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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tivated charcoal supported nickel molybdenum carbide (carburized Ni-Mo/AC) catalysts were 
prepared by wet-impregnation followed by temperature-programmed carburization using 20% CH4/H2 gas. The 
effects of pH and initial Ni/Mo mole ratio during wet-impregnation step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burized
Ni-Mo/AC catalysts were investigated using ICP, XRD, XPS, BET and CO2-TPD techniques, and correlated with
the catalytic activity of the carburized Ni-Mo/AC in methane dry reforming reaction.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methane dry reforming reaction kinetics with the results of characterization of the carburized Ni-Mo/AC catalyst
showed that the catalytic activity in methane dry reforming reaction was higher at higher initial Ni/Mo mole ratio
or at lower pH(3~natural value). This phenomenon was related to the crystal size of metallic Ni in the carburized
Ni-Mo/AC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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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개발에 의한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한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문제의 주원인

이기 때문에 이의 배출을 저감하거나 자원화하기 위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메탄건식개질 반

응(반응 (1))은 온실가스(CH4와 CO2)를 자원화 하여 

합성가스(CO, H2)를 생산하는 반응으로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으며, 생성물의 H2/CO 몰비가 1에 가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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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2).

   →   ∆   
(1)

반응 (1)은 온도가 645°C 이상에서 ΔG<0이다. 온

도가 645°C 이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반응 (2), (3), 

(4)가 일어난다.

 →   ∆    (2)

 →    ∆    (3)

 →    ∆     (4)

반응 (2), (3), (4)는 각각 온도가 817°C이하, 701°C 

이하, 557°C 이상에서 ΔG<0이다
3). 따라서 메탄건식

개질 반응이 주반응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700~800°C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
4). 

8, 9, 10족 전이금속인 Rh, Ru, Pt 등은 메탄건식

개질 반응에서 높은 반응성을 나타내는 금속이다
2). 

하지만 이 금속들은 활성 대비 고가이고 이용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활성, 이용성, 가격을 적절히 

충족하는 Ni계열 촉매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2,5). 전

이금속 카바이드(carbide)에 속하는 Mo 카바이드와 

W 카바이드도 메탄건식개질 반응을 포함하는 다양

한 H2 포함 반응에서 귀금속의 활성과 비슷한 수준

의 촉매 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6-8). Mo 카바이

드는 메탄건식개질 반응에서 높은 압력의 경우 안정

된 활성을 보이지만 상압에서는 CO2에 의한 산화로 

인해 촉매가 급격히 활성을 잃는 단점이 있다
9). 

Ni를 첨가한 Ni-Mo2C의 경우 상압에서도 활성이 

안정적이며 Ni가 CH4 분해를 촉진시켜 촉매 활성을 

향상시키므로
10) Ni/Mo 몰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침탄 과정에서의 온도를 변화시키며 Ni-Mo 카바이

드 촉매를 합성하고 메탄건식개질 반응에서의 촉매 

활성을 비교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6,9,11) 금속 

전구체의 지지체 담지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금속 전구체의 지지체 습식담

지의 경우 전구체의 흡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

자는 용액의 pH, 지지체의 등전점(isoelectric point), 

금속 전구체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Mo와 Ni를 AC (activated charcoal)

에 습식담지 시키고 침탄하여 합성된 Ni-Mo/AC 카

바이드 촉매 합성 시 Ni-Mo-AC 용액의 pH, 초기 

Ni/Mo 몰비가 합성된 촉매의 특성과 메탄건식개질 

반응에서의 촉매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2.1 촉매합성

큰 BET 표면적을 갖는 AC (activated charcoal, Junsei 

Chemical Co.)를 지지체로, hexaammonium heptamolybdate 

tetrahydrate ((NH4)6Mo7O24·4H2O; Junsei Chemical Co., 

99%)와 nickel(II) nitrate hexahydrate (Ni(NO3)2·6H2O; 

Junsei Chemical Co., 97%)를 각각 Mo와 Ni의 전구

체로 사용하였다. 증류수 40 mL와 활성탄 2g 기준 

Mo 21 wt%에 해당되는 0.978g의 (NH4)6Mo7O24·4H2O

를 혼합하고 2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Ni(NO3)2·6H2O

를 미리 결정한 초기 Ni/Mo 몰비(0, 0.2, 0.4, 0.6)가 

되도록 첨가해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이 용

액에 AC 2g을 넣은 후 3시간 동안 용액을 교반시켜 

혼합하였다. 용액의 pH 조절을 위해 HCl 또는 NH4OH

를 이용해 각각 pH 3, 7, 9.5로 적정하였다. pH 조절

을 하지 않았을 때 정상상태의 pH 값은 초기 Ni/Mo 

몰비가 0, 0.2, 0.4, 0.6으로 증가함에 따라 6, 5.6, 5.3, 

5.2로 감소하였다. pH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12시

간 동안 교반시키고 여과하여 고체 시료와 여과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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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였다. 여과액의 부피를 측정한 후 ICP 분석방

법으로 여과액의 Ni와 Mo 함량을 조사하였고 고체 

시료는 90°C에서 6시간 동안 전기로에서 건조시켰

다. 건조된 시료는 450°C에서 4시간 동안 전기로에

서 N2가스 분위기하에서 소성시킨 후 상온까지 냉각

하였으며 회수된 시료를 “소성된 Ni-Mo/AC”로 명명

하였다. 

2.2 메탄건식개질 반응실험

소성된 Ni-Mo/AC 시료를 내경 8mm, 길이 450mm

의 인코넬 600 재질 원통형 반응기에 넣고 침탄하였

다. 원통형 반응기는 전기가열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

었으며 PID 제어기를 사용하여 원통형 반응기 내부

온도를 ±1oC로 제어하였다. 반응 시스템에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13)

에 주어져 있다. 반응기 중앙에 다

공성 원판(disc)을 넣고 그 위에 유리섬유 층을 깔고 

0.45g의 소성된 Ni-Mo/AC를 올려놓았다. 소성된 

Ni-Mo/AC 위에 다시 유리섬유 층을 깔고 120cc/분

의 20% CH4/H2가스를 흘려보내며 상온에서 250°C

까지 10°C/분, 250°C에서 610°C까지 7°C/분으로 온

도를 상승시킨 후 30분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

였다. 냉각 후 시료는 “침탄된 Ni-Mo/AC”로 명명되

었으며 회수되지 않고 메탄건식개질 반응에 직접 사

용되거나 별도로 회수되어 특성이 조사되었다. 메탄

건식개질 반응 실험은 상압 조건에서 질량 유량제어

기(MFC : 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CH4/CO2 

(50/50)의 혼합가스를 20 cc/분의 유량으로 흘려보내

며 반응기 전단에 설치된 예열기에서 400°C까지 예

열하고 반응기에서 800°C를 유지하며 메탄건식개질 

반응이 진행되었다. 반응 후 나오는 가스는 GC (Gas 

Chromatograph, HP 6890 Series II)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침탄된 Ni-Mo/AC 시료의 촉매 활성은 CH4 

전환율로 측정하였다. CH4 전환율()은 반응기 

입구와 출구에서의 CH4 농도(  ,  )를 사

용하여 식 (5)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    (5)

2.3 촉매특성분석

유도 결합 플라즈마(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Perkin-Elmer Optima 

7300 DV) 방법으로 용액 중에 존재하는 Mo와 Ni의 

양을 측정하고 활성탄에 흡착된 Mo와 Ni의 양을 역

산하였다. 합성된 촉매의 결정구조를 조사하기 위하

여 X선 회절(XRD : X-ray diffraction) 패턴을 Rigaku/ 

Dmax-2500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ometer, 

40 kV, 100 mA)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방사선원

(radiation source)으로는 Cu Kα (λ = 1.5414 Å)를 사

용하여 2°C/min 속도로 주사(scan)하여 2θ : 5-90o 범

위에서 분석하였다. 침탄된 Ni-Mo/AC 시료 표면에 

있는 Mo의 산화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X선 광전자 

분광법(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xis 

Nova spectrometer, Kratos)을 사용하였다. 촉매의 형

상을 알아보기 위해 에너지 분광(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장치가 장착된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Zeiss Supra 50VP)을 사용하였

다. BET 표면적 분석을 위하여 Micromeritics (ASAP 

2420)을 사용하여 77K 에서의 N2 흡탈착 등온선을 

구하였다. BELCAT-M (BEL-CAT, Japan) 기기를 이

용하여 CO2 승온 이탈(CO2-TPD: CO2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분석을 하여 각 촉매의 CO2 

탈착피크 온도와 CO2 탈착량을 비교하였다. CO2 흡

착은 50°C에서 1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10°C/분의 

속도로 900°C까지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촉매에 흡

착된 CO2의 탈착거동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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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ffect of the initial Ni/Mo mole ratio and slurry pH on the amounts of metals adsorbed on AC during impregnation: (a) 
Mo, (b) Ni 

3. 결과 및 고찰 

3.1 ICP에 의한 흡착량 분석

3.1.1 Mo와 Ni의 단일 흡착

Fig. 1(a), (b)는 습식담지시 pH와 초기 Ni/Mo 몰

비가 AC에 흡착된 Mo와 Ni의 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Fig. 1(a)에서 용액 상에 Mo만 존재하는 경우 pH

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pH 7 

이상에선 거의 흡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Mo 화학종과 활성탄 사이의 정전기적 인

력 또는 반발력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와 같이 (NH4)6Mo7O24·4H2O를 Mo의 전구체로 사용

한 문헌
14)

에 따르면 pH 6이상의 현탁액 상에서 Mo는 

MoO4
2-
인 음전하로 존재하며 pH 6이하에서는 MoO4

2-

가 고분자화 되어 Mo7O24
6-, Mo8O26

4-
와 같은 다양한 

MoaOb
n-
의 형태로 존재한다. Dai15)

의 보고에 의하면 

활성탄의 전하 제로점(zero point charge)이 일어나는 

pH는 약 6이므로 pH 6 이하일 때 활성탄의 표면 전

하는 양전하를 띠고, pH 6 이상일 때 음전하를 띤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C (활성촤콜 : activated charcoal)

의 제타전위(zeta potential) 특성이 Dai15)
의 연구에서 

사용된 활성탄(activated carbon)의 제타전위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면, 본 연구의 AC도 pH가 약 

6이하일 때 양전하를 띠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제타

전위가 감소하여 pH가 약 6 이상일 때 음전하를 띠

게 된다. Dai15)
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Fig. 1(a)에서 

pH가 3부터 7로 증가함에 따라 Mo 흡착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pH가 7이상에서는 흡착량이 매우 적은 현

상은 pH가 3부터 6까지 증가할 때 음전하를 띤 Mo 

화학종과 양전하를 띤 AC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pH가 6이상일 때는 음전하를 띤 

Mo 화학종과 음전하를 띤 AC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

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 1(b)는 pH 6~7 이하에서는 Ni 흡착량이 작은 

반면, pH 6~7 이상에서는 Ni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Demidov와 Volkova16)
은 Ni 

단일흡착의 경우 pH 6 이하의 수용액에서는 Ni2+
의 

형태로, pH 6 이상 pH 12 이하에서는 Ni2+
가 OH-

이

온과 결합해 Ni(OH)2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고하였

다. Demidov와 Volkova16)
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pH 

6이하에서는 양전하를 띤 Ni 화학종과 양전하를 띤 

AC와의 반발력에 의해 흡착량이 작은 반면에 pH 6



이동민ㆍ황운연ㆍ박형상ㆍ박성열ㆍ김성수

>>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348

이상에서는 Ni 화학종이 Ni(OH)2로
16) 존재하여 AC 

표면으로 침전되어 상대적으로 Ni 흡착량이 큰 것으

로 볼 수 있다. 

3.1.2 Mo와 Ni의 동시 흡착

Fig. 1(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용액 상에 Mo와 

Ni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의 동시 흡착 특성은 Mo 

또는 Ni만 존재하는 경우의 단일 흡착 특성과 유사

하다. 동시 흡착의 경우에도 pH가 3부터 7사이에서 

Ni의 흡착량은 매우 적으며 Mo 흡착량은 pH가 증가

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Fig. 1(a)와 (b)에서 pH

가 7이상인 경우 Mo와 Ni의 흡착량은 초기 Ni/Mo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yurin과 Markina17)
는 용액상에 Ni와 Mo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pH 전 범위에서 Ni와 Mo가 반응하여 

NiMoO4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Fig. 1(a)

와 (b)에서 pH가 7 이상일 때 Mo와 Ni의 흡착량이 

초기 Ni/Mo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은 

초기 Ni/Mo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Ni 화학종과 음전

하를 띤 AC와의 정전기적 인력 및 Ni와 Mo 사이의 

반응으로 생성된 NiMoO4의 AC 표면 흡착으로 인하

여 더 많은 NiMoO4가 생성되어 AC 표면에 흡착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XRD

침탄된 Ni-Mo/AC촉매의 결정구조를 조사하기 위

하여 X선 회절분석을 하였다. Fig. 2는 습식 담지 시

의 pH와 초기 Ni/Mo 몰비가 침탄된 시료의 XRD 패

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2θ=39.4, 37.8, 

34.3, 52.0, 61.7, 69.6, 74.5, 75.7에서 나타난 회절피

크는 β-Mo2C18), 2θ=43.9, 51.2는 금속(metallic) Ni 

피크이며
18), 2θ=26.4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MoO2에 

해당된다
18). 전반적으로 pH와 초기 Ni/Mo 몰비에 상

관없이 MoO2, β-Mo2C 피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a)는 습식 담지 시 pH가 3인 

경우 초기 Ni/Mo 몰비를 0에서 0.6까지 변화시킬 때 

침탄된 Ni-Mo/AC의 XRD 패턴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Ni/Mo 몰비가 증가할수

록 β-Mo2C의 피크 강도는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1(a)에서 보았듯이 pH가 3

일 때 초기 Ni/Mo 몰비가 증가할수록 Mo의 흡착량

은 감소하여 분산도가 증가하므로 결정 크기가 작아

져 침탄된 Ni-Mo/AC에서 β-Mo2C의 XRD 피크 강

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2(b)는 천연 pH 

(natural pH)에서 습식담지된 촉매의 XRD 패턴이며 

pH 3의 경우와 유사하여 주로 Mo2C, MoO2와 같은 

Mo 관련 화합물의 결정을 발견할 수 있다. Fig. 2(c)

와 (d)에서 볼 수 있듯이 pH 7과 9.5에서 습식담지된 

촉매의 경우 pH 3과 천연 pH에서 습식담지된 촉매

에 비하여 Mo 흡착량의 큰 감소로 인한 분산도 향상

으로 인해 Mo 화합물의 피크 강도가 약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H 9.5에서 합성된 촉매는 양전하를 띤 Ni 

화학종과 음전하를 띤 AC와의 정전기적 인력 및 Ni

와 Mo 사이의 반응으로 생성된 NiMoO4의 AC 표면 

흡착으로 인하여 다른 pH보다 상대적으로 Ni 흡착

량이 많아 결정크기가 커지므로 Fig. 2(d)에서 금속 

Ni의 회절 피크 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3.3 XPS

침탄된 시료 표면에서 Mo의 산화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X선 광전자 분광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

다. Table 1은 여러 조건에서 합성된 촉매의 Mo 3d 

스펙트럼을 디콘볼루션(deconvolution)한 결과를 보

여준다. Table 1에서 Mo2+
는 β-Mo2C6,9)

에 해당되며, 

Mo4+
는 MoO2

19), Mo6+
는 MoO3

6)
에 해당된다. 침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Mo 산화물(Mo oxide)

가 Mo2C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침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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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XRD patterns of the carburized Ni-Mo/AC samples wet-impregnated at different pHs and initial Ni/Mo mole 
ratios: (a) pH 3, (b) pH 5.2~6 (natural), (c) pH 7, (d) pH 9.5 

Table 1 Distribution(%) of Mo oxidation states in carburized 
Ni-Mo/AC samples prepared at various conditions

pH
initial  

Ni/Mo mole 
ratio

Mo2+ Mo4+ Mo6+

3

0 20.3 45.6 34.0
0.2 20.6 11.4 67.8
0.4 23.8 34.0 42.1
0.6 29.6 30.6 39.6

천연 

pH

0 22.8 48.5 28.5
0.2 20.8 4.4 74.6
0.4 20.9 4.7 74.2
0.6 23.7 3.1 73.1

7

0 2.1 19.5 78.2
0.2 2.8 5.7 91.4
0.4 2.3 8.2 89.4
0.6 6.2 17.6 76.1

9.5

0 1.8 9.2 88.8
0.2 2.1 12.7 85.1
0.4 2.4 4.8 92.6
0.6 3.0 1.0 96.0

가 낮거나 승온 속도가 빨라 침탄시간이 짧아 침탄

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9).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pH가 일정할 때 초기 

Ni/Mo 몰비가 0에서 0.6으로 증가할수록 대체로 Mo2+

의 비율은 증가하며 Mo 산화물의 비율은 감소한다. 

문헌
10)
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침탄 과정 동안 Ni에 

의하여 CH4가 C와 H2로 분해가 되고 생성된 C와 

MoO2의 반응에 의해서 Mo2C가 생성되므로 초기 

Ni/Mo 몰비가 증가할수록 Mo2C의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3.4 BET

침탄된 촉매의 표면적, 기공부피, 기공크기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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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ET surface area, average pore volume and 
average pore diameter of Ni-Mo/AC samples prepared at 
various conditions

pH
initial 
Ni/Mo 

mole ratio

BET
surface 

area 
(m2/g)

average
pore 

volume
(cm3/g)

average 
pore 

diameter 
(Å)

3

0 810.9 0.46 41.7

0.2 815.5 0.46 41.5

0.4 805.7 0.46 41.8

0.6 747.7 0.45 43.6

natural
 pH

0 928.9 0.53 42.4

0.2 797.5 0.48 43.6

0.4 795.8 0.48 43.7

0.6 778.8 0.49 45.8

7

0 1123.8 0.65 42.7

0.2 1013.3 0.61 44.4

0.4 1073.7 0.66 44.9

0.6 1100.4 0.73 48.7

9.5

0 1152.7 0.66 42.7

0.2 1137.8 0.68 43.5

0.4 1135.6 0.75 48.5

0.6 1136.2 0.72 46.3

(a) (b)

Fig. 3 CO2-TPD curve of the Ni-Mo/AC carbide sample prepared at different pHs and initial Ni/Mo mole ratios after 
carburization: (a) pH 3, (b) pH 5.2~6 (natural), (c) pH 7, (d) pH 9.5

하기 위하여 N2 흡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는 BET 표면적, 평균 기공부피, 평균 기공크기를 보

여준다. 전반적으로 동일한 초기 Ni/Mo 몰비에서 pH

가 증가할수록 평균 BET 표면적과 평균 기공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pH 3과 천연 pH일 때 

BET 표면적은 초기 Ni/Mo 몰비가 증가할수록 감소

하며, pH 7과 pH 9.5일 때 평균 BET 표면적은 초기 

Ni/Mo 몰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일정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pH가 3과 천연 pH 일 때는 Mo 흡착량

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AC의 기공을 더 많이 막아 

평균 BET 표면적이 감소하였으며 pH가 7과 9.5일 

때는 Mo의 흡착량이 매우 적으며 Ni 흡착량도 적은 

편이므로 AC 자체의 BET 표면적이 시료의 BET 표

면적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3.5 CO2-TPD

침탄된 촉매의 염기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CO2 승

온 이탈 분석을 하였다. Fig. 3은 습식담지시 pH와 

초기 Ni/Mo 몰비가 CO2 탈착온도와 CO2 탈착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600°C 이

상의 고온에서 한 개의 CO2 탈착피크가 발견되며 이

러한 현상은 CO2가 탄산염 형태로 촉매 표면에 존재

하였음을 나타낸다
20). 

Fig. 3에서 CO2 탈착량은 pH가 3에서 최고값을 가



습식담지시 pH와 Ni/Mo 몰비가 Ni-Mo/AC 카바이드 촉매의 특성과 메탄건식개질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제25권 제4호 2014년 8월

351

(c) (d)

Fig. 3 CO2-TPD curve of the Ni-Mo/AC carbide sample prepared at different pHs and initial Ni/Mo mole ratios after 
carburization: (a) pH 3, (b) pH 5.2~6 (natural), (c) pH 7, (d) pH 9.5 (continue)

(a) (b)

(c) (d)

Fig. 4 CH4 conversions obtained over carburized Ni-Mo/AC samples prepared at various conditions: (a) pH 3, (b) pH 5.2~6 
(natural), (c) pH 7, (d) pH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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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Fig. 1(b)의 Ni 

흡착량 변화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탈착온도

도 p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Ni 흡착량 변화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CO2가 촉

매 표면에서 Ni 화합물 보다는 Mo 산화물과 탄산염 

형태로 결합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CO2 탈착량은 Ni 흡착량이 아닌 Mo 흡착량에 더 큰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Fig. 3은 pH가 높을 때(7, 9.5) 초기 Ni/Mo 몰비가 

증가할수록 탈착온도는 감소하며 CO2 탈착량은 증

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1(a), (b)에서 볼 수 있듯

이 pH가 7 또는 9.5일때는 초기 Ni/Mo 몰비가 증가

함에 따라 Mo와 Ni의 흡착량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이러한 현상 역시 CO2 탈착량이 Ni 흡착량 보다는 

Mo 흡착량에 더 큰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3.6 메탄건식개질 반응실험

Fig. 4는 pH와 초기 Ni/Mo 몰비가 메탄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초기 Ni/Mo 몰

비가 0일 때를 제외하고 시료 합성 조건에 상관없이 

초기 CH4 전환율은 90% 이상이나 반응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일정한 낮은 값에 도달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CH4 전환율의 급격

한 감소는 Ni의 탄소 침적
9) 및 Mo2C의 CO2에 의한 

산화
10) 등에 의한 것이다.

Fig. 4에서 초기 Ni/Mo 몰비가 0일 경우 pH에 관

계없이 약 40%이하의 초기 CH4 전환율로 가장 낮은 

반응성을 보이며 pH에 관계없이 초기 Ni/Mo의 몰비

가 0에서 0.6으로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향상된다. 

Shi 등9)
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메탄건식개

질 반응에서 Ni의 첨가가 CH4의 분해를 더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Fig. 4에서 pH 7과 9.5에서 합성된 촉매의 메탄건

식개질 반응성은 pH 3과 천연 pH에서 합성된 촉매

에 비해 매우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XRD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pH 7과 9.5에서 합성된 촉매

의 Ni 결정크기가 pH 3과 천연 pH에서 합성된 촉매

의 Ni 결정크기 보다 더 큰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Kim 등21)
과 Naeem 등22)

에 의하면 Ni의 

결정크기가 증가할수록 탄소침적이 잘 일어나므로 

메탄건식개질 반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 결  론

AC를 지지체로 사용하는 nickel molybdenum carbide 

(Ni-Mo/AC) 촉매를 금속전구체의 습식담지와 20% 

CH4/H2에 의한 침탄 과정에 의하여 합성하였다. 습

식담지에 의한 합성시 pH와 초기 Ni/Mo 몰비가 침

탄된 Ni-Mo/AC 촉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ICP, 

XRD, XPS, BET, CO2-TPD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메탄건식개질 반응에서의 침탄된 Ni-Mo/AC 

촉매 활성과 연관시켰다. Ni와 Mo는 습식담지 시 

pH에 따라 Ni-Mo-AC 용액상에서 이온 또는 수산화

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AC에 흡착된 Ni와 Mo 화학종

의 종류 및 양은 pH에 따른 AC와 금속 화학종 사이

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았다. Ni와 Mo는 침탄된 

Ni-Mo/AC 촉매 표면에 Mo 산화물, Mo 카바이드, 

금속 Ni로 존재하였다. Ni-Mo/AC 촉매의 특성 분석 

결과와 메탄건식 개질 반응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초

기 Ni/Mo 몰비가 증가할수록 촉매 활성이 증가하였

다. 습식담지 시 pH 7과 pH 9.5에서 합성된 촉매는 

pH 3과 천연 pH에서 합성된 촉매에 비해 메탄건식

개질 반응성이 낮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속 Ni의 결

정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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