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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 소재를 이용한 공조기의 탈취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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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lter has long been used in purification processes for indoor air quality. 

To determine the deodorization effect of several filter materials in a full-scale air-handling 

system, the present study has been carried out using a wind tunnel equipped with a heat 

exchanger and various filter materials, such as commercial fabric, activated carbon(AC) and 

silver nano-particles attached to activated carbon(Ag-AC).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an odor substance with ammonia, acetaldehyde, acetic acid. The results obtained 

indicate that odor substance is substantially decreased on the moisture condensation on the 

surface of the heat exchanger. The fabric filter has no effect for removal of odor substances. 

The deodorization efficiency is found to be approximately 7 % in the AC filter, while the 

deodorization efficiency is increased up to 10 % using the Ag-AC filter. 

Key w ords: Activated carbon(활성탄), Silver nano-partcles(은나노), Odor(악취), 

             Deodorization(탈취)

                

기호 설명

C1  :  열교환기 단에서의 악취물질 농도 [ppm]

C2  :  필터 단에서의 악취물질 농도 [ppm]

C3  :  필터 후단에서의 악취물질 농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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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문자

ηi  :  각 악취물질 i에 한 필터 탈취효율 [%]

ηT  :  필터의 체탈취효율 [%]

1. 서론

최근 쾌 한 생활환경 유지에 한 심이 높

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질 문제에 한 인식이 증

되었고, 이에 따라 공기질 리  규제 정책

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악취를 발생 시키는 실

내 오염물질의 오염농도가 차 증가하여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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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 에 건물증후군이라

는 질병의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1)

 따라서 

이러한 실내 환경을 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해 악취물질 탈취를 한 소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탈취를 해 활성탄(activated carbon)을 이용

한 필터가 사용되어 왔다. 활성탄은 각종 유기물

이나 무기물로 이루어진 오염원 뿐만 아니라 세

균  미생물로 오염된 기체나 액체 등이 활성탄

소 층을 통과할 때 오염물질들이 각 활성탄소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흡착 상에 한 

흡착력의 세기는 활성탄소의 표면 , 입자크기 

그리고 표면에 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2,3)

 하지만 활성탄에 의해 일반세균의 

살균(disinfection) 는 불능화(inactivation) 효과

를 얻기 어렵다. 한 활성탄 표면에 세균이 부

착하게 되면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성 오염물질을 

양분으로 하여 세균 개체수가 기하 수 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 인 살균 능력을 필

요로 한다. 

재 공기청정기를 이용한 탈취 성능 향상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공조

기에서 공기질 향상에 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실제 공조기에서 공조기의 필터를 용하여 은나

노의 첨가로 인해 항균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밝 낸 바는 있지만,
(6)

  공조기의 필터에 용하

여 은나노의 첨가로 인한 탈취 성능의 향상에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탈취와 항균 효과를 

동시에 얻기 해서 은나노가 첨가된 활성탄 필

터의 탈취 효과에 한 규명이 요구된다. 

Fig. 1  TEM micrograph of Ag nano-particles.

  

 본 연구에서는 공조기로 유입되는 공기에 포함

되어 있는 악취물질이 제거되는 탈취성능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악취물질은 각각 암

모니아(NH3), 아세트알데히드(CH3CHO), 산

(CH3COOH)을 사용하 으며, 필터는 부직포로 

제작된 일반필터, 활성탄을 채운 활성탄(AC) 필

터 그리고 활성탄에 은나노를 첨착시킨 은나노-

활성탄(Ag-AC)필터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은나노 소재는 스퍼터링 진공 증착 공법

을 통해 활성탄에 첨착시켰으며,
(8)

 Fig. 1에 나타

낸 TEM 이미지와 같이 그 크기는 50 nm를 넘

지 않는다.

2. 실험 장치  방법

2.1 실험 장치

실제 열교환기에 유입되는 악취물질과 이를 제

거하는 필터의 탈취성능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풍동실험장치를 제작하 다. 풍동실험 장치는 

Fig. 2의 개략도와 같이 송풍장치, 덕트, 시험부, 

냉수 공  장치와 자료획득 장치로 구성된다. 풍

동장치의 길이는 2 m, 폭 0.4 m, 높이 0.3 m 이

며, 각종 세균이 붙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

질로 제작되었다. 풍동장치 내부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는 핀-튜 타입이며, 사용된 필터의 종류

로는 부직포로 제작된 일반필터, 활성탄을 채운

활성탄(AC)필터 그리고 활성탄에 은나노를 첨착

시킨 은나노-활성탄(Ag-AC)필터 세 가지이다. 

각 필터의 두께는 1 cm 이다.

Fig. 2  Schematic of the wind tunnel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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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풍동 내의 공기 속도는 0.5 m/s로 열선 풍속계

를 사용하여 조 하 으며, 시험부에서의 난류 

강도를 감소시키고 유동 단면에서 균일한 속도 

분포를 얻기 하여 시험부의 상류 지 에 정류

장치(straightener)를 설치하 다. 열교환기를 공

조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기 해 일정 온도

의 공 수로 운 하 으며, 유량은 인버터를 이

용하여 펌 의 회 수를 제어하여 조 하 으며, 

로타메타(Blue White Co., F-50376LN)를 사용하

여 유량을 측정하 고, 정확한 유량의 측정을 

해 시계와 비커, 울, 메스실린더를 이용하여 

60 간 측정한 유량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유량계

를 보정하 다. 이에 따른 유량계의 측정 오차는 

±3% 이내로 나타났다. 한 공 수의 온도는 항

온조를 이용하여 10℃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1.5 

lpm으로 공 하 다. 열교환기 입구 부분에 T형 

열 를 부착하여 공 수의 온도를 측정하 다. 

악취물질의 종류는 암모니아(NH3), 아세트알데

히드(CH3CHO), 산(CH3COOH)을 사용하 으

며, 악취물질을 덕트 내로 유입시키기 하여 

음 를 이용하여 입자를 튕겨내는 방식으로 바이

오에어로졸을 생성하 다. 생성된 바이오에어로

졸에 헤 필터로 여과시킨 깨끗한 공기를 공기주

입기를 이용하여 통과시켜, 공기와 바이오에어로

졸이 덕트 내로 유입되게 하 다. 유입되는 바이

오에어로졸의 유량은 100∼200 cm
3

/min로 유지

하여, 열교환기 단에서의 악취물질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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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ily variation of the ammonia 

concentration for the AC filter in 

wind tunnel.

10 ppm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악취물질을 

공 하기 한 유입 과 이를 다시 포집하기 

한 취득 을 열교환기 단에, 열교환기와 필터

의 간지 에, 필터의 후단에 설치하여 총 3 지

에서 공기의 질을 평가하 다. 악취물질의 농

도측정에는 각각의 검출용 검지 (Gastech)을 사

용하 다. 

3. 탈취효율

열교환기 입구에서의 악취물질 농도를 기 으

로 했을 경우, 각각의 악취물질에 한 필터 탈

취 효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출하 으며, 

         
2 3

1

1 0 0i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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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 필터에 한 종합탈취효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출하 다.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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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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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탈취효율을 산출할 때 아세트알데히드에 2

의 가 치를 주었는데 이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암

모니아나 산보다 능 인 냄새 인식도가 높기 

때문이다.(7)

4. 실험 결과  고찰

실험 장치에 열교환기와 부직포로 된 일반필터

를 장착하고 암모니아를 주입하며 공기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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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ily variation of the ammonia 

concentration for the Ag-AC 

filter in win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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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암모니아의 농도를 확인하 다. 열교환기 

단과 후단에서 암모니아 농도를 비교하 을 때, 

공기가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약 90%정도의 많은 

양의 암모니아가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10 ℃로 유지된 열교환기 표면에 응축된 수분

에 암모니아가 녹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단된

다. 암모니아 농도 측정은 30분 동안 10분 간격

으로 실시하 으며, 일반필터는 실험 기부터 

필터의 단과 후단에서 같은 농도의 암모니아가 

검출되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직포필터

에서의 암모니아 탈취 효과는 없으며, 단지 불순

문 여과에만 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은나노의 첨가로 인한 탈취능력 향상의 효과를 

규명하기 해 먼  활성탄으로만 이루어진 필터

로 실험을 수행하 다. 활성탄 필터를 실험 장치

에 장착하고 암모니아를 계속 주입하며 24시간 

간격으로 공기를 취득하 으며,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활성탄 필터는 공조기 운  30분 후  

10% 탈취 효과를 보 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하며 실험 3일 후에는 6.25%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활성탄 필터는 3일간의 

측정에서 약 7%의 평균 탈취효율을 보 다.

활성탄에 은나노를 첨착시켜 제작한 필터를 장

착한 후 탈취 효과를 보기 한 실험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실험

과 동일하게 열교환기에서 약 90%의 암모니아가 

제거되었으며, 은나노 활성탄 필터는 3일간의 실

험에서 약 10%의 평균 탈취효율이 보 다. 

암모니아 실험과 동일하게 아세트알데히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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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ily variation of the acetaldehyde 

concentration for AC filter in wind 

tunnel.

에서도 공기가 열교환기를 지나며 약 85%정도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제거되었다. 일반필터의 아세트

알데히드 탈취 효과는 암모니아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필터 단과 후단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동일하게 측정되면서 일반필터에서의 아세

트알데히드 탈취 효과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

다. 

활성탄 필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Fig. 5에 나

타내었다. 활성탄 필터의 아세트알데히드 탈취 효

과는 최  약 13% 에서 3일 후 약 8%로 나타났

다. 이는 3일간 약 10% 의 탈취 효율을 보이는 것

이다.

은나노 활성탄 필터를 이용한 아세트알데히드 

탈취 실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은나노 활

성탄 필터 후단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3일간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3일간 모

든 아세트알데히드가 은나노 활성탄필터에 의해 

걸러지는 것을 보여 다. 이 결과로 보아 은나노 

활성탄 필터는 활성탄 필터에 비하여 아세트알데

히드에 한 탈취성능이 약 6%정도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암모니아와 아세트

알데히드를 이용한 실험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

다. 열교환기를 통해 제거되는 산은 약 25%정

도로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에 비해 열교환기

에서 제거되는 양이 히 떨어졌다. 

산 실험에 한 필터의 탈취 효과는 일반필터, 

활성탄필터, 은나노 활성탄필터 모두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 다. 측정 기부터 필터 단과 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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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aily variation of the acetaldehyde 

concentration for Ag-AC filter in 

win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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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filter AC filter Ag-AC filter

HX filter HX filter HX filter

Ammonia 85 0 89 7.0 86 10

Acetaldehyde 87 0 86 10 84 16

Acetic acid 23 0 20 0 25 0

Total efficiency - 0 - 7.0 - 10

Table 1  Average deodorization efficiency [%].

산 농도가 같은 농도로 검출 되었다. 이 결과는 

필터가 산에 한 탈취 효과가  없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필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했을 때 

열교환기와 필터에서의 탈취 효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공조기에서 열교환

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악취물질 탈취효과가 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필터는 세 종

류의 악취물질에 해 탈취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반해 활성탄 필터는 종합탈취효율 

약 7%를 보이며 일반필터보다 우수한 탈취 효과

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은나노 활성탄 필터로 

탈취성능을 알아본 결과 종합탈취효율 약 10%를 

나타내었다. 이는 활성탄 필터의 탈취효율에 탈

취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이 결과는 미세하지만 

은나노가 탈취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5. 결론

공조기로 유입되는 실내 공기의 악취물질 제거

를 해 일반필터, 활성탄 필터, 활성탄에 은나노

가 첨착된 은나노-활성탄 필터의 탈취성능을 비

교하 다. 주입되는 악취물질의 농도는 일정수

으로 유지하 으며, 열교환기 표면에서 악취물질

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필터는 세 

종류의 악취물질에 해 탈취 효과를  보이

지 못했다. 이에 반해 활성탄 필터는 종합탈취효

율 약 7%를 보이며 일반필터보다 우수한 탈취 

효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은나노 활성탄 필

터로 탈취성능을 알아본 결과 활성탄 필터의 탈

취효율에 비하여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

는 은나노가 탈취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은나노 입자의 첨가로 탈취 성능이 향상되었으

며, 은나노 입자를 공조기에 용하면 공기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은나노의 함유정도에 따라 그 은나노 입자가 떨

어져 나오는 등 인체 유해 역에 한 연구는 

필요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환경부의 “차세  핵심 환경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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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Anderson, K., Bakke, J.V., Bjorseth, O., 

Bornehag, C.G., Clausen, G., Hongslo, J.K., 

Kjellman, K., Kjaergaard, S., Levy, F., 

Molhave, L., Skerfving, S., and Sundell, J. 

1977, TVOC and health in non-industrial 

indoor environments, Indoor Air, 7, pp. 

78-91

2. Aggarwal, D., Goyal, M. and Bansal, R.C., 

1999, Adsorption of chromium by activated 

carbon from aqueous, Journal of Carbon 

Science, No. 37, pp. 1989-1997.

3. Kim, J.S, 2007, Antibacterial activity of Ag+ 

ion-containing silver nanoparticles prepared 

using the alcohol reduction method,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 13, No. 4, pp. 718-722. 

4. Schreurs, W.J.A. and Rosenberg, H., 1982, 

Effect of silver ions on transport and 

retention of phosphate by Escherichia coli, 

Journal of Bacteriology, Vol. 152, No. 1, pp. 

7-13.

5. Lee, C.J, Kim, D.Y and Kim, B-S, 2007,  



- 744 -

   Study of anti-bacterial properties for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by silver 

nano-particles,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Engineering  Chemistry, Vol. 18, No. 4, pp. 

396-399.

6. Heo, J.Y.,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enhancement of the air 

handling unit using a nano-silver material, 

MS thesis, Kookmin University, Korea.

7.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 

Association Standard, JEM 1467-1995, 2000, 

Air cleaners of household and similar use. 

8. P&I Corporation, 2006, Method and device 

for reparing powder on which nano metal, 

alloy, and ceramic particles are uniformly 

vacuum-deposited, Patent of PCT, 

PCT/KR2006/004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