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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미를 이용하여 다공성 세라믹 비드를 제조한 후 NOx/SOx 제거용 촉매 변환기로 응용하였다. 변환기 표면에 코팅처리된 촉매

지지체는 합성한 메조포러스 실리카(SBA-15)를 사용하였다. 다공성 세라믹 변환기의 내부 구조는 기공과 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

는 3차원 망상구조이며 기공율은 80%로 나타났다. 또한, 촉매 변환기의 비표면적은 SBA-15 코팅 전 0.8 m2/g에서 코팅처리 후에

는 55 m2/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NOx/SOx 제거 실험은 다공성 세라믹 촉매 변환기 표면에 V2O5와 V2O5, CuO를 함께 담지한 것

으로 실시하였다. NOx 전환율은 V2O5/CuO 변환기가 V2O5 변환기에 비해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V2O5/CuO 변환기는

반응온도 350oC, 공간속도 10000 h-1, 산소농도 5%에서 NOx 95%, SOx 90% 이상의 전환율을 각각 나타냈다. 

주제어 : 광미, 세라믹 비드, SBA-15, 촉매변환기, NOx/SOx 제거

Abstract

The porous ceramic beads using mine tailing were prepared and applied to catalytic converter for NOx/SOx removal. Catalytic

support was used synthesized mesoporous silica (SBA-15) which coated on surface. Internal structure for porous ceramic beads

was composed of three-dimensional network structure and porosity was about 80%. In addition, the specific surface area for

mesoporous silica(SBA-15) coated on converter was significantly increased 55 m2/g compared with 0.8 m2/g before coating.

NOx/SOx removal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V2O5 and V2O5/CuO converter. NOx conversion ratio for V2O5/CuO con-

verter was approximately increased 10% compared to V2O5 converter. In addition, catalytic converter of V2O5/CuO was shown

to remove 95% of NOx and 90% of SOx at reaction temperature of 350oC, space velocity of 10000 h−1 and O2 concentrations

of 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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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산 부산물로 발생되는 광미(mine tailing)는 주변

지역에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매립되어 토양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1-2) 따

라서 광미와 같이 환경오염원이 되는 물질의 무해화 및

재활용은 환경학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광미를 순환자원화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모색되고 있

으며 본 연구실에서도 광미를 출발원료로 한 메조포러

스 실리카의 흡·방습 특성 평가를 연구하였다3).

또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그리고 분진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의 원인이 되고 있다4-6).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암모니아, 우레아, 탄화수소 등의 환원제를

사용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이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7-8) 한편, 황산화물(SOx)을 제거하는 방법

은 석회석 슬러리를 이용한 습식 탈황공정이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이외에 반건식법 혹은 활성탄을 이용한 건

식법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9). 그러나 이러한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모두 제거하려면 설비가 복잡해지

고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여,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동시에 제

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SCR 반응에 대해서는 TiO2를 담체로 하여 V2O5,

WO3 또는 MoO3를 첨가한 촉매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질소산화물 제거에 사용되는 변환기는 내열성,

내구성이 있어야 하므로 하니컴형의 세라믹 변환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0). 그러나 하니컴형 세라믹

변환기는 벌집모양의 구조로 제조단가가 높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열충격과 같은 이상연소현

상에 의해 쉽게 파손되며 변환기의 장기적인 사용이 곤

란한 실정이다.11)

이러한 하니컴형 변환기를 대체하기 위해 다공성 세

라믹 비드(Porous Ceramic Beads, PCB)를 촉매 변환

기로 활용한 연구가 Jang 및 Park 등에 의해 이루어졌

다. Jang은 Alumina 재질의 PCB에 Cu-ZSM5를 코팅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Park은 Codierite 재질의 PCB

에 Pt/r-Alumina를 적용하였다.11-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미를 활용하여 제조한 PCB

를 촉매 변환기로 응용하기 위해 직접 합성한 메조포러

스 실리카(이하, SBA-15)를 표면 처리하여 NOx/SOx

동시제거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출발원료 

다공성 세라믹 비드 제조용 출발원료는 전라남도 해

남군 금광에서 채취한 광산 부산물이다. 시료의 XRF

분석 결과, SiO2 84.6 wt.%, Al2O3 7.9 wt.%, K2O

2.6 wt.%, 그리고 미량의 Fe2O3, CaO, TiO2 등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광미 원료의 주성분인 실리카는 지지체

성형이 용이하며 소성온도 또한 낮은 이점이 있다. 

Fig. 1은 광미 원료의 SEM 사진과 XRD 분석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미

Fig. 1. SEM images (a) and X-ray diffraction patterns (b) of

mine tailings (Key : ■ : Quartz, ● : Muscovite, ◆ :
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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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0.4 µm ~ 900 µm 까지 다양한 입도가 넓게 분

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자를 미립화

시킬 경우, 고체의 비표면적을 증가시켜 소결반응 및 열

화학적 반응속도를 높일 수 있고 입자간의 혼합을 용이

하게 할 수 있으며, 슬러리의 발포 시 포말이 안정되게

할 수 있다. Fig. 1(b)는 출발원료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순신광산 광미는 석영이 주를 이루고 있

었으며 그 외 백운모, 운모 등이 소량으로 관찰되었다. 

2.2. 촉매 지지체 제조

촉매 지지체로 사용하는 SBA-15의 합성과정은 다음

과 같다. 비이온 계면활성제 P123 4 g과 2 M HCl

120 g 그리고 증류수 30 g을 섞은 후 35oC에서 충분히

교반한다. 그리고 나서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Aldrich, USA) 8.5 g을 혼합액에 넣어 35oC, 200 rpm

에서 20시간 동안 교반한 후 최종 혼합물을 90oC에서

24시간 동안 aging 시켰다. 이 후 필터링 및 수세를

통하여 나온 침전물을 분당 1oC씩 올리고 550oC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SBA-15를 제조하였다. 

2.3. 촉매 변환기 제조

촉매변환기 다공성 세라믹 비드는 발포 슬러리 제

조, 겔-케스팅, 건조, 그리고 소성의 과정으로 제조하

였다13-17). 발포용 슬러리는 원료 광미를 평균입도 3µm

이하로 습식분쇄한 후 분산제(Sodium hexametaphosphate,

Duksan, Na(PO3)6)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이중에멀전

법으로 제조한 구형 성형체는 60oC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1050oC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여 구형의 다공성

세라믹 비드를 제조하였다.

이 후, 촉매 지지체(SBA-15)를 표면에 코팅하기 위

해 5 wt.%의 졸 용액으로 제조하였다. 진공함침 농축

법(Vacuum evaporation impregnation method: VEI

method)18)으로 지지체 표면에 SBA-15 졸을 함침시켰

으며, 90o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한편, V2O5 촉매를 담지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mmonium metavanadate (NH4VO3, Fluka, USA)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1 ~ 10 wt.% 농도의 V2O5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때 NH4VO3의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

에 그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oxalic acid (Fluka,

USA)을 첨가해 pH가 2.5 범위에서 오렌지색이 발색될

때까지 혼합하였다19). 이 후 SBA-15가 담지된 촉매 지

지체 내부로 다양한 농도로 만들어진 V2O5 수용액을

함침시켰다. 코팅된 다공체는 온도 90oC에서 24시간 동

안 건조한 뒤 50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또

한, CuO 촉매는 Copper Nitrate (Cu(NO3)2, Duksan

Co, Korea)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1 ~ 10 wt.% 농도의

CuO 수용액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2.4. NOx/SOx 제거 실험

NOx/SOx 제거 실험 장치는 SCR 반응기를 사용하였

다(Fig. 2 참조). SCR 반응장치는 크게 가스주입 부분,

반응기 부분, 그리고 반응가스 분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거 실험의 환원제는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진행

하였다12,17,20). 반응기 내부에 공급되는 가스관은 내경

25 mm, 길이는 300 mm인 석영관으로 되어 있다. 실험

에 사용되는 가스는 NO 1000 ppm, NH3 1000 ppm,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DeNOx/DeSOx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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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 1000 ppm, O2 5%, 그리고 carrier gas로 N2를 사용

하였다. 가스의 유량은 MFC(Mass Flow Controller,

M.J.T 300, MKS Co.)를 이용하여 조절하였고 배출되

는 가스의 농도는 연소가스분석기(Testo 340, Germany)에

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물성평가

3.1.1. 촉매 지지체

Fig. 3(a)는 촉매 지지체로 사용하는 SBA-15 입자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e) 사진이다. 순수한 SBA-15 물질은 hexagonal 구

조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기공과 기공의 크기

가 5 nm 이하로 나타났다. Fig. 3(b)는 SBA-15의 질

소 등흡착곡선을 나타내었다. 등온 곡선의 경우 메조기공

을 가지는 다공성 물질로 IUPAC 분류에 따라 제 IV형의

흡착 등온선을 나타내며 제 H1형의 hysteresis 곡선이

관찰되었다. 또한, 메조기공 내의 질소 흡착량이 상대압

(P/P0) 0.6 ~ 0.8 영역에서 급격한 기울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메조포러스 물질의 형상을 가지

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규칙적인 기공 내에 촉매

가 잘 담지되고 분산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23-24).

3.1.2. 촉매 변환기

Fig. 4는 촉매 변환기 다공성 세라믹 비드의 외관 및

기공구조를 나타낸 SEM(Scanning Election Micro-

scopy) 사진이다. 비드의 형상은 구형으로 size는 2 ~

5 mm 정도이다. 또한, 비드 내부는 기공과 기공이 윈도

우(window)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3차원 망상구

조(3D-Network)이며 기공율은 80%로 나타났다21-22). 따

라서, 대부분의 기공이 열린 형태이고 유체의 흐름에 대

한 저항도 작으며 가스와 촉매의 접촉면적도 증가할 것

으로 생각된다.

SBA-15 코팅 후 변환기의 비표면적은 55 m2/g로 코

팅 전 0.8 m2/g에 비해 약 70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TEOS로 합성된 메조포러스 물질이 많은 실리케이트 이

온 양의 응축 및 가수분해로 인해 메조기공이 발달하여

비표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25). 

Fig. 5는 SBA-15가 담지된 변환기에 V2O5, CuO

촉매를 코팅한 변환기의 SEM 사진이다. Fig.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SBA-15가 담지된 변환기의 기공 내에

V2O5, CuO 촉매 입자가 담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b)는 윈도우를 1000배 확대해서 나타낸

그림이다. 그 결과 윈도우 주변 골격(strut)에 CuO,

V2O5 촉매가 고르게 잘 담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이러한 촉매 변환기의 기공크기 분포는 약

50~200 µm의 기공이 존재하고 평균 기공크기는 약

80 µm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기공들을 연결하고 있는

윈도우의 크기 분포는 약 10~50 µm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공구조는 대부분 3차원 망상구조이기 때문

에 유체와 내부표면에 코팅된 촉매와의 접촉면적이 높

을 뿐 아니라 유체의 통과 또한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된다.

Fig. 3. TEM image (a) and Nitrogen physisorption (b) of

SB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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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Ox 제거 특성

3.2.1. V2O5 촉매 변환기 

Fig. 6은 V2O5 촉매 변환기의 V2O5 함유량 및 반응

온도에 따른 NOx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이 때 실험

조건은 NO 1000 ppm, NH3 1000 ppm, O2 5%, 공간

속도 10000 h−1 이다. 암모니아 산화반응은 암모니아가

산화하여 N2와 H2O로 분해되며, 부산물 NO가 생성된

다. Fig. 5에서 NOx 전환율은 V2O5의 촉매 농도 1,

2, 5, 10 wt.%에서 반응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NOx 전

환율이 증가하였으나, 350oC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NOx 전환율이 일정온도

(200 ~ 250oC) 이하에서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250 ~ 350oC

온도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90%의 NOx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50oC 이상에서는

NOx 저장 능력이 감소하여 80 % 이하의 NOx 전환

율을 보였다. 

SCR 기술은 250 ~ 350oC 부근에서 NOx를 제거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에서 사용된 V2O5 촉매 변환기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50oC 이상에서의 NOx 전

환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모니

아 산화반응에 의해 다시 NO가 생성되고 배기가스 중

의 금속염 등이 촉매 활성점에 흡착되거나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피독현상에 의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반응온도 350oC에서 V2O5 촉매 변환기에 담지

된 V2O5 농도가 10 wt.%인 경우에 비해 5 wt.%로 담

지했을 때 제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변

환기 위의 촉매가 단일층 이상으로 담지되면 과잉의 촉

매층으로 인하여 NOx의 확산 저항이 증가되고 그 결

과 반응표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비표면적 측정 결과 V2O5 촉매 담지량이 10 wt.%인

경우 촉매 비표면적이 28 m2/g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5 wt.%인 경우가 32 m2/g로 높게 나타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3.2.2. V2O5/CuO 촉매 변환기 

Fig. 7은 최적의 V2O5 농도 조건 (5 wt.%)에서

CuO 담지 농도에 따른 NOx 전환율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V2O5/CuO 촉매 변환기의 경우, 350oC에서 약

95%의 NOx 전환율을 나타냈으며, 반응온도 300 ~

350oC 범위 내에서 V2O5 촉매 변환기에 비해 약 10%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uO

촉매가 V2O5 촉매 변환기 상에 코팅되면서 V2O5의 분

산도를 증가시켜 NOx 전환율이 더 높아진 것이라 판

단된다26). 한편, V2O5 촉매 변환기와 같이 350oC 이상

에서 NOx 전환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CuO 담지량 증

Fig. 4. The appearance image and inter-connected pore of

porous ceramic beads ; (a) × 100 (b) × 1000.

Fig. 5. SEM image for surface layer of V2O5/CuO con-

verter ; (a) × 500 (b) × 1000.

Fig. 6. NOx conversion ratio to V2O5 converter for

different V2O5 load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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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인해 Cu가 생성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3. NOx/SOx 동시 제거 

Fig. 8은 CuO 담지 농도에 따른 NOx/SOx의 동시

전환율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운전조건은 NOx 제거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SO2 gas

(1000 ppm)를 반응기에 주입하였다. 

Fig. 8(a), (b)의 NOx 전환율은 반응 초기에서부터 특별

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NOx 전환율도 70% 이하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g. 8(c), (d)의 경우

반응초기에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여 최소값을 나타냈지만

이 후 NOx 반응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Fig. 8(d)의 경우

30분 이후부터 약 95%의 NOx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반응

초기에 NO 전환율이 감소되는 것은 NOx, SOx 흡착이 경

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촉매의 표

면이 황화되고 나면 NOx 환원반응이 다시 증가하고 높은

전환율이 지속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NOx conversion ratio to V2O5/CuO converter for

different CuO loading ratio at 5 wt.% V2O5.

Fig. 8. NOx/SOx simultaneous conversion ratio to V2O5/CuO converter for different CuO loading ratio ; (a) 1 wt.% (b) 2 wt.%

(c) 5 wt.% (d)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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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 전환율의 경우 Fig. 8(a) ~ (d) 모두 초기 30분

정도는 100%에 가까운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촉매

변환기에 SOx가 흡착하여 반응할 수 있는 CuO의 활

성 site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반응온도

350oC에서 V2O5/CuO 촉매 변환기에 담지된 CuO 농

도가 10 wt.%일 때 SOx 전환율은 90%로, 1 wt.%일

때 70%에 비하여 20% 증가하였다. 이러한 담지량 증

가에 따라 SOx 전환율이 증가하는 것은 미세한 결정의

벌크상의 CuO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거효율은 반응온도와 촉매 담지량에 따라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촉매 담지량의

경우 촉매 반응성의 중요 영향인자이기는 하지만 같은

담지량에 따른 전환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균일

한 촉매담지 기술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광미로 제조된 다공성 세라믹 비드는 NOx/SOx

제거용 촉매 변환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메조포러스 실리카 SBA-15로 코팅 처리한 촉매

변환기의 비표면적은 55 m2/g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는 TEOS로 합성된 메조포러스 물질이 많은 실리케이

트 이온 양의 응축 및 가수분해로 인해 메조기공이 발

달하여 비표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V2O5/CuO 촉매 변환기의 경우, 350oC에서 약

95%의 NOx 전환율을 나타냈으며, 반응온도 300 ~

350oC 범위 내에서 V2O5 변환기에 비해 약 10%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uO가

V2O5/CuO 변환기 상에 코팅되면서 V2O5의 분산도를

증가시켜 NOx 전환율이 더 높아진 것이라 판단되었다.

4. V2O5/CuO 촉매 변환기의 NOx/SOx 전환율의

경우, 반응온도 350oC, 공간속도 10000 h−1, 산소농도

5 %에서 V2O5 5 wt.%, CuO 10 wt.%로 담지했을 때

NOx 95%, SOx 90% 이상의 전환율을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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