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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국내 대기오염의 양상이 선친국형으로 변화되면서 특정 유해물질에 의한 2차오염이 증가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및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이atile organic compounds ; VOCs）로서 각국의 환경관련 부처에서는 이들 VOCs에

해당하는 물질들의 농도를 구체적 수치로 법 제화하여 그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VOCs를 제거하기 위한 촉매 산화， 활성탄 흡착， 바이오필터 등과 같은 대부분의 기존 기술들
은 미세분진 유입 시 VOCs의 제거효율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처리 설

비로서 별도의 미세분진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용

급 하이브리드 필터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공정에서 배출되는 VOCs와 미세분진의 동

시제거를 위하여 알루미나 계열의 중밀도 세라믹필터에 금속촉매를 담지한 하이브리드 필터를

제조하였으며， 미세구조 및 성분분석을 통해 금속 촉매의 분포균일화를 확인하고， 유해가스에

의한 흡�탈착 성능 실험을 통해 촉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 . 서  론

  생활수준이 점점 향상되고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대기오염물질은 자연적 배출원의 기여도가 대부분을 차지하

였던 것에 반해 산업화가 진행되고 점차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인위적 배출원의 기여가 더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오염의 양상이 선진국형으로 변화되면서 특정 유

해물질에 의한 2차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VOCs는 각각의 발생원에

따라 농도， 조성 및 온도 등의 조건이 크게 다르며 이러한 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은 이들

물질들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VOCs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 및 처리 목적에 따라 적절한 제거기술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제

적인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국내에서의 VOCs 처리기술로는 소각， 흡착， 흡수，

응축， 촉매산화와 같은 처리기술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처리효율이 낮거나 처

리효율이 높은 경우라도 2차 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분진 유입 시에는 제거효율

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처리 설비로서 별도의 미세분진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운

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별개로 운전되던 VOCs 제거용 설비와 집진시스템

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필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耕여 다양한 공정에서 VOCs와 함께 배출되는

미세분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알루미나 계열의 원료에 적절한 혼합재와 바인더를 사용하여 중밀

도 세라믹필터에 저가 고효율 금속촉매를 당지한 하이브리드 필터를 제조하였으며， SEM- EDX 분

석을 통하여 필터에 담지된 금속 촉매의 미세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촉매의 분포균일화 및 접촉면

적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유해가스 제거 실험을 통해 촉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225



226 황상연 · 정석우 · 변용수

2. 필터 제조 및 연구 방법

  VOCs와 미세분진의 동시제거 기능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필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중밀도 세라

믹필터 지지쳬 내부에 VOCs 제거용 촉매를 담지하고 표면에는 SIC를 코팅하는 방식을 이용하였

다． 필터 제작 방법은 기존의 일반적인 필터 제조방법인 압출， 프레스， 정수압성형 공법과는 다른

형틀 성형법（Gel-dipPing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세라믹필터 제작 과정에서 media 형성에 사

용한 원료로는 A12O3를 필터 지지체로 사용하였고 미세분진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코팅 물질로

SIC 분말을 필터 표면에 적용하였으며， 그 외 기공 확보 및 필터의 강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여

과조제를 사용하였다． 하이브리드 필터의 원리 개념도 및 제작된 하이브리드 필터를 ［그림 1］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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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니 하이브리드 필터 원리 및 제작품

  【그림 1］과 같이 하이브리드 필터는 필터 외부에서 미세먼지 등을 포집하고 필터층 내부에서는

유해가스인 VOCs를 촉매산화에 의해 제거하는 것으로서 촉매필터 재질 특성상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촉매에 의한 유해가스의 제거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온도 영역에서 미세먼지와 유

해가스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하이브리드 필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EM-EDX를 이용하여 미세구조 및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촉매의 탈리 현상을 판단하기 위
하여 역세정 가스인 질소를 이용하여 4 kg/ cmZ 조건에서 1회／30초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장시간

노출시킨 후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 필터의 유해가스 제거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400 ppm의 VOCs 가스를 유입하여 온도에 따른 촉매의 제거성능 변화를 관찰하였으

며， Total hydro-carbon analyzer(THc- Micro FID）를 이용하여 전／후단 농도 분석을 통해
VOCs 제거성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세분진과 유해가스인 VOCs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제작된 하이브리드 필터의 표면 및 분석

을 위해 coating한 후 열처리한 시편의 미세구조 사진을 ［그림 2］에 나타내었고， EDX 성분 분석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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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필터 내측면 및 SEM 사진

          (b) 필터 외측면 및 SEM 사진

【그림 21 하이브리드 필터 내�외 측면 및 SEM 사진

〈표 l> 하이브리드 필터 촉매 및 지지체 EDX 분석 결과

篩輸뻔뾔 Mg Al Si S Cl K Ca Mn Cu Ce Ti지지 쳬 78. 20 18.43 L66 1 .7촉매 2. 95 13.32 1.25 O·95 0. 88 1.87 1 .92 48. 69 ZLoo 6. 28

  〈표 1〉과 같이 하이브리드 필터 지지체는 AI과 Si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터에 담지

된 촉매는 Mn과 Cu가 주성분인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촉매가 담지된 내측

면의 경우 지지쳬 전쳬에 구형의 촉매 입자가 고르게 coating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담지된 금속 촉매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촉매의 탈리 현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역세정 가스인 질소를 이용하여 장시간 노출시킨 후 미세구조 변화를 분석 한 결과 촉매가

담지된 필터 내측면 SEM 사진과 비교 시 ［그림 3］과 같이 촉매의 탈리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로써 하이브리드 필터의 장시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7] 역세정 테스트 후 필터 내측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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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필터의 유해가스 제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편을 제조한 후 【그림 4］와 같이

반응기 온도 250℃ 조건에서 VOCs 제거 성능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제거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구 후단 농도가 10ppm 이하로 95% 이상의 제거효율을 확인하였다．

, rme Vg T이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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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50℃ 조건에서의 VOCs

  1 7: I D        1 7: 20

제거 실험 결과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작된 하이브리드 필터 미세구조 분석 결과 지지쳬 전쳬에 구형의 금속 촉매 입

자가 고르게 담지되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촉매의 탈리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역세정 테스트 실험결과 촉매의 탈리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로써 하

이브리드 필터의 장시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유해가스 제거 실험결과 400

ppm으로 유입된 VOCs77 250℃ 조건에서 95% 이상 제거되는 우수한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이
는 실제 유해가스 처리용 필터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저가의 촉매 담지만으로도 우수한 필터를 제

조 할 수 있으며， 기존 설비에 비해 성능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분진공급 조건에서의 시험을 통해 동시제거 성능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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