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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iO2 담체에 귀금속(Pd, Ru, Ir)을 담지시켜 촉매를 제조하였다. 금속분산의 향상을 위해 H2O-H2 전처리 기
술이 이용되었고, 반응물로서 xylene, toluene 그리고 MEK를 사용하였다. 단일금속과 합금금속의 촉매들은 함침법에 의해
준비하였고, XRD, XPS 분석을 통하여 특성 분석하였다. Pd-Ru, Pd-Ir 촉매는 다양한 활성점을 나타내었고, 그것은 Pd의
metal 영역를 강화시켰다. 합금금속으로 이루어진 촉매가 단일 금속으로 이루어진 촉매에 비해 VOCs 전환율이 더 높았다.
H2O-H2 전처리 기술은 Pd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켰다. 이는 촉매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서 Pd에 소량의 Ru, Ir 첨가는 VOCs의 산화반응을 증진시켰고, TiO2 담체상에서 H2O-H2 전처리는 VOCs의 제거효율을
증진시켰다.
In this study, noble metals (Pd, Ru, Ir) were supported to TiO2 catalyst. In order to distribute metals uniformly, H2O-H2 pretreatment technique was used. Xylene, toluene, and MEK were used as reactants. The monometallic or bimetallic catalysts were
prepared by the excess wetness impregnation method and were characterized by XRD, and XPS analysis. Pd-Ru, Pd-Ir bimetallic
catalysts had multipoint active sites which improved the range of Pd metal state. Bimetallic catalysts had a higher conversion
of VOCs than that of monometallic one. The effect of H2O-H2 pretreatment technique was the enhancement of uniform distribution of Pd particles and promotion of catalytic efficiency. In this study, addition of Ru and Ir metals to Pd promoted oxidation conversion of VOCs. In addition, H2O-H2 pretreatment promoted removal efficiency of VOCs on the TiO2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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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시설, 도장시설, 세탁소, 저유소, 주유소 및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
스 등의 인위적 배출원과 나무와 같은 자연적 배출원이 있다.
이러한 VOCs는 대기로 배출되기 이전에 제어되어야 하는데, 현재
까지의 처리기술은 크게 파괴기술과 회수기술로 분류된다. VOCs 파
괴에는 산화 또는 소각인 연소기술이 이용되는데 복열, 재생열 회수
장치를 포함한 열산화법과 촉매 산화법이 이 기술에 해당한다. VOCs
를 최종 처리하기 전에 포집하기 위한 회수기술에는 흡착, 흡수, 응축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생물학적 처리법이나 흡⋅탈착 촉매산화방
식을 이용한 각종 신기술을 이용한 방지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1].
촉매산화법(Catalytic Oxidation)은 고정원에서 발생되는 VOCs 물
질을 촉매를 이용하여 직접 산화시켜 낮은 온도(200∼400 ℃)에서 무
해한 수증기(H2O)와 이산화탄소(CO2)로 산화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대부분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최근 자동차수의 급증이
나 각종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주거
하고 있는 대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과 소비의 증대에 따라 증가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 등에서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VOCs가 환경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증기압이 매우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어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 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PAN (Peroxyacetal Nitrate) 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함으로써 광화학스모그 현상을 야기시키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또한 발암성물질로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대부분의 VOCs는 악취
를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 주요 배출원으로는 유기용제 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근래에 촉매산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
에 한 단계 진화된 축열식촉매산화법과 농축촉매산화법이 넓은 적용
범위, 고효율, 저비용, 적은 초기투자비를 바탕으로 VOCs 제거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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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eparation of catalysts.
2.3. 실험장치

Figure 1. The process of H2O-H2 pretreatment.
관심을 받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xylene,
toluene, MEK를 반응물로 사용하여 촉매에 의한 산화특성과 H2O-H2
전처리에 의한 영향을 연구하였고, 귀금속계 촉매 사용에 의한 효율
변화와 조촉매 첨가에 따른 VOCs 제거효율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H2O-H2 전처리 기술

H2O-H2 전처리기술이란 금속분산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나노기술로서, 촉매 제조에 본 기술을 적용하면 금속입자가 담체표면
에 균질하게 분산⋅코팅되어 유해가스와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
화되어, 촉매의 성능(제거효율, 반응온도, 공간속도 등)이 향상되고 열
화에 의한 금속 뭉침 현상이 방지되어 촉매의 내구성이 증대된다[2].

반응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MFC (mass flow controller), 반응기,
Heating mantle, PID 제어기 등을 설치하였다. 가스의 유량은 MFC로
조절하여 반응기 안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Xylene, toluene, MEK
등의 VOCs 성분은 용액이송펌프를 이용하여 액체상태로 주입하고
예열기를 통해 촉매층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히 기화되도록 하였다.
사용된 가스는 N2와 O2를 사용하였다. 반응실험에 있어서 각 반응물
의 농도는 1000 ppm되도록 조절하였으며 반응기를 통과하는 가스의
-1
총 유량은 2.6 L/min으로 조절해서 촉매의 공간속도를 20000 h 으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반응기는 고정층 형태의 연속 흐름 반응장치
로서 Figure 3에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반응기에는 유리섬유와
stainless 망을 이용해서 입상의 촉매를 충전하여 반응실험을 수행하
였다.
PID 제어기를 이용하여 반응기의 온도는 150∼300 ℃ 범위에서
승온시키며 30 ℃ 간격으로 측정하여 VOCs 물질의 전환율을 조사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2.2. 촉매 제조

본 연구에서는 VOCs의 산화반응을 위하여 TiO2에 Pd, Ir, Ru를 담
지한 촉매를 제조하여 반응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촉매는 TiO2를 담체로 사용하였으며, TiO2는 금속을 담지
시키기 전에 150 ℃에서 5 h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다. 제조한 촉매에
서 Pd의 함량은 1.5 wt%, Ir과 Ru의 함량은 각각 0.2 wt%가 되도록
초기 함침하였다. 촉매의 소성은 500 ℃까지 O2 흘려주면서 1.5 h 동
안 승온 후 O2를 차단하고 N2를 30 min 동안 흘려준 후 500 ℃에서
H2를 흘리면서 2 h 동안 소성하였다.
또한 금속의 뭉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H2O-H2 전처리를 한 촉
매를 제조하였는데 소성이 끝난 촉매를 상온으로 식힌 후 H2O 10
mL/min, H2 100 mL/min을 흘려주면서 H2O를 충분히 흘려준 후 H2O
를 1 mL/min으로 바꾸고, O2를 5 mL/min로 흘려주면서 500 ℃까지
승온시켰다.
제조순서를 정리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3.1. XPS 분석

XPS 분석에서는 TiO2 표면에서의 Pd, Pd-Ir, Pd-Ru 산화상태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응의 전화율 및 촉매의 안정도 등을 연관시켜 규명하려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VG Scientifics사의 ESCALAB 250 XPS
spectrometer이다. C1s (284.6 eV)를 기준 피크로 하여 charging effect
및 work fundation에 의한 shiht를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보정하였다.
data 분석은 XPS 분석 program 중 하나인 XPS 피크로 피크분석 및
면적계산을 하였다.
Figure 4∼5는 fresh 촉매와 aged 촉매의 XPS peak deconvolution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d에 대한 XPS 피크에서 Pd 3d5/2와 Pd 3d3/2 밴드는 335.2 eV와
340.2 eV에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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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XPS spectra of Pd 3d from the aged catalysts.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ure 6. XRD spectra of the aged catalysts, (▼ TiO2,▽ rutile TiO2,
◇ PdO).

Figure 4. XPS spectra of Pd 3d from the fresh catalysts.
Figure 4는 fresh 촉매의 XPS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H2O-H2 전처
리를 한 후의 촉매의 peak를 살펴보면 1.5Pd, 1.5Pd0.2Ir, 1.5Pd0.2Ru
촉매는 각각 0.06, 1.19, 0.12 eV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피크
가 높은 결합에너지로 positive shift 되는 것은 Pd의 산화상태의 저하
를 의미하며, H2O-H2 전처리 후 금속 Pd의 형태로 바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5 Pd/TiO2를 제외하고는 피크의 면적이 증가함을 볼
수 있데, 이것은 Pd-Ir, Pd-Ru 금속이 담체 표면에 고르게 분산되었음
을 나타낸다.
Figure 5는 aged 촉매로 H2O-H2 전처리를 한 후 피크를 살펴보면
1.5 Pd 촉매는 binding energy가 0.09 eV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Pd의
산화상태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1.5Pd0.2Ir, 1.5Pd0.2Ru 촉매의
피크은 각각 0.06, 0.61 eV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H2O-H2 전처리를 한 후 촉매가 환원이 되면서 금속 Pd의 형태로 바뀌
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피크 면적이 1.5Pd0.2Ru 촉매를 제외하고는
감소하였는데, 담체 표면에 금속의 분산이 고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공업화학, 제 18 권 제 6 호, 2007

결과적으로 TiO2를 담체로 사용한 촉매에서는 Pd, Ir, Ru의 금속 형
태의 촉매보다 Pd-Ir, Pd-Ru 형태의 bimetal 촉매가 대체로 금속의 형
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H2O-H2 전처리를 한 후 대
부분의 촉에서 피크 면적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3.2. XRD 분석
XRD 분석에서는 금속성분의 피크를 자세히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1.5 wt% 촉매 대신에 5 wt%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Figure 6, 7은 H2O-H2 전처리 후의 XRD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H2O-H2 전처리 전의 일부의 TiO2 peak이 Rutile TiO2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H2O-H2 전처리 전에는 볼 수 없었던 Pd 금속피크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앞의 실험에서 보면 H2O-H2 전처리 후에 모
든 촉매의 활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XRD graph를 보아도 모든 촉매에
서 금속입자가 고르게 분산된 XRD 피크와 함께 Rutile 상태의 TiO2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TiO2가 고온에 의해 Rutile상으로 변
화하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분산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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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XRD
Item

Operating condition

Model

Rigaku D/MAX-2200 Ultima/PC

X-ray source

CuKα

Filter

Ni

Count

700,000cps

Voltage

40 KV

Current

40 mA

Scanning speed

1°/min

Scanning range

20°∼80°

Figure 8. The conversion for toluene at various temperature, (H :
H2O-H2 pretreated catalyst).

Figure 7. XRD spectra of the aged catalysts, (▼ TiO2, ▽ rutile TiO2,
● Pd metal, ◇ PdO, ↓ IrO, ■ Ru metal).
3.3. H2O-H2 전처리에 따른 반응온도별 영향
Figure 8∼10은 촉매의 반응온도에 따른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촉
매의 소성과정에서 500 ℃에서 2 hr 소성한 후에 상온까지 냉각한
fresh 촉매에 H2O-H2 전처리를 하여 촉매를 제조하고 반응실험을 하
였다.
전체적으로 H2O-H2 전처리 후 촉매의 전환율이 H2O-H2 전처리를
하지 않은 촉매보다 높았다. Figure 8∼9에서 보듯이 톨루엔, 자일렌
의 경우 210 ℃에서 높은 전환율을 보였다. 또한 H2O-H2 전처리 후
촉매는 240 ℃에서 모든 반응물에 대하여 95%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
냈다.
Figure 8을 보면 톨루엔의 경우 H2O-H2 전처리 후 촉매는 210 ℃에
서 Pd-Ir, Pd-Ru 촉매의 전환율이 98% 이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H2OH2 전처리를 하지 않은 촉매에서도 조촉매가 첨가된 Pd-Ir, Pd-Ru 촉
매의 전환율이 monometal 형태인 Pd/TiO2 촉매보다 더 좋은 제거성능
을 나타냈다. Figure 9의 자일렌의 경우 저온영역부터 H2O-H2 전처리
후 PdRu/TiO2 촉매의 전환율이 타 촉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Figure 8과 마찬가지로 H2O-H2 전처리 후 촉매의 제거성능이 월등히
좋았다. Figure 10에서 반응물이 MEK일 때는 예상과 달리 monometal
형태의 Pd/TiO2 촉매에서 가장 높은 전환율이 나타났다. H2O-H2 전처
리를 한 후 bimetal 형태의 Pd-Ir, PdRu 촉매에서는 활성이 좋아지지
않았다.
Pd에 Ir이나 Ru 등을 첨가한 bimetal 형태의 촉매에서 높은 전환율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H2O-H2 전처리를 한 후 촉매의 VOCs 제거성

Figure 9. The conversion for xylene at various temperature, (H :
H2O-H2 pretreated catalyst).

Figure 10. The conversion for MEK at various temperature, (H : H2OH2 pretreated catalyst).
능이 월등히 향상되었고, 여기에서도 bimetal 형태의 촉매 활성이 뛰
어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MEK를 반응물질로 사용한 경우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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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metal 형태의 촉매가 활성이 좋게 나타났다.

4. 결

론

체의 형성이 새로운 활성점으로 작용한 bimetal 형태의 촉매가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H2O-H2 전처리에 의해 뭉침현상이 방지되고
금속 입자의 분산성이 높아져 촉매의 VOCs 제거효율 및 저온에서 촉
매 활성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TiO2를 담체를 사용하여 Pd에 Ir, Ru을 첨가한 나노
촉매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화반응실험과 특성 분석을 행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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