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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O2- and SiO2-supported Co3O4, Pt and Co3O4-Pt catalysts have been studied for CO and C3H8 oxidations at temperatures 

less than 250oC which is a lower limit of light-off temperatures to oxidize them during emission test cycles of 
gasoline-fueled automotives with TWCs (three-way catalytic converters) consisting mainly of Pt, Pd and Rh. All the catalysts 
after appropriate activation such as calcination at 350oC and reduction at 400oC exhibited significant dependence on both 
their preparation techniques and supports upon CO oxidation at chosen temperatures. A Pt/TiO2 catalyst prepared by using an 
ion-exchange method (IE) has much better activity for such CO oxidation because of smaller Pt nanoparticles, compared to a 
supported Pt obtained via an incipient wetness (IW). Supported Co3O4-only catalysts are very active for CO oxidation even at 
100oC, but the use of TiO2 as a support and the IW technique give the best performances. These effects on supports and 
preparation methods were indicated for Co3O4-Pt catalysts. Based on activity profiles of CO oxidation at 100oC over a 
physical mixture of supported Pt and Co3O4 after activation under different conditions, and typical light-off temperatures of 
CO and unburned hydrocarbons in common TWCs as tested for C3H8 oxidation at 250oC with a Pt-exchanged SiO2 catalyst, 
this study may offer an useful approach to substitute Co3O4 for a part of platinum group metals, particularly Pt, thereby 
lowering the usage of the precious metals.

Key Words : CO and C3H8 oxidations, Co3O4, Preparation method and support effects, Substitute for platinum group metals, 
T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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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솔린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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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CO), 미연 탄화수소(HCs)는 대도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Skoglundh와 

Fridell, 2004), 이들의 배출제어를 위해 1980년대 초

반부터 미국에서 초보적인 삼원촉매장치(three-way 
catalytic converter, TWC)를 가솔린 자동차에 장착하

기 시작한 이래 TWC 기술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

룩하였다(Kim, 2007; Kreuzer 등, 1996). 오늘날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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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린 자동차에 부착되는 TWC는 제조사에 관계없이 

대부분 Pt/Pd/Rh를 핵심적인 촉매물질로 사용하고 있

으며,  이들은 Al2O3가 워시코팅(washcoating)된 코디

얼라이트 모노리스(cordierite monolith) 위에 고분산

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워시코팅된다(Kim, 2007, 
2008; Kim과 Nam, 2005; Koltsakis와 Stamatelos, 
1997). NOx, CO 및 HCs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서 Pt/Pd/Rh는 촉매성분으로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귀금속(noble metals) 그룹에 속하는 

타 금속들에 비해 매우 고가이고, 자동차 배가스 내에 

ppm 수준으로 존재하는 황산화물(SOx)에 대한 내구

성이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Kim과 Nam, 2005; 
Yang 등, 2007; Kreuzer 등, 1996).

TWC의 약한 내황성(sulfur tolerance)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이 초저유황유

(ultra-low sulfur gasoline) 공급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으나, 다량의 귀금속 사용으로 인한 고비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Table 1에서 보여 주듯이, 
2009년 기준으로 Pt의 경우 자동차 배가스 후처리용 

촉매제조에 쓰이는 수요량은 70.4 톤이고, 세계 모든 

산업분야를 포함한 Pt 수요량은 168 톤으로써(Jollie, 
2009) 전체 수요량의 42%를 차지하였다. 동년 기준으

로 자동차 촉매산업에서 필수 금속으로 요구되는 Rh
의 수요량을 보면(Johnson Matthey, 2010; Jollie, 
2009), 전체 수요량 20.4 톤 중에 17.5 톤(86%)이 자

동차 촉매를 제조하기 위해 소비되었다. 2009년 하반

기 세계 귀금속 시장동향에 따르면(Jollie, 2009), Pt는 

45 $/g, Ph은 58 $/g로 매우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2009년 Pd의 소비량은 110.5 톤이었지만(Johnson 
Matthey, 2010), Pt나 Rh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거

래가격(Pt 가격의 약 1/4 수준)은 낮은 편이다(Jollie, 
200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 후처리용 촉매산업

에서의 Pd 사용량이 Pt나 Rh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용량을 저감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

려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인 Pt와 Rh를 저가의 전이금

속 산화물로 대체하려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Kim, 2007; Koltsakis와 Stamatelos, 1997; 
Mergler 등, 1996, 1997; Skoglundh와 Fridell, 2004; 
Yang 등, 2007).

Table 1. World-wide market of precious metals and their 
usage in TWCs industrya

Precious 
metals

World-wide 
demand
(ton)b

Market 
price
($/g)b

Usage for
automotive 

catalysts
(%)b,c

Amounts in 
TWCs
(g/ft3)d

Pt 168 45 42 30 ~ 100
Pd 185 11 60 0 ~ 120
Rh 20.4 58 86 5 ~ 10

a See References in text.
b As of FY 2009.
c Dependent strongly on world-wide automobile production.
d Varied with TWC manufacturers.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할 때,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NEDC(modified ECE+ 
EUDC) 테스트 싸이클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FTP-75 싸이클을 사용하고 있다(Kim과 Nam, 2005; 
Kreuzer 등, 1996). NEDC 테스트 싸이클을 구성하는 

총 5개 싸이클을 모두 합쳐도 1180 초로 약 20 분이고

(EU, 2005), FTP-75 테스트에서 cold-start 주기(0 ~ 
505 초)와 전이주기(505 ~ 1369 초)를 모두 합치면 약 

23 분이 된다(Kreuzer 등, 1996). 더구나, FTP-75나 

NEDC 테스트 싸이클 동안의 CO 및 HCs 배출량 조

사에 의하면(Balenovic 등, 1999; Engler 등, 1993; 
Farrauto와 Heck, 1999; Kaspar 등, 2003), 테스트 싸

이클 전주기(complete cycle) 동안에 배출되는 총량의 

50 ~ 80% 이상이 cold-start phase에서 배출되고, 특히 

초기 40 ~ 90 초 동안에 총량의 약 70% 이상이 배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WC를 적용하는 가솔린 

자동차가 충분히 warm-up된 상태에서 배가스의 온도

는 공회전 시 300 ~ 400oC, full load인 경우에는 

1100oC 정도까지 도달한다(Farrauto와 Heck, 1999; 
Koltsakis와 Stamatelos, 1997). 그러나, cold-start 테
스트 싸이클 동안에 배가스의 온도는 23oC에서 점차 

증가하여 최고 400oC 정도 되고(Rijkeboer, 1991), 
CO와 HCs의 light-off 온도는 대략 250 ~ 300oC이다

(Bosteels와 Searles, 2002; Farrauto와 Heck, 1999).
상술한 가솔린 자동차의 테스트 싸이클과 배가스 

특성을 감안할 경우, 자동차 운행시 최대 25분 이내의 

시간대와 250 ~ 300oC의 light-off 온도범위 이하에서 

CO와 HC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동차 배가

스 후처리용 촉매를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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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SBET

(m2/g)
Mean pore diameter

(nm)a
Crystallite size

(nm)
TiO2 83 16.0 -
0.47% Pt/TiO2 - - 1.1c

0.56% Pt/TiO2
b - - 4.7c

5%d Co3O4/TiO2
b 78 13.1 11.0e

4.7% Co3O4/TiO2 - - -
5%d Co3O4-0.47% Pt/TiO2

f - 11.0 -
SiO2 365 8.2g -
0.65% Pt/SiO2 - - 1.3c

5%d Co3O4/SiO2
b - - -

5%d Co3O4-0.65% Pt/SiO2
f - - -

Note. "-" = no data or not applicable.
a Determined by the Barrett-Joyner-Halenda (BJH) model using a desorption isotherm of N2 at -196oC.
b Prepared via an incipient wetness technique.   c Based on H2-N2O titration on metallic Pt surface.
d Nominal.   e Based on XRD peaks for Co3O4.
f Prepared by impregnating each supported Pt sample, after reduction at 400oC, with the Co precursor solution.
g With pores of 3.4 and 11.3 nm.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iO2- and SiO2-supported Co3O4, Pt and Co3O4-Pt catalysts

따라서, 기존의 TWC 자동차 촉매들은 상대적으로 높

은 함량의 Pt 사용으로 인해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도 저온에서 CO와 HCs에 대

한 산화활성이 매우 우수한 대체재로서의 특성을 갖

는 전이금속 산화물 촉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전이

금속 산화물을 기반으로 하는 Co3O4, Pt, Co3O4-Pt 담
지촉매들을 제조하여 저온에서 CO와 C3H8에 대한 산

화반응 활성과 촉매비활성화 현상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촉매제조

열적으로 안정적 특성을 갖는 TiO2 및 SiO2에 담지

된 촉매상에서 CO와 C3H8의 저온 산화반응에 있어서 

촉매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연구하기 위

하여 이온교환법(ion exchange, IE)과 함침법(incipient 
wetness, IW)으로 Co3O4, Pt 및 Co3O4-Pt 촉매들을 각

각 제조하였다(Kim 등, 2001; Yang 등, 2006, 2007). 
또한, 해당 모델반응에 대한 촉매활성에 있어서 담체

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TiO2(DT51D, 
Millennium Chemicals)와 SiO2(Aldrich)에 각각 담지

된 5% Co3O4와 0.4 ~ 0.8% Pt 촉매를 제조하였다. 저
온에서 CO 산화반응의 주요 활성성분으로 작용하는 

Co3O4에 Pt가 소량 첨가될 경우 산화활성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Pt의 전구체로 

H2PtCl6∙6H2O(Aldrich, 99.999%)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Co3O4-Pt 촉매들을 제조하였다.
함침법의 경우 담체의 세공부피(pore volume)에 해

당하는 양만큼의 전구체를 초순수에 녹여 담지시킨 

후 110℃에서 약 12 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이온교환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초순수 내에 원하는 양의 담

체를 넣고 교반시키면서 NH4OH 용액을 몇 방울 가하

여 pH를 9.5 ~ 9.8로 조절한 후 Pt 전구체 용액을 서서

히 가하고 약 2 시간 후에 NH4OH 용액으로 pH를 다

시 조절하였다(Kim 등, 2001). 약 10 시간 동안 교반

하에서 이온교환한 후 여과하여 이온교환된 Pt 촉매

들을 얻었고 이를 110℃에서 약 12 시간 동안 건조시

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담체는 촉매제조법에 관계

없이 air(Praxair, 99.999%)로 570℃에서 4 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Co3O4-Pt 촉매들은 우선 일정량의 Pt 촉
매를 400oC에서 200 cm3/min의 H2(Praxair, 
99.999%)로 환원하고 실온에서 passivation시킨 후, 
Co3O4의 전구체인 Co(NO3)2∙6H2O(Aldrich, 99.999%) 
용액을 함침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하였다(Kim 등, 
2002). 상술한 촉매제조법별, 담체별 촉매들의 물리화

학적인 특성들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Co3O4 및 Pt 담지촉매들의 입자크기 결정

담지촉매들 내에 존재하는 Co3O4의 입자크기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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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350oC에서 소성된 Co3O4/TiO2 촉매에 

대한 XRD(X-ray diffraction)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X-ray diffractometer(Rigaku, 
Model D/MAX2500PC)에서 X-ray radiation source
로는 Cu Kα (λ = 1.5406 Ǻ)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X-ray tube에 가해진 전압과 전류는 각각 40 kV와 

100 mA였다. 원하는 촉매들에 대한 XRD 패턴들은 

0.5o/min의 scanning rate와 0.02o의 sampling step 
size로 20 ~ 80o의 2θ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대상촉매에 대한 XRD 패턴들에서 

Co3O4의 (220) 결정면에 해당하는 XRD 피크 (2θ = 
31.26o)에서 Co3O4의 입자크기를 결정하였다. XRD 
측정으로부터 Co3O4의 입자크기를 결정하는 방법들

은 앞선 연구(Yang 등, 2007)에서 상세히 기술되었고, 
본 연구에서 이를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이온교환법으로 제조된 Pt 담지촉매들 내에 존재하

는 Pt 입자들은 매우 작은 나노입자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은 XRD 측정법으로는 그 크기

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H2 
chemisorption으로부터 얻어진 H2 uptake로부터 Pt의 

나노입자크기를 계산하였는데(Kim 등, 2001, 2002; 
Yang 등, 2006), 이들에 대한 결과들도 Table 2에 주

어져 있다. 

2.3. CO/C3H8 산화반응

본 연구에서는 CO/C3H8 산화반응에 대한 제조된 

촉매들의 활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연속 흐름식 고정

층 반응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GHSV(gas hourly 
space velocity) = 24,000 h-1에 해당하는 전체 유량 

200 cm3/min의 He(Praxair, 99.999%) 내에 CO(AGT, 
99.998%)와 O2는 각각 1 및 3%가 되도록 MFC(mass 
flow controller, Brooks Model 5850E)에 의해 독립적

으로 조절하여 mixing chamber에서 혼합시킨 후 촉매

가 충진된 반응기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C3H8 산화반

응을 위해서는 동일한 유량 조건에서 C3H8(Scott 
Specialty Gases, 99.9%)는 1%, O2는 7%로 조절하였

다. 이때 반응기는 3/8〃인 외경을 갖는 Pyrex로 제작

하였고, 반응기 내 촉매층의 온도는 PID 온도제어기

(Hanyoung Model NP 200)로 조절하였으며, K-type 

thermocouple을 이용해 모니터링하였다. 해당 반응 

시스템에 관한 설명은 선행연구(Kim과 Ham, 2008; 
Yang 등, 2007)에 상세하게 주어져 있다. 

CO/C3H8 산화반응을 수행하기에 앞서 Pt를 환원시

키는 과정을 거쳤는데, Pt/TiO2와 Pt/SiO2와 같은 Pt만
으로 이루어진 촉매들의 경우, 일정량의 Pt 담지촉매

를 반응기에 넣고 반응 시스템 내에서 MFC에 의해 조

절되는 유량 200 cm3/min의 He를 이용하여 5oC/min
의 승온속도로 400oC에서 4 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H2

로 1 시간 동안 환원하였다. Co3O4-Pt 촉매들의 경우

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Co3O4를 함침시키기 전에 Pt
를 먼저 환원하였기 때문에 유량 100 cm3/min의 air 
흐름 속에서 5oC/min의 속도로 승온하여 350oC에서 1 
시간 동안 소성한 후에 여러 반응온도에서 CO/C3H8 

산화반응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모든 반응기

체들은 moisture trap(Alltech Assoc.)과 Oxytrap 
(Alltech Assoc.)을 통과시킴으로써 실린더 내에 존재

할 수 있는 미량의 H2O와 O2와 같은 불순물들을 사전

에 충분히 제거하였다.
제조된 촉매들의 CO/C3H8 산화반응 활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도 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가 장착된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GC, Shimadzu 2014)를 사용하였다. CO 및 

O2 농도뿐만 아니라 이들의 산화반응으로부터 발생되

는 CO2의 농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CTR I 칼럼

(Alltech Assoc.)을 사용하여 반응 전‧후의 반응활성

을 평가하였다(Kim과 Ham, 2008; Yang 등, 2007).

3. 결과 및 고찰

3.1. 저온 CO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담체의 영향

5% Co3O4/TiO2와 5% Co3O4/SiO2 촉매상에서 저

온 CO 산화반응에 대한 담체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1에서 보여주듯이, 5% Co3O4/TiO2 촉매를 100oC
의 반응온도에서 CO 산화반응에 사용하였을 때, 
24,000 h-1의 GHSV에서 5 시간 정도까지는 100%의 

CO 전화율을 나타냈고, 그 이후 반응시간 경과와 함

께 빠르게 활성이 감소하여 12 시간 이후부터는 15% 
내외의 촉매활성이 얻어졌다. 반면에, 동일한 반응온

도와 GHSV 조건으로 5% Co3O4/SiO2 촉매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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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산화반응을 반응시간의 함수로 수행하였을 경우

에 약 2 시간까지는 100%의 촉매활성을 보여주었으

나 이후에는 보다 빠르게 활성감소현상을 보여주었고 

정상상태에서의 전화율은 TiO2에 담지된 촉매와 매우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TiO2와 SiO2의 표면산성도(surface 

acifity)의 경우 TiO2가 SiO2에 비해 큰 것으로 널리 알

려져 있는데(Yang 등, 2007), 이러한 표면산성도 차이

가 저온 CO 산화반응에서 구별되는 활성유지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5% Co3O4 촉매의 

담체에 관계없이 일정시간 이후부터는 반응활성이 빠

르게 감소하는 촉매비활성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반응 전‧후 얻어진 5% Co3O4 촉매를 대상으로 본 연

구에 앞서 수행된  Raman 연구(Kim 등, 2008)에 기초

할 때, 반응 중에 촉매표면에 생성되는 carbonates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Fig. 1. On-stream activity of 5% C3O4/TiO2 and 5% C3O4/ 
SiO2 catalysts for CO oxidation at 100oC.

Fig. 2에서는 서로 다른 담체에 Pt가 이온교환법으

로 담지되었을 때 저온 CO 산화반응에서 담체의 영향

을 보여주고 있다. 담체로 TiO2가 사용된 경우, 100oC
의 반응온도에서 15 ~ 20% 사이의 CO 전화율을 얻을 

수 있었지만, 0.64% Pt/SiO2 촉매상에서는 전 반응시

간 동안 2% 내외의 촉매활성만이 관찰되었다. Pt가 

이온교환된 경우에도 5% C3O4 촉매와 마찬가지로 담

체에 의한 영향이 확연하게 나타났고, SiO2보다는 

TiO2가 보다 바람직한 담체임을 알 수 있다.

0.47% Pt/TiO2 촉매상에서 CO 산화반응 동안에 반

응초기(30분까지)에 CO 전화율이 감소한 후에 다시 

증가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

는데, 이와 같은 거동을 보이는 원인은 금속상태로 존

재하는 표면에 노출된 Pt surface(Pts)에서의 CO 및 O2 
흡착과 표면반응이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

문이다. Pts site 위에 CO 및 O2 흡착은 다음과 같은 여

러 반응들이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Kim 등, 2001, 
2002).

Pts  +  CO(g)  -> Pts-CO (1)
2Pts  +  CO(g)  -> Pts-CO-Pts (2)
Pts  +  1/2O2(g)  ->  Pts-O (3)
2Pts  +  1/2O2(g)  ->  Pts-O-Pts (4)

Fig. 2. On-stream activity for CO oxidation at 100oC over 
0.47% Pt/TiO2 and 0.65% Pt/SiO2 catalysts prepared 
by an ion exchange technique.

반응 (1)과 (2)는 Pts 위에서의 CO 흡착반응이고, 
반응 (3)과 (4)는 Pts 위에서의 O2 흡착반응인데, 특히 

Pt의 입자크기가 매우 작을 때는 반응 (1)과 (3) 외에 

반응 (2)와 (4)도 일어난다(Kim et 등, 2001, 2002). 이
러한 흡착반응들은 아래와 같은 여러 표면반응들과 

결합되어 CO를 CO2로 산화시키게 된다.

Pts-CO  + 1/2O2(g)  ->  Pts  + CO2(g) (5)
Pts-CO-Pts  +  1/2O2(g)  -> 2Pts  +  CO2(g) (6)
Pts-O  +  CO(g)  -> Pts  +  CO2(g) (7)
Pts-O-Pts  +  CO(g)  -> 2Pts  +  CO2(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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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1) ~ (8)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반응초기

의 현상을 감안할 경우 흡착반응속도보다는 표면반응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저온 CO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제조법의 영향

촉매 제조법에 따른 CO 산화반응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온교환법으로 얻어진 0.47% Pt/TiO2 촉매

를 가지고 여러 반응온도들에서 활성을 비교하였다. 
Fig. 3은 0.47% Pt/TiO2 촉매상에서 CO 산화반응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00oC에서의 반응활성

은 비교목적으로 Fig. 2로부터 다시 사용되었다. 
130oC의 반응온도에서 CO 산화반응을 수행하였을 

때, 약 4 시간 동안 100%의 반응활성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여 75 시간이 경과하면 

50%의 전화율을 유지하였다. 150oC 이상에서는 100 
시간 동안 활성감소 없이 100%의 CO 산화율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5% Co3O4/TiO2의 경우 180oC의 반응

온도일지라도 느린 활성저하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Kim 등, 2008), 0.47% Pt/TiO2 촉매상에서 관찰되는 

활성유지 수준은 저온에서 Co3O4/TiO2의 활성 향상

용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Activity maintenance profiles for CO oxidation at 
chosen reaction temperatures with a 0.47% Pt/TiO2 
catalyst prepared using an ion exchange technique.

상기의 0.47% Pt/TiO2 촉매와 비슷한 Pt 함량을 갖

는 0.56% Pt/TiO2 촉매를 함침법으로 제조한 후 반응

온도에 따른 CO 전화율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결과는 Fig. 4에 주어져 있다. 100 및 150oC의 반응온

도에서 CO 산화율은 10% 이하로 나타났고, 180oC라 

할지라도 반응개시와 함께 55% 정도의 전화율이 관

찰되었으나 매우 급속히 촉매활성을 상실하여 2 시간 

이후부터는 20%의 전화율을 유지하였다. 반응온도에 

따른 활성 경향성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였

으나(Mergler, 1996), 본 연구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은 함침법보다는 이온교환법으로 촉매를 제조할 때 

고활성의 촉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슷

한 함량의 Pt를 갖지만 제조방법에 따라 CO 산화반응

의 활성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온교환법으로 제

조된 촉매의 Pt 입자크기(1.1 nm)가 훨씬 작기 때문이

다(Table 2).

Fig. 4. Activity maintenance profiles for CO oxidation at 
chosen reaction temperatures with a 0.56% Pt/TiO2 
catalyst prepared using an incipient wetness technique.

이온교환법으로 제조된 4.7% Co3O4/TiO2 촉매상

에서의 CO 산화반응 활성을 함침법으로 제조한 경우

(Fig. 1의 5% C3O4/TiO2)와 비교하였다. Fig. 5에서 

보듯이, 비슷한 C3O4의 함량을 갖는 4.7% Co3O4/TiO2 
촉매는  2 시간 정도 100%의 활성유지를 보인 후에 

함침법으로 제조된 촉매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감소하

는 현상을 나타났다. 촉매활성 감소속도 측면에서 보

면 이온교환법으로 제조된 촉매상에서의 CO 산화반

응이 보다 강한 내구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5% Co3O4가 TiO2 표면에 이온교환된 후 소성되었기 

때문에 TiO2와 Co3O4간의 상호작용이 ConTiOn+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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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

로 더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Kim과 Ham, 2008; 
Yang 등, 2007).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TiO2에 담지된 

Co3O4 촉매의 경우에는 제조법에 따라 현저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Fig. 5. An activity maintenance in CO oxidation at 100oC 
over 4.7% Co3O4/TiO2 prepared using an ion 
exchange technique.

3.3. 저온 CO 산화반응에 대한 전처리 조건의 영향

5% Co3O4/TiO2 촉매에 대한 선행연구(Yang 등, 
2007; Kim과 Ham, 2008)에 따르면, 이 촉매의 표면

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TiO2 표면에 ConTiOn+2 화합

물 생성여부는 소성온도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담체인 TiO2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따라 

Co3O4/TiO2 촉매의 최적 소성온도가 결정되었는데

(Kim 등,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순수 TiO2에 담

지된 5% Co3O4 촉매의 경우에는 350oC가 최적의 소

성온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순수 TiO2 표면에 Co3O4와 

Pt가 공존할 경우 이들의 활성점(active site) 생성에 

미치는 소성조건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Fig. 6에서는 이온교환법으로 제조된 0.47% 

Pt/TiO2(400oC에서 환원)와 함침법으로 얻어진 5% 
Co3O4/TiO2(350oC에서 소성)를 1:1로 혼합한 촉매를 

각기 다른 조건으로 350oC에서 전처리하였을 때의 

CO 산화반응 활성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 He과 모사 

air 조건에서 전처리한 혼합물 모두 약 2 시간 정도까

지는 100%의 촉매활성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여 40 시간 정도에서는 10% 내외의 활

성을 보였다. 물리적 혼합촉매의 경우 소성 분위기에

는 의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혼합에 

앞서 두 촉매 모두 적합한 소성과 환원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적어도 Pt 
성분의 경우 TiO2 표면에 존재하는 Co3O4 입자들의 

표면화학적 특성을 현저하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자동

차 촉매들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가의 Pt 대체재로 

Co3O4와 같은 금속산화물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Mergler 등, 1996).

Fig. 6. Durability in CO oxidation at 100oC with a 1:1 
physical mixture of 0.47% Pt/TiO2 and 5% 
C3O4/TiO2 after in situ pretreatment at 350oC in a 
flow of pure He and a simulated air.

3.4. C3O4-Pt 담지촉매상에서의 저온 CO 산화반응

TWC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Pt 일부를 대체

하거나 이들의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하나의 전이

금속 산화물 촉매로서 Co3O4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ergler 등, 1996; Xie 등, 2009). Co3O4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0oC 미만의 저온이라 할지라도 CO 
산화반응에 대한 활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70oC에

서도 수십 시간 동안 100%의 CO 전화율을 갖음).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온교환법으로 얻어진 Pt/TiO2 
및 Pt/SiO2 촉매에 Co3O4를 함침법으로 담지하여 CO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활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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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n-stream performances in CO oxidation at 100 and 
180oC over Pt-exchanged TiO2- and SiO2-supported 
catalysts after calcination at 350oC: (●) 5% 
C3O4-0.47% Pt/TiO2, (◆) 5% C3O4-0.65% Pt/SiO2, 
and (■) 0.65% Pt/SiO2.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이온교환법에 의해 제조

된 0.47% Pt/TiO2를 400oC에서 환원하여 passivation
시킨 후 5% C3O4를 함침한 5% C3O4-0.47% Pt/TiO2 

촉매의 CO 산화활성을 살펴본 결과, 100oC의 반응온

도에서 100% CO 산화율을 유지하는 시간은 Pt가 없

을 때(Fig. 1의 5% C3O4/TiO2)와 매우 유사하고 일정 

시간 동안 비활성화현상이 일어난 후 정상상태에서의 

활성유지 수준은 약 2 배 정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 C3O4-0.65% Pt/SiO2 촉매의 경우 Fig. 1
의 결과와 비교할 때 Pt에 의한 활성 개선효과는 관찰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온인 180oC에서 

해당 반응을 수행할 경우 0.65% Pt/SiO2 촉매상에서

도 100%의 CO 제거율을 얻을 수 있었다. Mergler 등
(1997)은 Pt/CoOx/SiO2 촉매를 사용하였을 경우 

100oC 이하의 반응온도에서 매우 높은 CO 산화율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촉매

활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은 

Pt/CoOx/SiO2 촉매에 사용된 Pt의 함량이 5%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담지 C3O4 촉매상에서의 저온 CO 산화반응은 담

체와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약할 때 높은 활성을 보이

기 때문에(Xie 등, 2009), 금속과 담체간의 강한 상호

작용(strong metal-support interaction, SMSI) 정도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의 결과

들과 결부시켜 볼 때, 350oC에서 소성한 C3O4-Pt 촉매

들일 경우 100 ~ 180oC 사이의 반응온도에서 최적 활

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소량의 Pt가 CoOx

에 첨가되었을 때, CoOx의 표면화학적 특성을 변화시

켜 ionic한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eib 등, 1993),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ECU)를 장착하고 있는 최신의 자동차들은 25 
분 이내의 cold-start 기간을 가지므로 고가의 Pt의 함

량을 줄이는 대신 100oC 이하의 저온(Xie 등, 2009)이
라 할지라도 CO 산화반응에 대해 매우 높은 촉매활성

을 보이는 C3O4를 첨가하는 방안을 기대해 볼 수 있

다.

3.5. Pt/SiO2 촉매상에서의 저온 C3H8 산화반응

이온교환법으로 SiO2에 담지된 0.65% Pt를 400oC
에서 환원하고 실온에서 passivation시킨 후, 가솔린 

자동차 배가스 내에 존재하는 HCs의 모델 반응물로

서 C3H8의 산화반응에 대한 0.65% Pt/SiO2 촉매의 활

성을 반응온도별로 조사하였다. 100oC의 반응온도에

서 0.65% Pt/SiO2 촉매의 활성은 전혀 없었으며, 
150oC라 할지라도 유사한 활성을 얻을 수 있었다(not 
shown here). 따라서, 이보다 더 높은 반응온도들에서 

C3H8 산화반응 활성을 조사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Fig. 8에 주어져 있다.

Fig. 8. Changes in activity of a single sample of a 0.65% 
Pt/SiO2 catalyst during C3H8 oxidation at temperatures 
between 180 and 2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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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oC의 반응온도에서 반응개시와 함께 약 1 시간 

동안은 전이현상을 나타내지만, 그 이후부터는 95% 
내외의 C3H8 산화율을 보이며 이러한 촉매활성은 15 
시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응시작과 함께 90% 정
도의 전화율에서 약 1 시간 동안 서서히 증가하여 95%
에 이르는 전이현상은 0.65% Pt/SiO2 촉매가 반응 전

에 실온에서 passivation되었기 때문에 Pts에 해리흡

착된 O 원자들이 C3H8와의 반응에 의해 Pt 나노입자

들의 표면이 Pts
o로 환원되는 과정에 의해 야기된다.

15 시간 동안의 연속반응 후에 반응온도를 250oC
에서 180oC로 감소시키면 매우 느리게 촉매활성이 감

소하여 0%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0.65% 
Pt/SiO2 촉매를 이용하여 C3H8를 효과적으로 산화시키

기 위해서는 적어도 180oC보다 높은 반응온도가 요구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를 상술한 결과들 및 기존

의 TWC 제조법(Farrauto와 Heck, 1999; Koltsakis와 
Stamatelos, 1997)과 종합하여 볼 때, 5% 이상의 

Co3O4를 코디얼라이트 담체 표면에 고분산도를 갖도

록 코팅하고 그 위에 소량의 Pt가 이온교환된 담지촉

매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비슷한 Pt 함량을 갖는 촉매를 이온교환법과 함침

법으로 각각 제조한 후 100oC의 반응온도에서 CO 산
화반응을 수행하였을 때 이온교환법으로 제조된 촉매

가 함침법으로 제조된 촉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산화

활성을 나타내었고, TiO2와 SiO2를 각각 담체로 사용

하여 이온교환법으로 제조하였을 때 거의 같은 Pt 나
노입자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t/TiO2 촉
매상에서의 CO 산화활성이 더 우수하였다. 즉, 담체

가 동일하다면 보다 작은 입자크기로 고분산도를 달

성할 수 있는 이온교환법이 보다 바람직하고, 촉매제

조법이 동일하다면 표면 산성도가 높아 담지된 활성

성분과의 상호작용이 적합한 TiO2가 더 효과적이었

다. 담체의 영향은 5% Co3O4 촉매에서도 Pt 촉매와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나, Co3O4에 적합한 촉매 제조법

은 함침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o3O4 내에 있는 

Co-O간의 결합세기가 CO 산화반응에 있어서 결정적

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o3O4-Pt 담지촉

매들의 CO 산화반응을 조사하였을 때 TiO2에 담지된 

촉매가 우수한 저온 CO 산화활성을 보여주었다. 
Co3O4와 Pt로 이루어진 물리적 혼합물의 전처리 영향 

및 C3H8 산화반응에 대한 Pt/SiO2의 활성을 바탕으로 

할 때, Co3O4-Pt 담지촉매를 TWC용 담체에 직접 코

팅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코팅함으로써 배

가스 온도구간별로 Co3O4와 Pt의 촉매활성을 최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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