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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촉매연소기는 일반 화염연소기에 비교하여 가연범

위(공연비)가 희박영역으로 상당히 넓게 확장이 가능

하다1). 따라서 thermal NOx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특

징이 있다. 특히 중온(800℃) 이하의 온도를 필요로 하

는 연소기의 경우, 희박영역을 공기과잉율(λ) 3~4에

서도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다2-5). 이러한 중온 이하의 

온도를 요하는 연소기의 응용 사례에는 건조기, 실내 

난방기, 온실의 CO2 공급기 등이 있다1,6). 

현재 사용 중인 CO2 공급 방식에는, 액체 CO2 공급 

방식, 고체 CO2의 공급 방식, 그리고 화염연소기의 설

치 방법 등이 있다. 전자의 두 가지 방법은 CO2 공급을 

위한 고가의 설치비와 원료 공급의 불안정과 고가가 

문제가 되고, 후자는 낮은 에너지효율 뿐만 아니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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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NOx, HC, CO, 수증기 등 유

해가스의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수증기가 

그대로 온실에 배출되어 작물의 표면에서 응축을 계

속하면 식물에 곰팡이균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

가 있다7-9). 

반면 촉매연소는 촉매 작용으로 인해 연소에 필요

한 활성화에너지가 낮아, 희박영역에서도 연소가 가

능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매우 낮은 저공

해 연소기법이다. Choi 등2-5)은 촉매연소를 사용하는 

탄산가스 발생기의 연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들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SV가 높아질수록 안정

적인 연소영역이 줄어들며, 공기비 3~3.5영역에서 안

정적인 연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촉매연소

기의 경우 촉매의 온도가 800℃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열적 내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종래의 

Pt/γ-Al2O3 촉매의 경우 이와 같은 온도 조건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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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hermal dur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Pt catalyst and 
additives used in a catalytic combustor. The catalyst used in the experiment was based on Pt (3 wt%), and a total of 12 
types were prepared using a combination of additives (Ni, La, Ce, Fe, and Co). From the results, In the fresh state, the 
two types of combination catalysts with the highest C3H8 conversion were Pt_Ce (79.9%) at 500℃, and in the three 
types of combination catalysts, Pt_La_Ni (93.4%) at 500℃ had the best performance. Among aged catalysts at 850℃ 

and 8 hours, Pt-La-Ni and Pt-Ni-Ce catalysts showed the highest C3H8 conversion of about 71% at 500℃.

Key words : Catalytic combustion(촉매연소), Pt catalyst(백금 촉매), Additive catalyst(조촉매), CO2 generator(탄
산가스 발생기)



최 병 철⋅고 병 운⋅김 명 환⋅신 혁

한국교통대학교 융․복합기술연구소 논문집 제10권 제1호, 202020

간 사용할 경우 촉매의 열화가 빠르게 진행하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2-5). 그리고 종래의 연구에서 C3H8과 

같은 파라핀 계열의 연료의 산화에 유리한 촉매의 순

서는 Pt > Co3O4 > Cr2O3 > Pd=MnO2 > CuO > NiO > 

Fe2O3 > CeO2으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귀금속의 촉

매 가격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귀금속 백금(Pt)을 최

소화하고 그 외 금속산화물 촉매들의 복합물질이 탄

화수소 연료의 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촉매연소기에 사용되는 Pt 촉매

와 조촉매(Ni, La, Ce, Fe, Co)의 열적 내구특성을 분석

하여 내구성이 좋은 촉매를 찾아내어 CO2 발생기용 

촉매연소기에 활용하는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2. 실험방법

2.1 연소기용 촉매 제조

실험을 위하여 제조한 촉매담체는 Cordierite재질, 

300cps의 셀 밀도, 촉매체적 9.02cc의 모노리스이다. 

사용한 기본 촉매 Pt와 조촉매(La, Ni, Ce, Co, Fe)이며, 

워시코트γ-Al2O3를 사용하였다(Table 1). 촉매 제조과

정은 이전 연구와 동일하다5). 

Table 1 Specifications of catalysts

No. Catalyst Pt(wt%)
Additive(wt%)

La Ni Ce Fe Co

1 3 1

2 3 1

3 3 1

4 3 1

5 3 1

6 3 0.5 0.5

7 3 0.5 0.5

8 3 0.5 0.5

9 3 0.5 0.5

10 3 0.5 0.5

11 3 0.5 0.5

12 3 0.5 0.5

2.2 모델가스 반응 실험

Fig. 1은 모델가스 연소실험장치를 나타내고 있다11). 

촉매에서 연반응이 일어나면 전기로 입구와 출구의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of a model gas reactor

Table 2 Conditions of experiments

Gas O2 C3H8 N2

Concentration(%) 8.0 0.2 Balance

Folw rate(cc/min) 240 6 Balance

온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입구와 출구에 열전대 (K 

type)을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열전대는 촉

매로부터 1 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공급한 혼

합 가스가 촉매에서 반응 후 배출하는 배출가스의 성

분을 측정하기 위해 출구에 배출가스 측정기(MRU, 

VERIO plus Ind.)를 설치하였다. 실험 시 모델가스의 

농도와 유량 조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질랴유량계

(Mass Flow Controller)와 오리피스 유량계를 사용하였

다. 실헌장치의 안전 검사를 위하여 실험장치를 구축

한 후 가스를 흘려보내 누수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공간속도

(Space velocity, SV)는 20000 1/h, 총유량(Qtot)은 3 

L/min로 조정하였다. 혼합기를 흘려보내고 상온에서 

약 10분 정도 유지 한후, 촉매의 온도상승율을 10℃

/min로 유지하였으며, 데이터 측정범위는 촉매온도 

100℃에서 500℃까지로 정하였다. 이 기간 촉매의 산

화반응 및 열적 안정성, 저공해 특성, 반응률을 비교하

였다. 비정상상태 조건(촉매 온도 100℃부터 500℃)에

서 촉매층 온도와 배기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

정한 배출가스는 CO2, CO, HC, NOX 등이다. 또한, 촉

매의 강제 열화는 소성로를 이용하여 850℃ 공기 분위

기에서 8시간 동안 열화시킨 후 이전에 설명한 촉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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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2.2 연소기 연소반응 실험

모델가스 반응실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촉매

를 선정하여 연소반응용 촉매를 별도로 제조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촉매는, Pt : La : Ni : Ce = 3 : 0.5 : 

0.5 : 0.5의 Pt_La_Ni_Ce/γ-Al2O3 촉매를 체적 0.34 L(Φ 

93 mm × 50 mm)인 모노리스 코디어라이트 담체(300 

cpsi(cell per square inch))에 중량 약 1.336 g 코팅하여 

건조시킨 후 500℃에서 2시간 동안 공기 분위기에서 

소성하여 제조하였다2-5). 

Fig. 2는 연소용 촉매연소기의 반응실험장치이다. 

실험은 Arduino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제어한 DC fan

의 상온 공기와, 레귤레이터 및 오리피스 유량조절기

(내부직경 d=1 mm)로 C3H8(프로판)기체를 오리피스

와 결속한 U자형 관의 마노미터의 수두 차를 이용해 

가시화한다. 가시화한 수치에 근거하여 연료를 공연

비(λ=3)와 공간속도(SV=15000 1/h)로 일정하게 공급

한다. 점화용 담체에는 니크롬선의 전기히팅용 코일

이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 20 V의 교류전원을 공급하

여 가열하여 착화원으로 하였다. 연소촉매 전면에 설

치된 열전대의 온도가 약 260~300℃가 되면 점화가 이

루어지며, 점화 후 점화용 전원은 멈추고 촉매온도가 

정상상태로 안정될 때까지 온도와 배출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한 성분은 CO2, CO, HC, NOX 

등이며, 농도측정에는 배출가스 분석기(MRU, VERIO 

plus Ind.)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소촉매의 열화조건

Fig. 2 Experimental apparatus of a actual catalytic combutor

은 모델가스반응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강제열화를 

진행한 후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모델가스 반응실험 결과

모델가스 반응실험을 위한 촉매 코팅량을 정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낸다. 목표 로딩량은 4 g/L이다. 

최종 촉매의 로딩량에는 최고 로딩량량과 최저 로딩

량을 비교하면 약 12%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촉매의 

로딩량 차이는 반응특성에 약간의 차이를 줄 수 있다.

Fig. 3, 4는 Fresh 상태의 기본 백금(Pt) 촉매에 조촉

매(La, Ni, Ce, Co, Fe)를 Table 1과 같이 첨가한 경우 촉

매의 C3H8 정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은 온도 상승

률 10℃/min의 비정상상태에서 실시되었다. 촉매 온

도가 상승함에 따라 C3H8 정화율은 전반적으로 상승

하며, Fig. 3에서 Pt와 단독 조촉매의 조합에서 C3H8 정

화율이 높은 순서는 Co > Ce > Ni-La > Fe 순이다. 이 

결과는 종래의 파라핀 계열의 연료의 산화에 유리한 

촉매의 순서인 Pt > Co3O4 > Cr2O3 > Pd=MnO2 > CuO > 

NiO > Fe2O3 > CeO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

Fig. 4의 Pt 기본촉매의 2종의 산화물 조촉매를 조합

한 결과를 보면, La + Ni을 첨가한 촉매가 가장 높은 정

화율(93.4%, 500℃)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조촉

매 La, Ni의 첨가가 C3H8 정화율이 높은 것은 La, Ni이 

Table 3 Loading amounts of the catalysts for model gas 
reaction test

Catalysts
Honeycomb 

[g]

Loading 
amount 
[g/L]

Total 
[g]

Pt_La/γ-Al2O3 3.6373 5.2439 3.7236

Pt_Ni/γ-Al2O3 3.7783 3.6918 3.3600

Pt_Ce/γ-Al2O3 3.5849 4.2350 3.6231

Pt_Co/γ-Al2O3 3.8090 4.2461 3.8473

Pt_Fe/γ-Al2O3 3.6851 5.1774 3.7318

Pt_La_Ni/γ-Al2O3 3.8140 4.0909 3.8509

Pt_La_Ce/γ-Al2O3 3.7690 4.5122 3.8097

Pt_La_Co/γ-Al2O3 3.7364 4.3126 3.7753

Pt_La_Fe/γ-Al2O3 3.7055 4.5193 3.7430

Pt_Ni_Ce/γ-Al2O3 3.7635 4.0022 3.7996

Pt_Ni_Co/γ-Al2O3 3.4770 4.9335 3.5215

Pt_Ni_Fe/γ-Al2O3 3.6370 5.4989 3.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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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3H8 conversion of single additive catalysts (Fresh)

Fig. 4 C3H8 conversion of combination additive catalysts 
(Fresh)

촉매 표면에서 Pt의 분산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는 종래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6,10-11). 

이상의 모델가스 실험에서 백금 계열 촉매에 첨가한 

조촉매의 C3H8 정화율이 높은 순서(400℃)는 Ni_Ce > 

La_Ni > La_Ce > Ni_Fe > Ni-Co > La_Co > La_Fe 순서

이다. 이는 단독으로 조촉매로 작용할 경우 산화 순서

가 낮은 Ni, Ce가 조합을 이루면 그 산화성능이 향상되

며, 특히 La과 조합된 촉매의 산화성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산화물질의 조합이 또 촉매 열

화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Fig. 5, 6은 열화촉매(Aged)의 결과로 기본 백금촉매

에 조촉매(La, Ni, Ce, Co, Fe)를 Table 1과 같이 첨가한 

촉매의 C3H8 정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은 fresh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촉매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C3H8 정화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단독 조촉

매에서는 Co를 첨가한 촉매가 가장 높은 정화율

(47.3%, 500℃)을 나타내고 있다. 열화에 강한 산화물 

조촉매는 Co > Ni > La > Fe=Ce임을 알 수 있다.

Fig. 5 C3H8 conversion of single additive catalyst (Aged)

Fig. 6 C3H8 conversion of combination additive catalysts 
(Aged) 

Fig. 6은 Pt 기본촉매에 산화물 조촉매를 조합한 촉

매의 열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Pt 촉매에 첨가한 조

촉매 조합의 C3H8 정화율이 순서(@ 400℃)는 Ni_Ce > 

La_Ni > La_Ce > Ni_Co = La_Co = La_Fe > Ni_Fe 순서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Ni, La으로 조합된 촉매의 열적 

내구성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3.2 연소기 반응실험 결과

Fig. 7은 Pt_La_Ni_Ce/γ-Al2O3 촉매(fresh)의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Pt_La_Ni_Ce/γ-Al2O3 촉

매가 약 300℃에서 착화됨에 따른 온도 상승률은 6.35 

℃/s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정상상태에 빠르게 도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점화 후 촉매 중앙과 

후면부에서 고온 가스의 영향으로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은 Pt_La_Ni_Ce/γ

-Al2O3 촉매(Fresh)를 실제 촉매연소기에 장착한 경우 

시간에 따른 배출가스를 나타내고 있다. 일정한 배출

가스 그래프로 안정적인 촉매연소가 진행되었음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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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profiles of the catalytic combustor 
(Fresh)

Fig. 8 Exhaust gases emission the catalytic combustor 
(Fresh)

Fig. 9 Temperature profiles the catalytic combustor 
(Aged)

찰 할 수 있다.

Fig. 9는 Pt_La_Ni_Ce/γ-Al2O3 열화촉매(Aged)의 시

Fig. 10 Exhaust gases emission the catalytic combustor 
(Aged)

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다. Pt_La_Ni_Ce/γ-Al2O3 촉

매가 약 300℃에서 착화됨에 따른 온도 상승률은 5.3 

℃/s로 fresh 상태보다 더디게 상승하였고, 촉매가 정

상상태에 도달한 후 일정한 온도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안정적인 촉매연소가 진행되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Fig. 10은 Pt_La_Ni_Ce/γ-Al2O3 열화촉매(Aged)의 

시간에 따른 배출가스를 나타낸다. 초기 약 10분 정도 

불완전한 배출가스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촉매가 소결되어 촉매의 반응 표면적이 감소

하여 반응점이 적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생

각한다. 이후 촉매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일정한 배

출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아 안정적인 촉매연소가 

진행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4. 결 론

CO2 발생기용 촉매연소기의 코디어라이트 담체에 

γ-Al2O3 워시코트와 귀금속 Pt를 기본 촉매로 하고 여

기에 조촉매(Ni, La, Ce, Fe, Co)를 첨가한 촉매의 열적 

내구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델가스 반응실험에서 백금 계열 촉매에 첨가

한 조촉매의 C3H8 정화율이 높은 순서(@ 400℃)는 

Ni_Ce > La_Ni > La_Ce > Ni_Fe > Ni-Co > La_Co > 

La_Fe 순서임을 알았다.

2) 모델 가스 반응실험에서 열적 내구특성을 분석

한 결과, Ni_Ce > La_Ni > La_Ce > Ni_Co = La_Co = 

La_Fe > Ni_Fe 순서(@ 400℃)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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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라 촉매연소기에 최적인 촉매는 이 두 종

의 촉매를 조합한 Pt_La_Ni_Ce/γ-Al2O3 촉매를 선정

하였다.

3) 촉매연소 실험에서 열화 전과 열화 후의 

Pt_La_Ni_Ce/γ-Al2O3 촉매 모두 점화 안정적으로 연소

반응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촉매연소 실험에서 fresh 상태에서와 열화상태에

서의 촉매의 점화 시점부터의 온도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fresh 상태에서 온도 상승률은 6.35℃/s, 열화상태에

서 온도 상승률은 5.3℃/s로 열화 후에 촉매가 안정화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fresh보다 느린 것을 확인하

였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의 일환(17GJI00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

술진흥원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No. P0011931)’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References

1) B.C. Choi, “Combustion Engineering”, Munundang, 
Seoul, Korea, p.477-491, 2018.

2) B.C. Choi, K.H. Park, P.S. Jeong, “Effective 
Parameters for Combustion Stability of Ultra-Low 
Emission CO2 generator using a Catalytic Combustor”, 
11th Asia-Pacific Conf. on Combust.(The Univ. of 
Sydney), 2017. 

3) B.C. Choi, B.W. Ko, M.H. Kim, H. Shin, C.H. Kim, 
K.S. Lee, P.S. Jeong, “Thermal Ageing characteristics 
of catalysts for a catalytic combustor”, 2020 Spring. 
Conf. of Korean Soc. Power System Engin., p.88-89, 
2020.

4) B.C. Choi, P.S. Jeong,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a CO2 Genenrator Using a Catalytic Combustor”, The 
57th KOSCO Sympo., p.91-93, 2018.

5) B.C. Choi, J.S. Yu, Y.S. Seo, P.S. Jeong, 
“Improvement of Durability Performance of Catalysts 
for a Catalytic Combustor”, J of Inst. Convergence 
Tech.(ICT) 9(1), p.207-212, 2019.

6) G.H. Park, D.S. Kim, B.C. Choi, S.H. Jung, S.H. Park, 
D.-W. Lee, Y.B. Kim, “Catalytic combustion in a plate 
type combustor to achieve 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J Mecha Sci Tech. 32 (5), p.2407-2418, 
2018

7) O. Ghannoum, N.G. Phillip, J.P. Conroy, R.A. Smith, 
R.D. Attard, R. Woodfield, B.A. Logan, J.D. Lewis, 
A.T. Tissue, “Exposure to preindustrial, current and 
future atmospheric CO2 and temperature differentially 
affects growth and photosynthesis in Eucalyptus”, 
Global Change Biology 16, p.303-19, 2010.

8) H. Shimaji, “Complex control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Greenhouse 
horticulture handbook”, 5th ed., Japan Greenhouse 
Horticulture Association, Agri. Press, Tokyo, 
p.206-216, 2003.

9) S.H. Kim, D.C. Gitz, R.C. Sicher, J.T. Baker, D.J. 
Timlin, V.R. Reddy, “Temperature dependence of 
growth, development, and photosynthesis in maize 
under elevated CO2”, Environ, and Experiment. 
Botany, 61, p.224-36, 2007

10) Y. Yazawa, H. Yoshida, T. Hattori, “The support 
effect on platinum catalyst under oxidizing 
atmosphere: improvement in the oxidation-resistance 
of platinum by the electrophilic property of support 
materials”, Applied Catalysis A: Gen, 237 (1-2), 
p.139-148, 2002.

11) Y.Li, C.Luo, Z. Liu, L. Sang, “Catalytic oxidation 
characteristics of CH4-air mixtures over metal foam 
monoliths”, Applied Energy, 156, p.756-761,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