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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lfunction or inappropriate management of ventilation system in public transportation may cause unpleasant

atmosphere or health problems to the old or feeble passengers. In this work, adsorption/desorption system for

gaseous carbon dioxide is developed and tested under the various indoor conditions. Finally an optimum design

specification for the indoor CO2 control will presented.

------------------------------------------------------------------------------------

서 론1.

최근의 실내공기정화기술의 주요 타겟물질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실내공기질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휘

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각종, , , , , , , , ,
부유세균 등이다 즉 이산화탄소역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요 관리대상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 .
나 유해가스나 입자상 물질에 비하여 이산화탄소는 그 유해성이 직접적으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

도차량 객차와 같은 소규모 공간보다는 대형 연소설비가 있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상 이산화탄

소 처리나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어 적정환기 등 관리가 되지 않을 경

우 공기질 악화로 인한 불쾌감을 유발하고 노약자들의 건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 .
리나라는 관리기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오던 중 최근 환경부에,
서 도시철도 열차 버스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적정수준을 제시하는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 “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는 환기가 가장 바람직 하지만 도시철도는 대부분의 운” .
행공간이 지하인 바 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용량 환기 시 냉난방 부하에 따른 추가 에너지, ,
비용이 예상된다.

실험방법2.

물리적 흡착방법으로 흡착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체상 물질을 흡착하기 위해서는 압력과 온도조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내공간에 압력용기를 이용한 물리적 흡착을 시도하기에는 공간상제약과.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어 상온상압에서의 물리적 흡착을 시도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

하여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여 가스의 장비 내 체류시간을 길게 유도하면서 내부 압력을 상승시킬 수bed
있는 구조로 설계 하였다 시스템의 설계 부하를 산정하기 위하여 서울 지하철 호선구간에서 오전 시.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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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오후 시 까지 직접 탑승하여 를 이용하여 승객의 코 높이에 근8 (2006.08) NDIR-type CO2 sensor
접한 선반에 부착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본 개발장비의 최대 농도

부하로 가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실험으로 본 장비에 충진되는 흡착제의 기초흡착성능.
을 평가하여 실제 객차 내에 장착될 장비의 충진 될 흡착제의 설계용량에 반영토록 하였다.
그림 은 흡착제의 기초 흡착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응기를 제작하여 와 가스를 혼합하여1 CO2 N2

으로 유입시켜 흡착능을 평가한 후 토출가스의 농도가 도달 시 탈착을 시도하여 탈5,000ppm 2,000ppm
착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한 공정 그림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흡착성능평가를 방식으로 를 실시하, one-pass aging test

였다 시스템 내부에 충진된 흡착제의 양은 충진하였으며 흡착이 완료된 시점은 토출공기의 농도. 3liter ,
가 에 도달된 시점으로 설정하여 시간 탈착한 후에 다시 흡착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2,000ppm 4 .
이때 유입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으로 설정하였으며 측정은 과 검지5,000ppm NDIR-type CO2 sensor
관을 이용하여 교차확인 하였다.
또한 완성된 시제품을 공기청정기 시험장치 탈취시험장치 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효율을 시험, ( )

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 내부 용적의 아크릴 챔버에 당사 장치를 거취 후 탈취시험. 2 4m3
장치 뒷 부분에서 으로 가스를 주입 후 내부 이산화탄소농도가 안정화 된 후에 상부 교반기를5,000ppm
가동시키면서 동시에 당사 장비를 가동시킨 후 분 동안의 이산화탄소 제거 추이를 관찰하였다30 .

Fig 1. Schematic of basic test for absorbent and one-pass test(aging test).

Fig 2. Schematic of test chamber for gas remov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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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설계 시제품은 와 가 분리되어 있는 흡입형 팬을 채택하였다 장비 가동 후 시간이 지blade motor .
남에 따라 장비 내부에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 에 부하가 걸려 열이 발생되어 팬 수명을 단축하고motor
안전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모터의 외부에 중 가 장착된 형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본 장비2 blade . ,
의 구동은 개의2 NDIR-type CO2 와 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sensor PLC(Program Logic Control)
다 객차 내부에 장착된 센서는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내공간이 승객에 의하여 가스농도가. 1,500ppm
상승할 경우에 신호를 송출하여 본 시스템을 동작 시키게 된다 시스템가동 중 실내공기 중 승(A mode) .
객수가 감소하여 가스농도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동작을 멈추게 된다 또한 일정시간 가1,500ppm .
동 후에 흡착제의 흡착능이 포화될 경우에 시스템의 토출구에서의 농도를 감지하여 이상의2,000ppm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탈착공정 로 전환되어 일정시간 동안 탈착을 한 후에 자동으로(B mode) A

로 전환된다 실내공기 중 먼지에 의한 흡착제의 성능저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mode .
하고 을 이용하여 흡착제의 표면의 변화를 관찰gold coating SEM( SUPERSCAN SS-550, Shimadzu)

하였다.

결과 및 고찰3.

실내 공간 이산화탄소 농도 제어용 흡착제의 설계용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몇 종류

의 흡착제를 시험하였다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반복실험을 실시하여 유입되는 가스의 농도에 따른 흡.
착성능을 평가하였다 흡착반응기는 흡착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시스템 내부에 충진된 흡착제와 유입되는.
가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가급적 내부 압력을 상승시키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높은 압력발생 시.
좀 더 높은 사양의 팬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부 차압은 가 유지되도록 설계하였30 mmAq
다.
그림 은 시스템의 공기 유입구에 의 이산화탄소가 유입될 경우 토출구에서 측정되는 이산3 5,000ppm

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시스템으로부터 배출되는 공기의. CO2농도는 으로 대략1,500 ppm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도를 꾸준히 시간 이상70 % . 1700 1850 ppm 24～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본 장치를 객차 내부에 장착시킬 경우에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일정한 제거 효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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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2 Conc. with operating time in absorbing process.

내부 흡착제의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흡착제의 미세기공을 실내공기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가 채

움으로써 의 흡착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고자 내구성 시CO2
험을 실시하였다 즉 시스템에서 개월 정도 사용한 흡착제와 새로운 흡착제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을 통. , 3
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스템 가동전후의 입자표면에 약간의 미세 분진이 미세. 4
기공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이는 가스가 흡착된 후에 탈착공정에서 반대편의 팬.
에서 강하게 내부의 미세기공의 가스와 더불어 더운 공기로 배기시켜서 대부분의 먼지들이 시스템내부

의 흡착제에서 제거 되었으나 상온 상압하에서 운전되는 본 시스템에서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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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picture of used & new absorbent

본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였을 경우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의 가스흡착능력이 급격히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
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실제 현장에 설치될 경우에 공기유입 그릴 부분에 차압이 적게 발생되는 전처

리 분진제거용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객차 내부의 공기정정장치. ,
의 공기 토출구 인근에 설치하여 청정공기를 본 시스템으로 유입시켜 내부 공기를 정화할 경(PM-10)

우에 시스템 효율을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공기질이 좋지 않은 조.
건에서 장기간 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본 시스템의 흡착성능을 최종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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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2 removal trend in chamber

그림 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된 탈취시험장치를 이용한 시스템의 가스제거 효율을 도식화 한 것5
이다 최초 이었던 밀폐 챔버 내부의 가스 농도가 분 동안은 가스제거효율이 우수하였으나. 5,000ppm 2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으며 분이 지난 시점에, 30

미만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그에 따른 제거효율은 가 되었다 탈취시험장치에서의 당사1,500ppm . 70% .
장비의 시험 결과 장비를 통과하는 순간의 저감효율은 다소 떨어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부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객차에 장착할 경우.
적절한 팬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공기유입 유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성, , .
측면에서 접근할 때 전력소모량이 인 본 시스템이 객차내부의 환기를 위하여 추가적으로100 W/ unit
발생되는 냉난방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되나 추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1305



료된다.

결론4.
본 연구에서는 객차내 의 실내농도제어를 위하여 상온 상압에서 분자를 선택적으로 포집CO2 , CO2 gas
할 수 있는 흡착제를 적용한 시스템을 시험하였다 실제 객차내에서 발생 가능한 농도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흡착시스템을 시험한 결과 단기적 성능은 확인되었지만 장기 성능유지와 내구성 시험이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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