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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 드로스를 재활용하여 생성 된 수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질소산화물 제거

SCR 촉매를 제조하였다. 현재 상용중인 촉매와 화학적 특성과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 타입의 하니컴 형태의 V2O5-WO3-TiO2-Al2O3 SCR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XRF와 BET를 사용하

여 화학적 특성을 평가 비교하였다. 또한 MR(Micro Reactor)을 이용하여 350°C와 450°C에서 질소산

화물 제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80~90%의 제거 효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알루미늄 생산 공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산물로서

산화물인 알루미늄 드로스가 형성되어지며, 이는 전

체 공정에서 약 5~30%정도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

되어지는 드로스는 현재 폐기물로서 매립을 통한 처

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매립비용

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문제점도 같

이 존재하고 있다.
1)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되어

지는 폐드로스 재처리를 통해 재자원화하여 하나의

원료물질로 사용하면 환경오염 해결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업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

중 하나가 현재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대기오염물

질 제거를 위한 촉매로서의 사용이다. 현재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석탄, 석유와 같은 에너지 사용량이 급

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이 생성되

어 방출되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

어지고 있으며, 이 때 발생되어지는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 NO, NO2) 대한 저감을

위해 촉매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이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촉매가 선택적 환원 촉매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이며, 이는 제

거 선택 효율과 경제성 면에서도 우수한 물질로 평

가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석으로부터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

하는 기존의 Bayer Process
2)
방법을 이용하여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알루미늄 폐드로스로부터 수

산화알루미늄을 회수하고, 이렇게 회수한 수산화알루

미늄을 V2O5-TiO2계 SCR 촉매에 일부 대체함으로

써 SCR 촉매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 TiO2로 인한

특성으로 약한 기계적 강도, 소결에 대한 낮은 저항

성 등 물리적 성질의 단점을 보완하고 탈질 활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폐기물로부터

자원 재순환된 대기 정화용 V2O5-WO3-TiO2-Al2O3

SCR촉매를 제조하고, 상용촉매 3종과 촉매 활성, 세

공 특성, 화학적 조성, 압축강도 비교 분석을 행하였

다.

2. 실험방법

2-1. 알루미늄 드로스의 재활용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드로스 중에 잔류하는 금

속 알루미늄을 수산화알루미늄(Al(OH)3)으로 회수하

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얻어진 알

루미늄 드로스 180g을 9% NaOH 용액에 반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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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드로스 내에 잔존하는 알루미늄을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여과시켜 용해되지 않은 폐기물을 분리하고,

소듐알루미네이트(NaAlO2) 수용액을 얻었다. 얻어진

NaAlO2 수용액(pH=15)에 2M 질산(HNO3)을 첨가하

여 pH=8~9 정도로 맞추어 Al(OH)3 침전물을 얻었다.

이 침전물을 여과하여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고

100°C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2-2. 촉매의 제조
위에서 제조 되어진 Al(OH)3를 활용하여 하니컴형

(Honeycomb type) SCR 촉매를 제조하였다. 재처리

촉매원료의 사용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재처리

Al(OH)3와 촉매용 TiO2(NT-06,㈜나노)의 혼합비를

조절하여, 5%의 재활용 한 Al(OH)3를 사용하였다.

금형은 1inch 크기를 사용하여 테스트 시편을 제조

하였으며, 압출되어진 허니컴 촉매는 60℃의 온도로

약 3일간 건조하여 촉매 건조체를 얻었다. 촉매 건조

체는 분당 0.5℃의 승온 속도로600℃까지 승온하여

하소하였다.

2-3. 촉매의 특성 평가
제조 된 V2O5-WO3-TiO2-Al2O3SCR탈질 촉매의 화

학적 조성 분석을 위해 X선 형광 분석기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PANalytical Co., Axios Minerals)를 사용하였으며,

제조되어진 촉매의 비표면적 및 세공특성 평가를 위

해 기공분석장치(Volumetric analyzer,

MICROMERITICS Co., ASAP2010)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V2O5-TiO2-Al2O3 SCR 탈질 촉매의 질소

산화물 제거 효율과 촉매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이

크로 리엑터(MR:Micro Reactor)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촉매 3종과 화학

적 방법을 통해 재순환 된 Al(OH)3 시료를 사용하여

생성 된 V2O5-WO3-TiO2-Al2O3 SCR 촉매의 XRF

결과를 Table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상기 방법으로 제조 되어진

V2O5-WO3-TiO2-Al2O3 SCR촉매의 Al2O3 함량이 A,

B, C 사의 상용촉매 3종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촉매 활성에 영향을 주는 V2O5, WO3

함량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iO2 SiO2 WO3 Al2O3 V2O5 CaO SO3

A 80.2 3.4 5.2 0.9 0.6 2.1 3.5

B 76.2 8.2 8.3 2.7 0.5 2.0 1.3

C 79.6 8.2 5.2 2.0 0.6 2.1 0.9

Al2O3
SCR

74.9 8.5 5.5 5.3 0.5 2.0 1.9

[표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ample dross

촉매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물리적 특성

은 비표면적, 기공부피(pore volume), 기공크기(pore

size) 등으로 알려져 있다. 비표면적은 촉매 반응이

표면 반응인 관계로 촉매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다루어져 왔고 일반적으로 비표면적

이 클수록 활성 Site가 증가하여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rvulescu등은 비표면적이 클 때

vanadium의 분산도가 향상되고 이는 Lewis 산점에

ammonia의 화학 흡착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3-4)
상용

촉매 3종과 V2O5-WO3-TiO2-Al2O3 SCR촉매의 비표

면적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

었다. TiO2만을 주 원료로 사용한 상용촉매 3종의 평

균 비표면적은 60.8m2/g이며, pore volume이

0.26cm
3
/g이었다. 그에 비해 제조 되어진

V2O5-WO3-TiO2-Al2O3 SCR촉매는 Al2O3의 영향으

로 인해 미세기공이 늘고 비표면적이 증가하는 현상

을 보여, 비표면적이 68m
2
/g이며, pore volume이

0.24cm
3
/g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SCR

촉매 제품이 가지는 BET(55~65m2/g) 결과에 만족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BET
(m
2
/g)

Pore Volume
(cm

3
/g)

Pore diameter
(nm)

Ads. Des. AVG Ads. Des.

A 52.16 0.27 0.28 20.35 18.70 14.83

B 65.46 0.27 0.27 15.25 15.21 14.33

C 64.8 0.25 0.2785 14.07 14.26 13.39

Al2O3
SCR 68.24 0.24 0.24 12.63 13.95 13.05

Ads. : Adsorption
Des. : Desorption

[표 2] BET/ Pore Size of the sample dross

시험 제조 한 V2O5-WO3-TiO2-Al2O3 SCR촉매의

De-NOx 활성평가를 Micro reactor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면속도(AV:area velocity)를 10m/h에 맞춰

촉매 샘플 크기를 조절하였고, 350°C와 450°C 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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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간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 가스 조건은

일반적인 배기가스에서 발생되어지는 가스와 유사한

모사가스를 NOx 300ppmvd, SO2 500ppmvd, O2 5%,

H2O 10%, α(NH3/NOx mole ratio) 1.0의 비율로 조

절하여 만들어진 혼합 가스를 촉매에 공급하였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촉매 샘플의 전, 후단 온도가 1.

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절하여 촉매 활성을 평가하

였다5). Fig.1는 측정되어진 질소산화물 제거

(De-NOx) 활성을 나타낸 것이다. 알루미늄 드로스

로부터 재활용 된 Al(OH)3를 사용한

V2O5-WO3-TiO2-Al2O3 SCR촉매는 350℃에서 89%

이상의 NOx 제거 효율을 확인하였으며, 450°C에서

94% 이상의 NOx 제거 효율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

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촉매와 De-NOx 효율을 비

교 했을 시 유사한 촉매 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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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e-NOx activity of V2O5-WO3-TiO2-Al2O3 SCR Catalyst

4. 결론
본 연구는 산업적으로 폐기되어지는 알루미늄 드로

스를 재활용하여 V2O5-WO3-TiO2-Al2O3 SCR촉매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매립으로 의한 환경문제 해결

과 대기 중의 NOx 제거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알루미늄 드로스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침출하여,

침출 용액 중에서 수산화알루미늄 분말을 제조하였

으며, 이렇게 제조 된 수산화알루미늄 분말을 질소산

화물 제거(De-NOx) 촉매인 SCR 촉매에 첨가함으로

써 기존의 SCR 촉매가 가지는 단점 중 하나인 물리

적 성질을 보완하고 상용적 촉매와 유사한 질소산화

물 제거 효율을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원 재순환으로 제조 되어진

V2O5-WO3-TiO2-Al2O3 SCR촉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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