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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고온영역에서 NOx를 제어하기 위한 선택적 환원촉매(SCR)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조된 촉매들의 구
조적 특성 및 흡⋅탈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 FT-IR 분석을 수행하였다. Anatase TiO2 지지체의 경우 미미한
NOx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W을 활성금속으로 하여 제조한 W/TiO2 촉매에서 우수한 NOx 제거 능력을 보였다. 
특히 400 ℃ 이상의 고온영역에서 순수 TiO2의 NOx 전환율보다 W이 함유된 W/TiO2의 촉매에서 급격한 활성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시간의 열충격에 따른 반응활성이 감소되는 현상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selective reduction catalyst (SCR) for controlling the NOx at high temperature range was studied. XRD 
and FT-IR BET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determine the structural properties and adsorption/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catalyst. In the case of anatase TiO2 support, a negligible NOx conversion was observed, but the W/TiO2 catalyst made 
using W as a active metal showed an excellent ability to remove NOx. In particular, the W/TiO2 exhibited a rapid increase 
in the catalytic activity due to the presence of W for the NOx conversion compared to that of using the pure TiO2 at a 
high temperature range over 400 ℃.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reduced reaction activity due to the heat shock for a 
long time was found to be sup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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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경제의 성장과 함께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산업기술은 

급격히 발달되어 왔다. 특히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괄목할

만한 산업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산업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환경오염 또한 큰 문제

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1970년 이후 중화학공업

의 육성과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이후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발달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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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유해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얻

기 위하여 연료와 공기를 연소로에 주입하여 연소시킬 시 필연적으로 

배가스가 발생되고 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또한 배출된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인체 내로 흡입될 경우 폐기능 저하 및 혈액독으로 작

용한다. 또한 그 자체만의 독성뿐만 아니라 산성비, 광화학적 스모그

의 발생에 의한 2차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 사업의 하나인 중소형 열병합 

발전기의 주거 및 도심지역에의 보급정책과 병행하여 수도권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공표(2015. 01. 20)됨에 따라 0.3 

MW급의 소형 및 1~10 MW급의 중형 발전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탈

질설비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1]. 

현재 고정오염원 배가스 내의 NOX 저감기술로는 크게 연소 전 제

어, 연소제어, 연소 후 제어로 나뉜다. 연소 전 제어(Pre-combustion 

Control)는 화석연료를 태양열 등의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연료 탈

질 등을 통하여 연료의 질소함량을 낮추거나 질소함량이 낮은 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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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for the procedures of catalysts.

Figure 2. Flow diagram for the procedures of catalysts.

대체하는 방법으로 연료 대체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연료 개선방법에 경제성 및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연소 공정에서 생

성되는 thermal NOX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규제치 강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다음 연소제어(Combustion Control)의 

경우 기존 연소로의 가동조건을 변경함으로써 NOX 생성량을 감소시

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에는 NOX의 배출량을 60% 이

상 제거하기 어려우며, 운전효율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마지막

으로 연소 후 제어(post-combustion control) 방법으로 배연가스 처리법

(Flue gas Treatment)은 습식법과 건식법으로 나뉘며, 습식법의 경우 

낮은 NO의 용해도와 건식법에 비해 높은 시설투자비용 및 운전비용 

NO3
-염 형성의 문제가 있다. 건식법의 경우 촉매분해법(catalytic de-

composition), 흡착법(adsorption), 선택적 무촉매환원법(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 : SNCR), 선택적 촉매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

duction : SCR) 등이 있으며 이 중 선택적 촉매환원법(SCR)이 가장 

낮은 투자와 운전비용으로 가장 높은 NOx 제거율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까지 NOx 제거에서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로 알려진 상

태이다[2].

Figure 1은 250 KW 용량으로 소형열병합 발전기 중 하나로 아파트 

한 개동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의 설계안이다. 1안은 촉매 설계위치

의 배가스 온도가 300~400 ℃로 SCR 최적 운전온도 영역이나 열교

환기의 개조가 필요하여 압력손실 등 열병합 발전기의 열효율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안은 촉매 설치위치의 온도가 100 

℃로 열에너지가 매우 낮아 배가스의 재가열 추가설비가 필요하다. 3

안의 경우 촉매 설치위치의 배가스 온도가 450~550 ℃로 개조 범위

가 최소화되며 열교환기가 장착되지 않은 설비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

점이 있어 촉매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설계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SCR 촉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V/TiO2 촉매의 

경우 250~350 ℃ 영역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400 ℃ 

이상의 고온에서 활성 감소 등의 문제로 중소형 열병합 발전용 가스

터빈의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V/TiO2 촉매가 450 ℃ 이상에서 낮은 

활성을 갖는 이유는 NH3의 산화와 촉매 표면에서의 NH3 흡착 저하로 

인하여, 반응에 참여하는 NH3의 양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이다[3]. 그

렇지만 통상적인 SCR 촉매는 250~400 ℃의 온도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중소형 발전설비 후단에서는 450 ℃~550 ℃에서 운전

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촉매의 열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온 SCR 설비에 적용할 고온에서 고활성을 

유지하는 촉매의 개발과, 고온영역에서 NH3 산화반응을 억제하고 열

적으로 안전한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2. 실    험

2.1. 촉매 제조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촉매는 W/TiO2계 촉매로서 W을 비표면적 및 

결정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 anatase 형태의 상용 TiO2 담체에 담지하여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담지된 활성금속의 함량은 [  ]으로 나타내었

으며 W[x]는 TiO2 담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W을 x wt%만큼 담지하였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촉매제법은 함침법 중의 wet im-

pregnation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Figure 2

에 나타내었다.

먼저 TiO2에 대한 활성금속의 함량을 원하는 조성비에 따라 계산하

고, 계산된 양만큼의 활성금속 전구체를 60 ℃로 가열된 증류수에 녹

인다. 활성금속 용액이 완성되면 계산된 TiO2를 조금씩 저어가며 혼

합한다. 이렇게 만든 슬러리(Slurry) 상태의 혼합용액을 1 h 이상 교반

한 후 회전진공증발기(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70 ℃

에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수분을 증발시키고 나서 시료의 추가건조를 

위하여 건조오븐에서 103 ℃로 24 h 건조시킨 후 10 ℃/min의 승온속

도로 관형로(Tubular Furnace)에서 원하는 온도로 상승시킨 후 그 온

도에서 8 h 공기분위기에서 소성하여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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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diagram a fixed bed SCR reaction system.

Particle size (µm) 40~50 mesh

Temperature (℃) 200~600

Inlet gas conc.
(N2 balance)

NOx (ppm) 400

NH3/NOx 1.0

O2 (%) 8~13

H2O (%) 6

Space velocity (hr-1) 60,000 

Total flow (cc/min) 500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n Reaction System2.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의 고온 SCR 반응 실험에 사용한 고정층 반응기는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반응기에 공급되는 가스는 N2, O2, NOX, NH3의 가스

로, MFC (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수분의 경우 2중 jacket 형태의 bubbler에 공급되는 N2를 폭기하여 수

분을 함유하게 함으로써 반응기에 수분을 공급되게 하였다. 이때, 공

급되는 수분의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bubbler 외각에 circulator를 

이용하여 일정 온도(45 ℃)의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N2 가스가 bub-

bler를 통과하여 반응기에 수분을 공급하는 양이 일정하게 하였다. 

또한, 가스 공급관은 전체에 걸쳐 스테인레스 관으로 하였으며, 반

응관에 NH3와 NO가 반응하여 NH4NO3와 NH4NO2 형태의 염이 생성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heating band를 감아 180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응기는 연속 흐름형 고정층 반응장치로서, 내경 8 

mm, 높이 600 mm인 석영관으로 제작하였으며 촉매층을 고정하기 위

해 quartz wool을 사용하였다. 또한, 반응기의 온도는 항상 고정층 상

부에 장착된 K-type의 열전대를 이용하여 PID 온도제어기로 조절하였

다. 반응의 생성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분산 적외선 가스분석기

(ZKJ-2, Fuji Electric Co.)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가스는 분석기로 유입

되기 전에 수분은 chiller 내의 수분 trap에서 제거시킨 후 유입하였다. 

고온 SCR 반응실험은 먼저 촉매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

압프레스를 이용 5,000 lb의 힘을 가해 펠렛으로 만든 후 300~425 

µm 크기로 분체하여 얻은 촉매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위의 가정을 통하여 준비한 촉매를 반응기에 충진한 후, 촉매의 불

순물 제거 및 촉매의 산화상태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온에서 전처리를 수행한다. 전처리 이후 원하는 실험온도까지 냉각 

후 실험온도에서의 정상상태를 위해 1 h 가량 유지한다. 실험 온도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일정량의 가스를 반응기 내로 투입한 후 생성물

의 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반응실험을 지속시켜 이때의 농도를 기록

한다.

수분이 공급되는 실험의 경우는 먼저 NO, NH3, O2, N2를 투입하여 

상기의 방법에 의해 정상상태에 도달 후 수분을 투입하며, 이 후 생성

물의 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지속시키고 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촉매의 반응활성은 NOX의 전환율로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Conversion C반응전 NOx
C반응전 NOx C반응후 NOx

×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고온 SCR 반응 실험에 관한 운전변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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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anatase : rutile (% : %) BET area (m2/g) particle size (nm) Crystallite size

A 100 : 0 76.6415 1.1950 206

B 100 : 0 344.7245 1.3650 83.66

C 100 : 0 288.7170 1.1750 155.5

D 80 : 20 43.3314 3.6100 246

E 100 : 0 276.0411 2.3350 85.33

F 100 : 0 89.8 1.1900 185

G 98 : 2 11.0129 1.7600 419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Various Supports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Figure 4. Effect of various support on NOx conversion over TiO2

(Reaction condition : NOx : 400 ppm, NH3/NOx : 1.0, O2 : 8 vol%, 
H2O : 8 vol%, S.V : 60,000 hr-1).

2.3. 촉매 특성분석

2.3.1. XRD (X-Ray Diffraction)

TiO2 담체 및 W/TiO2 촉매의 결정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XRD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XRD pattern은 Rigaky Co.의 D/Max-III (3 kW) 

diffractometer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Radiation source로는 Cu Ka (λ 

= 0.1506 nm)가 사용되었으며, 2ϴ = 10~90°의 범위에서 4 °/min의 

주사속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2.3.2.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FT-IR 분석은 JASCO사의 FT-IR 660 Plus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solid의 reflectance 분석을 위해 DR (Diffuse Reflectance) 400 ac-

cessory을 사용하였다. DR 측정을 위한 plate로 KBr window, CaF2를 

사용하였으며, MCT (Mercury Cadmium Telluride) detector를 사용하

여 spectra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촉매는 온도 controller 

가 설치된 in-situ chamber의 sample pan 안에 rod를 이용하여 ground

되었다. 촉매의 spectra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리 sample의 single-beam 

spectrum을 background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auto scan 및 4 

cm-1의 resolution에서 수행되었다.

2.3.3. BET (Brunauer-Emmett-Teller)

촉매의 비표면적 및 pore size 측정은 Micromeritics Co.의 ASAP 

2010C를 사용하였으며 BET (Brunauer-Emmett-Teller)식을 이용하여 

비표면적을 구하였으며, pore size distribution은 Kelvin식을 통해 유체

의 meniscus의 평균반경과 상대압력에서의 흡착층의 두께를 이용하여 

세공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인 BJH (Barrett-Joyer-Hanlenda)법에 의

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각각의 시료는 110 ℃에서 3∼5 h 동안 진공

상태로 degassing한 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Titania 지지체에 따른 고온 SCR 반응 특성

TiO2는 anatase, rutile, brookite의 3가지 결정구조를 가지며 이중 ru-

tile과 anatase만이 촉매로서 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특히, Lietti[5] 등은 NH3의 흡착에 의한 NOX의 환원반응에서 Ti, 

V, W 산화물의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NH3는 Ti, V, W 

산화물 모두에 흡착되나, NO와의 반응은 오직 바나듐 산화물에서만 

발생한다 하였으며, 이때 Ti 및 W 산화물은 암모니아 저장소 역할을 

하며 저장된 암모니아는 바나듐 산화물로 이동된다고 하였으나, 이러

한 주장과 달리 본 실험에서는 활성금속이 없는 TiO2 담체만으로도 

SCR 반응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물리적 특징의 상용 

TiO2을 이용하여 SCR 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에 상용 TiO2

의 물리적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SCR 반응실험을 수행한 NOx 전환

율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의 결과를 살펴보면, 500 ℃ 이상의 고온에서 대부분의 상

용 TiO2에서 50% 미만의 NOX 전환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실험에 사용된 TiO2에서 TiO2(A)와 TiO2(B)에서 가장 우수한 NOx 전

환율을 나타내었고, 앞으로 진행될 실험에 두 상용 TiO2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Titania 지지체에 W 영향에 따른 반응 활성

현재까지 V/TiO2촉매에 W을 조촉매로 첨가하는 경우, Lietti[5] 등

은 W은 “Temperature window”를 확장시킴으로써 그 가치가 높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촉매에 W이 첨가됨으로써 촉매에 대하여 “화학적”, 

“구조적”인 promotor로 작용하여 TOF (turnover frequency)가 증가된

다고 보고하였다. 즉, W의 경우 촉매의 활성점과 산점을 증가시켜 

SCR 반응온도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고 SO2의 산화를 제한하고 촉

매의 mechanical, morphological, structural 성질을 증대한다고 보고하

였다[6,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W이 TiO2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지닌 TiO2이지만, W이 함유되어있는 상용 TiO2 

(TiO2(A΄), TiO2(B΄))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상용 TiO2 (TiO2(A), 

TiO2(B))를 이용하여 SCR 반응 활성을 평가하였으며, 각 TiO2의 물리

적 특징은 W 함량을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SCR 반응 실험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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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anatase:rutile (% : %) BET area (m2/g) particle size (nm) Crystallite size second metal (wt%)

A 100 : 0 76.6415 1.1950 206 0

A΄ 100 : 0 85.7137 1.3750 168 8.65 (W)

B 100 : 0 344.7245 1.3650 83.66 0

B΄ 100 : 0 249.2610 1.2850 80.67 10 (W)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Various Supports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Figure 5. Effect of W on NOx conversion of TiO2 (Reaction condition 
: NOx: 400 ppm, NH3/NOx : 1.0, O2 : 8 vol%, H2O : 8 vol%, S.V 
: 60,000 hr-1).

Figure 6. XRD patterns of TiO2(B΄) with different calcinated 
temperature.

Figure 7. Effect of different calcinated temperature TiO2 on NOx 
conversion (Reaction condition : NOx : 400 ppm, NH3/NOx : 1.0, O2 

: 8 vol%, H2O : 8 vol%, S.V : 60,000 hr-1).

실험 결과 반응온도 350 ℃ 이하에서는 반응활성이 큰 차이를 확인

하기 어려웠지만, 400 ℃ 이상의 온도에서 W을 함유한 TiO2(A΄), 
TiO2(B΄)에서 W을 함유하지 않은 TiO2(A), TiO2(B)에 비하여 우수해

진 SCR 반응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400 ℃ 이상의 고온 

영역에서의 SCR 반응 활성에 W이 함유될 경우 우수한 반응 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3. 소성온도에 따른 Titania 담체의 SCR 반응 활성

 앞절에서 설명했듯이 TiO2는 antase, rutile, brookite의 3가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rutile의 경우 다른 결정구조에 비하여 열역학적

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이며, anatase가 1000 ℃ 이상에서 rutile로 전환

된다. 이러한 결정구조에 따른 반응활성의 영향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anatase에서 rutile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촉매의 활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비표면적 감소와, V2O5의 partial re-

duction으로 설명되기도 한다[1]. 이처럼, 상전이에 의한 효율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탈질설비에 사용되는 촉매가 고온영역에

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TiO2의 상전이에 대한 소성온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TiO2 지지체로 TiO2(B΄)를 이용하여 소

성온도에 따른 반응활성을 연구하였다. 소성온도의 범위는 500~700 

℃이며 그에 따른 결정구조를 XRD 분석을 통하여 Figure 6에 나타내

었고, 각 소성온도에서 열처리 된 TiO2의 NOx 전환율을 Figur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6에서 나타나듯, 소성온도를 500, 600, 700 ℃로 달리하여 

소성할 결과 XRD상에서 각 peak의 intensity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냈지만, anatase에서 rutile로써의 상전이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NOx 전환율을 나타낸 Figure 7에서는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증가함을 나타내었으나 700 ℃ 이상에서 소성

된 경우 효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어, TiO2의 상전이 외의 다른 

효율감소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W 함량에 따른 고온 SCR 반응 특성

배[8] 등은 TiO2담체에 W을 담지시켜 제조한 촉매를 이용한 반응

특성 연구에서 W의 함량이 25%까지 증가할 경우 비표면적이 증가되

며, 소성온도 450 ℃까지는 비표면적의 감소가 미미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Svachula[9] 등은 WO3의 첨가로 SCR 반응성과 N2 선택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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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W loading on NOx conversion of W/TiO2(B) 
(Reaction condition : NOx : 400 ppm, NH3/NOx : 1.0, O2 : 8 vol%, 
H2O : 8 vol%, S.V: 60,000 hr-1).

(a)

 

(b)

Figure 9. DRIFTS spectra of the W/TiO2(B) catalyst as a function of 
time in a flow of (a) NH3 + N2 absorbed at temperature 300 ℃ and 
(b) NH3 + N2 absorbed at temperature 500 ℃.

진시킨다 하였고, 이에 따른 원인으로는 W이 첨가됨에 따라 TiO2의 

anatase에서 rutile로의 상전이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촉매의 안정

성이 증대된다고 보고하였다. 

Engweiler[10] 등은 WO3/TiO2 촉매 상에서 NH3-TPD 및 Raman-spec-

tro scopy를 이용하여 W 담지량에 따른 소성온도 및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TiO2의 monolayer까지 담지 될 경우 polytungstate가 주로 

형성되며, 그 이상 담지되거나, 750 ℃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시 para-

crystalline WO3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W 첨가 시 촉매 소성시 

소결현상(sintering)이 억제되고, Brønsted 산점/Lewis 산점 밀도의 비

가 증가하여 이를 SCR 반응성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iO2에 W의 담지량을 10%~20%까지 달리하여 활

성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W 외의 다른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

여, W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TiO2(B)를 사용하였으며 TiO2의 중량무

게 대비 W을 10, 13, 15, 20% 함량으로 담지 후, 600 ℃에서 소성을 

하여 W[x]/TiO2(B) 촉매를 제조하였다. 위와 같이 W 담지량을 달리한 

촉매를 이용하여 고온영역의 활성변화를 확인하고자 250~600 ℃의 

높은 온도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Figure 8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300 ℃ 이상의 온도에서 W 함량의 증가에 따라 NOx 전환

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W 함량 13%까지 증가할 때 

전환율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13% 이상의 W 함량이 담지될 경

우 더 이상의 효율증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특히 W 20% 함량의 촉

매의 경우 350~500 ℃ 사이에서 효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

어, TiO2(B)에 대한 W의 최적함량은 13%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Ammonia 흡착의 영향

SCR 반응 mechanism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

으며, TPD, FT-IR, transient response method 등의 분석기법을 이용하

여 흡착종 자체의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Went[11] 등은 TPD 분석에 의해 NH3의 흡⋅탈착 연구를 수행하여 

NH3 는 TiO2 표면 및 V2O5/TiO2 촉매 표면에 강하게 흡착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흡착된 화학종은 촉매마다 다른 탈착온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흡착종에 대하여 Amores[12] 등은 IR 분석에 의

하여 Lewis 산점에 흡착된 암모니아가 Brønsted 산점에 흡착된 암모

니아에 비하여 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분의 존재로 인해 Lewis 

산점은 암모니아와 경쟁흡착을 하여 흡착량이 감소하는 반면, 

Brønsted 산점은 증가하여 암모늄 이온 형태의 흡착을 촉진시키는 상

반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Lietti[13] 등은 V2O5, V2O5/TiO2, V2O5/TiO2-SiO2, V2O5-WO3/TiO2, 

V2O5-MoO3/TiO2 촉매상에 암모니아를 흡착시킨 후 IR 분석을 통하여 2가

지의 흡착종을 발견하였으며, 그중 하나는 Lewis 산점에 흡착된 분자형태

의 NH3의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Brønsted 산점에 흡착된 ammonium ion임

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연구들을 바탕으로 W/TiO2에 

흡착되는 NH3 흡착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FT-IR을 300 ℃와 500 ℃에

서 수행하여 Figure 9에 나타내었다.

NH3는 DRIFT를 통하여 300 ℃에서 흡착한 결과 3365, 3260, 3163, 

1600 cm-1와 1429~1437cm-1에서 NH3 peak가 검출되었다. 이 중 3365, 

3260, 3163, 1600 cm-1에서 검출된 peak는 NH3 형태로 흡착된 Lewis 

산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429~1437 cm-1에서는 NH3가 ammo-

nium ion 형태로 흡착된 Brønsted 산점임을 확인하였다[14,15]. 

흡착된 NH3는 대부분 NH3 형태로 Lewis 산점에 흡착되는 반면 

Brønsted 산점에 흡착된 ammonium ion 종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온에서의 NH3 흡착량 및 흡착 형태를 확인하고자, 흡착온

도를 500 ℃로 하여 암모니아를 흡착시킨 실험을 비교한 결과, 상대

적으로 고온(500 ℃)에서 흡착된 NH3 peak가 300 ℃에서 흡착시킨 

NH3 peak 보다 낮은 intensity로 NH3 흡착량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흡착된 NH3의 흡착 peak 형태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

여, 흡착 형태는 달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W의 첨가

는 Lewis 산점의 증가를 통하여 NH3의 흡착량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Lewis 산점이 반응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응온도가 높음에 따라 NH3는 흡착과 동시에 탈착이 이루어

져 전반적인 intensity의 감소를 나타냄을 판단할 수 있다.

 

3.6. W/TiO2 촉매의 열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W/TiO2 촉매의 경우 500 ℃ 이상의 고온영역에서도 우수한 NOx 

전환율을 나타냈지만, 장기간 운전 시 열적인 충격에 의하여 촉매의 

활성저하, 비표면적 감소, TiO2 소결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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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effect of thermal aged on NOx conversion over 
W[13]/TiO2(B) (Reaction condition : NOx : 400 ppm, NH3/NOx : 1.0, 
O2 : 8 vol%, H2O : 8 vol%, S.V : 60,000 hr-1).

0 hr 300 hr

600 hr 900 hr

Figure 11. SEM image of W[13]/TiO2(B) catalyst.

Figure 12. The effect of thermal aged on surface area change over 
W[13]/TiO2(B) catalysts.

보고되고 있다[16]. 따라서 본 절에서는 W/TiO2 촉매의 열적 안정성

을 평가하였다. 앞 절에서 최적 함량으로 도출된 W[13]/TiO2(B) 촉매

를 이용하여, 600 ℃에서 900 h 동안 일정한 양의 공기를 주입하며 

열처리 하였다. 이때, 100 h마다 sample을 취하여 고온에서의 SCR 반

응 실험을 수행하여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W[13]/TiO2(B) 촉매의 경우 탈질효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

고, 초기의 효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W/TiO2 촉매의 경우 500 ℃ 

이상의 고온에서 열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열처리된 촉매를 각 시간별로 SEM 분석을 통해 입자크기의 변화를 

Figure 11에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입자의 크기 변화에 따른 촉매의 

BET 변화를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Figure 11에 나타나듯 열충격 시간이 지날수록 촉매의 입자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BET의 변화는 Figure 12에 나타나듯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자 크기의 변화와 BET의 

감소에 따른 반응활성의 영향은 매우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W을 이용한 W/TiO2 촉매를 이용한 고온 SCR 반응특성 연구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다양한 상용 TiO2를 이용하여 고온 SCR 반응실험을 수행한 결과 

400 ℃ 이상에서 일부 TiO2에서 약간의 NOx 전환율을 나타내었지만, 

TiO2의 물리적인 특성과 효율과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W이 첨가될 경우 고온영역에서의 반응활성이 크게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특히, W 함량에 따른 SCR 반응활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W의 함량이 13%까지 증가할 경우 효율이 증가하였지만 W이 13 wt% 

함량 이상 담지될 경우 효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W[13]/TiO2(B)의 촉매의 W 최적함량이 13 wt%임을 확인하였다.

3. FT-IR을 통하여 고온영역에서 NH3의 흡착 형태를 확인하고자, 

촉매 표면의 NH3-DRIFT를 수행한 결과, Lewis 산점의 peak이 지배적

으로 검출된 것을 보아 촉매 표면의 Lewis 산점이 W/TiO2 촉매의 

SCR 반응에 기인하는 산점임을 확인하였다.

4. W/TiO2 촉매의 고온영역에서의 열적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600 

℃에서 장시간 열처리를 한 결과, 효율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SEM분석에서 나타나듯 열충격 시간이 지날수록 촉매의 입자크기

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BET의 감소를 확인하였

다. 결론적으로, 입자의 크기 증가 및 BET 감소로 인한 촉매활성의 

감소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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