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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오늘날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smog 및 유해대

기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대기오염이 이슈화 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

염 문제로 여겨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황산염과 질산염 등이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등과 암모니아가 결합해 생겨난다. 
이러한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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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있으며, 인체에 독으로 작용하고 다른 대기오염물질들과 반응

하여 산성비 또는 스모그 등의 2차 오염유발물질이다. 따라서 전 세계

적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질

소산화물 제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1,2].
선택적 촉매 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은 질소산화

물을 처리하는 방법들 중 BACT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로 

알려진 방법이며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NOx를 효율적으로 제거 가능

한 기술이다[3,4]. 이는 환원제를 주입하여 질소산화물을 인체와 환경

에 무해한 질소나 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선택적 촉매 환원법은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어하기 위해 배가스

에 미리 공기나 스팀으로 혼합된 환원제를 주입하면서 혼합시켜준다. 
이렇게 혼합된 가스는 각기 다른 고정오염원 별로 온도범위가 다양하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50~450 ℃에서 가스가 촉매층을 통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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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00~500 ℃ 영역에서 NOx를 제어하기 위한 NH3-SCR 실험을 수행하였다. V/Sb/TiO2 조성의 촉매에서 Sb/TiO2

의 소성온도를 다르게 하여 반응활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Sb/TiO2의 소성온도가 600 ℃일 때, 가장 효율이 
우수하였으며, 특히 반응온도 250 ℃에서 NOx 전환율이 80% 가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른 
소성온도로 제조하였을 때 활성증진의 원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H2-TPR, XRD, BET, Raman, XPS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활성이 우수하였던 Sb/TiO2의 소성온도를 600 ℃로 제조하였을 때, VSbO4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종이 생성됨으로써 V의 비 화학양론종이 증가하여 V/Sb/TiO2의 NOx 전환율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NH3-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experiment was performed to control NOx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00~500 ℃. The reaction activity experiment was conducted by varying the firing temperature of Sb/TiO2 when using 

V/Sb/TiO2 composite as a catalyst. As a result, when the sintering temperature of Sb/TiO2 was 600 ℃, the efficiency was 
the bes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NOx conversion rate was close to 80% at the reaction temperature of 250 ℃. 
H2-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TPR), X-ray diffraction (XRD), Brunauer-Emmett-Teller (BET), Raman spectroscopy,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alyses were employed to derive the cause of the activity enhancement when 
prepared at different firing temperatures as described above. As a result, when the sintering temperature of Sb/TiO2, which 
showed an excellent activity, was prepared at 600 ℃, it was confirmed that VSbO4 was generated. This indicates that the 
non-stoichiometric species of V increased, resulting in the excellent NOx conversion rate of V/Sb/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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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을 환원제와 반응시켜 인체에 무해한 질소와 수분으로 환

원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NOx를 제어하기 위한 고정자산 투자

비 및 운전비가 저렴하며, 공정 부분에서도 NH3 공급기와 반응기만이 

필요한 단순공정이다. 또한 폐수와 같은 부산물이 없다는 이점을 갖

고 있다. 사용되는 촉매로는 귀금속계 촉매와 금속산화물 촉매, zeolite 
촉매 3가지로 나눠지며 이중 귀금속계 촉매의 경우 높은 제조비용 및 

설치비용과 낮은 질소로의 선택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금속산화물 촉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V계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Centeno 등[5]과 Bond 등

[6]에 따르면 V/TiO2는 지지체에서 생성된 바나듐 산화물은 anatase 
형태의 TiO2를 rutile 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를 유도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화학종이 생

성될 수 있으며, 형성되는 종에 의해 촉매 활성이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V/TiO2에서 V 함량이 낮을 경우에는 monomeric vanadate spe-
cies를 형성하며, 바나듐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polymeric vanadate 
species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바나듐 종에서 Polymeric va-
nadate가 monomeric vanadate종보다 활성이 10배 정도 높다. 하지만 

바나듐 함량이 적을 때는 polymeric vanadate가 적게 형성되어 촉매활

성이 낮고, 함량이 높을 때는 monolayer coverage 이상으로 결정상의 

V2O5이 형성되어 촉매활성이 낮으므로, V/TiO2 촉매에서 활성을 증진

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V/TiO2의 촉매 활성을 높여 공간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조촉매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V/TiO2에 조촉매로 상용촉매인 W을 첨가한 V2O5-WO3/TiO2계 촉매

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7-9], W의 원가상승과 높은 함량, 알칼리 및 

황에 대한 내구성 문제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10,11]. 이러한 고온에

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TiO2 촉매에 다양한 조촉매를 첨가하

여 촉매의 반응온도를 내려 저온에서의 활성 증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13]. Lee 등[14]은 안티몬이 첨가된 V/TiO2

에 Ce를 첨가하여 제조한 촉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저온에서의 활

성증진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으며, Sb이 촉매의 표면산소종을 증진

시켜 저온활성을 높이며, SO2 내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안티몬의 첨가가 활성증진이 좋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5,16]. 
하지만 안티몬의 첨가만으로 안티몬과 바나듐의 결합에 대해서 연구

가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안티몬의 첨가로 바나듐 산화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V/Sb/TiO2의 활성증진 연구와 Sb/TiO2의 소성온도 영향에 

따른 안티몬과 바나듐 산화물 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촉매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촉매로는 V2O5/TiO2계 촉매로서 활성 금속 및 조

촉매를 상용화된 TiO2 담체에 담지 하여 제조하였다. 사용된 TiO2는 

anatase 형태의 지지체로 구분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활성금속의 담지

량의 함량은 금속 앞에 숫자로 표현하였으며, 예를 들어 xV/TiO2의 경

우 TiO2 지지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vanadium을 x wt.% 담지한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TiO2 지지체는 DT51 (Cristal Global Co.)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습윤 함침법(wet impregnation method)을 사용

하여 제조하였고, 제조방법은 Figure 1에 안티몬이 먼저 TiO2에 담지 

시키고, 그 후 만들어진 Sb/TiO2에 바나듐이 담지된 V/Sb/TiO2 제조방

법을 나타내었다.

Figure 1. Flow diagram for the procedures of impregnation method: 
V/Sb/TiO2.

먼저 Sb/TiO2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안티몬 전구체 antimony ace-
tate [Sb(CH3COO)3, Alfa Aesar Co.]를 TiO2 중량비로 2 wt.% 계산한 

후 acetic acid (CH3COOH, Samchun Co.)에 용해시켜 용액을 제조한 

후 제조된 안티몬 용액을 계산된 TiO2와 섞어 슬러리(slurry) 상태로 

만들어 주어 교반시킨다. 이렇게 제조된 슬러리를 1 h 이상 교반한 후 

rotary vaccum evaporate (Eyela Co. N-N series)를 이용하여 65 ℃에

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수분을 증발시킨 후 촉매 내의 잔여수분의 건

조를 위해서 103 ℃ dry oven에서 24 h 건조시킨 후 10 ℃/min의 승

온 속도로 대류 전기로(tubular furnace)에서 원하는 온도로 승온 시킨 

후(300~800 ℃), 그 온도에서 4 h 공기 분위기 하에서 소성하여 제조

하였다. 그 후 준비된 2Sb/TiO2에 대한 중량비로 바나듐의 함량을 2 
wt.%로 하여 계산한다. 계산한 양 만큼의 ammonium metavanadate 
(NH4VO3; Sigma Aldrich Chemical Co.)를 60 ℃로 가열된 증류수에 

녹인다. 이때 NH4VO3 용해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용해도 증가를 위

해서 ammonium metavanadate 수용액에 oxalic acid[(COOH)2; Sigma 
Aldrich Chemical Co.]를 조금씩 저어가며 혼합시켜 pH 값이 2.5가 될 

때까지 교반 시킨다. 그리고 동일하게 수분을 제거시켜준 후 대류 전

기로에서 500 ℃로 승온 시킨 후, 그 온도에서 4 h 동안 공기분위기 

하에서 열처리 시켜 제조하였다.

2.2. 실험장치 및 방법

촉매의 탈질반응 실험에 사용한 고정층 반응기는 Figure 2에 나타

내었다. 이 장치는 크게 가스주입부분, 반응기 부분, 그리고 반응가스 

분석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반응기에 공급되는 가스는 NO, N2, O2, NH3로 각 bomb로부터 

MFC (mass flow controller, MKS Co.)를 사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

다. 또한, 수분공급은 N2 라인이 bubbler를 통하여 수분을 함유하게 한 

후 예열라인을 거쳐 반응기에 주입되도록 하였으며, 이 때 공급되는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중자켓 형태의 bubbler 외부에 circulator
를 이용하여 일정온도의 물을 순환시켰다. 가스공급관은 전체에 걸쳐 

스테인레스 관으로 하였으며 NO와 NH3가 반응하여 생기는 NH4NO3, 
NH4NO2와 같은 염의 생성을 방지하고 반응가스 중의 수분이 응축되

지 않기 위하여 heating band를 감아 180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반응기는 연속흐름형 고정층 반응장치로서 내경 8 mm, 높이 60 cm

인 석영관으로 제작하였으며 촉매층을 고정하기 위해 quartz woo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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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a fixed bed SCR reaction system.

사용하였다. 반응기의 온도는 고정층 상부에 장착된 K-type의 열전대

를 이용하여 PID 온도제어기로 조절하였으며 가스 유입부분의 온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촉매층 하부에도 동일한 형태의 열전대를 설치하

여 촉매층 전⋅후의 온도 차이를 측정하였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O와 N2O 는 비분산 

적외선 가스분석기(Uras 10E, Hartman & Braun Co.)를 사용하였으며 

NO2는 반응기 출구부에서 검지관(9L, Gas Tec. Co.)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암모니아의 농도는 검지관(3M, 3La, 3L, Gas Tec. Co.)을 사

용하였다.
각 촉매의 반응활성은 NOx conversion으로 나타내었으며,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NOx conversion (%) = Cinlet NOx
Cinlet NOx  Coutlet NOx

×  (1)

2.3. 촉매의 특성 분석(BET, H2-TPR, Raman, XRD, XPS)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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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착 층의 두께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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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계산하였다. 이 때 각각의 시료는 110 ℃에서 3~5 h 동안 진공

상태로 degassing한 후 분석하였다.

2.3.2. H2-TPR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촉매의 환원능력의 평가 및 촉매 산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H2-TPR 

분석을 수행하였다. 100 µm이하로 분쇄된 0.3 g의 촉매를 충진 한 후, 
촉매표면의 수분 및 불순물 제거와 촉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 
vol.% O2/He 50 cc/min을 흘리며 400 ℃까지 10 ℃/min으로 승온 후 

30 min간 유지하였다. 이후 60 ℃로 하온 시킨 후 10% H2/Ar 가스를 

공급하면서 촉매표면의 흡⋅탈착을 안정화시켜 환원분위기로 만들었

다. 이후 10% H2/Ar 가스를 50 cc/min을 지속적으로 흘리면서 10 ℃
/min의 승온 속도로 원하는 온도까지 승온하며 TCD로 소모된 H2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기는 2920 Auctochem (Micromeritics)을 사용

하였으며, 농도측정을 위한 detector는 TCD (thermal conductivity de-
tector)를 사용하였다.

2.3.3. Raman spectroscopy
촉매의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Raman 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였다. Raman spectra는 Horiba jobin yvon Co.의 LabRAM HR 
UV/Vis/NIR 모델을 사용하였다. Laser Power는 300 mW이고, scan은 

100이고 resolution은 10 cm-1로 하였다.

2.3.4. XRD (X-ray diffraction)
TiO2 담체, V/TiO2 및 V/Sb/TiO2계 촉매의 결정구조를 관찰하기 위

해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XRD pattern은 Panalytical Co.의 X’pert 
PRO MPD에 의해 분석되었다. Radiation source로는 Cu Kα (λ = 
0.1506 nm)가 사용되었다. 주사속도는 2θ = 10~90°의 범위에서 6 
°/min로 하여 측정하였다.

2.3.5.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분석은 VG Scientific Co.의 ESCALAB 210을 사용하였으며, 

excitation source로써 monochromate Al Kα (1486.6 eV)를 사용하였

다. 촉매를 약 100 ℃의 온도에서 24 h 건조하여 포함되어 있는 수분

을 완전히 제거한 후 XPS 기기의 진공도를 10~12 mmHg로 유지하기 

위하여 표면 sputtering 및 etching을 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시료 내에 

존재하는 Ti, C, O 원소는 wide scanning spectrum으로 분석하여 bind-
ing energy와 intensity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b의 소성온도에 따른 V/Sb/TiO2 촉매의 NH3-SCR 효율

Shin 등[17]에 따르면 촉매의 소성온도에 따라 반응활성이 다르다

고 언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티몬을 TiO2에 먼저 담지하고, 
다양한 열처리 온도로 제조한 후 바나듐이 담지된 2V/2Sb/TiO2 촉매

에서의 반응활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소성온도 최적화에서 안티몬과 지지체의 열처리 할 때 100 ℃ 단위

로 300 ℃부터 800 ℃까지 온도의 변화를 주면서 200~500 ℃의 온도

범위에서 활성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촉매 제조 시 바나듐의 열처리 온

도는 500 ℃로 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활성 실험 조건은 749 ppm 
NO, 42 ppm NO2, NH3/NOx ratio: 1.0, 10 vol.% O2, GHSV: 180000 h-1

에서 활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활성실험은 다양하게 배출되는 질

소산화물 배출원 중 산소조건이 비교적 높은 조건 및 비교적 고온까

지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500 ℃까지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a)의 활성 실험 수행 결과, 300~400 
℃에서의 활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며 300 ℃ 이하의 구간과 400 
℃ 이상의 구간에서는 활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종 모양으로 결과가 

나왔고, 소성온도별로 다른 활성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400 
℃ 이상의 고온구간에서는 안티몬의 소성온도가 증가할수록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온에서의 활성은 Sb/TiO2 소성온도 500 
℃까지 활성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800 ℃ 소성 촉매 경우 450 ℃에서 

활성이 70% 이하로 감소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400 
℃ 이하의 온도범위에서는 300과 800 ℃에서 열처리한 2V/2Sb/TiO2

의 촉매가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600 ℃에서 열처리한 촉매가 

저온에서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250 ℃
에서의 활성과 소성온도와의 그래프를 Figure 3(b)에 나타냈을 때 소

성온도 600 ℃가 80 %가까운 효율을 보이며 가장 우수함을 다시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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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reaction over V/Sb/ 
TiO2 various calcination temperature catalyst (NO: 749 ppm, NO2: 42 
ppm, NH3/NOx: 1.0, O2: 10 vol.%, H2O: 6 vol.%, S.V: 180,000 h-1) 
[(a) 200~500 ℃, (b) 250 ℃].

3.2. Sb의 소성온도에 따른 V/Sb/TiO2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바나듐계 촉매의 경우 보통 400 ℃ 이하의 온도에서 적용되기 때문

에 600 ℃에서 열처리한 2V/2Sb/TiO2의 촉매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

되며, 안티몬의 첨가 시 소성온도의 차이가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3.2.1. Sb/TiO2의 소성온도에 따른 V/Sb/TiO2 촉매의 구조적 특성

Andres 등[18]은 VSbO4 (vanadium antimonate)종을 제조하여 XRD, 
TPR 분석을 수행하여 안티몬과 바나듐과의 결합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XRD 분석을 통해 VSbO4종이 rutile phase로 존재

함을 나타내었으며, TPR 분석 결과 VSbO4종은 약 850 K (577~600 
℃) 이상의 온도에서 바나듐의 환원피크가 관찰되기 시작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Larrondo 등[19]은 mechanical mixture을 통해 VSbO4종을 

제조하였으며 XRD pattern으로 VSbO4종의 생성을 확인 하였으며, 
TPR 분석을 통해 VSbO4종의 생성으로 바나듐의 환원 peak를 확인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Figure 4에서의 XRD 분석에서 25 2 Theta 부근 

anatase TiO2 peak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외의 피크는 V, Sb이 고분

산 되어서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Kim 등[20]에 따르면 바나듐과 안

티몬의 함량을 높여서 10V/10Sb/TiO2에 대한 XRD 분석을 수행했을 

때 V2O5 peak가 생성되지 않았고, rutile peak인 2 theta = 27.44, 35.12°

Figure 4. XRD patterns of V/Sb/TiO2 over various Sb/TiO2 calcination 
temperature.

Figure 5. H2-TPR profiles of V/Sb/TiO2 over various Sb/TiO2 cal- 
cination temperature.

의 peak가 관찰되었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TiO2의 rutile peak
는 TiO2를 800 ℃ 이상에서 열처리 되었을 때 생기게 된다[21]. 따라

서 여기서 생기는 peak는 바나듐과 안티몬의 결합하는 다른 rutile 구조

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Sb/TiO2의 열처리 온도가 촉매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촉매의 환원능력을 확

인할 수 있는 H2-TPR 분석을 수행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의 분석 결과를 보면, Sb/TiO2 소성온도가 증가할수록 300 ℃에서 열

처리된 촉매를 기준으로 400~450 ℃에서 생기는 바나듐의 환원 peak
가 저온으로 shift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성이 가장 우수했던 

Sb/TiO2 600 ℃에서 처리한 촉매부터 600 ℃ 이상의 rutile VSbO4종 
환원 peak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VSbO4종의 생성으로 바나

듐의 비 화학양론종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600 ℃에서 열처리한 

촉매가 저온에서의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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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BET surface area (m2/g)

700 37.858

600 73.407

500 82.246

400 88.467

300 89.066

Table 1. BET Surface Area of 2V/2Sb/TiO2 Catalysts

Figure 6. Raman spectra of V/Sb/TiO2 over various Sb/TiO2 calcina- 
tion temperature.

하지만 700 ℃에서 안티몬을 열처리한 촉매의 환원 peak가 저온으

로 shift되었으나, 저온에서의 활성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Shen 등

[22]에 따르면 촉매의 비표면적은 활성사이트와 연관이 크며, 이는 

SCR 활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에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

로 인해 생기는 문제인 비표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인 BET 분석

을 수행하여 Table 1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700 ℃에서 열처

리 된 촉매는 37.858로 500 및 600 ℃에서의 82.246 및 73.407에 비해 

비표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크게 감소한 비표면적은 바나듐의 구조

적 형태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였기에, 구조적 특징을 보기 위해 

Raman 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여 Figure 6에 나타내었다. Choung 
등[23]은 열처리를 하게 되면 바나듐의 비표면적이 작게 되고, 이후 

Raman spectra 분석에서 바나듐의 crystalline 종의 생성이 나타남을 나

타내었으며, 1030 cm-1 부근에서 monomeric vanadium species, 900~ 
1000 cm-1

 부근에서 polymeric vanadium species의 terminal V=O bond
가 생성되고, 992 cm-1 crystalline VOx species가 생성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바나듐의 비표면적 감소는 바나듐끼리의 crystalline종이 생

성되어 뭉치는 현상이 생긴다고 보고하였다. Vuurman 등[24]은 바나

듐의 함량을 1~8 wt.%로 다양하게 제조하여 V/TiO2의 Raman spectra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바나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바나듐의 crystalline 
specie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Table 1에서와 같

이 안티몬이 700 ℃에서 열처리 되었을 때 비표면적이 크게 감소하였

으며, 600 ℃의 촉매의 경우 바나듐의 crystalline종이 생성되지 않았으

나, 700 ℃의 촉매의 경우 crystalline종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바나듐이 뭉치면서 바나듐의 활성점이 감소하게 되어 안

티몬을 700 ℃ 이상에서 열처리한 2V/2Sb/TiO2의 촉매는 오히려 활성

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판단되었다.

3.2.2. Sb 소성온도에 따른 V/Sb/TiO2 촉매의 Sb, V 산화가 영향 연구

V/Sb/TiO2 촉매의 바나듐과 안티몬의 구조인 VSbO4종의 생성이 바

2Sb/TiO2 calcination temperature (℃) Sb3+/Total (%)

300 37.77

400 45.76

500 53.84

600 57.56

700 47.92

Table 2. Sb 3d Ratio of Various 2Sb/TiO2 Catalysts

Figure 7. Sb 3d spectra of Sb/TiO2 catalyst by XPS analysis.

나듐의 산화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7과 같이 Sb/TiO2가 열처리되어 결합하였

을 때 나타나는 산화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Sb/TiO2의 열처리 온

도별로 Sb 3d peak를 확인하였다. 안티몬의 산화가의 경우 539.5 eV
에서 관찰되는 peak는 Sb3+에 해당되며, 540.4 eV는 Sb5+에 해당된다

[25,26]. 안티몬의 산화가 비율은 Sb3+/(Sb3+ + Sb5+)로 Sb3+종을 기준

으로 하여 비율로써 Table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Sb3+종의 비율은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600 ℃로 열

처리한 Sb/TiO2의 Sb3+종 비율이 57.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

다. 이후 바나듐이 첨가된 후의 산화상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V/Sb/TiO2의 Sb 3d 및 V 2p를 측정하여 Figure 8(a),(b)에 나타내었다. 
XPS 산화가 분리에 따른 비율은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표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바나듐이 첨가된 후 Sb3+종이 가장 많았던 Sb/TiO2 
600 ℃에서 열처리한 V/Sb/TiO2 촉매의 Sb5+종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였다. 바나듐의 비 화학양론종인 V4+, V3+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에 Sb과 TiO2를 제조하여 열처리 하였을 

때, 안티몬의 비 화학양론종인 Sb3+의 비율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상

태로 제조되어야 바나듐이 담지될 때, Sb3+의 여기된 전자가 바나듐과 

결합하면서 안티몬이 5가 종으로 안정화되며 오히려 바나듐의 산화가

가 불안정한 비 화학양론종으로 전자의 이동이 생김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Choi 등[27]에 따르면 비 화학양론종인 V4+, V3+는 결과적

으로 전자가 낮은 활성화 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기에 바나듐의 불안

정한 상태는 촉매의 redox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



651V/Sb/TiOS 촉매에서 Sb 소성온도에 따른 NH3-SCR 효율 영향 연구

Appl. Chem. Eng., Vol. 31, No. 6, 2020

2V/2Sb/TiO2 
calcination temperature (℃) Sb5+/Total (%) V4+ + V3+/Total (%)

300 72.49 46.93

400 72.63 46.48

500 79.47 50.86

600 81.31 51.30

700 72.61 44.46

Table 3. Sb 3d and V 2p Ratio of Various 2V/2Sb/TiO2 Catalysts

Figure 8. V/Sb/TiO2 catalyst by XPS analysis [(a) Sb 3d spectra, (b) 
V 2p spectra].

다. 또한 Topose등[28]은 dual ER-LH mechanism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V2O5/TiO2 촉매상에서 NH3 + NO + O2 반응을 통하여 선 흡착

된 NH3와 NO가 반응하면서 촉매 표면이 환원되고 기상의 산소에 의

해 환원된 촉매표면이 재산화(re-oxdation)된다고 해석하였으며, 촉매 

반응에 있어서 산소의 개입은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보고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촉매의 재산화 능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비 화학양론

종이 많으면 촉매의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V/Sb/TiO2의 촉매는 초기 Sb/TiO2 소성온 600 ℃ 촉매에서 안티몬

의 3가 종의 비율이 가장 높게 생성되어야 최종 촉매인 V/Sb/TiO2 촉
매에서 바나듐의 비 화학양론종이 증진되어 저온 활성이 가장 우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b의 소성온도에 따라 바나듐을 담지 하였을 때 미

치는 물리화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NOx 전환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Sb/TiO2를 600 ℃로 소성하였을 때, V/Sb/TiO2의 NOx 전환율이 우

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H2-TPR, XRD를 통하여 Sb/TiO2의 소

성온도 600 ℃일 때 VSbO4종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BET 분석을 통해 Sb/TiO2의 소성온도가 700 ℃가 된다면, 비표면적

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바나듐의 구조적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Raman 분석을 실시하였고, Sb/TiO2의 소성온도가 

700 ℃일 때는 바나듐이 crystalline species로 존재하여 활성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V/Sb/TiO2의 Sb, V을 산화가 분리함

으로써 VSbO4종이 생성될 때 바나듐의 비 화학양론종이 증가하여 re-
dox 특성이 우수해져 Sb/TiO2를 600 ℃로 소성한 V/Sb/TiO2의 NOx 
전환율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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