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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undry has an important economic value in the industry. However, the generation of air pollutants like particulate 
and odor are serious. Due to the unavoidable usage of molding sand, particulate occurs in almost all the processes. That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respirable dust in the size less than 10 . As well as particulate, over 22 species of 
odor-causing gases and VOCs including hydrogen sulfide and ammonia are occurr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equipment that can simultaneously remove TVOC and particulate is regarded as an essential research. In this study, the 
spraying absorbent system was connected with the shear bag filter for the purpose to remove TVOC and particulate 
simultaneously. Maximization of process efficiency for the affective factors like the powder combination and injection 
method is conducted.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t the de-molding process of one foundry plant. Through these 
devices, the removal efficiency of more than 95% for TVOC was achieved with the absorbent that composed by 800 
mesh Activated carbon (80%) and 300 mesh zeolite (20%). Also, the durability and economic evaluation were 
assessed. In the result of Durability assessment, the available recovery to maintain the deodorizing effect at 90% was 
counted to 35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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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각종 산업 활동에서 다량 배출되는 분진 및 악취 대기

오염물질은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인체의 건강, 생활

환경,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

다. 특히 주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악취로 인한 대

기오염 문제가 인근 주민들한테 심각하게 다가서고 있어, 

주민이주 또는 설비이전이나 폐쇄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주물 제조시설은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철재를 이

용하여 주물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으로 주로 선철과 고

철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로에서 용융 후 주형에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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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화하며, 주형의 재료에 따라 green, furan, shell, 

CO2-process 등으로 구분된다(Kang, 2007). 그러나 주

물 제조시설은 산업적 가치가 중요한 반면 분진 및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심각하여 3D(dirty, difficult, 

dangerous)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물사 사용으로 대

부분 공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10 이하의 호

흡성 분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Park, 2007). 분진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비롯한 22 종 이상의 

TVOC(주로 악취유발물질)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KSO, 2010). 이와 같이, 분진과 악취가 동시에 발생하

고 시설규모, 작업여건, 공정특성에 따라 발생량도 다르

기 때문에 100%의 오염물질 제어가 힘든 것이 일반적인 

주물공정의 특성이다. 따라서, 전반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주물사의 첨가제인 유기화합물에서 발생하는 

TVOC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대기방지시설의 개발은 

필수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로 여과집진기를 이용한 집진방법이 사용되

고 있는데, 최근에는 충격기류를 이용한 사각형 여과 집

진기를 이용한 분진의 제거효율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연

구결과가 있었다(Piao, 2008). 가스상 악취물질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흡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흡착현

상은 흡착질과 흡착제 표면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흡착질 분자의 특성과 흡착제의 기공구조 및 표면적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흡착제의 흡착용량과 흡착

질에 대한 선택성에도 많은 관계가 있다. 균일한 기공을 

갖는 흡착제일수록 입자 내의 확산이 빠르고 흡착성능이 

우수하며, 선택흡착이 가능하다(Yim, 2004: Allen, 1990). 

적합한 흡착제를 사용하면 농도가 극히 낮은 흡착질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산업분야 및 환

경방지설비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Khan, 2000). 특히 

활성탄(Activated Carbon)은 다양한 세공구조를 가진 

탄소로서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흡착제로 사용되어 왔으

며 폐가스 및 휘발성 용제회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Na, 2002; Oh, 2010). 또, 분진과 악취를 동시에 처리

하기 위하여, 프라즈마를 이용한 그라프트 중합으로 처

리된 폴리머(polymer) 필터가 실내의 먼지와 악취를 동

시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선진적인 연구

도 수행된바 있다(Masaaki, 2011). 하지만, 주물산업을 

특정 대상으로, 분진과 악취를 동시 제거하기 위한 연구

는 많이 부족하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현

재 주물공장에서는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를 제거하기 위

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분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여과 집진방식(Bag filter)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현재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효율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주물공장 현장의 여건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여과 집진

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로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물공정에서 발생하는 TVOC(Total Volatile 

Organic carbon)는 종류가 다양한 복합적인 악취물질로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법으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특히, 암모니아와 같이 염기성 및 친수성을 가진 물질

은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에서 효율이 이상적이지 못

하다(Masuda, 1999). 암모니아와 같은 염기성 가스를 

흡착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어 왔다(Brian, 1993; 

Kim, 2001; Lee, 2003; Park, 2001; Yang, 2007). 해수

중의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올라이트를 흡착제

로 사용 시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urgess, 

2004) 또, 알루미나를 보조 흡착제로 한 아연 기반의 건

조 흡착제를 이용하여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동시에 성

공적으로 흡착하는 연구도 있었고(Jung, 2008), 첨착 활

성탄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

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동시에 제거하는 연구도 수행

된바 있다(Kim, 2004). 흡착방법 외에도, 습식 스크러버

를 이용한 화학적 처리방법도 있지만, 폐수를 유발시키

고 또다시 폐수를 처리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며, 지

속적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 기술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Yang,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바탕

으로 주물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를 동시에 처리

하기 위하여 기존에 적용되는 분진 저감 설비인 여과집

진기 전단에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등 흡착제를 분사하

는 건식 악취 저감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악취 저감 효율을 갖는 분말 조합 

및 분사방법 등 다양한 인자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개

발된 장치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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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experimental system overview

 Jet nozzle   Air blower  Rectangular bag filter  Bag house   Hopper valve  Adsorbent inlet  

DC thyristor variable motor    Speed controller

(b)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ystem 

Fig.1. The experimental system overview(a) and schematic diagram(b).

2. 연구방법

제작된 실험장치를 모 주물공장의 탈사공정에 직접 

연결시켜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탈사공정 가동 시 실험

장치의 입구와 출구의 TVOC 농도를 측정하여 저감효율

을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흡착제 조합 및 분사방

법에 따른 TVOC 저감효율에 근거하여 실험장치의 성능

을 최적화할 수 있는 운전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2.1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전체 시스템은 크게 송풍기, 여과집진기, 흡착제 투입

장치 세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고, Fig.1(a, b)에서와 같이 

제작된 여과집진기 전단에 탈취제 공급기와 탈취제 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덕트 내부로 분사된 흡착제가 이동하는 

기류중의 악취를 포집하도록 하였다. 송풍기는 여과집진

기와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저유량(50 CMM), 고정

압(100 mmAq) 사양을 채택하였다.

2.1.1. 여과집진기와 탈진장치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격기류를 이용한 사각형 

여과 집진기를 설계·제작하였다. 흡착실험을 위한 여과

집진기는 정격유량이 10 CMM인 하방기류형 사각 여과

집진기이고, 필터가 얇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 노즐

을 이용한 균일한 탈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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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odorant supply system.

다. 여과집진기 차압은 120 mmAq로 유지시켜 일정한 

수준으로 배기유량이 확보되도록 시스템을 운전하였으

며, 탈진노즐의 분사압력을 3 kgf로 하였다. 그 이유는 3 

kgf보다 높은 압력은 필터에 무리가 갈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역기류에 의한 와류 현상이 발생될 경우 분진 재비

산 문제 등이 발생하고, 반대로 그 이하일 경우 탈진효과

가 저하되기 때문이다(Piao, 2008). 또 시스템을 안정적

으로 가동하기 위한 분사시간과 분사주기를 유지하기 위

해서 분사 시간을 0.1 초, 분사주기 20 초로 설정하였다

(표 1).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Bag-Filter

Division Value

Rated flowrate through bag house 10 CMM

Differential pressure of bag house 120 mmAq

Pulse pressure 3 kgf

Pulse time 0.1 second

Pulse interval 20 second

2.1.2 탈취제 분사 장치

탈취제 분사장치는 DC사이리스터 가변모터로 탈취

제의 양을 조절하여 분사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여과

집진기로 연결되는 덕트 전단에 설치하여 덕트내부로 흡

착제를 분사시켜 기류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TVOC

를 흡착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또, 분사된 흡착제는 최종

적으로 필터에 부착되면서 흡착-표면층을 형성하게 된다

(Fig.2).

탈취제 공급량에 따른 악취 저감 효율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정량적인 탈취제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탈취

제 공급은 회전 모터의 주파수를 10 , 20 , 30 , 

40 , 50 로 변화시키면서 탈취제 공급량을 전자저

울로 칭량하여 측정하였다. 탈취제 주입량과 회전수 

측정 결과, 거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주입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3는 모터 회전수에 따른 주

입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거의 일직선으로 증가

하고 있다. 즉, 모터 회전수 조정을 통해 일정량의 탈

취제가 공급됨을 알 수 있다.

Fig. 3. Calibration results of deodorant supply.

2.2. 탈취제 선정

활성탄은 미세공 탄소질 흡착제로써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고, 특히 복합악취에 대한 흡착효율이 우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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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hakeout process was selected as pollutants and the intake duct installed.

      

Fig.4. Powdered activated carbon (first picture), powdered zeolite (second picture).

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조공장에서 주 악취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암모니아와 같은 염기성(친수성)을 가진 

물질은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에서 효율이 이상적이지 못

하다(Masuda, 1999). 암모니아와 같은 염기성 가스를 

효율적으로 흡착하기 위하여 첨착 활성탄, 활성 알루미

나, 제올라이트 등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 그 중에서 제

올라이트가 효율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과 제올라

트를 혼합흡착제로 사용하였는데, 활성탄을 이용하여 주

조공장에서 발생하는 복합TVOC를 흡착하고, 그 외 활

성탄으로 흡착하기 어려운 물질은 제올라이트를 이용하

여 마저 흡착하기 위해서이다.

Fig.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분

말 사진이다. 활성탄은 99% 이상의 탄소만으로 구성된 

미세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또, 미세공의 분포에 따른 흡

착효율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400 mesh와 800 mesh 

두가지 규격을 사용하였다. 제올라이트는 시중에 유통되

는 300 mesh를 사용하였다.

2.3. 오염원 선정과 TVOC 측정방법

주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복합적인 TVOC물질

로써 종류가 많고 공정별로도 발생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염원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원

인으로 제작된 실험장치를 창원시 진해구 마천주물단지

에 소재한 모공장에 실제로 설치하였는데, 실험장치는 

공장의 동의를 걸쳐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TVOC로 

인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탈형공정에 플랙시블덕트로 

연결하여 설치하였다(Park, 2007; KSO, 2010). 설치 방

법은 Fig.5에서와 같이, 탈형공정 출구에 플랙시블덕트

의 흡입구를 고정시키고 실험장치와 연결시켰다. 

TVOC 농도는 TVOC Meter (UltraRAE 3000)로 측

정하였다. 오염원으로 선정된 탈형공정의 TVOC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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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xing ratio of activated carbon and 
zeolite used in this study

Activated carbon

400 mesh 800 mesh

0% 70% 80% 100% 0% 70% 80% 100%

Zeolite 300 mesh

0% Case1 Case5

20% Case2 Case6

30% Case3 Case7

100% Case4

Table 2. Experimental Cases

농도를 1 시간에 1 회씩 총 10 회에 걸쳐 측정하였고 결

과는 Fig.6 에서와 같다. 탈형 대상의 크기 혹은 탈형량

에 따라 TVOC 농도는 일정한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험과정에서 발생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않되는 원인으로 10 회에 걸친 측정치

의 평균인 870 ppm을 오염원에서의 발생농도로 가정하

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1에서와 같이 출구측에 측정

구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 TVOC 농도를 측정하고 기존 

설정된 입구농도 870 ppm와 결부하여 저감효율을 계산

하였다.

Fig. 6. The TVOC Concentration for the Exit of Shakeout 

Process.

2.4. 실험 조건 및 Case

탈취제는 분말활성탄, 분말제올라이트 그리고 분말소

석회가 사용되었다. 분말 소석회는 탈형공정에서 다량의 

수분이 발생할 경우 제습제로 필요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분말활성탄은 400 mesh와 800 mesh 두 종

류를 사용하였고, 제올라이트는 300 mesh를 사용하였

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탈형공정 출구의 상대습도가 

70%이하로 조사되어 분말소석회는 첨가하지 않고 활상

탄과 제올라이트만 배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표2>의 Case1~Case4에서와 같

이 흡착제 종류와 배합비에 따른 흡착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성탄(400 mesh)과 제올라이트(300 mesh) 를 

각각 100 + 0%, 80 + 20%, 70 + 30%, 0 + 100%로 배

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탈취제 공극

률에 따른 흡착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성탄(800 

mesh)와 제올라이트(300 mesh)를 흡착제로 사용하였

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 100% 제올라이트(300 mesh)를 

흡착제로 이미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실험에서

는 활성탄(800 mesh)과 제올라이트(300 mesh)를 80 + 

20%, 70 + 30%, 0 + 100%로 배합한 3가지 실험을 진행

하였다. 각 Case의 실험에서 탈취제 공급량은 공급 모터

의 회전수를 5 가지로 조작하여 조정하였다. 탈취실험은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의 입경에 따른 배합비 그리고 탈취

제 공급량 변화에 따른 효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35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3>은 탈취

제 입경(3 가지), 배합비율(4 가지) 및 공급량(5 가지) 조

건에 따른 실험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실험 결과

탈취제의 배합비율에 관계없이 TVOC농도는 탈취제 

공급량 증가에 따라 TVOC의 측정농도가 낮아지며 저감 

효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표3>. 활성탄이나 제올

라이트 각각 한 종류만 사용할 경우의 TVOC 측정농도

를 비교하면 활성탄이 제올라이트보다 훨씬 낮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400 mesh 활성탄 + 300 mesh 제올라이트 탈취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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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C Measurement Results (ppm)

Division
Deodorant supply

(kg/m3)
0

(0 Hz)
0.18

(10 Hz)
0.43

(20 Hz)
0.6

(30 Hz)
1.09

(40 Hz)
1.3

(50 Hz)

400 mesh activated carbon 
+ 

300 mesh zeolite

Case1 (activated carbon100%+zeolite0%) 870 320 40 25 18 15

Case2 (activated carbon80%+zeolite20%) 870 150 38 20 19 17

Case3 (activated carbon70%+zeolite30%) 870 180 150 90 78 30

Case4 (activated carbon0%+zeolite100%) 870 840 310 250 230 200

800 mesh activated carbon
 + 

300 mesh zeolite

Case5 (activated carbon100%+zeolite0%) 870 100 65 50 45 40

Case6 (activated carbon80%+zeolite20%) 870 45 30 27 25 25

Case7 (activated carbon70%+zeolite30%) 870 145 50 35 30 30

Table 3. Measurement results

사용 시, Case2(활성탄80% + 제오라이트20%)의 TVOC 

측정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Case2의 TVOC 저

감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ase3

(활성탄70% + 제오라이트30%)도 상대적으로 낮은 

TVOC 측정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Case2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또, Case2와 Case3은 Case1(활

성탄 100%)에 비해 낮은 측정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활성탄만 사용하는 것보다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를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TVOC 흡수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800 mesh 활성탄 + 300 mesh 제올라이트 탈취제를 

사용 시에도 400 mesh 활성탄 + 300 mesh 제올라이트 

탈취제를 사용할 때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ase6(활성탄80% + 제올라이트20%)이 Case7(활성탄

70% + 제올라이트30%)보다 더 낮은 TVOC 측정농도

를 보여주고 있다. 또, Case6, Case7 모두 Case5(100%

활성탄)보다 효과적인 TVOC 저감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활성탄을 사용했을 때에는 공급량에 관계없이 

전체 과정에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의 배합비율이 80:20

일 때(Case6)에 비해 TVOC 저감 효율이 낮다. 400 

mesh 활성탄과 800 mesh활성탄을 비교시 800 mesh활

성탄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저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이는 공극률이 낮은 활성탄을 사용할수록 탈취효과

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3.2. 고찰  

3.2.1. 400 mesh 활성탄 + 300 mesh 제올라이트 

사용 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각각의 탈취성능을 파악하기 위

하여 활성탄을 100% 사용하는 조건(Case1)과 제올라이

트를 100% 사용하는 조건(Case4)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배합비율에 따른 탈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활성탄 80% + 제올라이트 20%를 

사용하는 조건(Case2)과 활성탄 70% + 제올라이트 

30%를 사용하는 조건(Case3)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배합비는 <표2>에 정리

하였다.

Fig.7에서와 같이 탈취제의 배합비율에 관계없이 

TVOC 농도는 탈취제 공급량 증가에 따라 저감 효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활성탄이나 제올라이트 각각 

한 종류만 사용할 경우의 TVOC 저감 효율 비교 시 활성

탄이 제올라이트보다 훨씬 높은 저감 효율을 보이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배합비율에 따른 

TVOC 저감 효율을 비교해보면 활성탄 비율 80%(Case2)

가 활성탄 비율 70%(Case3)보다 TVOC 저감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공급량(0.18 kg/m3)에서도 

Case2(활성탄 80% + 제올라이트 20%)의 저감 효율이 

Case1(활성탄 100%)의 저감 효율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비록 Case3(활성탄 70% + 제올라이트 30%)의 저

감효과는 제올라이트를 100% 사용할 때 보다는 월등히 

우수하지만 Case2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활성탄의 비율을 더 높일수록 TVOC 저감 효율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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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것으로 가정되지만 현실적으로 활성탄 비율을 높일

수록 활성탄 분말의 비산 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탈취

제의 정량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 활성탄만으로는 최대의 저감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Case 중 제올라이트를 100% 

(Case4) 사용하였을 때가 저감 효율이 가장 낮은데 이것

은 비록 제올라이트가 TVOC 농도 저감 효율이 있지만 

100%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탈취제에 400 mesh 활성탄을 사용하였을 

때 TVOC 저감 효율이 제일 우수한 Case는 활성탄과 제

올라이트의 비율이 80:20인 Case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탈취제로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의 적정 배합 비

율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오염원의 특성에 따라 변

화를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오염원의 습도가 높은 경

우에는 활성탄의 비율을 줄이고 소석회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합을 통

하여 오염원 습도 상승으로 인한 여과집진기 차압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3.2.2. 800 mesh 활성탄 + 300 mesh 제올라이트 

탈취제 사용 시

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의 배합

비율은 총 3가지로 설정하였는데 800 mesh 활성탄의 개

별 탈취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성탄을 100% 사용하

는 조건(Case5)과 활성탄·제올라이트의 배합비율이 탈

취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성탄 80% + 

제올라이트 20%를 사용하는 조건(Case6), 활성탄을 

70% + 제올라이트 30%를 사용하는 조건(Case7)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8을 보면, 전 실험결과와 같이 탈취제의 배합비율

에 관계없이 TVOC 농도는 탈취제 공급량 증가에 따라 

저감 효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800 mesh 활성탄 

80% + 300 mesh 제올라이트 20%를 배합하여 제조한 

탈취제(Case6)의 TVOC 저감효과는 공급량이 0.18 kg/m3

에서부터 모두 90%이상의 저감 효율을 보이고 있어 제

일 이상적인 배합방식이다. 또, 800 mesh 활성탄 70% + 

300 mesh 제올라이트 30%를 배합하여 제조한 탈취제

(Case7)의 TVOC 저감효과는 저 공급량(0.18 kg/m3)에

서는 100%활성탄 탈취제보다 TVOC 저감 효율이 낮지

만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단순 활성탄의 탈

취효과를 초과하였다. 이는 활성탄에 흡착이 어려운 일

부 물질이 제올라이트에 의해 흡착되면서 발생한 원인으

로 판단된다.

전 실험결과와 비교 시, 800 mesh 활성탄 사용 시 

400 mesh보다 악취 저감 효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부터 mesh의 증가는 접촉면적의 증가로 탈취

효율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Fig. 7. TVOC concentrations measured results of using 400 
mesh Activated carbon + 300 mesh  zeolite. 

Fig. 8. The change of TVOC reduction in the use of 800 
mesh activated carbon.

4. 결론

1. 본 연구는 분말활성탄과 분말제올라이트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탈취제를 제조한 후 여과집진기에 유

입되는 악취공기에 분사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악취와 분진을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탈취제의 최적의 배합비율, 

분말 입경, 분산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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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OC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탈취제의 배합비율에 

관계없이 TVOC 농도는 탈취제의 공급량 증가에 따라 

저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의 

TVOC 저감 효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활성탄의 저감

효과는 제올라이트의 저감효과보다 우수하였으며 활성

탄의 입경이 작을 때 TVOC 저감 효율이 우수하였다.

3.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의 입경 및 배합비율의 변화에 

따라 모두 7개의 Case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800 mesh 

활성탄 80% + 300 mesh 제올라이트 20%를 배합하여 

제조된 탈취제의 TVOC 저감 효율이 최저 95%로 제일 

높았으며 현장에서의 사용이 편리하여 최적의 배합비율

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4. 800 mesh 활성탄 사용 시 400 mesh보다 악취 저

감 효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mesh의 

증가는 접촉면적의 증가로 탈취효율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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