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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솔린 엔진에 비하여 디젤엔진은 고압축비 희박

디젤-분무 수소-공기 확산화염에서 생성된 철-함유 탄소입자의
촉매 산화반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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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voted to kinetic measurement of the catalytic oxidation of iron-containing flame soot particles
and better understanding the role of catalytic particles on carbon oxidation in particular at low temperature, target-
ing on autothermal regeneration of diesel particulate filter by diesel exhaust gas. Carbon-based Fe-containing parti-
cles generated by spraying ferrocene-doped diesel fuel in an oxy-hydrogen flame are tested and compared with a
commercial carbon black powder for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SIMS),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Induced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

AES), and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As a result, we found that a small amount
of the ferrocene addition led to significant reductions in a on-set temperature and an activation energy of the carbon
oxidation as well. An oxygenated surface complex forming at the particle surface could be thought as active spe-
cies that would be readily consumed in particular a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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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로 운전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약 20% 정도

낮은 CO, CO2, 미연 탄화수소 배출특성을 나타내어,

친환경 고효율 엔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디젤

엔진은 가솔린엔진 비 더 높은 질소산화물 (Nitro-

gen Oxide)과 입자상물질 (Particulate Matter)을 배출

한다 (Lahaye et al., 1996). 이중 디젤입자상물질

(Diesel Particulate Matter)은 폐에 침착되어 폐암 및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McClure et al., 1992;

Christensen et al., 1996; Muhle, 1999). 특히 최근 보

고에 따르면, 입자상물질의 배출량 증가는 도시 거주

자의 사망률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Muhle,

1999), 입자상물질에 한 자동차 배출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응기술로서, 연소시스템

이나 연료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입자상물질의 배

출을 줄이려는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다 (Neeft et al.,

1997; Matthias et al., 2000). 그러나 엔진으로부터 입

자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엄격한 규

제를 만족시키기 힘들다. 

이에, 거의 모든 크기의 입자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고효율 디젤 입자상필터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이용하면 입자상물질의 배출을 강제적으로

저감시켜 배기규제를 충족할 수 있음을 보 다

(Mayer et al., 1998; Vincent et al., 1999; Cook et al.,

2000). 그러나, 장기간 사용시 많은 입자상물질이 필

터에 부착되어 엔진의 배압을 높이고 엔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 엔진에 적용

하기 위하여서는, 디젤 입자상필터에 쌓이는 입자를

연소/제거하기 위한 주기적인 재생이 필요하다. 현재

까지, 전기적 가열 또는 추가 연료 연소를 통한 디젤

배출입자의 강제적인 연소 또는 Pt 등의 촉매가 담

지된 세라믹 필터를 사용하여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

해 배출입자의 자발적인 연소를 유도하는 자연재생

법 등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추가적인

에너지의 사용은 엔진의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귀금속 촉매 필터는 사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출가스에 의한 촉매의 성능저하 (Van Doorn

et al., 1992) 및 입자와 촉매의 불충분한 접촉으로 인

한 촉매 효과의 저감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촉매특

성이 있는 전이금속 (Transition metal) 산화물 (NiO,

Ni2O3, CuO, MnO2, Fe2O3, MoO3, V2O5등) 입자를 디

젤입자 또는 화염입자와 물리적으로 섞어 산화 촉매

특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저가 고효율의 촉매를 발

표하여 왔다 (Ciambelli et al., 1990, 1993a, b; Neeft et

al., 1996, 1998; Neri et al., 1997). Setzer et al. (1993)

은 Cu, Fe, Co의 산화물은 Ni 또는 Zn 산화물보다 훨

씬 큰 활성도를 나타냄을 보고하 고, Neeft et al.

(1996)은 촉매입자와 탄소입자의 접촉이 좋을 경우

Co¤V¤Fe¤La¤Mn¤Ni의 순서로 활성도를 보고

하 다. 

촉매입자와 탄소입자 간의 접촉정도를 향상시킬수

록 촉매성능은 좋아지므로 (Neeft et al., 1996, 1998),

더 작은 크기의 촉매입자를 탄소입자 표면에 잘 분

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Jiang et al., 2000). 금속계

연료첨가제를 액상의 연료에 용해하여 디젤엔진에

분무하여 연소하면, 가장 작은 크기의 촉매입자를 탄

소입자에 잘 분산시켜 최적의 촉매성능을 나타낼 것

으로 기 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혼합한 촉매-탄소

입자의 산화 연구에 비하여, 연료첨가제가 도핑된 연

료를 화염 또는 엔진에 분사하여 생성한 입자에

해서는 훨씬 적은 수의 연구결과만 보고되었고, 현재

까지 Cu, Fe, Ce, Mn, Pb 등을 함유한 용해성 첨가제

가 검토되었다 (Bonnefoy et al., 1994; Lahaye et al.,

1994, 1996; Stanmore et al., 1999). 다이옥신의 2차

배출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가 보고된 Cu와 Pb (Mul

et al., 1997)를 제외하면, Ce와 Fe 계열의 첨가제가

유력한 후보군이 된다. 

Lahaye et al. (1996)은 Ce 유기화합물(Cerium octo-

anate)을 2,500~5,000 ppmw로 액체연료에 혼합한

후 열분해하여 CeO2가 포함된 탄소입자를 생성하여

열분석을 수행하 다. 0.3 wt% Ce가 함유된 탄소입자

의 산화 시작온도 (On-set temperature)는 첨가하지

않은 경우인 500�C에서 375�C로 현격히 감소하 다.

그러나 3.5 wt%와 10 wt%로 첨가량을 늘릴 때, 예상

과는 달리 425�C와 400�C로 증가하 다. 또한 탄소

입자의 산화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3 wt% Ce을 함유

할 경우 170 kJ/mol (무첨가)에서 120 kJ/mol로 감소

하 다. Stanmore et al. (1999)은 100 ppmw의 Ce를

첨가할 때, 엔진속도를 750, 1,750, 3,200 rpm으로 증

가할 수록 배출 입자의 Ce 함유률은 2.9에서 17 wt%

로 증가하 다. 이때, 600�C 이하의 온도범위에서 3.6

wt% (750 rpm) 또는 6.9 wt% (1,750 rpm)에서 가장 높

은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때 산화반응은

Ce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 75�C 감소한 600�C

에서 종결되어 촉매성능이 기 만큼 크지 않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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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e의 함유율과 촉매효과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

려울 정도로 실험결과가 크게 분산되었고 (그림 2),

Ce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활성화 에너지 (~210 kJ/

mol)는 거의 같아 Lahaye et al. (1996)과는 서로 배

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Ce보다 좀더 좋은 촉매성능을 나

타낼 것으로 기 (de Soete, 1988; Neeft et al., 1996)

되고 인체에 무해한 산화물을 생성 (Yan et al., 2005)

하는 Fe 계열의 연료첨가제인 페로신 (Ferrocene,

(C5H10)2Fe)에 주목하 다. 또한 Fe 계열의 첨가제는

화염 또는 엔진에서 원천적으로 입자배출을 감소

(Kasper et al., 1999; Vincent et al., 1999; Kim et al.,

2005)시킴으로써, 디젤 필터의 재생 주기를 연장하는

추가 장점도 가진다. 그러나, Fe를 포함하는 연료첨

가제에 관한 연구는 실제 디젤엔진에서 디젤필터의

재생 측정(Vincent et al., 1999), 엔진으로부터 원천적

인 입자배출의 저감 (Kasper et al., 1999), 에어로졸

상태에서 탄소산화 동특성의 관찰 (Higgins et al.,

2003; Kim et al., 2005)과 촉매입자의 형성 메카니즘

(Lee et al., 2006) 등과 같이 크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즉, 입자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의 충분한

평가와 산화반응 동특성의 정량적인 연계를 제시하

는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페로신의 첨가량을 변화하면서 생성된 디젤 입자

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산화반응 동특성과의 상관관

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 고, 특히 저온 산화반응의

촉진과 관련된 원인을 규명하여 디젤 필터의 재생

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둔다. 

2. 실 험

디젤엔진으로 페로신이 첨가된 연료를 분사하여

Fe 담지 탄소입자를 생성할 경우는 엔진의 부하, 연

료소모율 및 엔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촉매함량의

입자가 생성 (Jung et al., 2003, 2005; Lee et al., 2006)

되어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산화특성은 크게 달라지

므로, 더 원천적인 원인규명을 위하여서는 향인자

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탄화수소 확

산화염을 이용하여 탄소입자를 생성하는 경우 (Kim

et al., 2005)에는 화염자체에서 생성된 입자와 첨가

제로부터 생성된 촉매입자사이의 분율을 제어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나타낸 바

와 같이, 5개의 동심관으로 구성된 버너의 두 번째와

네 번째 관으로 수소와 산소를 분사하여 확산화염을

생성시켜 화염으로부터 탄소입자의 생성을 방지한

다. 2.5기압의 아르곤으로 무화기 (Atomizer) 내부의

디젤유를 무화시키고 버너의 중심관을 통하여 분사

한다. 아르곤, 수소, 산소의 분사유량은 각각 680

cc/min, 1.5 liter/min과 5.0 liter/min이다. 페로신을 디

젤유에 0, 50, 500, 1,500 ppm의 다양한 비율로 자기

교반 (Magnetic Stirring)시켜 화염중 발생된 입자에

포함된 철함유량을 조절하 다. 혼합 액적이 전송 중

관 내벽에 응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공급관

을 100�C 정도로 가열하 다. 

전송가스로서 공기를 사용하여 버너의 중심관으로

분사하면, 화염온도의 상승과 과다산소에 의하여 디

젤 입자의 화염 중 산화가 활발히 진행되므로 입자

포집이 어려워진다. 실제 엔진에서 입자상물질은 공

기부족/연료과다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Lee et

al., 2005) 공기 신 액적 전송가스로서 아르곤을 사

용하 다. 세 번째 관으로 0.5 liter/min의 질소를 분

사하여, 수소와 산소의 접촉위치를 조절함으로써 화

염온도 및 국소 연공비 (local fuel-air ratio)를 변화시

킨다. 40 liter/min의 아르곤 가스를 버너 최외곽에 설

치된 허니콤 (허니콤)을 통하여 분사하여 화염을 안

정화 한다. 허니콤의 아래에는 메쉬 (Mesh)와 유리

구슬 (Bead)를 설치하여 아르곤 가스가 버너 반경방

향으로 일정하게 분사되게 하 다. 물로 냉각되는

Quartz 튜브를 그림 1에서처럼 수직 화염에 일정한

화염높이에 수평으로 위치시켰다. 그 튜브는 공기압

실린더 (Pneumatic cylinder)로 왕복하면서, 고온의 화

염에 존재하는 탄소-철 혼합 입자를 Quartz 튜브위

에 열 동 포집한다. 다양한 조합의 유량조건에서 발

생된 화염입자의 포집량을 비교하여, 입자 포집량이

최 가 될 때의 가스 분사유량을 결정하여 이후 실

험에 사용한다. 사용된 버너 및 포집장치는 우리의

이전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 (Lee and Choi,

2002).

상기 화염에서 4가지 페로신 첨가량 (0, 50, 500,

1,500 ppm)으로 생성된 입자의 산화반응율, Ash 잔류

량과 반응시발온도 등은 열중량분석기 (TGA; Q50,

TA Instrument)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또한 상용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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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블랙 파우더 (Printex-U, Degussa)를 표준샘플로서

사용하여 화염 입자의 산화반응 동특성 및 물성 등

을 비교한다. 열중량법으로 반응율을 측정할 경우, 샘

플의 초기질량에 따라 현상적인 반응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Mahadevan et al., 2002) 열분석 실험에서

모든 샘플은 초기질량을 2 mg으로 일정하게 유지한

다. 100 cc/min의 공기 유동하에서 4�C/min의 승온률

로 700�C까지 가열할 때, 산화반응에 의한 샘플의

무게감소를 측정하여 산화반응율을 측정한다. 자세한

반응율 측정과정은 후술될 것이다. 각 샘플에 해서

는 최소 5번 이상의 반복실험을 통하여 실험의 재연

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동적 열분석 (Dynamic TGA)

을 통해 Fe 첨가량에 따른 반응성의 차이를 관찰하

고, 300, 350, 400�C 등의 다양한 온도에서 등온 열분

석(Isothermal TGA)으로 촉매의 효과를 재확인한다. 

입자에 수분 또는 휘발성 유기물 (Solid Organic

Fraction, SOF)이 포함되면, 열분석 실험시 특히 저온

에서 증발에 의하여 무게가 감소하고 이는 산화반응

으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2 mg의 카본블랙, 0

ppm과 50 ppm의 Fe가 첨가된 샘플을 각각 300�C의

등온으로 유지하면서 공기를 1 lpm으로 흘릴 때, 발

생되는 기체성분의 조성을 Gas-Cell FT-IR (Nicolet

380, Thermo Electron)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4 cm-1

의 정 도로 1,000~4,000 cm-1범위를 32회 Scan한

결과를 누적하여, 각 샘플에 한 적외선 분광결과를

획득한다. 저온에서의 무게 감소가 산화반응에 의한

것이라면 CO와 CO2가 주된 생성물이 된다. 생성 기

체의 성분을 정량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Gas-

Cell FT-IR의 보정실험을 수행하 다. 일정한 유량의

CO에 하여 CO2가스의 혼합비를 0.25에서 1.25까

지 변화할 때, 혼합기체에 하여 FT-IR 분광을 그림

2(a)에서와 같이 측정하 다. CO의 peak은 일정하지

만 CO2 유량을 증가에 의하여 CO2 peak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두 성분의 peak 면적비를 사전 혼합비와

비교하여 그림 2(b)에 제시하 다. 분광의 Peak은 초

기 성분의 농도에 직접 비례하므로, 미지의 생성 가

스에 하여 FT-IR실험을 통하여 성분의 정량비교

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00 kV 가속전압의 투과전자현미경 (TEM; H-7600,

Hitachi)을 이용하여 화염 중 생성된 입자의 형상과

크기를 측정한다.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 (HR-

TEM; JEM-2100F, Jeol)을 이용하여 철을 함유하는

입자 내부의 Fe와 탄소 성분의 미세구조와 결정성

(crystallinity)의 변화를 관찰한다.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화염에서 포집된 파우더를 유기용매에 부유

시킨 뒤 투과전자현미경 그리드(grid)에 입자를 부착

54 김용호∙김용태∙김수형∙이동근

H2 N2 Air Ar Furnace AtomizerBypass
Differential 

pressure gauge

Flowmeter

Water

Droplets

H2
N2

Air

ArAr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 hydrogen-air diffusion flame burner.



시키면, 입자에 존재하던 SOF가 유기용매에 녹거나

유기용매의 증발 시 집합체 (agglomerate) 입자의 구

조가 변형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염 내부

에 존재하는 입자를 기상에서 탄소-코팅 및 SiO2가

코팅된 Cu 그리드에 국소 열 동 포집 (Lee et al.,

2002)하 다. 그림 1의 Quartz 튜브의 위치와 같은 86

mm 높이에서, 그리드를 1.2초 노출하여 화염 중앙의

입자를 포집하 다. 탄소-코팅 그리드는 코팅막이 얇

기 때문에 선명한 형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SiO2가

코팅된 그리드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DS (JEM-2100F, Jeol)를 이용한 Fe-C 복합입자의

원소조성 분석에 사용한다. 

X-선 회절 (XRD; D/Max-2400, Rigaku)을 같은 입

자샘플에 해 분석하여, 페로신 투여여부에 따른 입

자의 결정 크기변화를 관찰한다. Cu Kα X-ray (30

kV, 40 mA, 1,5418 Å)를 조사할 때 10~90�의 2θ 범
위를 4�/min으로 스캔하여 XRD 분광을 획득한다.

X-선의 파장에 해당되는 JCPDS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결정상들의 성분 변화를 관찰한다 (Lee et al.,

2002). 또한 촉매성분의 유무에 따라 탄소입자의 미

세 결정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Raman 분광 (inVia Raman Microscope, Renishaw Plc)

을 사용하여 1,000~1,900 cm-1의 Raman shift 주파

수 범위에서 2 cm-1정 도로 탄소입자의 D-와 G-밴

드의 픽 위치와 강도를 측정하 다. ~10 μm 직경의

샘플크기에 633 nm 파장의 He-Ne 레이저를 조사하

여 적은 양의 샘플로도 좋은 감도를 유지할 수 있으

며, 고순도 실리콘 웨이퍼(Si111)를 이용하여 525 cm-1

위치에서 생성된 Stokes Raman 신호를 이용하여 장

비교정을 하 다. 또한 샘플별로 1,000 W와 40.68

MHz RH 파워에서 동작하는 ICP-AES를 이용하여

화염샘플에 포함된 금속계 성분의 정량분석을 수행

하 다. 

3. 결과 및 토의

3. 1 페로신 첨가에 의한 촉매입자의 생성과

분포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버너 상단의 정해진

높이에 수냉되는 Quartz 튜브를 위치시킨 후 왕복시

켜 화염중 발생된 입자를 부착/포집한다. 페로신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 그림 3(a1-a3)에 66, 76, 96 mm

의 다른 높이에서 포집된 입자의 TEM 사진을 순서

로 제시하 다. 66 mm 높이에서는 100~250 nm 정

도의 구름모양의 비성숙된 입자상을 나타내고, 76

mm에서는 구름상이 적어지고 좀더 성숙된 입자가

핵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96 mm로 더 하류

로 가면, 30 nm 정도의 기본입자 (Primary particles)로

구성된 큰 집합체 (agglomerate)로 완전히 성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0 ppm의 페로신을 첨가할 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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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volution of soot particles in the flame: (a1), (a2) and (a3) represents the three heights of 66, 76, 96 mm for particle
capturing, respectively. The bar represents 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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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 높이에서 입자의 TEM 사진을 그림 3(b1-b3)에

서 나타내었다. 66 mm에서의 그림 3(b1)은 촉매 첨가

가 되지 않은 76 mm의 입자 (그림 3(a2)) 보다 더 성

숙하여 이미 핵생성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a3)와 그림 3(b3)를 비교하면, 페로신

을 투입할 때 집합체 입자의 크기가 더 작고 동시에

기본입자도 30 nm에서 20 nm로 작아지는 효과가 관

찰된다. 즉 페로신이 기화된 액상 연료의 연소와 고

체입자의 연소를 동시에 촉진하여 더 작은 기본입자

로 구성된 더 작은 집합체 입자를 생성한다.  

페로신 투여시 96 mm의 높이에서 포집된 입자의

확 된 TEM 사진을 그림 4(a)에 제시하 다. 그림에

서 점선 원 부분의 짙은 입자를 확 하여 그림 4(b)

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주변의 A부분의 비정질에 비

하여 B의 짙은 입자는 도가 높고 결정이 잘 형성

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4(b)의 A와 B 부분에 하

여 EDS 분석결과를 그림 4(c)와 (d)에 각각 나타내었

다. TEM 촬 을 위해 SiO2코팅된 Cu 그리드를 사용

하 음을 고려할 때, 밝은 갈색 부분 A는 주로 탄소

로 구성된 화염입자이고 B 부분은 Fe를 주로 포함하

고 있으므로 페로신의 열분해 및 산화를 통해 생성

된 것으로 사료된다. 약 5 nm 정도의 Fe 함유 입자의

결정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HR-TEM으로 격자간격

을 측정하여 문헌값과 비교한 결과, 부분은 Fe2O3

이지만 일부는 Iron Carbonate와 Iron Carbide로 구성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참조) 특히 작은 촉매입자

를 화염 입자 표면에 잘 분산시킴으로써, Neeft et al.

(1996, 1998)과 Jiang et al. (2000)이 발표한 로 촉매

디젤-분무 수소-공기 확산화염에서 생성된 철-함유 탄소입자의 촉매 산화반응 특성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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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M image for 50 ppm Ferrocene-doped flame soot particles: (a) bright-field TEM image, (b) a magnified HR-TEM
image for the dotted-circular region, (c) and (d) shows EDS spectra for A and B region in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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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탄소입자의 접촉을 극 화 하여 촉매성능이 기존

의 부분의 결과 (물리적인 혼합)에 비하여 더 좋을

것으로 기 한다. 

3. 2 디젤분무 화염입자의 촉매-산화반응

동특성 (Dynamic Characteristics) 변화

그림 6(a)는 전술한 샘플별 열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페로신을 50 ppm 첨가했을 때 0 ppm의 경우보다

100�C 일찍 산화가 시작되며, 페로신 첨가량이 500,

1,500 ppm으로증가할수록산화반응시작점이 350�C,

320�C로 계속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페로신을

1,500 ppm 투여하는 경우, 산화반응온도가 고부하로

동작하는 기존 디젤 배기가스 온도 수준 (~320�C)

까지 감소하여 자연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산화반응의 종결온도 역시 산화반응이 촉진되는 만

큼 낮아진다. 그림 6(b)에서처럼 50 ppm의 촉매를 첨

가할 때 투입량 비 가장 좋은 촉매 효과를 보이고,

더 첨가하면 그 첨가 효과가 점차 감소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산화반응은 촉매 투입량에 따라 지속적

으로 향상된다. 이는 CuO, Fe2O3, Cr2O3 등의 촉매와

탄소성분의 무게비를 증가할 때 반응율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한 Neeft et al. (1998)과는 같은 경향이지만,

서론에서 기술한 Lahaye et al. (1996)의 최 효과 투

여량이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다. 게다가 기존의 물리

적인 혼합 실험에 비하여 훨씬 적은 양의 촉매를 투

입하고서도 좋은 촉매성능을 나타내므로 이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화염에서 훨씬 작은 크기의 촉매

입자가 생성되어 탄소입자에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반응이 종결된 후 잔류하는 회 (Ash)의 함량은 열

분석 결과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림 6(a)는 페

로신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잔류 회의 양도 증가

함을 보인다. 이는 Fe 성분의 회는 산화물로서 가스

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회의 무

게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500

ppm (0.15%)의 페로신을 디젤유에 첨가한 경우에 반

응 후 잔류 Ash는 첨가량에 비해 훨씬 증가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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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R-TEM image showing three kinds of Fe-based
catalytic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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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에 달한다. 이는 페로신에 의해 화염 중 탄소

입자의 연소가 촉진되어 탄소입자의 함량이 감소하

므로, 상 적으로 Fe성분의 함량이 증가함을 의미한

다. 

페로신 첨가량을 달리할 때 생성된 입자에 존재하

는 Fe의 무게분율을 ICP-AES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

하고 열분석을 통한 잔류 회의 함량과 비교하여 그

림 7에 나타낸다. 산화반응전 샘플에 포함된 Fe의 함

량은 페로신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열분석후 잔류

회의 함량과 함께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Fe 성분

이 페로신으로부터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화염입자

샘플에 Fe 성분이 부분산화 (FeOx; 0⁄x⁄1.5)된 상

태로 존재하 다면, 열분석과정 후 완전 산화되어

Fe2O3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샘플에 포함된 회

의 무게는 산소결합에 의해 반응전 비 최 40%

(최초 회의 조성이 금속 Fe인 경우)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그림 7에서 잔류 회 함량이 ICP

로부터 Fe 성분의 함량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설명한

다. 

3. 3 산화반응 동력학 (Kinetics)에 미치는

촉매 효과

전절에서 보인 샘플별 산화반응 동특성 (Oxidation

dynamic characteristics)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각 샘플의 동적 열분석 결과로부터 다음

과 같이 반응율 상수와 온도의 관계를 구하여 산화

반응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를 비교한다. 고체상 물질

의 산화반응율은 다음의 식으로 묘사된다 (Raghu et

al., 2002).

dα
mmm==k∙f(α) (1)
dt

위에서 산화반응도 α는 열분석 전후 샘플의 질량 w0

과 wf에 기초하여, 임의의 시간 또는 온도에서 샘플

의 무게변화율 (w0-w)/(w0-wf)로 정의한다. 일정한

승온율 β==dT/dt==4�C/min로 샘플을 가열하는 동적

열분석의 경우 식(1)을 다음과 같이 변수 치환할 수

있다.

dα 1
mmm==mmm k(T)∙f(α) (2)
dT    β

위에서 f(α)는 화학반응 동력학 모델을 나타내며 반

응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수식으로 표현된다 (Cria-

do et al., 1990; Ettarh and Galwey, 1995). 예를 들면,

입자 내부와 표면 전체에서 반응하는 경우 1차 반응

모델 (Unimolecular decay law)로서 f(α)==1-α가 사

용되고, 탄소입자의 산화와 같이 표면반응에 의해 전

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축소구 (Contracting Sp-

here) 모델로서 f(α)==3(1-α)2/3이 자주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축소구 모델을 사용한다. 또한

k(T)는 반응율 상수로 온도에 따라 변화하며

Arrhenius 관계식 (k(T)==A exp(-E/RT))로 근사되고

식(2)를 k(T)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β    dα E  
mmm mmm==k(T)==A exp·-mmm‚ (3)
f(α)  dT                            RT

위 식에서 A는 반응 전구계수 (Prefactor), E는 반응

활성화에너지 그리고 R는 기체상수이다. 식 (3)에 로

그를 취하면 다음 식과 같다.

β dα E
ln·mmm mmm‚==ln(k)==ln(A)- mmm (4)

f(α) dT                              RT

이에 동적 열분석 결과로부터 식 (4)의 좌변은 온도

의 역수에 선형적으로 반비례하게 되고 선형 피팅된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구한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카본블랙 (CB)과 0, 50, 5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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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termination of a metallic component and ash con-
tents in the flame soot particles using ICP-AES and dynamic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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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으로 페로신을 첨가한 화염 디젤 샘플에 하여

Arrhenius 선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위 식에서는

온도별 반응도의 변화율 dα/dT를 사용하므로 그림

에서처럼 상당한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응도 변

화가 작은 반응초기와 종결직전을 제외한 범위 (0.1

≤α≤0.9)에 하여 그림에 표시하 다. 

그림 6(a)의 TGA 곡선에서 0 ppm의 화염샘플은

250~450�C의 저온 구간에서 CB에 비하여 이미 반

응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림 8에서 0 ppm

샘플의 반응율이 저온부에서 더 높은 것과 일치한다.

부분의 반응이 일어나는 450~600�C 구간에서는

거의 같은 반응율을 나타낸다. 특히, CB의 산화반응

은 거의 전범위에서 선형의 Arrhenius 관계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0 ppm 화염 샘플의 산화반응은 저온부

에서 낮은 그리고 고온부에서 높은 활성화 에너지로

구분되어 발생한다. Fe의 첨가량을 50 ppm으로 높이

면, 저온부와 고온부의 활성화 에너지는 74.9 kJ/mol

과 121.6 kJ/mol로 각각 현저히 감소한다. 첨가량을

500, 1,500 ppm으로 더 증가하면, 특히 고온반응이

활성화에너지 감소에 의하여 가속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를 기존에 보고된 활성화 에너지와 비교하기 위

하여, 디젤입자, 화염 입자, CB 등의 다양한 탄소계열

입자에 하여 보고된 산화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촉

매의 유무를 중심으로 표 1에 요약하 다. 촉매가 없

는 경우, 상용샘플인 CB의 활성화 에너지는 150~

170 kJ/mol 정도의 값을 가지므로 본 연구의 169.1

kJ/mol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에, 표 1에서 디젤 입자

는 엔진 로드, 측정법, 사전 열처리 유무에 따라 촉매

가 없는 경우에도 64~210 kJ/mol로 넓게 분포한다.

화염 입자 (Soot)은 140~170 kJ/mol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의 저온부 (110.9 kJ/

mol) 보다는 고온부와 더 가깝다. 기존의 화염 입자

는 메탄, 아세틸렌 등의 산화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탄소입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화염중 디젤 액적을

분무/연소를 통하여 생성된 입자를 사용하 기에 오

히려 디젤입자의 특성에 좀 더 가까운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에서 촉매를 투여한 경우

활성화 에너지가 10~100 kJ/mol 정도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로신을 첨가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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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rrhenius plot of carbon black and flame soots at
different ferrocene additions. 

Table 1. Comparisons of activation energies of oxidation reaction of various carbon-based particle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catalysts from literatures.

References
Origin of

Catalyst
E [kJ/mol]

the samples Absence of catalyst Presence of catalyst

Lahaye et al. (1996) Soot CeO2 170 120

Stanmore et al. (1999) Diesel PM CeO2 210 210

Ciambelli et al. (1994) CB Cu-V-K 151 100

Du et al. (1990) Soot Ca 145 120

Bokova et al. (2004) CB CeO2++Al2O3 163 63

Kim et al. (2005) Soot Fe2O3 162 116

Jung et al. (2005) Diesel PM CeO2 110 102

Yezerets et al. (2003) Diesel PM - 64~126 -

Smith (1978) Soot - 142 -

Neeft et al. (1997) CB - 168 -



온부에서 약 15~35 kJ/mol의 활성화 에너지 감소와

고온부에서 45~115 kJ/mol의 감소를 확인하 다. 기

존 연구의 결과와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

내지만, 촉매효과는 저온부보다 고온부에서 주로 발

생되며, 저온부에서 50 ppm을 경계로 더 많은 촉매

의 투여는 저온반응의 촉진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나머지에서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3. 4 디젤분무 화염입자의 저온 촉매-산화반응

특성과 표면 성분의 관계

열중량 분석법 (TGA)의 원리를 고려할 때, 저온부

에서의 반응도의 차이는 실제 산화반응 또는 휘발성

물질(H2O 또는 Solid Organic Fraction (SOF))의 증발

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실제 반응에 기인한 것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샘플을 300�C로 등온 가열

할 때, 발생된 가스의 조성을 Gas-Cell FTIR을 이용

하여 측정하 다. 그림 9(a-c)에 CB, 0 ppm과 50 ppm

샘플로부터 발생된 가스의 FTIR 분광결과를 나타내

었다. CB에 비하여 0 ppm의 화염샘플로부터 저온에

서 좀더 많은 CO2가 생성된다. 그러나 3,500~4,000

cm-1의 흡수 밴드를 가지는 수증기양은 거의 같으므

로 초기 입자에 포함된 수분의 양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tanmore et al. (1999)에 의하면 저속

으로 가열시 SOF는 산화되기 보다는 증발한다. 이를

고려할 때, FTIR 분광에서 기상의 SOF성분이 관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입자에 미미한 양으로 존

재하여 그림 6(a)에서 CB 비 0 ppm 샘플의 저온 반

응도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촉매가 첨가되지 않은 화염입자 또는 디젤입자의

산화반응은 입자 표면에서 주위 산소의 화학흡착, 표

면산화복합체 (Surface Oxygenated Complex, SOC)의

생성, SOC의 탈착에 의한 CO/CO2의 생성 등 단계

적으로 발생한다 (Ahmed et al., 1987; Du et al., 1990;

Li et al., 1998). 이 때 산소의 화학흡착과 SOC의 형

성이 가장 느린 반응으로 전체 산화반응율을 결정

(rate-determining)하는 단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de Soete, 1988; Mul et al., 1998) 또한 저온 산화반응

중 입자의 미세구조가 변화하여 마이크로 스트레인

(Microstrain)이 생성되므로, 또 다른 향인자로서

산화반응율의 변화를 야기한다 (Walker, 1990; Ishi-

guro et al., 1991; Song et al., 2006a) 이 모든 것은 무

촉매의 디젤입자 또는 화염입자에 한 것이고, 촉매

의 존재 하에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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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evolving gas compo-
sition during soot particle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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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B, 0 ppm, 50 ppm, 500 ppm 샘플의 표면성분

을 SIMS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양이온 SIMS 분광결

과를 그림 10(a-c)에 나타낸다. 지면 관계상 50 ppm은

생략한다. 전체적인 분광 특성은 Kirchner et al.

(2003)의 디젤 배출 입자의 표면특성과 유사하다. 그

림 10(a)와 (b)를 비교하면, SOF 성분이 화염샘플에

서 더 많이 나타나고, 특히 화염샘플에서만 Na와 Ca

의 알칼리 금속과 Fe 성분이 미량 발견되고 0 pp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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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ppm 샘플의 그림 10(b)와 (c)에서 알칼리 금속

성분의 양은 거의 같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은 분무/

연소되는 디젤유 자체에 포함되었던 미량 성분으로

사료되며, Ca 등과 같이 반응률을 향상시키는 산화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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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Negative SIMS spectra for (a) carbon black, (b) 0 ppm-Fe doped, (c) 50 ppm-Fe doped flame soot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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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로서 알려져 있다 (Du et al., 1990; Neeft et al.,

1998) 이점은 CB와 0 ppm 화염 입자 샘플의 저온 반

응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페로신 첨가량을 50

ppm과 500 ppm으로 증가할 때, Fe의 Peak이 급격히

증가한다. SIMS는 조사한 이온의 투과 깊이가 수 나

노미터에 불과해 주로 표면조성 분석에 사용되므로

입자의 표면근처에 Fe 성분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

때, 첨가량을 증가하면 SOF 성분이 다소 감소하여

Fe2O3가 SOF의 산화를 촉진한다고 보고한 Neri et

al. (1997)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SOC의 증가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음이온 SIMS

결과를 그림 11에 제시한다. CB와 0 ppm 화염샘플을

비교 (그림 11(a, b))하면 화염샘플에 SOF 성분이 더

많다. 음이온 SIMS에서는 50 ppm으로 페로신을 추

가하여도 그림 11(b-c)에서처럼 SOF의 변화는 거의

없다. 삽입된 확 그림에서, CB에 비하여 화염샘플에

황산화물 Peak이 높은 것은 황이 미량 포함된 디젤

유를 분무/연소시켰기 때문이다. 질량/ 전 비가 59

와 73인 두 Peak은 C2H4O2
-와 C3H5O2

-로 규명되었

고 두 종류의 Lactone, 즉 β-propiolactone과 γ-buty-

rolactone에 아주 가깝다. 또한 72 m/z 위치의 Peak은

Carbonate 성분으로 규명될 수 있다. Lactone은 탄소

의 표면에 화학흡착된 SOC 성분중 특히 저온에서

불안정하여 N2 분위기에서도 해리되어 (Mul et al.,

1998) 무게감소를 유발한다. 이 SOC Peak은 CB보다

0 ppm의 화염샘플에서 더 크고 페로신을 첨가하면

더 커지므로 흥미롭게도 그림 8의 저온 산화반응부

에서 활성화에너지의 감소와 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비록 지면관계상 그림으로 제시하지

는 않았지만 500 ppm 이상 증가하면 다시 SOC Peak

이 감소하 고, 그림 8에서 500, 1,500 ppm으로 Fe 첨

가량을 증가할 때 저온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다시

증가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샘플별로 lactone의 변화를 FTIR

로 측정하 고 KBr로 희석된 CB, 0 ppm, 50 ppm,

500 ppm, 1,500 ppm 샘플에 한 FTIR 분광 결과를

그림 12에 제시한다. Mul et al. (1998)은 다양한 전이

금속을 CB와 8 : 1의 무게비로 혼합한 후 부분 산화

시킨 촉매함유 샘플을 질소에서 가열하면서 FTIR 분

광을 측정하 다. 그들은 표 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1,735 cm-1와 1,423 cm-1 위치의 lactone과 dimeric

acid가 소모될 때, 1,857 cm-1 (cyclic acid), 926 cm-1

(epoxidic acid)의 Peak이 증가함을 관찰하여 lactone

을 가장 활성화된 SOC로 주장하 다. 그림 12에서 0

ppm 화염샘플의 lactone (1,714 cm-1)과 quinone

(1,613 cm-1)이 CB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 이

는 전술한 SIMS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화염샘

플에서 페로신 첨가양을 0 ppm에서 50 ppm으로 늘

릴 때, SIMS의 결과와는 다르게 lactone과 quinone

이 미량 감소한다. FTIR은 투과성이 큰 전외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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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FTIR spectra of carbon black, and 0 ppm-, 50 ppm-,
500 ppm- and 1,500 ppm-Fe doped flame soot particles;
horizontal lines are drawn for comparison of each peak
height.

Table 2. Oxidation responses of surface oxygenated com-
plexes and their corresponding FTIR peaks of carbon black
during oxidation (Mul et al., 1998).

Absorption band Peak Variations during
[cm-1] assignments heating in N2

2300~4000
Carboxylic acid
hydroxylic acid 

-

1857 Cyclic acid anhydrides Increase

1793 Cyclic acid anhydrides -

1763~1738 Lactone (C==O) Decrease

1617
Quinones (C==O)/

Carbon framework (C==C)
-

1423 Dimeric acid Decrease

1500~1630 Carbon framework (C==C) -

1300~1500 Carbonates -

1000~1350 Ethers (C-O-C) -

926 Epoxides Increase

731 Aromatic C-H -



에서 입자 전반에 걸친 lactone 함량을 측정하므로, 0

에서 50 ppm으로 페로신을 첨가하면 입자의 내부의

lactone이 미량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SIMS에서 측정가능한 투과깊이는 1~10 nm에 불과

하므로 입자의 표면에 생성된 lactone, 즉 활성 SOC

(SIMS 결과)를 측정하게 되고, 페로신을 첨가하면 표

면의 활성 SOC가 더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술

할 반응모드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샘플은

표면산화에 의해 주도되므로, SIMS 결과가 전체 반

응율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첨가량을 50

ppm에서 500, 1,500 ppm으로 현격히 늘리면 표면과

입자 내부 모두 lactone과 quinone이 감소하는 것을

SIMS와 FTIR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고, 그림 8의

저온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74.9, 87, 94.7 kJ/mol로

증가하는 것의 부분적인 이유가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페로신을 첨가한 디젤유를 수소-

공기 확산화염에 분무하여 Fe 계열의 촉매 담지 화

염입자를 생성하여 1) 촉매의 투여량에 따라 화염중

입자 배출의 원천 저감, 2) 화염입자의 산화반응 특

성의 향상 등 촉매효과의 정량화, 3) 화염입자의 물

리/화학적 특성화 등을 연계하여 저온과 고온에서

촉매현상을 규명하 다. 페로신 첨가량을 증가할 때,

산화 반응율이 크게 향상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크게

감소함을 관찰하 고 특히 저온에서 촉매의 존재로

인한 활성 SOC의 생성과 결정성의 저하 등이 원인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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