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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ople spend approximately 80 ~ 90 % of their time in various kinds of indoor spaces. And, in 
metropolitan area, most people spend more than 1 hour in public transportation everyday. For 
this reason, people's interest in the indoor air quality is drastically increasing. Among various 
indoor air pollutants, CO2 is one of the most severe environmental concerns. Ventilation is 
commonly used to keep low CO2 concentration in the passenger cabin. However, ventilation may 
worse the indoor air quality problem in case of subway because the tunnel is seriously polluted 
by particulate matters. In this study, an alternative way to remove CO2 was suggested. The 
adsorption of CO2 by CO2 adsorbent was studied. Zeolite modified with base was prepared, and 
CO2 removal performance was tested in 4m3 and 24m3 environmental chambers. It was found 
that CO2 adsorbent could effectively remove CO2 in the chambers.

1. 서  론

 

 일반 으로 사람들은 하루의 80∼90% 이상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한 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1]. 특히, 재실자가 집 되는 기차나 지하철, 

학교, 도서 등의 다 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서는 폐화, 단열화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농도

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재실자에게 불쾌감 뿐만 아니라, 능

률  생산성 하와 어지러움과 졸림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부분의 경우, 환기를 통하여 실내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 값 이하로 유지 할 수 

있으나, 단기간에 많은 재실자가 있는 경우 충분한 환기가 어렵다. 특히 지하철과 같이 외기

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경우 환기는 오히려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하

기나 동 기와 같이 냉방 는 난방을 많이 하는 계 에는 환기로 인하여 과다한 냉난바 

에 지가 소요되고, 실내의 열  쾌 성도 크게 하시킬 우려가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실내공간에서의 이산화탄소를 환기가 아니라 흡착을 통하여 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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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흡착제는 상용 제올라이트를 개질하여 합성하 고, 이 게 합성한 흡착제를 4m
3
과 

24m3의 두 가지 소형 환경 챔버에 용하여 실제 실내공간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착성능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이산화탄소 흡착제

  이산화탄소 흡착제는 기본 으로 상용 Zeolite (5A)를 사용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온

교환과 수산화물을 이용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개질하 다. 첫 번째로 이온 교환이 될 

모체 상용 Zeolite (5A)와 Ca(OH)2를 사용하여 양이온교환을 하여 흡착제를 개질하 다.  

두 번째로 수산화물  LiOH와 상용 Zeolite (5A)를 지지체로 사용하 고, 바인더를 사용하여 

펠렛 형태로 성형하는데 용이하도록 하 다. LiOH와 zeolite 5A는 250µm 이하 size의 

powder 상태로 분쇄하 다. 분쇄된 시료는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고 물을 이용하여 약 4 

mm 정도의 크기의 펠렛 형태로 만들었다. 이 게 비된 흡착제는 25℃의 오 에서 1일 동

안 온 건조한 후에 이산화탄소 흡착실험에 사용하 다.

 2.2.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

  4m3과 24m3의 환경챔버에서 사용할 lab-scale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제작하 다. 

   

그림 1. Lab-scale의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

 Lab-scale의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은 실내공간의 이산화탄소를 실제로 감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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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Lab-scale의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흡착제 보호를 하여 먼지 

유입을 방지와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흡착하게 되는 filter로 제작하 다. Lab-scale의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으로 개질된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용하여 실내공간의 이산화탄소를 실제로 

감할 수 있는 소형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을 이며, 4 m
3
  24 m

3
 챔버를 이용하여 실험

을 수행하 다. 

 

     

그림 2. Lab-scale의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의 개요도

2.3. 이산화탄소 흡착실험

 실제 공간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착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4 m
3
  24 m

3
 의 환경 챔버에

서 실험을 수행하 다. 개질된 흡착제는 각각 1 kg씩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에 충진 하

다. 환경챔버 안의 온도는 25℃, 상 습도는 50%로 유지하 다. 환경챔버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10 L/h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5,000ppm으로 맞추어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이 작동되는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 하 다. 그림 3에 

챔버내 설치한 실험의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 환경 챔버 내 설치한 Lab-scale의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의 실험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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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고찰

 3.1. 4 m3 챔버에서의 이산화탄소 감

  Lab-scale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농도 5,000 ppm으로 맞춘 4 m3 환경챔버에 

용하여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하 다. 그림 4는 상용 Zeolite 5A와 이온교환된 흡

착제를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에 충진하여 이산화탄소 흡착 성능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실험 결과 상용 Zeolite 5A는 1 mmol/g의 흡착량으로 흡착성능이 충분하지 않았

으나, 이온교환 흡착제는 상용 Zeolite 5A 보다 더 이산화탄소가 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4 m3 환경챔버에서 상용 제올라이트(상)  이온교환 제올라이트(하)의 CO2 흡착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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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4 m3 환경챔버에서의 이산화탄소 감

 24 m3 환경챔버에서의 lab-scale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농도 5,000 ppm으로 맞춘 후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하 다. 그림 5는 24 m3 환경챔버에서 이산화탄소 흡착 시스템에 상

용 Zeolite 5A와 이온교환한 흡착제를 용한 경우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실험결과 4 m3 환경챔버에서와 같이 이온교환한 흡착제가 상용 Zeolite 5A보다 흡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교환한 흡착제의 흡착성능은 2∼3 mmol/g으로 나타났다. 그림 6는 

수산화물인 LiOH를 사용하여 개질한 이산화탄소 흡착제의 흡착성능은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흡

착성능이 약 10 mmmol/g으로 이온교환한 흡착제보다도 훨씬 우수한 흡착성능을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그림 5. 24 m3 환경챔버에서 일반 제올라이트(상), 이온교환 제올라이트(하)의 이산화탄소 

흡착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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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4 m3 환경챔버에서 LiOH 개질 제올라이트의 이산화탄소 흡착성능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Zeolite 5A와 이를 이용하여 Ca(OH)2로 이온교환하고, 수산화물 

LiOH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개질하여 이산화탄소에 한 흡착 특성을 분석함으

로써 실제 4 m
3 
환경챔버와 24 m

3 
환경챔버에서의 실내공간의 이산화탄소 처리가능성을 알

아보았다. 흡착제의 개질에 따른 향을 알아본 결과, 상용 Zeolite 5A보다 개질된 흡착제가 

이산화탄소 흡착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온교환으로 개질한 흡착제 보다 

수산화물로 처리하 을 때의 이산화탄소 흡착성능이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추

가 연구를 통하여 지속 으로 이산화탄소가 공 되는 조건  재실자의 호흡에 의하여 습도

가 지속 으로 높아지는 조건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착성능 연구를 통하여 실제 실용화가 가

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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