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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오리멀젼, LNG 등의 화력발전소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SCR)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촉매의 재생

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들 촉매의 활성 저하를 고찰하였다. XRD, ICP-AES, BET, SEM 분석 등으로 촉매의 특성분석을 수행

하였고 이들 촉매에 대하여 암모니아 SCR을 행하였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SCR 촉매는 연료 성분과 관련된 황산염과 분진

의 침적에 의한 기공 폐색에 기인하여 활성저하가 발생하였다. 오리멀젼 화력발전소의 SCR 촉매는 연료에 함유된 바나듐

과 황 성분 그리고 연료에 첨가된 마그네슘 화합물의 침적에 의한 기공 폐색에 기인하여 촉매 표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촉매의 암모니아 SCR 활성은 약간 감소하였다. LNG 화력발전소의 SCR 촉매는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임에도 불구

하고 활성저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Deactivation of SCR catalysts applied in coal, orimulsion, and LNG power plants in Korea were studied for the regeneration 

of the deactivated catalyst. The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XRD, ICP-AES, BET and SEM, and were examined for am-

monia SCR. Deactivation of SCR catalyst applied in coal power plant was mainly caused by the blockade of the pore due 

to the deposition of sulfate and particulate related to the ingredients of the fuel. The surface area of SCR catalyst applied 

in orimulsion power plant decreased considerably by the accumulation of the compounds of vanadium, sulfur, and magnesium 

on the surface of the catalyst. The compounds of vanadium and sulfur were related to the ingredients of the fuel, and the 

compound of magnesium was related to the additive of the fuel. The activity of the deactivated catalyst for ammonia SCR, 

however, decreased slightly. Despite the long use for more than two-year, deactivation of SCR catalyst applied in LNG power 

plants hardly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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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질소산화물(NOx)은 배기가스에서는 거의 일산화질소(NO)로 존재

하지만 대기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질소(NO2)로 산화되어 태양

광과 작용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공해의 원인이 되

기 때문에 NOx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1]. 국내외적

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력 발전소 및 산업용 보

일러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제어하기 위한 배연탈질 설

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배연탈질 기술 가운데 선택적 촉매 환원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공정이 높은 탈질율과 안정성에 

기인하여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2-4]. 국내의 경우 발

전회사들이 SCR 공정을 중심으로 한 배연탈질 설비를 설치⋅운전하

고 있으며, 배연탈질 설비에 사용되는 SCR 촉매의 수명은 3∼4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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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SCR 촉매의 교체주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발생할 대량의 SCR 폐촉매의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발전 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운전 조건에 따라 연소 특성과 배

기가스 조성은 달라진다. 장기간 사용된 SCR 촉매의 재생을 위하여 

화력 발전소의 발전 연료 및 운전 조건에 따른 촉매의 활성저하 메카

니즘 규명과 재생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5,6].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촉매의 활성저하는 열적 소결, 알칼리 및 알칼리 토

금속에 의한 피독, 폐색(fouling) 등에 기인한다[7-10]. 중유화력 발전

소에서는 연료에 함유된 바나듐과 황의 반응 생성물인 황산바나딜

(VOSO4)이 촉매 표면에 침적되어 이산화황(SO2)의 산화를 촉진시켜 

SCR 반응기 후단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11]. 또한 배기가스에 포

함되어 있는 알칼리 금속은 촉매층에 침적되어 SCR 반응과 관련된 

브뢴스테드(Brönsted) 산점과 반응하여 촉매의 활성저하를 야기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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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내 화력발전소의 SCR 폐촉매 재생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석탄, 오리멀젼(orimulsion), LNG 등의 화력발전소에

서 사용되고 있는 SCR 촉매를 대상으로 피독, 폐색, 열적 소결에 대한 

특성 분석과 반응활성 측정을 통하여 촉매의 활성저하 특성을 고찰하

였다. 

2. 실    험

2.1. 촉매

2.1.1. 석탄 화력발전소 SCR 촉매

  실험에 사용한 촉매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SCR 설비 

두 기로부터 채취하였다. 촉매 모듈의 기사용 기간은 각각 9800 h과 

10900 h이었다. 시료 표기는 각각 CAU와 CBU 그리고 이들 시료의 

신촉매는 CLF로 나타낸다.

2.1.2. 오리멀젼 화력발전소 SCR 촉매

  실험에 사용한 촉매는 orimulsion/중유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채취

하였다. 촉매 모듈의 기사용 기간은 13000 h이었으며, 시료 표기는 

OLU 그리고 이 시료의 신촉매는 OLF로 나타낸다.

2.1.3. LNG 화력발전소 SCR 촉매

  실험에 사용한 촉매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서로 다른 발전소에

서 각각 채취하였다. 촉매 모듈의 기사용 기간은 각각 약 17000 h과 

22000 h이며, 시료 표기는 각각 GIU와 GMU 그리고 각각의 신촉매는 

GIF와 GMF로 나타낸다.

2.2. 특성 분석

2.2.1. XRD/ICP 분석

  시료의 구조 및 성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말법에 의한 XRD 분석

을 실시하였다. XRD 분석은 Rigaku사 Miniflux를 사용하였고, CuKα

1선을 X-선원으로 사용하였다. 시료와 침적물의 성분은 ICP-AES 

(Thermo Elemental, IRIS DU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2. SEM/BET 분석

  SEM (JEOL, JSM-6300) 분석을 통하여 장기 사용에 따른 촉매 표

면의 피독 및 열화 상태를 관찰하였다. 시료의 표면적과 평균 기공크

기는 Micromeritics사 ASAP 201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활성 시험

2.3.1. 촉매

  CAU와 CBU 시료는 촉매 모듈로부터 약 150 mm × 150 mm × 400 

mm 크기의 하니컴 촉매를 추출하여 활성 시험에 사용하였다. OLU 

시료의 활성 시험에 사용된 촉매는 상용 촉매모듈로부터 약 30 mm 

× 30 mm × 45 mm 크기의 하니컴 촉매를 추출하였다. GIU 및 GMU 

시료의 활성 시험은 상용 하니컴 촉매모듈 중 4개 셀만 절단하여 약 

9.3 mm × 9.3 mm × 50 mm 크기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2.3.2. 반응 조건

  석탄 화력발전소 시료의 반응 조건은 질소산화물 230 ppm, 황산화

물 380 ppm, 산소 3.0%, 수분 7.9%, 암모니아 몰비 1.0 그리고 공간속

도 2500 h
-1
였다. 오리멀젼 화력발전소 시료의 반응 조건은 질소산화

물 270 ppm, 황산화물 2100 ppm, 수분 7.9%, 암모니아 몰비 1.0이었

Figure 1. XRD powder patterns of CLF, CAU and CBU.

다. LNG 화력발전소 시료의 반응 조건은 질소산화물 500 ppm, 산소 

5.0%, 암모니아 몰비 1.0 그리고 공간속도 20000 h
-1
이었다. NO, NH3, 

SO2 가스는 NDIR형 분석기(Rosemount, model 880A) 그리고 O2 가스

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한 분석기(Rosemount, model OXA 1000)를 

사용하여 농도를 분석하였다. 시료의 활성은 다음에 나타낸 식으로 

구한 상대 NOx 전환율(Relative NOx conversion)로 나타내었다. 원시

료의 활성은 온도에 관계없이 모두 1로 표시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SCR 촉매의 특성분석 

3.1.1. 석탄 화력발전소 촉매

  CLF 시료는 V2O5-WO3/TiO2 성분으로 구성된 세라믹 하니컴 촉매

이다. Figure 1은 CAU, CBU 및 CLF 시료의 X-선 회절도로서, CAU

와 CBU 시료에서 TiO2의 결정구조는 CLF 시료와 동일하게 anatase를 

유지하고 있다. CAU 시료보다 기사용 기간이 1100 h 많은 CBU 시료

의 TiO2 특성피크 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지체가 TiO2인 촉매

의 경우 600 ℃ 이상의 고온에서 열적 충격을 받으면 TiO2 결정구조

가 촉매 활성에 유리한 anatase 형에서 활성에 불리한 rutile 형으로 상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9]. 그러나 CAU와 CBU 시료의 실제 반응온

도는 450 ℃ 이하이므로 이들 시료에서 TiO2 결정구조의 상전이는 일

어나기 어렵다. Figure 2는 CAU, CBU 및 CLF 시료의 ICP-AE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CAU와 CBU 시료 모두 CLF 시료에 비하여 

뚜렷하게 증가한 성분은 황이다. 황 성분의 증가는 연료인 석탄에 포

함되어 있는 황이 연소과정에서 황산염 형태로 촉매 표면에 침적되었

기 때문이다. 한편, CAU와 CBU 시료 모두에서 황 성분을 제외한 별 

다른 피독 성분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이들 시료의 기사용 기간이 

10000 h 내외로 비교적 짧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ure 3에서 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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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tent of several elements for CLF, CAU and CBU.

Table 1. Specific Surface Areas and Average Pore Diameters for CLF, 

CAU and CBU

Catalyst BET area (m
2
/g) Average pore diameter (nm)

CLF 59 13.8

CAU 52 (0.87) 14.6

CBU 47 (0.80) 14.3

Values in parentheses are the ratio of surface area.

와 CBU 시료의 SEM 사진을 보면 시료 표면이 침적물에 어느 정도 

오염되었지만 심각한 열화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1은 CLF, 

CAU 및 CBU 시료의 비표면적과 평균 기공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CLF 시료에 비하여 CAU와 CBU 시료의 비표면적은 각각 13%와 

20% 감소하고 평균기공크기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 촉매 표면에 황산염 등의 침적물에 의해 미세기공

이 부분적으로 폐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용 기간이 9800 h인 

CAU 시료보다 불과 1100 h이 많은 CBU 시료의 비표면적 감소가 많

이 일어난 것은 CBU 시료의 기공 폐색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 

3.1.2. 오리멀젼 화력발전소 촉매

  OLF 시료의 촉매 성분은 CLF 시료와 같이 V2O5-WO3/TiO2이다. 

Figure 4는 OLU와 OLU 시료의 X-선 회절도이다. OLU 시료에서 활

성성분의 지지체인 TiO2의 결정구조는 OLF 시료의 경우와 같은 ana-

tase를 유지하고 있지만, TiO2 특성피크의 강도는 OLF 시료와 비교하

여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촉매의 반응온도인 340∼

420 ℃에서 OLU 시료 표면의 조성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기인하여 

OLU 시료에서 TiO2 특성피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판단

된다. 한편, OLU 시료에서는 황산바나딜(VOSO4) 결정상이 검출되었

는데 이는 연소에 따른 침적물로서 피독 물질이다. Figure 5는 OLF와 

OLU 시료의 ICP-AE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OLF 시료와 비교

하여 OLU 시료에서 S, Mg, V, Fe, Na 등의 성분들이 크게 증가하였

다. 이 가운데 S, V, Fe, Na 등은 연료에 함유된 성분들이다. 오리멀젼

Figure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LF, CAU and CBU.

은 천연 역청(bitumen)에 물과 유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에멀전 연료

로서[13], 황 함량은 석탄에 비해 다소 낮지만 석유에 비하면 높고 특

히 바나듐 함량은 석탄과 석유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Figure 5의 결

과에서 마그네슘(Mg)은 촉매의 활성물질인 바나듐(V)에 의한 SO2의 

SO3로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MgO와 Mg(OH)2 등의 물

질에 기인한다. 생성된 SO3는 미반응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NH4HSO4

와 (NH4)2SO4 등을 생성하는데, 이들 물질들은 저온에서 응축에 의한 

촉매의 기공 폐색을 유발하고 반응기 후단의 공기 예열기의 표면을 

오염시킨다[14]. Figure 6은 OLF와 OLU 시료의 SEM 사진으로서, 

OLU 시료를 OLF 시료와 비교해 보면 시료 표면이 침적물로 완전히 

피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OLF와 OLU 시료의 비표면

적과 평균 기공크기를 나타낸 것으로서, OLU 시료의 비표면적이 

OLF 시료에 비하여 46%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

터 OLU 시료의 경우 연료 성분과 연소 첨과물 성분 등이 촉매 표면

에 다량 침적되어 촉매의 미세기공이 폐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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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owder patterns of OLF and OLU.

Figure 5. Content of several elements for OLF and OLU.

Table 2. Specific Surface Areas and Average Pore Diameters for OLF 

and OLU

Catalyst BET area (m
2
/g) Average pore diameter (nm)

OLF 66 14.4

OLU 29 (44.4) 20.8

Value in parenthesis is the ratio of surface area.

3.1.3. LNG화력발전소 SCR 촉매

  GMF와 GIF 시료 또한 V2O5-WO3/TiO2 성분으로 구성된 세라믹 하

니컴 촉매이다. Figure 7은 GIU와 GMU 시료의 X-선 회절도로서 

CAU, CBU 및 OLU 시료와 마찬가지로 anatase형 TiO2의 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Figure 8은 GIF, GIU 및 GMF, GMU 시료의 ICP-AES 

Figure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OLF and OLU.

Figure 7. XRD powder patterns of GIU and GMU.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GIU 시료에서는 뚜렷하게 증가한 성분은 

없고, GMU 시료에서는 나트륨 성분이 GMF 시료와 비교하여 증가하

였다. GIU와 GMU 시료를 채취한 촉매 모듈의 기사용 기간은 각각 

약 17000 h과 22000 h으로서, 앞서 CAU와 CBU 그리고 OLU 시료보

다 훨씬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독 물질의 성분 증가가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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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ntent of several elements for GIF, GIU, GMF and GMU.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연료가 LNG이기 때문이다. Figure 9에 GIF, GIU 

및 GMF, GMU 시료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GIU와 GMU 시료 

표면에서 장기 사용에 따른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지만 뚜렷한 열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3.2. SCR 촉매의 반응 활성

  CAU, CBU 및 CLF 시료에 대한 탈질율 시험 결과를 Figure 10에 

상대 전환율로 나타내었다. CAU와 CBU 시료 모두 피독과 기공 폐색

에 기인하여 촉매 활성이 감소하였다. 촉매의 실제 반응 온도 구간인 

350∼450 ℃에서 기사용 기간이 9800 h인 CAU 시료의 상대 전환율

은 평균 0.92였고, 기사용 기간이 10900 h인 CBU 시료의 상대 전환율

은 평균 0.82였다. 이러한 상대 전환율은 앞서 Table 1에 나타낸 시료

의 비표면적 비율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Figure 10의 결과로부터 석

탄 화력발전소 SCR 촉매의 활성저하는 촉매의 기공 폐색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1에 OLU와 OLF 시료에 대한 

탈질율 시험 결과를 상대 전환율로 나타내었다. OLU 시료의 비표면

적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OLF 시료의 46%에 불과하지만, 

OLU 시료의 상대 전환율은 실제 반응 온도보다 낮은 300 ℃ 이하 저

온 영역에서는 1 이상이었다. 또한 실제 반응 온도 구간인 350∼450 

℃에서도 상대 전환율은 1 이하였지만 평균 0.95를 나타내었다. 연료 

성분으로부터 촉매에 침적된 바나듐 성분은 암모니아 SCR의 활성을 

가진다[15]. 따라서 OLU 시료의 경우 촉매 표면에 VOSO4 (Figure 4)

과 같은 물질이 침적되어 OLF 시료보다 더 많은 활성점이 형성되었

다고 추측된다. 그 결과 Figure 11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온 영역에서

는 표면적이 크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OLU 시료의 활성이 OLF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온 영역에서는 피

독 물질의 생성이 증가하고 바나듐 성분에 의한 암모니아의 산화가 

증진되기 때문에 OLU 시료의 활성이 OLF 시료보다 다소 낮게 나타

났다고 생각된다. Figure 12에 GMF, GMU 및 GIF, GIU 시료의 대한 

탈질율 시험 결과를 상대 전환율로 나타내었다. 앞서 Figure 8의 결과

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GMU와 GIU 시료 모두 2년 이상 장기 사용에

도 불구하고 뚜렷한 촉매 피독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분석 

Figure 9.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GIF, GIU, GMF and GMU.

결과처럼 350∼450 ℃ 구간에서 GMU와 GIU 시료의 상대 전환율은 

평균 0.99로써 시료의 활성의 저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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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NOx conversion ratios of CAU and CBU against CLF.

Figure 11. NOx conversion ratio of OLU against OLF.

4. 결    론

  국내 석탄, 오리멀젼, LNG 등의 화력발전소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

(SCR)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촉매에 대한 활성저하 특성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SCR 촉매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촉매 표면에 

석탄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과 관련한 황산염 침적물이 증가하고 이

에 따라 촉매의 표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기공 폐색이 SCR 촉매

의 활성저하에 주된 영향으로 작용하였으며, 기사용 기간이 길수록 

촉매의 활성 저하는 크게 나타났고, 촉매의 반응 활성은 비표면적 감

소 경향과 비슷하게 감소하였다.

  오리멀젼 화력발전소의 SCR 촉매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연료에 

포함된 바나듐 및 황에서 발생하는 VOSO4와 SO2의 산화 방지제로 

Figure 12. NOx conversion ratios of GIU and GMU against GIF and 

GMF, respectively.

첨가된 마그네슘 화합물의 침적에 의하여 기사용 기간이 길수록 표면

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촉매의 반응 활성은 실제 반응온도 350

∼450 ℃ 구간에서 5% 정도만 감소하였다.

  LNG 화력발전소의 SCR 촉매는 기사용 기간이 석탄이나 오리멀션 

촉매에 비하여 길었지만 뚜렷한 피독 및 폐색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

으며, 촉매의 반응 활성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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