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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suggested adequate control technology by analyzing emission process and main chemical of VOC/HAPs 
generated from four paint factories in Busan area. And we estimated whether Kapok fiber, which is a natural material, can be 
commercially used for an absorbent by testing adsorption ability. As a result of this sturdy, above 60% of VOC/HAPs was vola-
tilized and dispersed inside the working place without conducting control system of facilities during manufacturing paints. Concen-
tration profile of VOC/HAPs, which is volatile naturally outside the factories, is surveyed above 70% at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 And a result of evaluation of odor attribution level about the component whose Odor Threshold is known, it is estimated 
that major cause material of A, B, C factories is Toluene and that of D factory is m/p-Xylene. And that result presented design 
arguments such as facilities specifications, activated carbon filling volume, and replace cycle of activated carbon as control tech-
nology. Also, that result presented emission process improvement such as adsorption of central-controlled ventilation device, instal-
lation of inlet flenge, and potable cleaning process. The rate of pollutant adsorption of Kapok fiber, which is natural material, is 
indicated about 91.9%, 66.7%. That result validated the possibility as replacement of activated carbon.
Key Words : Paint Product, Distribution, Attribution, Adsorption, Kapok Fiber

요약 : 페인트제조시설에서 다량 발생하는 VOC/HAPs은 물질별 독성, 발암성 등의 특징으로 미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하절기 오존 생성과 악취 민원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배출특성과 제어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페인트제조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VOC/HAPs 주 배출공정 및 주요 오염
물질을 도출하고 적절한 제어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천연소재인 Kapok fiber의 흡착 시험을 통하여 상용 흡착제로서의 적용 가
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발생되는 VOC/HAPs의 60% 이상이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공장내부로 자연 휘발되어 외
기로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요 물질로는 Toluene, Ethylbenzene, Xylene이 70% 이상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주요 악취 
원인물질은 A, B, C사는 Toluene, D사는 m/p-Xylene으로 나타났으며, 악취방지시설인 활성탄 흡착시설의 평균 제거효율은 
66.2%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오염물질의 외부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제어식 환기장치의 설치 등 
다양한 제어방안과 함께 실제 운영시설의 규모를 고려한 흡착시설의 규격, 흡착제량, 교체주기 등을 산출․제시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출된 원인물질을 표준시료로 활용하여 유통 활성탄과 천연소재인 Kapok fiber의 Toluene 흡착시험
을 실시한 결과, 활성탄의 제거율은 대부분 99%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Kapok fiber는 Space Velocity의 차이에 따라 
91.9%, 66.7%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어 Kapok fiber의 흡착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렴한 소재 가격, 친환경성 등을 감
안한다면 기초 흡착제로서의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향후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페인트 제조시설, 분포, 기여도, 흡착, 케이폭섬유

1. 서 론

다양한 배출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많은 종류의 휘발성 유

해대기오염물질(VOC/HAPs)은 미량으로도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물질별로 독성, 발암

성, 확산에 의한 지속성 등의 특성과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 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고, 악취의 원인물질로도 작용하고 있어 그 중요성

이 점차 증대되어가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ions)은 세계 여러 국가가 자국의 현실을 반영하

여 200여종 내외의 오염물질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실용적인 이유로 5개의 분류로 그룹화하고 있

다.1) 미국의 경우, 188종의 오염물질을 유해대기오염물질

(HAPs)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PAHs, PCBs, 다이옥신 

등 반휘발성유기화합물(SVOCs),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금속 등으로 구성되고 VOCs가 82종, SVOCs가 63종으로 

VOCs가 145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국내의 대기

환경보전법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과는 유사한 개념으로 

35종의 물질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

고, 별도로 VOCs 관리를 위하여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등 

37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다량의 VOC/HAPs가 발생하는 페인트제조시설의 경

우 흡입구 면적, 흡입유량 및 포착속도의 부족, 방지시설의 

용량 및 처리방식 적용 미숙 등으로 상당한 양의 VOC/H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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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배출구 및 생산공정에서 자연 휘발되어 작업장 및 

주변지역에 악취 민원은 물론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으로 인

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페인트제조시

설 4개소를 선정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환경 및 운전 현황 조

사를 실시하였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VOC/ 
HAPs로 인한 악취 민원의 근원적인 해결과 함께 하절기 오

존생성의 원인을 차단하고자 VOC/HAPs의 배출특성을 조사

하고 적절한 방지기술과 운영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

시설에서 일반적 흡착제로 활용되고 있는 활성탄 및 천연소

재의 흡착제인 Kapok Fiber의 주요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비

교 시험하여 활성탄 대체 흡착제로 Kapok Fiber의 적용 가능

성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페인트제조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조사

현재 페인트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페인트의 종류는 건

축용, 제품 마감용(예 자동차, 가구 등), 특수목적 도료(예, 
industrial new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aints, traffic 
marking paints, marine paints) 등이며 페인트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유성 페인트에서 사용되는 

용제의 증발로부터 발생되며 공정운전, 용제 재생, 원료저

장탱크, 장치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 
그 중 용제 재생, 원료 저장탱크, 장치 누출 등은 생산 관리

와 원료의 회수를 위한 장치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공정 운전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

성에 따른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VOCs 배출의 원인으로 파

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인트제조시설의 생산

공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주 배출 공정, 송풍기 용량 및 방지

시설의 설치 현황 등 현황 조사를 통하여 생산 공정 단계에

서의 환경시설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2.2. VOC/HAPs 농도 분포

다양한 배출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는 VOC/HAPs는 

SO2, PM-10 등 대기환경의 지표성 오염물질에 비해 연구 빈

도가 낮았으나, 최근에는 공업지역 및 도료의 사용이 많은 

조선소 밀집지역 등에서 VOCs 농도 조사 등 오염원 현황 조

사 및 배출계수 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4~6) 
페인트제조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표면의 특성을 좌우

하고 여러 조성물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binders, 제품의 

점도조절 및 binders를 용해하는 역할을 하는 solvents, 표면

물질의 색깔과 질감을 결정하는 pigments, UV 차단, 방부제, 
살균제, 살충제 등의 accompanying substances로 구성된다. 
각 제조시설은 생산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원료가 사

용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VOCs는 대부분 혼합 

과정에서 Solvent 휘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제조시설 내부에서 악취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Table 1. Summary of instrumental and analytical conditions 
(VOC/HAPs)

Instrument analytical condition

Thermal Desorber
(SPIS-TD 3000, 

Heungkook)

∙Adsorption : -20℃, 50 mL/min
∙Desorption : 310℃, 21 mL/min, 5 min
∙Conditioning : 300℃, 50 mL/min, 5 min

Gas 
Chromatography

(DS 6200, 
Heungkook)

∙Detector : FID, 200℃, 50 mL/min
∙Column : PLOT 50 m × 0.32 mm × 5 µm

BP-1 50 m × 0.32 mm × 1 µm
∙Carrier gas (He) 3 mL/min 
∙Oven Temp. : 45℃ (15 min) → 4℃/min → 160℃ 

→ 10℃/min → 200℃ (3.25 min)

되는 지점과 외부 통로지점을 선정하여 각각의 공기를 10 L- 
테들러 백을 사용하여 채취하였으며, VOC/HAPs 성분 분

석은 벤젠, 톨루엔 등 56종 VOCs를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즉, PAMS (Photochemical Assesment Monitoring Station) 측
정방법을 준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기기의 종류 및 조건은 

Table 1과 같다.

2.3. 악취성분 악취기여도 조사

제조시설의 악취성분은 방지시설 전단의 채취구 또는 혼

합기 상부 공기, 배출구의 채취구를 선정하여 감압흡입상자

를 활용 10 L-테들러 백으로 채취하였다. 악취시험법에 따

른 Table 2의 조건으로 분석하였으며 8종(MEK., i-Buthy-
lalcohol, MIBK., Toluene, Stylene, m/p-Xylene, o-Xylene 및 

n-Buthylacetate)을 대상으로 하였다.

2.4. Activated carbon 및 Kapok fiber의 흡착능

흡착실험을 위한 기체상 톨루엔의 제조는 일정량의 질소

가스를 충전한 10 L-테들러 백에 액상 톨루엔을 일정량 주

입한 후 수욕 중에서 1차 휘발시킨 후 120℃로 고정된 건조

기에서 약 5분간 가열하여 완전히 증발시킨 다음 테들러 백

을 실온까지 냉각한 후 질소가스를 충전하여 inlet 가스로 

사용하였다. 흡착능력 평가를 위하여 흡착탑은 가스 흡수 임

핀저를 활용하여 제작하였고 감압펌프를 이용하여 일정한 

Table 2. Summary of instrumental and analytical conditions 
(Odors)

Instrument analytical condition

Thermal Desorption 
System

(TDS-G, Gerstel)

∙1st ramp. : 60℃/min, final Temp. 180℃ (3 min)
∙2nd ramp. : 0℃/min
∙CIS Initial Temp. : -30℃
∙1st ramp. : 10℃/s, final Temp 260℃ (10 min)
∙2nd ramp. : 0℃/s

Gas 
Chromatography
(6890N, Agilent)

∙Inject : Split 20:1
∙Column : VOC 60 m × 0.32 mm × 1.8 µm

Carrier gas(He) 1.0 mL/min 
∙Oven Temp. : 40℃ (5 min) → 10℃/min →

180℃

Mass Selective 
Detector

(5973i MSD, Agilent)

∙SIM mode
∙MSD source Temp.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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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rrent status on paint products of this study

factory A Use of product Odor Source Process Solvent AC replacement period

A general Industry mixing, dispersion Xylene > Toluene > MIBK 2 times / year

B construct mixing, coloring Xylene > Toluene > HCs 2 times / year

C construct mixing, coloring Xylene > Toluene > Alcohols 2 times / year

D marine mixing, dispersion Xylene > Ethylbenzene > HCs 2 times / year

(a) mixing (b) dispersion (c) coloring (d) mixing

Fig. 1. Production process of paints.

속도로 가스를 흐르게 한 후, 흡착층의 높이, 흡착층의 단면

적 등을 감안하여 공탑속도(SV, Space Velocity), 머무름시간

(retention time)을 산출하였으며, 감압펌프의 outlet port에 별

도의 동일 용량의 테들러 백을 부착하여 유입 전․후의 톨루

엔 농도를 비교하여 흡착성능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페인트제조시설의 VOC/HAPs 현장 제어방안 고찰

조사대상 페인트제조시설의 주요생산품은 A사의 경우 자

동차용 도료, B사 건축용 유성 도료, C사 건축용 수성 도료, 
D사는 선박용 도료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VOC/HAPs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생산 공정, 주요 발생원, 방지시설 설

치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제조시설에서는 다

량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다수

의 고객 요구에 따른 소량생산 공정이 병행되어 운전하고 

있었다. 생산 제품은 알키드, 아크릴, 에폭시, 에나멜 등을 

binder로 한 여러가지 조성과 색깔의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

으며, 조사대상 시설의 기본현황은 Table 3과 같다.
대부분의 VOC/HAPs의 발생은 이동식 혼합용기, 환기장

치의 변경사용 등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한 비정형적 작업방

법의 선택으로 흡입구에서의 환기부하가 일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포촉속도 저하에 따른 휘발, 교반 혼합용기의 개

방부로부터의 휘발 등 Fig. 1과 같은 교반공정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수적으로 적치된 원료용기에서 발

생하는 휘발, 혼합용기의 세정작업 시 사용되는 용제로부터

의 휘발 등으로 공장내부가 오염되고 오염된 내부공기가 자

연 환기에 의하여 외부공기로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1. 작업공정에서의 VOC/HAPs 제어

작업공정에서의 VOC/HAPs에 의한 실내공기오염은 작업

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외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

이 되므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지시설의 주요 운

영 변수는 흡입구에서의 포착속도(capture velocity)를 적절

히 유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용한 대기 중에 낮은 속

도로 유해물질이 비산하는 경우 개구면에서의 포착속도를 

0.5~1.0 m/s 정도로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사시설 대

부분은 설계 시 기밀상태를 유지하면서 포착속도를 0.7 m/s 
정도 유지하여야 하나 생산 작업의 용이성을 이유로 개방식

공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기류의 속도분포는 사용되고 있는 개구면에서 20 

cm 이격거리에서 설계속도 대비 10% 정도 분포한다. 그러

므로 그 이상의 이격거리에서는 외부로 비산한다고 가정한

다면 비산되는 VOC/HAPs의 비율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지름 1 m 혼합기에 20 cm의 흡입구, 
d1 = 1(용기직경), d2 = 0.6(흡입 가상면 직경)

외부비산 비율(%) = [(π * d1
2/4 - π * d2

2/4)/π * d1
2/4] × 100

= (d1
2 - d2

2) * 100/d1
2 = 64% (1)

상기 계산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휘발성 물질은 후드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더불어 배기구 포

착속도 조정을 통하여 제어가 가능하며, 일부 페인트제조시

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Fig. 2와 같은 중앙제어 전자식 환기장

치를 부착하여 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유인하고 

방지시설 부하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오염물질 제거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말

단 흡입구에 프랜지를 설치하여 개구면적 확대 및 외기 기류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구면적 증가에 따른 포착속도를 유

지하기 위하여 흡입 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등 발생 단계에서

의 다양한 제어 방법의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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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to damper control (b) damper control panel (c) CPU of damper

Fig. 2. Automatic ventilation control system.

3.1.2. 세정공정에서의 VOC/HAPs 제어

시중 페인트는 다양한 재질과 색깔로 유통되어 생산품의 

변동에 따른 용기 세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세정공정은 

대부분 세척솔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개방식 공정

으로 진행됨으로써 기존 환기시설의 활용이 곤란하여 VOC/ 
HAPs의 주요 발생공정으로 판단된다. 사용 용기의 대부분

은 이동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환기가 용이한 소규모 세정작

업공간을 확보하고, Fig. 3과 같은 교반기를 간단하게 개조

하여 휘발되는 VOC/HAPs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간단한 제어방법으로는 교반기 회전날개에 세정솔을 제작

하여 부착한 후 회전축에 분사공을 설치한 후 고압 압축공

기와 용제를 동시에 분사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세정 전용 교

반기로 사용함으로써 세정시간 단축으로 인한 VOC 발생량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소배기 시스템을 갖

춘 소규모 밀폐공간에서 세정공정이 진행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며, 간단한 portable 흡입 세정기를 개발하여 채용함으

로써 VOC/HAPs의 자연 휘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형화된 

흡입 시스템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1.3.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방안 고찰

VOC․악취물질의 제어는 직접연소법, 축열연소법, 생물탈

취법, 활성탄흡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현대식 공정에

서는 축열연소법(regenerative thermal oxidizer)을 주로 채용

Fig. 3. Mixing instrument of D factory.

하고 있다. 축열연소법은 높은 오염물질 제거 효율에도 불

구하고 설치 경비가 수 억에서 수십 억원이 소요되어 소규모 

제조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채용은 용이하

지 못한 실정이다. 조사 대상시설은 모두 VOC/HAPs의 발

생 제어를 위하여 활성탄 흡착시설을 채택하고 있다. 활성탄 

흡착시설은 오염물질 흡착능력이 우수하고 설치비용 소모가 

적은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방식이나, 활성탄의 흡

착 용량이 경과된 후에는 흡착능이 급격하게 소멸되므로 일

정 주기로 교체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에

서는 교체비용 부담 및 주기 산정의 미숙으로 적정 운영 상

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 시설을 설계검

토하고 활성탄 교체주기를 산출․제시함으로써 환경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시설 중 

1개소를 추출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업무 편람을 기초

로 설계요인을 검토하였다. 7)

A사의 경우 혼합시설, 분산시설, 포장시설에서 대부분의 

VOC/HAPs가 발생되고 있으며 혼합시설 63대, 분산시설 8
대, 포장시설 10대의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배

출시설의 흡입 가스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

계 요소 및 활성탄 교체주기를 산출하면, 

(1) 적정 흡입유량 산출

∙혼합시설 63대, 밀폐형후드, 개구부 직경 0.4 m, 
포착속도 0.7 m로 설정

Q1 = A * v * N (2)

A : 개구부면적

v : 포착속도

N : 개구부수량(최대가동률 0.6 적용) 
= 0.1256 m2

* 0.7 m/sec * 60 sec/min * 40 대
= 211.0 m3/min

∙분산시설 8대, 밀폐형후드, 개구부 직경 0.4 m, 
포착속도 0.7 m로 설정

Q2 = A * v * N (3)

= 0.1256 m2
* 0.7 m/sec * 60 sec/min * 8 대 

= 42.2 m3/min

∙포장시설 10대, 캐노피후드, 개구부 직경 0.585 m, 
포착속도 1.0 m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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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1.4 * P * D *ｖ * N (4)

P : 개구부 둘레

D : 이격거리(1 m)
개구부수량(최대가동률 0.5 적용)
= 1.4 * 1.8369 m * 1 m * 1.0 m/sec * 60 sec/min * 5대
= 138.9 m3/min

 Q = Q1 + Q2 + Q3 (5)

= 392.1 m3/min
∴ 총 흡입유량(여유율 15%를 적용) : 

392.1 * 1.15 = 450 m3/min(설계점)

(2) 방지시설 크기 설계

∙방지시설 설계 기준 : 공탑속도(S.V.) 0.5 m/sec 이하, 
접촉시간(R.T.) 1 sec 이상

∙흡입유량(Q) : 450 m3/min일 경우,

∙요구 단면적(A) = Q / S.V. (6)
= 15 m2《 17.16 m2(흡착단면 3,900 L * 2,200 W * 2단) 

∙흡착층 높이(H) 
= Q․R.T. / A (7)
= 0.4371 m《 500 mm(흡착층높이)
∴ 방지시설 설계 : 3,900 L * 2,200 W * 500 H * 2단 

(3) 흡착제 충전량 산정

∙흡착제의 종류 : Activated Carbon

∙형 식 및 규 격 : 조립 활성탄, φ 4 * 6 mm

∙흡착제 충전량(kg) 
= V * ρ (ρ : 흡착제 비중 500 kg/m3) (8)
= 3.9 m * 2.2 m * 0.5 m * 2단 * 500 kg/m3

∴ 흡착제 충전량 : 4,290 kg

(4) 흡착제 교환 주기(T) 산정

∙설계기준 : 피흡착제는 메탄, 입구농도 920.1 ppm, 
흡착효율 80% 기준

∙T (hr) = (3.75 * 106
* S * W) / (E * Q * M * C) (9)

S : 활성탄의 보유력(Retentiveness, 25)
W : 활성탄의 중량(kg)
E : 흡착효율(%)
Q : 표준상태에서의 처리유량(m3/min)
M : 피흡착제 분자량

C : 피흡착제 입구 농도(ppm)
= (3.75 * 106

* 25 * 4290) / (80 * 450 * 273/(273 + 20) *
16.04 * 920.1) 

= 812 hr = 33.85일
∴ 흡착제 교환주기는 24시간, 22일/월 가동 시 1.5개월 

주기 교환

3.2. VOC/HAPs 농도 분포

생산 공정에서 VOC/HAPs 자연 휘발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THC 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지점별 농도

를 파악하고, 농도가 높은 공장 내․외부 지점의 공기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분석된 결과의 예로서 B사 시료의 크로마토

그램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광화학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56종 물질 중 검출된 VOCs 

분포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공장 내부 공기의 분석

결과, VOC/HAPs의 검출은 A사의 경우 15종의 VOC가 검

출되었으며, B사는 28종, C사는 27종, D사는 21종의 VOC
가 검출되었고 이중 HAPs 물질은 A사가 4종, B사는 6종, 
C사 6종, D사는 5종의 HAPs가 검출되었다. A사 공장내부

공기의 분포는 Toluene 4932.9 ppb, m/p-Xylene 1015.4 ppb, 
o-Xylene 594.5 ppb, Ethylbenzene 385.2 ppb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B사는 Ethylbenzene > Toluene > m/p-Xxylene의 순

으로 C사는 Toluene > m/p-Xylene > Ethylbenzene, D사는 

Ethylbenzene > m/p-Xylene > o-Xylene순으로 나타났다.
용제 사용량의 순에 따라 공장내부 공기의 VOC 농도분포

가 동일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Toluene의 농도가 높게 나

타나고 있어 각각의 물질특성을 분석한 결과, 25℃ 1기압에

서의 증기압이 Toluene 30 mmHg, Ethylbenzene 10 mmHg, 
m-Xylene 8 mmHg, o-Xylene 7 mmHg로 나타나 Toluene의 

증기압이 Xylene에 비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된다.8)

오염된 공장내부의 공기가 다른 요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장외부로 확산된다고 가정한다면 농도 분포 경향은 동일

하다고 가정할 수 있었으나 A사의 Ethylbenzene은 공장내부

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물질의 경우 농도분포 

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동일사의 타 공정에서의 오염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총 VOC/HAPs 내부공기농도 대비 외부공기 농도비는 약 

5~50%의 범위로 공장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확산되면서 2~ 
20배 정도로 희석 배출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주요 VOC/ 
HAPs 농도는 A사 Toluene 45%, Ethylbenzene 29%, Xylene 
12%, Methylcyclohexane 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B사 

Ethylbenzene 49%, Toluene 22%, Xylene 14%, Methylcyclo- 

Fig. 4. Chromatogram of sampling gas(B factory in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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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OC/HAPs distribution of paint products

Compound
Concentration(ppb)

Indoor (A) Outdoor Indoor (B) Outdoor Indoor (C) Outdoor Indoor (D) Outdoor

21 n-Hexane N.D. N.D. N.D. N.D. N.D. N.D. N.D. N.D.

23 1-Hexene N.D. N.D.  146.4 41.3  662.8 16.2 19.8 N.D.

26 Benzene N.D. N.D. 85.9 N.D. 10.5 N.D. 28.4 N.D.

27 Cyclohexane N.D. N.D. 25.7 N.D. 18.9 N.D. N.D. N.D.

28 2-Methylhexane N.D. N.D. 30.0 N.D. N.D. N.D. N.D. N.D.

29 2,3-Dimethylpentane N.D. N.D. N.D. N.D. 8.5 N.D. N.D. N.D.

30 3-Methylhexane N.D. N.D. 23.7 N.D. N.D. N.D. N.D. N.D.

31 2,2,4-Trimethylpentane N.D. N.D. N.D. N.D. 26.6 N.D. N.D. N.D.

32 n-Haptane N.D. N.D. 69.1 N.D. 20.4 N.D. N.D. N.D.

33 Methylcyclohexane  969.8  451.1 1947.9  120.4 1404.3 48.1  107.9 19.7 

34 2,3,4-Trimethylpentane N.D. 1.3 N.D. N.D. N.D. N.D. N.D. N.D.

35 Toluene 4932.9 2049.9 2026.2  274.6 8029.1  332.6 44.7 10.7 

36 2-Methylheptane N.D. N.D. 17.3 N.D. N.D. N.D. N.D. N.D.

37 3-Methylheptane N.D. N.D. 13.7 N.D. N.D. N.D. N.D. N.D.

38 n-Octane  518.6 98.8 56.6 6.1  148.2 12.4 20.9 N.D.

39 Ethylbenzene  385.2 1320.0 5164.7  617.4 1292.3  102.5  658.1 34.8 

40 m/p-Xylene 1015.4  374.6  927.3  121.2 2117.9  156.2  646.9 25.2 

41 Styrene N.D. 15.9 65.1 4.5  107.0 7.7 N.D. N.D.

42 o-Xylene  594.5  166.3  346.1 50.2 1250.4 99.6  480.9 16.7 

43 n-Nonane 18.1 3.6  169.0 13.4  179.6 8.8 7.7 N.D.

44 Isopropylbenzene N.D. 2.5 16.6 N.D. 11.5 N.D. 15.3 N.D.

45 n-Propylbenzene 68.1 3.6 31.0 N.D. 33.0 N.D. 5.9 N.D.

46 m-Ethyltoluene N.D. N.D. 47.1 N.D. 80.6 5.7 46.0 N.D.

47 p-Ethyltoluene 33.5 6.7 N.D. N.D. 14.3 N.D. N.D. N.D.

48 1,3,5-Trimethylbenzene N.D. 4.9 20.5 N.D. 38.3 N.D. 8.5 N.D.

49 o-Ethyltoluene 93.3 3.2 16.8 N.D. 15.5 N.D. 7.2 N.D.

50 1,2,4-Trimethylbenzene  111.5 15.6 38.7 4.1  109.5 9.7 68.2 2.6 

51 n-Decane 45.2 2.3 70.2 6.8 62.9 3.7 5.3 N.D.

52 1,2,3-Trimethylbenzene 34.6 4.8 23.1 N.D. 23.3 N.D. 7.2 N.D.

53 m-Diethylbenzene N.D. N.D. 19.9 N.D. 8.3 N.D. 6.1 N.D.

54 p-Diethylbenzene N.D. 20.5 17.0 N.D. 23.1 N.D. 7.3 N.D.

55 n-Undecane 29.7 1.9 25.0 3.7 23.9 2.8 4.2 N.D.

56 n-Dodecane 98.4 N.D. 22.9 3.8 11.0 5.3 6.8 N.D.

hexane 9%, C사는 Toluene 41%, Xylene 31%, Ethylbenzene 
13%, Methylcyclohexane 6%, D사는 Xylene 38%, Ethylben-
zene 32%, Methylcyclohexane 18%, Toluene 10%로 나타났다.

A, B사는 Toluene과 Ethylbenzene, C사는 Toluene, Xylene, 
D사는 Xylene, Ethylbenzene 등이 70% 이상의 농도 분포 비

를 나타내었다. 각 제조설비에서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

어 고농도 물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보완하고 운영

조건에 반영한다면 오염물질 제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3.3. 악취유발물질의 악취 기여도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약 40만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

으며 악취오염은 수많은 물질이 독립적 또는 부가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다 성분계 오염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 성분계 냄새의 세기는 단순한 성분의 합으로 생각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악취 자극량과 감각 세기와의 관계는 다

음 식으로 표현되며 Weber-Fechner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I = K․log C  (10)

여기서 I : 감각세기, K : 계수, C : 자극량

상기 관계식을 근거로 일본 환경위생센터에서 발표한 냄새

세기와 물질농도와의 관계를 Table 5와 같이 제시하였다.9)

악취오염이 단순한 농도의 합으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수

많은 물질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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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 of odor intensity & concentration (unit : ppm)

Compound relative equation barely feeling conc. easily feeling conc. strong feeling conc.

Methylethylketone Y = 1.85 logX + 0.149 2.9 35 410

Methylisobuthylketone Y = 1.65 logX + 2.27 0.17 2.8 45

i-Buthylalcohol Y = 0.79 logX + 2.53 0.012 4.0 1400

n-Buthylacetate Y = 1.14 logX + 2.34 0.066 3.8 220

Toluene Y = 1.40 logX + 1.05 0.92 25 660

Stylene Y = 1.42 logX + 3.10 0.033 0.84 22

m-Xylene Y = 1.46 logX + 2.37 0.12 2.7 63

o-Xylene Y = 1.66 logX + 2.24 0.18 2.9 46

Fig. 6. Average & each odor attribution of treated gas.

소후각감지농도(odor threshold,역치)10)가 알려진 성분의 예

상악취농도(expected odor concentration)를 산정하였으며, 측
정항목이 모든 악취를 설명한다는 가정 하에서 각 악취성분

별 기여도(attribution)를 계산하여 악취 원인물질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11)

Opf = Cm / CT (11)

Opf : 측정성분의 예상악취 농도

Cm : 측정된 악취성분의 농도

CT : 측정된 악취성분의 최소 감지농도

Ao = Opf / ΣOpf × 100 (12)

Ao : 악취기여도(%)
Opf : 측정 악취성분의 예상 악취농도

ΣOpf : 측정된 모든 악취성분의 예상 악취농도 합

B사 배출구에서의 악취성분 분석결과를 Fig. 5에 나타내

었다. 
방지시설에서의 악취물질 제거효율은 A사의 경우 29.1%, 

B사 74.7%, C사 64.2%, D사 96.7%로 나타났고 8종 악취

물질 평균 제거율은 66.2%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악취

물질이 배출구를 통해 대기로 확산된다고 가정할 때 악취

기여도는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Toluene 61.7%, m/p- 
Xylene 21.7%, i-Buthylalcohol 9.3%로 나타났다.

Fig. 5. Chromatogram of sampling gas (B factory treated gas).

3.3.1. A사의 악취기여도

악취는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순간적인 노출에 의해서도 

감각세기가 달라지므로 발생원에서는 주변지역 여건에 따

라 노출한계 등 관리수준이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동차 도료가 주 생산품인 A사 배출원(혼합기)에서는 Toluene 
(67.4 ppm) > Methylisobuthylketone (18.1 ppm) > n-Buthy-
lacetate (15.9 ppm)의 분포를 보이며, 악취기여도는 Toluene 
(84.7%) > m/p-Xylene (8.84%) > i-Buthylalcohol (3.1%)의 

순으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활성탄 흡착탑을 거친 최

종배출구에서는 n-Buthylacetate (36.7 ppm) > Toluene (16.3 
ppm) > m/p-Xylene (13.2 ppm)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악취

기여도 분포는 Toluene (56.2%) > m/p-Xylene (20.8%) > I- 
Buthylalcohol (1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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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onents and concentration of sample gas (C)

Compound Threshold (ppm)
Concentration (ppm) Expected Odor Conc. Attribution(%)

source treated gas source treated gas source treated gas

Methylethylketone 0.44 1.43 0.19 3.26 0.44 0.20 0.06

i-Buthylalcohol 0.017 4.29 0.32 252.09 18.54 15.71 2.53

Methylisobuthylketone 0.22 3.03 0.14 13.77 0.62 0.86 0.08

Toluene 0.016 18.18 10.43 1136.33 651.96 70.80 88.92

n-Buthylacetate 0.33 1.03 0.08 3.13 0.23 0.19 0.03

m/p-Xylene 0.035 6.49 0.32 185.51 9.10 11.56 1.24

Stylene 0.041 0.00 2.12 0.00 51.70 0.00 7.05

o-Xylene 0.38 4.14 0.23 10.90 0.60 0.68 0.08

Table 7. Components and concentration of sample gas (B)

Compound Threshold (ppm)
Concentration (ppm) Expected Odor Conc. Attribution(%)

source treated gas source treated gas source treated gas

Methylethylketone 0.44 29.86 4.28 67.85 9.72 0.19 0.07

i-Buthylalcohol 0.017 19.72 4.20 1160.18 246.90 3.32 1.85

Methylisobuthylketone 0.22 21.92 6.07 99.65 27.60 0.29 0.21

Toluene 0.016 391.39 205.00 24461.89 12812.48 70.00 95.87

n-Buthylacetate 0.33 16.84 1.21 51.04 3.66 0.15 0.03

m/p-Xylene 0.035 303.07 7.42 8659.18 211.90 24.78 1.59

Stylene 0.041 3.40 1.75 82.83 42.74 0.24 0.32

o-Xylene 0.38 137.71 3.48 362.39 9.15 1.04 0.07

Table 6. Components and concentration of sample gas (A)

Compound Threshold (ppm)
Concentration (ppm) Expected Odor Concentration Attribution(%)

source treated gas source treated gas source treated gas

Methylethylketone 0.44 1.81 1.93 4.11 4.38 0.08 0.24

i-Buthylalcohol 0.017 2.59 3.82 152.61 224.52 3.07 12.43

Methylisobuthylketone 0.22 18.11 11.97 82.30 54.40 1.65 3.01

Toluene 0.016 67.43 16.25 4214.23 1015.35 84.67 56.19

n-Buthylacetate 0.33 15.91 36.72 48.20 111.26 0.97 6.16

m/p-Xylene 0.035 15.40 13.18 440.10 376.45 8.84 20.83

Stylene 0.041 0.67 0.00 16.23 0.00 0.33 0.00

o-Xylene 0.38 7.46 7.82 19.62 20.59 0.39 1.14

A사는 배출원과 최종배출구에서 동일하게 Toluene, m/p- 
Xylene, i-Buthylalcohol의 기여도가 90% 전후로 나타나 이

들 물질에 집중하여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면 악취 민

원 저감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3.2. B사의 악취기여도

건축용 유성도료가 주 생산품인 B사는 배출원 악취물질 

분포가 Toluene (391.4 ppm) > m/p-Xylene (303.1 ppm) > 
o-Xylene (137.7 ppm)의 순으로 나타났다. 악취 기여도는 

Toluene (70.0%) > m/p-Xylene (24.8%) > i-Buthylalcohol (3.3 
%)의 순으로 나타나 A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방지시설 후단에서의 분포는 Toluene (205.0 ppm) > m/p- 
Xylene (7.42 ppm) > Methylisobuthylketone (6.1 ppm)의 순

이었으며, 기여도는 Toluene (95.9%) > i-Buthylalcohol (1.9 
%) > m/p-Xylene (1.6%)의 순으로 나타나 Toluene이 주 원인 

물질로 판단된다.

3.3.3. C사의 악취기여도

건축용 수성도료가 주생산품인 C사의 배출원 농도분포는 

Toluene (18.2 ppm) > m/p-Xylene (6.5 ppm) > i-Buthylalcohol 
(4.3 ppm), 악취 기여도는 Toluene (70.8%) > i-Buthylalcohol 
(15.7%) > m/p-Xylene (11.6%)의 순으로 나타나 A, B사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방지시설 후단에서의 농도분

포는 Toluene (10.4 ppm) > Stylene (2.1 ppm) > m/p-Xylene 
(0.32 ppm)의 순이었고 악취기여도 분포는 Toluene (88.9%) 
> Stylene (7.1%) > i-Bbuthylalcohol (2.5%)의 순으로 나타

났다.
C사의 경우, 배출원에서는 Stylene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최종배출구에서 검출된 이유는 생산제품의 종류가 다른 타 

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다종의 



324 大韓環境工學會誌 論文

송복주․이승민․조갑제․조정구․유평종․김기곤

Journal of KSEE Vol.34, No.5 May, 2012

Table 9. Components and concentration of sample gas (D)

Compound Threshold (ppm)
Concentration (ppm) Expected Odor Conc. Attribution(%)

source treated gas source treated gas source treated gas

Methylethylketone 0.44 2.01 0.07 4.57 0.16 0.54 0.44

i-Buthylalcohol 0.017 4.21 0.12 247.70 7.27 29.30 20.53

Methylisobuthylketone 0.22 2.69 0.07 12.23 0.31 1.45 0.88

Toluene 0.016 0.49 0.03 30.56 2.04 3.62 5.75

n-Buthylacetate 0.33 22.60 0.27 68.49 0.81 8.10 2.29

m/p-Xylene 0.035 15.31 0.78 437.38 22.39 51.74 63.22

Stylene 0.041 0.53 0.04 12.92 0.91 1.53 2.57

o-Xylene 0.38 11.99 0.58 31.56 1.53 3.73 4.32

생산 공정이 합류되는 방지시설의 후단에서의 악취기여도가 

높은 Toluene, Stylene, i-Buthylalcohol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

감방안을 수립한다면 효과적인 악취 저감대책 수립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4. D사의 악취기여도

선박용 유성도료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D사는 Mixed Xy-
lene을 주 용제로 사용하고 있다. D사의 방지시설 전단에서

의 농도는 n-Buthylacetate (22.6 ppm) > m/p-Xylene (15.3 
ppm) > o-Xylene (12.0 ppm)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악취기

여도는 m/p-Xylene (51.7%) > i-Buthylalcohol (29.3%) > n- 
Buthylacetate (8.1%)의 순이었다. 흡착시설을 거친 최종배

출구에서의 농도 분포는 m/p-Xylene (0.78 ppm) > o-Xylene 
(0.58 ppm) > n-Buthylacetate (0.27 ppm)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악취기여도는 m/p-Xylene (63.2%) > i-Bbuthylalcohol 
(20.5%) > Toluene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대표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종배출

구의 악취기여도는 m/p-Xylene, i-Buthylalcohol, Toluene의 

비율이 90% 정도로 나타나 이들 물질들에 대한 제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활성탄 및 Kapok fiber의 흡착능

일반적으로 활성탄 흡착시설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간단하고 처리효율이 높아 대부분의 유기용제 사용시설

에서 악취의 제거시설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활성탄의 

흡착능이 급속히 소실되는 파과점 도달시기가 짧아 흡착제 

교체에 따른 관리비용의 과다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

이다.
본 연구에서 활성탄 대체품으로 검토한 Kapok fiber는 자

바, 수마트라 등 동남아시아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Kapok 나
무의 열매에서 채취한 섬유질로서 베개나 옷의 보온재료 및 

구명조끼에 사용된다. 섬유의 형상은 내부가 텅 빈 중공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당과 리그닌이 주요성분으로 리그닌의 

대부분이 syringaldehyde로 구성되어 있고 당 잔기에 acetyl 
group이 약 13% 정도 함유되어 친유성의 화학적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최근 친환경적인 소재의 개발과 더불어 수중의 

중금속 흡착을 위한 Kapok fiber의 개질에 대한 연구가 시

도된 바 있으나,12,13) 가스 상에서의 흡착능력 평가는 시도

된 바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천연소재로서 가격이 저렴

한 Kapok fiber 흡착능을 Fig. 7과 같은 간단한 실험기구를 

이용하여 기존 활성탄과 비교 평가하였으며 상용 활성탄의 

흡착제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Kapok fiber는 위

상차 현미경을 이용하여 Fig. 8과 같이 형상을 확인하였고 확

인된 형상은 선행 연구 자료와 유사한 형상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활성탄 흡착층의 설계기준은 포착속도 50 cm/ 

sec 이하, 머무름시간 1 sec 이상으로 설계 시공되며 본 연

구에서는 흡입 진공펌프의 성능을 고려하여 운전조건을 결

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VOC/HAPs 및 악취 기여도가 높은 

톨루엔을 기준물질로 시험한 악취 흡착능 실험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활성탄 100 g이 충전된 흡착층에서의 흡착효율은 공탑속

도(S.V.) 및 머무름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99% 
이상의 우수한 효율을 나타내어 초기 흡착효율이 매우 우

수함을 입증하였다. Kapok fiber는 겉보기비중이 활성탄에 

Fig. 7. Adsorption apparatus of Kapok fiber & Activated carbon.

Fig. 8. Photographies of Kapok fiber (left : ×100, right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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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adsorption efficiency

adsorbent
Flow

(L/min)
S.V.

(cm/sec)
R.T.
(sec)

Inlet
(ppm)

Outlet
(ppm)

Efficiency
(%)

A.C._A(palm)
1.67  3.40 2.06 2579.48 7.72 99.7

5.56 11.30 0.62 94.76 0.766 99.2

A.C._B(palm)
1.00  2.03 9.85 3.4 0.097 97.1

5.56 11.30 1.77 47.99 0.493 99.0

A.C._C(coal)
1.67  3.40 5.88 17.07 0.091 99.5

4.76  9.68 2.07 17.07 0.035 99.8

A.C._D(coal)
1.67  3.40 3.68 19.35 0.172 99.1

4.55  9.25 1.35  4.62 0.028 99.4

Kapok fiber
0.33  0.27 181.48 10.11 0.818 91.9

4.35  3.55  13.80 15.72 5.23 66.7

비하여 낮은 특성으로 30 g을 흡착층에 충전하여 흡착 시험

을 실시하였으며, 공탑속도 0.27 cm/sec, 머무름시간 181.48 
sec에서는 91.9%의 비교적 우수한 흡착효율을 나타내었으나, 
공탑속도 3.55 cm/sec, 머무름시간 13.8 sec에서는 66.7%의 

흡착효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단순한 흡착 실험의 결

과로 도출된 Kapok fiber의 흡착능은 기존 활성탄에 비하여 

열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스상에서의 VOC 흡착능

을 평가한 최초의 시도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의

미가 있다.
활성탄은 기존 야자껍질이나 석탄계원료를 탄화시키기 위

한 온실가스 발생이 필연적이나, Kapok fiber는 별도의 전처

리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자연에서 바로 채취, 사용 가능한 

친환경소재로 평가된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압력손실, 파과점, 재활용 방법 

등 상용화와 관련된 인자에 대한 성능을 비교 평가한 후 현

장적용을 통하여 흡착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전처리 또는 대체 

흡착제로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부산지역 페인트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VOC/HAPs의 배

출특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VOC/HAPs 및 악취 기여도가 

높은 Toluene의 흡착능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조사 대상시설 4개소의 운전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

분의 배출시설에서 약 60% 이상 대기로 자연 휘발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의 적절한 제어방법으로서 포착속도를 유지

하기 위한 중앙제어식 환기장치의 설치, 흡입구 프랜지 설치 

및 흡입 펌프 증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또한 방지시설로 활용되는 흡착시설의 흡입유량, 시설

규격, 활성탄 충전량, 활성탄 교체주기 등의 설계인자를 산

출하여 제시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반기를 웅용한 

세정공정의 자동화 및 Portable 세정공정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공장 내․외부의 VOC/HAPs의 농도분포를 조사한 결

과, 내부의 농도분포는 생산제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부공기의 경우, A, B는 Toluene
과 Ethylbenzene, C사는 Toluene, Xylene, D사는 Xylene, 
Ethylbenzene 등이 70% 이상의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

4) 악취 원인물질을 도출하고자 배출원과 방지시설을 거

친 처리가스를 채취하여 악취기여도를 평가하였으며 활성탄 

흡착시설의 평균 제거효율은 66.2%로 평가되었다. 처리가

스의 악취기여도는 Toluene이 A사는 56.2%, B사는 95.9%, 
C사는 88.9%로 나타나 주요 원인물질로 판명되었으며, D사

는 m/p-Xylene이 63.2%로 주요 악취 원인물질로 평가되었다.
5) 활성탄과 천연소재인 Kapok fiber의 Toluene 흡착능을 

평가한 결과, 활성탄의 Toluene 제거율은 대부분 99%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apok fiber는 91.9%, 66.7%의 제

거효율을 나타내어 Kapok fiber의 흡착능은 활성탄에 비해 

미흡하였으나 저렴한 소재 가격, 친환경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초 흡착제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상용화를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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