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3(9); 1627~1634; September 2014 http://dx.doi.org/10.5322/JESI.2014.23.9.1627

ORIGINAL ARTICLE

악취물질인 유기산 제거를 위한 DBD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의 
적용

홍은기 서정민1) 최금찬*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Application of DBD Plasma Catalysis Hybrid Process to remove 
Organic Acids in Odors

Eun-Gi Hong, Jeong-Min Suh1), Kum-Chan Cho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Busan 604-714, Korea
1)Department of Bio-Environmental Energy, Pusan National University, Miryang 627-706, Korea

Abstract

Odor control technology include absorption, adsorption, incineration and biological treatments. But, most of 
processes have some problems such as secondary organic acids discharge at the final odor treatment facili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for effective treatment of organic acids in odo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type advanced odor 
control technology. Some of the technology are plasma only process and plasma hybrid process as key process of the 
advanced technology. In this study, odor removal performance was compared DBD(Dielectric Barrier Discharge)plasma 
process with PCHP(plasma catalysis hybrid process) by gaseous ammonia, formaldehyde and acetic acid. Plasma only 
process by acetic acid obtained higher treatment efficiency above 90%, and PCHP reached its efficiency up to 96%. 
Acetic acid is relatively easy pollutant to control its concentration other than sulfur and nitrogen odor compounds, 
because it has tendency to react with water quickly. To test of the performance of DBD plasma process by applied 
voltage, the tests were conducted to find the dependence of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applied voltage at 13 kV and 
15 kV separately. With an applied voltage at 15 kV, the treatment efficiency was achieved to more higher than 13 kV 
from 83% to 99% on ammonia, formaldehyde and acetic acid. It seems to the odor treatment efficiency depends on the 
applied voltage, temperature, humidity and chemical bonding of o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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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악취 중에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

근 생활주변에서 악취 등 민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황화수소, 머르캅탄류, 아민류 등 일반적인 악취나 대기

오염물질은 산업공정이나 생활환경에서 비교적 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황계열 화합물이나 유기산 등은 아직도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적인 개발이 더욱 필

요하다. 이들 유기산들은 음식물 등이 분해되면서 장치 

등에 잔류하기 쉽고 배출구 출구 쪽에 부착되어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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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기도 한다. 악취는 발생원이 다양하고 화학적인 

성상에 따라 냄새특성이 각기 다르며, 대부분이 매우 낮

은 농도에서 냄새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특히, 유기산류 

같은 악취물질들은 대부분 최소감지값이 낮기 때문에 

악취측정을 하여도 농도로서 쉽게 검출되지 않으며 지

속적으로 냄새를 발생하므로 그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Kim 등, 1996).

환경부에서는 22개의 물질을 지정악취물질로 정하

고 2005년부터 acetaldehyde, propionaldehyde, n-buthy 

raldehyde, n-valeraldehyde를 지정악취물질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히 알데히드류나 유기산류는 주로 도

장공장, 기타금속 제조공장, 자동차 수리공장, 인쇄공

장, 생선류 처리장, 유지계 식료품 제조공장, 수송용 기계

기구 제조공장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u, Y. 등, 2008). 대기 중에서의 carbonyl compounds

은 인체의 돌연변이와 눈의 자극, 발암물질로 의심되

고 있으며, 유해공기 오염물질과 광화학적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Carbonyl compounds 중 formaldehyde와 acetaldehyde

는 도시의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물질로

서 알려져 있다(Calvalcante 등, 2006).

악취의 처리방식은 다양하며 보통은 흡수나 흡착방

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산 등 미처리 악

취물질은 잔류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더 고급적 산화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미처리된 유기산들

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단계의 강력한 산화방식과 후

단의 흡착을 이용한 복합방식의 처리기술을 필요로 한

다. 이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서 

최근 광촉매나 전자빔공정, 플라즈마와 촉매공정을 결

합한 복합공정의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산업현장

에도 적용이 시작되고 있다(Ichiura 등 2003 ; Zhu 등, 

2013). 촉매공정을 결합한 복합공정은 기존의 악취제어 

기술의 문제점인 유기산 등의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악취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Ichiura과 Tanaka, 2003 ; Chen 등, 2010).

플라즈마 공정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는 비

교적 잘 되고 있으나 분해 후 2차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플라즈마 단독처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Kim 등(2011)은 제올라이트 촉매에 담지시킨 나노미터 

크기의 각종 금속촉매와 저온 플라즈마 사이의 상호작

용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촉매활성의 화학적인 

관점의 평가와 플라즈마의 물리적인 특성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관련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광학적, 전기적 방

전 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Lee 등(2011)은 황화수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

취를 촉매 플라즈마 반응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적의 담체와 전이금속 촉매

에 대한 물성을 파악하였고, 촉매의 종류별로 비 투입에

너지, 공간속도 변화에 따른 처리효율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을 처리할 목적으로 플라즈마에 촉매를 복합하여 처리

하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암모

니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등 2차 오염물질을 제거 

대상물질로 선정하고 DBD(Dielectric Barrier Discharge) 

플라즈마 공정을 적용하였다. 플라즈마 단독 공정 및 촉

매를 결합한 복합공정에 의한 이들 악취물질의 처리효

율과 전압의 변화에 따른 처리효율을 각각 비교하고 검

토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와 촉매 복합공정에 의한 악

취물질의 처리효율을 장치별로 측정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챔버 형태의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챔버 내부에

는 플라즈마 단독공정의 효율과 촉매를 결합한 복합공

정에 의한 처리효율을 각각 검토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반응기와 촉매반응기를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플라즈마 촉매 반응기를 1m3의 챔버 내에 설치하고 

일정한 농도의 ammonia, formaldehyde, acetic acid을 

회분식(batch type)으로 주입하여 일정농도를 유지한 

후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전단의 플라

즈마 반응기에 기체상의 악취물질을 통과시켜 1차적으

로 악취물질을 분해시키고 후단의 촉매 반응기는 두 개

의 촉매층 패킷을 설치하여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생성

된 2차 부산물질이 촉매층을 통과하면서 흡착반응에 의

한 잔여의 유기산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장치를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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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sis Catalysts

inlet outlet

acrylExternal 
electrode

Internal Core 
electrode

Fig. 2. Schematics diagram of the plasma catalytic reactor.

  1 Chamber   2 Fans

  3 Hotplate Stirrer   4 PCO Reactor

  5 Temp. and RH meter   6 HEPA and AC filter

Fig. 1. Experimental set up of plasma and catalytic reactor. 

실험장치는 시료가스의 발생부와 교반부, 고전압 발

생부, 플라즈마 반응기, 촉매 반응기, 시료채취부, 분석

부로 구성하였다. 실험용 악취가스는 발생부와 교반부

에서 일정한 농도로 조정하고 micro syringe를 이용하

여 액상의 시료를 챔버 내로 주입한 후 hot plate를 사용

하여 기체화시킨 후 magnetic stirrer와 챔버 내의 순환 

팬을 이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챔버 내 플라즈마 및 

촉매 반응기는 각각 아크릴로 제작되었으며, 촉매 반응

기의 촉매부는 제올라이트(Y사, Korea)를 패킷 형태로 

충전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제올라이트의 특성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고전압 발생부는 고주파 스위

Table 1. Chemical specification of zeolite  

Chemical Name Clinoptilolite

Chemical Formular Ca,Na2(Al2Si7O18)6H2O

pH 6.5-7.5

Solubility -

Boiling point -

Melting point 1920

Explosion Hazards -

Density 1.91-2.91gm/cm2

Color White Gray

Oder -

Chemical 

Composition

Ingredient Content  (%)

SiO2 66.50

Al2O3 14.70

K2O 3.25

MgO) 1.25

CaO 1.82

Na2O 1.90

Fe2O3 1.68

P2O5 0.04

H2O 8.04

칭 방식으로 직류고전압을 최대 50 kV, 전류 10 mA까

지 조절할 수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DBD 플라즈마 반응기는 내부직경 3.7 mm, 

두께 2.3 mm, 길이 250 mm의 acryl 재질로 제작하였다. 

내부전극은 5 mm stainless steel 재질로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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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의 외부표면에 stainless foil 로 감아서 외부전극

으로 이용하였다. 촉매반응기는 와류를 방지하기 위하

여 입구 폭 65 mm, 촉매영역은 폭 100 mm, 길이 200 

mm 로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플라즈마 반응

기 및 촉매 반응기의 개략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2.2 실험방법 및 조건

플라즈마 공정에 의한 악취물질 처리 실험은 플라즈

마 단독공정과 촉매를 결합한 복합공정에 의한 악취물

질 처리효율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플라즈마 장치의 작동여부를 

위해 오존발생기를 사용하여 오존의 농도를 측정하였

다. Ammonia, formaldehyde, acetic acid는 검지관식 가

스측정기(Gastec Co. 실린더형 IRM, GV-100S)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촉매 반응부는 2개의 패킷이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플라즈마 반응기 후

단에 촉매 반응기를 장착하여 단독공정에 의해 생성된 

2차 부산물질의 효과적인 처리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in this experiment

Items Range

Ambient condition
Temperature 23 27℃

Humidity 50±20%

Experimental 

condition(1)

Applied Voltage 13.2 kV

Current 0.03 0.1 mA

Input conc. 0.5 10 ppm

Experimental 

condition(2)

Applied Voltage 11 kV

Current 0.28 0.37 mA

Input conc. 0 1 ppm

3. 결과 및 고찰

3.1 DBD 플라즈마 단독공정과 촉매 복합 공정에 의한 

악취물질 처리효율의 비교

Fig. 3에는 DBD 플라즈마 단독공정과 촉매를 결합

한 복합공정에 의한 ammonia, formaldehyde, acetic 

acid의 처리효율을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ammonia의 초기농도를 10 ppm으로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처리효율을 검토하였다. Ammonia는 10분 경과 

후 플라즈마 단독공정에서 40% 복합공정에서 50%의 

처리효율을 각각 나타내었다. 20분 경과 후에는 플라즈

마 단독공정에서 55%, 복합공정에서 60%, 30분 경과 

후 플라즈마 단독공정과 복합공정이 70%로 동일한 처

리효율을 나타내었다. 마지막 40 60분 경과 후에는 플

라즈마 단독공정에서 80%, 복합공정이 83%로 복합공

정에서 약간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플라즈마에 

의한 ammonia 처리효율은 단독공정과 복합공정이 그

다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암모니아는 일반적으

로 플라즈마 단독공정만으로도 분해가 잘되어 촉매에 

의한 복합공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율을 나타

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3. Comparison of removal efficiency for ammonia by 
plasma only and hybrid process.

   

Fig. 4는 상기의 두 공정을 적용하여 formaldehyde의 

처리효율을 비교한 것으로 formaldehyde의 초기농도는 

5 ppm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0분 경과 후 

처리효율은 플라즈마 단독공정에서 14% 복합공정에서 

40%의 처리효율을 각각 나타내었다. 20분 경과 후 플

라즈마 단독공정에서 36%, 복합공정에서 55%로 처리

효율의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40분 

경과 후 부터는 두 공정이 비슷한 처리효율을 나타냈으

며, 최종 처리효율은 플라즈마 단독공정에서 80%, 복합

공정에서 78%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Formaldehyde는 비교적 광촉매나 플라즈마 등에 의

해 분해가 잘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온도와 습도

에 의한 영향이 큰 물질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처리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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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실험초기에 복합공정의 처

리효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은 다른 물질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초기에 플라즈마에 

의해 빨리 분해된 후 제올라이트 등의 촉매 층에 흡착되

었다가 이후 플라즈마에 생성된 오존 등 다수의 전하에 

의해 다시 분해되는 것으로 추측된다(Penetrante, 1996).

Fig. 4. Comparison of removal efficiency for formaldehyde 
by plasma only and hybrid process.

Fig. 5는 인가전압을 13 kV를 가하였을 때 acetic 

acid의 플라즈마 단독공정과 복합공정의 처리효율을 비

교하였다. Acetic acid의 초기농도는 ammonia와 동일

하게 10 ppm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Fig. 5. Comparison of removal efficiency for acetic acid by 
plasma only and hybrid process.

Acetic acid는 10분 경과 후 플라즈마 단독공정에서 

40% 복합공정에서 65%로 처리효율의 큰 차이를 보였

으며, 20분경과 후 단독공정에서 72%, 복합공정에서 

88%로 처리되었다. 최종 처리효율에서 단독공정이 

90%, 복합공정이 96%로 플라즈마 단독공정에 비해 처

리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Fig.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플라즈마 단독공정과 복합공정에 의한 acetic acid

의 처리효율은 10 20분 후에 급격히 상승하였고, 30

분 경과 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60분 경과 후 90% 이

상의 처리효율을 보였다.

복합공정에 의한 처리효율은 플라즈마 단독공정에 

비해 acetic acid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였다. 김

(2011)등은 촉매와 플라즈마를 결합한 반응기를 사용

하여 반응기의 방전특성과 제올라이트에 담지된 활성

금속의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Ag, Au, Cu, Pt 

등 금속들과 결합되었을 때, 더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냄

을 보고하고 있다(Kim 등, 2011). 또한, Lee 등(2011)에 

의하면 황화수소 처리를 위하여 플라즈마 촉매 복합방

식의 공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g, Mn, Cu 순

으로 함침된 전이금속에 따라 제거효율이 나타났으며 

β제올라이트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에 의한 악취물질 제어

는 acetic acid 등의 유기산 종류의 악취물질이 ammonia, 

formaldehyde 등 다른 악취물질들에 비해 더 빠르고 보

다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실제 플랜트 등에 적

용 시에 높은 처리효율과 안정적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Xia 등, 2013).

3.2 플라즈마 인가 전압의 변화 따른 DBD 플라즈마 복

합공정에 의한 악취물질 처리효율 비교

DBD 플라즈마 촉매를 결합한 복합공정에서 인가전

압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처리효율을 

각각 비교해 보았으며, 인가전압은 13 kV와 15 kV로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6은 플라즈마 복합공

정에서 전압에 따른 ammonia의 처리효율을 비교한 결

과이다. 플라즈마 반응기에 인가전압은 13 kV, 15 kV

로 고정하고 각각의 전압에서의 처리효율을 검토하였

다. 이 때, ammonia의 초기농도를 10 ppm으로 설정하

고 시간에 따른 처리효율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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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removal efficiency for ammonia by 
hybrid process varied with high voltage.

전체적으로 인가전압의 변화에 따른 ammonia의 처

리특성은 13 kV보다 15 kV에서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

내었다. Ammonia는 10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처

리효율은 40%, 15 kV에서 60%의 처리효율을 나타냈

었고, 20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50%, 15 kV에서 

72.5%의 처리효율을 각각 보였다. 최종 60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처리효율은 81.5%, 15 kV에서 92.5%

으로 나타났다. Ammonia는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등에 

의한 분해가 잘되는 물질이며, 초기 10분 경과 후부터 

60분 경과 후까지 전압에 관계없이 꾸준히 처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7은 formaldehyde의 초기농도를 5 ppm으로 설

정하여 시간에 따른 처리효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Formaldehyde 역시 전압의 변화에 따른 처리효율 비교

에서 13 kV보다 15 kV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처리효율

을 나타내었다. 앞서 ammonia 보다는 그 처리효율이 다

소 낮으나 10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처리효율은 

31%, 15 kV에서 43%의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최종 

60분 경과 후에는 전압 13 kV에서 74%, 15 kV에서 

83%의 처리효율을 보였다. Formaldehyde는 플라즈마 

단독공정에서와 같이 ammonia 보다는 처리효율은 낮

지만 초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Fig. 8은 플라즈마 복합공정에서 전압에 

따른 acetic acid의 처리효율을 비교하였다. Acetic acid

의 초기농도는 10 ppm으로 설정하여 시간에 따른 처리

효율을 검토하였다. 10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처리

효율은 64%, 15 kV에서 80%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

며, 20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88%, 15 kV에서 

83.5%로 다소 13 kV에서 처리효율이 높았다. 최종 60

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96.5%, 15 kV에서 99%의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Acetic acid는 ammonia

나 formaldehyde와는 달리 높은 처리효율을 나나내었

으며 앞의 플라즈마 단독공정의 비교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아세트산은 구조적으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에너지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물과

의 반응도 잘되어 상기의 다른 물질에 비해 더 높은 효

율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Comparison of removal efficiency for formaldehyde 
by hybrid process varied with high voltage.

Fig. 8. Comparison of removal efficiency for acetic acid by 
hybrid process varied with high voltage.

13kV 15kV

13kV 15kV

13kV 1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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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악취발생시설의 미처리 유기산을 대

상으로 선정하고 DBD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하여 플라

즈마 단독 및 촉매를 결합한 복합공정에 의한 처리효율

과 전압의 변화에 따른 처리효율을 각각 비교 및 검토하

였다.  

DBD 플라즈마 단독공정과 촉매 복합공정에 의한 악

취물질 처리효율의 비교에서 ammonia는 촉매 복합공

정이 83%로 플라즈마 단독공정보다 처리효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는 플라즈

마 공정에 의해 분해가 잘되는 물질이며  촉매에 의한 

복합공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ormaldehyde는 플라즈마 단독공정이나 촉매 복합

공정에서 처리효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실험

초기에 복합공정의 처리효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

은 다른 물질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Acetic acid

는 최종 처리효율에서 단독공정이 90%, 복합공정이 

96%로 플라즈마 단독공정에 비해 처리효율이 다소 높

게 나타났다. Acetic acid 등의 유기산 종류의 악취물질

은 다른 악취물질들에 비해 분해속도가 빠르고 더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인가 전압의 변화 따른 DBD 플라즈마 복합

공정에 의한 악취물질 처리효율 비교에서는 ammonia의 

경우, 최종 60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처리효율은 

81.5%, 15 kV에서 92.5%로 높게 나타났다. Formaldehyde는 

최종 60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74%, 15 kV에서 

83%의 처리효율을 각각 보였다. Acetic acid는 최종 60

분 경과 후, 전압 13 kV에서 96.5%, 15 kV에서 99%의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Acetic acid는 ammonia

나 formaldehyde 와는 달리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

으며, 앞의 플라즈마 단독공정의 비교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Acetic acid는 분자 구조적으로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에너지에 의해 쉽게 분해되

며 물과의 반응도 잘되어 다른 물질에 비해 더 높은 효

율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DBD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은 플라즈마 단독공정

에 비해 유기산 등 악취물질의 제거효율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향 후 악취물질인 유기산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물질별 

처리효율과 플라즈마 등 복합 악취 처리 장치의 개발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악취방지시설 등에서 처리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기산의 처리에 그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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