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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이온성(C), 음이온성(A) 및 비이온성(N) 계면활성제 각각을 주형물질로 사용하여 중형기공성 알루미나 

(A-C, A-A 및 A-N)를 제조한 후, 이를 담체로 활용하여 일반적인 함침법으로 담지 니켈촉매(Ni/A-C, Ni/A-A 

및 Ni/A-N)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에 의한 수소 제조에 적용하였다. 소성된 

촉매에서 니켈종은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형기공성 알루미나 담체의 표면에 균일하게 분산되었다. 

하지만 환원된 촉매에서 니켈과 알루미나 담체 간의 상호작용 세기는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밀접하게 의존하 

였다. 액화천연가스 전환율 및 건가스 중 수소가스 조성은 Ni/A-C < Ni/A-A < NVA-N의 순으로 증가하였 

다. 환원된 촉매 상의 니켈 비표면적이 증가할수록 반응활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된 촉매 

중에서 니켈 비표면적이 가장 높은 Ni/A-N 촉매가 가장 높은 반응활성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수소 제조, 액화천연가스 수증기개질, 니켈촉매, 중형기공성 알루미나

Abstract: Mesoporous aluminas (A-C, A-A, and A-N) were prepared by a templating method using cationic(C), 
anionic(A), and non-ionic(N) surfoctant as a structure-directing agent, respectively. Nickel catalysts supported 
on mesoporous alumina (Ni/A-C, Ni/A-A, and Ni/A-N) were then prepared by an impregnation method, and 
were applied to hydrogen production by steam reforming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Regardless of 
surfactant type, nickel species were finely dispersed on the surface of mesoporous alumina in the calcined 
catalysts. It was revealed that interaction between nickel species and support in the reduced catalysts was 
strongly dependent on the identity of surfactant. LNG conversion and H2 composition in dry gas increased in the 
order of Ni/A-C < Ni/A-A < Ni/A-N. It was found that catalytic performance increased with increasing nickel 
surface area in the reduced catalyst. Among the catalyst tested, Ni/A-N catalyst with the highest nickel surface 
area showed the best catalyt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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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 들어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으며 재생 가능한 친환경적 

인 특성을 지닌 수소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써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1]. 하지만 고순도의 수소가스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 

로 생산 및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여러 

촉매 공정 중에서도 수증기개질반응이 난방용 외에 별다른 효 

용가치가 없는 메탄가스를 수소가스로 전환시키는 데 가장 효 

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전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광대 

하고 주로 메탄으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 역시 수증기개질반 

응에 의한 수소가스의 생산공정에 적합한 원료로 사용될 수 있 

다. 특히, 액화천연가스는 대도시에 광범위하게 발달된 배급망 

을 통해서 가정용 연료전지에 수소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개질 

기에 적합한 원료로써 적용이 가능하다.

팔라듐계 촉매와 니 켈계 촉매가 메탄의 수증기개질반응에서 

높은 반응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팔라듐계 

촉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니켈계 촉매에 비해 상업적 용도로 

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니켈계 촉매는 팔라듐계 촉매 

만큼의 촉매활성을 나타내지만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탄소 

침적 및 니켈 입자 소결 등의 문제로 인해 급격하게 비활성화되 

는 경향이 있다[4-6].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증기개질반응의 

반응온도를 looor 이상으로 높이고 과량의 수증기를 공급해 

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혹한 반응조건을 수송용 

및 가정용 연료전지에 부착된 개질기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화한 반응조건에서도 안정적이며 경 

제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저온형 수증기개질반응 

족매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수증기 개질반응에서 니켈계 촉매의 안정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니켈계 촉매에 

소량의 알칼리 혹은 알칼리 토금속을 조촉매로 첨가함으로써 

탄소침적 및 니켈 입자의 소결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R,8]. 한편, 니켈계 촉매 담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개 

량하여 담지촉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9,10]. 중형기 공성 알루미나를 니 켈계 촉매 

의 담체로 활용하여 니켈의 활성비표면적을 증대시켜 개질반응 

의 전환율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탄소침적 및 니켈입자 소결에 

대한 저항력을 상당히 개선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10,11].

비표면적이 매우 넓고 균일한 기공구조가 잘 발달된 중형기 

공성 알루미나는 양이온성[12,13], 음이온성[14,15] 및 비이온 

성 계면활성제[16,17] 등 다양한 종류의 구조유도체를 사용하 

는 주형법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와 같이 제조된 중형기공성 알루미나를 상업적인 공정에 쓰이 

는 촉매의 담체로 활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알려 

진 계면활성제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제조된 중형기공성 알루미 

나를 수증기개질반응용 니켈계 촉매의 담체로 활용하여 반응특 

성 및 촉매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를 주형으로 제조된 중형기공성 알루미나를 담체로 활용하여

Table 1. Comparismi of preparation conditfons for smfactant- 
tem퍼ated mesoporo% alumina

Sample Surfa
ctant Solvent Al 

precursor Additive Tempera
ture

A-C CTAB H2O ASB+Acac NaOH 80 °C

A-A Lauric acid 1-Propanol ASB - RT

A-N P123 2“Butanol ASB - RT

담지 니켈촉매를 함침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이를 액화천연가스 

의 수증기개질반응에 의한 수소 제조에 적용하였다. 수증기개 

질반응에서 각각의 계면활성제로부터 제조된 중형기공성 알루 

미나 담체가 담지 니켈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반응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실  험

2.1. 중형기공성 알루미나의 제조 및 담지 니켈촉매의 제조

양이온성[12,18], 음이온성[14,19]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16,2이를 주형으로 활용한 중형기공성 알루미나는 기존에 보 

고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되었으며, 자세한 제조과정은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CTAB), 음 

이온성 계면활성제(lauric acid)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PI23) 

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제조된 중형기공성 알루미나를 각각 

A-C, A-A 및 A-N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각각의 제조조건을 Table 1에 표시하였다.

담지 니켈촉매는 제조된 중형기공성 알루미나 담체에 일정 

한 양의 니켈전구체(Ni(NO3)2.6H2O)를 함침하고, 120’C 오 

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뒤, 최종적으로 700"C 소성로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제조하였다. 모든 촉매에서 니켈 담지 

량은 담체를 기준으로 20 wt%로 고정하였다.

•ASB + l-Propwol |«-ASBt2~Bmaiwl

CTAB+D.J. Water ] | Laaricacid+l-propanol | | P123 十 2-butaneI

I 이 gorom stirring at 80°C 1 Resulting nuxture 1 1 Result mixtare 1

IMNaOH’*!*-ASB+Acae  |〜 Water + 1-Propanol |*-Water+2-Butan (rf

- Constot stirring for 5 h | | Aged at RT for 2 h | | Aged at RT for 3 daj^ |

1 1 1
Heated at 100 °C for 48 h | | Heated at 106 C for 24 h | | Washed aad filtered |

1 i r
Washed and fHtered | | Washed and centrifuged | | Dried at RT for 2 days |

1 ,, 1 ,, 1 ,
Drying at RT for 3 days | | Drkd at 80 °C for 24 b | | Dried at 1MBC for 12 h |

1 1 1
Calcined at 70TC for 5 b | | Calciaed at 7M°C for 5 h | | Calcined at 700 °C for 5 h |

1 1 1
A-C (Cationic surfoctant) 1 A-A (Anionic snfactant) A-N (Nonoic surfactant)

Figure 1. Schewtic j^ocedures for the prejmratkm of 
mesoporous aluminas (A-C, A«A, and A-N).



2.2. 촉매의 특성 분석

담체 및 담'지족매의 조직 특성(textural property)을 확인하 

기 위해 ASAP-2010 (Micrometrics) 장치를 이용한 질소흡탈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 공크기 분포도를 얻기 위해서 Barret- 

Joyner-Hallender (BJH) 방법을 사용하였다. 담체 및 담지촉 

매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Cu-Ka선 (才 =1.541 A)을 

이용한 XRD (D-Max2600-PC, Rigaku) 분석을 수행하였다. 담 

지촉매의 니켈 분산도 및 니켈 비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BELCAT (BEL Japan) 장치를 이용하여 수소화학흡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소 화학흡착 실험 이전에, 각각의 촉매 50 mg을 

700°C 에서 3시 간 동안 수소(2.5 ml/min)와 알곤(47.5 mV inin) 
으로 이루어진 혼합가스를 흘려주면서 충분히 환원시켰다. 그 

후에 알곤(50 ml/min)을 흘려주면서 촉매를 50°C까지 냉각시 

켰다. 5 mol% 수소와 95 mol% 알곤으로 구성된 희석가스를 

자동밸브를 거쳐 환원된 시료에 주기적으로 주입하면서 수소 

흡착량을 측정하였다. 니켈 분산도와 니 켈 비표면적은 니켈원 

자 하나당 수소원자 하나가 화학흡착하며 니켈원자의 단면적은 

6.49x10**  m2/Ni-atom이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하였다.

2.3.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은 Figure 2에 나타낸 연속 

흐름식 반응기를 사용하여 상압 및 600°C에서 수행되었다. 각 

각의 소성된 촉매(100 mg)를 연속흐름식 반응기에 충진시킨 

후, 수소(3 ml/min)와 질소(30 ml/min)로 이루어진 혼합가스를 

700°C에서 3시간 동안 흘려주어 환원시켰다. 반응물의 조성비 

는 메탄 : 에탄 : 수증기 : 질소 = 4.6 : 0.4 : 10 : 30로 고정하였다. 

반응물의 주입속도는 촉매의 중량을 기준으로 27,000 mVh-g로 

고정하였다. 반응생성물은 실시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ACME 

6000, Younglin) 장치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채취 및 분석하 

였다. 액화천연가스의 전환율 및 건가스 중 수소가스의 농도는 

다음과 같은 Eq. 1과 Eq. 2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F + P
LNG conversion (%) = (1므=———으스쯔L)xl00

凡W4, in 十 F'o, In

(1)

H2 composition in dry gaj(%) =

+ FcHt,„<+ Fc2H6^< + Feo,,,.：, out + Fca.M

(2)

3. 결과 및 고찰

3.1. 담체 및 담지촉매의 조직 물성

Table 2는 제조된 담체(A-C, A-A 및 A-N) 및 담지촉매 

(NVA-C, Ni/A-A 및 Ni/A-N) 의 조직 물성 (textural property)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제조된 모든 담체는 700°C의 고온 소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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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xtural propertiG of supports (A-C, A-A, and A-N) 
and catalysts (Ni/A-C, Ni/A-A, and Ni/A-N)

Sample Surface area
(nf/g)4’

Pore volume
(em’/g)*

Average pore 
diameter (nm)3’d

A-C 271 0.35 3.5

A-A. 250 0.40 4.5

A-N 307 0.64 5.6

Ni/A-C 166 0.23 3.7

Ni/A-A 163 0.25 4.5

Ni/A-N 219 0.42 5.3
a Reduced at 700 “C for 3 h prior to the measurement
b Calculated by the BET equation
c BJH desorption pore volume
d BJH desorption average pore diameter

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50 m2/g 이상의 높은 비표면적을 

나타냄과 동시 에 0.35 cm3/g 이상의 높은 기공부피를 갖는 중 

형기공성 알루미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기공부피 및 

평균 기공크기는 A-C < A-A < A-N 담체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형기공성 알루미나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알루미나의 물리적 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지촉매의 경우, 모담체에 비해 비표면적과 기공 부피가 확 

연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과량의 니 켈이온이 

알루미 나 표면 및 기 공구조에 강하게 결합하게 되 면서 기 공을 

축소시키거나 막아버리기 때문이다[21]. 하지만 평균 기공크기 

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Ni/A-C와 Ni/A-A 촉매의 경우 경우는 담지 전에 비해 담 

지 후에 평균 기공크기가 동일하거나 다소 증가하는데 반해, 

NVA-N 촉매는 모담체보다 오히려 평균 기공크기가 다소 작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A-N 담체에 비 해 A-A와 A-C 

담체에 상대적으로 극소 기공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ure 3은 제조된 담체 및 담지촉매의 기공크기 분 

포도를 나타낸 것이 다. A-C와 A-A 담체의 경우 A-N 담체에 비

Figure 1. Schematic of reac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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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ydrogen chemisorption results for Ni/A-C, Ni/A-A, 
and Ni/A-N catalysts

Sample Ni/A-C Ni/A-A Ni/A-N
Nickel dispersion (%)a’b 0.2 1.7 3.7
Nickel surface area (m2/g-Ni)a,b 0.9 11.1 24.4

Reduced at 700 X〕for 3 h prior to the measurement
Calculated from hydrogen chemisorption measurement by assuming
H/Niatom _1

리.화학적 특성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다.

3.3. 환원된 담지촉매 상의 니켈 분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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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환원된 담지촉매(Ni/A-C, Ni/A-A 및 Ni/A-N)의 

수소 화학흡착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니켈 분산도 및 니켈 

비표면적은 Ni/A-C < Ni/A-A < Ni/A-N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니켈-알루미네이트(NiAl2O4)와 같은 산화상 

태의 니켈종은 환원과정을 거치면서 알루미나 담체의 표면에 

금속 상태로 환원되어 자리를 잡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호작용 

의 세기가 클수록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니켈 입자의 소결 현 

상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환원된 촉매 상에서 담체와 금속 상태의 니켈종의 상호

5 10 15 20 25 30
Pore size (nm)

(b)

Pigure 3. Pore size distributions of (a) A-C, A-A, and A-N 
supports and (b) Ni/A-C, Ni/A-A, and Ni/A-N 
catalysts.

해서 0 ~ 2.5 nm 사이의 극소 기공에 의한 기공부피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예측한 바대로 이러한 특성 

은 담지촉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로 극소 기공이 차지 

하는 부피가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담체 및 소성된 담지촉매의 결정구조

Figure 4는 담체 (A-C, A-A 및 A-N) 및 소성된 담지촉매 

(Ni/A-C, Ni/A-A 및 Ni/A-N)의 X-선 회절 분석결과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모든 담체에서 7 -알루미나(JCPDS, 

10-0425)의 특성피크가 잘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모든 촉매에서 니켈 산화종의 특성피크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실선으로 표시된 니켈-알루미네이트(JCPDS, 10-0339) 상 

의 특성피크만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촉매의 함침 

및 소성과정에서 니켈종이 중형기공성 알루미나의 표면 및 기 

공구조에 XRD의 검출한계인 2 nm 이하로 매우 작고 균일하게 

분산되어 담체와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2]. 위 

의 결과는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담체 및 소성된 촉매의 결정구 

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촉 

매들을 고온의 환원 분위기 에서 소성하여 촉매 내의 니켈 산화 

종을 니켈금속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각 촉매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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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atterns of (a) A-C, A-A, and A-N supports 
and (b) Nl/A-C, Ni/A-A, and Ni/A-N catalysts.



작용의 세기 및 니켈 입자의 소결 현상에 대한 저항력의 세기가 

Ni/A-C < Ni/A-A < Ni/A-N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환원된 촉매 상에서 니켈과 알루미나 담체 사이의 상호 

작용의 세기는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의 

미한다.

3.4. 담지 니켈촉매 상의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

Figure 5는 제조된 담지 니 켈촉매(Ni/A-C, Ni/A-A 및 Ni/A-N) 

의 시간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전환율 변화 추이 및 건가스 중 

수소가스의 조성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촉매의 반응 

활성은 액화천연가스의 전환율 및 건가스 중 수소가스의 조성 

면에서 반응시간 1000분 동안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된 모든 촉매가 액 

화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반응을 통한 수소가스 생산에 적합한 

촉매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제조된 촉매의 높은 비표 

면적과 잘 발달된 기공 구조 및 고분산된 니켈종이 탄소침적 

및 니켈 입자의 소결과 같은 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9,10,23]. 하지만 제조된 촉매의 액화 

천연가스 전환율 및 건가스 중 수소가스의 조성이 Ni/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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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A < Ni/A-N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 

선, 이러한 경향성은 촉매의 기공부피 및 평균 기공 크기의 경 

향성(Table 2)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기공부피 

가 크고 기공 크기가 큰 촉매일수록 내부 물질전달이 용이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반응활성을 나타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Ni/A-C, 

Ni/A-A 및 Ni/A-N 촉매 각각의 니켈 비표면적 및 니켈 분산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담지 니켈촉매를 이용한 메탄가스의 수증기개질 

반응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 흡착반응에 관계한다[24,25]. 첫 

째는 메탄가스가 니켈 활성점에 Eq. 3과 같이 분리 흡착하는 

과정이며, 둘째는 수증기가 각각 Eq. 4와 Eq. 5와 같이 니켈 

활성점과 담체의 표면에 분리흡착하는 과정이다. 담체에 흡착 

된 수증기는 Eq. 6과 같이 니켈 활성점으로 이동한다.

CH4 + Nis — CHX-Nis + (2-0.5x)H2 (3)

H2O + Nis — O-Nis + H2 (4)

H2O + Nis — H2O-Ss (5)

H2O-Ss + Nis … O-Nis + H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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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rrelations between nickel surface area of 
Ni/A-C, Ni/A-A, and Ni/A-N catalysts and their 
catalytic perfbnnance in the steam reforming of 
LNG. Catalytic reaction data were obtained 
after a 400 min-reaction at 6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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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LNG conversions and (b) Hz compositions in 
dry gas with time on stream in the steam reforming 
of LNG over Ni/A-C, Ni/A-A, and Ni/A-C catalysts 
at 600°C. All the catalysts were reduced at 700°C 
for 3 h prior to the reaction.

담지 니켈촉매의 수증기개질반응에서의 활성은 니켈 활성점 

및 담체의 활성점의 개수뿐만 아니라 배치 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흡착 중간 생성물인 

CHX종은 추가적으로 인접한 니켈 활성점에 단계적으로 분리 

흡착하여 카본을 형성한다. 그리고 형성된 ⑦-카본은 흡착된 

산소종에 의해 가스화반응에 참여하여 H2, CO 및 CO2를 생성 

하게 된다[26]. 하지만 반응성이 매우 좋은 «-카본은 인접한 다 

른 a-카본과 고분자화반응을 일으켜 촉매 표면에 코킹 (coking) 

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코크 생성반응에는 가스화반응 

에 비해 많은 수의 니켈 활성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1. 따라서 탄소침적을 유발하는 코크 생성반응을 억제하고

^

•
자

60-9

(%
)

 U
O

IS
.I9

A
U

O
3

 3

q

i i i i i t “60
0 5 10 15 20 25

Ni surface area (n^/g-Ni)

(%
)

 SBM

u
“

U
O

J

’-s
o
d
lu

o
o

~

J

I

 

■70
-68
-66?
-ffl



52 청정기술, 제15권 제1호, 2009년 3월

수증기개질반응 활성을 선택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니켈 

의 활성표면적과 분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Figure 6은 담지 니 켈촉매(Ni/A-C, Ni/A-A 및 Ni/A-N)의 니 

켈 비표면적과 반응활성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니켈촉매의 액화천연가스 전환율과 건가스 

중 수소가스 농도는 니 켈 비표면적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니켈 비표면적이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중형기공성 알루미나 담체에 담지된 니켈촉매 

의 반응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제조된 촉매 중에서 니켈 비표면적이 가장 높은 Ni/A-N 촉 

매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에서 가장 좋은 반응활성 

을 나타내었다.

4.결  론

양이온성, 음이온성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각각을 주형으 

로 중형기공성 알루미나(A-C, A-A 및 A-N)를 제조한 후, 이를 

담체로 활용하여 일반적인 함침법으로 담지 니켈촉매(Ni/A-C, 

Ni/A-A 및 Ni/A-N)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액화천연가스의 수증 

기개질반응에 의한 수소 제조에 적용하였다. 소성된 촉매에서 

니켈종은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형기공성 알루미나 

담체의 표면에 균일하게 분산되었다. 그러나 환원된 촉매에서 

담체와 금속 상태의 니켈종의 상호작용의 세기가 Ni/A-C < 

Ni/A-A < Ni/A-N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액화천 

연가스의 전환율 및 건가스 중 수소가스의 조성은 NVA-C < 

Ni/A-A < Ni/A-N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촉매의 니켈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반응활성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부 

터 니켈 비표면적이 중형기공성 알루미나 담체에 담지된 니켈 

촉매의 반응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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