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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배기가스 중의 수분, 탄화수소 및 CO가 저온 플라즈마 및 NH3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공정이 복합된
탈질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일반적인 SCR 반응에 비해 매우 빠른 반응속도를 갖는
fast SCR 반응은 150～200 ℃의 저온조건에서 탈질율의 상승을 가져다주지만, 처리가스 중에 탄화수소가 있는 경우
fast SCR 반응의 역할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부분산화반응을
통해 탄화수소 중 일부가 알데히드로 전환되며, 알데히드는 fast SCR 반응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NO2/NOx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한편, 수분 및 CO가 fast SCR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탄화수소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ffects of water vapor, hydrocarbons, and CO, which are inevitably included in exhaust gases of combustion, on a
combined De-NOx process of non-thermal plasma and NH3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have been investigated.
Test results showed that fast SCR reaction enhanced De-NOx rate under the low temperature conditions, 150～200 ℃.
The present test, however, showed that the role of the fast SCR reaction can be significantly suppressed by addition of
hydrocarbons in a non-thermal plasma reactor. Detailed investigation verified that such suppressed role of the fast SCR
reaction could be caused by the NO2/NOx ratio modified by aldehydes produced from hydrocarbons in a non-thermal
plasma reactor.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water vapor and CO were not noticeable
compared with the hydrocarbon effects.
Keywords: non-thermal plasma, NH3 SCR processes, Aldehydes, fast SCR reaction

1. 서

할 수 있고, 2) 상온에서 수 백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온도범위에서

론

NO의 산화반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어 최근 해당 공정에 대한

1)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4-6].

최근의 고성능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의 온도는 저부하로 도심권을
운행할 경우 150 ℃ 수준의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낮
은 온도조건에서는 반응식 (1)과 같이 표현되는 일반적인 NH3 SCR

4NO + 4NH3 + O2 → 4N2 + 6H2O

(1)

2NO + 2NO2 + 4NH3 → 4N2 + 6H2O

(2)

반응을 활용하기 어렵다[1]. 이에 따라 디젤 자동차의 경우 저온조건
에서 반응속도가 반응식 (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응식 (2)와 같은
fast SCR 반응의 활용이 고려되고 있다[2,3]. Fast SCR 반응을 구현하
는 방법 중의 하나로는 배기가스에 있는 일부 NO를 NO2로 산화시키

저온 플라즈마 산화반응과 NH3 SCR 환원반응이 복합된 공정이 갖

는 산화공정과 SCR 환원공정을 복합시킨 공정을 들 수 있는데, 본 복

는 기술적인 장점은 Hammer[1], Mok[5], Song[6] 등에 의해 확인된

합공정의 산화반응을 위해 귀금속 촉매 또는 저온 플라즈마 산화공정

바 있으며, 본 공정의 적절한 운전조건 및 운전비용을 결정하는 운전

이 고려될 수 있다. 저온 플라즈마 산화공정이 촉매를 이용한 산화공

전력에 관한 연구결과는 Lee[7] 등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에 비해 갖는 장점은 1)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에 투입되는 전력을

앞서 수행된 연구들은 본 복합공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및 기

조절함으로서 SCR 반응기에 공급되는 NO:NO2의 비율을 정확히 조절

술의 장점을 잘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술
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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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소 배
기가스 중에 당연히 포함되고 있는 수분, CO 및 미연탄화수소(unburned hydrocarbons)가 해당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당공정을 실제 연소 배기가스에 적용
할 경우 다양한 배기가스 조성에 따라 해당공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탄화수소, CO 및 수분 등
이 저온 플라즈마 및 SCR 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본 기술이 보다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디젤엔진 배기가스에서 직접 계측된 가스조
성과 유사하게 모사된 가스, 즉 N2: 67.7%, O2: 18%, H2O: 10%, CO2:

Figure 1. De-NOx rate along with NO2/NOx ratio at Temp.: 150 ℃,
-1
SV: 8000 hr , NOx: 150 ppm, NH3: 150 ppm.

4.35%, CO: 151 ppm, C3H6: 116 ppm을 총 유량 20 L/min을 처리하는
소규모의 저온 플라즈마 및 NH3 SCR 반응기에 공급하여 실험이 수행
되었다. 본 실험에서 공급된 NOx (NO 및 NO2)는 가스 실린더로부터
공급받아 MFC (Mass Flow Controller, BROOKS 5850 E Series)를 통
해 NO 및 NO2의 양을 조절하였으며, 공급된 NOx의 총 농도는 150
ppm으로 고정하였다. 따라서 NO2/NOx 비가 0.5인 경우 NO 및 NO2
의 농도는 각각 75 ppm이었고, 반응기에 공급된 NH3 농도는
NO2/NOx 비에 관계없이 150 ppm으로 유지하였다. 한편, 200 ℃의 조
건에서는 150 ℃의 경우에 비해 높은 탈질율이 나타나므로 150 ℃ 조
건과 유사한 탈질율을 얻기 위해, 촉매의 공간 속도를 200 ℃인 경우
는 16000 hr-1로 하였고 150 ℃인 경우는 8000 hr-1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는 오존 발생기와 원리가 동일한 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반응기를 활용하였고, SCR 촉매는
honey comb 형태로 압출 및 성형된 V2O5- WO3/TiO2 계열의 상용 촉
매를 사용하였다(SK 제조). 본 연구에서 적용된 보다 구체적인 실험

Figure 2. De-NOx rate along with NO2/NOx ratio at Temp.: 200 ℃,
-1
SV: 16000 hr , NOx: 150 ppm, NH3: 150 ppm.

방법은 본 논문의 저자들이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였다[6,7].

수분이 탈질율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한 NO2/NOx 값을 갖는 조건에서
특별히 크거나 작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결과는 수분이 SCR

3. 결과 및 고찰

공정의 전반적인 성능을 저하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 및 2에서 나타난 NO2/NOx에 따른 탈질율의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수분은 NH3 SCR 공정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

NO2/NOx = 0.5일 때를 기준으로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150 ℃ 조건

려져 있으나[8], 수분이 fast SCR 반응이 일어나는 SCR 공정에 미치는

에서는 NO2/NOx < 0.5인 경우의 기울기 즉, NO2/NOx 증가율에 따른

영향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fast SCR 반

탈질율의 증가율이 NO2/NOx > 0.5인 경우의 기울기보다 뚜렷이 크게

응에 수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울기의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Figure 1에서 볼

Figure 1 및 2에 제시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SCR 반응기에 공급되는

수 있듯이 150 ℃ 및 NO2/NOx = 1의 조건에서 200 ℃의 경우보다

NOx의 NO2/NOx 비를 바꾸어가면서 탈질율을 살펴보았으며, Figure

탈질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반응속도가 커지는

1은 150 ℃에서 그리고 Figure 2는 200 ℃에서 각각 수행된 실험결과

반응식 (3)을 통해 질산염이 생성되는 반응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볼

를 제시하고 있다.

수 있다. NO2와 관련된 SCR 반응으로는 반응 (3) 이외에도 반응 (4)를

Figure 1 및 2에서 우선 주목되는 사항은 탈질율과 NO2/NOx의 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반응 (4)는 150 ℃ 조건에서 반응속도가 반응

계이며, 이들은 수분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NO2/NOx = 0.5일 때를

(3)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Figure 1의 NO2/NOx > 0.5인 조건에서

정점으로 하는 포물선과 유사한 곡선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곡선

NO2/NOx < 0.5 조건에 비해 높은 탈질율이 나타난 이유는 주로 질산

의 형태가 나타난 이유는 NO:NO2 = 1:1인 조건을 필요로 하는 fast

염을 생성하는 반응의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3]. 한편,

SCR 반응이 탈질율의 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200 ℃의 경우 NO2/NOx > 0.5인 경우의 기울기가 NO2/NOx < 0.5인

볼 수 있다. 또한 Figure 1 및 2에 의하면 수분이 있는 경우, 수분이

경우의 기울기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150 ℃의 조건에 비해 200 ℃

없는 경우에 비해 전반적인 탈질율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탈질율 곡선

인 경우 NO2/NOx < 0.5인 조건에서는 반응 (1) 및 (2)에 의한 SCR 반

은 수분이 없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응이 활발해진 반면, NO2/NOx > 0.5인 조건에서는 질산염을 생성하

다. 즉, 수분에 의해 10～20% 범위에서 탈질율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는 반응 (3)이 운전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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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NO2 + 2NH3 → NH4NO3 + N2 + H2O

(3)

3NO2 + 4NH3 → 3.5N2 + 6H2O

(4)

디젤엔진 또는 가스터빈의 냉간시동(cold start) 또는 특정한 부하
(load) 조건에서는 일시적으로 수 백 ppm 이상의 탄화수소 및 CO가
불가피하게 배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탄화수소
및 CO가 NH3 SCR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연소기기
의 정상운전 조건뿐만이 아니라 연소기기가 불완전하게 작동되는 조
건에서 해당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
다. 한편, 일부 촉매공정에서는 NOx를 환원시키는데 있어 탄화수소
및 CO와 같은 환원성 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할 정도로 이들 환원성 가

Figure 3. Outlet gas composition of SCR reactor with different inlet
C3H6 concentrations and without NH3 supply.

스는 NOx를 N2, N2O, NO 등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따라서 fast SCR
공정을 위해 산화공정을 통해 최적의 비율로 조절된 NO 및 NO2의 비
가 이들 환원성 가스에 의해 변화되어 fast SCR 공정의 성능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탄화수소 및 CO가 저온 플라즈마 및 SCR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
각의 개별공정 및 복합공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소기기에서 배출되는 미연탄화수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이를 모사할 수 있는 특정한 탄화수소를 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
다. 예를 들어 특정한 형식의 디젤엔진에서 배출된 미연탄화수소는
CH4, C2H4, C2H6, C3H6, Benzene 및 toluene 등의 순서로 많이 배출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이들 다양한 종류의 탄화수소는 종
류에 따라 저온 플라즈마는 물론 촉매 반응기에서의 반응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한 종류의 탄화수소가 미연탄화수소를 대
표할 수는 없다. 한편, 저온 플라즈마 반응의 경우 일반적으로 alkene
계열의 탄화수소는 반응성이 높은 반면, alkane 및 aromatic 계열의 탄

Figure 4. Outlet gas composition of SCR reactor with different inlet
C3H6 concentrations and with 150 ppm NH3 supply.

화수소는 반응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따라서
alkene 계열의 탄화수소는 적은 양으로도 저온 플라즈마 반응공정에

fast SCR 반응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큰 영향을 주는 반면, alkane 및 aromatic 계열의 탄화수소는 저온 플

실험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SCR 촉매는 환원제로서 C3H6보다

라즈마 반응공정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NH3가 더 큰 선택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유로 저온 플라즈마 반응에서 탄화수소가 미치는 역할을 연구하기

앞서 살펴본 C3H6와 같이 SCR 반응기 앞단에서 조정된 NO 및 NO2

위해서는 실제 배기가스에는 다량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공정에 주

의 비율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스 종으로는 CO를 고려해 볼

는 영향이 큰 alkene 계열의 탄화수소 그 중에서도 특히 C3H6를 사용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CO 농도에 따른 SCR 공정

해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C3H6를 공정에 투입하여 탄

의 탈질율을 측정함으로 CO가 fast SCR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화수소가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4,7,9-12].

았다. Figure 5는 실험을 통해 얻은 탈질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실

-1

Figure 3은 온도 150 ℃, SV 8000 hr , 수분이 없는 조건에서 NO:

험의 조건은 온도 150 ℃, SV 8000 hr-1, CO2: 4.35%, O2: 18%, HC:

NO2가 1:1로 공급된 경우, 다양한 C3H6의 농도에 따라 SCR 촉매 반

116 ppm 및 SCR 반응기에 투입된 NOx는 NO:NO2 = 75:75 ppm 이었

응기 후단에서 측정된 가스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처리된 가스의 CO 농도는 0에서 1000 ppm

가스 실린더로부터 공급 받은 NO 및 NO2를 MFC를 통해 유량을 조

까지 변하였으나, 최종적인 탈질율에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

절하여 SCR 촉매 반응기에 공급하였으며, NH3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

며 Figure 4에서 보인 탈질율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앞

문에 NH3에 의한 SCR 반응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에서 볼

서 C3H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O는 fast SCR 반응에 큰 영향을 주지

수 있듯이 상용 NH3 SCR 촉매에서 C3H6에 의해 NO2는 NO, N2O 및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N2로 환원되고 있으며, C3H6는 CO로 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C3H6와 같이 저온 플라즈마를 통해 부분 및 산화반응이 잘 일어나

와 같이 C3H6에 의해 SCR 반응기에 공급된 NO2/NOx의 비율이 변할

는 탄화수소가 배기가스 내에 있는 경우 탄화수소는 저온 플라즈마를

수 있다는 사실은 NO2/NOx 비율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fast

이용한 NO의 산화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SCR 반응을 활용하는데 있어 우려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있다[7,10,11]. 예를 들어 1) C3H6과 O 라디칼과의 반응도는 NO2와 O

SCR 반응기에 NH3를 공급하여 SCR 반응을 일으킬 경우 Figure 4와

라디칼의 반응도보다 크기 때문에 C3H6이 있는 경우 O 라디칼에 의해

같이 C3H6의 농도와는 무관하게 80% 수준의 탈질율이 유지됨을 확인

NO2가 NO로 환원되는 반응경로를 차단함으로서 효과적인 NO의 산

할 수 있기 때문에 NH3가 공급될 경우 C3H6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화반응이 가능하고, 2) 수분으로부터 발생된 OH 라디칼 또한 C3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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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s of CO on the NH3 SCR, water vapor is not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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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s of C3H6 on the combined process of non-thermal
plasma and NH3 SCR, water vapor is not supplied.
에서도 FTIR 측정을 통해 계측된 알데히드의 peak의 크기가 크지 않

과 반응도가 높기 때문에 OH 라디칼이 NO와 반응하여 질산을 생성

아 정량적인 분석은 할 수 없었으나, C3H6가 저온 플라즈마 반응을 통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라디칼과 반응한 C3H6

해 아세트알데히드(CH3CHO) 및 포르말알데히드(HCHO)로 전환되고

은 NO를 NO2로 산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HO2 라디칼을 다량으로 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Figure 3 및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시키기 때문에 저온 플라즈마에 의한 NO의 산화공정에 C3H6을 공

단순히 C3H6를 SCR 반응기에 공급할 경우에는 NOx를 환원하는데 있

급하면 보다 적은 운전전력으로 NO의 산화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 한

어 C3H6에 비해 NH3의 선택성이 크기 때문에 fast SCR 반응의 역할이

편, 이와 같은 긍정적인 탄화수소의 역할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 의해

크게 나타났지만, C3H6에 비해 환원력이 강한 알데히드가 SCR 반응

조사된 바로는 저온 플라즈마와 SCR 공정이 복합된 공정에서 C3H6의

기에 투입될 경우에는 알데히드에 의해 NO2가 NO 또는 N2로 환원되

역할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즉, fast SCR 반응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Figure 6은 수분이 없는 150 ℃ 온도조건에서 1) NO:NO2의 비를 유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NH3 SCR 공정에 C3H6를 대신하여

량계를 통해 조절하여 SCR 반응기에 공급한 경우, 2) NO:NO2의 비를

아세트알데히드를 투입하여 fast SCR 조건에서 NO2에서 NO로의 환

저온 플라즈마 산화공정을 통해 조절하여 SCR 반응기에 공급한 경우

원에 대해 Figure 3에서 C3H6를 투입한 경우와 비교하는 실험과

및 3) 2)와 같은 조건이나 50 ppm의 C3H6가 처리가스에 있는 각각의

NO2/NOx 비율에 따른 탈질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는

경우에 얻어진 탈질율을 제시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저

Figure 7 및 8에 제시되었다.

온 플라즈마와 SCR 공정이 복합된 공정에서 C3H6가 있는 경우 탈질

Figure 7은 온도 150 ℃, SV 8000 hr-1, NO:NO2 = 75:75 ppm, 수분

율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NO2/NOx에 따른 탈질율 곡선의 특성도

및 NH3를 공급하지 않은 조건에서 CH3CHO/NOx의 비율을 0 ～ 20%

fast SCR 반응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난 다른 두 곡선과는 매우 다른

범위에서 변화시켜 SCR 반응기 후단에서 변화된 NO:NO2 비율을 측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1) NO2/NOx의 비가 유량계로 조정된 모사가

정한 자료이다. 한편, Figure 8은 온도 150 ℃ 및 200 ℃ 온도조건에서

스를 SCR 반응기에 공급한 실험 및 2) C3H6가 없는 모사가스를 저온

처리가스 내에 수분이 있는 경우 및 수분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NO를 산화시켜 NO2/NOx의 비를 조정한 실험

CH3CHO가 NH3 SCR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실험결과이며, 실

의 경우 NO2/NOx = 0.5 일 때 가장 높은 탈질율을 보이는 fast SCR

험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반응의 특성이 나타난 반면, C3H6가 첨가된 모사가스를 저온 플라즈
마 반응기에 공급한 경우에는 앞서의 두 경우에 비해 탈질율이 현저

1) CH3CHO는 앞서 C3H6을 SCR 반응기에 공급한 경우와 같이 NO2
를 NO로 환원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히 낮을 뿐만 아니라 NO2/NOx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

2) CH3CHO가 NH3 SCR 공정에 투입될 경우 NO2/NOx = 0.5 조건

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온 플라즈마와 SCR 공정이 복

에서 가장 높은 탈질율을 보이는 fast SCR 반응의 특성은 사라지고,

합된 공정에서 처리가스 중에 C3H6이 존재하고 수분이 없는 경우 fast

특히 수분이 없는 경우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20～30%의 낮은 탈질율

SCR 반응이 상당히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리가스 중에 C3H6이 존재하는 경우 fast SCR 반응이 나타나지 않

이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CH3CHO가 투입된 실험조건에서 fast
SCR 반응은 거의 없을 정도로 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본 연구에 앞서 타 연구자들에 의해

3) CH3CHO가 NH3 SCR 공정에 투입된 경우 탈질율의 특성은 탄화

규명된 저온 플라즈마 반응에서 일어나는 C3H6의 반응경로를 이해할

수소를 환원제로 하는 SCR 반응의 특성처럼 탈질율은 NO2의 농도가

필요가 있다. 즉, Penetrante[11] 및 Hoard[12,13] 등이 수행한 저온 플

높아질수록 선형적으로 증가됨과 동시에 온도가 증가될수록 증가되는

라즈마와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하는 SCR 반응을 복합한 탈질공정 연

특성을 보였고, 이와 같은 특성은 Figure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3H6

구에 의하면 배기가스 중의 탄화수소는 저온 플라즈마 반응을 통해

및 NO가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를 거쳐 SCR 반응기에서 얻은 탈질율

부분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이의 결과로 알데히드를 생성하며, 알데히

의 특성과 유사하였다.

드는 NOx를 환원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내에 포함된 미연

4) CH3CHO가 NH3 SCR 공정에 투입될 경우 fast SCR 반응과는 반

탄화수소보다 강력한 환원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대로 수분에 의해 탈질율이 20 ～ 25%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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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utlet gas composition of SCR reactor with different inlet
CH3CHO concentrations and without NH3 supply.

Figure 9. De-NOx rate along with NO2/NOx ratio at 150 ℃ and 200
℃ with addition of water vapor.
조건과 같이 수분이 있는 경우 탈질율은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 한편,
저온 플라즈마를 통해 NO를 NO2로 산화시킬 때 투입되는 전력은 탄
화수소를 알데히드로 전환시키는데 소요되는 전력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운전조건에서는 fast SCR 반응이 Figure 6과 같이 현저히 억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조건 즉,
처리가스 내에 수분과 C3H6가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에서 저온 플라즈
마와 SCR 공정이 복합된 공정의 성능을 살펴보았다. Figure 9는 150
℃ 및 200 ℃ 조건에서 수분이 있는 경우 NO2/NOx의 비를 모사가스
및 저온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 조절하여 SCR 공정에 공급한 실험결
과를 제시한 것으로, 처리가스에 수분이 있는 경우 예상과 같이 수분
이 없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작은 탈질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Figure 9에서 뚜렷이 확인되듯이 저온 플라즈마와 SCR이 복합된

Figure 8. De-NOx rate along with NO2/NOx ratio and addition of
CH3CHO and with NH3 supply.
-1
(a) T: 150 ℃, SV: 8,000 hr , without water vapor
-1
(b) T: 150 ℃, SV: 8,000 hr , addition of water vapor
-1
(c) T: 200 ℃, SV: 16,000 hr , without water vapor
-1
(d) T: 200 ℃, SV: 16,000 hr , addition of water vapor

공정에서 가장 높은 탈질율이 나타나는 NO2/NOx 값이 0.5에서 이보
다 큰 값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높은 탈질율은 단순
히 fast SCR 반응에 의해서만은 아니며 여전히 알데히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수분이 있는 경우 CH3CHO에 의해 낮아진 탈질율이 다시 높게 나타
났으며, 따라서 수분은 CH3CHO이 SCR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3CHO를 SCR 반응기에 공급할 경우
변화된 탈질율의 특성은 C3H6가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를 거쳐 부분적

저온 플라즈마 및 암모니아 SCR 공정이 복합된 공정의 특성을 살
펴보았으며, 특히 연소가스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수분, 탄화수소 및
CO가 각각의 공정 및 복합된 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으로 산화된 다음 SCR 반응기에서 나타나는 탈질율의 특성과 유사하

(1) SCR 공정에서의 탈질율은 수분에 의해 10～20% 저하되며, 수분

게 나타났다. 한편,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를 거친 탄화수소는 알데히

에 의해 저하되는 탈질율과 NO2/NOx 조건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확

(2) SCR 공정에서의 탈질율은 CO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인된 바 있기 때문에 Figure 6에 제시된 실험결과 즉, 수분이 없으며

(3) SCR 공정에서의 탈질율은 탄화수소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지는

배기가스에 탄화수소가 존재할 경우 급격히 낮아진 탈질율은 저온 플

않으나, 환원제인 NH3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SCR 반응기 전단에서

라즈마 반응기에서 탄화수소가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생성된 알데히드

산화된 NO2는 탄화수소에 의해 NO로 환원되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

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배기가스

되었다.

내의 탄화수소는 SCR공정에는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4) 탄화수소는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를 거치면서 일부가 부분산화

(Figure 4 참조), 저온 플라즈마와 SCR 공정이 복합된 공정에서는 탄

반응을 일으키며, 이의 결과로 알데히드가 생성됨을 측정할 수 있었

화수소가 저온 플라즈마 공정에서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알데히드가

다. 알데히드는 fast SCR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처리가스 중에

발생될 경우 fast SCR 반응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분이 없는 경우 fast SCR 반응을 현격하게 억제하고 있었다.

앞서의 Figure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알데히드에 의해 급격히 탈

(5) 알데히드가 fast SCR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처리가스 중에 수분

질율이 감소되는 현상은 실제 배기가스 조건과는 달리 처리가스 내에

이 있는 경우 감소되며, 특히 높은 NO2/NOx 값인 경우 알데히드에 의

수분이 없는 건조한 조건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모든 연소 배기가스

해 감소된 탈질율은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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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플라즈마 및 암모니아 선택적 환원공정을 활용한 저온 탈질공정의 특성(Ⅱ)
SCR 반응이 탈질공정에서 지배적이라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을 만
큼 알데히드가 fast SCR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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