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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tal monolith catalyst coated with 15wt% Ni/MgAl2O4 is applied to the natural gas steam 
reforming for hydrogen production. To address the improvement of adherence between metal monolith and 
catalyst coating layer, the pre-calcination temperature as well as the coating conditions of Al2O3 sol are 
optimized. When the Fe-Cr alloy monolith is pre-calcined at 900℃ for 6 h, Al2O3 layer was formed uniformly 
on the entire surface of the metal substrate. It is seen that the formation of Al2O3 layer on the monolith 
surface is essential for the uniform coating of Al2O3 sol onto the monolith substrate. The monolith catalyst 
coated with 10wt% Al2O3 sol shows high CH4 conversion and good thermal stability as compared with the 
monolith catalyst without Al2O3 sol coating under severe reaction conditions with high GHSV of 30,000 h-1 
at 700℃. In addition, the metal monolith catalyst shows higher catalytic activity and better thermal conductivity 
than 15wt% Ni/MgAl2O4 pellet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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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소 생산을 한 수증기 개질 반응기(혹은 리포

머)는 개 형 구조로서 니 이 담지 된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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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펠릿 매가 채워진 형 인 충진탑 반응기이

다. 그런데 알루미나와 같은 세라믹 재질은 기본 특

성 상 열 달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다. 한 

개질반응은 고온에서 진행되는 매우 심한 흡열반응

으로써 유효인자(η=0.03)가 매우 낮으므로 물질
달 항에 의하여 으로 지배받게 된다

1)
. 이외에

도 충진탑 반응기는 압력 손실(ΔP)과 채 링 등에 따

른 반응기 성능이 하될 수 있다는 제한 이 있다
2)
. 

따라서 기존 충진탑 매 반응기의 제약을 극복

하기 한 시도로써 속 모노리스 매 구조체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모노리스

는 여러 개의 채 이 벌집 모양으로 이루어진 허니

콤 형태가 부분이다. 이는 충진탑 매 반응기와 

달리 모노리스 채 을 통해 반응 유체가 흐르므로 압

력 강하와 채 링 문제를 일차 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 

그리고 속 구조체임으로 열 달 특성  기계

 강도가 우수함
4)
과 동시에 기하학  표면 이 매

우 높다. 이때문에 물질 달속도에 비하여 반응속

도가 상 으로 빠른 표면반응(리포 , 산화 반응 

등)에 매우 합할 수 있다. Ryu
5)
는 동일한 반응기 

부피에서 니  펠릿 매를 충진한 경우와 모노리

스 매를 용한 경우, 모노리스 매가 보다 더 

높은 CH4 환율과 빠른 공간속도에서 상 으로 낮

은 압력 강하를 나타낸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속 모노리스 매는 고온반응에서 

매 입자 소결과 속 지지체와 세라믹 매간의 열

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하여 코 된 매층의 탈리가 

쉽게 일어나 매 활성이 빠르게 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속 표면에 알루미

나층 형성을 한 고온 소성과 바인더를 이용하여 

속 모노리스와 알루미나 담체간의 착력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6-8)
. 

그런데 속표면에 알루미나층이 일차 으로 균

일하게 형성되지 않게 되면 잠재  담체 역할을 하

게 되는 Al2O3 졸이 속표면에 돌출된 알루미나와 

부분 으로만 화학 으로 결합된다. 나머지는 물리

으로 부착되므로 결국 열충격에 따른 박리 상이 

유발되어 구조체 매로서의 활용이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e-Cr 합  모노리스와 15wt% 

Ni/MgAl2O4 매층간의 결합력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코  조건을 최 화하고자 하 다. 

우선, Fe-Cr 합  모노리스의 pre-calcination 온

도 변화에 따른 속 표면에서 알루미나층의 형상

과 조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속 표면과 

매층간의 바인더 역할을 하는 Al2O3 졸의 코  조

건과 매 워시코  시 건조 시간에 따른 매 코  

균일성에 한 향을 조사하 다. 마지막으로 

상반응인 수증기 개질반응에 용함으로써 속 모

노리스 매의 개질반응에 한 활성특성을 살펴보

았다.

2. 실험내용 및 방법

2.1 금속 모노리스 촉매 제조

Fe-Cr 합 (Fe: 72.8, Cr: 22, Al: 5, Y: 0.1, Zr: 0.1 

wt%) 재질의 주름 잡힌 포일과 평평한 포일을 서로 

겹쳐 원형으로 말아 직경 22mm, 높이 20mm인 크

기의 속 모노리스를 제작하 으며 제작된 모노리

스의 셀 도는 661 cells/in2이다2). 

모노리스 표면의 불순물 제거를 해 아세톤과 증

류수로 음  세척을 수행하 다. 속 모노리스는 

700oC～1100oC에서 6시간 소성 과정을 거친 뒤, 
Al2O3 졸(SASOL) 용액을 워시코 하여 900oC에서 

6시간 소성 하 다. 

매 슬러리는 15wt% Ni/MgAl2O4를 Al2O3 졸과 

혼합하여 제조하 다. 모노리스에 워시코  후 공기

로 불어서 잔존 슬러리를 제거한 다음, 100oC 오

에서 5～45분간 건조하 다. 매 코 양이 2.2g이 

될 때까지 반복 코  하 으며, 매가 코  된 모노

리스 매는 600oC에서 3시간 동안 최종 소성하 다.

매 슬러리에 사용된 15wt% Ni/MgAl2O4 매는 

담체로 MgAl2O4(SASOL)를 사용하 다. Ni(NO3)2･
6H2O(97%, JUNSEI) 구체 용액을 함침법으로 담

지한 후 800oC에서 6시간 소성하여 제조하 다9).

 

2.2 촉매 특성 분석

속 분산도와 표면  측정을 해 BEL-META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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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apparatus of steam reforming reaction 
system.

(BEL Japan, Inc.) 장비로 H2 화학흡착을 수행하

다. 50mg의 샘 이 700oC에서 1시간 동안 H2상에

서 환원 과정을 거친 뒤 He상에서 다시 700oC에서 

1시간 동안 퍼지 한 후 50oC까지 냉각하 다. 20% 

H2/Ar가스를 펄스로 주입하여 니  원자 당 수소 

원자의 화학 흡착(H/Nisurface=1)에 의해 Ni분산도를 

계산한 결과 15wt% Ni/MgAl2O4 매의 분산도는 

1.77% 으며, 속 표면 과 속 입자 크기는 각

각 1.77m2/g과 57.0nm이었다. 

매의 비표면 은 BELSORP-max(BEL Japan. 

Inc)장비로 질소 물리흡착을 수행하 고, 측정결과 

비표면 은 25.8m2/g이었다. 

소성 후 속 표면의 형상과 표면의 조성 분석을 

해 SEM과 EDS(PhilipsXL30REG)분석을 수행하

다.

   

2.3 수증기 개질 반응

Fig. 1은 개질반응장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매는 반응  700
o
C에서 3시간 동안 20% H2/N2분

기하에서 환원 시킨 후 개질 반응을 수행하 다. 

천연가스와 스 의 S/C-ratio는 3으로 고정하여 

180
o
C에서 열한 후, 반응기에 공 하 다. 반응온도

는 700
o
C로 고정하 으며, 공간속도는 3,000～30,000 h-1 

로 변화시켰다. 반응 후 개질 가스 내 생성물의 농도

는 micro GC(Agilent Technologies 3000A)로 분석

하 다. TCD 검출기를 사용하 으며 분자체

(molsieve)와 Plot U칼럼으로 H2, CH4, CO, CO2 농

도를 측정하 다.

속 모노리스 매활성 비교 평가를 해 15wt% 

Ni/MgAl2O4펠릿 매를 기  매로 사용하 다. 

3. 실험 결과

3.1 pre-calcination 온도 영향

Fe-Cr 합 은 고온 소성 시 속표면에 알루미

나 층이 형성된다. 형성된 알루미나층은 Al2O3 졸 

코 층과의 착력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속 표면에 균일한 알루미나층 형성이 요하게 

된다. 일반 으로 pre-calcination 온도와 시간은 

속 표면에 형성되는 알루미나층의 형성과 조성에 

향을 미친다10). 

Fig. 2는 pre-calcination 온도변화에 따른 속 

표면 변화를 살펴보기 해 측정한 SEM 이미지로

써,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 형성되는 알루미

나 입자 모양이 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0oC와 

800oC에서 pre-calcination한 Fe-Cr 합  표면은 

pre-calcination을 하지 않은 기존 샘  표면과 비

슷하 다. 900oC에서 pre-calcination한 경우, 표면에 

뾰족한 알루미나 입자가 형성되었으며 1000oC 이상

에서는 표면 입자의 응집이 일어났다. 이러한 알루

미나 입자의 형상 변화는 표면에서의 알루미나 조성

과도 상 계가 있음을 EDS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참조]. 

Pre-calcination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l 함량은 

증가하 다. Pre-calcination을 하지 않은 Fe-Cr 합

의 Al 함량은 7.3% 으며 700oC와 800oC에서 

pre-calcination한 샘 의 Al함량은 11%와 15%로 

약간 증가하 다. 하지만, 900oC에서 pre-cal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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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Fe-Cr alloy monolith surface pre-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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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l atomic content on the FeCr alloy substrate pre-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한 샘 은 Al함량이 32% 까지 2배 이상 격히 증

가하 으며, 표면 입자의 응집이 일어난 1000oC 이

후에서는 Al함량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SEM과 EDS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11)

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온에서 Al 확산속도가 Fe이

나 Cr보다 빠르기 때문에 소성 온도와 시간 조 을 

통해 Al 확산으로 형성되는 알루미나층의 성장 조

이 가능하다. 이 게 pre-calcination 과정을 거

쳐 Fe-Cr 합  표면에 형성된 알루미나층은 무기 

바인더인 Al2O3 졸과 결합성이 우수하여 속표면과 

코 된 매층 사이의 결합력을 향상시킨다3). 

따라서 Fe-Cr 합  표면에 가장 풍부한 알루미나

층이 형성되고 표면 알루미나 입자의 응집이 일어나

지 않는 900oC를 pre-calcination 온도로 고정하 다.

3.2 Al2O3 졸 코팅

매 슬러리 코  에 pre-calcination한 속 

모노리스에 Al2O3 졸을 워시코 하 다. 일반 으

로 속표면과 매 코 층 사이에서 결합력을 향

상시키고 고온 안정성이 높은 무기 바인더로 Al2O3 

졸을 사용하여 왔다4,12). 

Al2O3 졸 내 Al2O3 함량은 용액의 도와 코 층



최은정 ･구기영 ･정운호 ･이영우 ･윤왕래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1권 제6호 2010년 12월504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without Al2O3 layer
 with Al

2
O

3
 layer

GHSV(h-1)

C
H

4 c
on

ve
rs

io
n(

%
)

Fig. 4 Effect of Al2O3 layer on the catalytic activity over Ni/ 
MgAl2O4 coated monolith catalyst (reaction condition: T=700℃, 
S/C=3, GHSV= 10,000～30,000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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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drying time on the coating number and coating 
weight over Ni/MgAl2O4 coated monolith catalyst.

의 두께에 직 인 향을 미치는데 Al2O3 함량이 

증가할수록 졸 용액의 도가 증가하고 코  층이 

두꺼워져 균일 코 이 어렵다8,11). 졸 용액 내 Al2O3 

함량을 5wt%～20wt%로 달리하여 용액의 도 변
화를 살펴본 결과, 10wt% Al2O3 졸 용액의 도는 

장시간 일정한 반면 15wt% 이상에서는 격히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13).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Al2O3 

함량을 10wt%로 고정하여 Al2O3 졸을 제조하여 코

 하 다. 

Fig. 4는 Al2O3 졸 코  여부에 따른 속 모노리

스 매 활성비교 결과이다. 반응 온도 700oC에서 

공간속도 증가에 따른 CH4 환율을 살펴본 결과, 

공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l2O3 졸을 코 한 속 

모노리스 매와 Al2O3 졸을 코 하지 않은 모노리

스 매간의 CH4 환율의 차이가 커졌다. Al2O3 

졸을 코 한 모노리스는 공간속도 30,000 h-1조건에

서 CH4 환율이 82.5%로 높은 반면, Al2O3 졸을 

코 하지 않은 모노리스는 CH4 환율이 29%로 

매활성이 격히 감소하 다. 

이는 Al2O3 졸 코 을 통해 속 표면과 매 층

간의 결합력 향상으로 공간속도가 빠른 극심한 조

건에서도 매층이 안정하게 속 표면에 부착되어 

안정한 매 활성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11).

 

3.3 코팅 건조 시간의 영향

15wt% Ni/MgAl2O4와 Al2O3 졸을 혼합한 매 

슬러리를 워시코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양의 

매를 코 하기 해 워시코 과 건조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 다. 워시코   간 건조과정을 거

치지 않게 되면 먼  코 된 매가 씻겨 코 양의 

제어가 어렵고 동시에 매가 불균일하게 코 되므

로 균일 코 을 한 건조 조건의 최 화가 필요하

다. 일반 으로 건조 과정에 있어 코 층 내부의 수

분 함량은 코  용액의 도, 건조 온도와 시간 등에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 온도를 100oC로 

고정하고 건조시간을 달리하여 워시코 을 수행하

다. 

Fig. 5은 2.2g의 매를 모노리스에 코  시 건조 

시간에 따른 코  횟수와 매 코 양의 변화를 도

시한 것이다. 건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담지 횟수

가 감소하 다. 5분 건조한 경우, 코  횟수에 따른 

매 담지양의 증가가 가장 어 동일한 양의 매 

담지를 해 많은 횟수를 코 해야 하며 코  표면 

한 균일 하지 못하 다. 이는 건조 시간이 무 

짧을 경우,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아 먼  담지 된 

매가 코  할 때마다 씻겨 나와 코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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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4 conversion of 15wt%Ni/MgAl2O4 coated monolith 
catalysts under different drying times (reaction conditions: GHSV= 
30,000 h-1, S/C=3, T=700℃)

Drying time 5 min 15 min 30 min 45 min

CH4 conversion (%) 69.0 73.4 82.5 66.5

Table 2 Comparison of 15wt%Ni/MgAl2O4 pellet catalyst and 
monolith catalyst in steam reforming reaction

Catalyst Monolith 15wt%Ni/MgAl2O4

Pellet

CH4

conversion 82.5% 69.3%

*Twall-Tcat
(℃) 187 243

매 담지양의 감소로 설명 할 수 있다. 15분과 30

분 건조 샘 의 경우 비슷한 양의 매가 코 된 반

면, 코  횟수가 은 45분 건조 샘 의 경우 코  

횟수에 따른 코 양이 가장 크게 증가하 고 두껍

게 코  되었다. 

Table 1은 건조 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속 모

노리스 매의 성능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반

응 온도 700
o
C와 공간속도 30,000 h

-1
에서 수증기 

개질반응을 수행한 결과, 30분 건조한 모노리스 

매가 82.5%로 가장 높은 CH4 환율을 보인 반면 

45분 건조한 모노리스 매는 CH4 환율 66.5%로 

가장 낮은 활성을 보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건조시간이 코 의 균일성과 

매 활성에 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건

조시간에도 불구하고 45분 건조 시, 매가 두껍고 불

균일하게 코 되어 매 활성 하를 보이는 그 원인

에 해서는 코 층 내 한 수분 함량과 건조 온도

의 향과 련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4 15wt% Ni/MgAl2O4펠릿 촉매와의 
상대 성능 평가

Table 2는 펠릿 매와 속 모노리스 매의 상

 성능 비교를 해 공간속도가 높은 30,000 h-1조

건에서 실험한 결과로서 CH4 환율과 열 달 특

성에 한 확실한 차이를 나타낸다. 2.2g의 은 양

의 매가 코 된 속 모노리스는 CH4 환율이 

82.5%로 높은 반면 15wt% Ni/MgAl2O4펠릿 매 

6g을 충진한 경우 CH4 환율이 69.3%로 낮았다. 

반응 후 개질가스 내 생성된 H2와 CO 농도를 살

펴본 결과, 모노리스 매는 71.72% H2, 13.69% CO

가 생성되었다. 펠릿 매는 67.5% H2, 12.68% CO

가 생성되었다. 공간 속도가 빠른 30,000h
-1
조건에

서 은 양의 매가 코 된 모노리스 매가 펠릿 

매보다 우수한 매 활성을 보 으며, 수소생산

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펠릿 매와 달리 모노리스 매

는 속 모노리스 표면에 균일 코 된 매가 반응

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확산 항에 따른 물질 

달 제한이 감소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뿐만 아

니라 반응기 벽면과 매층 간의 온도 구배 역시 열

달 특성이 우수한 속 모노리스 매가 펠릿 

매보다 작았다
14)
.

4. 결    론

15wt% Ni/MgAl2O4 매가 균일 코 된 속 

모노리스를 제조하여 수증기 개질반응에서의 활

성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Fe-Cr 합  모노리스 표면과 Al2O3 졸 코

층간의 결합력 향상을 해 Fe-Cr 합  표면에 균일한 

알루미나층이 형성되는 pre-calcination 최  온도는 

900
o
C 임을 알 수 있었다. 900

o
C에서 pre-calcination

한 모노리스 표면에 가장 풍부한 알루미나가 형성

되었고 입자의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속 모노리스 표면과 코 된 매층 간의 

결합력 향상을 하여 바인더 역할을 하는 Al2O3 졸

을 코 한 결과, Al2O3 졸 코 을 하지 않은 모노리

스 매에 비해 공간속도가 높은 극심한 조건에서

도 82.5%의 높은 CH4 환율을 보 다. 

셋째, 매 워시코  후 30분 건조한 모노리스가 

일정한 코  양 증가에 따른 균일 코 으로 인해 높

은 매 활성을 보 다. 

마지막으로, 15wt% Ni/MgAl2O4펠릿 매와 상

 성능 평가 결과 속 모노리스 매가 매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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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스 벽면간의 작은 온도 구배와 높은 CH4 환

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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