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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of fluid dynamics in the reaction section to improve the 

gas processing efficiency in the hazardous gas removal by atmospheric thermal plasma. This study also intends to 

contribute in technology advance to improve the processing efficiency and make the process more stable. Numerical 

analysis of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reaction section dependent on the change in flow velocity of Ar and plasma 

temperature change, which are major control variables in the cracking process of HFC-23 using arc plasma, was done. 

The characteristic of incoming oxygen by temperature suggested that when temperature increased to 1600K, 1700K, 

1800K respectively, the range of cracking temperature 1500K increased to 75.0%, 83.3%, 90.2% respectively. The 

temperature change of Ar by velocity change was widest in the area higher than 1500K when the velocity was 2.5m/s; 

however, since there was no big difference when the velocity was 2m/s, it is believed that 2 m/s would be most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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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함불소가스는 지구온난화 물질로서 재 반도체 등의 산

업계에서 이들에 한 처리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HFC-23는 비록 발생량이 이산화탄소보다는 지만 지구온

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GWP)가 이산화탄소

에 비해 최  수만배 정도 높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큰 

향을 미치고 있어 처리  후처리 등을 통해 그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국내의 경우 세계 인 경쟁력을 갖춘 반

도체 산업은 세계 반도체 의회에서 체결된 자발  감축

약을 통해 HFC-23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7년을 기존으로 

10%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 

재 HFC-23의 처리는 외국의 소각기법을 용하고 있

으나 탄화수소의 연료와 함께 불소화합물을 연소시키고 다

시 냉시키기 때문에 기인되는 낮은 열효율, 제거 상의 

가스보다 약4배 이상의 공기주입이 필요한 것, 함불소가스 

분해를 한 긴 체류시간 유지로 장치소형화 곤란 등의 문

제 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HFC-23의 무해화를 한 

열분해 시스템의 장기  안 성확보, 에 지 감, 처리효율

의 고효율화  HF에 의한 이차오염을 방지하기 한 신기

술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상공정에서 배출되는 HFC-23은 

CO2와 비교한다면 감이 상 으로 용이하고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아 탄소배출권획득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지

까지 알려진 기술은 배출되는 PFCs, HFCs, SF6와 같은 

불소화합물을 효과 으로 분해시키는 신뢰성이 있는 방법으

로는 태우는 직화방법과 Plasma를 이용한 분해법으로 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함불소가스를 처리하는 시스템

은 아주 간단한 구조에 내구성이 있고 유지보수가 간단한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HFC-23의 처리는 라즈마에 의한 방식, 연소에 의한 방

식, 매에 의한 방식 등이 있으며, HFC-23를 처리하기 

해 열 라즈마 공정의 용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라

즈마에 의한 방식은 온 라즈마를 이용하는 방식[1]과 열

라즈마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 라즈

마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용량으로 가스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압된 상태에서 운 하여야 하므

로 상압에서의 열 라즈마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효율 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압 열 라즈마에 의한 유해가

스 제거기술의 처리효율 개선을 해 J. Szekely, J. W. 

Mckelliget 그리고 M. Choudhary[2][3] 등 선행 연구자들의 

실험  수치해석, B. Liu, T. Zhang와 D. T. Gavne[4]의 

라즈마 제트의 유동장에 한 연구[5][6] 등을 고려하여 

반응부의 유동을 수치해석  방법[7]을 통해 연구하고, 처리

효율과 안정  공정의 개선을 한 기술개발에 이바지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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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방법

2.1 이론  근방법

라즈마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동장은 라즈마 내 아크

와 기체간의 상호작용과 주변의 혼합 향, 입자간의 운동에

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들을 모두 고려하여 수치해

석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크방

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아크를 고온의 유체로 가정하여 

온도분포  유속분포를 상용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압력을 계산하기 해서는 SIMPLE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알

고리즘을 사용하 으며, 정상상태 정상유동(Steady state 

steady flow : SSSF)를 가정하 다.[8][9]

2.2 지배방정식[10][11]

유동장의 특성을 해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

식과 운동량방정식, 에 지방정식을 사용하 다.

2.2.1 연속방정식

도가 다른 기체의 혼합물에 한 연속방정식은 다음 식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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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질량평균 속도, 은 혼합물의 도, 는 

기체의 몰분율을 나타낸다.

2.2.2 운동량방정식

모든 기체의 운동량 방정식은 개별  온동량 방정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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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도가 다른 기체의 수, 은 질량력, 은 

혼합기체의 도, 은 기체의 속도이다.

2.2.3 에 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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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효 열 도도∑ , 는 난류열
도도, 은 열생성항을 나타낸다. 압축성 기체에 해서는 

식(8)과 같이 나타내며, 비압축성기체에 해서는  로 

나타낸다. 여기서 은 기체에 한 엔탈피를 나타낸다.

3. 수치해석 조건

3.1 경계조건

국내 M사의 라즈마장치를 모텔로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 으며, 이 장치는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함불소가스를 

처리하는 장비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반응부 내의 유동장을 분석하기 해서 반응부를 Section 

a, b, c의 단면으로 나 어 설정하 으며, 라즈마 토치의 

운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라즈마에 투입되는 가스는 

Ar가스로 용 유량은 유입구 유속이 최 일 때를 기 으로 

0.5m/s씩 감소시켜 용하 다. 이러한 해석 상은 Fig. 1과 

같이 모델링하 으며, 격자수는 총 13700여개 이다.

Electric capacity 9∼14 [kW]

Oxygen inlet 

flow rate
0∼100 [l/min]

PFC inlet flow rate 0∼100 [l/min]

표 1 라즈마 토치의 작동조건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plasma torch

격자의 벽면은 no-slip 조건으로 속도를 0으로 가정하

고, 1,600∼1,800K으로 Ar 유입구의 온도조건을 주었다. 

Table 2은 HFC-23의 물리  성질[12]을 Table 3은 경계조

건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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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산격자와 경계조건

Fig. 1 Calculation mesh and boundary condition

Density 3.1715 [kg/m3]

Thermal conductivity
1.0183×10

-4

 
[w/mK]

Viscosity 0.0144 [kg/ms]

Cp
1.5684×10

-4

 [j/kgK]

표 2 HFC-23의 물리  성질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HFC-23

Inlet 

(Ar)

Speed : 1.5 ∼ 2 [m/s]

Static Temperature 

: 1,600 ∼ 1,800 [K]

Inlet 

(HFC-23)

Speed : 0.02 [m/s]

Static Temperature : 298 [K]

Outlet 

(Mixture)

Average Static Pressure

: 0 [Pa]

표 3 경계조건

Table 3 Boundary conditions

4. 결과  토론

아크 라즈마를 이용한 HFC-23의 분해과정  주요 제

어변수인 라즈마의 온도 변화와 Ar의 유속변화에 따른 반

응부 내부의 온도분포를 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4.1 토치의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온도분포

Fig. 2∼4은 유입 Ar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단면 

a, b, c(Fig. 1)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단면

에서 유입 Ar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해 가능 온도인 1500K 

이상의 역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아크 유출부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면인 단면 a의 경우

(Fig. 2), 1500K 이상의 역이 반응부 내부 체 길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입 Ar의 온도가 1600K, 1700K, 1800K 

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약 75.0%, 83.3%, 90.2%로 증가

한다. 이것은 온도 100K 당 약 7.6% 증가하는 결과이며 분

해 역이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의미

한다. 

단면 b (Fig. 3)에서는 분해 역은 증가하나 유입 Ar 온

도의 증가에 따른 분해 역의 폭이 증가하는 비율이 단면 

A와 비교하여 약 50% 정도 감소해, Ar의 유입온도를 유지

하는 최고온도 역은 증가하고 반 로 1500K 이하의 역

에 형성되는 최 온도는 하강한다. 즉 최고온도에서 최 온

도로 하강하는 역이 좁아져 온도의 변화의 기울기가 매우 

커진다.

단면 c의 경우는 단면 a와 유사한 온도변화의 패턴을 보

이나, 열 달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분해 역은 확 되고 

최 온도도 상승한다.  

그림 2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온도분포(Section a )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eacting zone as 

temperature variation(Section A)

그림 3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온도분포(Section b )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eacting zone as 

temperature variation(S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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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온도분포(Section c )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eacting zone as 

temperature variation(Section c)

라즈마 토치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온도분포를 살

펴보면 1800K일 때 분해온도의 역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 지사용량에 따른 효율을 감안하면  

1700K일 때가 가장 이상 인 토치온도라고 사료된다.

4.2 유입가스(Ar)의 유속변화에 따른 온도분포

Fig. 5∼7은 1700K일 때 유입 Ar의 유속변화에 따른 반

응부 내 단면 a, b, c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모

든 단면에서 유입 Ar의 유속이 빠를수록 분해 가능 온도인 

1500K 이상의 역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유속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온도분포(Section a)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eacting zone as velocity 

variation(Section a)

그림 6 유속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온도분포(Section b)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eacting zone as velocity 

variation(Section b)

그림 7 유속변화에 따른 반응부 내 온도분포(Section c)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eacting zone as velocity 

variation(Section c)

아크 유출부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면인 단면 a의 경우

(Fig. 5), 1500K 이상의 역 유입 Ar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 유속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나, 단면 b (Fig. 6)에서는 유속이 2m/s인 경우에만 증가하

고 1.5m/s  2.5m/s인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결과를 나타

낸다. 특징 인 것은 유속이 2m/s  2.5m/s인 경우, 상

으로 최고온도 역의 증가로 인해 온도 변화의 기울기가 

커져 최 온도가 하강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단면 c의 경우는 단면 a와 유사한 온도변화의 패턴을 보

이며, 열 달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분해 역은 확 되고 

단면 b에서 하강하 던 최 온도도 다시 상승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유입 Ar의 온도변화는 온도에 비례하

여 분해 역이 확 되는 결과(Fig. 2∼4)를 나타내나, 유속

의 경우는 장비의 구조, 물리  조건, 유동장의 형상 등에 

따라 투입 에 지 비 분해효율 높은 최 의 Ar 유입 속도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반응부 내 속도분포

Fig. 8 Velocity distribution in reacting zone

Fig. 8은 유입가스(Ar)이 2m/s일 때 반응부 내의 속도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동장 내의 유속은 0.33m/s에서 

2.00m/s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HFC-23과 하는 

아크표면의 유속은 아크 심부의 유속과 비교하 을 때 최

 약 1.67m/s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상 으로 속이

나 도가 큰 기상의 HFC-23과 고온의 Ar이 상호 간의 운

동량  에 지 교환을 통해 상 속도의 차가 감소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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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역에서 분해에 필요한 온도인 

1500K 이상을 유지하므로 이러한 역의 크기의 소가 분

해효율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아크 라즈마를 이용한 HFC-23의 분해과정 

 주요 제어변수인 라즈마의 온도 변화와 Ar의 유속변화

에 따른 반응부 내부의 온도분포를 으로 수치해석을 수

행하 다. 유입산소의 온도별 특성을 보면 각각 1600K, 

1700K, 1800K으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해온도인 

1500K의 역이 약 75.0%, 83.3%, 90.2%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1800K일 때 분해온도의 

역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 지사용량에 

따른 효율을 감안하면  1700K일 때가 가장 이상 인 토치

온도라고 사료된다. 유속별 특성에서는 어느 정도 유속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나, 단면 b 에서는 유속이 

2m/s인 경우에만 증가하고 1.5m/s  2.5m/s인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온도의 변화와 유속의 

변화를 주었을 때 모두 온도 역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온도

변화에서는 온도에 비례하여 분해 역이 확 고, 유속변화

에서는 장비의 구조, 물리  조건에 따라 투입 에 지 비 

분해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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