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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황피독에 저항성을 가지는 수성가스 전환반응용 CoMo 계열 촉매에 알칼리금속염 첨가가 반응활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알칼리금속염의 음이온과 양이온의 각각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 촉매를 제조하였다. 그 하나는, 양이온을 KK로 고정시키고 음이온을 변형시킨 경 

우로서, 반응활성의 변화는 BET 표면적의 변화로 설명되었다. 다른 한 경우는, 음이온을 NO「로 고정시키고 

알칼리금속 이온을 변형시킨 경우로서, Li가 첨가된 촉매의 활성이 가장 뛰어났으며 다른 양이온의 경우에는 

서로 비 슷한 낮은 활성을 보였다. 알칼리금속의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BET 표면적의 변화와 반응활성 의 변화 

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알칼리금속염의 양이온을 변화시킨 경우에는 BET 표면적과 정8면체 배위구조 속의 

Mo"에 대한 정4면체 배위구조 속의 MS+의 비, 즉 Mo6+[T]/Mo6+[O] 값의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반응활성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effect of alkali metal salt on the activity of Co-Mo catalyst which has high resistance to 
sulfur poisoning for water gas shift reaction(WGSR) was studied. Two groups of catalysts were prepar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ion and cation in alkali metal salts. For K-doped catalysts made with various 
potassium salts having different anion, the catalytic activity was explained to depend mainly on the BET surface 
area. Among the catalysts prepared by various nitrates of alkali metal as precursor, the Li-doped catalyst showed 
the best activity, and the others did not make significant differences giving relatively low activities. And the 
change of BET surface area by varying the loading of alkali metal showed a similar trend to that of activity. In 
this case, the activity was dependent on both BET surface area and the ratio of Mo6+ with a tetrahedral 
coordination symmetry to Mo6+ with an octahedral one, Mo6+[T]/Mo6+[O] value.

서 론

화학공업에서 탄소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 

고 있는 석유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대체탄소원 

의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로 80년대까지 매 

장량이 많은 석탄을 탄소원으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도 석탄에서의 합성가스 생성에 대한 연구로 일부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합성가스로부터의 메탄과 같 

은 탄소원을 합성하는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 석탄을 가스화할 때에 나오는 합성가스의 

일산화탄소에 대한 수소의 비는 1로서, 메탄 합성반 

응에서 필요로 하는 2보다 작기 때문에 그대로 메탄 

합성반응에 사용하기에는 수소함량이 모자라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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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공정 사이에 수성가 

스 전환반응 공정을 설치하면 과잉의 일산화탄소가 

수소로 전환되어 적절한 반응조건이 형성된다. 그러 

나 기존의 Fe-Cr, Cu-Zn 계열의 수성가스 전환반응용 

촉매는 황, 염소 등의 피독물질에 매우 취약하여,' 이 

와 같은 피독물질이 많이 나오는 석탄으로부터 얻은 

합성가스의 수성가스 전환반응용 촉매로는 부적절 

하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촉매에 대해 연구가 이루 

어졌는데 황화물 형태를 촉매로 사용하는 CoMo, 
NiMo 계열의 촉매가 좋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관 

찰되 었다.孕 그 후에 몇몇 연구자에 의해 알칼리금속 

의 첨가에 의해 .활성이 증대된다는 보고가 나왔으 

며，顎 또한 할로겐족 원소의 첨가 역시 활성을 증대 

시킨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7 이들 증진제의 영향 

을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최적의 촉매를 선정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결과로부터 더 나은 증진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성가스 전환반응에 관한 연구가 극 

히 미미하며, 특히 이 반응에 CoMo, NiMo 계열의 

촉매를 사용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촉매 계열은 탈황, 탈질, 탈산소, 탈금속, Fischer- 
Tropsch 반응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들 반응들과 수성가스 전환반응에서의 활성이 반 

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반응 

활성점에 의해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CoMo, NiMo 계열의 촉매는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 

로 사용되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들 촉매의 구 

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조촉매로 사용되어지는 

코발트나 니켈의 역할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 

어 있지 않다. 수성가스 전환반응과 같이 기존에 많 

이 연구되어진 것과는 다른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므로써 이들 촉매에 대한 코발트, 니켈 등의 조촉 

매 역할, 그 밖의 알칼리금속과 같은 증진제의 영향 

등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성가스 전환반응용 CoMo 촉매 

에 알칼리금속을 첨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활성 

의 변화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촉매는 크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실 험

촉매의 제조. 담체로는, JA로 명명되는 y-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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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C-ALO-2]를 사용하였다. 주촉매인 Mo와 조촉매 

인 Co 성분의 전구체로는(NH4)6MO7()24 • 4H2O 
[Oriental, EP]와 Co(NO3)2 6H2O[Shinyo, EP]를 각각 

사용하였고, 여기에 알칼리금속염의 전구체도 함께 

사용하였다. 증진제인 알칼리금속 성분의 전구체로 

는, KNO3[Kanto, EP], K2CO3[S.P.C., FG], CH3COOK 
[D.S.P., FG], KBr[Aldrich, FT-IR grade], LiNO3[Junsei, 
FG], NaNO3[Huka, PA], CsNO3[Wako, FG]를 사용하 

였다. 촉매는 함침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이 때 물을 

날려보내기 위하여 50 °C 물중탕에서 회전식 진공증 

발기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이후 105°C에 

서 2시간동안 건조시 킨 후, 500 °C에서 5시간 소성 하 

였다.

이와 같이 제조한 촉매는 다음의 방법으로 명명하 

였다. 10K3C10M/JA의 경우, 3C와 10M은 알루미나 

에 대해 CoO 와 MoC)3를 각각 3 wt%와 10 wt%를 담 

지했음을 뜻한다. 10K는 3C10M/JA 촉매 내의 Mo 
에 대해 10 mol%의 K를 첨가했음을 뜻한다. 특히, 

K 성분의 전구체 중 음이온을 변형시킨 것들의 경우 

에는 10 mol%로 K의 첨가량을 고정하여 10K3C 
10M/JA 촉매를 제조한 것으로서, 알칼리금속염 전 

구체명 그 자체에 < >표시를 하여 촉매를 나타내도 

록 하였다. 즉, 10K3C10M/JA의 제조시 전구체로 

KNQ가 사용되었다면 <KNO3>로 표기하였다. 그리 

고 알칼리금속염의 양이온을 변형시킨 촉매의 경우 

에는 <xM>으로 나타내었으며 , 여기서 X는 알칼리금 

속 M의 첨가량을 나타낸다. 즉, <5Lb느 3C10M/ 
JA 촉매에서 Mo에 대한 5 mol%의 Li를 첨가한 촉 

매를 뜻한다.

반응성 실험. 소성 후의 촉매는 산화물이므로 이 

를 반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황화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1) 시료를 상온의 반응기에 넣은 후 10분간 질소 

(14 seem)를 흘린다.

2) 질소분위기에서 상온으로부터 450 °C까지 15 
분간에 걸쳐 승온시킨다.

3) 450 °C에서 50% H2S/H2(20 seem)를 1시간 동안 

홀린다.

그 후 질소를 홀리면서(14 seem) 5분간에 걸쳐 

450 °C로부터 400 °C까지 온도를 낮춘 후에 30분간 

질소(14 seem｝를 흘려 여분의 H2S를 제거하여 반응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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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는.1/4 석영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족매 

는 일정량(300 mg)을 1 cm 직경의 100 mesh quartz 
frit 위 에 안치 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반응물인 물은 

시린지펌프(Keun-A Co., KASP005/150MT)를 이용 

하여 주입하였다. 장치 내에서의 물의 응축을 피하 

기 위하여 물 주입구로부터 모든 반응장치를 120 °C 
이상으로 가열하였다. 생성물은 sampling valve를 통 

해 on-line GC(Packard 438)로 분석하였다. 이 때 환 

원된 상태의 촉매들은 수성가스 전환반응에 대하여 

전혀 활성이 없었다. 따라서 수성가스 전환반응은 

앞의 황화과정을 거친 후에 수행하였으며, 반응은 

bypass line을 통해 반응물을 30분간 흘려 안정 된 흐 

름을 얻은 후에 수행하였다.

반응조건은 다음과 같다. 반응온도는 400 °C로 하 

였으며 , 수증기 , CO 및 N2의 유량은 각각 7, 7 및 14 
seem이었다. 수성가스 전환반응의 활성은 150분간 

반응의 평균 CO의 전환율로 표시하였다.

촉매의 특성분석. 촉매의 BET 표면적과 세공크기 

분포는 모두 Micromeritics사의 ASAP 2010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시료의 양은 100~150 
mg이었고 분석 전에 2〜3시간 200°C로 가열하여 수 

분을 제거하였다. BET 표면적 측정에는 5 points를 

잡아 직선을 얻어내었고 세공크기분포 측정에서는 

43 points를 측정 하여 BJH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금속을 첨가한 CoMo/y-Al203 
촉매의 표면구조와 각 금속의 산화상태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TPR도 수행하였다. 반응관으로는 석영관 

(1/4")을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직경 1 cm의 석영 frit 
위에 안치하였다. TPR 실험조건은 H2(1.5 sccm)/N2 
(28.5 seem)로 하였으며, 승온속도는 10°C/min으로 

하였다. 매 실험마다 시료의 양은 40 mg으로 고정하 

였으며, 검출기로는 TCD cell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박싸I 따르면 수성가스 전환반응에 사용되는 

CoMo/y-A12O3 촉매 중 활성이 가장 우수한 촉매는 

3C10M/JA 촉매이었고, 여기에 알칼리금속인 K를 

첨가하였을 때는 더욱 활성이 증대하여 10K3C10M/ 
JA 촉매의 경우에는 기존의 구리-아연 계열의 일반 

상용촉매보다도 뛰어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박씨】 의하여 활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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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 conversions of various <KY> catalysts (•: 
<KNO3>, ♦: <KBr>, ■ : <K2CO3>, ▲: <CH3COOK>).

뛰어났던 3C10M/JA 촉매에 여러가지 알칼리금속염 

을 첨가하여 촉매의 활성 변화를 조사하였고 그에 따 

른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촉매는 양이온을 K로 고 

정시킨 여러가지 K염을 첨가한 <KY> 촉매와, 음이 

온을 NO3「로 고정시킨 여러가지 질산 알칼리금속염 

을 첨가한 <xM> 촉매, 두 종류를 제조하여 사용하 

였다.

<KY> 촉매. Fig. 1에 <KY> 촉매들의 반응활성 

을 나타내었다. 음이온이 NO」, Br , CO； 인 경우 

에는 초기활성이 57% 정도의 대체로 높고 비슷한 

활성을 보이고 있으나 CH3COO「의 경우에는 약 

50%의 낮은 활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활성차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하였 

다. 우선, 촉매의 물리적인 특성의 변화, 즉 표면적의 

변화와 세공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촉매의 

화학적인 특성의 변화, 즉 활성종의 산화수 변화와 

새로운 활성종의 생성을 염두에 두었다. 소성과정 

(500 °C)에서 음이온들의 대부분이 산화되어 촉매상 

에서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 경우의 활성차이는 

촉매의 화학적 특성의 변화보다는 단순한 물리적인 

특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2에서와 같이 <KY> 촉매들의 

BET 표면적과 반응활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여 

기서 반응활성은, 동일 촉매량 300 mg에 의한 150분 

간의 반응진행 후의 평균 CO 전환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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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COOK>1- 제외한 모든 촉매는 185〜189 m2/g 

의 표면적을 가지는 반면, <CH3COOK> 촉매는 171 
nf/g의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반응 

활성과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반응활성과 BET 
표면적 두 값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이로부터 다른 변수가 없다면 표면적 증가 

가 반응활성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KY> 촉매를 소성시키기 전과 후의 

표면적을 측정 해 보았다（药g. 2）. 소성 전의 촉매들은 

표면적이 거의 일정한데 반해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촉매들은 표면적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서로간에 표 

면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KY> 
촉매의 표면적은, 음이온들이 소성과정 동안 산화하 

면서 세공을 막고 있던 촉매의 표면을 떠나는 기체 

분자의 전구체인 음이온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성을 거친 <KY> 촉매의 세 

공크기분포를 조사해 보면, 30 A의 반지름을 가진 

세공이 대부분이며 촉매들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촉매의 세공구조는 JA（소성 후 193.4 m2/g） 

에 담지된 Co와 Mo에 의해 이미 결정되며 （3C10M/ 
JA: 162.3 m2/g）, 소량（알루미나에 대하여 약 0.27 

wt%）9】 K첨가로는 기본적인 세공구조를 바꾸지는 

못하면서 표면적 만 약간 증감시켜 활성 에 영 향을 주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5는 <KY> 촉매의 TPR 결과를 나타낸 것이

Temperature。)

Fig. 3. TPR profiles of various <KY> catalysts.

다. Fig. 4의 세공크기분포 결과처럼 TPR의 결과에 

서도 전구체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첨가량으로 양이온이 고정된 

<KY> 촉매의 활성변화는 단지 활성점의 개수와 관 

계되는 BET 표면적에 주로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 

로부터, 증진제로서의 알칼리금속은 Mo의 분산도를 

증가시켜m BET 표면적도 함께 증가시킨 것으로 생 

각된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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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AB

0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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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n stream(min)
Fig. 4. CO conversions of various <10M> catalysts (■: 
<10Li>, •: <10Na>, ▲: <10K>, ♦: <10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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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 conversions of various <xM> catalysts as a 
function of amount of alkali metal loaded (■ : <xLi>, 
. : <xNa>, ▲: <xK>, ♦ : <xCs>).

<xM> 촉매. vKY> 족매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보인 NO3 로 알칼리금속염의 음이온을 고정한 후 양 

이온을 변화시켜 10 mol%의 여러가지 알칼리금속을 

첨가한 <10M>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Fig. 6에 이들 

각 촉매의 반응활성을 나타내었다. <WLi> 촉매를 

제외한 <10M> 촉매들의 활성은 대부분 약 55%의 

활성을 보이나, <10Li> 촉매의 경우에는 약 65%의 

높은 활성을 보인다. 이는 알칼리금속이 첨가되지

50------------- 1------------- 1------------- 1------------- 1-------------
0 20 40 60 80 100

Alkali metal mol% to Mo met이
Fig. 6. BET surface areas of various <xM> catalysts as 
a function of amount of alkali metal loaded (■ : <xLi>, 
• : <xNa>, ▲: <xK>). 

않은 3C10M/JA 촉매가 보여주는 24%의 CO 전환율° 

과 비교할 때 엄청난 활성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Kordulis 등”은 Li부터 Cs까지의 모든 알칼리금속이 

y-Al2O3 표면에 존재하는 Mo의 원자가와 구조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 

다. 그 결과, 알칼리금속이 첨가된 모든 촉매는 Mo6+ 
에서 Mo*1■로의 환원을 저 해받으며 그一 효과는 알칼리 

금속의 이온 크기와 농도에 각각 비례함을 밝혔다. 

이는, 수성가스 전환반응의 활성점은 MS+가 아닌 

Mo"로부터 유도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으 

며, 수성가스 전환반응의 활성점을 MT+로부터 유도 

되는 MoS라고 보고한 Hou 등'2의 연구결과로부터 

도 뒷받침된다. 또한 작은 이온크기로 인하여 알루 

미나 격자 속으로 쉽게 들어가는 Li를 제외한 모든 

알칼리금속은 담체 인 알루미나의 정 8면체 격자 틈새 

속에 위치하는 Mo"[O]를 정4면체 격자 속에 위치하 

는 Mo"[T]로 바꾸었으며, 이 경향 역시 알칼리금속 

의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알칼리금속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반응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Mo"[O]가 Me?+[T]로 바뀌는 것이 반응활성 에 유리 

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수성가스 전환반응의 활성점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Mo"의 상태는 Mo"[T]에 더 의존함을 암시한다.

<10Li> 촉매의 높은 활성은, Mo6+[T] 이외에 Li에 

의해 변형된 새로운 Mo 활성점의 존재를 암시한다. 

Lycourghiotis 등"은, Li에 의해 Mo"[O]의 일부가 

Co-Mo 2중층을 형성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2중층의 형성에 따른 Mo"[O]의 감소는 Mo6+[T]/ 
Mo6+[O] 값을 월등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으로 인하여, <10Li> 촉매의 활성을 두드러지게 높 

이는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촉매의 구조적 

인 측면에서 활성증가의 요인을 찾아보면, MgO 촉 

매에 Li를 첨가시키면 0차원 격자결함(point defect) 
뿐만 아니라 1차원 격자결함(line defect)의 형성을 

증가시킨다는 점 14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격자결함들 

은 TiO2 촉매에서도 발견되며,” 이는 이온 반경이 

작은 Li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10Li> 촉매에까지 연 

장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격자결함은 

반응활성 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의 확인은 추후의 연구로 남겨 둔다. <10Li> 촉매 

보다는 활성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다른 <10M> 
촉매들도 Mo6+[T]/Mo6+[O] 값의 증가로 인하여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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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금속을 첨가하지 않은 3C10M/JA 촉매의 반응활 

성 （24% CO 전환율）보다 월등히 증가한 활성을 보여 

주고 있다（药g. 6）. 활성증가의 일부 공헌은 BET 표 

면적의 증가9로 설명된다.

박헤 의하면 <xK> 촉매에서 X값을 변화시킨 경 

우 X가 10일 때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본 실험 에 

서도 각 알칼리금속（Li, Na, K, C아의 첨가량을 변화 

시켜 반응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7과 같이 나타 

났다. <xLi>의 경우에는 첨가량이 늘어남에 따른 활 

성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그 외의 <xM> 촉매들은 

X가 10을 넘어서면 활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 에서 언급한 Kordulis 등"이 연구한 

Mo6+[T]/Mo6+[O] 값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작은 

이온크기로 인한 담체의 몸체 속으로의 침투가 용이 

한 <xLi> 촉매를 제외하고는 첨가량이 10 mol% 이 

상에서는 그 양의 증가에 따라 활성이 감소하는데, 

이는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Mo6+[T]/Mo6+[O] 값의 증 

가에 따른'' 활성 에의 긍정적 인 효과가 BET 표면적 

의 감소에 따른 활성에의 부정적 인 효과를 능가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xNa>, <xK>, <xCs> 
촉매에서는 어느 정도 첨가량에 이르면 표면의 Mos+ 
[T]/Mo6+[O] 값이 평형 포화값으로 일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반응활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는 이온크기가 작은 Li와는 달리 알칼리금속이 촉매 

의 세공들을 막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현상 

은 BET 표면적의 급격한 감소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다. <xLi> 촉매의 경우에는 Mo*1+[O]에서 Mo6+[T] 
로 바뀌는 것이 비교적 적으므로” 다른 촉매에 비해 

알칼리금속의 첨가량에 따른 활성의 변화를 둔감하 

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KY> 촉매에서와 마찬가지로 <10M> 촉매들의 

BET 표면적과 TPR 피크를 조사하였다. BET 표면적 

의 경우, 각 촉매들이 175-190 m2/g의 표면적을 보 

이고 있으나, <KY> 촉매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활성 

과의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표면적 

보다는 첨가된 알칼리금속의 변화가 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7과 

10의 비교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Fig. 10과 비교하 

여 볼 때, Fig. 7에서는 알칼리금속의 첨가량이 10 
mol% 이전에서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다 정점을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느리 

게 감소하고 있다. 즉, 알칼리금속의 첨가에 따른 활 

성증대효과가 BET 표면적에 의한 활성의 증가효과 

（10 mol% 이하 구간） 또는 감소효과（10 mol% 이상 

구간）를 능가함을 보이고 있다.

<10M> 촉매들의 TPR 실험을 수행한 결과, 첨가 

된 알칼리금속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위치와 높이에 

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칼리금속 

의 첨가가 BET 표면적 에서와는 달리 Mo의 화학적 

특성에는 별 변화를 못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공 

크기분포의 결과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다. 

<xLi> 촉매에서는 작은 이온 크기로 인한 촉매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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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의 분산 침투로 BET 표면적이나 세공크기의 

분포가 첨가량에 따라 그다지 변하지 않으나(Fig. 
11), 그 외의 <xM> 촉매(M:Na, K, Cs)에서는 첨가 

량이 10 mol%를 넘을 경우 물리적인 막힘현상에 의 

해 BET 표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며(Fig. 10), 이는 

<xK> 촉매에서의 세공의 갯수가 K의 첨가량 증가 

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부터도 쉽게 알 수 있 

다 (Fig. 12).
촉매의 분산도가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0Li>, <10Na>, <10K> 촉매에 대하여 NO 
chemisorption을 수행한 결과, 각 촉매 1 g당 <10Li> 
촉매는 0.3523 mmol의 NO가 흡착되었고 <10Na>와 

<10K> 촉매는 각각 0.3494 mmol과 0.3507 mmol의 

NO가 흡착되었다. 즉, 10 mol%로 같은 양이 첨가된 

촉매들간에는 분산도의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 

다. 이것으로 보아 <10Li> 촉매와 다른 촉매들 사이 

의 활성 차이는 Mo 분산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Li> 촉매의 높은 활성은,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Li첨가에 따른 2중층 형성 또는 격자결 

함 형성에 의한 변형된 새로운 Mo 활성점에 기인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요구된다.

결 론

<KY> 촉매. BET 표면적의 변화는 반응활성변 

화의 주된 요인이었으며, BET 표면적은 소성과정에 

서 산화되어 날아가는 음이온의 종류에 의존하였다. 

소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촉매의 구조 변화는 세공구 

조까지 변화시 킬 만큼 크지는 않았으며 촉매들 사이 

에서의 환원특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xM> 촉매. <10M> 촉매의 경우에 반응활성은 

<10Li> > <10Na> = <10K>, <10Cs>의 순서 이 었다. 

반응활성은 알칼리금속의 첨가량 X에 따른 BET 표 

면적의 변화와 일치하였으나, <xLi> 촉매의 경우에 

는 첨 가량이 변하여도 BET 표면적 과 세공크기 의 분 

포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xM> 촉매(M:Na, K)의 

경우에는 알칼리금속의 첨가량이 10 mol% 이상일 

때, 알칼리금속에 의한 세공막음으로 인하여 BET 
표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알칼리금속의 첨가 

량 증가에 따라 Mo6+[T]/Mo6+[O] 값은 증가하였고, 

이는 반응활성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10M> 촉매들 

사이에서의 환원특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분산 

도는 활성 과 무관하였다.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 

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본 연구에 사용된 담체인 알루미나(JRC-ALO-2) 
를 제공해 준 일본 촉매학회 참조촉매위원회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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