비표

면적이 가장 우수한 것을 보고한 바 있다. F. A.

Abdulkareem 등[24]은 5A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최대

10 bar의 압력에서 50 oC와 70 oC의 온도일 때 CO2/CH4

와 CO2/CH4/H2O 혼합 기체에 대한 흡착 성능을 확인하고,

H2O가 혼합된 경우 CH4의 흡착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보

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공정 및 디스플레이 산업용 가스 정

제 공정의 경우 상온에서 진행되며, 정제하려는 가스의 종

류에 따라 제올라이트를 선택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와 관련

하여 제올라이트에 따른 정량적인 수분 흡착량에 관한 연

구 사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3A 및 13X의 두 가

지 제올라이트 흡착제의 물성을 확인하고, 수분에 따른 흡

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N2 가스 내에 5%의 수분을 주

입하여 가혹 조건으로 제올라이트의 파과점(breakthrough

point)과 흡착량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이용되는 초고순도 가스를

제작하기 위한 수분 제거 공정에 이용되는 제올라이트 흡

착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세기공과 성분이 다른

3A(A사)와 13X(B사) 제올라이트 흡착제를 준비하였다. 

각 제올라이트의 매크로 분석을 위해 광학현미경의 접

안렌즈에 연결된 디지털 카메라(Coolpix 4500, Nikon)를

이용하여 10배 이하로 분석하였다. 각 제올라이트의 미세

구조 분석을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S-8000, Hitachi)를 이용하였으며, 가

속 전압은 15 kV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zeolite의 구성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 EDS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제올라이트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 라만분

광기(UniRaman, Unithink)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광원은 514 nm을 채용하고, 10초 동안 노출 후 50회 반

복 측정하였다. 제올라이트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XRD, D8 advance, Bruker)를 이용하였다. X

선 source는 Cukα로 파장은 1.5405 Å이며, 이때 분석 조

건은 전류 30 mA, 가속전압 40 kV였다. 회절범위는 joint

committee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카드 상에 나타

나있는 제올라이트 A(No. 98-018-3702), 제올라이트

X(No. 00-038-0237)를 고려하여 0~60° 범위의 2θ에서 피

크를 확인하였다. 

3A 제올라이트와 13X 제올라이트의 비표면적과 기공크

기를 비교하기 위해 BET(Autosorb-iQ/MP, Quantachrome

Instruments)를 이용하였다. 이때 77 K 온도에서 N2 gas를

주입하고, 0.07 g 제올라이트의 gas 흡착량을 확인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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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비표면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T-plot data를 이용하여

2 nm 이하 미세기공(micropore)의 비표면적과 크기를 확인

하였다.

3A 및 13X 제올라이트의 수분 흡착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breakthrough 분석기(Dyna Sorb BT, Quantachrome

Instruments)를 이용하여 breakthrough curve 분석을 통해

파과점(breakthrough point)과 흡착량을 확인하였다. 전처리

는 280 oC에서 3시간 동안 N2 - 1 slpm을 흘려주어 각각의

제올라이트에 흡착된 수분을 제거하였다. 전처리 후, 가속

실험을 위해 가혹 조건인 5% H2O/N2 가스를 1 slpm 흘

려주면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제올라이트를 통과하여 유

출되는 수분 농도가 5%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breakthrough

curve를 측정하였다.

이때 파과점(breakthrough point)은 가스가 제올라이트를

통과한 후의 가스 내 수분 농도가 5%에 도달하는 시점으

로 결정하였으며, 파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스가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올라이트를 통과한 후의 가스 내 수

분 농도가 5%에 도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하였

다. 또한 흡착량은 제올라이트에 가스가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올라이트를 통과한 후의 가스 내 수분 농도가

5%에 도달하는 시점까지의 면적을 적분하여 도출하였다.

 

3. 실험결과

그림 1에는 3A 및 13X 제올라이트 시료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 (a)는 3A 제올라이트 시료의

광학현미경 이미지이며, 우 상단에 삽입한 이미지는 3A 제

올라이트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3A 제올라이트는 지름

1.59(±0.2) mm, 길이 6.88(±2) mm의 원기둥 형태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 (b)는 13X 제올라이트 시료의

광학현미경 이미지이며, 우 상단에 삽입한 이미지는 13X

제올라이트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13X 제올라이트는 지름

1.62(±0.2) mm, 길이 6.72(±2) mm의 원기둥 형태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3A 제올라이트 보다 밝은 색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3A 제올라이트와

13X 제올라이트는 유사한 외형을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색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조성이 서로

상이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에는 3A 및 13X 제올라이트 시료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각 구조의 3, 13 Å급 기공은 SEM 분해능으

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합성된 소결체의 마이크로급 미

세구조 분석을 하였다. 좌측에는 저배율 이미지를 나타내

었고, 우측에는 저배율 이미지에 점선원으로 표시한 부분

을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상단에는 각 시료의 EDS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 (a) 3A 제올라이트의 경우, 약 2.5 µm의 크기를

가진 다면체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면체의

EDS 분석 결과 Si, Al, K이 주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 소

량의 Na, Mg, Fe가 확인되었다. 이는 제조과정에서 첨가

되어 나타난 물질로 판단하였다.

그림 2 (b) 13X 제올라이트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약

1.4 µm의 크기를 가진 괴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앞서 확인한 3A 제올라이트의 약 56% 크기를 가진 괴상

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괴상의 EDS

결과 Si, Al, Na이 주성분으로 확인되었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량의 Mg, Fe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조과정

에서 첨가된 물질로 판단하였다. 또한 13X는 3A와 달리

K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M. Sandomierski 등

[21]이 3A에는 K가 첨가되어 있고, 13X에는 Na이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3A는 K를 포함한 약 2.5 µm 다면체로 구성되

어 있으며, 13X는 Na를 포함한 약 1.4 µm 괴상체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에는 3A 제올라이트와 13X 제올라이트의 Raman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3A 제올라이트의 경우, 490 cm-1의 피크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4-ring 구조에서 나타나는 Raman 피크로 확인되었다.

13X 제올라이트는 515 cm-1의 피크가 확인되었으며, 이는Fig. 1. Optical microscopy images of (a) 3A and (b) 13X zeolites.

Fig. 2. FE-SEM images and EDS datas of (a) 3A and (b) 13X
zeo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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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ring 구조에서 나타나는 피크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4-

ring과 6-ring 구조의 피크는 A. Depla 등[22]이 보고한

Raman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3A 제올라이트는 4-ring 구조의 제올라이트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13X 제올라이트는 6-ring 구조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에는 3A 제올라이트 시료와 13X 제올라이트 시

료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래프 상단에는 3A

제올라이트 시료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하단에는

13X 제올라이트 시료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3A 제올라이트 분석 결과, (001), (111), (012) 면방향에

상응하는 제올라이트 A peak 7.10°, 10.12°, 12.44°의 메

인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A 타입의 제올라이트는

sodalite cage 4개가 원형으로 구성된 4-ring 구조에서 금

속양이온인 K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LTA 구조의 특성 피

크인 7.10º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25].

13X 제올라이트 분석 결과, (111), (220), (311) 면방향

에 상응하는 제올라이트 X peak, 6.10°, 10.00°, 11.72°

메인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6.10° 피크는 X

타입 제올라이트가 sodalite cage 6개가 원형으로 구성된

6-ring 구조에서 금속양이온인 Na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FAU 구조를 가짐을 의미하였다 [26]. 

따라서 제올라이트 A 타입과 제올라이트 X 타입의 주

요 구성 원소는 Si, Al 이지만 이들의 몰 비율과 첨가되는

금속 양이온에 따라 결정구조가 상이한 특징을 확인하였다. 

그림 5에는 앞서 보인 Raman과 XRD 결과에서 확인한

제올라이트를 구성하는 LTA-type(4-ring) 구조와 FAU-

type(6-ring) 구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구조는 합성 제올

라이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Si과 Al의 비율에 의해서 제

작되며, 내부에 금속 양이온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2,26]. 이때 내부에 포함되는 금속 양이온의

크기에 따라 미세기공의 크기가 결정되며, EDS 결과로 확

인한 바와 같이 3A 제올라이트는 K+이온을, 13X 제올라

이트는 Na+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올라이트가 합성되면서 형성된 기공은 3A가 더 작은 것

을 의미하며, 제올라이트 구조에서는 LTA-type(4-ring) 구

조보다 FAU-type(6-ring) 구조에서 우수한 기공 면적을 나

타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 Abdullahi 등

[26]이 보고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표 1에는 각 시료의 BET 비표면적, T-plot을 이용한

2 nm 이하 미세기공의 비표면적, 미세기공의 크기 결과를

나타내었다.

BET 비표면적은 3A 시료와 13X 시료가 각각 22.42

m2/g와 720.33 m2/g으로 나타내어, 13X가 3A에 비해 약

32배 우수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BET 실험에 사용되는

Fig. 3. Micro-Raman datas of 3A and 13X zeolites. Fig. 4. XRD results of 3A and 13X zeolites.

Fig. 5. Structure of LTA-type and FAU-type of zeolite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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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가스 분자 크기가 0.36 nm이기 때문에, 3A 시료는 앞

서 보인 바와 같이 4-ring 구조로 내부에 약 0.30 nm 정

도의 미세기공을 가져 N2가 흡착되지 못하지만, 13X는 6-

ring 구조로 약 0.50 nm 정도의 미세기공을 가져 N2가 흡

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T 비표면적 결

과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6-ring 구조를 갖는

13X의 비표면적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T-plot 데이터를 이용하여 2 nm 이하 미세기공의 비표면

적을 상세 분석한 결과, 13X가 3A에 비해 약 705배 우

수한 비표면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또한 간접적

으로 13X가 더 많은 미세기공에 의한 면적을 가짐을 의미

하였다. 또한 평균 미세기공의 크기는 각각 0.30 nm와

0.56 nm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약 0.27 nm 크기를

가진 수분을 흡착하기에는 두 시료 모두 충분한 마이크로

기공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13X는 2개 이상의 수분

을 흡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임을 확인하였다 [27]. 

따라서, 3A와 13X 모두 수분을 흡착할 수 있는 미세기

공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13X가 우수한 비표면적

특성을 보이고, 수분을 흡착할 수 있는 더 많은 미세기공

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수분흡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그림 6에는 3A 및 13X 제올라이트의 수분 흡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breakthrough curve를 나타내었다. 5% 수

분에 대한 파과(breakthrough)되는 시간의 경우, 3A는 8.3

시간, 13X는 9.7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어 수분에 대한 흡착 성능이 13X가 더 오래 유지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1 g의 제올라이트에 흡착된 수분의 양

(g)인 수분 흡착량(g/g)을 계산해 본 결과, 3A 및 13X 제

올라이트는 각각 0.189 g/g, 0.252 g/g를 나타내어, 13X

가 3A에 비해 1.33배 우수한 흡착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비표면적 결과에서 13X가 3A에 비

해 우수한 비표면적 특성을 가지고, 더 많은 미세기공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3A와 13X는 외형이 유사한 제올라이트 시료임

에도 불구하고, 가스 정제 공정에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채용할 제올라이트는 13X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초고순도 가스 제조를 위한 가스 정제 공정에 채용되고

있는 3A와 13X 제올라이트의 물성 및 수분 흡착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3A 및 13X 제올라이트는 모두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나, 3A와 13X 제올라이트는 각각

2.5 µm 다면체 및 1.4 µm 괴상체로 구성된 미세구조 특성

을 나타내었다. 3A 제올라이트는 K이 포함된 LTA-type(4-

ring)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3X 제올라이트는 Na이 포

함된 FAU-type(6-ring)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비표면적은 13X 제올라이트가 3A 제올라이트에 비해

약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5% 수분 흡착 특성은

3A와 13X 제올라이트가 각각 0.189 g/g, 0.252 g/g를 나

타내어 13X 제올라이트가 3A 제올라이트에 비해 약 1.33

배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분 불순물 제거를

위한 가스 정제 공정에는 우수한 비표면적과 수분 흡착 특

성을 가진 13X 제올라이트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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