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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 ℃의 저온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탈질공정으로서 저온 플라즈마 및 암모니아 SCR 공정을 복합시킨 탈질
공정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저온조건에서 일반적인 SCR 반응에 비해 매우 빠른 반응속
도를 갖는 fast SCR 반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fast SCR 반응을 위해서는 SCR 반응기에 투
입되는 NO2/NOx의 비가 0.3～0.5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운전에 따른 암모늄염의 발생
문제,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가 공정에 미치는 영향, 유사한 공정과의 운전전력 비교 등 해당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An experimental study on a combined De-NOx process of non-thermal plasma and NH3 SCR, which can be operated 
under low temperature conditions, i.e. 150～200 ℃, has been conducted. The test results confirmed feasibility of fast 
SCR reaction, which shows faster reactivity compared with typical SCR reaction under the low temperature conditions. 
The test showed that pre-oxidation step to convert NO to NO2 is necessary for the fast SCR reaction, and the 
appropriate ratio of NO2/NOx ranges from 0.3 to 0.5. Ammonium salts produced under low temperature conditions, 
effects of hydrocarbons on the combined process, the operation power of the process are discussed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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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암모니아계 선택적 환원촉매(NH3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
tion) 공정은 연소 배기가스내의 산소농도가 5～10% 이상으로 높은 

린번(lean burn) 배기가스의 NOx (NO 및 NO2) 처리가 필요한 산업현

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탈질촉매공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현장에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해당기술이 갖는 특성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1], 점차 강화

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본 기술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려는 연구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나

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본 기술을 디젤 자동차에 적용하려는 분야

를 들 수 있다. 즉, 디젤 자동차의 경우 운행기간동안 배기가스의 온

도가 150 ℃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

기 때문에 통상 250～300 ℃ 이상의 운전조건일 때 적용되고 있는 

NH3 SCR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저온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NH3 SCR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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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한 NH3 SCR 기술 가운데 그동안 많은 

검증이 있어왔던 기술 가운데 하나로는 SCR 반응기에 공급되는 NOx
의 NO 및 NO2의 농도 비를 같게 조절하여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SCR 반응(1) 대신 소위 “fast SCR” 반응(2)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SCR 
촉매반응을 빠르게 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3,4]. 

  4NO + 4NH3 + O2 → 4N2 + 6H2O (1)

  2NO + 2NO2 + 4NH3 → 4N2 + 6H2O (2)

  Fast SCR 반응은 비교적 저온인 200 ℃ 온도조건에서 일반적인 

SCR 반응보다 약 10 배 빠른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3]. 특히, 디젤 자

동차와 같은 이동 오염원에 적용되는 촉매 반응기는 큰 공간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fast SCR 반응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일부 

가스터빈 연소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소기로부터 배출되는 NOx 가
운데 90%는 NO이기 때문에 fast SCR 반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암

모니아 SCR 촉매반응 단계에 앞서 NO를 NO2로 산화시키는 산화반

응 단계가 필요하다. NO를 NO2로 산화시키는 반응을 위해서는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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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촉매 또는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할 수 있으나, 150～200 ℃와 같이 낮

은 온도조건에서는 산화촉매의 성능 또한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

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NO의 산화반응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압 조건에서 저온 플라즈마는 대개의 경우 펄스 코로나 또는 

유전체 장벽 방전(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을 통해 발생되

며, 이들 플라즈마는 가스온도가 500 K 미만이고 전자의 온도는 

10000～100000 K인 특성이 있다[5,6]. 100000 K의 전자온도는 약 10 
eV의 에너지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배기

가스 중의 O2 및 탄화수소 분자와 전자가 반응하여 NO를 NO2로 산화

시키는 O 및 HO2 라디칼 또는 O3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저온 플라즈마

를 통해 NO를 NO2로 산화시키는 반응은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결과

가 발표되어 있는 반면, 저온 플라즈마와 NH3 SCR 공정을 복합시킨 

fast SCR 반응에 대해 지금까지의 발표된 연구결과는 해당 기술을 다

양한 운전조건을 갖고 있는 산업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를 들어 Hammer[2] 및 Mok[7] 등이 수행한 

실험에서는 저온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한 fast SCR 반응의 가능성은 

제시되었으나, 이들 실험에서는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연구가 수행

되었기 때문에 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저

온 플라즈마와 NH3 SCR 공정을 복합시킨 공정을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유사한 공정과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실험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SCR 반응기

에 공급되는 적절한 NO2/NOx 비율, 염의 발생문제 및 유사한 공정과 

비교한 운전전력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실    험
 
  실험장치는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나누어 1) 가스 공급

부, 2) 가스 및 반응기 가열부, 3) 반응기, 4) 계측기로 구성되었다. 반
응기에 공급된 가스는 N2, O2, CO2, NO, NO2, NH3, CO, C3H6이였고, 
이들 모두는 MFC (mass flow controller, BROOKS 5850 E series)에 

의해 공급유량이 조절되었다. 반응기에 공급된 가스의 조성은 선박용 

디젤엔진을 저부하 조건에서 운전할 경우 배출되는 가스로부터 측정

된 배기가스 조성과 같게 하였는데, 이들 가스의 농도는 N2: 67.7%, 
O2: 18%, H2O: 10%, CO2: 4.35%, CO: 151 ppm, NOx: 150 및 450 
ppm, THC: 116 ppm으로 측정되었다. 반응기에 공급된 전체 유량은 

항상 20 Slpm (L/min)으로 고정시켰으며, 반응기에 공급된 가스는

Figure 2. DBD reactor placed in the electrically heated oven.

예열기에 의해 1 차적으로 가열된 다음, 항온로(constant temperature 
furnace) 속에서 운전온도로 조절되게 하였다. 
  Figure 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의 일종인 평

판형 DBD (Dielectric-Barrier Discharge, 유전체 방전) 반응기를 제시

하고 있으며, 본 반응기는 실제 디젤엔진에 장착되어 장기간 내구성 

실험을 거친 반응기를 본 실험에 맞게 소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상온

에서부터 600 ℃ 온도범위에서 유전체인 알루미나 평판의 열응력에 

의한 파손이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전원장치는 rms 전압이 5～6 kV에 이르는 400 Hz 교류전원이었으

며, 반응기에서 소모된 전력은 Q-V plot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SCR 촉매는 상용촉매인 V2O5-WO3/TiO2 계열의 촉매(제조

사: SK(주))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촉매 파우더가 아니라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것을 사용하였다. 촉매의 외형적인 사양은 normal pitch 
6 mm, cell 수 25×25, wall thickness 1.0 mm, open area 67%였다. 
SCR 반응기의 크기는 52 W×52 H×160 L (mm)이였으며, 공간속도

는 촉매의 길이를 증감하여 조절하였다. 본 실험에서 적용한 공간속

도는 각각 4000, 8000, 12000, 16000 hr-1이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계측기는 Chemiluminescent NOx 분석기(Sig-
nal Ins., Model 4000VM)와 FTIR analyzer (Bio-rad EXCALIBUR FTS 
3000 Series)를 사용하였다. NOx 분석기는 빠른 응답시간을 갖는 장

점이 있었고, FTIR은 동시에 다양한 가스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본 실험에서 FTIR로 농도

를 계측한 가스로는 NO, N2O, NO2, CO, CO2, NH3, C3H6이었고, 



411저온 플라즈마 및 암모니아 선택적 환원공정을 활용한 저온 탈질공정의 특성(I)

J. Korean Ind. Eng. Chem., Vol. 17, No. 4, 2006

Figure 3. Comparison of De-NOx rates with different SCR reactions, 
Temp.: 150 ℃, treated gas composition: simulated diesel exhaust, 
water vapour is not supplied, inlet NOx (NO and NO2) concentration: 
150 ppm.

HNO2 및 HNO3는 정성적인 검출만 확인하였다. 수증기와 NOx 그리

고 NH3가 동시에 있는 배출가스에서 계측의 어려움 중에 샘플링 라인

에 수분이 응축될 경우 NOx 및 NH3가 흡수반응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샘플링라인을 150～180 ℃의 온도로 

유지하여 수분의 응축문제를 해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ast SCR 반응이 저온온도 조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응식 (1) 및 (2)를 실험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비교 실험에서는 SCR 반응기에 NO만을 공급한 경우 및 NO와 

NO2를 같은 농도로 공급한 경우의 탈질율을 비교하였고, 운전온도는 

150 ℃로, 공급된 NOx의 총 농도는 150 ppm으로 고정하였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SCR 반응기에서는 NO만이 공급되어 반응 (1)을 

통해 NO가 처리되는 경우보다 NO와 NO2가 같은 농도로 공급되어 

fast SCR 반응 (2)를 거치는 경우가 높은 탈질율이 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반응(1)과 (2)의 차이는 공간속도가 커질수록 뚜렷

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디젤 자동차와 같이 촉매반응기의 부

피가 작아야하는 조건이 매우 중요한 경우 fast SCR 반응의 활용이 

중요함을 본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Fast SCR 반응을 활용할 때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SCR 반응기에 공급될 적절한 NO2/NOx의 비율을 선정하는 데 있다. 
저온 플라즈마 공정을 활용할 경우 NO2의 농도가 높을수록 운전에 필

요한 전력소모가 커지므로 가능한 낮은 농도의 NO2를 SCR 반응기에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산화촉매를 활용할 경우에는 당초 설계조건과

는 달리 운전조건에 따라 NO2/NOx의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NO2/ 
NOx의 비율에 따른 탈질성능의 이해는 fast SCR 반응을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NO2/NOx의 비율에 따른 탈

질성능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결과는 Figure 4에 제시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NH3 SCR 반응기에 공급된 NOx는 NO 및 NO2 가스 실린

더로부터 유량을 바꾸어 공급하였기 때문에 DBD 반응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분이 SCR 반응에 주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수분을 공

급하지 않았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NO2/NOx의 비율에 따른 

탈질율은 NO2/NOx의 비율이 0.5인 경우를 정점으로 하는 포물선 형

태를 보였으며, 이는 본 반응공정에서 NO와 NO2가 같은 농도로 

Figure 4. De-NOx rates with various NO2/NOx ratios, treated gas 
composition: simulated diesel exhaust, water vapour is not supplied, 
inlet NOx (NO and NO2) concentration: 150 ppm.

존재할 경우 일어나는 fast SCR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한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4는 NOx 중에 NO2의 농도가 낮을 경우 역할이 큰 반응식 

(1) 및 (2)는 물론 NO2의 농도가 높을 경우 NH3 SCR 반응공정에 영

향을 크게 미치는 반응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반응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3NO2 + 4NH3 → 3.5N2 + 6H2O (3)

  2NO2 + 2NH3 → NH4NO3 + N2 + H2O (4)

  예를 들어 NO2/NOx < 0.5인 경우 NO2/NOx의 증가에 따른 탈질율

의 증가율 즉, 탈질율의 기울기(slope)는 150 ℃인 경우가 더 크게 나

타나 있는데, 이는 온도가 낮을수록 fast SCR 반응 (2)의 역할이 일반

적인 SCR 반응인 (1)보다 크다는 Hammer[2] 및 Kobel[3]의 kinetic 
model과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NO2/NOx > 0.5인 조건에서 탈질율

의 기울기는 앞서의 경우와 반대로 150 ℃의 경우가 작게 나타나 있

는데 이는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 (4)의 역할이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즉, NO2/NOx = 1인 조건에서 150 ℃의 경우 

비교적 높은 탈질율이 나타난 이유는 고체상의 염을 생성할 수 있는 

반응 (4)에 의해 NO2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해석에

서 저온에서 반응속도가 다른 반응에 비해 무시될 만큼 작은 것으로 

알려진 반응 (3)은 고려하지 않았다[3,4].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에서 관심을 끄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반응식 

(4)를 통해 생성될 수 있는 고체상의 염인 NH4NO3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촉매에 부착되어 촉매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앞서 수행된 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2,3,7], 1) 
170 ℃ 이상의 온도조건에서 고체상의 염은 촉매에 부착되지 않고 

NH3와 HNO3로 분해되며, 2) 대부분의 HNO3는 다시 NO2로 전환되어 

배기가스 중의 NO와 함께 fast SCR 반응을 거쳐 N2로 환원되는 과정

을 거치기 때문에 저온조건에서도 촉매의 내구성이 손상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실험조건보다 높은 농도인 1000 
ppm의 NO2를 SCR 반응기에 공급하여 150 ℃ 조건에서 수 십 시간 

동안 운전한 후 전자현미경 및 BET 측정을 통해 염의 생성을 확인하

였으나, 두 가지 측정결과 모두 촉매에 염이 부착되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된 염의 양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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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utlet NO and NO2 concentration of DBD reactor along with 
SED, treated gas composition: simulated diesel exhaust, water vapour 
is supplied, inlet gas Temp.: 150 ℃. 

  저온 플라즈마 산화공정은 상온과 같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부터 고

온의 온도범위까지 운전온도에 상관없이 NO를 NO2로 산화시킬 수 

있고, 투입전력의 조절에 의해 NO2/NOx의 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저온 플라즈마 공정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력

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비용

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투입전력에 따른 NO의 산화 특성과 

앞서 제시된 NO2/NOx에 따른 탈질성능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

합한 운전조건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Figure 5는 실험을 

통해 얻은 단위 가스처리 유량 당 투입전력(Specific Energy Density, 
SED, J/L)에 따른 NO 산화공정의 특성을 제시한 자료이다. 본 실험에

서는 실제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모사하고자 수증기(절대습도: 10%) 
및 탄화수소(116 ppm C3H6)를 반응기에 공급하였다. Figure 5에서 제

시된 SED에 따른 NOx 농도의 변화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SED가 증가될수록 DBD 반응기 후단에서 측정된 

NO 농도는 감소되고 NO2 농도는 증가되나 전체적인 NOx 농도는 거

의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8-10]. 본 실험에서는 수분이 있는 조

건에서 NO의 산화실험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H 라디칼에 의

해 NO가 HNO2 또는 HNO3로 전환된 양이 거의 무시될 수준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탄화수소가 존재할 경우 OH는 NO 또는 NO2보다 탄

화수소와 반응을 우선한다는 이론적인 계산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8]. 또한 본 실험에서는 N 라디칼에 의한 NO의 직접적인 환원반응은 

무시될 만큼 초기의 NOx값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처리되고 있는 가스에 O2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와 조성이 

유사한 조건에서 즉, 높은 산소의 농도 및 수분이 있는 조건에서 저온 

플라즈마 화학반응은 NO를 NO2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공정임을 알 

수 있었다. 
  화학반응을 통해 NO를 NO2로 산화시키는 공정에서 운전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탄화수소 및 수분의 농도, 운전온도 및 

초기 NO 농도 등이 있다[7-10]. 우선 탄화수소 및 수분의 농도에 따른 

운전전력의 변화는 Figure 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배기가스 내에서 탄화수소의 존재여부는 운전전력에 큰 영

향을 주고 있다. 또한, NO2/NOx = 0.3인 경우와 NO2/NOx = 0.5인 경

우는 투입전력이 어느 가스조성 조건에도 상관없이 2 배 내외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서 제시된 Figure 4에 의하면 

NO2/NOx = 0.3인 경우와 NO2/NOx = 0.5인 경우 탈질율에 있어 불과 

Figure 6. SED along with NO2/NOx ratio at different treated gas 
compositions, inlet NO: 150 ppm, Temp.: 150 ℃.
(a) without HC, without H2O vapor
(b) without HC, with H2O vapor
(c) with HC 116 ppm, without H2O vapor
(d) with HC 50 ppm, with H2O vapor

Figure 7. [NOfinal]/[NOinit.] along with SED at different initial NO 
concentrations, Temp.: 150 ℃, no water vapor addition.

5～7%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운전전력이 문제가 되는 

공정조건에서는 NO2/NOx의 비율을 0.5 보다 상당히 작은 값에서 운

전하는 대신 SCR 촉매 반응기의 성능을 높이는 방안이 전체 공정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저온 플라즈마 산화공정의 운전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

로는 초기 NO 농도 및 NO의 전환율을 들 수 있고, 특히, SED와 초기 

NO 농도 및 NO 전환율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변수

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fast 
SCR 반응과 관련하여 초기 NO 농도, NO 전환율 및 운전전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초기의 NO 농도가 각각 150 ppm 및 300 ppm
인 경우에 SED에 따른 NO의 전환율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이 NO의 초기 농도

가 2 배 높을 경우 fast SCR을 일으키기에 적절한 0.5의 NO2/NOx 값
을 갖기 위해서는 약 3 배 수준의 운전전력의 증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이 SED와  [NOfinal]/[NOinit.]의 관

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NO 전환율이 높을수록 SED의 증가율이 기

하급수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온 플라즈마와 NH3 SCR 
공정을 복합시킨 공정을 활용할 경우 비교적 낮은 NO 전환율 즉, 
NO2/NOx < 0.5이 요구되는 반면, 저온 플라즈마와 wet-scrubb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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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킨 공정 및 저온 플라즈마와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하는 SCR을 

복합시킨 공정의 경우는 NO 전환율이 높을수록 탈질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들 공정은 저온 플라즈마와 NH3 SCR 공정을 복합시킨 공정

에 비해 높은 운전전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0,12].   

4. 결    론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NO의 산화 및 fast SCR 공정의 특성을 실

제 배기가스의 조성과 유사한 조건 즉, CO, 수분 및 탄화수소가 있는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본 기술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1) NO:NO2의 비가 1:1인 경우 온도가 낮고 촉매 반응기의 공간속

도가 큰 조건에서 뚜렷한 fast SCR 반응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NO:NO2의 비에 따른 SCR 실험결과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NO2/NOx가 0.5인 경우 가장 높은 탈질율을 보였으며, NO2/NOx > 0.5 
인 경우 150 ℃ 조건에서는 질산염이 생성되는 반응에 의해 200 ℃ 

조건보다 탈질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
  3) 저온 플라즈마 산화공정과 SCR 공정을 복합시킨 탈질공정에서 

NO2/NOx의 비를 0.3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전력은 NO2/NOx의 비가 

0.5인 경우에 비교하여 1/2로 감소되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반면 탈질

율의 저하는 5～7% 수준에 불과하였다.
  4) 운전전력은 초기 NO 농도 및 NO2/NOx 비가 작을수록 급격히 

감소되었다. 따라서 본 공정은 초기의 NO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활용

도가 높으며, 또한 본 공정은 NO2/NOx 비가 0.5보다 적은 조건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높은 NO2/NOx 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저온 플라즈

마 이용 공정들에 비해 운전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5) 배기가스 중의 탄화수소는 저온 플라즈마 산화공정에서 운전전

력을 저감하는 데 효과적이며, 수분은 탄화수소가 동시에 존재할 경

우 NO의 산화공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될 만큼 작았다.

감    사

  본 연구는 산자부/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한 “플라즈마/촉매를 이용

한 탈질공정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H. Bosch and F. Janssen, Catalysis Today, 2, 369 (1988).
2. Th. Hammer, Th. Kappes, and M. Baldauf, Catalysis Today, 89, 

5 (2004).
3. M. Koebel, G. Madia, and M. Elsener, Catalysis Today, 73, 239 

(2002).
4. M. Koebel, M. Elsener, and G. Madia, Ind. Eng. Chem. Res., 40, 

52 (2001).
5. Y. H. Kim, S. H. Hong, M. S. Cha, Y.-H. Song, and S. J. Kim, 

J. Adv. Oxid. Technol., 6, 17 (2003).
 6. Y. H. Kim, W. S. Kang, J. M. Park, S. H. Hong, Y. H. Song, and 

S. J. Kim, IEEE Trans. Plasma Sci., 32(1), 18 (2004).
7. Y. S. Mok, D. J. Koh, D. N. Shin, and K. T. Kim, Fuel 

Processing Technology, 86, 303 (2004).
8. E. A. Filimonova, Y. H. Kim, S. H. Hong, and Y. H. Song, J. 

Phys. D: Appl. Phys., 35, 2795 (2002). 
9. B. M. Penetrante, Plasma-Assisted Catalytic Reduction of NOx, 

SAE982508 (1998).
10. Y. H. Song, W. H. Shin, S. J. Kim, M. S. Park, and G. H. Jang, 

J. Adv. Oxid. Technol., 4(3), 265 (1999).
11. L. A. Rosocha and R. A. Korzekwa, J. Adv. Oxid. Technol., 4, 247 

(1999).
12. K. G. Rappe, J. W. Hoard, C. L. Aardahl, P. W. Park, C. H. F. 

Peden, and D. N. Tran, Catalysis Today, 89, 143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