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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gle stage water-gas shift reaction has been carried out at a gas 
hourly space velocity of 150,494 h-1 over Cu-Ce0.8Zr0.2O2 catalysts prepared by 
a co-precipitation method. Cu loading was optimized to obtain highly active 
co-precipitated Cu-Ce0.8Zr0.2O2 catalysts for single stage water-gas shift 
reaction. 80 wt.% Cu-Ce0.8Zr0.2O2 exhibited the excellent catalytic performance 
as well as 100% CO2 selectivity (CO conversion = 27% at 240oC for 50 h). The 
high activity and stability of 80 wt.% Cu-Ce0.8Zr0.2O2 are correlated to low activa-
tion energy and large amount of surface Cu atoms. 

Key words : Compact reformer(컴팩트 개질기), Water gas shift reaction(수성가스전이
반응), Cu-Ce0.8Zr0.2O2(Cu-Ce0.8Zr0.2O2), Cu loading(구리담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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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수

소를 사용한 연료 전지가 개발되면서 순수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1,2). 수소 생산기

술에는 탄화수소를 이용하는 기술,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 기술, 알칼리 전기분해 기술, 고분자 전

해질 전기분해 기술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탄화

수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경제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3). 탄화수소로부터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를 생산할 경우, 합성가스(H2+CO) 

내 존재하는 CO가 연료 전지에 악영향을 미치므

로 CO를 반드시 제거해야한다4). 따라서, 합성가스

의 CO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수소를 생산하는 수

성가스전이 반응(water gas shift [WGS], H2O+CO 

→ H2+CO2)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성가스전이 반응은 열역학적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온전이 반응(high te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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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re shift, HTS)과 저온전이 반응(low temperature 

shift, LTS)의 두 단계 공정으로 진행되며, 각각 

Fe2O3/CrO3, Cu/ZnO/Al2O3 촉매가 상용 촉매로 사

용되고 있다5,6). 최근, 가정용 연료전지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연료 전지에 적합한 소규

모 컴팩트 개질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

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용 WGS 촉매는 최적 공

간속도가 낮고 반응 온도 영역이 제한적이며, 공

정 조건의 변화에 민감해서 촉매가 쉽게 변성되는 

문제점 때문에 컴팩트 개질기용 WGS 반응에 적

용하기 어렵다7). 따라서, 컴팩트 개질기에 적합한 

촉매 성능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귀금속 물질

(Pt, Pd, Au)을 CeO2, TiO2, Fe2O3와 같은 다양한 특

성의 담체에 담지한 촉매들이 연구되었다8-10). 그

러나 상용화에 있어서 귀금속 촉매의 높은 가격

으로 인해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활성물질을 

비귀금속으로 대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11). 최근, WGS 반응에 높은 활성 및 선택

도를 가지는 Cu가 활성물질로 주목받고 있으나, 

소결 현상에 취약하므로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12). 따라서, Cu 기반의 촉매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CeO2, ZrO2, TiO2, Al2O3와 같은 담체

에 Cu를 담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2-15). 본 연

구팀은 다양한 담체(Ce0.8Zr0.2O2, CeO2, ZrO2, 

MgO, Al2O3)에 Cu를 담지하여 컴팩트 개질기용 

WGS 반응에 적용하였고, 제조된 촉매 중에서 

Cu-Ce0.8Zr0.2O2 촉매가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16,17). 이것은 Ce0.8Zr0.2O2의 높은 열적 안정성과 

뛰어난 산소저장능에 기인하였다.

공침법으로 제조한 Cu-Ce0.8Zr0.2O2 촉매는 컴팩

트 개질기용 WGS 반응에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

나, Cu의 소결 현상에 따른 촉매의 특성 및 WGS

성능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Ko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Cu 담지량은 Cu의 분

산도에 영향을 미치며, 환원 특성을 변화시켜 

WGS 활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18). 또한, 

Jiang 등은 소결 현상으로 인한 Cu촉매의 비활성

화를 억제하기 위해 Cu 담지량을 최적화하였다19). 

또한, Jeong 등의 연구결과 Cu 담지량은 금속-담

체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WGS 촉매의 안정

성에 영향을 준다1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Cu 담지량(20-90 wt.%)의 

Cu-Ce0.8Zr0.2O2 촉매를 공침법으로 제조하고, 가혹

한 조건의 컴팩트 개질기용 WGS반응 조건 

(GHSV = 150,494 h-1)에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 평

가하였다. 

2. 실 험

2.1 Preparation

다양한 Cu 담지량(Cu 담지량=20, 40, 60, 80, 

90 wt.%)으로 Cu-Ce0.8Zr0.2O2 촉매를 공침법을 이

용하여 제조하였다. 화학 양론적으로 정량된 

Copper nitrate (99%, Aldrich), Cerium nitrate (99%, 

Aldrich), Zirconyl nitrate solution (20 wt.% ZrO2 ba-

sis, MEL Chemicals) 전구체를 증류수에 녹인 후 

80oC까지 가열하고 항온상태에서 침전제인 15% 

KOH를 넣어 pH값을 10.5로 조절하였다. 제조된 

용액은 72시간 숙성시킨 후 남아있는 K+이온을 제

거하기 위해 수차례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준비된 

침전물은 110oC에서 건조한 후 400oC에서 6시간 

동안 소성하여 준비하였다.

2.2 Characterization

 

본 촉매의 특성분석은 BET, XRD, TPR, N2O-che-

misorption을 수행하였다. BET 표면적은 ASAP 

2010 (Micromeritics)으로 -196oC에서 질소 흡착정

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담체의 결정크기와 촉

매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X-ray diffraction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XRD 분석은 Rigaku 

D/MAX-IIIC diffractometer 장치를 사용하여 Ni fil-

tered Cu-K radiation를 40 kV, 50 mA로 조사하여 

수행하였다. 담체의 결정크기는 Debye-Scher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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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Cu-Ce0.8Zr0.2O2

Cu content
(wt.%)

Catalyst S. A.
(m2/g)*

Support 
crystallite 
size (nm)†

Cu 
dispe
rsion 
(%)‡

Cu crystallite 
size (nm)‡

20.0 155.7 4.0 7.8 12.9

40.0 136.5 3.0 7.3 13.8

60.0 114.6 2.8 6.9 14.6

80.0  86.2 3.6 5.6 18.0

90.0  66.6 N.A.§ 3.6 28.1
* Estimated from N2 adsorption at -196oC.
† Estimated from XRD.
‡ Estimated from N2O-chemisorption.
§ Not available due to very broad and weak XRD peaks.

equation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촉매의 환원 특성

을 비교하기 위하여 temperature programmed re-

duction (TPR) 분석을 수행하였다. TPR 분석은 

Autochem 2910 (Micromeritics) 장치를 사용하여 

10% H2/Ar분위기에서 승온율 10oC/min으로 상온

에서 400oC까지 측정하였다. Cu 분산도를 측정

하고 metallic Cu의 결정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N2O-chemisorption분석을 수행하였다. Autochem 

2920 (Micromeritics) 장치를 사용하여 촉매를 

400oC에서 1시간 동안 5% H2/Ar 분위기로 환원시

킨 후 60oC까지 냉각하여 Cu분산도를 측정하였다.

2.3 Reaction experiment

촉매 반응실험은 온도범위 200-320oC에서 고정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촉매는 23 mg 주입

하였고 열전대를 촉매층에 설치하여 실제 반응 온

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매 반응을 진행하

기 전에 5% H2/N2 분위기에서 승온율 3.3 oC/min으로 

400oC까지 온도를 올려주어 1시간 동안 환원 과정

을 거쳤다. 환원이 끝난 뒤, 200oC까지 온도를 낮

추고 반응가스(H2: 59.5%, N2: 20.3%, CH4: 1.0%, 

CO: 9.1%, CO2: 10.0%)를 흘려주면서 WGS 반응

을 수행하였다. 반응가스의 H2O/(CH4+CO+CO2) 

비는 2.0으로 고정하였다. 기체공간속도(gas hour-

ly space velocity, GHSV)는 150,494 h-1에서 수행하

였다. 반응 후 가스는 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수분

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수분이 제거된 반응 

후 가스는 On-line micro-gas chromatograph (Agi-

lent 300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촉매 안정도 테

스트는 반응온도 240oC에서 50시간 동안 수행하

였다. 전환빈도(TOF)를 구하는 실험은 열 및 물질 

전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O전환율이 

20% 이하인 값들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전환빈

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OF = 

 
(1)

위 식에서 COin과 COout는 각각 주입가스와 배

출가스에서 CO의 농도이며, ABM는 활성 물질의 

원자량(g/mol), F는 전체 유량(mol·s-1), D는 활성 

물질의 분산도, W는 촉매량(g), XM은 활성물질의 

함량(gmetal/gcat)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Characterization 

 

Table 1에는 제조된 촉매의 특성분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Cu 담지량이 20 wt.%에서 90 wt.%까

지 증가함에 따라 BET표면적은 155.7 m2/g부터 

66.6 m2/g까지 감소하였다. 이것은 Ce0.8Zr0.2O2 격

자에 Cu가 들어감에 따라 촉매의 BET 표면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된 모든 촉매는 5 

nm 이하의 담체 결정크기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

다. Cu결정 크기는 Cu 담지량이 증가함에 따라 

12.9 nm에서 28.1 nm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Cu분

산도가 7.8%에서 3.6%까지 감소하였다. 특성분석 

결과, 20 wt.% Cu-Ce0.8Zr0.2O2 촉매가 제조된 촉매 

중 가장 작은 Cu 결정 크기와 가장 높은 BET 표면

적 값을 나타내었다. 

Fig. 1에는 다양한 담지량 (20-90 wt.%)으로 제

조된 Cu-Ce0.8Zr0.2O2 촉매의 XRD 패턴을 나타내었

다. 제조된 모든 촉매에서 CuO와 CeO2의 결정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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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D patterns of Cu-Ce0.8Zr0.2O2 catalysts with varying 
Cu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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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2-TPR patterns of Cu-Ce0.8Zr0.2O2 catalysts with 
varying Cu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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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 conversion with reaction temperature over 
Cu-Ce0.8Zr0.2O2 catalysts with varying Cu content (reaction 
condition: GHSV = 150,494 h-1; H2O/(CH4+CO+CO2) = 2.0)

크가 나타났다. XRD 분석 결과, Cu 담지량이 증가

함에 따라 CuO의 결정 피크의 강도가 증가하였으

며, CeO2의 결정 피크 강도는 감소하였다.

Fig. 2는 다양한 담지량(20-90 wt.%)으로 제조된 

Cu-Ce0.8Zr0.2O2 촉매의 TPR 패턴을 나타내었다. 제

조된 모든 촉매는 200oC에서 300oC 사이에서 강한 

환원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 피크는 담체와 상호

작용하는 CuO종의 환원을 나타내며 WGS 반응의 

활성을 결정짓는 활성 피크로 알려져 있다20). Cu 

담지량이 20 wt.%에서 80 wt.%로 증가함에 따라 

활성 피크가 고온으로 이동하여 Cu와 담체 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었다. 80 wt.% Cu-Ce0.8Zr0.2O2 

촉매는 270oC에서 활성 피크를 나타내어 제조된 

촉매 중 가장 강한 Cu와 담체 간의 상호작용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

속과 담체 간의 강한 상호작용은 금속의 소결 현상

을 억제하는 중요한 특성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2).

3.2 Reaction result 

Fig. 3은 다양한 담지량(20-90 wt.%)으로 제조된 

Cu-Ce0.8Zr0.2O2 촉매의 온도에 따른 CO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반응온도 200℃에서는 Cu 담지량이 

20 wt.%에서 80 wt.%로 증가함에 따라 CO 전환율

은 5.6%에서 13.7%까지 증가하였으나, 90 wt.% 

Cu-Ce0.8Zr0.2O2 촉매는 CO 전환율이 8.4%까지 감

소하였다. 이것은 과량의 Cu 담지량(90 wt.%)으로 

인한 소결 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

온도 240℃와 280℃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였으

며, 80 wt.% Cu-Ce0.8Zr0.2O2 촉매는 모든 온도 범위

에서 가장 높은 CO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320℃
의 반응온도에서, CO 전환율은 Cu 담지량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감소하였다: 80 wt.%>60 

wt.%>40 wt.%>20 wt.%>90 wt.%. 

20 wt.% Cu-Ce0.8Zr0.2O2 촉매는 가장 높은 BET 

표면적과 작은 Cu 결정 크기를 가짐에도 불구하

고 80 wt.% Cu-Ce0.8Zr0.2O2 촉매보다 낮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BET 표면적과 Cu 결정 크기

가 WGS 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촉매의 활성화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 Arrhenius 

plot을 Fig. 4에 나타내었다. Arrhenius plot은 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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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rhenius plots of turnover frequency of CO con-
version obtained over Cu-Ce0.8Zr0.2O2 catalysts with varying 
Cu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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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lectivity to CO2 and CH4 with reaction temperature 
over Cu-Ce0.8Zr0.2O2 catalysts with varying Cu content 
(reaction condition: GHSV = 150,494 h-1; H2O/(CH4+CO+CO2) 
= 2.0)

Table 2.  Number of Cu surface atoms, Turnover frequency 
and activation energy results with Cu content over 
Cu-Ce0.8Zr0.2O2 catalysts.

Cu 
content
(wt.%)

No. Cu 
surface 

atoms (1020 

atoms/gcat)

Turnover 
frequency

CO 
coversion

at 210 oC (%)
Ea(kJ/mol)

20.0 1.48 0.039  7.8 34 ± 2 

40.0 2.77 0.035 12.9 33 ± 1

60.0 3.92 0.033 17.4 33 ± 1

80.0 4.25 0.031 17.8 31 ± 1

90.0 3.07 0.033 11.4 33 ± 1

역함수와 전환빈도의 자연로그로 나타낸 그래프이

며, 일차함수의 기울기로 각 촉매의 활성화에너지

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활성화에너지는 Table 2

에 나타내었으며, 80 wt.% Cu-Ce0.8Zr0.2O2 촉매의 활

성화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에는 다양한 담지량(20-90 wt.%)으로 제

조된 Cu-Ce0.8Zr0.2O2 촉매의 표면 Cu 원자 수, 전

환빈도, 활성화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촉매의 표면 

Cu의 원자 수는 Cu 분산도와  Cu 담지량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80 wt.% 까지 Cu 담지량이 증가

할수록 표면의 Cu 원자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90 wt.% Cu-Ce0.8Zr0.2O2 촉매의 표면 Cu 원자 수는 

60 wt.% Cu-Ce0.8Zr0.2O2 촉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Cu의 소결로 인하여 Cu원자가 응집되었기 

때문이며, TPR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표면 Cu 

원자 수는 Cu 담지량과 금속-담체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환빈도는 210℃
의 CO 전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전환빈도

는 Cu 담지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0 wt.% Cu-Ce0.8Zr0.2O2 촉매와 90 wt.% Cu-Ce0.8Zr0.2O2 

촉매의 전환빈도와 활성화에너지는 동일하나 60 

wt.% Cu-Ce0.8Zr0.2O2 촉매의 표면 Cu 원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60 wt.% Cu-Ce0.8Zr0.2O2 촉매가 더 높

은 CO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40 wt.% Cu-Ce0.8Zr0.2O2 

촉매와 90 wt.% Cu-Ce0.8Zr0.2O2 촉매의 활성화에너

지는 동일하고, 표면 Cu 원자 수는 유사하지만 40 

wt.% Cu-Ce0.8Zr0.2O2 촉매의 전환빈도가 높기 때문

에 40 wt.% Cu-Ce0.8Zr0.2O2 촉매의 CO전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80 wt.% Cu-Ce0.8Zr0.2O2 촉매

의 높은 활성은 낮은 활성화에너지와 높은 표면 

Cu 원자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Cu-Ce0.8Zr0.2O2 촉매에서 

Cu 담지량은 WGS 반응 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활성화에너지와 표면 

Cu 원자 수는 Cu 담지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하였다.

Fig. 5는 다양한 담지량(20-90 wt.%)으로 제조된 

Cu-Ce0.8Zr0.2O2 촉매의 온도에 따른 CO2 및 CH4 선택

도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Cu-Ce0.8Zr0.2O2 촉매들은 

모든 온도 영역에서 100%의 CO2선택도를 나타내

어 부반응 없이 CO를 선택적으로 CO2로 전환시켰

다. 이는 제조된 Cu-Ce0.8Zr0.2O2 촉매가 WGS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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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bility test of 80 wt.% Cu-Ce0.8Zr0.2O2 catalyst 
(reaction condition: GHSV = 150,494 h-1; H2O/(CH4+CO+CO2) 
= 2.0; T = 240oC)

에 적합한 촉매임을 의미한다16). 

Fig. 6은 최적 촉매로 선정된 80 wt.% Cu-Ce0.8Zr0.2O2 

촉매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GHSV 150,494 h-1

에서 50시간 동안 WGS 반응을 수행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80 wt.% Cu-Ce0.8Zr0.2O2촉매는 매우 높은 

GHSV인 150,494 h-1에서 50시간 이상 비활성화 없

이 약 27%의 CO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80  

wt.% Cu-Ce0.8Zr0.2O2 촉매는 높은 활성뿐만 아니라 

높은 안정성을 지닌 촉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adhan 등은 10% CuO-CeO2-ZrO2(1:1) 촉매가 

GHSV 25,000 h-1와 350℃에서 약 61%의 CO 전환

율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21). 또한, Jiang 등

은 20 wt.% Cu-Ce0.8Zr0.2O2 (2:1) 촉매가 GHSV 

19,094 h-1와 450℃에서 172시간 동안 68%의 CO 

전환율을 유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9).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볼 때, 20 wt.% 이상의 Cu 담지량

을 가진 Cu-Ce-ZrO2 촉매가 매우 높은 GHSV 

(150,494 h-1)에서 높은 활성과 안정성(50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우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Cu 담지량의 Cu-Ce0.8Zr0.2O2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가혹한 조건에서 WGS 반응

을 수행하고 Cu 담지량이 촉매 활성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다. 제조된 Cu-Ce0.8Zr0.2O2 촉매는 Cu

담지량에 따라 BET 표면적, Cu 결정 크기, 금속-담

체 간 상호작용, 촉매의 표면 Cu 원자 수, 활성화에

너지에 차이를 보였다. WGS 반응결과, 매우 높은 

공간속도인 150,494 h-1에서 80 wt.% Cu-Ce0.8Zr0.2O2 

촉매가 가장 높은 CO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는 낮은 활성화에너지와 높은 표면 Cu원자 수에 

기인한 결과이다. 더불어, 80 wt.% Cu-Ce0.8Zr0.2O2 

촉매는 100% CO2 선택도를 나타내었으며, 50시간 

동안 안정한 CO 전환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80 

wt.% Cu-Ce0.8Zr0.2O2 촉매는 컴팩트 개질기용 

WGS 반응에 적합한 최적 촉매임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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