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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은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에 사용

되는 건축자재나 벽지, 접착제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인체에 발생되는 이상 증세를 의미한다. 새집증후군을 발생시키는 대

표적인 유해물질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포름알데하이드, 클로로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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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두통, 현기증, 피로감, 아토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

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1,2]. 특히 VOCs의 경우 톨루엔과 

벤젠이 포함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있으며, 이를 호흡할 시 암

과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마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VOCs의 발생

을 제어하는 여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며(연소법, 열산화법, 응축

법 등), 그중 하나로 흡착재를 이용하여 VOCs를 흡착하여 제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일반적으로 VOCs를 제거하기 위하여 활성탄소(activated carbon, 

AC)를 이용한 흡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활성탄소는 파과점

(breakthrough point)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 흡착재 교체 빈도가 높

으며, 분말상의 활성탄소의 경우 취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6,7]. 반

면 활성탄소섬유(activated carbon fibers, ACFs)는 균일한 미세기공

(micropore)과 비교적 큰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흡착속도가 매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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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새집증후군 원인가스 중 하나인 벤젠 가스 흡착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성탄소섬유에 함산소불소
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 표면특성 및 기공특성은 X-선광전자분광기(XPS)와 
Brunauer-Emmett-Teller (BET)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벤젠 가스 흡착 특성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로 평가하였
다. XPS 결과로부터 불소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탄소섬유 표면의 불소관능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함산소불
소화 처리 후 모든 샘플의 비표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불소 분압이 0.1 bar일 때 그 미세기공 부피비가 증가하였다.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는 11 h 동안 100 ppm의 벤젠 가스를 모두 흡착하였으며, 이는 미처리 활성탄소섬
유와 비교하여 벤젠 가스 흡착효율이 약 2배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activated carbon fibers (ACFs) were treated by oxy-fluorination to improve the adsorption property of benzene 
gas, one of the gases causing sick house syndrome. Surface properties and pore characteristics of oxyfluorinated activated 
carbon fibers were confirmed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d Brunauer-Emmett-Teller (BET), and adsorption 
properties of benzene gas were evaluated by gas chromatography (GC). As a result of XPS data, it was confirmed that the 
fluorine functional groups on activated carbon fibers surface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fluorine partial pressure. The specif-
ic surface area of all samples decreased after the oxyfluorination treatment, but the micropore volume ratio increased when 
the fluorine partial pressure was at 0.1 bar. The oxyfluorinated activated carbon fibers adsorbed 100 ppm benzene gas for 
an 11 h, it was found that the adsorption efficiency of benzene gas was improved about twice as much as that of untreated 
ones.

Keywords: benzene, adsorption, activated carbon fibers, oxyfluor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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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 기상용 필터(filter)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8,9]. 최근에는 SOx, NOx, 및 VOCs와 같은 유해가스를 흡착하기 위

한 흡착재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13].

또한, 이러한 활성탄소섬유의 흡착 및 제거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피흡착질 흡착에 도움을 주는 관능기를 활성탄소섬유에 부여하는 다

양한 표면처리(산화, 오존, 플라즈마, TiO2 도입 등)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14-17]. 그중에서도 불소를 이용한 다양한 표면처리가 상온에서

도 효과적으로 관능기가 도입되는 장점이 있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18,19]. 일반적으로 함산소불소화는 불소가스와 산소가

스를 혼합하여 표면을 개질하는 방법으로, 그 처리 조건에 따라 친수/

소수성이 조절 가능하다.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탄소재료 표면에는 

C-F 공유결합(covalent bonding), 반공유결합(semi-covalent bonding) 

및 이온결합(ionic bonding)이 생성되며[7,20,21], 이러한 관능기는 불

소의 높은 표면에너지로 인하여 벤젠흡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도입되

는 불소 및 산소 함량에 따른 벤젠흡착 특성을 확인하고자, 불소 분압

을 변수로 상온에서 함산소불소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 표면처리된 활성탄소섬유가 VOCs 흡착소재로서의 응용 가

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벤젠가스를 피흡착질로 선정하여 흡

착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는 벤젠가스 제거를 위하여 레이온계 활성탄소섬유인 

TK-1800 (Tongkang, China)을 사용하였다. 함산소불소화 반응에는 불

소가스(99.0%, Messer Grieheim GmbH, Germany)와 고순도 산소가스

(99.999%)를 사용하였으며, 벤젠 흡착실험에는 질소가스(99.999%), 

수소가스(99.999%) 및 Zero air (고순도 공기)를 사용하였고, 피흡작질

로는 100 ppm 농도의 벤젠가스를 사용하였다.

2.2. 활성탄소섬유의 함산소불소화 반응

활성탄소섬유의 함산소불소화 반응은 상온에서 0.7 g의 활성탄소섬

유를 니켈보트(11 × 5 × 2 cm)에 넣고 밀봉 후 배치식으로 반응을 수

행하였다. 반응기 내부(1730 cm3)는 감압펌프와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3회 배기하였으며, 그 후 불소가스와 산소가스의 압력비를 총 압 1 

bar를 기준으로 각각 1 : 9, 2 : 8, 3 : 7 (F2 : O2)의 분압비로 각각 

주입하여 상온(23 ± 1 ℃)에서 10 min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

된 후 미반응 된 불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응기 내부를 질소가스

를 이용하여 3회 배기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샘플에 대하여 미처리 활

성탄소섬유는 R-ACF로,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는 주입된 

불소분압비 조건에 따라 FO-19, FO-28, FO-37로 각각 명명하였다.

2.3.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물성 분석

미처리 및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표면 화학 특성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광전자 분광기(XPS, MultiLab 2000, 

Thermo Electron Corp., Eng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활성

탄소섬유의 기공특성 변화는 ASAP 2020 (Micromeritics Instrument 

Corp., U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비표면적 및 기공분포도는 각각 

Brunauer-Emmett-Teller (BET) 및 density-functional theory (DFT)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4.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벤젠 흡착실험 

벤젠흡착 실험은 주입장치, 반응장치 및 측정장치로 이루어진 gas 

chromatography (GC, Agilent HP-6890)를 사용하였다. 반응기는 내경 

10 mm, 외경 11 mm, 높이 200 mm의 석영관을 사용하였고, 벤젠 흡

착실험시 미처리 활성탄소섬유 또는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

섬유 0.02 g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반응기 내부로 주입되는 벤젠 가

스(농도 100 ppm)는 질량유속 조절기(MFC, mass flow controller, 

Korea)를 사용하여 100 sccm의 유속으로 일정하게 주입하였다. 파과

(breakthrough)가 시작되며 배출되는 벤젠가스의 농도를 GC 분석장치

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파과곡선을 산출하였다. 이

때 장착된 컬럼은 PorapakTM Porous Polymer Adsorbent (matrix Porapak 

Q, 80-100 mesh)이며, 그 피크 측정 온도는 50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표면특성

미처리 및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표면분석을 위하

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XPS 분석결과는 Figure 1 및 Table 1

에 나타내었다. XPS 분석 결과, 미처리 활성탄소섬유의 경우는 결합

에너지 284.5 및 532 eV 부근에서 탄소 및 산소 피크가 각각 나타났

sample
Elemental contents (Atomic %)

O/C (%) F/C (%)
C O F

(a) R-ACF 87.03 12.97 - 0.14 -

(b) FO-19 76.70 12.22 11.07 0.16 0.14

(c) FO-28 70.53 16.90 12.57 0.25 0.19

(d) FO-37 62.28 13.77 23.95 0.24 0.42

Table 1. XPS Analysis of Untreated and Oxy-fluorinated ACFs

Figure 1. XPS wide scan spectra of untreated and oxy-fluorine 
treatment A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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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14], 반면에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샘플에서는 모두 결합에너지 

686 eV 부근에서 불소 피크가 새롭게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는 

모두 불소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 도입되는 불소함량이 증가하

였고 탄소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불소 분압이 증가

함에 따라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탄소 함량은 최대 62.3%까

지 감소하였고, 불소는 최대 24.0%까지 도입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불소가 탄소와 반응하여 C-F 결합(공유 또는 반공유결합)을 

형성 하였으며, 탄소가 불소로 치환되어 탄소 함량이 감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산소 함량의 경우에도 FO-28까지는 불소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FO-37에서는 FO-28에 비하여 산소 함량

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불소화 반응은 라디칼 반응에 의해 진행되며[22], 불소가스 분압

이 충분할 때 개시반응이 일어나고, 그 후 성장 및 종료 반응을 거친

다. 이 라디칼 반응을 통해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여러 활성점이 생성

되고, 불소 분압이 높아질수록 이 활성점은 증가하게 된다. 함산소불

소화 처리 후 FO-28까지는 표면에 도입되는 불소함량의 변화가 미미

하지만, FO-37 샘플의 경우 불소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2 : O2 = 3 : 7 분압 조건에서 불소 라디칼의 개시 

및 성장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과량의 불소가 도입되고, 이에 따

라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도입될 수 있는 산소함량은 상대적으로 감소

한 것으로 사료된다[7].

XPS C1s 피크를 각각의 결합구조를 의미하는 세부 피크로 분할하

여 Figure 2에 나타내었고 그 함량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피크 분할

은 pseudo-Voigt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3]. 

   




exp ln
 



 


 


 



 (1)

Component Peak position (eV)
Concentration (%)

R-ACF FO-19 FO-28 FO-37

C(1) C-C (sp2) 284.5 87.35 76.23 71.03 62.56

C(2) C-O 285.8 8.17 7.12 8.89 9.41

C(3) C=O 287.2 4.48 5.43 7.58 4.12

C(4) Semi-covalent C-F 288.8 - 8.45 8.10 21.60

C(5) Covalent C-F 290.4 - 2.77 4.40 2.31

Table 2. C1s Peak Parameters of Uuntreated and Oxy-fluorinated ACFs

(a)

     

(b)

(c)

     

(d)

Figure 2. C1s core level spectrum of untreated and oxy - fluorinated ACFs; (a) R-ACF, (b) FO-19, (c) FO-28, (d) FO-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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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F의 경우, 284.5, 285.8 및 287.2 eV의 결합에너지 부근에서 

3가지 피크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이 피크는 각각 C-C, C-O 및 C=O

결합을 의미한다[24]. 반면 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경우에는 

semi-covalent C-F (반공유결합성 C-F) 및 covalent C-F (공유결합성 

C-F) 결합을 의미하는 피크가 288.8, 290.4 eV에 부근에서 새롭게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함산소불소화 반응 후 활성탄소섬유의 표면에 

C-F 결합이 새로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25]. 본 실험조건에서는 

C-F 결합이 생성될 때, semi-covalent C-F 결합이 covalent C-F 결합보

다 더 많이 생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온(300 ℃ 이상)에서는 

covalent bond가, 저온에서는 semi-covalent bond가 쉽게 생성되기 때

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상온에서 함산

소불소화를 실시하였기에 semi-covalent C-F bond이 많이 형성된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semi-covalent C-F bond는 covalent C-F bond보다 

높은 표면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능기는 벤젠 가스 흡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F 결합은 불소 분압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 하였고, 이를 통해 C-F 결합의 생성은 불소 분압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결합 중

에, C-O 결합이 C=O 결합에 비하여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러

한 결과는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COF 및 -COOH 등의 결합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7,27]. 그러나 주입되는 불소 농도가 가장 높

은 분압인 3 : 7의 경우, 오히려 C-O 및 C=O 결합이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배 이상의 불소가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도입

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2.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기공특성

미처리 및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기공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하여 77 K 질소흡착법으로 그 기공특성을 고찰하였다. 활성탄

소섬유 샘플의 비표면적과 기공부피는 BET식과 t-plot법을 사용하여 

각각 계산하였으며, 이 샘플의 흡착등온선과 기공분포도를 Figure 3 

및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3에서 알 수 있듯이, 미처리 활성탄

소섬유의 흡착등온선은 IUPAC의 흡착등온선 분류에 따라 미세기공

이 많이 발달된 Type 1 형태의 그래프가 관찰되었다[28]. 또한 함산소

불소화 처리된 샘플에서도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으며, 이를 

통해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활성탄소섬유의 기공구조가 크게 변형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전반적으로 비표면적과 기공부피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미처리 활성탄소섬유의 경우 비표면적이 

1,800 m2/g이었으나,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모든 샘플의 비표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샘플 중 FO-19 샘

플의 비표면적이 1688 m2/g로 나타나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FO-28에서는 비표면적이 1760 m2/g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FO-37에

서 1745 m2/g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함산소불

소화 처리 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탄소원자와의 반응성이 우수

한 불소가스로 인하여 탄소재료 표면이 식각(etching)되는 현상 때문

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탄소재료 표면이 식각될 때, 결정면(basal plane)

이 완전히 제거되면 기공이 확대되어 비표면적이 감소되지만, 결정면 

일부가 식각 되어 표면 거칠기(roughness)가 증가되면 오히려 비표면

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실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22]. 또한 Table 3에 나타낸 것처럼, 미세기공/총기공 비율이 함

산소불소화 처리 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FO-19 

샘플은 오히려 미처리 활성탄소섬유보다 미세기공 비율이 증가하였

고, 이는 Figure 4의 기공분포도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함산

소불소화 처리 후 0.5~0.75 nm 범위의 기공은 증가하였고, 1.25 nm 

이상의 범위의 기공은 감소하였다. 또한 2 nm 이상의 메조기공은 확

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불소에 의

한 식각현상이 일어날 때 미세기공보다는 메조기공이 많이 식각된 것

으로 판단된다.

Samples
BET-specific surface area 

(m2/g)
Total pore volume 

(cc/g)
t-plot Micropore volume 

(cc/g)
Micropore V/Total pore V

(%)

R-ACF 1800 0.80 0.78 97.5

FO-19 1688 0.73 0.72 98.6

FO-28 1760 0.76 0.74 97.3

FO-37 1745 0.78 0.76 97.4

Table 3. Pore Characteristics of Untreated and Oxy-fluorinated ACFs

Figure 3. Nitrogen isotherms of untreated and oxy-fluorine treated 
ACFs.

Figure 4. Pore-size distribution of untreated and oxy-fluorinated 
A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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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벤젠가스 흡착특성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새집증후군 가스에 대한 흡

착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벤젠가스(농도 100 ppm)를 100 sccm의 

유속으로 반응기 내부로 주입하였다. 벤젠가스에 대한 흡착반응은 상

온에서 이루어졌으며, 반응기 내부에 0.02 g의 활성탄소섬유를 투입

하여 수행하였다. Figure 5 및 Table 4에 활성탄소섬유의 벤젠 흡착특

성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파과시간은 C/C0 = 0.1일 때의 시간으로 간

주하였다. 여기서 C0는 흡착재를 채운 컬럼에 피흡착질을 주입하는 

주입농도 유속, C는 흡착되지 않은 피흡착질이 유출되는 유출농도 유

속을 의미한다.

R-ACF의 경우 4 h까지 벤젠가스를 100% 제거하였으며, 5.4 h부터 

파과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12 h이 

걸렸다. 반면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파과점은 전반적

으로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중에도 FO-19 샘플이 함산소불소화 처리

된 활성탄소섬유중 가장 높은 벤젠 흡착특성을 나타내었다. FO-19는 

약 11.6 h부터 파과가 진행되었고, 23.4 h 후에 포화상태에 도달하였

다. 반면 FO-28 샘플은 약 7.9 h부터 파과되기 시작하여 16 h에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고, FO-37 샘플 또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두 샘플은 파과되는 시점은 유사하였으나, 포화상태에 가까워

짐에 따라 파과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졌으며, 최종적으로 FO-37은 약 

22 h 후에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 FO-28 및 FO-37의 벤젠 흡착능력

은 미처리 활성탄소섬유보다는 증가하였지만 FO-19 샘플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흡착반응에서는 흡착재가 갖는 비표면적 및 

기공크기 등과 같은 기공특성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29,30], 본 연구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활성탄소섬유는 모두 미처리 활성탄소섬유에 비하여 비표면

적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벤젠 흡착성능은 더욱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비표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하

였던 FO-19 샘플이 가장 우수한 벤젠 흡착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째로 semi-covalent 

C-F 존재 여부와, 둘째로는 벤젠의 동적 거동(dynamic behavior)에 영

향을 미치는 미세기공의 비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적으로는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semi-covalent C-F 결합이 생성되면서 높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피흡착질을 흡착재 표면으로 유도하였기 때문

에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모든 샘플이 미처리 활성탄소섬유보다 흡착

효율이 증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20,27]. 그러나 주입된 

불소농도가 높아질수록 표면 극성이 증가되어, 비극성 물질인 벤젠과

의 흡착력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렇게 semi-covalent 

C-F가 존재할 때, 흡착능력을 결정짓는 요인은 미세기공 비율도 중요

한 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22]. 흡착공정에서는 표면특성도 중요하

지만 흡착 사이트가 되는 미세기공이 많을수록 흡착특성이 향상된다

고 알려져 있다[31]. 상기 3.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전반적인 활성탄소섬유의 기공특성은 감소하였으나, FO-19

의 경우 미세기공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된 미세기공은 벤

젠가스가 흡찰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semi-co-

valent C-F가 존재하여 높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면서, 동시에 상대적으

로 미세기공 비율이 높은 세공구조를 가질 때 최적의 벤젠 흡착성능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새집증후군 원인가스 중 하나인 벤젠가스의 제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성탄소섬유에 함산소불소화 처리를 실시하였으며, 함산소

불소화 처리 조건에 따른 벤젠가스 흡착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100 

ppm의 벤젠 가스를 주입하였을 때,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모든 활성탄

소섬유는 미처리된 활성탄소섬유와 비교하여 흡착효율이 모두 증가

되었으며, 최대 약 6 h까지 파과시간이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함산소불소화 처리 후 도입된 semi-covalent C-F bond 때문에 활

성탄소섬유의 표면에너지가 증가하여, 더 많은 피흡착질을 끌어당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함산소불소화 처리된 샘플중에서는 미세기공 

비율이 가장 높은 샘플의 벤젠 흡착효율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흡착재의 표면특성과 기공구조가 적절한 조화

를 이룰 때 벤젠가스 흡착효율이 더욱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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