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 Chem. Eng., Vol. 24, No. 6, December 2013, 599-604
http://dx.doi.org/10.14478/ace.2013.1057

Original article

Ti가 첨가된 Mn-Cu 혼합산화물을 이용한 저온 SCR 반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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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침법으로 Ti가 첨가된 Mn-Cu 혼합산화물을 이용하여 200 ℃ 이하의 저온 영역에서의 NH3-SCR 반응특성
에 관한 것이다. 제조된 촉매들은 BET, XRD, XPS, TPD를 이용하여 각각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Mn-Cu
혼합산화물은 매우 큰 비표면적과 저온에서의 높은 SCR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Ti가 첨가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SCR 효율과 N2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Ti가 첨가됨에 따라 화학 흡착된 산소종(Me-Oads)이 증가하여
3+
NO가 NO2로의 산화가 촉진되고, Mn 와 같은 NH3의 흡착점의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In this study, Ti added Mn-Cu mixed oxide catalysts were prepared by a co-precipitation method and used for the low temperature (＜ 200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of NOx with NH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se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BET, XRD, XPS, and TPD. Mn-Cu mixed oxide catalysts were found to be amorphous with a large surface
and they showed high SCR activity.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addition of TiO2 to Mn-Cu oxide enhanced the
SCR activity and N2 selectivity. Ti addition led to the chemically adsorbed oxygen species that promoted the oxidation of
3+
NO to NO2 and increased the number of NH3 adsorbed-sites such as 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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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NO, NO2 그리고 N2O와 같은 질소산화물(이하 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이며,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파괴 및 온실효과
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NOx는 90% 이상이 화력발전 산업용 보일러
와 같은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선박과 같은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된다.
NOx를 제어하는 기술로서는 적은 비용과 높은 효율의 촉매 기술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촉매 기술 중 NH3를 환원제로 이용한 선택적 촉매 환원법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인 NH3-SCR이 NOx 제어에 있어
서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SCR의 일반적인 반응식은 다
음과 같다.

SCR공정에서는 V2O5-WO3/TiO2 (anatase)촉매가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상기 촉매는 배가스의 온도가 300∼400 ℃일 때 최적의 활
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SCR을 활용하는 공정에서 황이 포함되
어 있는 연료를 사용할 경우 SO2에 의하여 촉매활성이 저하되는 문
제점이 있다[1].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나듐계 촉매에 MoO3를 첨가하
거나 지지체로 zeolite를 사용하여 SO2에 대한 촉매 피독현상을 억제
하고는 있지만, 반응온도가 300∼400 ℃로 고온이므로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열적피로에 의해 촉매활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SCR 공정을 전기집지기와 탈황설비 후단에 설치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탈황공정 후단의 온도는 120∼250 ℃의 매우 낮은 운
전 조건이기 때문에 바나듐계 촉매와 zeolite 촉매를 적용할 시에는 배
가스의 재가열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200 ℃ 이하의 저온에서도 높은 NOx 제거효율을 나
타내는 저온 SCR (Low temperature SCR, LT-SCR)촉매 연구에 집중
하고 있다. 일부 전이금속 촉매들은 LT-SCR 촉매로서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 예로 단일 금속산화물 촉매[2,3], 복합 금속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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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4,5], 지지체가 담지 된 금속산화물 촉매[6-8] 그리고 Cu2+가 이
온교환 된 제올라이트[9]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금속산화물 촉매 가운
데 MnOx/Al2O3[10], MnOx/TiO2[11], MnOx-CeO2[5] 그리고 MnOx/active carbon[12]과 같은 망간산화물 촉매들은 저온에서 높은 NOx 제
거효율을 나타내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MnOx 촉매의 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전이 금
속산화물을 조촉매로서 첨가 또는 혼합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그 예로서 Cu-Mn[4], Cr-MnOx[13], MnOx-CeOx[5] 촉매들이 있다. 이
들 촉매 중 MnOx에 Cu가 포함된 촉매(이하 Mn-Cu)가 저온에서 매우
우수한 산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Mn-Cu촉매는
Propane과 Ethanol의 산화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그 이유로는 Cu1.5Mn1.5O4 혼합상이 존재하고 이것은 보다 쉽게
환원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화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Mn-Cu의 촉매적 특성을 더욱 증가시키고자 촉매
지지체로 사용되는 Ti를 조촉매로 첨가하여 저온-SCR 촉매로서의 특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촉매 제조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Mn-Cu촉매는 공침법(co-precipitation method)
으로 제조되었다. Mn과 Cu의 원자비를 1.0으로 하여 Mn(NO3)2⋅
xH2O (Sigma-Aldrich, purity : ≥ 98%)와 Cu(NO3)2⋅2.5H2O (SigmaAldrich, purity : ≥ 99%)수용액을 준비하고 혼합하였다. 이 혼합용액
의 pH는 NH4OH를 적정하여 10으로 조절하였으며, 상온에서 24 h
동안 보관한 후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여과와 세정을 반복하였다.
이 혼합 슬러리는 70 ℃ 회전진공증발기(Eyela Co. N-N series)를 이용
하여 건조시켰다. Ti가 첨가된 촉매는 TiCl4 (Sigma-Aldrich, purity :
≥ 99%)를 Mn-Cu 혼합용액에 Ti와 Mn의 비를 0.2로 하여 상기와 같
은 방법으로 건조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건조된 시료들은 공기분위기
에서 10 ℃/min의 승온속도로 350 ℃와 500 ℃의 온도에서 각각 4 h
동안 소성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여기서, 제조된 촉매들은 MC와
MCT로 표기하였으며, 기재된 숫자는 소성온도를 의미한다.
2.2. 반응 실험

촉매의 SCR 반응활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응기는 연속흐름형 고정
층 반응기로서, 내경 8 mm, 높이 600 mm인 석영관을 사용하였고, 촉
매층을 고정하기 위해 Quartz wool을 사용하였다. 반응기에 공급되는
가스는 N2, O2, NH3, NO가 각각의 실린더로부터 MFC (Mass Flow
Controller, MKS Co.)를 사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다. 또한, 수분의
공급은 Ar이 Bubbler를 통하여 수분을 함유하도록 하여 반응기 내로
주입시켰다. 가스공급관은 반응기로 유입되는 NO와 NH3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염의 생성을 방지하고 반응가스 중의 수분이 응축되지 않도
록 180 ℃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예열하였다. 반응 조건은 Ar 분위기
하에 반응가스 중 NO의 농도는 780 ppm, NO2는 20 ppm, NH3는 820
ppm으로 고정하고, 반응가스 내의 O2의 농도는 전체 주입 가스량의
3 vol.%로 주입하였으며, 수분은 8 vol.% (1 barabs 기준)로 하여 총 가
스 유량은 500 cc/min로 유지하였다. 또한, 이때 유입되는 기체의 공
-1
간속도는 60000 hr 으로 고정하였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NO의 농도는 비분산 적외선 가스분석기(ZKJ-2, Fuji Electric
Co.)로 측정하고, NO2의 농도와 미반응하여 배출되는 NH3의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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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검지관(NO2 : 9 L, NH3 : 3 M, 3 La, 3 L, Gas Tec. CO.)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해당 반응온도에서 30 min 동안 유지한 후 측정
하였다.
NO의 산화성능을 조사하기 위한 NO 단독산화 실험에 주입되는 가
스는 상기와 같이 Ar 분위기 하에서 반응가스 중 NO의 농도는 400
ppm, O2의 농도와 수분의 농도는 전체 주입 가스량의 각각 3 vol.%와
8 vol.%로 SCR 반응실험과 동일하게 고정하여 반응기 내로 주입하였
다. 촉매층에 의한 NOx의 전환율과 N2 선택도, NO가 NO2로의 전환
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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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촉매 특성분석
2.3.1. 촉매의 비표면적 및 Pore Size Distribution 분석

촉매의 비표면적 및 pore size distribution 분석은 Micromeritics Co.
의 ASAP 2010C를 사용하였으며 BET식을 이용하여 pore size distribution은 Kelvin식을 통해 유체의 meniscus의 평균반경과 상대압력
에서의 흡착층의 두께를 이용하여 세공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인
BJH (Barrett-Joyer-Hanlenda)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각각의 시
료는 110 ℃에서 3∼5 h 동안 진공상태로 degassing 한 후 분석하였다.
2.3.2. XRD (X-ray Diffraction)

촉매의 결정구조 및 crystallite size 및 unit cell volume을 분석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ANalytical Co.의 X’Pert PRO
MRD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Radiation source로는 CuKα (λ = 1.5056
Å)가 사용되었으며, X-ray generator는 30 k이고, monochromator는
사용하지 않았다. 2θ = 10∼90°의 범위에서 6°/min의 주사속도에 의
하여 측정되었다.
2.3.3.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VG Scientific사의 ESCALAB 210을 사용하였으며, Excitation source
로써 Al Kα monochlomatic (1486.6 eV)을 사용하였다. 촉매를 약
100 ℃의 온도에서 24 h 건조하여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
한 후 XPS 기기의 진공도를 10∼12 mmHg로 유지하기 위하여 표면
sputtering 및 etching을 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시료 내에 존재하는 Mn,
Cu, Ti, V, O, C 원소는 wide scanning spectrum으로 분석하여 binding
energy와 intensity를 확인하였다.
2.3.4. TPD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NH3의 흡착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NH3-TPD를 실시하였다. 100 µm
이하로 분쇄된 30 mg의 촉매를 충진 후 우선 50 cc/min의 Ar을 흘리
며 400 ℃까지 10 ℃/min으로 승온한 후 30 min간 유지하여 촉매표면
의 수분을 제거하고 또한 촉매를 활성화시켰다. 다음 상온(약 30 ℃)
으로 하강한 후 1 vol.% NH3/Ar으로 30 min간 촉매에 NH3를 흡착시
키고, Ar으로 Purging하며 충분한 시간동안 물리 흡착된 NH3를 배제
시켰다. 이후 50 cc/min의 유량으로 Ar을 주입하면서 600 ℃까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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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ay diffraction spectra of Mn-Cu oxides catalysts.

Table 1. Properties of Mn-Cu and Ti-Mn-Cu Catalysts
Sample

2

Calcination temp. (℃) SBET (m /g)

XRD phase

MC-350

350

195.4

Cu1.5Mn1.5O4

MC-500

500

30.2

Cu1.5Mn1.5O4

MCT-350

350

141.1

Anatase Cu1.5Mn1.5O4

MCT-500

500

22.7

Anatase Cu1.5Mn1.5O4

온하며 Quadrupole Mass (200 M)를 이용하여 탈착되는 NH3 및 반응
생성물을 Monitoring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의 특성 분석

Figure 1은 각기 다른 온도에서 소성된 MC와 MCT 촉매들의 XRD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해당 단계의 조성들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500 ℃에서 소성된 촉매들의 경우, 결정형(Crystalline) Cu1.5Mn1.5O4
(JCPDS file no. 44-0909)의 생성된 Peak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350 ℃
에서 소성된 촉매도 Cu1.5Mn1.5O4 peak가 관찰되지만, 상기 촉매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제조되어 Intensity가 매우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정질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Ti가 첨가된 MCT 촉매의 경우
에는 Anatase TiO2에 의한 Peak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높은 소성온도에
서 소성된 MCT-500의 경우 MCT-350보다 Mn-Cu 산화물상과 같은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소성온도가 증가할수록 촉매의 비표면
적은 MC-350 > MC-500과 MCT-350 > MCT-500 같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의 극심한 감소는 촉매
가 비정질 상태에서 결정질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며, 이는 XRD 분석
결과와 일치한 것을 알 수 있다.
3.2. 소성온도에 따른 MC와 MCT 촉매의 SCR 반응활성

350 ℃와 500 ℃에서 소성된 MC와 MCT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온
도에 따른 SCR 활성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MC-500 촉매
와 MCT-500 촉매의 NOx 전환율은 MC-350과 MCT-350 촉매에 비해
매우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Kang 등[4]은 미정질형태의 Cu-Mn 혼
합산화물 촉매에 있어서 비정질을 이루고 있을 때 높은 SCR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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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Ox conversion and N2 selectivity over Mn-Cu oxides
catalysts,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

Table 2. Surface Atomic Concentration of MC-350 and MCT-350
Catalysts as Determined by XPS Analysis
Sample

Atomic concentration (%)
Mn

Cu

O

Ti

Mn/Cu

MC-350

18.1

15.1

66.8

-

1.20

MCT-350

14.4

11.7

71.5

2.4

1.23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앞선 XRD 결과에서 MC-500과 MCT-500
촉매는 Cu1.5Mn1.5O4 형태의 결정상이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적 낮은
비표면적을 이루고 있다. 이는 높은 소성온도에 의한 것으로 촉매에
형성된 Cu1.5Mn1.5O4 결정의 소결현상(sintering) 때문에 SCR 반응활성
site가 감소되어 촉매 활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소성된 Mn-Cu 혼합산화물 촉매는 상
대적으로 비정질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반응활성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i가 첨가된 MCT-350은 MC-350 촉매에 비
하여 비교적 높은 SCR 활성과 N2 선택도(Selectivity)를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으로 Mn-Cu 산화물 촉매에서 문제점으로 알려진 N2O의 생성
농도는 두 촉매에서 모두 1.5 ppm 이하로 낮았지만 MCT-350 촉매
(0.5 ppm)가 MC-350 촉매(1.2 ppm)에 비해 비교적 낮은 농도의 N2O
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Ti첨가에 따른 촉매 표면의 Mn과 Cu의 원자가 특성

상기와 같이 촉매에 Ti가 첨가됨으로써 촉매의 활성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촉매의 활성금속인
Mn과 Cu의 표면 원자의 농도는 촉매활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XPS 분석을 통해 결정된 MC-350과 MCT-350 촉매의
Mn과 Cu 그리고 Ti의 표면 원자 농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두 촉매는 동일한 Mn과 Cu의 비율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원자의 농도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MCT-350 촉매의 경우, MC-350
촉매에 비하여 Mn과 Cu의 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촉매
에 첨가된 Ti가 촉매 표면에 존재함에 따라 Mn과 Cu의 표면 농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두 촉매의 표면 원소의 산화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O 1s, Cu
2p, Mn 2p3/2의 XPS spectra를 분석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Peak
fitting deconvolution을 이용하여 Mn 2p3/2의 XPS spectra는 Figure
Appl. Chem. Eng., Vol. 24, No.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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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PS spectra of MC-350 and MCT-350 catalysts : (a) Mn 2p, (b) Cu 2p, and (c) O 1s.
Table 3. Binding Energy (eV) and Percentage of Differential Valence
States of MC-350 and MCT-350 Catalysts
XPS spectra

Element valence
2+

Cu2p (eV)

Cu

3+

Mn

Mn4+

Mn2p (eV)

Mn-nitrate

MC-350

MCT-350

933.5 (100.0)

933.2 (100.0)

641 (0)

641 (20.0)

641.8 (87)

641.8 (73.3)

644 (13)

644 (6.7)

O (Me-Olatt)

529.2 (66.4)

529.2 (47.7)

OH-/CO32- (Me-Oads)

530.6 (29.4)

530.6 (37.9)

H2O

532.6 (4.2)

532.1 (14.4)

2-

O1s (eV)

Binding energy (eV)
(Percentage of valence stats, %)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Mn-nitrate (644.0 eV)와 Mn (641.8 eV) 그
리고 Mn3+ (641.0 eV)의 3개의 Peak로 분리할 수 있다[16,17]. 모든
촉매에서 나타난 Mn4+의 Peak는 비슷한 반면, Mn-nitrate와 Mn 2p3/2의
3+
Mn 의 Peak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3(b)에
나타난 것과 같이 Cu 2p의 Peak는 분리가 되지 않고 이전에 보고된
2+
Cu-Mn 산화물에서 나타나는 Cu 2p의 Cu Peak (933.9 eV)와 유사하
2+
게 나타났다[18]. Cu 산화물 촉매에서 Cu의 산화상태는 대부분 Cu
+
0
와 Cu , Cu 로 나타나며, SCR 반응활성에 있어서는 Cu의 산화상태가
Cu+로 존재할 때 반응성이 뛰어나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의 촉매는 XPS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교 대상이 되는 촉매
모두 Cu의 산화상태가 Cu2+로만 나타났으므로 Cu의 산화상태에 대한
SCR 반응활성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XPS spectra를 통해 분석된 O1s의 Peak는 Figure 3(c)처럼 금석 산
화물의 격자산소(529.1∼529.2 eV)와 표면의 흡착 산소(529.6 eV), 화
학 흡착된 수분(532.0 eV)으로 분리가 가능하다[19]. 이를 통해 얻어
진 결합 에너지(eV) 및 각각의 원자가 상태의 비율을 Table 3에 나타
내었다. MC-350과 MCT-350 촉매 표면에 존재하는 Mn과 Cu의 비율
4+

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다소 차이가 없었지만, 각각의 상대
원자가는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n의 산화상태는 비
화학 양론적 산화 종인 Mn3+ 및 Mn2+ 뿐만 아니라 Mn4+로도 존재한
공업화학, 제 24 권 제 6 호, 2013

다고 알려져 있다[4,18]. 우리의 연구에서도 MC-350과 MCT-350 촉
3+
4+
매표면의 Mn /Mn 비율은 각각 0과 0.2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MCT-350 촉매는 MC-350 촉매에 비해 보다 많은 비화학 양론 Mn 종
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촉매로 첨가된 Ti는 Mn-Cu 혼한산화
물 촉매의 화학적 상태변화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MC-350과 MCT-350 촉매 표면의 흡착 산소종(Me-Oads)과 격
자 산소(Me-Olatt)의 비율은 각각 0.4와 0.8을 나타내었으며, SCR 반응
활성이 우수했던 MCT-350 촉매는 MC-350 촉매보다 표면에 흡착되
어 있는 산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Zhang 등
[20]이 연구한 것과 같이 Mn-Cu 산화물에 Ce 산화물을 추가 담지하
면 표면에 흡착된 산소종이 증가하는 결과와 유사하다. 촉매 표면에
흡착된 산소종은 높은 산소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NO를 NO2로의 산
화반응으로 진행되는 Fast-SCR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1], 이로 인하여 MCT-350 촉매의 SCR 반응활성이 MC-350 촉매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4. MC-350과 MCT-350 촉매의 NH3 흡착 특성

MC-350 촉매에 Ti가 첨가됨에 따른 NH3의 흡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MCT-350 촉매와 비교하여 NH3-TPD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NH3
(m/e = 15, NH+) 탈착 Peak는 Figure 4(a)에 나타낸 것과 같이 두 촉매
에서 모두 NH+-TPD spectra는 서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110 ℃
영역에서 나타나는 탈착되는 NH3의 Peak는 Bronsted 산점에 연결된
약한 산점에 해당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2].
또한, Figure 4(b)는 NH3가 탈착될 시 생성되는 반응물을 Quadrupole
+
Mass (200 M)를 이용하여 N2O (m/e = 44, N2O )를 측정한 결과이다.
+
N2O 의 탈착 Peak는 70∼250 ℃ (T1)와 340∼600 ℃ (T2)의 온도영역
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 Peak (T1)은 NH+-TPD spectra에서 나타난
+
것과 같이 약한 산점인 Bronsted 산점에 의해 탈착되는 N2O Peak이
며, 두 번째 Peak (T2)에서 탈착되는 N2O+는 강한 Lewis 산점에 흡착
된 NH3에 기인하여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T2와 T1의
Peak 면적 비율(T2/T1)을 확인해 본 결과, 각각 0.56과 1.41로 나타났
다. Kijlstra 등[10]은 MnOx/Al2O3 촉매 표면에 존재하는 Mn3+에 의해
NH3가 Lewis 산점에 흡착된다고 하였다. XPS 분석 결과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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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O conversion to NO2 over MC-350 and MCT-350 catalysts,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
매의 저온 SCR 반응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소성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Mn-Cu 혼합산화물 촉매의 비표면적
이 크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비정질 상태에서 결정질 상태로 변화하는

Figure 4. (a) NH+ (m/e = 15) and (b) N2O+ (m/e = 44) profiles of
NH3-TPD over MC-350 and MCT-350 catalysts.
3+
듯이 MCT-350 촉매와 MC-350 촉매에서 모두 NH3의 흡착점인 Mn
3+
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MCT-350 촉매의 Mn /Mn4+
비가 MC-350 촉매보다 큰 것으로 보아, MCT-350 촉매가 N2 선택도
3+
를 향상시킬 수 있는 Lewis 산점 즉, Mn 가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NO 산화 반응 특성

Ti가 첨가됨으로써 증가한 표면의 흡착 산소종은 NO가 NO2로 산
화되어 반응이 진행되는 Fast-SCR에 기인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
MC-350과 MCT-350 촉매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라 NO 산화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NO의 산화 반응은 SCR 반응
활성이 우수하였던 MCT-350 촉매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ebel 등[23]은 특히 저온 SCR 반응에서 NO가 NO2로의
부분적 산화 반응은 SCR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또한, R. Jin 등[24]은 Mn-Ce/Al2O3 촉매의 저온 SCR 반응에서
는 촉매 표면에 흡착된 산소종과 NH3 종이 NO의 산화 반응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반응경로는 150 ℃ 이상의 온도에서
NO의 산화 반응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XPS 결과로부
터 확인된 MCT-350 촉매의 화학 흡착된 산소종에 의해 NO가 NO2로
쉽게 산화되어 SCR 반응활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n-Cu 혼합산화물 촉매에 Ti를 첨가하여 제조된 촉

것을 XRD 분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2) XPS 및 NH3-TPD 분석을 통해 Ti가 첨가된 Mn-Cu 혼합산화물
4+
3+
3+
촉매는 Mn 에 비해 Mn 가 우점하고 있으며, Mn 는 저온 SCR 반응
활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N2 선택도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SCR 반응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던 MCT-350 촉매표면에 존재하
는 화학 흡착된 산소종은 SCR 반응 단계 중 NO가 NO2로의 산화반응
에 작용하여 SCR 반응활성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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