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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다양한 상용 TiO2 담체를 이용한 Ce/Ti 촉매를 습윤함침법으로 제조하여 TiO2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선택적촉매환원
(SCR) 반응활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TiO2의 특성은 XRD, BET, XPS 및 pH와 같은 물리화학적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Ce/Ti 촉매는 TiO2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SCR 활성을 나타내었다. TiO2의 비표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CeOx surface density의 경우 2.5∼14.5 CeOx/nm2의 범위에서 우수한 활성을 
보였으며, 14.5 CeOx/nm2 이상에서는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iO2의 O/Ti mole ratio는 1.32∼1.79의 범위
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TiO2의 pH의 경우 SCR 활성과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우수한 SCR 활성을 위
해서는 세리아 산화물을 높은 비표면적 및 일정 O/Ti mole ratio를 가진 TiO2에 담지되어야 하고 고분산된 세리아 산화
물에 의한 낮은 CeOx surface density를 나타내는 촉매를 제조하여야 한다.

Abstract
Ceria supported on various commercial TiO2 catalysts were prepared by wet-impregnation method. We confirm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iO2 supports and SCR activities.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various 
TiO2 were evalu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Brunauer-Emmett-Teller (BET) surface area, X-ray photoelectron spectro-
scopy (XPS), and pH analysis. Ce/Ti catalyst exhibited different SCR activities with respect to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iO2. An excellent activity was obtained as the surface area of TiO2 increased. In the case of CeOx surface density, the 
excellent activity in a range of 2.5∼14.5 CeOx/nm2 was achieved and the activity tended to decrease above 14.5 CeOx/nm2. 
The O/Ti mole ratio of TiO2 in the range of 1.32 to 1.79 showed an excellent SCR activity.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pH of the TiO2 has no effects on the SCR activity. In order to achieve excellent SCR activities, ceria oxide should be sup-
ported on TiO2 possessing a high specific surface area and certain O/Ti mole ratio. In addition, the catalyst with the low 
CeOx surface density resulted from the high dispersed ceria oxide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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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대기오염을 야기시키는 연소가스 중에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황산

화물(SOx),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이 있다. 이 중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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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은 산업계, 발전설비 등의 고정원과 자동차와 같은 이동원에서 

배출된다. 이러한 NOx는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파괴, 온난화 및 산성

비를 유발한다[1-3]. 이와 같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질소산화물의 심각

성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환경당국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엄격한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배출규제 

강화 및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 제도,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뿐 아니라 탈질시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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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원에서는 한층 

강화된 환경법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경

제적인 질소산화물 제거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NOx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개발되었으며, 이 중 

최적의 방지기술(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BACT)은 요소

수(Urea solution) 또는 암모니아(NH3)를 환원제로 이용한 선택적촉매

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으로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4].

4NO + 4NH3 + O2 → 4N2 + 6H2O (1)

2CO(NH2)2 + 4NO + O2 → 4N2 + 2CO2 + 4H2O (2)

SCR은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V2O5/TiO2 (anatase TiO2)

에 WO3를 첨가한 촉매들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바나듐 계열의 촉

매는 300∼400 ℃의 온도 범위에서 우수한 효율을 나타낸다[5]. 그러

나, 바나듐계 촉매는 400 ℃ 이상 온도의 SCR 반응에서 선택성을 저

하시키고, 활성성분인 바나듐의 휘발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바

나듐 성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현재 많은 연

구자들은 바나듐의 함량을 감소하는 연구 및 바나듐을 대체하여 새로

운 금속원소를 활성성분으로 하는 NH3-SCR 촉매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특히, 세리아(Ceria; CeO2)는 산소저장능력 및 산화 환원 특

성이 우수하기 때문에[6] 바나듐 대체 물질로 기대되고 있다. 세리아를 

이용한 SCR 촉매로서 Ge(or Mn)/CeO2-WO3[7], CeO2/TiO2[8,9], 

CeO2/Al2O3[10], MnOx-CeO2[11], CeO2/ZrO2[12], CeO2/TiO2-SiO2[13], 

CeO2/WO3[14,15] 및 Fe-Ce-Mn/ZSM-5[16] 등이 연구되었다. 이 중, 

TiO2를 담체로 한 CeO2/TiO2 촉매는 기존 상용촉매와 동일한 온도범

위(300∼400 ℃)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며, 바나듐계 상용촉매에

서 사용하는 TiO2 담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촉매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

적 수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H3-SCR 활성이 우수한 비 바나

듐계 Ce/TiO2 촉매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용 TiO2에 ce-

ria를 담지하여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이때 TiO2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SCR 반응활성에 미치는 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TiO2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XRD, BET, XPS 및 pH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TiO2를 다양한 제조사로부터 입수하였다. 각

각의 TiO2는 Cristal Global사의 TiO2 (A) 및 TiO2 (B), Hombikat사의 

TiO2 (C), Ishihara사의 TiO2 (D)-TiO2 (F), Evonik Degussa사의 TiO2 

(G), Pure Chemicals사의 TiO2 (H) 그리고 Aldrich사의 시약급 anatase 

타입의 TiO2 (I)로 총 9종을 사용하였다. 이들 TiO2를 담체로 하여 ce-

rium (III) nitrate (20 wt% Ce; Ce(NO3)3⋅6H2O, Aldrich Chemical 

Co.)를 증류수에 녹여 세리아 수용액을 제조한 후, wet impregnation 

method로 세리아 산화물을 TiO2에 담지하였다. 이렇게 만든 slurry 상

태의 혼합용액을 1 h 이상 교반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CO. N-N series)를 이용하여 70 ℃에서 65 mmHg의 진공에 의하여 수

분을 증발시킨다. 수분을 증발시킨 시료는 미세기공의 잔여수분의 추

가건조를 위하여 103 ℃의 dry oven에서 24 h 건조시킨 후 공기를 주

입하면서 tubular furnace에서 10 ℃/min의 승온속도로 500 ℃까지 상

승시킨 후 3 h 동안 소성하여 제조하였다.

2.1. 촉매의 특성분석

촉매의 비표면적 측정은 ASAP 2010C를 사용하였으며 Brunauer-

Emmett-Teller (BET)식을 이용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110 ℃에서 4 h 동안 진공상태로 degassing한 후 분석하였다. 

XRD (X-ray diffraction) 분석은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

하였으며, PANalytical Co.의 X’Pert PRO MRD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Radiation source로는 Cu Kα (λ = 1.5056 Å)가 사용되었으며, 

X-ray generator는 30 kW이고, monochromator는 사용하지 않았다. 2

θ는 10∼90°의 범위에서 6 °/min의 주사속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TiO2의 결정구조의 혼합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anatase와 rutile의 주 

특성 피크인 2θ = 25.2°와 27.4°로 하였다. 

TiO2의 O/Ti mole ratio를 측정하기 위한 XPS 분석은 Thermo Co.의 

Alpha-K를 사용하였으며, Al Kα X선(1486.6 eV)을 이용하여 진공도

를 10-6 Pa로 유지하면서 측정하였다. 

Ce/Ti 촉매의 CeOx surface density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

되었다:

ns(CeOx nm-2) = cw⋅NA/Mw⋅SBET⋅1018 nm2/m2 (3)

상기 식 (3)에서 cw (g/g)는 ceria의 함량, NA는 Avogadro’s number 

(6.022 × 1023/mol), Mw는 ceria의 분자량(140.12 g/mol) 그리고 SBET 

(m2/g)는 TiO2의 비표면적을 나타낸다.

2.2. 촉매의 활성 평가

반응기는 연속 흐름형 고정층 반응기로 내경 8 mm 석영관(quartz 

pipe)으로 제작하였으며, 촉매 층을 고정하기 위하여 quartz wool을 사

용하였다. 반응기에 공급되는 가스는 각 실린더로부터 MFC (Mass 

Flow Controller, MKS Co.)를 사용하여 공급유량을 조절하였다. 반응 

물질의 구성은 NO 800 ppm, NH3 800 ppm, O2 3 vol%, H2O 8 vol%

와 balance 가스는 N2를 사용하였다. 300 mg (약 0.6 cc)의 시료를 반

응기 내부에 충진하였고 전체 유량은 600 cc/min이며, 이 상태에서의 

공간속도(Gas Hourly Space Velocity; GHSV)는 약 60,000 h-1이다. 또

한, 수분의 공급은 N2가 bubbler를 통하여 수분을 함유하여 반응기에 

주입되도록 하였다. 이때 공급되는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중 

자켓 형태의 bubbler 외부에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일정온도(45 ℃)의 

물을 순환시켰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O 및 

NO2의 농도 측정은 비분산적외선 가스분석기(ZKJ-2, Fuji Electric 

Co.)를 사용하였으며, N2O의 농도 측정은 비분산적외선 가스분석기

(ULTRAMAT 6, Siemens)를 그리고 NH3의 농도 측정은 검지관(3M, 

3La, 3L, Gas Tec. Co.)을 사용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반응온도에서 

60 min 동안 steady state에 도달한 후에 측정되었다. Steady state에서

의 가스농도를 다음의 식에 따라 NOx conversion을 계산하였다.

NOx conversion (%) = (([NO]in - [NO + NO2]out)/([NO]in)) × 100 (4)

3. 결과 및 고찰

3.1. 다양한 TiO2 담체에 따른 Ce/Ti 촉매의 반응활성

세계적으로 수많은 제조사에서 다양한 용도의 TiO2를 생산하고 있

으며,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물성을 나타낸다. 다양한 종류의 상용 

TiO2 (A-I)에 대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여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TiO2에서 2θ = 25.28°의 anatase TiO2 주 피크인(101)면 회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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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SBET (m2/g) O/Ti mole ratio pH

TiO2 (A) 344.7 1.75 5.93

TiO2 (B) 249.3 1.37 2.56

TiO2 (C) 288.7 1.32 5.42

TiO2 (D) 97.4 1.79 2.51

TiO2 (E) 59.2 1.52 2.51

TiO2 (F) 276.0 1.42 6.30

TiO2 (G) 43.3 1.83 3.87

TiO2 (H) 9.6 1.89 6.95

TiO2 (I) 11.0 2.16 7.04

Table 1. The SBET, O/Ti Mole Ratio and pH of Various TiO2

Figure 1. X-ray diffraction of various TiO2.

Figure 2.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NOx conversion of Ce/Ti 
catalysts (NH3/NOx : 1.0, NO : 800 ppm, O2 : 3%, H2O : 8%, GHSV
: 60,000 h-1).

크[17]가 관찰되어 anatase TiO2 결정구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TiO2 (G) 및 TiO2 (H)의 경우 2θ = 27.44°의 rutile TiO2의 주 피크인 

(110)면과 2θ = 36.09°의 rutile TiO2 피크인(101)면의 회절피크[18]

가 관찰되었으며, anatase와 rutile의 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iO2 (I)에서는 가장 큰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TiO2 제조 시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natase TiO2 (101)의 intensity가 증가한다. 

이는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결정질의 티타닌산이 결정화되어 

anatase TiO2의 결정화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준안정성인 anatase는 

고온의 열에 의해 rutile로 상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TiO2 

(G) 및 TiO2 (H)에서 rutile 피크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제조 시 비교

적 다른 TiO2보다 높은 온도에서 소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다양한 TiO2 담체에 활성금속인 Ce를 TiO2에 대하여 무게

비 20 wt% 담지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Ce/Ti (A-I) 촉매에 

대하여 공간속도 60,000 h-1, 200∼350 ℃의 운전조건에서 NH3-SCR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ure 2에 다양한 TiO2를 담체로 하여 제조된 

Ce/Ti 촉매의 SCR 반응활성을 나타내었다. 모든 촉매는 각기 다른 반

응온도에서 서로 다른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TiO2

에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양의 Ce를 담지하여 제조된 촉매 간에 활성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TiO2 담체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50 ℃의 반

응온도에서 활성이 가장 높은 촉매는 Ce/Ti (A)이며, Ce/Ti (I) 촉매의 

경우 그 활성이 다른 촉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

다. 담지된 금속 산화물 촉매에 있어서도 담체의 영향을 받는다. 담체

에 따라 활성도는 TiO2 (anatase, high surface) > TiO2 (rutile) > TiO2 

(anatase, rutile) > γ-Al2O3 > SiO2 > TiO2 (anatase, low surface) 순서

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20]. 본 연구에서도 Table 1의 TiO2 (A), 

TiO2 (B) 및 TiO2 (C)는 anatase type의 높은 비표면적과 낮은 결정성

을 보이기 때문에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다. TiO2 (D) 및 TiO2 (E)는 

anatase type이지만 TiO2 (A), TiO2 (B) 및 TiO2 (C) 보다 비교적 낮은 

비표면적과 높은 결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부 효율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TiO2 (I)의 경우 anatase type의 매우 낮은 비표면적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저조한 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TiO2 (G) 및 TiO2 

(H)는 anatase 및 rutile 상이 공존함에 따라 anatase type의 높은 비표

면적을 보이는 TiO2 (A), TiO2 (B) 및 TiO2 (C)로 제조된 촉매 보다 

비교적 낮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TiO2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반응활성과의 상관관계

Table 1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9종의 TiO2에 대하여 비표면적, O/Ti 

mole ratio 및 pH를 나타낸 표이다. 비표면적은 촉매 반응이 표면반응

인 특성상 중요한 인자로 다루어진다. TiO2 (A-I)는 9.6∼344.7 m2/g으

로 각기 다른 비표면적을 나타낸다. Kapteijn 등[21]은 활성의 원인을 

비표면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Madia 등[22]에 의하면, 높

은 비표면적의 TiO2는 낮은 비표면적을 갖는 TiO2에 비하여 anatase 

sintering이나 anatase-rutile의 상전이가 낮은 온도에서 진행된다고 언

급하였다. 이에 비표면적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TiO2의 비표면

적에 따른 Ce/Ti 촉매의 SCR 반응활성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TiO2의 비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300, 250 및 200 ℃에서 우수한 

SCR 활성을 나타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e/Ti 촉매의 

SCR 반응활성에서 TiO2 담체의 비표면적은 중요한 요소로서 직접적

인 활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SCR 촉매에서 TiO2를 담체로 하여 활성성분을 첨가할 때 활성성분

의 적정 surface density는 존재한다. VOx/TiO2 촉매의 경우 바나듐의 

monolayer surface density는 약 7.9 atoms/nm2로 알려져 있다[23]. 본 

연구에서도 Ce/Ti 촉매의 CeOx surface density가 촉매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CeOx surface density에 따른 SCR 반응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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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rrelation of the surface area with NOx conversion over 
Ce/Ti catalysts.

Figure 4. Correlation of the CeOx surface density with NOx 
conversion over Ce/Ti catalysts.

(a)

(b)

Figure 5. XPS result of TiO2 (A) : (a) peak of O 1s (b) peak of Ti 2p.

Cataylst CeOx surface density (CeOx/nm2)

Ce/Ti (A) 2.49

Ce/Ti (B) 3.45

Ce/Ti (C) 2.98

Ce/Ti (D) 8.82

Ce/Ti (E) 14.53

Ce/Ti (F) 3.11

Ce/Ti (G) 19.84

Ce/Ti (H) 89.44

Ce/Ti (I) 78.07

Table 2. The CeOx Surface Density of Ce/Ti Catalysts with Different 
TiO2 Supports

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CeOx surface density는 촉매 면적당 CeOx

의 개수를 나타낸 값으로서 각 촉매마다 2.5∼89.4 CeOx/nm2의 다양

한 값을 갖는다(Table 2). 특히, 2.5∼14.5 CeOx/nm2의 범위에서 우수

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CeOx surface density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활성성분이 촉매 표면에 적정 표면밀도 

이상으로 첨가될 경우 활성성분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촉매 제

조 시 열처리로 인해서 활성성분의 agglomeration 현상이 발생되며, 

이 결과로 crystalline metal oxide가 형성된다. 이러한 crystalline metal 

oxide는 촉매의 환원 능력을 억제시켜 탈질효율을 감소시킨다[24]. 이

러한 결과로부터 SCR 반응에 사용되는 Ce/Ti 촉매의 적절한 CeOx 

surface density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NH3-SCR 반응에서 산소의 존재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촉매로부

터 격자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이다[25]. 격자산소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TiO2 담체가 우수한 촉

매의 중요 요소가 된다면, 제공될 수 있는 TiO2의 격자산소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이에 TiO2의 격자산소에 대하여 XPS 분석을 실시하였

다. 산소는 O 1s 피크로 구분할 수 있으며, TiO2 (A)의 O 1s 피크를 

Figure 5(a)에 나타내었다. O 1s 피크는 Gaussian-Lorentzian curve fit-

ting에 의하여 3개의 피크들로 분리할 수 있다. 529.6 eV의 피크는 

O-Ti로서 TiO2의 격자산소의 특성 피크를 나타낸다. 530.8 eV에 해당

되는 -OH 피크는 hydroxyls 또는 표면 흡착 산소종이다. 532 eV의 

C-O 피크는 hydroxyl-like groups 및 화학흡착된 수분을 나타낸다[26]. 

이에 다양한 TiO2 담체에 대하여 O 1s 피크를 분리하여 O-Ti에 대한 

단위 부피당 원자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XPS 분석으로부터 TiO2 (A)

의 Ti 2p를 분석하여 Figure 5(b)에 나타내었다. Ti4+의 Ti 2p 3/2 피크

는 458.8 eV에서 나타나며 Ti 2p 1/2 피크는 464.5 eV에서 관찰된다

[27]. 다양한 TiO2 담체에 대하여 Ti 2p 피크를 분리하여 Ti4+의 Ti 2p 

3/2 피크에 대한 단위 부피당 원자수를 측정하여 O/Ti mole ratio를 구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O/Ti mole ratio와 SCR 반응 활성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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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rrelation of the O/Ti mole ratio with NOx conversion over 
Ce/Ti catalysts.

Figure 7. Correlation of the pH with NOx conversion over Ce/Ti 
catalysts.

Figure 6에 나타내었다. TiO2의 O/Ti mole ratio는 1.32∼2.16의 범위

에서 측정되었으며, 특히 1.32∼1.79의 범위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타

내었다. 

담체인 TiO2는 electrostatic forces에 의하여 분산성이 달라지며, 

electrostatic forces는 pH에 영향을 받아 표면의 형성되는 금속산화물

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28]. Wachs 등[23]은 바나듐계 촉매에서 다

양한 담체에 첨가되는 VOx가 monolayer로 첨가될 수 있는 최대치의 

surface density는 pH와 같은 담체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Panagiotou 등[29,30]에 의하면, TiO2 담체에 함침법으로 

WOx 및 MoOx를 첨가 시 pH에 따라 촉매 표면 위에 형성되는 metal

의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도 TiO2의 pH를 측정하여 Ce/Ti 촉매의 SCR 반응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TiO2의 pH가 2.5 

근처에서 일부 우수한 SCR 활성이 관찰되었지만, pH의 증가에 따른 

효율 증가 및 감소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TiO2 담체의 pH가 SCR 

반응활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Ce/Ti 촉매

의 효율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결    론

다양한 상용 TiO2 담체에 따른 Ce/Ti 촉매의 SCR 반응특성을 조사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Ce/Ti 촉매의 SCR 반응 활

성 실험 결과 모든 촉매는 각기 다른 SCR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Ce/Ti 촉매의 SCR 반응에서 TiO2의 비표면적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CeOx surface density는 SCR 활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세리

아의 고분산으로 인한 낮은 CeOx surface density (2.5∼14.5 

CeOx/nm2)를 가진 촉매에서 우수한 SCR 활성이 관찰되었다. TiO2의 

격자산소에 따른 반응활성을 확인하고자 O/Ti mole ratio에 따른 활성

과의 상관성을 관찰한 결과, 1.32∼1.79의 O/Ti mole ratio 범위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TiO2의 pH는 Ce/Ti 촉매의 SCR 활

성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상용 

SCR 촉매인 VOx/TiO2의 단점을 보안하고자 비바나듐계 촉매인 

Ce/Ti 촉매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Ce/Ti 촉매에서 담체인 TiO2

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우수한 SCR 활성을 나타내는 

촉매를 제조하기 위한 인자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수한 SCR 활성을 

위해서는 높은 비표면적 및 일정 O/Ti mole ratio를 가진 TiO2를 담체

가 사용되어야 하며, 활성성분인 세리아의 고분산에 의한 낮은 CeOx 

surface density를 나타내는 Ce/Ti 촉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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