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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속(Ru, Mn , Co, Fe)을 Al2O3와 CeO2에 담지한 촉매를 이용하여 1,2-Dichlorobenzen (1,2-DCB) 제거를 위한 

촉매산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시에 NOx 제거가 이루어져 단일 촉매층에서 산화/환원 이원 기능이 가능

한 촉매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1,2-DCB 산화제거효율은 Ru/Co/Al2O3, Mn-Fe/CeO2, 상용촉매인 Cr/Al2O3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1,2-DCB 산화제거효율이 가장 우수하였던 Ru/Co/Al2O3는 Chlorobenzene (CB)의 분해실험에서도 

VOC 제거에 있어서 잘 알려진 Pt-Pd/Al2O3 보다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Cl2와 같은 생성물에 의하여 활성의 

저하 및 황에 대한 내피독성과 내구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NOx제거에 있어서도 260 ℃에서 NOx 전환

율이 70% 정도로 나타났다.

The catalytic oxidation of 1,2-dichloribenzene (1,2-DCB) and simultaneous catalytic reduction of nitrogen oxides over the sin-

gle catalyst has been investigated over various metals (Ru, Mn, Co and Fe) supported on Al2O3 and CeO2. The activity of 

the different catalysts for catalytic oxidation of 1,2-dichloribenzene depended on the used metal, Ru/Co/Al2O3, Mn-Fe/CeO2 

and Cr/Al2O3 (commercial catalysts) being the most actives ones. In the catalytic oxidation of chlorobenzene (CB), Ru/Co/Al2O3 

is better than Pt-Pd/Al2O3, which is the well-known catalyst good for VOC oxidation. Furthermore, it has a good durability 

on the deactivation by Cl2 and sulfur. For nitrogen oxides (NOx) removal, NOx conversion was 70% at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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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다이옥신(Dioxine) 

등이 있다. 이 중 다이옥신(dioxine)은 두 개의 벤젠고리에 염소가 여

러 개 붙어 있는 화합물 산소가 2개인 다인옥신류와 산소가 한 개인 

퓨란류를 합하여 210종류가 존재한다. 이 다이옥신은 면역독성, 발암

성, 심장기능장애, 축적성 및 난분해성 등이 있는 독성물질로 잘 알려

져 있다[1].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소각 후 기술(Post-Incineration Tech-

nology)은 초고온 플라즈마방식, 고온열분해 용융방식, 고온열분해방

식, 촉매분해방식, 활성탄 흡착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기존 

소각로의 적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촉매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주목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질소산화물(이하 NOx)은 시정장애 및 온실효과뿐 아

니라, 산성비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자외선 존재 하에 산소와 결합하

여 광화학 스모그 물질(오존, PAN 등)을 유발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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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최근 NOx 관련 환경법규는 급

격히 강화되고 있으며 NOx를 배출하는 산업공장 등에서는 한층 강화

된 환경법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 경제적인 새

로운 형태의 고효율 NOx 제거용 후처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NOx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암모니아(이하 NH3)를 환원제로 이용한 선택적 촉매 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2].  

기존 배가스 다이옥신 후처리 방법으로는 활성탄을 사용하여 흡착 

제어 후 연속해서 산화촉매를 통과시켜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현

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문제점은 다이옥신이 흡착된 

활성탄의 재생 또는 폐기 시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산화촉매의 제거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촉매를 이용한 다이옥신의 산화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촉매로는 NOx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바나듐산화물(V2O5)를 주성분으

로 하고 이의 조성을 변화시켜 산화력을 배가한 산화촉매가 현재 공

정에 사용되고 있으나 NOx의 처리성능에서는 만족스러우나, 다이옥

신 산화에 있어서는 활성이 낮다[3]. 

이러한 단점들로 인하여 다이옥신 산화촉매의 개발 분야에 연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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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cursors and Supports of Catalyst Preparation

Components Formula Manufacturer Product No.

γ-Al2O3 Al2O3 Aldrich Chem. Co Cat. No. 19,996-6

NMO - 호주산 망간광석 -

Pt H2PtCl6⋅6H2O Inuisho Precious Metals Co., LTD. Lot No. 90301

Pd PdCl2 Aldrich Chem. Co. Cat. No. 20,588-5

Ru RuCl3⋅xH2O Aldrich Chem. Co. Cat. No. 20,622-9

Ce Ce(NO3)3⋅6H2O Aldrich Chem. Co. Cat. No. 39,2219-9

Zr N2O7Zr Fluka Chem. Co. Cat. No. 96615

Mn Mn(CH3COO)2⋅4H2O Junsei Cat. No. 11-254

Co Co(NO3)⋅6H2O Yakuri Cat. No. 092122

W (NH4)2WO4 Aldrich Chem. Co. Cat. No. 32,238-5

V NH4VO3 Aldrich Chem. Co. Cat. No. 20,555-9

발 중에 있다[4]. 백금(Pt)과 금(Au)의 혼합물은 촉매의 가격 측면에서 

활성금속의 주성분이 백금이므로 기존 V2O5-WO3/TiO2 상용 촉매에 

비해서 오히려 고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백금계열의 촉매는 반응온도가 450 ℃ 이상으로 충분

하게 높지 않으면 Chlorobenzene (이하 CB) 산화반응에서 결합된 염소

의 수가 증가된 PhClx가 형성되어 도리어 TEQ (Toxicity Equivalent, 

독성등가 환산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

으므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0 ℃ 이하에서 2,3,7,8-TCDD (Tetrachloro-

dibenzo-p-dioxin)의 구조와 유사하여 산화촉매 개발과정에서 모델반

응물로 채택되고 있는 1,2-Dichlorobenzen (이하 1,2-DCB)와 다이옥신

의 생성과정에서 전구물질로 여겨지고 있는 CB 대한 산화능력 갖는 

비 백금계 촉매의 활성 및 내구성을 연구하였으며 동시에 NOx 제어

를 위한 촉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촉매의 제조방법

 망간광석 및 망간산화물촉매의 경우 망간광석을 볼밀(ball mill)로 분

쇄한 후 40/50 mesh (0.359 mm) 표준체망으로 분리하였으며 입자들의 

균일성을 얻고자 충분히 혼합하였고 시료의 표면 및 미세기공에 응축

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105 ℃에서 24 h 이상 건조하여 사용

하였다. 소성온도에 따른 망간산화물 중 MnO2의 형태가 Mn2O3 형태

로의 변화하는 온도는 600 ℃ 이상의 온도이며[5] 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상온에서 24 h 건조 후 400 ℃에서 12 h 동안 산소 분위기하에서 

소성시켰다. 

활성금속을 담지한 촉매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활성금속

은 과잉용액함침법(wet impregnation method)으로 지지체에 분산하였

다. 원하는 금속산화물의 함량이 되도록 일정량의 금속 전구체를 포함

하는 산 또는 알카리 용액을 제조한다. 이 때 용액의 부피는 담체 부피

의 70%가 되도록 하여 담체에 흡수되지 않고 남는 액상의 부피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비된 용액에 담체를 투입한 다음 상온에

서 30 min간 교반한 후 60 ℃ 진공회전 증발기에서 30 min 건조 후 

105 ℃에서 24 h 건조한다. 건조된 촉매는 350 ℃ 공기분위기에서 10 h 

소성하여 산화물로 전환한다. 

다 성분계 촉매 제조는 담지체인 알루미나에 활성금속 과잉용액을 

함침하여 건조 및 소성을 위와 동일한 순서로 완료한 후 적절한 농도

Figure 1. Schematic diagram a fixed bed reactor for Catalytic oxidation 

of 1,2-DCB.

를 갖도록 준비된 활성금속 용액으로 함침, 건조, 소성하여 완성한다. 

사용한 담체 및 금속의 전구체는 상기 Table 1과 같다. 

2.2. 실험방법

연구에 사용된 반응물은 다이옥신 중에서 가장 큰 독성을 갖는 2,3,7,8- 

TCDD (Tetrachlorodibenzo-p-dioxin)의 구조와 유사하여 산화촉매 개발과

정에서 모델반응물로 채택되고 있는 1,2-DCB와 다이옥신의 생성과정에서 

전구물질로 여겨지고 있는 CB를 모델 반응물로 사용하였다[6,7]. 

실험장치는 가스공급부, 반응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전기로, 분석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기 중간에 석영솜을 설치하여 촉매를 지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도는 고정층 하부에 장착된 K-type의 열전대

로 측정되며 층의 온도가 일정하게 조절된다.  

Figure 1과 같이 반응기에 공급되는 가스는 각 실린더로부터 반응기에 

공급되며 유량은 MFC (Mass Flow Controller, MKS Co.)와 유량계를 사용

하여 조절하였다. 가스 공급관은 가열을 하여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였다. 

액상의 반응물과 물은 파이렉스(pyrex) 재질의 포화기(saturator)에 

넣고, 이를 항온수조(constant-temperature H2O tank)에 장착하여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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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을 조절하였다. 포화기를 통과한 가스에 산소 또는 질소를 혼합하여 

일정농도가 되도록 하며, 이 때 수분의 함량 역시 반응물과 동일한 방

법으로 공급하였다. 반응기로 유입되는 전체유입가스 중 질소와 산소

의 유량비를 조절하여 산소의 농도를 조절하였다. 

반응기의 온도를 설정하고 정상상태에 도달하여 1 h을 유지한 후 

온라인(on-line)으로 연결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3회의 분

석을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전환율을 얻었다. 

촉매층의 전⋅후에서 반응물은 HP-5 모세관 컬럼(30 m × 320 µm 

ID)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에 불꽃이온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로 측정하였다(HP 5890). 분석은 150 ℃ 등온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운송가스는 헬륨(He)을 사용하였다. 반응물은 촉매층 

전⋅후에 장착된 6 port 밸브를 이용하여 시료를 250 mL 채취하여 주

입하였다. 1회의 시료 분석 소요시간은 약 4.5 min이며 반응물의 전환

율은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면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NOx의 환원력 실험방법은 각 가스의 실린더로부터 MFC (Mass Flow 

Controller, MKS Co.)를 사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다. 또한, 수분의 공

급은 다이옥신 실험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스공급관은 전체에 

걸쳐 스테인레스 관으로 하였으며 NOx와 NH3가 반응하여 생기는 

NH4NO3, NH4NO2와 같은 염의 생성을 방지하고 반응가스 중의 수분이 

응축되지 않기 위하여 열선을 감아 180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O는 비분산 적외선 

가스분석기(Uras 10E, Hartmann & Braun Co.)를 사용하였으며, SO2는 

화학 발광 분석기(43C HL, Thermo Ins.) 사용하였다. 또한 NO2의 농도

와(9L, GasTec. Co.) NH3의 농도는(3M, 3La, 3L, GasTec. Co.) 검지관

을 사용하였다. 모든 가스는 분석기로 유입되기 전에 수분은 저온순환

수조로 영하 40 ℃를 유지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유입하였으며, NOx

의 전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분해

다이옥신의 전구체이며 분해과정에서 중간물질로 알려진 있으며 

다이옥신 제거용 산화촉매 개발과정에서 모델반응물로 채택되고 있는 

1,2-DCB의 제거효율을 여러 가지 금속산화물로 제조된 촉매를 대상

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촉매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방법으로 활

성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물질이란 촉매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귀금속, 전이금속 및 금속산화물 

들이 있으며, 이들의 선정은 반응경로, 반응기구를 고려하여 선정하거

나 흡착상태나 반응 중간체에 관점을 두고 선정하거나, 촉매의 피독성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2-DCB 산화반응에 있어

서는 HCl 및 Cl2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독성을 가지는 활

성물질과, 실제 조업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촉매독(활로겐물질, 황

화합물, 유기산 등) 등이 고려되어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2-DCB 산화반응의 촉매에 첨가되는 활성물질은 

활로겐에 대한 피독성이 우수하고 산화력이 우수한 백금계 및 소각로 

배가스 처리의 촉매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들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

Table 2. 1,2-DCB Conversion (%) of Various Catalysts

Catalyst 1,2-DCB conversion (%)

*V2O5-WO3/TiO2 51

*Cr/Al2O3 93

*Pt-Pd/Al2O3  5

Ru/Mn/Al2O3 55

Ru/V/Al2O3 51

Ru/Co/Al2O3 98

Ru/Mn-Co/Al2O3 50

Mn-Fe/CeO2 94

Mn-Fe/Al2O3 49

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천연망간광석(NMO)에 활성금속을 담지하여 

Ru/NMO, Ce/NMO, Zr/NMO, Co/NMO 촉매를 제조하였다. 활성금속 

중 Ru와 Zr을 첨가한 촉매의 경우 천연망간광석(NMO) 자체의 산화력

보다 산화제거효율이 증가하였으며 Ce, Co를 첨가한 촉매에서의 산화

제거효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8]. 담체로서 Al2O3

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천연망간광석을 담체로 사용하였을 때 

1,2-DCB 산화제거효율이 가장 우수하였던 활성금속인 루테늄(Ru)을 

주성분으로 하여 산화력의 배가가 예상되는 타 금속성분에 따른 효과

의 측정하는 방법으로 촉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촉매는 Ru/Mn/ 

Al2O3, Ru/V2O5/Al2O3, Ru/Co/Al2O3와 산화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망간(Mn) 계열로서 Mn-Fe/CeO2와 Mn-Fe/Al2O3 그리고 Mn과 코발트

(Co) 두 물질의 혼합형태로서 Ru/Mn-Co/Al2O3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활성비교평가를 위하여 상용제품으로 V2O5-WO3/TiO2, Pt-Pd/Al2O3, 

Cr/Al2O3를 활성의 기준치로 사용하였다. 특히 V2O5-WO3/TiO2는 현재 

국내의 많은 소각로의 다이옥신 산화제거촉매로 사용되고 있다. 

실험조건은 전환율의 차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1,2-DCB 650 

ppm, H2O 2.1 vol%, GHSV (STP) = 1.0 × 104 h-1, O2 20 vol%로 유지

하였다. 실험은 반응물을 공급하면서 반응기의 온도를 260 ℃까지 상

승, 1 h 유지 후에 1,2-DCB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현재 국내 많은 소각로의 다이옥신 

산화제거 촉매로 가장 널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V2O5-WO3/TiO2 

촉매의 1,2-DCB 산화제거효율은 51%였으나 대부분의 Ru와 Mn을 활

성금속으로 제조된 촉매는 51% 혹은 그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 중 Ru/Co/Al2O3와 Mn-Fe/CeO2 촉매의 1,2-DCB 산화제거효율은 

90% 이상으로서 고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용촉매로는 Cr/Al2O3 촉

매가 93%의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Ru과 Mn계열의 활성금속이 다

이옥신 산화제거용 촉매로 적절하며, 특히 Ru/Co/Al2O3의 경우는 매

우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이옥신 전구체 및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체인 CB의 

산화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1,2-DCB에 대한 활성은 낮지만 기존 휘발

성 유기화합물의 산화촉매로서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9] 

Pt-Pd/Al2O3 그리고 1,2-DCB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던 Ru/Co/Al2O3를 

사용하여 온도에 따른 CB 산화력을 비교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은 CB  420 ppm, H2O 2.15 vol%, GHSV (STP) 1.0 × 104 

h-1
을 유지하였다. 실험은 반응물을 공급하면서 반응온도로 가열, 1 h 

유지 후 각 반응물의 배출농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Table 3에 보는 바와 같이 Ru/Co/Al2O3, Pt-Pd/Al2O3 촉매

의 상대적인 활성으로 판단할 때 Ru/Co/Al2O3 촉매가 다이옥신의 중

간체의 한 종류인 CB의 산화촉매로서 Pt-Pd/Al2O3보다 산화제거능력

이 우수한 촉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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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B Conversion (%) of Pt-Pd/Al2O3 and Ru/Co/Al2O3

Catalyst Temperature (℃) Conversion (%)

Pt-Pd/Al2O3

275 50

305 90

Ru/Co/Al2O3

220 99.8

180 95

Figure 2. Activity of (A) Ru/Co/Al2O3, (B) Mn-Fe/CeO2, (C) Cr/Al2O3 

catalysts for 1,2-DCB oxidation at 240∼260 ℃, as a function of time 

on-stream (Condition: 1,2-DCB  650 ppm, H2O 1.5 vol%, GHSV (STP) 

10000 h
-1

).

3.2. 촉매의 내구성

다이옥신과 같이 Cl 성분이 포함된 반응물은 산화과정에서 Cl2와 

같은 생성물에 의하여 활성의 저하가 발생[10,11]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촉매 성분 도출을 목적으로 초기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Cr/Al2O3, Ru/Co/Al2O3, Mn-Fe/CeO2 촉매에 대한 1,2-DCB 산화력 내

구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조건은 1,2-DCB 650 ppm, H2O 1.5 vol%, GHSV (STP) 10000 h-1, 

반응온도 240∼260 ℃에서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Figur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r/Al2O3의 경우 초기활성은 1,2-DCB 전환율 90%에 

달하나 반응시간 5 h 내에 전환율 70%로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Mn-Fe/CeO2, 촉매 역시 초기활성은 90% 이상에 달하나 7 h 내에 잔여

활성 50%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Ru/Co/Al2O3 촉매의 경우 반응 48 h 

경과 시점까지 전환율의 감소 없이 초기활성이 유지되었다. 반응온도

를 240 ℃로 감소시켜서 온도에 따른 영향을 본 결과 80%의 전환율이 

유지되었다. 반응온도를 250 ℃로 상승시킴에 따라서 1,2-DCB의 전환

율은 90%로 상승하여 17일간 유지할 때 동일한 전환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Ru/Co/Al2O3 촉매의 활성을 장기간 진행한 결과 1,2-DCB 

650 ppm을 처리할 때 활성의 저하는 없었다. 따라서 Ru/Co/Al2O3의 

촉매가 1,2-DCB 산화제거효율과 내구성이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이옥신의 발생을 보면 1차적으로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들 수 있

다. 소각로 배기가스 중에는 다량의 SO2가 포함되어 이를 석회 등을 

이용한 탈황공정이 있으나 NOx, 다이옥신제어용 반응기로 10 ppm 미

만의 함량이 포함된 반응물이 공급된다. 따라서 초기 활성이 매우 우수

하고 다이옥신과 같이 염소(Cl)계 성분이 포함된 반응물은 산화 시 내

구성이 우수하여도 SO2 존재 하에서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영향이 있을 경우 잔여활성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1,2-DCB 650 ppm, H2O 1.4 vol%, O2 20 vol%, SO2 

14 ppm, GHSV (STP) 1.0 × 104 h-1
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촉매의

1,2-DCB 산화제거효율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Ru/Co/Al2O3, Ru/Mn/Al2O3

Figure 3. Activity of (A) Ru/Mn/Al2O3, (B) Ru/Co/Al2O3, (C) 

Ru/NMO catalysts for 1,2-DCB oxidation at 260 ℃, as a function of 

time on-stream with SO2. (Condition: 1,2-DCB 650 ppm, H2O 1.4 

vol%, O2 20 vol%, SO2 14 ppm, GHSV (STP) 1.0 × 10
4
 h

-1
).

와 천연망간광석(NMO)에 활성금속으로 Ru을 담지한 Ru/NMO 촉매에 

활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Figure 3과 같이 Ru/NMO 촉매는 15 h 내에 잔

여활성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Ru/Mn/Al2O3 촉매는 Ru/NMO 촉매와 같이 17 h 내에 잔여활성이 1∼

2%에 불과할 정도로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Ru/Co/ 

Al2O3 촉매의 경우 반응시간 30 h 경과 시점부터 1,2-DCB의 전환율이 

서서히 감소하여 48 h 동안 잔여활성 68∼72%의 전환율을 갖는 평형값

(residual activity)이 도달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반응물 중에 포함된 SO2

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되어 SO3로 산화될 때 탈착[12]이 진행될 수 있

으므로 SO2의 산화속도에 따라서 촉매의 활성점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되며 결국 1,2-DCB의 산화반응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1,2-DCB 650 × 0.3 = 195 ppm을 처리할 수 있는 반응 활성점이 S의 

산화 활성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1,2-DCB

는 일정 농도 이하(455 ppm)에서는 SO2의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산화

촉매로서의 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시스템의 연소로 배출 다이옥신 농도는 2∼3.5 ng/Nm2
에 불과

하다. 물론 이 값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농도이나 촉매의 활

성점 수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값이다. 이러한 연유로 

보통 다이옥신 제어촉매의 활성 검토 시 반응물의 농도를 1 ppm 전후

가 되도록 유지하여 실험을 실시한다[2]. 따라서 Ru/Co/Al2O3 촉매에 

대하여 반응물을 1,2-DCB 100 ppm으로 낮게 주입하고 SO2 10 ppm에 

대한 장기간의 활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의 실험조건은 반응온도 

260 ℃, GHSV (STP) 1.0 × 104 h-1, H2O 1.2 vol%, O2 20 vol%이다. 

그 결과 Figur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3일 경과 시점까지 초기

활성인 99.9%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다. SO2 10 ppm에 대한 영

향은 받지 않으므로 실제 시스템에 적용 시 SO2영향은 배제할 수 있으

며 또한 1,2-DCB 100 ppm 정도의 반응물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

로 ppb 단위를 갖는 다이옥신의 산화촉매로서 사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3.3. NOx제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오염가스로는 Dioxin, NOx, CO, VOC, SO2, 미

세분진, HCl, 중금속 등이 주류를 이룬다. 현재까지 상용화 장치 또는 

연구결과를 보면 Dioxin류 및 NOx 저감방법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이 

완성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다이옥신과 NOx의 처리가 소각

로 시스템의 오염물중에서 미결의 항목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NOx 억제용으로 기 개발된 촉매의 주류는 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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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ctivity of Ru/Co/Al2O3 catalyst for 1,2-DCB oxidation at 260 

℃, as a function of time on-stream. (Condition: 1,2-DCB 100 ppm, H2O 

1.2 vol%, O2 20 vol%, SO2 10 ppm, GHSV (STP) 1.0 × 10
4
 h

-1
).

Figure 5.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NO conversion, outlet NO2 and 

NH3 over Ru-Co/Al2O3 (NOx 464 ppm, NH3 470 ppm, O2 3 vol%, 

GHSV (STP) 3.0 × 10
4
 h

-1
).

촉매 즉 NH3를 환원가스로 사용하며[13] V2O5-WO3/TiO2계 촉매가 상

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Dioxin은 기존 SCR 촉매인 바나디움계 

촉매의 산화력을 강화한 제품을 2단으로 설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다이옥신 산화력과 NOx

의 환원력을 동시에 갖추게 될 때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기대된다. 

1,2-DCB, CB의 산화활성과 SO2에 대한 내구성이 가장 우수하였던 

Ru-Co/Al2O3 촉매를 이용하여 NOx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NOx 

464 ppm, NH3 470 ppm, O2 3 vol%, GHSV (STP) 3.0 × 104 h-1,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ure 5와 같이 260 ℃에서 NOx의 전환율 70%, 미

반응 NH3 0 ppm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촉매의 NOx의 

SCR반응에 의한 환원제거 능력도 우수하였으며, 기존 상용시스템에서 

채택하는 NOx 농도 75%의 암모니아가 공급되나 본 실험에서는 100%의 

암모니아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6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암모니

아의 배출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암모니아에 대한 산화력이 우수

하므로 기존 바나듐계 SCR 촉매와의 차별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금속을 Al2O3와 CeO2에 담지하여 촉매를 제조하

여 1,2-DCB와 CB 산화력, 내구성, NOx의 제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 1,2-DCB 산화제거효율에 있어서는 Ru/Co/Al2O3, Mn-Fe/CeO2, 

Cr/Al2O3 순으로 효율이 우수하였다.

2) 1,2-DCB 산화제거효율이 가장 우수하였던 Ru/Co/Al2O3는 CB의 

산화에 있어도 매우 우수하였다.

3) Ru/Co/Al2O3, Mn-Fe/CeO2, Cr/Al2O3 내구성 실험에 있어서도 

Ru/Co/Al2O3 촉매가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SO2에 대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또한 NOx 제거에 있어서도 260 ℃에서 NOx

의 전환율 70%, 미반응 NH3 0 ppm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이옥신과 NOx 동시제거를 위한 촉매로서 Ru/Co/Al2O3 촉매가 가

장 적합한 촉매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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