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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thanol was used as reducing agent to remove NOx exhaust from the stationary source. Pre-treatment
with sulfuric acid over Ag/Al2O3 catalyst was dedicated to overcome the SO2 poisoning effect. The NOx
reduction experiment was performed under the simulated condition of power plant
The increased surface area with higher CPSI devoted to increase de-NOx yield. De-NOx yield of the
NOx exhaust containing 20 ppm of SO2 increased after acid treatment with 0.7% H2SO4 over 4.0% Ag/Al2O3,
where the increased dispersion of Ag found from the results of XRD and XPS was the dominant factor for
the increased de-NOx yield. However, the reason for the decreased de-NOx yield with the acid treatment of
higher concentration (1.0% and 2.0%) of H2SO4 was found to be due to the formation of Ag2SO4 crystallites
found from XRD result. Acid-treated Ag/Al2O3 catalyst showed maximum de-NOx yield at higher temperature
than non-treated Ag/Al2O3 catalyst did.
KEY WORDS : Ag/Al2O3, ethanol(에탄올), Reduction(환원), Acid-treated(산처리), NOx removal(질소
산화물 제거)

1. 서

론

연소 및 소각공정에서 발생하는 NOx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소를 다량 포함하는 환원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은 HC-SCR 기술로 알려져 있으
†

Corresponding author : jgksch@sch.ac.kr

[ 접수일 : 2011.7.5 수정일 : 2011.9.15 게재확정일 : 2011.10.21 ]

714

며 크게 전처리기술과 후처리기술로 구분한다.
전처리 기술은 NOx 발생 메카니즘의 주요 생성
영향 인자인 연소온도, 반응시간, 산소농도를 조절
하여 NOx 발생을 최소화 하는 기술이다. 연료의 연
소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생성되는 NOx 배출물을
전처리 기술로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후처리 기술의 개발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2권 제5호 2011년 10월

SOx 함유 HC-SCR에서 산처리 Ag/Al2O3 촉매의 반응 특성

11)

이 중요하다.
후처리 기술은 수용액의 사용여부에 따라 습식
법과 건식법으로 구분된다. 습식법은 사용된 수용
액의 폐수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NOx 저감효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식법은 선택적 촉
매환원기술, 선택적 비촉매 환원기술, 플라즈마 이
용기술 및 활성탄 이용기술로 나눌 수 있다. 선택적
촉매 환원기술은 기술, 경제 및 법률 면을 검토할
시 타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용 시설 및 발전설비와 같은 희박 연소 시스
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
처리 기술인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NH3SCR 공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암모니아
slip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암모
1)
2,3)
4-6)
니아대신 환원제로 메탄 , 프로판 , 알콜
등의
7)
알칸족 탄화수소를 환원제 로 이용하여 자동차의
배기가스, 고정오염원 등에서 발생하는 NOx를 N2
로 보다 효과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탄화수소 선
택적 환원법 (HC-SCR)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화수소 선택적 환원법 기술은 1990년대에
Iwamoto 등이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이용시 NO의
환원반응에 활성이 있음을 보고한 이후로, 제올라
이트 계열의 촉매를 이용한 탈질 성능 연구가 지금
8,9)
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탄화수소 선택적 환
원법에 적용되는 촉매로서는 Pt, Pd, Ag, Ni, Cu 등
이 있으며, 그 담체로는 제올라이트 계열과 Al2O3
등이 있다. 그중 귀금속촉매는 SOx 에 대한 저항력

높은 탈질 효율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촉매는 열수현상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지
고, 활성온도 범위가 좁으며, SO2에 의한 피독현상,
수증기 등의 영향으로 촉매의 활성이 많이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발생되
는 부생성물의 처리도 쉽지 않아 아직까지 상업적
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상기 기술한
공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Ag/Al2O3
촉매 개발은 산업적으로 매우 요구되는 기술인 것
으로 판단된다.
금번 연구하고자 하는 Ag/Al2O3 촉매를 사용하
는 HC-SCR에서 환원제로 사용되는 탄화수소는
환경적으로 유해성이 없고 운영상 편리함을 고려
하여 에탄올을 환원제로 선정하였다. 에탄올-SCR
은 촉매의 높은 cell density를 필요로 하는 특성상
압력손실이 암모니아-SCR 촉매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높은 공간속도를 필요로 한다. 또한, 대형빌
딩 및 발전소는 경유, 중유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배
기가스 내에 SO2가 존재하므로 촉매의 피독을 방지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상업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높은 공간
속도 조건에서 탈질 반응 성능이 우수하고, 피독
물질인 SOx 에 대한 내황성이 우수한 Ag/Al2O3 촉
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높은 활성을 보이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온도구배가 짧고, N2O 를 형성한다는
9)
단점을 갖고 있다 .
이에 비해 Ag/Al2O3 촉매는 최근 보고된 바에 의
하면 Pt/Al2O3와 Cu/ZSM-5 보다 더 높은 NOx 저
+
n
감성능을 보이며 이는 Ag 및 Ag Cluster 와 탄화
수소와의 반응성에 의하여 그 활성이 증가한다고
10)
보고된다 . 또한 메탄, 프로펜, 프로판, 에탄올 등
의 환원제에서도 Ag/Al2O3 촉매는 높은 효율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메탄을 환원제로 이용한
HC-SCR 반응에서는 500∼600℃에서 80∼90% 의

C o d ie r ite honeycomb(200 cpsi, 세라컴) 에 γ
-Al2O3(Axens, SPH557, 303 m2/g)를 코팅한 후알
루미나 대비 2 wt%, 4 wt% Ag을 함침한 촉매를
금번 연구에 사용하였다. 함침과정이 끝난 촉매는
120℃에서 2시간 건조 후, 소성로를 이용하여 600℃
에서 6시간 소성 한다. 상기 과정이 끝난 촉매를
H2SO4 (Aldrich, 99.8%)을 0.7, 1.0. 2.0 wt% 함유하
고 있는 수용액에 함침한다. 연속하여 120℃에서 2
시간 동안 건조의 과정을 거쳐 촉매를 제작하여
NOx 제거 성능 측정실험을 하였다.

2. 실험과정
2.1 촉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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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action condition
Parameter
Catalyst
Reducing agent
Reaction temperature range(℃)
Ag loading(%)
Flow rate(L/min)
-1
Space velocity(hr )
NO(ppm)
CO(ppm)
Feed
O2(%)
H2O(%)

Application
Ag/Al2O3
Ethanol
200 ~ 500
4.0
15
20,000
700
200
13
5

2.2 실험장치
Fig. 1 XRD result over the effect of acid treatment of
Ag/Al2O3 catalyst

다. XPS (ESCALAB 210)를 사용하여 촉매 표면
영역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나 상대조성, 화학 상
태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 특성 분석
산처리 과정에 따른 Ag/Al2O3 의 여 XRD 분석

36000
4.0wt% Ag/Al2O3
4.0wt% Ag/Al2O3 - 1.0wt% H2SO4

32000

Intensity(arbitrary units)

실험 장치는 크게 주입장치(가스, 환원제 주입장
치), 반응장치 및 가스 측정 장치로 구분한다.
반응기 가열로는 2-zone 전기로를 사용하여 구
성하였으며, 상단과 하단의 온도를 온도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온도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응기 내에는
k-type thermocouple 이 촉매층의 전단과 후단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 촉매의 반응온도를 파악하였다.
실험에 소요되는 가스는 각각의 가스 실린더에
서 조절기에 의해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되며, 가스
의 농도는 유량제어장치(MFC)를 이용하여 Table
1에 나타난 양만큼 계산되어 혼합장치로 공급되도
록 하였다. 수분과 환원제는 액상펌프을 이용하여
공급하였으며, 실험 전에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주입된 수분과 환원제는 heating tape로 예
열되는 1/16“ tube를 통과하여 반응기 전단에서 모
사 가스와 혼합되어 반응기로 유입된다. 최종적으
로 촉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 장비는 Gas analyzer
(Eurotron, MKⅡ, Italy)을 이용하였으며, 본 측정 장
비로 NO, NO2, O2 및 CO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28000

24000

20000

16000

2.3 합성된 촉매의 특성조사

12000

제조된 촉매의 외벽에 코팅된 금속을 채취하여
XRD 분석을 하였으며, scan 범위는 18~70(2θ)이
o
며, scan 속도는 6 /min이다. 사용된 장비는 Rigaku
사의 D/MAX 2200-Ultima 분석장비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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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PS result over the effect of acid treatment of
Ag/Al2O3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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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황산처리에 따른 반응 특성 조사
Ag/Al2O3 촉매는 HC-SCR 적용조건에 가장 알
맞은 촉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배기가스에 SO2
가 존재 시 촉매의 비활성으로 인하여 상업화하기
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SO2 의 영향
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으며, SO2의 영향에 대하여 보고된
문헌마다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Ag/Al2O3 촉매상에서 SO2 는 촉매의 피독현상을
가져오고, 촉매의 활성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것으
14,15)
로 보고되었다 . 또한 에탄올, 프로판, 등의 환원
제를 이용한 Ag/Al2O3 촉매상에서 Ag의 담지량
(%)과 SO2 농도 변화 실험 조건에 따라서 성능이
12,13)
증가된다고 보도된바 있다 .

100
200cpsi SOx off
200cpsi SOx on
100cpsi SOx off
100cpsi SOx on

90
80

NOx conversion (%)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황산의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Ag 결정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Ag 분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황산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Ag2SO4
12,13)
결정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 할수 있다 .
합성된 촉매를 황산 처리함에 따라 나타나는
XPS 분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Ag의 결합
에너지는 3d5/2, Binding Energy(eV)가 368 eV에서
나타나며, H2SO4처리 후에 해당 에너지 준위의 세
기가 증가하므로 Ag 표면 담지량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산처리에 따른 Ag 분산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0
60
50
40
30
20
10
0
200

250

300

350

400

있었다. 또한, SOx 존재시에는 최대 전화율이 나타
나는 온도가 50oC 정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cell density 가 높을수록 촉매 담지량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촉매 총표면적이 증가하여
NOx 저감효율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3.2.2 촉매의 황산 처리농도에 따른
de-NOx test
4.0wt% Ag/Al2O3 촉매상에서 0.7wt% 황산 처리
100
90

NOx conversion (%)

상업적으로는 200 cpsi 조건에서 촉매를 제조하
므로 cell denisity 변화에 따른 황산 처리된 Ag/Al2O3
촉매의 NOx 저감효율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4.0 wt%
Ag/Al2O3-0.7 wt% H2SO4 촉매를 100 cpsi, 200 cpsi
cordierite에 담지한 후 SO2 존재 유무(20ppm)에 따
른 반응실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200 cpsi 촉매가 100 cpsi 촉매보다 SO2 존재 유무
에 관계없이 항상 NOx 저감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500

Fig. 3 Effect of cell density on de-NOx test over Ag/Al2O3
treated with H2SO4, SO2 : 20ppm, Ethanol/NOx mol ratio = 2

0.7wt% H2SO4
1.0wt% H2SO4

80

3.2.1 황산 처리된 촉매의 cell density
변화에 따른 de-NOx test

450

o

Temperature ( C)

2.0wt% H2SO4

70
60
50
40
30
20
10
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o

Temperature ( C)

Fig. 4 Effect of strength of H2SO4 on de-NOx test over acid
treated Ag/Al2O3 (without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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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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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wt% H2SO4

80

2.0wt% H2SO4

90

1.0wt%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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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 conversion (%)

NOx conv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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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wt H2SO4
0.7+0.3wt H2SO4
20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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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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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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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C)

Temperautre ( C)

Fig. 5 Effect of strength of H2SO4 on de-NOx test over acid
treated Ag/Al2O3 (with SO2) SO2 : 20ppm, Ethanol/NOx mol
ratio = 2

Fig. 7 Effect of treatment method by H2SO4 on de-NOx test
over acid treated Ag/Al2O3. (with SO2) SO2 : 20ppm, Ethanol/
NOx mol ratio = 2

시 촉매의 활성이 증가하며 NOx 저감효율이 증진
되는 것을 이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6).
황산농도(0.7, 1.0, 2,0wt%)에 따라 처리된 촉매
의 NOx 저감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SO2의 존재유
무에 따른 반응실험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
내었다. 배기가스에 SO2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0.7wt%, 1.0wt%
H2SO4로 처리된 촉매는 약 300oC에서 최대 탈질 성

능을 나타내지만 2.0wt% H2SO4로 처리된 촉매는
약 400oC에서 최대 탈질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배
기가스에 SO2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0.7wt%, 1.0wt% H2SO4로 처리
된 촉매는 약 330oC에서 최대 탈질 성능을 나타내
지만 2.0wt% H2SO4로 처리된 촉매는 약 450oC에서
최대 탈질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SOx 존재 조건에 따라 3가지 촉매 성능을 비교
한 결과, 0.7wt% H2SO4로 처리된 촉매가 저온에
서 최대 수율을 나타내므로 NOx 저감효율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황산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탈질 성능이 감소하는 것은 Fig.
1의 XRD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황산처리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Ag2SO4의 과잉생성으로 인

100

1.0wt% H2SO4

90

0.7+0.3wt% H2SO4

NOx conversion (%)

80
70
60
50

하여 촉매의 피독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40
30
20

3.2.3 촉매의 황산 처리 방법에 따른
de-NOx test

10
0
2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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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treatment method by H2SO4 on de-NOx test
over acid treated Ag/Al2O3 (without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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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황산 처리 농도가 0.7%에서 가장 탈질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황산 처리 방법에
따른 NOx 저감효율을 관찰 하고자 하였다.
4.0wt% Ag/Al2O3 촉매를 이용하여 각각 황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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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 함유 HC-SCR에서 산처리 Ag/Al2O3 촉매의 반응 특성

리 농도를 1.0wt% H2SO4, 0.7 + 0.3wt% H2SO4로
달리하여 SO2의 존재유무에 따른 실험결과를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기가스에 SO2가 포
o
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촉매 모두 약 300 C
에서 최대 탈질 성능을 나타내며, 0.7 + 0.3wt%
H2SO4로 처리된 촉매가 최대 탈질 성능을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기가스에 SO2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촉매의
o
최대 탈질 성능이 나타나는 온도는 약 350 C로 관
측되며, 0.7 + 0.3wt% H2SO4로 처리된 촉매가 최대
탈질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Fig. 6과
Fig. 7의 결과로부터 처리된 황산의 농도가 같더라
도 일정농도를 각각 분리하여 황산 처리를 할 경우
더욱 우수한 NOx 제거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Ag/Al2O3 촉매를 황산 1차 처리시
Fig. 2의 XPS 분석결과에서 Ag의 분산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황산 재처리 시에는 Ag의 분
산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탈질
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1) Ag/Al2O3 촉매상에서 에탄올을 환원제로 이용
하여 NOx 제거 실험결과 에탄올/NOx mole ratio
-1
= 2, O2 = 13%, H2O = 5%, S.V. = 20,000hr 에
서 우수한 탈질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2) 황산 처리된 촉매는 촉매상에서 Ag가 재분산되
고, SO2에 내구성을 가짐으로서 개선된 촉매성
능을 나타내었다
3) 황산 처리 농도별(0.7~2.0wt%)실험시 0.7wt%
H2SO4처리된 촉매가 탈질 제거 성능에서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황산 처리의 농도가 같더라도 일정농도를 각각
분리하여 황산 처리한 촉매가 우수한 탈질 성능
을 나타내었다.
5) 배기가스에 SO2가 포함될 시에는 최대 탈질 전환
o
o
온도는 30 C∼50 C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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