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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처리 시스템에 재활용하기 위해 운전조건이 서로 다른 

폐 자동차 촉매를 이용하여 촉매의 최적 재생 조건 및 VOCs 연소활성특성을 조사하였다. 폐 촉매의 최적 재생 조건을 

찾기 위해 산세기가 서로 다른 5종류(질산(HNO3), 황산(H2SO4), 옥살산(C2H2O4), 구연산(C6H8O7), 인산(H3PO4))의 산을 이

용하여 재생 처리하였으며, 질소 흡착등온선, XRD와 ICP를 이용하여 폐 촉매와 재생 처리한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폐 자동차 촉매의 피독물질과 백금족 금속(PGMs)의 상대적 함유율은 촉매의 위치에 따라 달랐으며, 주요 

피독물질은 윤활유 오일첨가제와 엔진 및 배출가스 파이프에 함유된 물질이었다. 그리고 폐 자동차 촉매는 산수용액 

전처리 후 백금족 금속의 상대적 함유율, BET 비표면적 및 평균기공크기가 폐 촉매에 비해 증가하였다. 폐 촉매와 재생 

처리한 촉매의 VOCs 연소활성 실험 결과 폐 촉매가 VOCs 처리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HNO3와 C2H2O4 전처리를 한 촉매의 반응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그리고 전처리한 촉매의 반응활성은 산처리로 인한 

피독 오염물질의 제거율 및 조직 특성 변화 보다는 백금족 금속인 백금(Pt)의 함유율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The optimum regeneration conditions for the regeneration of three way spent catalysts (TWCs), which were taken from 

automobiles with different driving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as alternative catalysts for removing 

VOCs. The spent catalysts were washed with five different acids (HNO3, H2SO4, C2H2O4, C6H8O7, and H3PO4) to remove 

contaminants and examine the optimum conditions for recovering the catalytic activity.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pent 

and its regenerated TWCs were evaluated by using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XRD, and ICP. The relative atomic 

ratios of contaminants and platinum group metals (PGMs) of the spent TWCs were greatly dependent on the placed positions. 

The main contaminants formed were lubricant oil additives and metallic components. Also, the regeneration treatment increased 

the PGMs ratio, BET surface area, and average pore diameter of TWCs. The catalytic activity results indicated that the spent 

TWCs have the possibility for removing VOCs. Moreover, the employed acid treatments greatly enhanced the catalytic activity 

of the spent TWCs. Especially, nitric and oxalic acids provided the most improvement in the catalytic behavior. The catalytic 

activities of the regenerated TWC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containing platinum ratios rather than the removal ratios 

of contaminants and the changes in the structural properties offered by the acid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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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촉매 전환기(Catalytic Converter)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요 유해 

오염물질로 알려진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

(NOx) 등을 물(H2O), 이산화탄소(CO2), 질소(N2) 등과 같이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물질로 변환 시키기 위해 가솔린 자동차의 배기장

치 내에 장착된 배기가스 저감 설비이다. 미국에서는 1974년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신형 자동차에 촉매 전환기를 장착하기 시작하였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 보전 법에 따라 1987년부터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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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 가솔린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로 

삼원 촉매 정화장치(Three Way Convert, TWC)의 장착을 의무화 하

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 사용되는 촉매는 

펠렛(또는 비드) 및 모노리스 모양의 세라믹(또는 금속형) 지지체

에 백금족 금속(PGMs)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과 각종 촉

매 안정화제 및 형성억제제등 보조 첨가제를 적절한 비율로 조합

하여 만든다. 그리고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지지체의 종류, 백금족 금속과 각종 첨가제의 담지량 및 구성비율 

등은 자동차의 크기, 차종 및 제조회사에 따라 다르다[1-8].

촉매전환기에 장착된 촉매는 촉매의 활성 및 선택도가 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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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Properties of K-P-20 and K-C-28 Catalysts

Catalyst Shape
Size
(cm)

BET surface area
(m2/g)

Average pore 
width (Å)

K-P-20-F

monolith 
cylinder

1.0 × 3.0

6.2 102.4

K-P-20-R 8.1 129.6

K-C-28-F 4.8 101.1

K-C-28-R 7.2 117.8

Figure 1. Top view and segment of spent three way catalysts (TWCs): 

K-P-20 (top) and K-C-28 (bottom).

스 규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동차의 운전 수명이 다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촉매로 교체하거나 폐기물로 처리된 후 재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폐차

되는 자동차 발생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 등록대

수는 2005년 15875천대로 1996년에 비해 약 630만여 대가 증가하

였으며,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약 560만여 대가 증가한 21547

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폐 자동차 발생량은 

2005년 약 54만대에서 2010년에는 약 74만대로 약 37%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 자동차에 발생하는 촉매전환기의 연

간 회수율은 백금족 금속의 구매력이 꾸준하게 상승하여 현재 

90%정도의 회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폐 자동차 

발생량과 촉매정화장치의 회수비율을 고려해 볼 때 재활용에 활용

할 수 있는 폐 자동차 촉매는 연간 약 45만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2,7,9].

산업적 및 경제적 활용 가치가 떨어져 폐기된 촉매를 재생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은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의 효율적인 재이용이라

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지만, 촉매가 사용

되었던 조건에 따라 촉매의 구조적, 물리화학적 특성이 크게 차이

가 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힘들다. 또한 재생 기술이 가

지고 있는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커 일부 기술 선진국만이 관

련 기술을 개발하여 제한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폐

기된 자동차 폐 촉매를 효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적

절한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폐기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 촉

매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폐 촉매에 함유된 고가의 백금족 금

속을 추출 및 회수하는 기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제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10,11].

한편, 촉매연소 반응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처리하는데 있

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촉매의 선택도에 대한 민

감도가 낮은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12-14]. 배기가스정화용 촉매시

스템에 사용되는 백금족계열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

(Rh) 등은 VOCs 제거 반응에 매우 우수하므로 자동차 배기가스정

화용 폐 촉매를 적절한 재생 방법을 이용하여 재생 처리 후 VOCs 

처리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면 촉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촉매연소 공정에서 촉매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 상승 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VOCs 제거를 위한 촉매연소공정에 배기가스 정화용 자동차 

폐 촉매의 재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운전조건이 서로 다른 자

동차 폐 촉매 2종류를 선정하여 이들 촉매가 지니고 있는 물리화

학적 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폐 촉매의 상태에 따른 최적 재생

기술을 개발하여 VOCs 연소공정 촉매로서의 재활용 특성을 조사

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 사용한 배기 가스 정화용 자동차 폐 촉매는 자동차 차

종 및 주행거리로 구분하였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각각 200,000 

km와 280,000 km 운전 후 폐차된 기아 자동차 P모델과 C모델 차량

을 선정한 후 배기 가스 정화용 촉매 전환기 시스템의 전반부와 후

반부에서 실험에 필요한 촉매 시편을 채취하였다. 폐 촉매 시편의 

기본 모양 및 특성은 Table 1과 Figur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에 

정리한 것처럼, 실험에 사용한 촉매 시편을 명명하기 위해 시편명

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알파벳은 각각 자동차 회사와 차종을 나타내

었으며, 숫자는 만 km 단위의 주행거리를 그리고 시편의 채취 위

치에 따라 전반부는 F, 후반부는 R로 표기하였다. 또한 Figure 1에 

나타낸 실험용 촉매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먼저 촉매 전환기의 

housing을 전동기로 제거한 후, housing 내에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

로 구분되어 있는 촉매로부터 촉매 시편의 무게가 약 1.0 g이 되도

록 제작하였다. Table 1과 Figure 1에 정리한 것처럼, 시험용 시편의 

지름은 약 1.0 cm, 높이는 약 3.0 cm이었다. 

촉매의 활성감소는 피독, 소결, 활성물질의 소실 그리고 탄소 침

적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폐 촉매를 재생시킬 목

적으로 산세기가 서로 다른 5종류의 산(질산(HNO3), 황산(H2SO4), 

옥살산(C2H2O4), 구연산(C6H8O7), 인산(H3PO4))을 사용하였다. 먼저 

0.1 N 농도의 산 수용액을 제조한 후, 준비된 폐 촉매 시편을 산 

수용액 30 mL와 함께 마개가 달린 50 mL 시험관에 넣고 교반기 

(KMC-8480SF, Vision Scientific Co., Korea)의 속도를 150 RPM으로 

하여 12 h 동안 처리하였다. 산 처리된 폐 촉매는 탈이온수로 pH 

7이 될 때까지 세척하고 120 ℃의 건조기(MOV-212, SANYO 

Electric Co., Japan)에서 하루 동안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배기가스용 자동차 폐 촉매와 이를 재생 처리한 촉매의 결정구

조는 40 kV와 20 mA 조건에서 CuKα와 Ni-filter를 사용하여 X-선 

회절분석기(X-ray powder diffractometer, Rigaku, Geigerflex)로 그린 

X-선 회절 패턴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폐 촉매와 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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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D patterns of K-P-20 and K-C-28 catalysts (△ 2MgO⋅2Al2O3⋅5SiO2).

처리한 촉매의 실제 귀금속 및 피독물질의 함량 및 성분 조사를 위

해 ICP (Perkin Elmer OPTIMA 4300D, USA)를 이용하였다. 또한 실

험에 사용한 촉매의 비표면적 및 평균 기공크기는 부피 흡착량 측

정장치(ASAP 2020, Micromeritics, USA)를 이용하여 액체 질소온도

인 77 K에서 측정한 질소 흡착등온선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2.2. 실험 장치 및 방법 

촉매반응 실험은 통상의 고정층 상압 유통식 반응장치를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한 공기와 purge 가스로 사용한 질소는 고순도 가

스를 사용하였고, 유량조절기(Unit Co. Ltd)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

하였으며 유량조절기 전후에 filter와 check valve를 설치하였다. 실

험에 사용한 VOCs (Benzene, Toluene, Xylene)는 저온항온조(Fisher 

Scientific, USA) 내에 설치된 증발관을 통하여 공기에 의한 동반 증

발로 반응기에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반응물의 농도는 항온조의 온

도를 변화시키고 또한 공기희석관을 설치하여 조절하였다. 그리고 

VOCs의 흡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석관을 80∼90 ℃로 가열하였

다. 반응기는 고정층 반응기로서 내경이 1.2 cm, 길이가 35 cm인 

Y자형의 석영관을 이용하였으며 Rasching ring 상에 석영솜상의 1.0 

g의 촉매를 충진하였다 반응온도는 촉매층의 중심부에 설치된 열

전대(chromel-alumel)와 PID 온도조절기를 이용하여 120∼630 ℃ 범

위에서 조절하였다. 증발관에서 GC (Gas Chromatograph)에 이르는 

각 연결관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선으로 

감아 120 ℃를 유지하였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석은 GC (GC-14A, 

Shimadzu, Japan)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분석컬럼은 

5% bentone-34, 5% DNP/simalite (60∼80 mesh, 3 mm Φ × 3 m)와 

Porapak Q (50∼80 mesh, 3 mm Φ × 3 m) 및 Molecular sieve 5A 

(60∼80 mesh, 3 mm Φ × 3 m)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배기가스 정화용 폐 촉매(K-P-20, K-C-28)의 물리화학적 

특성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의 상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운전 환경 

및 자동차의 관리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다양한 기기분석

법을 이용하여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촉매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질소 흡착등온선과 XRD를 이용하여 폐 자동차 촉매의 결

정 구조 및 기본 특성을 살펴보았다. Table 1에 정리한 것처럼, 자

동차 촉매는 오염가스의 접촉위치에 따라 BET 비표면적과 평균 

기공 크기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P-20 촉매는 

BET 비표면적이 6.2∼8.1 m2/g의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 기공 크기 

분포는 102∼130 Å 이었다. 그리고 K-C-28 촉매는 비표면적이 약 

4.8∼7.2 m2/g로 K-P-20 촉매에 비해 작았으며, 평균 기공 크기는 

101∼118 Å의 범위에서 존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두 촉매 모두 

각종 오염물 접촉이 빈번한 전반부(F) 시편이 후반부(R) 시편에 비

해 더 작은 BET 비표면적과 평균기공 크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Figure 2에 나타낸 것처럼 XRD 회절피크 분석 결과는 K-P-20 촉매

와 K-C-28 촉매 모두 주된 성분이 cordierite 구조(주요 회절 피크, 

2 theta = 17.9, 21.6, 26.2, 28.2, 29.2, 33.8, 47.2, 54.6 등)를 나타내는 

2MgO⋅2Al2O3⋅5SiO2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오염물 접촉 빈도가 

적은 후반부(R) 시편이 전반부(F) 시편에 비해 더 강한 회절 패턴

을 보여주었다. 

한편, ICP를 이용하여 자동차 폐 촉매 내에 남아 있는 백금족 금

속(Pd, Pt, Rh)을 비롯한 자동차 촉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함유율과 연료 첨가제(납(Pb)과 황(S)), 윤활유 오일 첨가제(아연

(Zn), 칼슘(Ca), 인(P)), 엔진 및 배출 가스 파이프에 함유된 물질 

(철(Fe), 니켈(Ni). 구리(Cu), 크롬(Cr)) 등 각종 불순물질의 농도를 

조사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자동차 촉

매의 기본 구성물질과 피독 물질의 농도는 채취한 시편의 위치에 

따라 크게 달랐다. Figure 3(a)에 나타낸 백금족 금속 성분을 살펴

보면, 실험에 사용한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Pd

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Pt 성분이 Rh에 비해 함유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K-P-20 촉매의 Pt 성분의 함유율이 K-C-28 촉매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또한 두 촉매 모두 후반부 채취 시편이 전반부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함유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Pt와 Rh의 비 

(Pt/Rh)는 K-P-20 촉매가 약 5.8∼6.4 : 1 그리고 K-C-28 촉매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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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s 3. Mass atomic ratios of (a) precious metals (M = Pt, Rh, and Pd), (b) and (c) contaminants (M = Pb, S, P, Zn, Ca, Fe, Ni, Cu, and 

Cr) of K-P-20 and K-C-28 catalysts.

 

Figures 4. Toluene conversion over K-P-20 and K-C-28 catalysts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condition: toluene concentration 

= 1000 ppm, total flow rate = 100 cc/min).

2.4∼2.5 : 1을 유지하고 있었다.

Figure 3(b)와 (c)에는 배기가스정화용 촉매의 주요 피독물질을 

조사하여 나타내었다. K-P-20 촉매에서는 엔진과 배출가스 시스템

의 주요 금속 성분인 Cu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K-P-20 촉매의 후반

부(R) 시편과 K-C-28 촉매에서는 가솔린으로부터 도입될 수 있는 

S 성분 또한 검출되지 않았다. 폐 촉매내에 남아있는 주요 피독 물

질은 P, Zn, Ca, Fe 등이었으며, 특히 두 촉매 모두 P는 다른 피독물

질에 비해 수십∼수백 배 더 많은 함유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K-P-20과 K-C-28 촉매는 윤활유 첨가물질과 엔진 및 배기가스 시

스템의 금속성 부분에서 주로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K-P-20과 K-C-28 촉매 모두 각종 오염 물질의 

피독으로 인한 비활성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지만, 백금족 금속 

또한 일정 구성비를 유지하고 있어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 공정

에 충분히 이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3.2. K-P-20과 K-C-28 촉매 전화율 실험 

Figure 4에 주행거리와 차종이 다른 K사 폐 자동차로부터 채취한 

K-P-20과 K-C-28 촉매에 대해 시편의 채취 위치에 따른 톨루엔의 

산화반응 실험을 실시하여 반응온도 140∼250 (or 290) ℃의 범위에

서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K-P-20 촉매의 경우 후반부 시편이 전반

부에 비해 반응활성이 좋았으나, K-C-28 촉매는 시편 채취 위치에 

따른 반응 활성차이는 미미하였다. 즉, K-P-20-F 촉매는 톨루엔 산

화반응을 반응온도 160 ℃에서 시작하여 반응온도 210 ℃에서 

100% 전화율에 도달하지만, K-P-20-R 촉매는 전반부 시편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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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5. Toluene conversion over five different acid aqueous solution pretreated K-P-20-F and K-C-28-F catalysts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condition: toluene concentration = 1000 ppm, total flow rate = 100 cc/min).

Table 2.  Basic Properties of the Acid Aqueous Solution Pretreated K-P-20-F and K-C-28-F Catalysts

Pretreatment
BET surface area (m2/g) Average pore width (Å) Pt/Al

K-P-20-F K-C-28-F K-P-20-F K-C-28-F K-P-20-F K-C-28-F

Parent - - - - 6.68 × 10-3 1.31 × 10-3

HNO3 18.7 19.6 114.3 109.1 9.35 × 10-3 2.03 × 10-3

H3PO4 14.3 18.8 119.4 122.4 1.09 × 10-2 1.79 × 10-3

H2SO4 12.4 15.4 125.4 123.1 1.10 × 10-2 1.84 × 10-3

C2H2O4 11.8 14.7 114.6 116.8 1.22 × 10-2 1.89 × 10-3

C6H8O7 8.9 6.9 106.8 106.2 9.60 × 10-3 1.72 × 10-3

℃ 높은 180 ℃에서 산화반응을 시작하여, 30 ℃ 더 높은 240 ℃에서 

100% 전화율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K-C-28 촉매는 시편 채취 위치

에 관계없이 200 ℃에서 산화반응을 시작하여, 유사한 톨루엔 산화

반응 활성을 보이다가 100%의 전화율에 도달하는 온도는 각각 280 

℃ (K-C-28-R)와 290 ℃ (K-C-28-F)이었다. 그리고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비교적 주행거리가 짧은 K-P-20 촉매가 K-C-28 촉매에 비해 

산화반응 활성이 좋았다. 또한 K-P-20 촉매의 경우 탄화수소 처리에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Pt의 함유율이 높은 후반부가 전반부에 비해 

톨루엔 제거율이 좋았으며, Pt의 함유율이 비슷했던 K-C-28촉매는 

전/후반부의 톨루엔 제거율이 비슷하였다. 일반적으로 귀금속계 폐 

촉매의 톨루엔 산화반응 온도범위가 150∼300 ℃인 것과 금속산화

물계 폐 촉매의 반응온도 범위가 220∼600 ℃을 감안하면, 백금족 

금속이 상당량 함유된 폐 자동차 촉매는 귀금속계열 및 전이금속 

계열 촉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우수한 촉매 반응 활성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각종 피독물에 오염

되어 활성이 저하된 자동차 촉매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 공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3.3. 산수용액 전처리 

일반적으로 폐 촉매를 재생하는 방법에는 크게 수소 및 공기를 

이용하는 가스 처리방법과 산 및 염기 수용액 또는 세정액을 이용

한 화학적 처리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배기가스 정

화용 자동차 폐 촉매는 일정 농도의 산 수용액을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 폐 촉매에 존재하는 피독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서 촉매의 활성도 부분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15,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상 촉매가운데 상대적으로 오염

정도가 더 심한 전반부 시편을 선정하여 이들 촉매를 산 수용액을 

이용하여 재생 처리 한 후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가능성을 또한 

고찰하였다.

산세기가 서로 다른 5종류의 산(HNO3, H2SO4, C2H2O4, C6H8O7, 

H3PO4)을 이용하여 K-P-20-F 촉매와 K-C-28-F 촉매를 전처리한 후 

산의 종류에 따른 톨루엔의 전화율 결과를 Figure 5에 각각 나타내

었다. 먼저 K-P-20-F 촉매의 톨루엔 산화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K-P-20-F 촉매는 산세기가 서로 다른 산 수용액 처리 후 톨루엔 산

화반응활성이 전처리 하지 않은 원 촉매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K-P-20-F 촉매의 톨루엔 산화반응 시작 온도는 180 ℃이었으나, 

C2H2O4, H3PO4, H2SO4, C6H8O7 그리고 HNO3 수용액 전처리를 한 

촉매는 원 촉매에 비해 40 ℃ 낮은 140 ℃에서 톨루엔 산화반응을 

시작 하였다. 그리고 반응온도 180 ℃에서 톨루엔 전화율 순서는 

C2H2O4 (76%) > H3PO4 (42%) > H2SO4 (40%) > C6H8O7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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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6. Percent removal of P, Zn, Ca and Fe through the different acid aqueous solution pretreatment procedures: K-P-20-F (left) and K-C-28-F 

(right) catalysts.

HNO3 (28%) > K-P-20-F (4%) 이었다. 5가지 산수용액 중 가장 처리

효율이 좋은 C2H2O4 수용액으로 전처리 했을 경우 100% 전화율에 

도달하는 온도는 원 촉매 및 다른 전처리 촉매에 비해 10∼50 ℃ 

낮은 190 ℃이었다. 그리고 K-C-28-F 촉매의 경우에도 산 수용액 

처리를 수행 후 촉매의 톨루엔 산화반응 활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28-F 촉매의 경우 100% 전화율에 도달하

는 순서는 HNO3 (200 ℃) > C2H2O4 ≊ H2SO4 (210 ℃) > H3PO4 (220 

℃) > C6H8O7 (230 ℃) > K-C-28-F (280 ℃) 이었다. 또한 K-P-20-F 

촉매에서는 HNO3 수용액 처리를 한 촉매가 활성 향상이 가장 미미

하였지만, K-C-28-F 촉매에서는 오히려 촉매의 활성 향상이 가장 

우수하였다. 그리고 폐 촉매의 종류에 관계 없이 C2H2O4는 다른 산

에 비해 촉매의 활성을 향상 시키는데 우수함을 알 수 있었지만, 

산 세기 순서와 톨루엔 전화율 순서와는 일치 하지 않았다. 

산수용액 처리를 한 폐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와 톨루엔 

전화율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질소흡착등온선 실험과 ICP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Table 2에 정리한 것처럼 

산 수용액 처리를 수행한 K-P-20-F과 K-C-28-F 촉매는 폐 촉매 표

면 및 기공 내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피독 오염 물질들이 제거 되

어 BET 비표면적과 평균기공크기는 원 촉매에 비해 약 2∼15 m2/g 

그리고 5∼23 Å 증가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촉매의 비표

면적과 평균 기공 크기의 증가 경향이 산세기 및 톨루엔 전화율 경

향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Figure 6에는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의 주요오염 성분이었던 윤활

유 오일 첨가제(Zn, Ca, P)와 엔진 및 배출 가스 파이프에 함유된 

물질 가운데 가장 높은 오염정도를 보여주었던 Fe성분에 대해 산 

처리에 따른 제거율을 정리하였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산의 종

류에 관계 없이 피독물 가운데 Ca은 약 80% 이상의 제거율을 보여 

가장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Fe의 제거율은 약 45% 이하로 

가장 낮은 제거율을 보여 주었다. 한편 H3PO4을 이용하여 재생처

리를 할 경우, 수용액에 함유된 인 성분으로 인해 다른 산 재생 처

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P의 제거율은 낮았다. 그리고, 산 수용

액 처리과정을 통해 폐 촉매 표면 및 기공에 침적된 오염 물질이 

제거되어 촉매의 활성이 향상되지만, 질소 흡착 실험 결과와 동일

하게 피독된 오염물질 제거율 경향과 산세기(or 산의 종류) 및 톨

루엔 전화율 순서와 그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배기가스정화용 촉매에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CO, HC 

및 NOx를 효과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Pt, Pd, Rh 등의 귀금속과 세

륨(Ce), 바륨(Ba) 등 각종 첨가제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Pt와 Pd는 탄화수소류를 제거하는데 매우 우수하다고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사용한 폐 촉매에서는 주요 담지 귀

금속 가운데 Pd 성분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산 수용액 처리 

전 후의 Pt 성분의 함유율 (Pt/Al)을 비교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

다. 산 수용액 처리를 통하여 촉매 표면 및 기공 내에 피독된 오염

물질이 제거된 촉매는 원촉매에 비해 Pt 성분의 상대적 함유율이 

K-P-20-F 촉매의 경우 1.4∼1.8배 증가하였으며, K-C-28-F 촉매는 

1.3∼1.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수용액 전처리를 수행한 폐 자동

차촉매의 Pt 성분의 함유율을 크기 순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았다.

K-P-20-F : C2H2O4 > H2SO4 ≥ H3PO4 > C6H8O7 > HNO3 

K-C-28-F :  HNO3 > C2H2O4 > H2SO4 > H3PO4 > C6H8O7 

K-P-20-F 촉매의 경우 HNO3 수용액 처리했을 경우 Pt성분의 함

유율이 가장 낮았지만, K-C-28-F 촉매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함유

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HNO3 수용액 처리를 제외하고는 Pt 성분의 

함유율 크기 순서는 두 촉매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

고 산 수용액 처리 후 Pt 성분의 함유율 순서는 톨루엔 전화율 순

서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 수용액을 이용한 폐 자동차 촉매

의 전처리 방법은 촉매 내의 기공과 표면에 쌓여 있는 다양한 종류

의 피독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촉매의 비표면적과 평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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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7. BTX convers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over oxalic and nitric acid aqueous solution pretreated K-P-20-F and K-C-28-F catalysts.

Table 3. Comparison of BTX Conversion over Oxalic and Nitric Acid 

Agueous Solution Pretreated K-P-20-F and K-C-28-F Catalysts

Sample Condition Order of activity

K-P-20-F C2H2O4 Benzene > Toluene > Xylene

K-C-28-F HNO3

Benzene > Toluene > Xylene (< 80%)

Toluene > Benzene > Xylene (> 80%)

공 크기를 증가 시켜 주며, 또한 산 수용액 처리 후 Pt의 함유율은 

폐 촉매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데 있어 촉매 내에 존재하는 Pt의 함유율이 

각종 피독 물질 제거율 및 구조적 특성 변화보다 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벤젠,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의 반응성 비교 

Figure 7과 Table 3에는 산수용액 전처리를 통해 결정된 최적 전처

리 조건인 C2H2O4수용액으로 전처리 한 K-P-20-F 촉매와 HNO3 수용

액으로 전처리 한 K-C-28-F 촉매에 대해 반응 온도에 따른 벤젠, 톨루

엔 그리고 자일렌(BTX)의 전화율 결과와 이들 촉매의 반응활성 순서

를 정리하였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BTX 반응물에 대해 100% 완

전 전화율에 도달하는 온도는 C2H2O4 수용액 처리한 K-P-20-F 촉매의 

경우 200 
℃ 이내이었으며 HNO3 수용액 처리한 K-C-28-F 촉매는 약 

20 
℃ 높은 220 

℃이었다. 따라서, 자동차 폐 촉매를 적절한 재생 방법

을 선택하여 재생 처리한 경우에도 충분히 다른 종류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제거용 촉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BTX의 반응활성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2H2O4 처리를 

한 K-P-20-F 촉매는 벤젠의 활성이 가장 좋았으며, HNO3 수용액 

처리를 한 K-C-28-F 촉매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전화율에 도달하

면 벤젠과 톨루엔의 반응성 순서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C2H2O4 처리를 한 K-P-20-F 촉매는 반응온도 180 ℃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의 전화율은 각각 88%, 76%, 29%이었고, 반응물에 

따른 활성순서는 벤젠 > 톨루엔 > 자일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 등(2002, 2006)[15,16]이 보고한 Pt 계 및 ZnO-CuO 계 촉

매상에서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반응물에 따른 

반응활성순서는 메틸기가 있는 방향족화합물이 벤젠보다 산화되

기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7,18]. 

그러나 HNO3 수용액으로 전처리 한 K-C-28-F 촉매는 반응물의 

활성순서가 반응온도에 따라 역전되었다. 즉, 반응온도 180 ℃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의 전화율은 각각 39%, 22%, 15%이었으며, 반

응물에 따른 활성순서도 K-P-20-F 촉매의 결과와 동일한 벤젠 > 톨

루엔 > 자일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 ℃에서의 활성순서는 톨

루엔 (100%) > 벤젠(88%) > 자일렌(57%)으로 톨루엔과 벤젠의 활

성 순서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율이 약 80% 이하인 영

역에서는 기존의 문헌에 알려진 결과와 동일하게 메틸기가 있는 

톨루엔과 자일렌이 벤젠보다 산화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보여 주었

으나, 전화율이 80%를 넘어서면 기존의 문헌에 알려진 결과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로부터 자동차 폐 

촉매의 BTX 활성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과 자

동차 촉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복합적으로 반응활성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VOCs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운전조건이 서로 다른 

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이용해 폐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최적 재생기술을 조사하고, 이들 촉매의 VOCs 연소 활성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배기가스 정화용 자동차 폐 촉매의 오염물질과 백금족 금속의 

함유율은 촉매의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으며, 주요 피독물질

은 윤활유 오일 첨가제와 엔진 및 배출 가스 파이프에 함유된 물질

이었다. 그리고 폐 촉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염물질의 접촉이 우

선 이루어지는 전반부가 후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이 더 진

행되었으며, 백금족 금속의 함유율도 전반부가 후반부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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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VOCs 연소 촉매로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처

리를 수행하지 않고 수행한 톨루엔의 반응활성 실험 결과는 배출

가스 정화용 폐 촉매가 VOCs 처리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백금족 금속의 함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반부가 전반부에 비해 반응활성이 더 좋았다. 

5가지 산수용액을 이용하여 자동차 폐 촉매를 전처리 하는 경우, 

산 수용액 전처리 후 상당량의 피독 오염 물질이 제거되어 BET 비

표면적과 평균기공크기가 증가하였으며, 백금족 금속의 함유율 또

한 폐 촉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5가지 산수용액 

가운데 톨루엔 산화반응에는 HNO3와 C2H2O4 처리가 가장 우수한 

반응활성 결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전처리 한 촉매의 톨루엔 반

응활성은 촉매에 함유된 Pt의 함유율이 피독 오염물질 제거율 및 

촉매의 구조적 변화 정도(BET 비표면적, 평균기공크기 등)에 비해 

더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최적 재생 처리 조건에서 전처리 

한 자동차 폐 촉매의 벤젠,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의 반응활성실험

결과는 실험 대상 반응물의 특성보다는 각 촉매가 지니고 있는 촉

매의 특성이 반응활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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