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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trous oxide (N2O) is one of six greenhouse gases listed up in the Kyoto Protocol, and it effects a strong global warming 
because of its much greater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by 310 times over a 100-year time horizon, than CO2. 
Although such N2O emissions from both natural and anthropogenic sources occur, the latter can be controlled using suitable 
abatement technologies, depending on them, to reduce N2O below acceptable or feasible levels. This paper has extensively 
reviewed the anthropogenic N2O emission sources and their related compositions, and the state-of-the-art non-catalytic and 
catalytic technologies of the emissions controls available currently to representative, large N2O emission sources, such as 
adipic acid production plants. Challengeable approaches to this source are discussed to promote establishment of advanced 
N2O emission contro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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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산화질소(N2O)는 독성이 없고, 대도시의 대기 

내에서 일어나는 광화학스모그반응과는 무관하기 때

문에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우

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적 규제제도는 실

행되지 않고 있다(Yang과 Kim, 2006). 유엔기후변화

협약의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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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 메
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
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로 이루어진 6종류의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이행지침들을 상세히 규정

하였는데, 선진국들은 Phase I(2008~2012년)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의무적

으로 감축해야 한다(Wigley, 1998; UN, 1998). 2002
년 11월 8일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1997년 교토의

정서 채택 당시에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Phase 
I(2008~2012)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면제

받았으나, Phase II(2013~2018년)에서는 그 대상

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Kim, 2008).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N2O도 감축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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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었고, CO2의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1인데 반하여 N2O의 GWP 값은 

310이므로, 동일한 농도 수준에서 N2O가 지구온난화

에 기여하는 정도는 CO2의 310배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와 같이 매우 높은 GWP 값을 갖는 N2O에 대한 

저감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N2O는 자연적 발생

원들로부터 대량으로 배출되는 특징을 갖는다 할지라

도, 화학산업, 연소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자동차 등

의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양도 상당 부분

을 차지한다(Kapteijn 등, 1996; Yang과 Kim, 2006). 
본 논고에서는 상기와 같은 주요 인위적인 배출원들

로부터 발생되는 N2O의 지구온난화 효과와 배출특성

을 다루고, 특히 대규모 고정 배출원인 아디픽산

(adipic acid) 제조 플랜트들로부터 배출되는 N2O의 

생성 메카니즘과 이의 배출저감을 위한 배출제어기술

(emission control technology, ECT)에 관한 연구동향

을 다루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문헌들을 중심으

로, 상기의 주요 논제들을 살펴보고 아디픽산 제조 플

랜트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N2O 배출제어기술들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N2O의 영향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으며, 그 부속 합의서인 교토의정서가 2005
년 2월 16일 발효되었고, 여기에는 상기의 6 종류 기

체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다(UN, 1998).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조사

에 따르면, N2O는 매우 안정하여 대기 중에서 약 

120~150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지수는 

CO2의 310배(Table 1)로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매

우 큰 온실가스이다(IPCC, 2001). N2O의 GWP 값이 

310이라는 의미는 주요 인위적인 배출원들로부터 발

생되는 N2O를 1톤 제거 또는 억제할 경우 이는 CO2

를 310톤 저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6 종류의 온실가스 중에 

N2O가 차지하는 비중을 CO2로 환산할 경우, 9% 정도

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요 대규모 고정원들로부터 배출되는 N2O의 효과적인 

배출제어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앞서 언급하

였듯이 GWP 값이 310이므로 CO2 환산 저감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Table 1. GWPs and CO2-equivalent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PCC, 2001)

Greenhouse gas GWPa CO2-equivalent emissions
(%)

CO2 1 81

CH4 21 7
N2O 310 9
HFCs 1,300 xb

PFCs 7,000 xb

SF6 23,900 xb

Note. HFCs: hydrofluorocarbons; PFCs: perfluorocarbons.
a For a 100-year time horizon.
b3% for all halogenated compounds including the HFCs, PFCs 
and SF6.

Fig. 1. A modeled tropospheric N2O concentration overlying 
previous data (Rahn and Wahlen, 2000). Symbols: 
(△) south polar ice (Machida et al., 1995; and (○) 
south polar firn (Battle et al., 1996).

대기 내에 존재하는 N2O의 농도는 CO2에 비해 매

우 낮은 수준이지만, Fig. 1에서 보듯이 본격적인 산업

혁명시대 이후(1900년)부터 대기 내의 N2O 농도는 가



757아디픽산 제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N2O에 대한 배출제어기술

파르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315 ppb을 넘어섰

다. 이러한 대기 내 N2O 농도를 CO2 농도로 환산하면 

약 98 ppm CO2-eq에 해당하고, 이는 대기 내에서 현

재의 순수 CO2 농도에 98 ppm이 더해진 온실효과를 

파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2. N2O의 배출원 및 배출원별 배기가스 특성

상술하였듯이, N2O는 CO2에 비해 310배의 GWP 
값을 갖기 때문에, 이의 주요 배출원들을 파악하는 것

은 효율적인 배출감축 방안 수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Table 2에 주어져 있듯이, N2O의 연간 총배출량

(20 Mt/y) 중에 토양, 해양, 대기 화학반응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연적인 배출량이 총배출량의 65%를 점유

하고, 사람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배출량

은 35%이다(Kapteijn 등, 1996; Perez-Ramirez 등, 
2003). 자연적인 배출원은 토양 및 해양으로부터의 배

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로 이들 내에서의 미생

물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다.

Table 2. Global N2O emissions (Perez-Ramirez et al., 
2003)

Source Emission amounts
(Mt/y)

Natural ca. 13

Soils 10

Oceans 2.9

Atmospheric chemistry 0.2

Anthropogenic ca. 7

Agriculturea 3.5

Nitric acid production 0.4

Adipic acid production 0.1

Fossil-fuel combustionb 0.6~1.4

Biomass combustion 1.0

Sewage treatment 1.5

Total ca. 20

Note. Mt: megatonne.
a Including fertilizers.
b For both stationary and mobile sources.

인위적인 배출원들 중에서 비료살포 등을 포함하

는 농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N2O의 양이 인위적인 

배출량에서 50%이고, 질산 제조공정, 아디픽산 제조

공정, 화석연료 연소, 바이오매스 연소, 하수처리 등에

서의 배출량이 나머지 50%를 차지한다(Table 2). 이 

중에서 농업활동, 바이오매스 연소, 하수처리의 경우

에는 N2O 배출제어를 위한 기술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질산 제조공정, 
아디픽산 제조공정, 화석연료 연소공정 등과 같은 

N2O 배출원들은 효과적인 배출제어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현재 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

구․개발되고 있다.
상술한 대표적인 대규모 및 중‧소규모 배출원들에

서 배출되는 N2O의 농도 수준은 발생원들의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한 배기가스 조성을 나타낸다(Yang과 

Kim, 2006; Kapteijin 등, 1996). 질산 제조, 아디픽산 

제조 시설과 같은 고정원 뿐만 아니라 가솔린 자동차

와 같은 이동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배출원들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N2O 농도 수준은 

Table 3에 주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N2O 배출원인 질산 제조 플

랜트에서의 배출 stream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NH3 산화반응을 위한 Pt-Rh gauze 반응기 바로 하단

(질산제조를 위한 흡수탑으로 들어가기 전)과 흡수탑 

바로 하단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gas expender 전단이

냐 후단이냐에 따라 배기가스의 조성이 달라질 수 있

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

을 예정이다. 통상, 전자를 “process-gas”, 후자를 

“tail-gas”라고 지칭하는데(Hevia와 Perez-Ramirez, 
2008; Perez-Ramirez 등, 2003), Table 3에서 보듯이, 
이들의 stream 조성들은 커다란 차이점을 갖는다. 
Process-gas는 흡수탑을 통과하기 전이므로 NH3 산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NOx의 농도가 95~97%이고, NH3 
산화반응 동안에 부반응으로 생성된 N2O가 1.5~2.5% 
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process-gas 내에 포함된 

N2O를 제거할 수 있는 촉매개발에 초점을 둔다면, 이
처럼 % 수준의 N2O 제거에 효과적이고, 촉매로서 요

구되는 물성들 중에 고온에서의 열안정성(thermal 
stability)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Tail-gas
의 경우에는 300~3,500 ppm의 N2O가 배기가스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흡수탑에서 H2O에 의해 

미처 흡수되지 않은 100~3,500 ppm의 NOx가 공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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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ical compositions of N2O-containing flue gases
Source N2O

(ppm)
NOx

(ppm)
O2

(%)
H2O
(%)

CO
(ppm)

SO2

(ppm)
Ref.

Nitric acida 1.5~2.5b 95~97b - - - - Perez-Ramirez et al., 2003; Ruszak et al., 2008

Nitric acidc 300~3,500 100~3,500d 2~4 0.3~3 - - Blanco et al., 1993; Choe et al., 1993

Adipic acid 7~50b 3,000~7,000 4~15 2~5 200~400 - EFMA, 2000; Ovchinnikova et al., 2009); 
Reimer et al., 1994

TWCs 0~1,000e 0~2,000 0~0.1 10 0~4,000 20~100 de Soete, 1993; Odaka et al., 2000

FBCs 50~600f 50~500 2~10 10 10~1,000 < 2,000 Dann et al., 1995; de Soete, 1993; Wojtowicz 
et al., 1993

Waste incineration 0~600 - - - - - Gutierrez et al., 2005; Winter et al., 1999

NSCR 30~150 - - - - - de Soete, 1993

Glyoxylic acid 85b - - - - - Neveu et al., 1999

Glyoxal 5~10b 1,000 - 3 - - Hamon and Janssens, 2001

Note. “-”: no data or not applicable; NOx: NO + NO2; TWCs: three-way catalysts; FBCs: fluidized-bed combustions; NSCR: 
non-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a At process-gases.
b In %.
c At tail-gases.
d NO2/NO ratios near 1.
e Depend on usage hours and air-to-fuel ratios (AFR).
f Depend on combustion temperatures and fuels employed.

므로(Table 3), 촉매설계 과정에서 이를 동시에 제거

할 수 있거나 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

구되고 있다. 또한 tail-gas 내에는 2~4%의 O2 및 

0.3~3%의 H2O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내구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대규모 N2O 고정 배출원의 또 다른 예로

는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를 들 수 있다. Table 3에 주

어져 있듯이, 아디픽산 제조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내에는 7~50%의 N2O가 포함되어 있다

(EFMA, 2000; Kapteijin 등, 1996; Perez-Ramirez 등, 
2002). 이러한 고농도의 N2O 외에, 3,000~7,000 ppm 
정도의 NOx가 공존함과 동시에 4~15%의 O2, 2~5%의 

H2O, 200~400 ppm의 CO도 같이 존재한다(Table 3). 
촉매분해반응(catalytic decomposition)이나 어떤 환원

제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반응(catalytic reduction)을 

통해 N2O를 제거하고자 할 때에 상기와 같은 고농도

의 N2O 함유 배기가스를 그대로 촉매층에 도입하거

나 적정한 수준(일반적으로 10% 이하)으로 희석시킬 

수 있다(Neveu 등, 1999). 현재 상용촉매공정들은 대

부분 고온의 촉매상에서 고농도의 N2O를 분해시키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들은 아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아디픽산 플랜트로

부터 배출되는 N2O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촉

매는 deN2O 촉매활성 외에 상술한 바와 같은 공존 배

기가스 성분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이들의 

일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의 대표적 대규모 배출원 외에도, 다양한 N2O 

발생원들이 알려져 있다(Table 3). 가솔린 자동차 배

기가스에 함유된 NOx, CO, HCs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제거하기 위하여 Pt, Pd, Rh을 주성분으로 사

용하는 삼원촉매장치(three-way catalytic convertor, 
TWC)가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TWC의 사용시간, 엔
진의 공연비(air-to-fuel ratio, AFR) 등에 의존적이라

고 할지라도 1,000 ppm 정도까지 N2O가 배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de Soete, 1993), 특히 배기

가스에서 관찰되는 N2O의 수준은 TWC의 수명에 따

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Odaka 등, 
2000). 유동층 연소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는 600 
ppm 정도까지 N2O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NOx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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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dustrial methods for producing adipic acid (Ovchinnikova et al., 2009).

인 비선택적촉매환원(non-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NSCR) 기술을 적용하는 탈질공정에서도 30~150 
ppm의 N2O가 배출될 수 있다. 화력발전소, 도시 쓰레

기 소작장 등에서 배출되는  NOx를 제거하기 위한 상

용 탈질설비들에서는 V2O5-WO3/TiO2 촉매상에서 

NH3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선택적촉매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상용 SCR 탈질촉매공정들에서도 반응온

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할지라도 100~200 ppm의 

N2O가 생성될 수 있음이 최근 보고되었다(Kim과 

Ham, 2010). 제약산업, 농약산업 등에서 핵심적인 중

간체로 널리 사용되는 glyoxylic acid의 합성공정에서 

발생되는 N2O의 농도는 85%에까지 이를 수 있고, 또 

다른 중간체인 glyoxal의 합성공정에서는 5~10%의 

N2O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ble 3).

3.3. 아디픽산 제조공정에 대한 N2O 배출계수 및 배출량 

전망

상술한 바와 같이, CO2에 비해 310배의 GWP 값을 

갖는 N2O의 인위적인 배출원들의 종류 및 그들의 배

기가스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 중에서 특히 상대

적으로 N2O 배출량이 매우 큰 대규모 고정원에 해당

하는 아디픽산 및 질산 제조 플랜트로부터의 N2O 배
출저감을 위한 여러 기술들이 연구되어왔는데, 그 주

된 이유는 연소시설, 폐기물 소각장, 가솔린 자동차 등

에 비해 배출원의 숫자는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

디픽산 및 질산 제조 플랜트로부터 배출되는 N2O 농
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Table 3).

아디픽산은 나일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저온 합

성윤활유, 합성섬유, 도료, 폴리우레탄수지 등의 원료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EPA, 2006). 아디픽산은 일반

적으로 2 단계의 합성공정으로 얻어지는데, Fig 2에 

주어져 있듯이, 아디픽산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벤젠으로부터 출발하여 페놀, 싸이클로헥산, 싸이클

로헥신들 중 하나를 합성한 다음 싸이클로헥사논이나 

싸이클로헥산올을 제조한다. 이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또는 싸이클로헥산올만을 질산과 반응시킴으로써 아

디픽산을 합성한다. 이때 원하는 아디픽산 외에도 % 
수준의 N2O와 ppm 수준의 NOx가 같이 생성되므로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이들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Ovchinnikova 등, 2009).
싸이클로헥산올을 질산과 반응시켜 아디픽산을 합

성하는 방법이 현대적인 플랜트들에서는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공정을 통해 아디픽산을 

합성할 때에 생산되는 아디픽산의 몰수와 동일한 양의 

N2O가 발생하게 되므로 아디픽산 합성공정에서 배출

되는 N2O의 농도는 거의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

다(Table 3). 또한, 싸이클로헥사논 또는 싸이클로헥산

올을 질산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량

의 NO와 NO2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디픽산 제조 플랜

트의 배기가스에는 이들도 공존한다(Fig. 2, Table 3).
아디픽산 제조공정으로부터 대량의 N2O가 배출된

다는 사실은 Table 4에 수록된 N2O 배출계수(emission 
factor)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액상산화제로 질산을 

사용하는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는 300 kg/ton의 N2O 
배출계수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고(Thiemen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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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gler, 1991), 그 후 이것은 IPCC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배출계수 값은 생산되는 아디픽

산 톤당 93 톤의 CO2-eq가 발생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아디픽산 제조공정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

는 대규모 고정원으로 볼 수 있다(Table 4).

Table 4. An IPCC emission factor of N2O from adipic acid 
production

Emission factor
(kg N2O/ton adipic acid 

produced)

Equivalent CO2 emissions
(ton/ton adipic acid 

produced)
300a 93

Note.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 With an uncertainty of ±10% (IPCC, 2000).

아디픽산 생산 플랜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산재

해 있고, 나라별 생산량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갖는

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총생산량 중 35.5%
는 미국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4.4 및 11.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생

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생산량에서 4.8%를 차지

하고 있다. 시장에 공급되는 아디픽산의 70% 이상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일론-6,6을 생산하

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EPA, 2006), 이 플라스틱의 

꾸준한 수요증가로 인해 아디픽산의 생산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Fig. 3. Global capacity of adipic acid production in 2003. 
The world total was 2.82 Mt annually (EPA, 2006).

Table 4에 주어진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에 적용되

는 IPCC N2O 배출계수와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제

조 플랜트들의 생산량을 바탕으로 이들 아디픽산 제

조 플랜트들로부터 발생되는 연간 N2O 총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을 N2O의 GWP 값을 기준으로 

환산 CO2(CO2-eq) 배출량으로 나타내면 아디픽산 제

조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N2O에 의해 부가되는 CO2 

증가량을 파악할 수 있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로

부터 배출되는 N2O 배출량은 2000년 51.4 CO2-eq Mt
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57.8, 2020년에는 63.5 
CO2-eq Mt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EPA, 
2006). 즉, 대표적인 대규모 고정원인 아디픽산 제조

공정으로부터의 N2O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배출제어기술(촉매이용 및 비촉매 기술)을 적용함으

로써 산업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 

90% 이상의 N2O 배출저감을 달성한다면 대기 내 

CO2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얻어진 N2O 감축분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CO2 배출거

래권을 확보할 수 있다.

Fig. 4. Global N2O emissions from adipic acid production 
plants in 2000-2020 (EPA, 2006).

3.4. 아디픽산 제조플랜트용 N2O 배출제어기술

아디픽산 제조공정으로부터 대량으로 배출되는 

N2O를 저감하기 위한 deN2O 기술은 크게 촉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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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CECTs for N2O from adipic acid production plants
Technology DeN2O

efficiency
(%)

Process descriptions Developed or used by:

Recycle to adipic acid 90~98 ․Use of N2O in off-gases as an oxidant to produce phenol from 
benzene

Solutia

Recycle to nitric acid 98~99.9 ․Transformation of N2O in off-gases into HNO3 and its recycling 
to the existing adipic acid synthesis process
․High temperatures (1,200~1,500oC) to burn of N2O in off-gases 

to produce NO as a starting material of HNO3 production
․Requirement of hot steam

Alsa-Chemiea

Utilization > 98 ․Use of N2O in off-gases as an oxidant to synthesize 
cyclododecanone

BASF

Thermal decomposition > 98 ․Very high temperatures (850~1,500oC)
․Additional fuels, normally CH4 (500 m3/ton N2O to be removed)
․Additional CO2 emissions

Asahi, Bayer, DuPont, 
Rodia, Solutia

a A subsidiary of Rhodia.

용하지 않는 배출제어기술(non-catalytic ECT, NCECT)
과 촉매를 사용하는 배출제어기술(catalytic ECT, 
CECT)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한 달성할 수 있

는 deN2O 효율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대규모 N2O 배출 고정원에 해당하는 아디

픽산 제조 플랜트에 적용되고 있는 NCECT 및 CECT
의 기술적 특징과 주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3.4.1. N2O 배출제어를 위한 비촉매기술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에 적용되는 deN2O 전략의 

핵심은 NCECT 또는 CECT을 바탕으로 N2O를 제거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배기가스 내에 함유된 

N2O는 25~50%에 이르는 매우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Table 3), 최근에는 이를 아디픽산 또는 질산 제조공

정 등으로 재순환(recycle)하거나 다른 유용 화학중간

체 합성에 필요한 산화제로 이용(utilization)하는 기

술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Table 5는 NCECT로 

상업화된 대표적인 재순환, 이용 및 열분해법(thermal 
decomposition)과 관련된 각 기술의 특징, deN2O 효
율, 공정개요, 취약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N2O를 아디픽산 제조공정으로 재순환하는 재이용

기술(reuse technology)은 미국의 Solutia에서 200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공정으로, 여기에서 고농도의 

N2O는 아디픽산 제조공정의 출발물질인 벤젠을 페놀

로 산화시키는 산화제로 활용하기 위해 재순환된다

(McGhee, 1998; Panov 등, 1998). 다음 단계에서 이

렇게 산화된 페놀은 수소화반응(hydrogenation)을 거

처 싸이클로헥사논으로 되고, 이것은 질산에 의해 산

화되어 아디픽산과 N2O를 생성하고 이때의 N2O는 상

술한 바와 같이 다시 페놀을 산화하는 첫 번째 단계로 

재순환된다. Table 5에 주어져 있듯이, 이러한 재순환 

기술은 배기가스 내의 N2O를 90~98% 정도까지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PCC, 2000).
고농도의 N2O를 질산 제조공정으로 재순환하는 공

정은 프랑스의 Alsa-Chemie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2 
단계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N2O는 고온에서 불안

정하기 때문에 반응 (1)에 의해 NO로 전환된다.

2N2O  →  2NO + N2 (1)
2N2O  →  2N2 + O2 (2)

이때 일부의 N2O는 반응 (2)의 직접분해(direct 
decomposition)에 의해 N2와 O2로 되기도 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양론비의 O2를 공급하면서 냉각을 통

해 반응 (1)에서 생성된 NO를 NO2로 산화시키고(반
응 (3)), 이것을 기존의 질산 제조공정에 위치한 흡수

탑 전단으로 보내 물에 흡수시킴으로써 질산을 제조

한다(반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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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 + O2  →  2NO2 (3)
3NO2 + H2O  →  2HNO3 + NO (4)

상기의 재이용기술을 기존의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에 

적용할 경우, 배기가스로부터 N2O를 98~99.9% 제거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PCC, 2000). Table 5
에서 설명되었듯이, 이 기술의 주요 단점은 배기가스

에 함유된 고농도의 N2O를 반응 (1)에 의해 NO로 전

환하기 위해 1,200~1,500oC와 같은 매우 높은 반응온

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근 BASF에서는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로부터 배

출되는 고농도의 N2O를 폴리아미드-12(polyamide-12, 
일반적으로 nylon-6,12로 알려짐)의 중간원료인 

cyclododecanone 합성을 위한 산화제로 이용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고(Teles 등, 2005), 2006년 독일 

Ludwigshafen에 소재한 Verbund 단지에 상업 생산설

비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 해당 중간체를 

생산하고 있다(BASF, 2009). 이 기술의 핵심은 아디

픽산 제조 플랜트로부터 발생하는 고농도의 N2O를 

pressure-swing 흡수법을 통해 배기가스로부터 분리

해 낸 후, 이를 산화제로 활용하여 액상산화법으로 출

발물질인 cyclododecatriene(또는 cyclododecene)를 

cyclododecanone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98% 이상의 N2O를 저감할 수 있다(IPCC, 2000).
열분해법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는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고온

(850~1,500oC)의 화염 내에서 배출되는 N2O를 N2와 

O2로 환원시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반응 (5)).

CH4 + 4N2O  →  CO2 + 4N2 + 2H2O (5)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N2O 외에 배기가스 내에 

함께 공존하는 3,000~7,000 ppm의 NOx도 아래의 

반응(6)에 의해 부가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CH4 + 4NO  →  CO2 + 2N2 + 2H2O (6)

또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반응 (5)에 의한 제거반응 외에 아래의 반응 (7) 및 (8)
에 의해 N2O가 분해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2N2O  →  2N2 + O2 (7)
2N2O  →  2NO + N2 (8)

상술한 열분해법은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내의 N2O를 98% 이상 제거할 수 

있으며(IPCC, 2000), 공정의 단순성과 낮은 투자비 

때문에 세계의 주요 아디픽산 제조사들에 의해 사용

되고 있다(Table 5).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

은 고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는데, Table 5에 주어

져 있듯이 대략 제거하고자 하는 N2O 톤당 500 m3의 

CH4가 소요되므로 운영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Ovchinnikova 등, 2009), 또 다른 온실가스인 CO2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기술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3.4.2. N2O 배출제어를 위한 촉매기술

앞서 기술하였듯이,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로부터 

배출되는 N2O의 농도는 50% 정도까지 될 수 있고 동

시에 배기가스 내에는 NOx, H2O, O2 및 CO가 존재하

므로(Table 3), 이를 촉매분해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는 이들의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N2O 분해반응 그 자체가 매우 심한 발열반응이기 

때문에(Centi 등, 2000; Neveu 등, 1999; Perez- 
Ramirez 등, 2002), 상기와 같은 고농도의 N2O를 포

함하는 배기가스 조건에서 촉매분해법을 적용할 경우 

촉매층의 온도를 심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Perez- 
Ramirez 등(2002)에 의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35%
의 N2O를 포함하는 배기가스의 경우, N2O 분해반응

으로부터 발생되는 반응열 때문에 단열온도 기준으로 

665oC까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부

합되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갖는 촉매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
Table 6에는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로부터 배출되

는 고농도의 N2O 제거반응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촉

매로서의 요구조건들과 고려사항들이 적시되어 있다. 
적용되는 촉매분해공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의 tail-gas 온도는 대략 400~650oC 영역

에 있으므로, 촉매 그 자체의 활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

고, 촉매활성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N2O 분해반

응에 있어서 이러한 촉매활성의 안정성은 고온에서 

활성성분으로 사용되는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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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talytic decomposition of N2O from adipic acid production plants
DeN2O efficiency

(%)
Requirements/Considerations Developed or used by:

90~95
․Use of metal-zeolites and metal oxides (i.e., noble metals, 

precious metals)
․High temperatures (300~620oC)a

․High hydrothermal stability in the presence of H2O
․High stability and activity in the presence of O2

․Low hydraulic resistance to catalyst bed

BASF, Bayer, DuPont, Asahi, UOP, 
Rodia, Solutia

a Depend strongly on decomposition process used.

Table 7. Catalysts for the decomposition of N2O from adipic acid production plants
Catalyst Temp.

(oC)
DeN2O efficiency

(%)
Developed by:

CuAl2O4/Al2O3, Ag-CuO/Al2O3, Ag/Al2O3 480~550 > 99a BASF
CoO-NiO/ZrO2 400 98.5b DuPont
CuO/Al2O3 620 > 99.5c Asahi
Co-, Fe-zeolitesd 300~600 - Air Products

Note. "-": no data or not applicable.
a Under an off-gas consisting of 23% N2O, 17% NO2, 47% N2, 7.5% O2 and 3.0% H2O.
b With a flow of 100% N2O.
c In a realistic stream containing 34% N2O.
d With small amounts (0.2~0.6%) of precious metals to lower light-off temperatures.

는 sintering에 대한 내구성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러

한 특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고온에

서 0.3~3%의 H2O가 공존하기 때문에 강한 수열안정

성(hydrothermal stability)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4~15% 정도 존재하는 O2에 대한 내구성도 고려되어

야 한다. 상술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된 상용촉매공

정을 적용할 때에 90~95%의 N2O 제거율을 달성할 

수 있다(IPCC, 2000).
400~620oC의 온도범위에서 N2O 분해반응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용촉매들로는 BASF의 

CuAl2O4/Al2O3, Ag-CuO/Al2O3와 Ag/Al2O3, DuPont
의 CoO-NiO/ZrO2, Asahi의 CuO/Al2O3 등이 잘 알려

져 있다(Table 7). 상술한 바 있는 고온에서의 안정적

인 촉매활성, 강한 수열안정성, sintering에 대한 내구

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할지라도, 상기의 상용촉

매들은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계 촉매들보다 다소 낮은 반

응온도(300~600oC)에서 N2O를 제거할 수 있는 Co 
또는 Fe가 이온교환된 zeolite계 촉매들이 개발되었는

데(Table 7), 실제 현장 적용의 측면에서 90% 이상의 

N2O 제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00oC 정도의 반응

온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light-off 온도를 낮추기 위

하여 소량의 귀금속들이 첨가되었다(Ovchinnikova 
등, 2009). 이와 같이 소량의 Pt 등의 귀금속을 첨가하

면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N2O의 분해반응을 현저하

게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Kim 등, 2001, 2002), 저
온에서의 촉매활성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지하지만, 
이는 촉매제조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4. 결 론

N2O는 310의 GWP 값을 갖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의 하나이며, N2O 배출량은 발생원에 따라 크게 달

라지는데, 대규모 인위적인 N2O 배출원은 아디픽산 

및 질산 제조 플랜트이다.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의 경

우, 배기가스에 함유된 N2O 농도는 50%에 이르고, 이
를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아디픽산 제조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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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의 N2O를 저감시킬 수 있는 상업화된 기술들

은 크게 비촉매기술과 촉매이용기술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비촉매기술 중 고온 열분해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고농도 N2O를 

아디픽산, 질산 또는 다른 화학중간체 합성공정에서 

재이용하는 기술들이 상업화되었다. 재이용기술의 경

제성은 배기가스에 공존하는 NOx, H2O, O2 및 CO로

부터 N2O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공정기술의 

확보에 있다. 촉매이용기술의 핵심은 N2O 분해반응

에 적합한 촉매로서의 물리화학적인 특성, 고온에서

의 수열안정성, sintering 현상에 대한 활성성분의 내

구성, 상기 공존가스들의 영향 최소화 등이다. 지금까

지 여러 종류의 촉매들이 연구․개발되어왔으나, 이
들 중 일부만이 아디픽산 제조 플랜트용 deN2O 촉매

로서 상업화되었다. 기존 상용촉매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존의 상용촉매보

다 더 낮은 반응온도에서 저농도의 N2O를 효율적으

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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