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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산업과 관련된 많은 사업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촉매의 활성이 감소하면 산업 폐기물로
서 폐기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 촉매의 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활성이 감소되어 폐기된 촉매는 촉매
가 지니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 관련 환경 규제 및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재생, 재이용, 또는 폐기될 수 있다. 폐기된 
촉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귀금속이나 금속산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처
리과정을 거치면 VOCs 제거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폐 촉매의 발생 및 사용 현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특히 재생된 폐 촉매상에서 VOCs 촉매산화반응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개하였다.

Various commercial catalysts used in chemical related applications have been disposed as an industrial waste when the cata-
lytic activity of catalysts is not good enough to achieve an optimum yield. In addition, the amount of disposed three way 
catalysts (TWC)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Considering the physicochem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character-
istics, the deactivated spent catalysts can be treated in several alternative ways such as regeneration, recycling, and disposal. 
In view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matters, the spent catalyst should be regenerated and used for the various pur-
poses, although its activity is not as good as a fresh catalyst. On the other hand, spent catalysts containing noble and metal 
oxides can be applicable for the catalytic oxid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by applying the proper treatment 
method. Therefore in this review the quantity of the spent catalysts and the available regeneration methods for the spent cata-
lysts are briefly summarized and especially the proper regeneration method for applying the catalytic oxidation of VOCs and 
its results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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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라 한

다)은 비점이 0∼100 ℃인 초휘발성유기화합물, 100∼260 ℃인 휘발

성유기화합물 그리고 260∼400 ℃인 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러 형태로 대기 중이나 수질 중에 존재하고, 돌연변이, 
발암 그리고 기형을 유발시킨다. 특히 VOCs가 다른 유해대기오염물

질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성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 존재 하에 하

이드록시 라디칼(OH)과 연쇄반응에 참여하여 오존생성을 포함한 광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VOCs 감축을 대기질 관리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1-3]. 대
표적인 VOCs의 영향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1999년 12월 1일 유럽 및 북미 35개 국가의 각료들이 스웨덴의 고

텐부르크에 모여 VOCs를 비롯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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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2010년까지 VOCs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40%를 줄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여천, 
1997년에 울산, 미포, 온산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3
년 현재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15개시, 부산, 대구를 대기환경규제지

역으로 지정하여 VOCs 배출규제를 실시중이다. 1999년부터 대기환

경보전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내(관리업종 : 
석유화학 정제업, 자동차 제조업,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시설, 
기타제조업 등 10개) VOCs를 규제토록 되어 있으며 관리대상물질은 

휘발성이 높은 벤젠, 톨루엔, 휘발유 등 37개 물질이다[3,4]. 이와 같이 

VOCs의 법적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배출사업장의 VOCs 처리 설

비가 의무화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관리업종 

중에서 소규모인 VOCs 배출 사업장도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기

존 VOCs 처리설비가 규모가 크고 고가이므로, 경제적이고 소규모인 

VOCs 처리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VOCs제어 기술로는 직접연소법, 흡착법, 생물여과법 그

리고 촉매연소법 등이 있다[1-3]. 직접연소법은 연료의 사용량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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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VOCs
Effects VOCs

Carcinogen Benzene, Halocarbon, Formaldehyde, Vinylchloride etc

Odor and Ozone Acetaldehyde, Acrolein, Ethylene, Stylene, Toluene etc

처리비용이 높으며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한다. 흡착법은 흡착질의 

교체주기가 빈번하며 2차 오염물이 발생한다. 생물여과법은 설치면적

이 크며 운전이 어렵다. 이중에서도 촉매연소법은 비교적 낮은 농도

의 VOCs 제거에 적합하며, 부분산화물의 생성량이 작고 낮은 반응온

도(200∼400 ℃)에서 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NOx의 발생량이 적고 반

응온도가 낮기 때문에 연간운전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또한 적

용규모범위가 넓고 시스템의 설비확장이 용이하며 폐열의 활용이 가

능한 장점이 있다. 촉매연소법에 사용되는 촉매는 보통 귀금속 담지

촉매(Pt, Pd)계, 귀금속과 금속산화물 혼합 촉매계 그리고 금속산화물 

촉매계로 대별할 수 있다.
  화학 관련공장의 많은 사업장에서 각 공정 중 여러 종류의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시간 경과 후에 활성이 감소하면 폐기하고 있다. 
폐기된 촉매는 여수 산단 내에서만 연간 272톤 정도나 발생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2000톤 정도 발생하고 있다. 화학

관련 분야에서 폐기되고 있는 촉매는 원래의 활성이 완전하게 손실된 

것은 아니고 공정의 목적 수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이렇게 

폐기된 촉매는 VOCs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귀금속계와 금

속산화물계 촉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

가스 정화용 촉매는 주로 백금족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현

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34천대이며, 자동차 수요량이 해마다 증가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폐기된 자동차로부터 많은 폐 촉매들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5,6].
  폐 촉매는 자원재생과 환경오염방지의 관점에서 금속계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연구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 촉

매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재생, 다른 응용 가능분야에서 이용 그리고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폐 촉매가 지니고 있는 물리화학

적 특성, 관련 환경 규제 및 경제적 득실을 따져 최상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폐 촉매를 재생 및 재이용하는 방법이 경제 및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항상 활용 가능한 수단은 아

니다[7-10].
  VOCs의 촉매 연소반응은 완전산화 반응이므로 폐기된 촉매가 원

래의 공정에서 선택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VOCs 처리에서는 95% 
이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폐 촉매를 적절한 처리를 하여 

소규모 VOCs 처리장치에 적용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

지 폐기된 산업용촉매나 폐기된 자동차로부터 발생한 촉매를 재생하

여 VOCs제거 공정의 촉매로 사용한 연구는 거의 보고 된 바 없으며 

주로 유기 금속의 회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11-17]. 그 

이유는 비 활성화된 촉매가 조업조건에 따라서 표면 특성이 모두 다

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힘든 점과 재생기술이 경제

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산업기술로서 보호되어 기술공개가 제한되

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된 촉매를 재생하여 세탁시설, 인쇄시

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 처리를 위한 촉매연소공정

에 활용한다면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유

익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촉매의 비활성화 요인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촉매는 공정의 특성에 

따라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수년 이내에 비활성화 된다. 여기에서

는 Trimm (2001)[7]이 보고한 불균일계 촉매에서 나타나는 비활성화 

요인을 요약 정리하였다. 중요한 촉매의 비활성화 요인 3가지는 

Fouling과 Poisoning 그리고 Thermal degradation이다.

  2.1. Fouling
  다양한 형태의 탄소계 침적물이 일반적인 촉매의 foulant이다. 침적

물은 graphitic well-ordered structure로부터 분자가 큰 불용성의 방향

족화합물의 느슨한 침적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존재한다. 탄소계 침

적물은 일반적으로 다음 반응과 같이 가스화로 제거될 수 있다.

  C + O2 = CO2         (1)

  C + 2H2 = CH4                     (2)

  C + H2O = CO + H2               (3)

  C + CO2 = 2CO                (4)

  산소와의 반응에 의한 탄소의 가스화는 반응이 빠르지만 이에 수반

한 발열반응은 쉽게 과열을 발생시켜 열적인 재편성을 유발한다. 따
라서 온도를 주의 깊게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해(cracking)촉매

를 재생할 때조차도, 탄소의 연소에 의해 방출된 열이 공정에서 발생

되는 열의 주된 근원이 되므로, 제올라이트 격자의 파괴를 피하기 위

하여 온도조절이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산화에 의한 탄소가 침적된 

촉매의 재생은 산소의 양과 온도를 주의 깊게 조절함으로써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탄소를 가스화 시킬 때, 온도와 산소는 천천히 증가

시켜야 하며, 정확한 조건은 촉매에 달려 있다. 개질 촉매는 최대 650 
℃ 그리고 수소화(hydrotreating) 촉매는 450 ℃가 적합하다. 고분자 물

질이 침적된 촉매는 세정으로 고분자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며, 클로

로벤젠과 액화프로판은 우수한 세정제이다. 또한 산과 알칼리 세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알칼리 세정은 대부분의 무기 침적물을 제거할 수 

있다. Foulants는 shaking과 abrasion과 같은 물리적인 공정으로도 제거

될 수 있다. Foulants가 촉매 펠렛의 외부표면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

을 때와 녹과 스케일의 침적의 경우 물리적인 공정으로 제거될 수 있

다. foulants를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원 촉매의 활성을 상당

하게 복원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fouled catalyst는 재활용 될 수 있다.

  2.2. Poisoning
  가장 잘 알려진 예는 황에 의한 피독이고, 유기 염기는 산 촉매를 

중금속이나 이들 이온은 금속 촉매를 피독시킨다. 따라서 피독물질은 

크게 3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VA (N, P, As, Sb)와 

V1A 원소(O, S, Se, Te)들이다. S와 P 궤도를 통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elements poison metal 촉매들의 결합전자의 수를 변화시켜서 피독을 

제거할 수 있다. 대부분의 sulfates는 열역학적으로 어떤 주어진 온도

까지만 생성이 가능하여, 이 온도 이상에서는 분해되어 SOx로 전환되

므로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피독물질의 전체적인 제거는 

어렵고 소량의 잔류물조차도 촉매의 활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비활성화가 받아들여진다면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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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그룹은 제거하기 훨씬 어렵다. 납, 수은, 카드뮴, 구리 등과 같은 

중금속들이 촉매와 합금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abrasion과 

leaching으로 제거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촉매와 강하게 화학 흡

착할 수 있는 분자들이다.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는 철을 피독시킨다. 
그러나 구리와 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3. Thermal Degradation
  촉매의 과열은 표면적의 손실과 원하지 않는 화학반응을 유발시킨

다. 대부분의 고체의 재배열은 물질의 녹는점의 0.3∼0.5배에서 일어

나기 시작하며 특별한 환경에서 가속화 된다. 수분이 있는 분위기에

서는 산화물 지지체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 시키며, 이에 따른 표면

적의 손실은 촉매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성분의 상호작용은 과열된 

상태에서 일어 날 수 있다. 니켈과 알루미나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니켈 알루미네이트가 좋은 예이다. 알루미네이트의 촉매 활성은 각 

성분들의 촉매활성보다 훨씬 작고 열적 저하와 소결은 다시 환원되기 

어렵다. 개질 촉매에 포함된 Pt는 개질하는 동안, 백금 미세결정들이 

5∼20 nm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소결된다. 그러나 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oxychloroplatinum complexs를 거쳐 백금의 재분산이 가능

하다. 촉매가 500 ℃에서 산소와 소량의 CCl4 나 HCl에 노출되면, 착
체가 형성되고 가스상을 통하여 이주하여 백금이 재분산 된다. Pt-Ir 
촉매의 분산은 약간 높은 온도에서(550 ℃)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열
적 저하를 경험한 촉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살펴본 촉매의 

비활성화 요인 가운데 촉매의 fouling이나 poisoing은 가역적이지만 

thermal degradation의 경우는 비가역적인 특성을 보인다.

3. 폐 촉매의 발생현황 및 관련 기술

  3.1. 귀금속(Pt, Pd, Rh)계 폐 촉매

  백금족 금속(Pt, Pd, Os, Ir, Rh, Ru)은 우수한 내산성, 양전도성, 촉
매기능, 희소성 등으로 석유화학, 화학공업 및 자동차 공업 분야 등에

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Pt와 Pd가 타원소에 비

해 풍부하고 가공이 쉬우며, 고온에 의한 부식 저항력이 뛰어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세계 백금족 금속의 사용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전체 백금족 소비량의 약 53.9%를 Pt 촉매가 차지

하고 있으며, Pd와 Rh 촉매가 그 뒤를 이어 각각 41.4%와 4.9%를 차

지하였다. 그리고 Pt 촉매 사용량 가운데 약 43%인 91.9톤이 자동차 

배기가스, 화학공업 및 석유화학분야에 사용되었으며, Pd 촉매의 경

우에는 전체 Pd 촉매 사용량의 약 65%인 106.2톤이 자동차 배기가스 

및 화학공업 분야에 사용되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469톤 정도의 백

금족 관련 제품을 괴상, 분말상 및 각종 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금속 순분으로는 대략 20톤 정도가 수입되는데 Pt가 약 8톤, Pd이 약 

12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백금족 금속은 아주 미미한 정도

이다. 이렇게 수입된 촉매류는 석유화학분야에서 대부분 사용되며, 분
말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및 광화학 유리용으로, 그리고 괴

상은 전자산업용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5,18,19].

  3.1.1. 석유화학 폐 촉매

  국내 석유화학 분야에서 발생되는 주요 귀금속계 폐 촉매 발생현황

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배출되는 폐 촉매 가운데 백금족 금속의 함

유량은 대략 0.13∼1.0%이었으며, 3∼4년을 주기로 Pt 촉매는 약 740
여 톤 그리고 Pd 촉매는 520여 톤이 교체되고 있었다. 이를 촉매에 함

유된 순 Pt 및 Pd의 량으로 환산하면 각각 2570 kg 및 1430 kg 정도였

Table 2. Amount of Noble Metal Based Spent Catalyst
PtPd

Name R-134 AR-405 LD-265 HD-11

Content (wt%) 0.29 0.5 0.3 0.13

Company UOP IFP Procatalyse BASF

Application Reforming Reforming LPG Acetylene

Cycle (year) 3 4 3 3

Amount used (ton) 540 200 442 80

Etc
R-62 (0.22%),
PR-8 (< 1%), 
I-100 (0.21%)

C-31-1A (< 1%),
HD-20 (< 1%),

PF (< 1%), LD-271

으며, 발생주기를 고려한 연간 발생량은 Pt 약 770 kg, Pd 약 480 kg
이었다.

  3.1.2.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 촉매

  1974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형 자동차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부터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 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촉매 전화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7년

부터 가솔린 엔진 자동차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기가스 정

화용 촉매 변환기의 장착이 의무화 되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는 다공성이며 표면적이 높은 벌집모

양의 구조를 갖는 cordierite (2 MgO-2 Al2O3-5 SiO2) 구조의 담체에 

Pd, Pt/Rh, Pd/Rh, 그리고 Pt/Pd/Rh의 형태로 조합된 귀금속과 각종 첨

가제를 조합하여 코팅한 촉매이다. 일반적으로 귀금속 촉매물질이 분

산될 고 표면적의 막을 만들어주기 위해 γ-Al2O3로 구성된 표면코팅

을 한다. 이때 γ-Al2O3는 cordierite 무게비율의 약 10∼30 wt% 정도

를 차지한다. 비드형 자동차 촉매는 3.2 mm 직경의 구 또는 직경 3.2 
mm 길이 6.3 mm의 실린더형의 개별적인 비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경우에도 γ-Al2O3으로 제조한다. 그리고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에 사

용되는 촉매의 종류, 귀금속 담지량 및 구성성분은 자동차 크기, 차종 

및 회사에 따라 크게 다르다. 비드형 촉매의 경우 Pt/Pd의 구성비는 

2.3 : 1 정도이며, Pt/Pd/Rh의 경우에는 14 : 5 : 1 정도로 구성된다. 벌
집모양의 모노리스형 지지체를 이용할 경우 Pt/Rh 촉매의 경우 귀금

속 함유량이 0.9∼1.0 g/L 정도이며, 함량비로 10 : 1 또는 5 : 1의 조성

비를 유지한다. Pt/Rh/Pd 촉매의 경우에는 귀금속 함유량이 2.0 g/L이

며, 함량비로는 2 : 7 : 1의 조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Pd/Rh의 

경우에는 함량비를 5 : 1 또는 7 : 1 정도로 유지하면서 전체 함량은 

1.7 g/L 정도이며, Pd만 사용할 경우의 함량은 5.0 g/L을 유지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촉매에는 Al2O3의 안정화를 위해 NiO나 

CeO2 그리고 형성억제제로 Rh2Al2O4, 기타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정 성분이 첨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동차 폐 촉매에는 연료 첨가

제(Pb, S), 윤활유 오일 첨가제(Zn, Ca, P), 엔진 및 배출 가스 파이프

에 함유된 물질(Fe, Ni, Cu, Cr 등) 등의 불순물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5년도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로 사용된 

백금족 금속의 양은 총 237.2톤으로 구체적으로 Pt 109.4톤, Pd 104.6
톤 그리고 Rh이 23.2톤이 사용되었다. 2000년도의 경우 자동차 배기

가스 정화용 폐 촉매로부터 22,084 kg의 백금족 금속을 회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그 해 수요량의 약 20%를 재활용할 수 있는 46,208 kg
을 회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휘발유 자동차 생산시설은 연간 평균 

약 200만대 수준으로, 자동차 1대당 백금족 금속이 약 4.178 g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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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number of registered (top) and disposed cars (bottom).

사용되며, 정화장치 1개당 0.23 wt% 정도의 백금족 금속이 washcoat-
ing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1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

수와 폐 자동차 발생량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6년 9,553천대에서 2005년 15,875천대에 이르렀으며, 2010년 

21547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보도 자료 

[2006]에 의하면 폐 자동차 발생량은 지난 1996년 489천대에서 2005
년에는 541천대로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

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화장치의 연간

회수율을 살펴보면 1996년 발생량의 60% 수준인 22000∼26000개 이

었으며, 백금족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 점차 회수율이 증가하여 현재 

9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차되는 물량과 자동차 정화

장치의 회수비율을 고려해보았을 때 연간 45만개 정도가 재활용에 이

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1.3. 활용 중인 처리 기술

  석유화학 폐 촉매 및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 촉매로부터 귀금

속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폐촉매를 산으로 용해 시킨 후 침전분리, 전
해채취, 환원석출 등의 과정을 거쳐 백금족 금속을 회수하거나, 폐 촉

매 가운데 불순물이 많은 경우에는 폐 자원을 분쇄시켜 물리/기계적 

선별법을 이용 농축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 일반적인 회수 과정을 다

Figure 2. The basic component of desulfurized spent catalysts (top) and 
the amount of spent catalysts used in the hydro desulfurization process 
(bottom).

시 수행한다. 정유 및 석유화학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촉매들은 각종 

유기물 잔사에 의해 촉매 표면이 오염되어 있어 침출 공정에서 여과

를 어렵게 하거나 정제공정에서 불순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침출 공정

이전에 연소시켜 불필요한 오염물질들을 제거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 촉매는 플라즈마나 아크로를 이용하는 

고온 용융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 담체는 저융점 용제의 

첨가나 첨가 없이도 용융되며, 백금은 철이나 동을 포집제로 사용하

여 모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현재 석유화학 관련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 촉매는 몇몇 재활용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거나 산업폐기물로

서 발생업체에서 직접 보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3.2. 금속산화물(V, Mo, Co, Ni, Fe, W)계 폐 촉매

  일반적으로 정유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금속산화물촉매는 크게 

등경유, 중질유 탈황촉매 그리고 접촉분해촉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석유정제 공정의 폐 촉매 성분을 살펴보면 촉매 자체 구성 성분 금속

인 Ni, Co, Mo, W등과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V, Ni, Fe 등이 함께 

섞여있다[5,19]. Figure 2(top)에는 탈황 폐 촉매의 성분 조성을 나타내

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수소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촉매

에는 Fe, Ni, V, Mo 등 유가금속이 상당량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렇게 발생된 폐 촉매가운데 등경유 탈황 촉매와 접촉분해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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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generation method: gas (top) and chemical (bottom) pre- 
treatment.

매의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으나, 중질유 탈

황 촉매는 원료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특별한 처리 없이 매립할 경

우 촉매에 함유된 중금속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 적절한 회수 및 재활용이 필요하다. 국내 정유 공정에서 이용

되고 있는 탈황 촉매 가운데 등경유 탈황촉매는 재생사용이 가능하여 

보통 수명이 5∼10년 정도 되며, 중질유 탈황 촉매는 수명이 1년 정도

이지만 재생사용이 불가능하며 폐 촉매 발생량이 많다. 또한 접촉분

해 촉매는 매일 일정량의 폐 촉매가 발생하며, 발생량도 가장 많다.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환경부 고시 제 1996∼168호에 따르면 저

유황 중유의 사용지역이 확대되고, 중질유에 포함될 수 있는 황의 함

량이 점차 줄어 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유사들은 중질유 분해 및 

탈황설비를 도입하여 가동 중에 있다. 중질유 경질화의 주공정에는 

상압잔사유 수소화 탈황공정, 감압잔사유 수소화 탈황공정, 잔사유 유

동접촉분해공정, 등-경유 수소화분해 공정 등이 있다. 이러한 중질유 

경질화 공정 가운데 발생하는 폐 촉매의 양을 살펴보면 수소화 탈황 

공정에서 약 6500톤, 유동접촉분해공정에서 약 20000톤 그리고 수소

화분해 공정에서 약 1000톤 정도 발생하였다. Figure 2 (bottom)는 최

근 4년간 중질유경질화 공정에서 발생한 폐 촉매 양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유동접촉분해공정에서 발생되는 폐 촉매의 양이 약 

75%로 중질유경질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유 탈황 공정 폐 촉매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크게 1) 특정 폐기

물로써의 처리, 2) 유가 금속회수, 3) 시멘트 회사에서의 처리, 4) 탈황 

공정 및 기타 용도에 재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정 폐

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높은 처리비용과 지하수 오염유발문제가 있으

며, 시멘트에 활용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리고 유기금속회수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폐 촉매 발생 업체인 정유회사는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어 전량 외부

로 위탁처리하고 있다. 또한 중질유 탈황공정의 촉매 교체 시점에 사

Table 3. Basic Properties of Noble Metal and Metal Based Spent 
Catalysts, and Spent Three Way Catalysts

Catalyst Shape Element Concentration BET (m2/g)

Noble metal based spent catalyst

Pd-S
Pd-R1
Pt-S
Pt-F

Sphere
Pellet
Pellet
Pellet

Pd (wt%)
Pd (wt%)
Pt (wt%)
Pt (wt%)

0.24
0.32
0.15
0.19

34.5
88.4
80.5
190.8

Metal based spent catalyst

Ni-Mo Sphere Ni (wt%)
Mo (wt%)

10.05
5.53 127.4

Co-Mo Pellet Co (wt%)
Mo (wt%)

2.67
8.13 203.4

Cu
ZnO

Fe2O3

NiO-10

Sphere
Monolith
Monolith
Monolith

Cu (wt%)
Zn (wt%)
Fe (wt%)
Ni (wt%)

7.9
72.0
38.32
7.06

156.1
16.3
3.2
67.8

Spent three way catalyst

H-S Monolith
Pd/Al (-)
Pt/Al (-)
Rh/Al (-)

-
7.063 × 10-3

1.287 × 10-3
5.8

용한 촉매의 상태에 따라 일부 촉매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중질

유 탈황 폐 촉매의 주성분이 Co, Ni, Mo, V, Alumina 등과 S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선택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반응이나, 주축성분이 

주된 반응작용을 하며, S 등의 성분이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응

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접촉 분해 폐 촉매의 경우 우리나라

에서 시멘트 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중질유 탈황공정 폐 촉매

와는 달리 금속 함량이 낮아 지하수 오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어 

매립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일부는 물리화

학적 방법을 이용한 상업용 회수공정을 통해 금속을 회수하여 재사용

하기도 한다.

4.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를 위한 폐 촉매의 재생 
방법 및 처리능력 평가

  현재 VOCs 제거에 활용하기 위한 폐 촉매의 재생 방법 및 이의 처

리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저자의 연구실에서 진행해 오고 있

다. 따라서 이 후의 장에서는 본 연구실에서 발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20-23,29].
  Figure 3에 나타낸 것 처럼, 활성이 감소되어 폐기된 각종 귀금속 

및 금속산화물계 폐 촉매를 VOCs 제거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폐 

촉매의 재생 방법은 1) 수백 ℃의 온도범위에서 공기 및 수소 처리 

(Figure 3 (top)) 2) 헥산 등의 세정용액 처리 3) 일정 농도를 가지는 

HNO3, CH3COOH, H2SO4, HCl, C2H2O4, C6H7O8, H3PO4, NaOH 등 산 

또는 알칼리 수용액을 이용한 처리(Figure 3 (bottom)) 등이 있다.
  폐 촉매는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공정의 목적 수율에 도달하지 못

하여 폐기된 촉매를 사용하였으며, 귀금속 계(Pd, Pt) 촉매와 금속산화

물(Cu, Ni, Co, Fe 등)계로 구분하였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 촉

매는 국내 자동차 시장 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었고, 약 130000 km 주
행 후 폐기된 H사 S차종의 배기가스정화용 폐 촉매를 선정하여 

VOCs 연소 활성을 조사하였다.
  Table 3과 Figures 4∼6에 각각 대표적인 귀금속계 및 금속산화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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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oble metal based spent catalysts.

폐 촉매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4.1. 산업용 귀금속계 폐 촉매

  4.1.1. Pd계 촉매

  활성이 감소하여 폐기된 산업용 폐 촉매 가운데 VOCs 제거에 우수

한 것으로 알려진 Pd계열 촉매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Figure 7(a)에 2
종류의 Pd계 폐 촉매(Pd-R1, Pd-S)상에서 수행한 톨루엔의 전화율을 

반응온도 120∼250 ℃의 범위에서 나타내었다. 톨루엔의 전화율 결과

는 산업용 폐 촉매가 VOCs 제거 공정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 주었다. 톨루엔 전화율이 90%까지는 반응활성의 순서가 

Pd-R1 > Pd-S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Pd-R1 폐 촉매가 Pd-S 폐 촉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표면적(88 m2/g)과 높은 Pd 함유량 (0.32 
wt%)을 지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Pd-R1 폐 촉매는 낮은 

반응 온도에서는 Pd-S 폐 촉매에 비하여 산화반응속도가 빠르나 반응

온도 210 ℃ 지점에서부터는 반응온도를 증가시켜도 산화반응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Pd-S 촉매의 형태는 구형이

고 Pd-R1 폐 촉매의 형태는 펠렛형 이어서 촉매 형태에 따른 영향으

로 보여졌다.
  Figure 7(b)∼(d)에는 Pd계 산업용 폐 촉매 중에서 Pd-S 폐 촉매를 

1) 200∼400 ℃의 온도 범위에서 수소(Figure 7(b)) 및 공기(Figure 7 
(c))를 이용하여 전처리 한 경우와 2) 0.1 N 농도의 5종류의 산 

(HNO3, CH3COOH, H2SO4, HCl, H3PO4)을 선정하여 전처리 한 후 수

행한 톨루엔 연소반응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전
처리 방법에 따라 폐 촉매의 활성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공기를 이용하여 전처리할 경우 폐 촉매의 성능은 오히려 크게 감

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Pd-S 폐 촉매

는 톨루엔의 전화율이 더욱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반면 수소

Figure 5. Metal based spent catalysts.

를 이용하여 전처리할 경우 Pd-S 폐 촉매의 활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소로 전처리한 폐 촉매의 활성이 전처리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처리 온도에 따른 톨루

엔의 전화율 순서는 300 ℃ > 400 ℃ ≈ 200 ℃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최적 전처리 온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수소로 전처리 하

는 경우에는 환원 분위기에 기인한 유효 활성점의 증가에 의하여 반

응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Pd-S 폐 촉매와 5종류의 산

을 이용하여 전처리한 폐 촉매의 결정구조의 변화는 없었으며, 산처

리한 폐 촉매는 상용 공정에서 장기간 노출되어 촉매 표면 및 기공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피독물질이 제거됨으로써 BET 비표면적이 약 2
∼5 m2/g 증가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촉매의 활성은 크게 감소하였

다. 이는 산 처리가 폐 촉매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독 물질뿐만 아

니라 산화반응에 유용한 활성점까지 제거하기 때문이었다[20].
  김 등[20]은 폐 촉매를 수소로 전처리하는 경우 촉매의 활성이 향상

되는 원인을 XPS로 조사하였다. XPS 분석 결과에서 Pd-S 폐 촉매의 

Pd 3d의 결합에너지는 Pd 폐 촉매가 산화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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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pent three way catalyst (H-S).

Figure 7. Conversion profiles of toluene oxidation of parent (a), hydrogen (b), air (c) and acid aqueous solution (d) pretreated Pd based spent catalyst.
Reaction condition : catalyst weight = 1.0 g, toluene concentration = 1000 ppm, total flow rate = 100 cc/min.

eV이었다. 공기로 전처리한 폐 촉매는 전형적인 산화상태(PdO)의 결

합에너지(336.16 eV)를 보여 주었으며, 톨루엔 연소 반응을 거친 촉매

의 PdO 결합에너지는 336.16 eV로 부터 336.09 eV로 변하였지만, 산
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소로 전처리한 경우는 전처

리 온도에 따라 결합에너지가 크게 달라졌다. 금속 Pd0 상태를 나타내

는 Pd의 XPS 결합에너지는 334.4 eV로 알려져 있다. 수소를 이용하

여 전처리한 Pd-S 폐 촉매의 결합에너지는 전처리 온도 200 ℃, 300 
℃, 그리고 400 ℃에서 각각 334.85, 334.40, 그리고 334.90 eV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히 300 ℃에서 전처리한 폐 촉매는 금속 Pd0 상태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Pd의 산화상태가 톨

루엔의 전화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연구

는 촉매 반응에 대한 입자크기의 영향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Muller (1997) 등[24]과 Matusmura (1997)[25] 등은 환
원 온도가 증가할수록 Pd 입자 크기가 커지며, Pd의 촉매 활성은 상대

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촉매의 활성은 귀금속의 표면적과 

입자 크기에 좌우되고, 수소를 이용하여 전처리 할 경우 촉매의 입자 

크기는 특정 온도 아래서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다가 특정 환원 온

도를 넘어서게 되면 Pd 입자 크기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김 

등[20]이 보고한 공기 및 수소로 전처리한 Pd-S 폐 촉매의 TEM 분석 

결과를 보면, Pd-S 폐 촉매는 상용 공정에서 장시간 사용되어 다양한 

피독 물질에 접촉되어 입자가 서로 엉기어 뭉쳐진 상태로 입자의 크

기가 수nm에서 수십nm의 범위에 걸쳐 있었다. 공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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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nversion profiles of toluene oxidation of parent (a), hydrogen (b), air (c) and acid aqueous solution (d) pretreated Pt based spent catalyst.
Reaction condition : catalyst weight = 1.0 g, toluene concentration = 1000 ppm, total flow rate = 100 cc/min.

전처리하게 되면 폐 촉매의 피독물질들이 일정 부분 제거되면서 Pd 
입자의 윤곽이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전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폐 

촉매의 피독 물질이 제거되어 더 선명한 입자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처리 하지 않은 폐 촉매와 같이 촉매의 응결현상은 여전히 존재하

였다. 수소로 전처리한 경우에는 공기로 전처리한 경우와 비교해서 

Pd 입자의 크기가 작고 입자의 모양도 구형에 가까웠으며, 촉매의 응

결 현상도 관찰 되지 않았다. 톨루엔 연소 반응의 경우 전반적으로 Pd 
입자 크기보다 Pd 촉매의 표면 산화상태가 연소 반응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4.1.2. Pt계 폐 촉매

  Pt계 촉매는 Pd계 촉매와 더불어 VOCs제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화학관련 공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다가 활성이 감소

하여 폐기된 Pt계 산업용 폐 촉매 2종류(Pt-F, Pt-S)를 선정하여 그 적

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Figure 8(a)에 산업용 Pt계 폐 촉매 상에서 

수행 한 톨루엔 전화율 결과를 반응온도 130∼270 ℃의 범위에서 나

타내었다. 이 결과는 폐기된 Pt계 폐 촉매를 VOCs 제거 공정에 충분

히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Pt계 폐 촉매의 톨루엔 전화율 결과

는 Pt-F 촉매의 활성이 Pt-S 촉매의 활성에 비하여 우수하였는데, 이
는 Pt-F 폐 촉매의 잔존 Pt 함유량(Pt-F; 0.19 wt%, Pt-S; 0.15 wt%)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8(b)∼(d)는 Pt-F 폐 촉매를 전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수소 및 

공기 그리고 산 수용액을 이용하여 전처리한 촉매에 대해 톨루엔

의 연소반응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수소로 전처리한 경우 Pd계 

폐 촉매와 비슷하게 촉매의 활성이 향상되었으며 전처리 온도에 따라 

촉매의 활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기로 전처리한 경우에

도 수소로 전처리한 경우와 유사하게 촉매의 활성이 향상되었다. 이
는 Pd 촉매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Pt계 촉매의 경우에는 공기

를 이용한 전처리 방법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수용액을 이

용하여 폐 촉매를 전처리할 경우 산의 세기에 관계 없이 촉매의 활성

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Pd 촉매와 Pt 촉매 모두 산 

수용액 전처리는 바람직한 재생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4.2. 산업용 금속산화물계 폐 촉매

  VOCs 제거에 효율적인 귀금속 촉매는 금속 산화물 촉매보다 높은 

촉매활성을 가지며, 낮은 온도에서 촉매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나 금속 

산화물 촉매에 비하여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귀금속을 담체에 담지시켜 활용하거나, 귀금속 촉매를 대체 하

기 위한 금속 산화물 촉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금속산

화물계 촉매의 경우, 주기율표에서 III B∼II B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

로서 귀금속 촉매에 비하여 활성은 떨어지나 피독에 강한 내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화학 관련 공장에서 사용

되다가 활성이 감소하여 폐기된 산업용 금속산화물계 폐 촉매를 재생

하여 VOCs 제거에 적용 가능성 유무를 살펴보았다.
  Figure 9에 6종류의 산업용 금속산화물계 폐 촉매(Zn계, Cu계, Fe
계, Ni계, Mo계, Co계)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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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conversion profiles of toluene oxidation over transition metal based spent catalyst (a) and conversion profiles of toluene
oxidation of Cu-F (b), Fe2O3 (c), Ni-Mo (d), NiO (e) and Co-Mo (f) catalyst. Reaction condition : catalyst weight = 1.0 g, toluene concentration
= 1000 ppm, total flow rate = 100 cc/min.

행 한 톨루엔 전화율 결과를 반응온도 250∼500 ℃의 범위에서 나타

내었다. 앞 절에서 설명한 귀금속계 폐 촉매의 반응 범위가 150∼300 
℃인 것을 감안했을 때, 금속 산화물계 폐 촉매 가운데 Cu-F 촉매는 

귀금속계열의 촉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매우 우수한 촉매 반응 

활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다른 금속산화물계 촉매도 활성이 감소되

어 폐기되었지만, 촉매의 활성이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니기에 이 실

험 결과는 VOCs 제거 공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각 금속산화물계 폐 촉매에 따른 톨루엔 전화율 순서는 Cu-F > 
Fe2O3 > Ni-Mo > NiO-10 > Co-Mo > ZnO이었다. 이 결과는 전이금

속계 담지 촉매상에서 톨루엔 연소반응 활성을 조사한 보고와 그 경

향이 유사하였다[26]. 전체적으로 Cu계 촉매가 활성이 가장 좋으며, 
Zn계 촉매는 활성이 좋지 않았다. 주요 금속 산화물계 폐 촉매의 BET 
비표면적 범위는 3.2∼204.4 m2/g이었다. 또한 귀금속계 폐 촉매와 동

일하게 비표면적과 톨루엔 전화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Zhou 등[27]은 TPR 결과를 통해 낮은 온도에서 환원되는 촉

매가 더 좋은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결과에 의

하면 각 촉매에 따른 활성 순서는 Fe계 > Cu계 > Zn계 > Ni계 > Cr계 

이나, 폐 촉매를 통해 얻은 김 등[28]의 결과에서는 Cu계 > Ni계 > Fe
계 > Zn계 > Cr계로 나타나 각 촉매의 환원되는 온도가 폐 촉매의 활

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ure 9(b)∼(f)에는 상용 공정에서 피독물질에 노출된 금속산화물

계 폐 촉매를 1) 수소 및 공기처리, 2) 산, 염기 및 세정액(HNO3, 
KOH, Hexane) 전처리를 수행한 후 톨루엔 연소 반응에 적용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전처리 방법과 촉매계의 종류에 따라 반응활성 결

과는 다르지만 Ni-Mo 촉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처리 방법이 금속산

화물계 폐 촉매의 활성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금속산화물계 폐 촉매

도 적절한 재생 과정을 통해 VOCs 제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각 금속산화물계 폐 촉매별 최적 조건을 살펴보면 

Fe2O3 폐 촉매만이 HNO3 수용액으로 전처리할 때 우수한 반응 활성

을 보여 주었으며, 다른 금속산화물 촉매는 전처리 온도에 따라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공기나 수소를 이용한 전처리법이 좋은 활성을 보

여 주었다.

  4.3. 자동차 배기가스정화용 폐 촉매

  폐기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정화용 촉매는 주로 VOCs 
제거 반응에 효율적으로 알려진 Pt, Pd 그리고 Rh 등과 같은 귀금속계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생 공정으로 처리하면 충분히 

VOCs 제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총설에서 조사한 자동차 촉매에 사

용되었던 귀금속 담지량을 세라믹 담체 무게비로 살펴보면 Pt는 0.15 
∼0.20%, Rh은 0.03∼0.04%이었으며 Pt/Rh 비는 5 : 1로 이들 백금족 

금속의 함유량은 매우 낮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폐 촉매에

서 채취한 시편의 위치에 따라 피독물질과 자동차 촉매 구성물질의 

함유량은 다르다. 다양한 피독 불순물 가운데 윤활유 오일 첨가제에 

포함되는 P, Ca, Zn과 엔진 및 배출 가스라인에 함유된 물질인 Fe의 

함유량이 다른 물질에 비해 높았다. 자동차 폐 촉매가 각종 오염 물질

로 비활성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지만 백금족 금속을 비롯한 귀금속

도 처음 장착된 비율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폐 촉매를 적절

히 재생 처리할 경우 VOCs 제거를 위한 매질로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29].
  Figure 10(a)∼(d)에 폐 자동차로부터 채취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용 촉매와 이를 산소 및 공기, 2) 산(HNO3, CH3COOH, H2SO4, HCl, 
C2H2O4, C6H7O8, H3PO4), 염기(NaOH, KOH) 및 세정액(Hexane)으로 

처리한 촉매상에서 VOCs 완전연소반응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수소 및 공기로 전처리한 자동차 폐 촉매의 경우에는 산업용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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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nversion profiles of toluene oxidation of air (a), hydrogen (b), acid aqueous solution (c) and alkali-cleaning agent (d) pretreated spent 
TWC. Reaction condition : catalyst weight = 1.0 g, toluene concentration = 1000 ppm, total flow rate = 100 cc/min.

(Pd, Pt)계 폐 촉매의 반응활성 결과와는 달리 촉매의 활성이 크게 감

소하였다. 산-알칼리 수용액 및 세정액을 이용하여 폐 촉매를 전처리 

할 경우는 촉매의 활성이 증진되었다. 자동차 폐 촉매를 재생하는데 

산세기가 강한 HCl, HNO3 그리고 H2SO4은 촉매 구조를 파괴할 수 있

고, 산세기가 약한 CH3COOH이나 C2H2O4 등은 촉매의 구조에 영향

을 주지 않고 오염물질만 비교적 잘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으나 Figure 10(c)에 보듯이 H2SO4과 C2H2O4 처리가 가장 우수한 결

과를 보여 주어 산의 세기와는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29]의 보고에 의하면 자동차 폐 촉매를 산 수용액으로 전처리 

하면 전반적으로 백금족 금속의 함유율비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촉

매의 일반 규격인 Pt/Rh = 5 : 1의 구성비도 5.0∼5.4 : 1의 구성비를 계

속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Pt와 Rh의 함유율 순서와 톨루엔의 반응성 

순서는 일치하였다. 산 수용액을 이용한 전처리는 자동차 촉매의 주

요 피독 물질인 황과 인등의 피독물질의 함유비율도 상승시키지만, 
톨루엔의 반응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자동차 폐 촉매

내의 기공과 표면에 쌓여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피독 물질의 제거로 인

한 촉매의 비표면적과 평균 기공 크기의 증가가 톨루엔의 연소 반응

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5. 맺 는 말

  우리나라의 화학관련 산업분야에서 폐기되고 있는 촉매는 귀금속

계와 금속산화물계 촉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에 부착

된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는 주로 백금족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촉

매는 일정시간 경과 후에 활성이 감소하거나 자동차가 폐차될 때 폐

기하고 있다. 폐 촉매는 자원재생과 환경오염방지의 관점에서 금속계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연구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폐 촉매

로부터 유가 금속의 회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폐 촉매

의 주 성분은 VOCs 연소반응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귀금속계와 금

속산화물계 이므로 폐 촉매를 재생하여 소규모 VOCs 발생 사업장의 

VOCs 처리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자원의 lifetime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

어, 최근 저자의 연구실에서는 폐 촉매를 재생하여 VOCs 연소 활성

을 조사하였다. 폐 촉매의 최적 재생방법은 촉매의 특성에 의존하며, 
공기나 수소 그리고 산처리 방법이 비교적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산

업 현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귀금속 및 금속산화물계 폐 촉매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용 폐 촉매를 촉매의 특성에 적합한 재생방법을 

선택, 적용하여 재생하면 VOCs 연소 공정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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