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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l2O3계 촉매의 특성이 수소제어 활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원종민⋅홍성창*,†

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일반대학원, *환경에너지공학과
(2017년 1월 10일 접수, 2017년 2월 14일 심사, 2017년 2월 18일 채택)

Effect of Pt/Al2O3-based Catalysts on Removal Efficiency of Hydrogen

Jong Min Won and Sung Chang Ho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94 San, Iui-dong, Youngtong-ku, 
Suwon-si, Gyeonggi-do 16772, Korea

(Received January 10, 2017; Revised February 14, 2017; Accepted February 18, 2017)

    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용 알루미나 지지체의 수소 상온산화 반응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활성금속 Pt를 기본으로 
한 촉매에 습식함침법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촉매들은 XPS, CO-chemisorption, BET를 이용하여 특성분석을 수행하
였다. 다양한 Pt/Al2O3계 촉매는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촉매를 제조할 경우 전자⋅전하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전기음성
도 특성이 Pt의 산소종을 제어하였다. Pt의 담지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산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Pt의 HT (Huttig 
Temperature)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온에서 제어할 수 있는 최소 수소농도는 metallic Pt가 촉매 내 70.09% 
이상에서 1.0 vol%까지 수소를 제어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wet impregnation method was applied to catalysts based on the active metal Pt in order to confirm the oxida-
tion characteristics of various commercial alumina supports at room temperature. The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using XPS, 
CO-chemisorption, and BET. Various Pt/Al2O3 catalysts controlled the oxygen species of Pt by the electronegativity of elec-
trons and charges when the catalyst was prepared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The reason that the dispersion 
degree decreases with increasing Pt loading seems to be attributed to HT (Huttig Temperature) of Pt. In addition, the mini-
mum hydrogen concentration that can be controlled at room temperature can control hydrogen from metallic Pt up to 1.0 
vol% at over 70.09% in the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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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설비는 주로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서 구

분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발전설비 

원료로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화석연료에는 석탄, 가스, 석유 등

으로 대변이 되며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한

정적인 자원인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원료 원가의 증가 및 사용의 

한계, 또한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

한 수준이다[1,2].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풍력, 수력, 신재생에

너지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대체 안으로 급부상 하고 있지만 설비 

투자비용 및 운전비용에 비해 발생되는 전력량이 낮은 실정이다. 이

와 같은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화석물질을 대처하기 위한 발전설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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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원료 대비 발전 효율이 높은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공급 시설

이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3].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문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대체에너

지로 사용되던 원자력발전소는 후쿠시마 원전폭발 등의 사례로부터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에 관심이 증가하여 다양한 수소 에너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하지만 수소는 높은 발열량을 가지고 있

는 우수한 에너지원이지만 공기와의 특정 혼합비에서 농축된 수소는 

폭연(Deflagrations) 및 폭발(Detonation) 등의 위험성이 야기된다. 또 

수소는 수소와 산소 및 증기의 비율에 따라서 폭발 한계가 변하며, 4 

vol% 이상에서는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수소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6].

현재 연료전지의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또한 연료전지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연료전지 시스템들은 수소를 이용하

는 기술인만큼 그에 따른 수소폭발의 안정성에 대한 확보 또한 중요

한 인자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연료전지 스택시스템 후단에서는 반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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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H2 oxidation reactor.

시스템의 특성상 미 반응된 수소가 배출되며 이때의 온도는 약 60 ℃, 

수소의 농도는 약 4~8% 내외이다. 즉 연료전지 스택시스템 후단의 

온도와 수소농도의 조건은 수소폭발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료전지 스택시스템 후단의 수소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간적 문제와 지속적인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촉매산화 기술 중 하나인 Autocatalytic Thermal Oxidation 

(ATO)를 이용하여 수소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ATO란 촉매를 이

용하여 기상의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수소를 제거하는 기술로 별도

의 에너지가 필요 없으며 지속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안전하게 수소

를 제어하는 기술이다[7,8]. 일반적으로 알려진 산화촉매에서 가장 우

수한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Pt, Pd, Rh 등의 VIII B족의 전이금속 

원소들이 주로 활성금속으로써 사용되어진다. Rh의 경우 다른 귀금속

에 비하여 고가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Pd의 경우 Pt에 비하여 내

구성이 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9]. L. Liu[10]의 연구진은 Pd/FeOx를 

이용하여 낮은 온도(0~20 ℃)에서 수소를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 따르면 Pd의 높은 분산도와 FeOx 지지체의 우수한 활

성산소의 공급으로 인해 높은 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particle size의 영향으로 추측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Pd/FeOx

를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수소를 제어하는 연구로 상온에서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지만 귀금속의 함량이 5% 이상으로 경제적인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B. Qiao[11]의 연구진은 귀금속인 Au와 Pd를 

이용하여 Au-Pd/Fe(OH)x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이는 Au의 활성점과 

Pd의 활성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촉매로써 Au의 활성점에서는 CO

를 산화시키며 동시에 공존하는 Pd의 활성점에서는 H2를 산화시킴으

로써 낮은 온도에서 두 가지의 물질을 동시에 산화시킬 수 있지만 서

로간의 상호작용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S. Proch[12]의 연구진은 

Pt@MOF-177 (H3 btb = 1,3,5-benzenetribenzonic acid) 합성으로 제조

한 촉매의 상온에서의 수소저장능력과 산화능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촉매제조방법에 따라서 Pt particle size가 변하였으

며, 그로 인한 상온에서 수소저장량과 산화율이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상기 연구는 촉매의 활성을 좌우하는 인자 및 

mechanism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있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상

온산화반응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 상온 산화반응에 있어 Pt/γ-Al2O3계 촉

매에 대하여 다양한 상용 알루미나로부터 제조된 산화촉매의 반응특

성과 수소 전환율, 물리⋅화학적 특성을 XPS, CO-chemisorption, BET 

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반응활성 증진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촉매 제조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Pt 촉매는 알루미나 담체에 Pt를 담지하여 제조하

였다. 사용된 Pt의 전구체는 Platinum hydroxide (Pt(OH)2; SNS Co.)를 

사용하였다. 담체로 사용된 알루미나는 γ-Al2O3 (Aldrich Chemical 

Co.), Al2O3-A (W.R. Grace Co.), Al2O3-B, Al2O3-C (Rhodia Co.)를 사

용하였다. 담지 되는 활성금속의 함량은 담체의 무게 대비 1~3 wt%

로 고정하여 제조하였으며, 활성금속인 Pt가 담지 된 촉매는 모두 400 ℃

에서 4 h 소성과정을 거친 후 600 ℃에서 1 h 환원하여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촉매의 제법은 함침법 중의 하나인 Wet impreg-

nation method를 사용하였다. 먼저 담체에 대한 Pt의 함량을 원하는 

조성비에 따라 계산하고, 계산된 양 만큼의 Platinum hydroxide를 25 

℃의 증류수에 용해시킨다. 이 용액에 계산된 담체를 조금씩 저어가

며 혼합한다. 이렇게 제조된 slurry 상태의 혼합용액을 1 h 이상 교반

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Co. N-N series)를 이용하여 

70 ℃에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수분을 증발시킨 후 시료의 잔여 수분 

건조를 위하여 110 ℃의 dry oven에서 24 h 건조시킨다. 건조된 분말

은 10 ℃/min의 승온 속도로 원통형 전기로에서 400 ℃, 4 h 공기분위

기로 소성하여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성촉매의 경우 상기

의 열처리 공정까지만 거쳐 제조한다. 이후 환원촉매의 경우 상기 제

조된 소성촉매에 600 ℃, 1 h H2 30 vol%/N2 balance 분위기로 환원하

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촉매는 40-50 mesh의 체로 걸러서 분말실험을 

위한 샘플을 채취하였다.

2.2. 실험장치 및 방법

제조된 Pt/Al2O3계 촉매의 수소 상온 산화반응 실험에 사용한 고정

층 반응기의 개략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 장치는 크게 

가스 및 수분주입부분, 반응기 부분, 그리고 반응가스 분석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반응기에 공급되는 가스는 N2, O2, H2의 각 실린더로부터 MFC 

(Mass Flow Controller, MKS Co.)를 사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다. 또

한 수분공급으로 N2가 bubbler를 통하여 수분을 함유하여 반응기에 

주입되도록 하였으며, 이때 공급되는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중 jacket 형태의 bubbler 외부에 circulator (CW-05G, Jeiotech Co.)를 

이용하여 일정온도의 물을 순환시켰다. 

반응기는 연속 흐름형 고정층 반응장치로서 내경 8 mm, 외경 10 

mm, 높이 80 cm인 석영관으로 제작하였으며, 반응 전 촉매층의 온도

는 아크릴 반응기로 특수 제작된 상온반응기에 circulator 장비를 통하

여 상온의 물(25 ℃)를 순환시켜서 유지하였다. 촉매층을 고정하기 위

해 quartz wool을 사용하였다. 반응기 내 촉매의 산화반응 후 발생하

는 열에 의한 온도측정은 고정층 하부에 장착된 K-type의 열전대를 이

용하여 PID 온도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온도는 온도계

(TENMARS, TM-721D)로 얻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소의 농도는 가스크

로마토그래피(TCP-HP 6890 PLUS GC, Agillent Co.)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모든 가스는 분석기로 유입되기 전에 수분을 chiller 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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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Effect of pre-treatment atmosphere of 1 wt% Pt/γ-Al2O3 catalysts on H2 to H2O reaction : (a) H2 conversion to H2O, (b) Catalyst 
Temperature, Initial Temperature, 25 ℃; Initial Pressure, 1.0 barabs; Initial Relative Humidity, up to 100%; Gas Condition, 1.5 vol% H2, 20.0 vol% O2, 
N2 balance.

분trap에서 제거시킨 후 유입하였다. 수분의 경우 상대습도 분석기

(Center310, Center Technology Crop.)를 사용하여 상대습도를 측정한 

후에 유입되는 반응물 가스의 부피를 고려하여 vol%로 보정한 후에 

유입시켰다. 

상기 방법을 통해 반응물 가스들이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수분

을 투입하며, 이 후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지속시키고 농

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수소의 전화율(%)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주입

된 수소의 농도에서 반응 후 유출되는 수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계산

되었다.

HydrogenConversion Cin let H
Cin let H Coutlet H

× (1)

2.3. 촉매 특성분석

2.3.1. XPS 분석

XPS 분석은 Thermo사의 Alpha-K을 사용하였으며, excitation 

source로서 Al Kα monochlomatic (1486.6 eV)를 사용하였다. 촉매를 

약 100 ℃의 온도에서 24 h 건조하여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XPS 기기의 진공도를 10-6 Pa로 유지하기 위하여 표면 

sputtering 및 etching을 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시료 내에 존재하는 Ti, 

Pt, O, C 원소는 wide scanning spectrum으로 분석하여 binding energy

와 intensity를 확인하였다.

2.3.2. CO-chemisorption 분석

Pt/Al2O3 촉매의 Pt 분산도 및 결정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기는 2920 Autochem (Micromeritics Co.)을 사용하였다. 분말형태의 

촉매를 30 mg U형의 반응기에 충진한 후 10 vol% H2/Ar를 50 cc/min

의 주입속도로 주입하며 30 ℃에서 400 ℃까지 10 ℃/min의 승온속

도로 승온 시킨 후에 400 ℃에서 90 min간 유지하며 수분을 포함한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는 촉매의 온도를 40 ℃로 하강시킨 

후 10 vol% CO/He을 주입속도 50 cc/min으로 pulse 방식으로 주입하

며 촉매에 흡착된 CO의 양을 역으로 계산하여 Pt의 분산도를 측정하

였다. 이때 Pt는 CO와 1 : 1 흡착을 기본으로 가정하였다.

2.3.3. BET 분석

촉매의 비표면적 및 pore size 측정은 Micromeritics Co.의 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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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표면적을 구하였다. Pore size distribution은 Kelvin식을 통해 유체의 

meniscus의 평균반경과 상대압력에서의 흡착층의 두께를 이용하여 세

공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인 BJH (Barrett-Joyer-Hanlenda)법에 의하

여 계산하였다. 이때 각각의 시료는 300 ℃에서 2 h 동안 진공상태로 

가스를 제거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t/γ-Al2O3 촉매의 수소산화 반응특성

상온 수소 산화반응 활성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활성금속인 Pt의 

반응특성을 알아보고자 지지체인 γ-Al2O3에 담지시켜 반응활성 연구

를 실시하였다. 또한 활성금속 Pt의 산화상태에 따른 반응활성 연구가 

수행되어졌다. 실험에 사용된 촉매의 Pt 담지함량은 모두 3 wt%이며, 

Air 분위기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소성촉매와 H2 30 vol%/N2 balance 

분위기에서 환원하여 제조한 환원촉매의 수소 상온산화 반응을 비교

하였다. 

반응실험 조건으로는 수소 상온산화 반응장치에 촉매를 충진한 후

에 수소 1.5 vol%를 주입하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시 20 

vol%의 산소와 25 ℃, 1 barabs에서 상대습도 100%를 유지하며 공간속

도 120,000 hr-1으로 반응가스를 유입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Pt/γ-Al2O3 촉매의 수소 상온 산화반응 활성을 

비교한 결과, Figure 2 (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소성촉매의 경우 수

소의 산화반응이 전환율 0%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환원촉

매의 경우 수소 주입과 동시에 수소 산화반응이 시작되었으며 측정결

과 반응기 후단의 수소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환원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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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Pt 4d spectra of the Pt/γ-Al2O3 catalysts : (a) Calcination 
catalyst, (b) Reduction catalyst.

의 수소 주입농도 1.5 vol%에 대하여 전환율이 100%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반응열로 인하여 Figure 2 (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촉매 층 후단의 배출가스의 온도가 반응시간 약 280 s에 최대 

102 ℃까지 상승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소 상온산화 반응 시 촉매의 활성은 0%와 100% 두 가지의 전환

율만 나타난다. 즉 수소의 상온산화 반응이 시작되면 주입되는 수소

가 모두 전환된다는 결과로 이는 상온을 유지하는 촉매표면에서 수소

가 흡착⋅반응을 진행한다. 이후 전환율을 나타내는 촉매에서 반응열

의 발생으로 인해 촉매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어서 유입되

는 수소는 더 높은 촉매 표면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활성화 에너

지가 낮은 상태에서 산화반응이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주입되는 수소는 연쇄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반응이 개시됨과 동시에 

모든 수소가 반응하게 되고 촉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은 상온 수소 산화반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t/γ-Al2O3 

촉매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활성금속인 Pt의 산화가 변화를 알아보고

자 XPS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3와 같다. XPS 분석은 

광전자의 측정으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함으로서 촉매의 화학결합 상

태 및 원소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결과 앞서 언급된 Pt/γ-Al2O3 촉매의 XPS분석을 위해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a) 소성촉매, (b) 환원촉매를 구분하여 촉매의 Pt 4d 

spectra를 나타내었다. 활성금속을 Pt로 사용하는 많은 촉매들에서 Pt

의 valence state 분리 시 peak 지점을 Pt 4f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하

지만 본 연구의 Pt/γ-Al2O3에서는 활성금속인 Pt 4f와 지지체인 Al 

2p의 결합에너지가 각각 70.46-74.24 eV, 72.65-74.8 eV[13]에서 측정

된다. 이로 인하여 각 물질의 결합에너지 peak가 중첩되어 물질별 va-

lence state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Al 2p와의 

peak가 중첩되지 않는 Pt 4d peak 분리 시 314.4-314.7 eV는 metallic 

Pt peak이며, 317.6-318.2 eV는 PtO peak를 나타낸다[14]. 열처리 조건

에 따라서 (a) 소성촉매, (b) 환원촉매의 peak 분리 시 모든 촉매에서 

Pt0, Pt2+종의 분리가 가능하였다. 촉매의 반응활성은 600 ℃에서 H2 

30 vol%/N2 balance 분위기에서 환원에 따라서 제조된 촉매표면 Pt의 

산화상태가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metallic Pt가 우세한 비율을 나타내

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Air balance 분위기에서 제조된 소성촉매의 

경우 metallic Pt intensity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주로 Pt2+

종이 대부분의 Pt 산화가 종으로 나타내었으며, 수소 상온산화 반응활

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T. Huizinga 등[15] 연구진에 따르면 일정 

수소주입농도에 따른 열처리 조건에서 촉매표면의 활성금속 원자 내 

전자⋅전하를 끌어당겨 변화된 촉매의 전기음성도 특성으로부터 수

소흡착에 의한 활성금속의 산화상태를 제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Pt/Al2O3계 촉매의 다양한 알루미나 지지체 및 활성금

속 함량에 따라서 제조된 촉매로 수소가 상온에서 산화할 수 있는 최

소농도 도출을 한다. 또한 BET, CO-chemisorption, XPS 분석을 통하

여 다양한 촉매특성 인자들을 도출하여 수소 상온산화 반응과의 상관

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Pt/Al2O3계 촉매특성에 따른 수소 상온산화 반응특성

세계적으로 수많은 제조사에서 다양한 용도의 알루미나를 생산하

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물성을 나타낸다. 다양한 종류의 

상용 알루미나(γ-Al2O3, Al2O3-A, Al2O3-B, Al2O3-C) 지지체에 대하

여 모든 촉매는 동일하게 활성금속 Pt 담지량을 1.0~3.0 wt%를 함침

법을 사용하여 촉매를 혼합 제조한 후 주입되는 수소 농도를 달리하

여 상온산화 반응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반응실험 조건으로는 수소 상온산화 반응장치에 촉매를 충진한 후

에 수소 0.5~4.0 vol%를 농도에 따라서 주입하면서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실험 시 20 vol%의 산소와 25 ℃, 1 barabs에서 상대습도 100%

를 유지하며 공간속도 120,000 hr-1으로 반응가스를 유입시키면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수소 주입농도에 따른 Pt/Al2O3계 촉매의 수소 상온산화 반응활성

을 수행한 결과, 먼저 네 종류의 알루미나 지지체에 대하여 활성금속 

Pt가 담지된 γ-Al2O3, Al2O3-A, Al2O3-B, Al2O3-C 촉매의 경우 모두 

수소의 상온 산화반응이 일어나도록 환원공정을 거쳐서 촉매를 제조

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활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Pt/γ-Al2O3 촉

매에서 Pt를 3 wt%로 담지 시 반응할 수 있는 최소 수소농도는 1 

vol%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t 담지량이 3 wt% 미만이 될 

경우 수소는 주입농도 2 vol%부터 수소 전환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어서 같은 알루미나 지지체인 Al2O3-A, Al2O3-B의 경우 Pt 

담지량이 증가하여도 수소 주입농도 1 vol%에서는 전환율이 나타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제조사의 알루미나 지지체가 동일

한 촉매 제조 공정을 거쳐도 상온 수소 산화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결

과를 Pt/Al2O3-C 촉매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상온 수소 

산화반응의 반응성은 γ-Al2O3 > Al2O3-A = Al2O3-B > Al2O3-C의 순

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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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 H2 conversion rate according to H2 injection concentration : (a) Pt/γ-Al2O3 catalyst, (b) Pt/Al2O3-A catalyst (c) Pt/Al2O3-B catalyst (d) 
Pt/Al2O3-C catalyst, Initial Temperature, 25 ℃; Initial Pressure, 1.0 barabs; Initial Relative Humidity, up to 100%; Gas Condition, 0.5-4.0 vol% H2, 
20.0 vol% O2, N2 balance.

(a)

     

(b)

     

(c)

Figure 5. Effect of pre-treatment atmosphere of Pt/Al2O3 catalysts on H2 to H2O reaction : (a) 1 wt% Pt/γ-Al2O3 catalyst, (b) 2 wt% Pt/γ-Al2O3

catalyst, (c) 3 wt/% Pt/γ-Al2O3 catalyst, Initial Temperature, 25 ℃; Initial Pressure, 1.0 barabs; Initial Relative Humidity, up to 100%; Gas 
Condition, 0.5-4.0 vol% H2, 20.0 vol% O2, N2 balance.

다음으로 앞서 수행되어진 수소 상온산화 반응에서와 같은 실험 조

건에서 수소 산화반응 시 발생하는 촉매 하단의 반응열을 측정하여 

각 촉매에 따른 온도를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Figures 5, 6, 7, 

8과 같다. 

먼저 Pt/γ-Al2O3 환원촉매의 경우 활성금속을 각각 (a) : Pt 1 wt%, 

(b) : Pt 2 wt%, (c) : Pt 3 wt% 담지한 촉매의 주입되는 수소의 농도에 

따른 반응열을 각 그래프에 도출하였다. 또한, 세 가지 조성에 대해서 

주입 수소농도 2.0~4.0 vol%까지 상온 수소 산화반응이 진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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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6. Effect of pre-treatment atmosphere of Pt/Al2O3 catalysts on H2 to H2O reaction : (a) 1 wt% Pt/Al2O3-A catalyst, (b) 2 wt% Pt/Al2O3-A 
catalyst, (c) 3 wt/% Pt/Al2O3-A catalyst, Initial Temperature, 25 ℃; Initial Pressure, 1.0 barabs; Initial Relative Humidity, up to 100%; Gas 
Condition, 0.5-4.0 vol% H2, 20.0 vol% O2, N2 balance.

(a)

     

(b)

     

(c)

Figure 7. Effect of pre-treatment atmosphere of Pt/Al2O3 catalysts on H2 to H2O reaction : (a) 1 wt% Pt/Al2O3-B catalyst, (b) 2 wt% Pt/Al2O3-B 
catalyst, (c) 3 wt/% Pt/Al2O3-B catalyst, Initial Temperature, 25 ℃; Initial Pressure, 1.0 barabs; Initial Relative Humidity, up to 100%; Gas 
Condition, 0.5-4.0 vol% H2, 20.0 vol% O2 N2 balance.

(a)

     

(b)

     

(c)

Figure 8. Effect of pre-treatment atmosphere of Pt/Al2O3 catalysts on H2 to H2O reaction : (a) 1 wt% Pt/Al2O3-C catalyst, (b) 2 wt% Pt/Al2O3-C 
catalyst, (c) 3 wt/% Pt/Al2O3-C catalyst, Initial Temperature, 25 ℃; Initial Pressure, 1.0 barabs; Initial Relative Humidity, up to 100%; Gas 
Condition, 0.5-4.0 vol% H2, 20.0 vol% O2, N2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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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Al2O3 Al2O3-A Al2O3-B Al2O3-C

Pt loading amount, wt% 1% 2% 3% 2% 3% 2% 3% 2% 3%

Metal Dispersion, % 31.3 19.8 18.1 70.7 53.9 64.5 21.1 72.8 33.9

Metallic Surface Area, m2/g 78.7 48.9 44.8 174.7 133.2 159.4 67.1 180.0 83.7

Active Particle Diameter, nm 3.55 5.71 6.23 1.60 2.09 1.75 4.16 1.55 3.33

Cubic Crystalline Size, nm 2.96 4.76 5.19 1.33 1.74 1.46 3.47 1.29 2.78

BET, m2/g 150.22 167.21 114.98 116.31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Pt/Al2O3 Catalysts

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해 반응열이 발생하였다. 반응열 온도의 경

우 Pt 담지량이 낮은 1 wt%가 담지 된 (a)에서 수소농도 4 vol%일 때 

최대 약 134.2 ℃를 나타내었다. 이후 담지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반

응열은 감소되어 최대 반응열 약 124.7 ℃와 123.4 ℃를 나타내었다. 

또한 Pt 담지량이 가장 높았던 (c)의 경우 최소 수소농도 1.0 vol%까

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온 산화반응 시 약 68.8 ℃의 온도

를 나타내며 반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Pt/Al2O3-A 환원촉

매의 경우 활성금속을 각각 (a) : Pt 1 wt%, (b) : Pt 2 wt%, (c) : Pt 

3 wt% 담지한 촉매의 주입되는 수소의 농도에 따른 반응열을 각 그래

프에 도출하였다. 반응열 온도의 경우 Pt 담지량이 낮은 1 wt%가 담

지 된 (a)에서 수소농도 4 vol%일 때 최대 약 120.69 ℃를 나타내었다. 

이후 담지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반응열은 감소되어 최대 반응열 약 

119.92 ℃와 114.19 ℃를 나타내었다. 또한 Pt 담지량이 가장 높았던 

(c)의 경우 상온 산화반응 시 주입수소농도 1.0 vol%에서 약 27 ℃의 

반응열 온도를 나타내었지만 측정된 온도는 상온의 온도와 거의 유사

하며 실제 수소 산화반응 시 발생하는 반응열을 고려할 경우 수소 상

온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Al2O3-A 지지체의 경우 Pt 담지량이 증가하여도 최소로 제어 가능한 

수소농도는 2.0 vol%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Pt/Al2O3-B 환원촉매 또한 

상기의 연구결과로부터 반응열 온도는 Pt 담지량이 낮은 1 wt%가 담

지 된 (a)에서 수소농도 4 vol%일 때 최대 약 136.19 ℃를 나타내었다. 

이후 담지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반응열은 감소되어 최대 반응열 약 

122.69℃와 113.91℃를 나타내었다. 또한 Pt 담지량이 가장 높았던 (c)

의 경우 상온 산화반응 시 주입수소농도 1.0 vol%에서 약 27.1℃의 반

응열 온도를 나타내어 Pt/Al2O3-A 촉매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Al2O3-B 지지체 또한 Pt 담지량이 증가하여도 최소로 제어 

가능한 수소농도는 2.0 vol%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Pt/Al2O3-C 환원촉

매의 경우 상온 산화반응 시 모든 주입수소 농도 0.5~4.0 vol%에서 

반응열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Al2O3-C 

지지체는 Al2O3-B와 같은 제조사로부터 공급되는 알루미나 지지체 형

태지만 Pt 담지량이 증가하여도 수소 상온산화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온 수소 산화반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t/Al2O3계 

촉매의 다양한 상용 알루미나 지지체 종류에 따른 CO-chemisorption 

분석과 BET 분석을 통한 촉매의 분산도, 표면적, 입자크기와 비표면

적 등의 물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CO-chemisorption 분석을 이용하여 Pt의 분산도 및 촉매 내 활

성금속의 표면적, 입자크기를 측정하여 각각의 상용 알루미나 지지체

에 따른 촉매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Pt/γ-Al2O3 환원촉매를 기준으

로 활성금속의 담지량이 증가할수록 metal dispersion은 31.3, 19.8, 

18.1%로 점차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어서 Metallic surface 

area의 경우 78.7, 48.9, 44.8 m2/g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Active particle diameter의 경우 3.55, 5.71, 6.23 nm로 증가

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Cubic crystalline size 또한 2.96, 4.76, 5.19의 

순서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Richardson 등

[16]의 연구진에 따르면 활성금속의 담지량이 증가함에 따른 분산도

가 감소하는 이유는 Pt의 HT (Huttig Temperature)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하였다. HT는 해당 활성금속의 녹는점의 1/3에 해당하며, 이 온

도에서 촉매표면 원자의 진동 및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를 통하여 Pt의 녹는점은 2041.4 K이므로 본 연구의 HT는 최종 촉매 

열처리온도인 873 K 아래인 680 K이다. 촉매표면에 활성금속이 HT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소결 및 응집현상이 발생하고 이 현상으로부

터 촉매 내 공극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활성금속인 Pt의 농도가 표

면에 더 높을 경우에는 Pt-Pt 간의 거리가 감소하여 응집현상은 더 극

심해지며, 결과적으로 분산도가 더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γ-Al2O3를 제외한 나머지 상용 알루미나 지지

체(Al2O3-A, Al2O3-B, Al2O3-C) 또한 활성금속 담지량이 증가함에 따

라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T. Huizinga 등[15] 

연구진에 의하면 담지 된 활성금속의 분산도는 결합에너지가 클수록 

담지 된 금속입자의 core level 결합에너지의 증가를 야기 시키며, 그

로 인한 활성금속의 입자크기가 제어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기의 분석 결과값을 토대로 분산도 및 metallic surface area, ac-

tive particle diameter, cubic crystallite size, 비표면적은 수소 제거 성

능과 상관성을 가지지 않으며,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 수소 주입농도

는 촉매 내 활성금속의 특성보다는 XPS 분석을 통한 활성금속의 산

화가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XPS 분석 결과를 Figure 9에 나

타내었으며, 그 결과 값을 바탕으로 활성금속 Pt의 산화가 분리를 통

한 Pt0, Pt2++Pt4+의 비율을 Table 2에 명시하였다.

분석결과 앞서 언급된 Pt/Al2O3계 촉매의 XPS분석을 위해 상용 알

루미나 지지체별 활성금속 Pt를 3 wt%로 동일하게 담지하여 환원공

정으로 제조된 촉매의 Pt 4d spectra를 나타내었다. 선정된 Pt/Al2O3계 

촉매의 peak 분리 시 모든 촉매에서 Pt0, Pt2+종의 분리가 가능하였다. 

촉매의 상온 수소 산화반응 활성은 동일한 Pt 담지량이지만 상용 알루

미나 지지체에 따라서 Pt의 산화상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metal-

lic Pt는 Pt/γ-Al2O3 환원촉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70.09%를 나타

내었다. 이어서 Al2O3-A, Al2O3-B, Al2O3-C의 순서로 각각 47.1, 41.78, 

18.22%의 metallic Pt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비율은 상온에서 주입

되는 수소의 산화반응에 있어서 촉매의 분산도 및 metallic surface 

area, active particle diameter, cubic crystallite size, 비표면적은 수소 

제거 성능과 상관성을 가지지 않으며, 표면에 노출된 Pt0만이 수소 제

거 성능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입되는 최소 수소

농도로는 1.0 vol%에 대하여 70.09% 이상의 metallic Pt종으로 구성된 

촉매에서 산화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활성금속 

담지량 및 유사한 알루미나 지지체에 동일한 환원공정을 거쳐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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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of Pt/TiO2 Catalysts 3%Pt/Al2O3 3%Pt/Al2O3-A 3%Pt/Al2O3-B 3%Pt/Al2O3-C

Pt0 (%) 70.09 47.1 41.78 18.22

Pt2+Pt4 (%) 29.90 52.9 58.22 81.78

Table 2. Pt Valence State of 3 wt% Pt/Al2O3 Catalysts on Various Al2O3 Supports

(a)

   

(b)

(c)

   

(d)

Figure 9. Pt 4d spectra of the 3 wt% Pt/γ-Al2O3 catalysts: (a) Pt/γ-Al2O3 catalyst, (b) Pt/Al2O3-A catalyst (c) Pt/Al2O3-B catalyst (d) Pt/Al2O3-C 
catalyst.

한 촉매는 Table 1의 결과값으로부터 촉매특성이 유사하였지만, XPS 

분석에서 metallic Pt가 Al2O3-B, Al2O3-C 각각 41.78, 18.22%의 비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후 Pt/Al2O3-C 촉매는 상온 수소 산화반응이 진

행되지 않는 것을 통해 표면에 노출된 Pt0종의 적정비율이 상온 수소

제어 인자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Pt/Al2O3계 촉매는 상온 수소 산화반응에 있

어서 주입되는 수소농도에 대한 최대의 전환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 활성금속인 Pt의 metallic Pt종의 적정비율이다. 또한 유사한 지지

체 및 제조공정을 거친 촉매라도 Pt의 산화가는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

로인한 상온 수소 산화반응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상기 결과들을 토대로 상용 알루미나(γ-Al2O3, Al2O3-A, Al2O3-B, 

Al2O3-C) 지지체에 활성금속 Pt를 담지 한 Pt/Al2O3계 촉매의 수소 상

온산화 반응에 있어서 Pt의 산화상태에 따른 반응특성과 주입 수소농

도의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촉매의 BET, CO-chem-

isorption, XPS 분석 특성으로부터 수소 상온산화 반응활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Pt/Al2O3계 촉매의 수소 상온산화 반응은 소성촉매, 환원촉매 각

각 전환율이 0, 100%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수소 산화 시 반응

열의 발생으로 인해 촉매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어서 유입

되는 수소는 더 높아진 촉매 표면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산화반응이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

하여 주입되는 수소는 연쇄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100% 전환율을 갖

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상온에서 미반응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전환율은 0%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양한 알루미나로 제조한 촉매의 분산도, metallic surface area, 

active particle diameter, cubic crystallite size, 비표면적의 촉매 특성은 

활성금속 담지량에 따라서 비율이 저하되거나 증진되는 특성을 나타

내었다. 이는 활성금속이 HT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함량이 높을수

록 Pt-Pt 간의 거리감소로 소결 및 응집현상으로부터 촉매 내 공극률

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metal dispersion 및 metallic surface area이 

더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기의 촉매특성들은 수

소 제거 성능과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온 수소 산화반응에 있어서 주입농도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최소 농도는 3 wt% Pt/γ-Al2O3 촉매에서 1.0 vol%로 나타났다. 이는 

XPS 분석을 통한 Pt valence state 값은 Pt0 70.09%이며, metallic Pt 종

의 비율이 더욱 증가된다면 연료전지 내 ATO 촉매를 적용하여 더 낮

은 수소농도까지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지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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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조공정을 거친 촉매라도 metallic Pt 종의 비율은 차이를 나타내

었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존재해야 높은 농도의 수소(4.0 vol%)부터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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