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2O3 흡착제를 이용한 객실용 이산화탄소 흡착연구

Study on the Adsorption of Carbon Dioxide in Passenger Cabin 

Using Al2O3 Adsorbent

조영민† 최진식*  이지윤* 권순박*  박덕신*

Youngmin Cho Jin-Sik Choi  Ji-Yun Lee Soon-Bark Kwon Duck-Shin Park

ABSTRACT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of railroad passenger cabin is obliged to be kept lower than guideline values 

of 'Indoor air quality guideline for public transportations', but actual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frequently 

exceeds this guideline value during the morning and evening rush hours. For improving comfortability and 

satisfaction of passengers, concentration control method using Al2O3 adsorbents was presented. The adsorbent 

is made from Al2O3 and LiOH. Al2O3 perform as a frame and LiOH as a chemical adsorbent. The adsorbent 

performance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measuring concentration change of Carbon dioxide in terms of 

flow, initial concentration and amount of adsorbent. It is expexted that the obtained results will be used to 

lower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of railroad passenger cabin.

1. 서론

최근 정부의 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에 한 심과 투자가 이어지

고 있다. 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객실의 공기질도 

청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에 한 요구  수요가 차 늘어나고 있다. 재 객실의 공기질  미세먼지

와 이산화탄소에 해서는 ‘ 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일정 수  이하의 농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이산화탄소는 탑승한 승객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낮은 농도

로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탑승 승객수가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가이드라인의 기 값을 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 이용 승객의 쾌 함과 만족도를 높이기 하여 흡착기술을 

이용한 철도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제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흡착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 의 하나가 우수한 흡착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흡착제는 Al2O3를 지지체로 하고 화학 흡착을 할 

수 있는 LiOH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유량, 농도  흡착제 양의 조건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통하여 흡착제의 성능을 알아보았다.

2 . 실 험 장 치  방법

 2.1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흡착제는 이산화탄소 흡착에 활용되고 있는 LiOH와 Al2O3를 주재료로 하 다. 

LiOH는 화학 인 흡착을 하며, 우주선 등의 공기청정필터로 활용될 정도로 이산화탄소 흡착능력이 뛰어

난데, 이산화탄소와의 화반응을 통하여 Li2CO3로 변한다. Al2O3는 고온의 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

소를 흡착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LiOH와 Al2O3는 그라인딩을 통하여 우더 형태로 비 후, 200℃에서 

3시간동안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 다. 이 게 건조한 재료들과 바인더를 혼합하고 물을 첨가하여 크

기 약 2～3mm의 육면체형 펠렛로 성형하 다. 각 성분의 비율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최 의 흡착제 

합성조건을 알아보았다. 이 게 성형한 흡착제는 소성로에서 50℃, 24시간 동안 건조 후 데시 이터에 

한 상태로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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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산화탄소 흡착성능 평가 장치

  제조한 흡착제는 성능평가를 하여 Fig. 1의 이산화탄소 흡착실험장치를 사용하여 가스종류, 유량, 

기농도 조건에 따라 흡착실험을 하 다. 흡착장치는 희석가스 (질소가스, 산소가스, 공기)와 이산화탄

소 기체를 각각의 유량제어기로 유량을 조 한 가스는 혼합기를 거치면서 일정한 농도의 혼합가스로 만

들었다. 혼합가스는 바이패스를 하여 ND-IR방식의 이산화탄소 센서(SenseAir, Sweden)로 흘려보내 실

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하면서, 이산화탄소가스의 유량을 조 하여 기 농도를 설정하 다. 조건을 맞춘 

후 흡착제 10g을 반응기에 넣고, 혼합가스를 반응기에 흐르게 하여 상온·상압조건에서 흡착반응을 유도

하고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  장하 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CO2 adsorption test

3 . 결과   고 찰

  일반 으로 흡착제는 흡착하고자 하는 목표 물질만을 선택 으로 흡착할 수 있는 선택성이 좋아야 한

다. 이에 합성한 흡착제의 선택성을 알아보기 하여 이산화탄소를 공기, 산소, 가스 등과 혼합한 혼합

기체를 유량 3 L/min, 기농도 5,000 ppm으로 설정 후 흡착실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

타냈다. 공기와 산소가스를 이용한 혼합가스의 경우 흡착성능이 비슷한 경향을 보 지만, 질소가스를 사

용하여 만든 혼합가스의 경우 기에 흡착성능이 더 좋았다. 이를 통해 산소가 흡착제 표면에 이산화탄

소와 경쟁 으로 흡착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Breakthrough curves of CO2 adsorption in terms of dilutio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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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도 실험을 통하여 희석가스를 질소가스로 정한 후, 기 농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착경향을 알

아보았다.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 가스를 혼합하여 농도를 달리한 혼합 가스는 유량 3 L/min으로 조

하여 반응기에 흡착제 10 g을 넣고 흡착실험을 하 다. 그 결과 Fig. 3을 보면 기농도가 높을수록 

기의 흡착량이 많았고, 이후에도 지속 으로 흡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고농도일수

록 물질 달률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경미, 2009).

Fig. 3 Breakthrough curves of CO2 adsorption in terms of initial CO2 

concentration 

  유량에 한 흡착성능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유량이 낮을수록 흡착 기에 흡착이 활발히 이루어

지면서 농도가 격히 낮아져 흡착곡선이 그래 상에서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것은 유량이 낮아지면서 반응기 속에서 이동하는 이산화탄소 혼합가스의 선속도가 느려지면서 흡착제와 

이산화탄소가 하여 반응할 시간이 많아져 흡착량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Fig. 4  Breakthrough curves of CO2 adsorption in terms of rate of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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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Al2O3 흡착제의 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한 흡

착제는 화학흡착을 하는 LiOH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하 고, 질소분 기에서 이산화탄소에 한 선택도

가 좋았고, 농도에서는 지속 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유량이 을수록 

이산화탄소와 하는 시간이 많아져 이산화탄소 흡착량이 많아졌다. 이를 통하여 철도차량객실용 실

내공기정화용으로 사용한다면 실내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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