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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악취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법적 배출허용농도 이내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민원 발생 시 사
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산업공정에서 발생된 악취중의 아세트알데히드를 경제적으로 제거하
기 위해 Mn-Cu 금속산화물 촉매의 실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며, 실험실에서 성능평가를 통해 아세트알데히드 제
거를 위한 최적 운전인자를 도출하였고, 파일럿 규모의 Scale-up을 통한 현장 실험으로 실제규모 시설에 적용하여 성
능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금속산화물 촉매의 운전온도는 최소 220℃ 근방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제거효율
이 50% 이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Mn-Cu 금속산화물 촉매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공간속도(GHSV)가 6,000 

hr-1 이하일 때 최적의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촉매제어 온도가 120℃일 때 평균 제거효율은 61.2%, 160℃에서는 
93.3%, 180℃에서는 94.9%로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촉매의 비표면적은 사용 전 200m

2
/g이었으나 24개월 경과 시 

47.162m
2
/g으로 나타나 비표면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만 성능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 황화합물과 산성가스 

등과 같은 피독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현장에서 Mn-Cu 금속산화물 촉매장치를 2년 이상 운전한 결과 90% 이상의 제
거효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Mn-Cu 금속촉매, 아세트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온금속촉매, 악취

Abstract  Because sensing odor varies depending on each person, even if the odor is released in line with the 
legal emission permission concentration levels, it can still become a social issue if a civil complaint is mad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ossibility of putting Mn-Cu metallic oxide catalysts into practical 
use to economically eliminate acetaldehyde which produces a odor in the industrial process. An optimal 
operating parameter to eliminate acetaldehyde was deduced through a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research 
laboratory and the performance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parameter into an actual facility as an on-the-site 
experiment through a Scale-up of pilot size.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the metallic oxide catalysts researched 
so far was at the minimum close to 220℃, and the 220℃ elimination efficiency was 50% or below. However, 
having experimented by using a Mn-Cu metallic oxide catalyst in this research, optimum elimination efficiency 
showed when space velocity (GHSV) was equal to or below 6,000 hr-1. The average elimination efficiency was 
61.2% when the catalyst controlling temperature was 120℃, 93.3% when the catalyst controlling temperature 
was 160℃, and 94.9% when catalyst controlling temperature was 180℃, thereby reflecting high elimination 
efficiency.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catalyst was 200m2/g before use, however, was reduced to 
47.162m2/g after 24 months and therefore showed that despite the decrease in specific surface area as time 
passed,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Having operated Mn-Cu metallic oxide catalyst 
systems for at least two years on a site where there was no inflow of toxins like sulfur compounds and acidic 
gase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elimination efficiency of at least 90% was maintained. 

Key Words : Mn-Cu metal catalyst, Acetaldehyde,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Low temperature metal 
catalyst,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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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연소는 필수 이나 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불완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기 오

염의 종류를 크게 나 면, 산성비와 스모그의 원인이 되

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오존층 괴와 

련된 CFC 문제, 지구 온난화 상과 련된 이산화탄

소(CO2)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나  수 있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로 인해 인구 도가 높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하고 있고, 측산 시설의 

규모 집지역으로 악취와 같은 감각공해의 피해가 속

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8][13]. 악취배출 농도가 환

경 법규상 허용기  이내라고 하여도 악취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단순히 농도만으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 시 사회 으로 이슈화가 되기 쉽

다[16].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는 우리나라의 기환

경보 법의 8  악취물질(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황화

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

히드, 스티 )에 속하는 규제 상 물질이다[2][14].

물질의 연소와 기 산화로부터 발생되는 알데히드는 

화학반응에 여하여 오존을 생성하고 지구온난화를 

가 시키며, 성층권의 오존층 괴와 환경 기 에 장

기 으로 축   체류한다. 알데히드는 심각한 독성을 

갖고 있어 목, 코, 기 지 등의 호흡기 을 자극하며 추

신경계에 마취작용을 일으키고, 0.1ppm 이상에서는 마

비, 호흡기 장애, 혼수상태를 유발하는 등의 직 인 신

체반응을 야기한다[7][10]. 아세트알데히드의 주요발생원

으로는 폴리에틸 (Polyethylene(PE)), 아세트산(Acetic 

acid) 생산, 라스틱 제조공정 등[15]이 있으며 석탄연소 

 목재 연소과정 에서도 배출되고 있다[16].

악취물질 제거를 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활

성탄 흡착식 는 흡착 후 연소  매산화법이다[3]. 그

러나 활성탄 흡착식은 처리효율은 좋으나 짧은 과

(break-through point)으로 인해 활성탄을 자주 교환해

야 하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 운 비가 많이 들고, 활성

탄 교체주기를 넘길 경우에는 제거 효율이 속히 떨어

지게 된다[4]. 

고온산화법은 처리 상 기체의 발화  이상으로 온도

를 유지하고 일정 이상의 체류시간을 주면,  H2O와 CO2

로 분해되어 높은 분해효율을 얻을 수 있으나 고온 연소

반응 시 NOx가 생성될 수 있고 연료비가 많이 드는 단

이 있다[6].

매산화법은 처리 상 기체를 온에서 산화시키기 

해 매를 사용하므로 연소온도가 800℃인 고온산화법

에 비해 200∼400℃로 낮아 경제 이며, 연소온도가 낮

아 운 비를 상당히 감할 수 있다. 한 온에서 매

와  산화하므로 질소산화물 등의 2차 오염물질 생성

이 다. 이 기술은 “에 지 약”이라는 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사용에 있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청정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9][12][16][17].

귀 속 계통의 매들은 Pt, Ti, W, V, Mo 등을 주로 

사용하여 300∼400℃의 온도에서 반응시켜 VOCs를 분

해제거하고 있으며, 다소 고온에서 사용되는 귀 속 

매는 300℃ 이상에서 매의 성능이 발휘되므로 운 비

용을 상승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연료원으로 기에 지

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일본을 비롯

한 기존 선진국에서는 Mn을 이용하여 이보다 더 낮은 

온에서 고효율을 갖는 매를 개발하고 있다[1][5]. 

본 연구는 산업공정에서 발생된 아세트알데히드를 경

제 으로 제거하고자 Mn-Cu 복합 속산화물 매의 

실용화 가능성에 한 연구이며,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실험장치  실험방법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실험실

에서 성능평가를 통해 아세트알데히드 제거를 한 최  

운 인자를 도출, 일럿 규모의 장 실험을 거쳐 실제

규모 시설에 용하 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본 실험실에서 사용된 매의 주요원료는 염화망

간(MnCl2), 질산망간(Mn(NO3)2), 황산망간(MnSO4), 

과염소산망간(Mn(ClO4)2), 염화구리(CuCl2), 질

산구리(Cu(NO3)2), 황산구리(CuSO4), 과염소산구리

(Cu(ClO4)2)를 시약 그 로 사용하여 제조한 매를 사용

하 으며, 망간산화물과 구리산화물 복합형태의 슬러리

형태로 제조된 용액을 여과지를 사용하여 필터 후 60℃ 

건조기에서 20시간 건조 후 세라믹이나 속담체 없이 

자체를 펠렛으로 압출, 성형하여 공기분 기에서 300℃, 

6hr 소성하여 매를 제조하 으며, 실험에 사용한 펠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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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경은 3.3±0.5mm, 길이는 3∼5mm이다.

2.2 실험장치 및 방법

Mn-Cu 속산화물 매의 장 용  반응성을 실

험하기 해 연속식 상압 고정층 반응기를 제작하여 수

행하 으며, 개략 인 장치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아세트알데히드 가스는 1,000ppm/N2 

balance 로 RIGAS社에서 제조한 표 가스를 사용하

으며, MFC(Mass Flow Controller, Celerity社, Model 

TN280)로 일정한 농도와 유속을 조 하여 고정층 반응

기로 주입하 다. Mn-Cu 속산화물 매 1.0g을 고정

층 매반응기에 충 한 후 기 유입가스의 매흡착에 

의한 향을 없애고자 실험 상 가스를 수 분 동안 충분

히 흘려주었고, 기 유입 가스농도와 매를 거쳐 나오

는 최종출구의 농도가 동일한 값에 도달했을 경우를 평

형상태로 가정하고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후 매의 표면변화를 찰하기 해 주사 자 

미경(SEM)과 X-선 분 기(EDS, Bruker社, Model 

Quantax200)를 이용하여 매를 분석하 다. 한 매

층 온도와 VOCs 농도 그리고 공간속도의 조건을 변경하

면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평형상태의 값이 나올 때 측정

을 실시하 다.

[그림 1] 고정층 반응기 

분석은 불꽃이온화 검출기(FID, Flame Ionization 

Detector)가 장착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Hewlett 

Packard社, Model 5890 Series II)를 사용하 으며, 이때 

사용한 칼럼은 모세  칼럼(DB-624)을 사용하여 제거효

율을 분석하 다. 온도에 따른 매의 성능을 알아보기 

해 매 층의 온도를 180℃부터 20℃ 간격으로 단계

으로 내려 실험을 실시하 으며, 이들 유기화합물이 흐

르는 상태에서 매 층의 온도가 안정되도록 약 10∼15

분 뒤 이들 유기화합물에 한 매의 제거효율을 측정

하 다. 공간속도에 따른 매성능의 향을 알아보기 

해 공간속도를 5,000hr-1에서 시작하여 40,000hr-1까지 

올리면서 매의 성능을 측정하 다. 한 시간에 따른 

매성능 실험은 5,000hr
-1 공간속도 조건에서 농도 

1,000ppm의 아세트알데히드를 측정하여 실험결과를 도

출하 다.

2.3 파일럿 실험장치 제조 및 실험방법

산업 장 용  Mn-Cu 속산화물 매 반응의 안

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해 일럿 장치를 설계 제작

하 으며, 장치의 처리풍량은 10m3/min, 크기는 2,200× 

1450×960mm, 장치 량은 800kg으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 장치의 구성은 크게 열  열교환부, 매충진부, 

송풍부로 나  수 있으며 열부는 기에 지를 이용한 

기히터를 사용하여 유입 가스를 열시켜 매층으로 

주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하 고, 기히터를 통한 매층

의 최  온도는 400℃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매층의 온도제어는 매층 단에서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를 제어하게 하 고 매충진부 심에서 측

정하 으며, 이때 온도제어는 PID 컨트롤 방식으로 온도

편차 ±1℃ 이내로 유지하면서 실험을 실시하 다. 

처리풍량은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Volume inverter로 

조 하여 장에서 최 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하 으며 매층 내부의 제거 상 가스 체류시간은 

약 0.6  이하가 되도록 조 하 다. 실험장치의 개략도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현장 실험용 파일럿 장치

일럿 실험 시 사용한 속산화물 매는 동일한 펠

렛 형태로 성형하여 제조하 으며, 매의 bulk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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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724g/cm3로 측정되어 처리풍량 10m3/min에 해당되

는 매 724kg을 고정층 매반응기에 충 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 이때 공간속도는 6,000hr-1으로 계산되었

다. 일럿 실험은 경북 구미소재 기업에서 장 실험을 

실시하 고, 기방지시설 단의 장에서 유출되는 아

세트알데히드를 본 논문에서 고안한 일럿 장치로 유입

시켜 매반응을 시도하 으며, 분석은 장에서 실시간 

측정 가능한 FID(Flame Ionization Detector) 방식의 

THC Analyser와 TVOC 측정기(PID, Photo Ionization 

Detector)를 사용하여 일럿 장치 단농도와 후단농도

를 측정하여 제거효율을 분석, 실험결과를 도출하 다.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기 한 매제어 기온도

는 180℃를 설정하여 진행하 으며, 일럿 규모에서의 

매 반응온도에 아세트알데히드의 제거효율을 알아보

기 해 매 층의 온도를 180℃부터 20℃ 간격으로 단계

으로 내려 24일간 실험을 실시하여 공간속도를 

6,000hr-1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제거효율 실험결과를 

도출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의 성분 분석

Mn-Cu 속산화물 매의 표면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림 3], <표 1>과 같이 나타나 산소함량이 29.99%이므

로 매반응(치환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

었고, Mn이 34.94%, Cu가 20.04%를 차지하며 MnO와 

CuO가 주성분임을 알 수 있었으며, C의 성분이 0.38%이

므로 본 매는 무기물질로 부분 구성되어 있어서 화

재 험이 매우 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Mn-Cu 금속촉매의 성분비율

성 분 성분 비율

C 0.38

O 29.99

Al 4. 08

Mn 34.94

Cu 20.04

Ce 4.10

[그림 3] 촉매 성분 분석

3.2 촉매의 아세트알데히드 반응특성

Mn-Cu 속산화물 매의 온도별 최 의 반응 체류

시간, 즉 공간속도를 결정하기 하여 반응물 농도는 일

정하게 유지한 후 처리풍량을 변화시켜 이에 따른 제거

효율을 분석하여 [그림 4] (a), (b), (c)에 도시하 다.

 

(a) 매제어 온도(220℃) 

(b) 매제어 온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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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매제어 온도(160℃)

[그림 4] 다양한 공간속도(GHSV)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제거효율

    (1,000ppm, GHSV = 5,000∼40,000hr-1)

Mn-Cu 속산화물 매를 사용하여 아세트알데히드

를 제거할 경우 반응온도 160~220℃ 구간에서 공간속도 

5,000hr-1과 10,000hr-1의 경우 제거효율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반응온도 220℃의 경우 공간속도 

10,000hr-1과 40,000hr-1에서 제거효율이 5.6% 차이가 났

고, 반응온도 160℃의 경우 공간속도 10,000hr-1과 

40,000hr-1에서 제거효율이 8.2% 차이가 나므로 반응온도

가 낮을수록 공간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제거효율 감소폭

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즉 Mn-Cu 속산화물 매의 

경우, 공간속도 10,000~40,000hr-1 구간에서는 매량과 

운 온도는 반비례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경제 인 운 을 

해서는 기 매비용과 운 온도에 따른 운 비를 계

산하여 최 의 운 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Mn-Cu 

속산화물 매는 공간속도가 5,000hr-1에서 10,000hr-1 

사이에서 결정되어 귀 속 매 비 매량이 증가되어 

사용되지만 본 매의 경우 Mn과 Cu를 주원료로 사용하

므로 매 제조가격이 렴하고 귀 속 매에 비해 온 

역인 200℃ 이하에서도 제거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나 장 용 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

를 1,000ppm, 2,000ppm, 3,000ppm으로 구분하여 연속 주

입하고 매 제어온도를 180℃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실험을 실시하 다. 동일한 온도에서 실험 시 유입농도

가 높을수록 제거효율이 다소 감소함을 보이나, 평균 

94.9% 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 으며 사용 후의 

매강도를 측정한 결과 사용  신규 매의 강도는 

4.31kgf/cm
2, 사용 후 매의 강도는 4.25kgf/cm

2으로 측정

되어 매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아세트알데히드 제거효율 (180℃)
(GHSV = 5,000hr-1)

고정층 매반응기를 사용하여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를 1,000ppm으로 연속 주입하면서 매 제어온도에 따른 

제거효율을 실험한 결과 [그림 6]에서 보듯이 매 제어

온도가 120℃에서 50% 이상, 180℃ 이상에서는 99.5% 이

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임에 따라 장 설치 시 매 제

어온도 200℃ 이하에서도 운 이 가능할 것으로 측되

었다.

[그림 6] 온도별 아세트알데히드 제거효율 
  (GHSV = 5,000hr-1)

3.3 파일럿 장치의 현장 실험결과

일럿 실험은 악취의 주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가 주로 배기되는 장을 선정하여 24일 동안 실험을 실

시하여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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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제어 온도(180℃)

(b) 매제어 온도(160℃)

(c) 매제어 온도(140℃)    

(d) 매제어 온도(120℃)

[그림 7] 촉매 제어온도별 아세트알데히드 제거효율
            (GHSV = 6,000hr-1)

[그림 7](a)를 보면 매제어 온도가 180℃인 경우 7일

간 평균 99.9%의 상당히 높은 아세트알데히드 제거효율

을 나타내었고, 반응온도를 단계별로 낮추어 매 제어

온도와 반응시간에 따른 제거효율을 찰한 결과 160℃

에서는 평균 93.3%, 140℃에서는 평균 91.5%, 120℃에서

는 평균 61.2%의 제거효율을 보 다.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140℃의 반응온도에서도 90% 이상의 제거효율을 

보임에 따라 귀 속 매  기타 속산화물 매보다 

반응성이 훨씬 뛰어나 장 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

다. 한 아세트알데히드 외에 공단 내 발생하는 악취 유

발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와 메

틸에틸 톤(Methylethylketone)을 상으로 장에서 실

험을 실시하여 <표 2>,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 디메틸포름아미드의 제거효율

매

제어

온도

(℃)

매층

온도

# A

(℃)

매층

온도

# B

(℃)

인입

가스

농도

(ppm)

배출

가스

농도

(ppm)

제거

효율

(%)

200 241 177 1,050 1.1 99.9

180 214 164 840 3.8 99.5

<표 3> 메틸에틸케톤의 제거효율  

매

제어

온도

(℃)

매층

온도

# A

(℃)

매층

온도

# B

(℃)

인입

가스

농도

(ppm)

배출

가스

농도

(ppm)

제거

효율

(%)

200 250 183 1,120 0 100

180 238 174 1,140 2.6 99.8

3.4 촉매의 수명예측 및 촉매독 영향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매의 수명을 측하기 하여 

실험 후의 매 성분함량을 [그림 8]에 도시하 다. 

<표 4>는 사용한 매의 비표면 과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이며, 사용하기  매의 성분에서는 탄소의 성분

이 분석되지 않았으나 약 1개월 사용 후 매에서 미미하

기는 하나 0.38%가 축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 24

개월 사용 시 3.09%의 탄소가 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표면 은 사용  200m2/g, 약 1개월 경과 시 

196m
2/g, 24개월 경과 시 47.162m2/g으로 나타나 비표면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들게 되므로 공극감소로 

매수명에는 향을 주지만 매의 성능에는 향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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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매 표면에는 장에서 발생되는 Resin, Soot, 먼지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탄소가 침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테스트 촉매의 수명

매
탄소율

(%)

비표면

(m
2
/g)

분쇄

강도

(kg/cm2)

제거

효율

(%)

신제품 0 200 4.54 Avg. 98

1개월 

사용
0.38 196 4.32 Avg. 96

24개월 

사용
3.09 47.162 1.61 Avg. 89

    조건) IPA : 1,000ppm,  24시간 연속사용, 160℃

[그림 8] 실험촉매의 수명 분석결과

그리고 배기가스 의 황화합물, 유분, 타르, 미세입자 

등의 매독의 유입은 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특히 

황화합물은 Pt와 같은 귀 속 매를 피독하여 처리효율

을 격히 하시킨다[11]. 따라서  Mn-Cu 속산화물 

매의 장 용 시 매독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해 황화합물 즉 SO2 10ppm  산성가스 즉 HCl 20ppm

이 발생되는 장에서 동일한 일럿 장치를 사용하여 

매수명에 한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 후의 매 

성분함량을 [그림 9]에 도시하 다.

<표 5> 실험촉매의 EDS 분석결과

촉매 Mn Cu O Na Ca S C

신제품 34.94 19.27 36.27 0 0 0.96 0

7일

사용 후
13.14 11.73 42.03 9.16 0 16.67 3.95

[그림 9] 실험 전후 촉매의 성분함량 분석결과

    

[그림 10] 부식된 촉매의 SEM 이미지(x160)

본 매의 경우 실험시작 7일 만에 매표면에 황산화

물이 축 되었으며, 한 [그림 10]의 우측 부분과 같이 

HCl 가스로 말미암아 매표면이 상당부분 부식되면서 

매의 성능이 하게 감소되므로 매 수명단축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

용한 매의 경우 황화합물이나 산성을 띠는 할로겐계 

화합물이 포함된 산업 장에서는 피독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화합물

과 산성가스 등과 같은 피독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장

에서는 본 매를 사용한 장치를 2년 이상 운 한 결과 

최소 90% 이상의 효율로 매의 활성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경제성 분석

아세트알데히드 물질은 지정 악취물질로 분류되어 공

업지역의 경우 배출허용기 치는 기기분석법으로 0.1ppm 

이므로 해당사업장 부지경계선 상에서 측정을 할 경우 

공기희석 능법으로 측정 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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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방지시설 후단 Stack에서 배

출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1,000배 희석하 을 때 능법

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조건인 1로 측정되었을 경우 배출

허용 기 을 과한다고 가정하여 Mn-Cu 속산화물 

매반응시설과 활성탄 흡착탑의 경제성을 비교하 다. 

농도(100ppm 이하)의 아세트알데히드를 배출하는 

장에서 활성탄 용 시 월5회 교환이 필요하 다. 활성탄 

흡착시설의 연간 운 비를 계산하여 <표 6>에 나타내었

다.

<표 6> Mn-Cu 금속산화물 촉매와 활성탄 흡착시설의 연간 
운전비용 비교 

(단위: 1,000원) (≤100ppm) 

년

Mn-Cu 속 산화물 매 활 성 탄

장비
비용

촉매
가격

현금
지출
비용

연간
총계

누계
총계

장비
비용

활성
탄 
비용

현금
지출
비용

연간
총계

누계
총계

1년 100,000 44,850 37,055 181,905 181,905 45,000 70,000 0 115,000 115,000

2년 0 0 37,055 37,055 218,960 0 70,000 0 70,000 185,000

3년 0 0 37,055 37,055 256,015 0 70,000 0 70,000 255,000

4년 0 0 37,055 37,055 293,070 0 70,000 0 70,000 325,000

5년 0 0 37,055 37,055 330,125 0 70,000 0 70,000 395,000

조건) 유량: 100CMM,    유속: 0.5m/sec,  VOCs 농도: 100ppm 이하,   GHSV: 5,000~ 

6,000hr-1

농도(100ppm 이하)의 아세트알데히드를 배출하는 

장에서 동일하게 소모되는 동력비는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이며, Mn-Cu 속산화물 매를 용한 매시설

의 경우 반응에 필요한 에 지원으로 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 으로 계산하 다.

농도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Mn-Cu 속산화물 매시설을 3년 이상 가동 시 활성탄

을 이용한 시설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측되었고, 

고농도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활

성탄 흡착방식을 용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

이며, Mn-Cu 속산화물 매를 이용할 경우 운 비  

기 질 개선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장

치 내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재순환시킨 결과 약 50~70%의 열 회수가 가능하여 기존 

처리방식 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

었다. 특히 유입되는 VOCs 농도가 총탄화수소(THC) 기

으로 1,000ppm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자체반응열로 인

한 온도상승으로 외부 열원공 (히터가동)이 필요 없게 

되어 경제  효과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단지  악취발생 장의 공

기 질 개선을 해 악취의 주원인  하나인 아세트알데

히드 물질을 제거하기 해 Mn-Cu 속산화물 매의 

반응온도  공간속도 등에 따른 제거효율 등을 분석하

여 일럿 규모의 Scale-up을 통한 장 실험으로 국내

최 로 실제규모 시설에 용하여 성능을 검증,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지 까지 연구되어진 속산화물 매를 사용한 아세

트알데히드 제거효율은 최소 220℃ 근방에서 50% 이하

의 제거효율을 보여 실용화가 불가능하 다. 본 연구에

서 Mn-Cu 속산화물 매를 이용하여 아세트알데히드

를 실험한 결과, 100℃ 이하에서 매산화가 시작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규모 시설에 용하여 운

온도 180℃에서 유입농도 3,000ppm까지 평균 94.9% 이

상 제거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악취가 발생되는 장에서 일럿 테스트 결과, 아세

트알데히드의 경우 매제어 온도가 120℃에서는 평균 

61.2%, 140℃에서는 평균 91.5%, 160℃에서는 평균 

93.3%, 180℃인 경우 99.9%의 제거효율을 보여 상용되고 

있는 귀 속 매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제거효

율을 보여 운 비를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 이하에서 매반응 운 이 가능함에 따라 에 지 

공 원을 청정에 지인 기에 지로 체할 수 있게 되

어 무화염 운 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장치 내에 열교

환기를 설치하여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재순환시

킨 결과 약 50∼70%의 열 회수가 가능하여 기존 처리방

식 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Mn-Cu 속산화물 매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공

간속도(GHSV)가 6,000 hr-1 이하일 때 최 의 제거효율

을 보 으며, 매의 비표면 은 사용  200m2/g이었으

나 24개월 경과 시 47.162m2/g으로 나타나 비표면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들지만 성능에는 큰 향이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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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합물과 산성가스 등과 같은 피독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장에서 Mn-Cu 속산화물 매장치를 2년 이상 

운 한 결과 90% 이상의 제거효율을 보임에 따라 산업

장에 유용하게 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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