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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선택적 촉매 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법은 질소산화

물(NOx) 저감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 가운데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공정이다[1,2]. SCR 공정은 촉매 상에서 질소산화물과 환원제(NH3)와의 

반응으로 NO를 N2와 H2O로 환원시키는 공정으로, NH3-SCR의 일반

적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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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H3 + 4NO + O2 → 4N2 + 6H2O (standard reaction)

4NH3 + 2NO2 + O2 → 3N2 + 6H2O

4NH3 + 2NO + 2NO2 → 4N2 + 6H2O (fast reaction)

NH3-SCR의 mechanism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왔는데, 

대표적인 반응 mechanism은 Langmuir-Hinshelwood (L-H, NH3와 NO

가 촉매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와 Eley-Rideal (E-R, NO는 가스상으로 

반응)이며, Figure 1에 반응 경로를 나타내었다.

SCR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의 조성은 V2O5-WO3(or MoO3)/TiO2가 

일반적이며[5-7] 형상에 따라 corrugated type, honeycomb type, plate 

typ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8,9]. Corrugate type은 glass fiber나 ceramic 

plate 등의 담지체 표면에 활성물질을 코팅한 촉매로 무게가 가볍고, 

고온에서의 열충격에 대한 저항이 강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입자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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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압착⋅코팅방식 촉매 제조 공정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콜로이드 실리카의 특성이 제조된 촉매의 성능 
및 열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4종의 콜로이드 실리카를 대상으로 실리카 형상 및 크기, 
비표면적 및 기공특성, 성분 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콜로이드 실리카를 적용하여 제조한 V2O5/TiO2 촉매의 특성 평가 
및 NOx 전환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콜로이드 실리카를 이용하여 제조한 촉매의 특성은 적용한 콜로이드 실리
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콜로이드 실리카 내 피독물질 함량은 촉매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인자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콜로이드 실리카 내 실리카 함량이 높을수록 촉매의 열안정성과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colloidal silica, which was used as an additive in the compression/coating catalyst 
process, on activities and thermal stabilities of the catalysts was investigated. The shape, size, specific surface area and poros-
ity, and composition of four different types of colloidal silica materials were analyzed, and the NOx conversion of V2O5/TiO2 
catalyst prepared by these colloidal silica were studied. Properties of the catalysts prepared by colloidal silica depend on the 
nature of the colloidal silica used, in particular the alkaline substances such as Na in the silica were evaluated to be directly 
effect on the deNOx conversion of the catalyst. In addition, higher silica contents in the colloidal silica were found to improve 
the deNOx activity and thermal stability of the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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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chanisms of NH3-SCR reported in literature: (a) Lang- 
muir-Hinshelwood mechanism, (b) Eley-Rideal mechanism[4].

질에 의한 plugging이 쉽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8]. Honeycomb type

은 촉매 자체가 활성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높은 접촉면적으로 활

성이 뛰어나며 재생이 가능한 반면, 촉매 활성 물질이 기계 또는 열적 

stress에 약하고 마모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10]. Plate type 촉매는 

stainless steel net 또는 천공 판에 촉매물질을 담지 시켜 제조하는 것

으로 촉매지지체가 금속으로 되어있어 honeycomb 촉매보다 기계적 

강도가 높고, 높은 열안정성, 낮은 압력 손실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접촉면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같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촉매물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8]. 압착⋅코팅 방식 촉매는 세라

믹 섬유 위에 촉매 slurry를 압착⋅코팅하여 세라믹 섬유 내부까지 촉

매물질을 담지 하는 방식의 촉매이다. 이 제조 방법은 담체 내부에까

지 촉매물질이 담지 되어 촉매물질의 표면 탈리 이후에도 활성을 유

지시킬 수 있으며, 촉매담체와 촉매물질의 결합강도를 증진시켜 기계

적 강도가 향상되고, 두께를 얇게 조절하여 무게가 가볍고 높은 개기

공율로 압력손실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CR 촉매는 위와 같은 제조 형태에 따라 결합제와 같은 다양한 첨

가제를 필요로 하는데,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기계적 강도 구현을 위

해서는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첨가제들은 촉매로서의 기능

성은 없기 때문에 첨가제 종류에 따라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11].

콜로이드 실리카는 음(-)전하를 띠는 무정질 실리카(Si ) 미립자가 수

중에서 콜로이드 상태를 이룬 것으로 washcoating을 통한 촉매 제조 

시 많이 사용되는 첨가제이다. Liu 등의 연구자들은 stainless steel 

tube에 HZSM-5 코팅을 위해 콜로이드 실리카를 바인더로 적용하여 

slurry를 제조하였으며, 콜로이드 실리카의 특성이 촉매 cracking 활성 

및 부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11]. B. Mitra와 D. Kunzruw

은 cordierite monoliths 제조를 위해 네 종류의 zeolite (ZSM5, b zeo-

lite, mordenite, Zeolite Y)로 slurry를 제조하여 slurry 및 washcoat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첨가제로 콜로이드 실리카를 적용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압착⋅코팅 방식 SCR 촉매 제조를 위한 촉매 slurry

에 공정첨가제로 콜로이드 실리카를 적용하여 콜로이드 실리카의 특성

이 촉매의 성능 및 열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촉매 제조

압착⋅코팅 방식 SCR 촉매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로 콜로이드 실

리카를 적용한 TiO2 slurry를 제조하였다. 콜로이드 실리카 TiO2 slurry 

제조를 위해 H2O 20 wt%에 각각의 콜로이드 실리카 38 wt%, TiO2 40 

wt.%를 혼합하였으며, 이후 촉매 전구체인 ammonium metavanadate 

1.0 wt%, oxalic acid 1.0 wt%를 추가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SCR 촉매

로써의 성능평가를 위해 제조한 TiO2 slurry를 120 ℃에서 12 h 건조

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후, 400 ℃에서 1 h 소성하여 V2O5/TiO2 촉매를 

제조하였다.

2.2. 촉매 성능평가

콜로이드 실리카의 특성이 촉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2.1에서 제조한 촉매의 NOx 전환율을 측정하였다. Inlet 가스의 

조성을 NOx 300 ppm, NH3 300 ppm, O2 5 vol.%로 하였으며 온도는 

300~400 ℃, SV (space velocity) = 80,000/h로 설정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적용하여 NOx 전환율을 계산하였다. 

NOx conversion rate (%) = CNO i n
CNO i n CNO ou t

× 

CNO in : 반응기 유입 전의 NOx 농도

CNO ou t: 반응기 유입 후의 NOx 농도

2.3. 콜로이드 실리카 및 촉매의 특성 분석

SCR 촉매 제조에 적용한 각기 다른 특성의 4종(A, B, C, D)의 콜로

이드 실리카에 대하여 실리카 형상 및 크기, 비표면적 및 기공특성, 성

분 등이 특성을 분석하였다. 콜로이드 실리카 내 실리카의 형상 및 크

기는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Philips, CM200)으로 분

석하였다. 각각의 콜로이드 실리카를 105 ℃에서 2 h 건조한 후 분쇄

하여 분말의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비표면적 및 기공특성은 N2 ad-

sorption-desorption method (3Flex version 3.02, Micromeritics)로 분석

하였다. 해당 결과로부터 비표면적은 BET (Brunaure-Emmett-Teller)

식과 t-plot method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메조 기공크기와 부피

는 BJH (Barrett-Joyner-Halenda) method의 adsorption plot으로, 마이

크로 기공부피는 t-plot method부터 결과를 도출하였다. 콜로이드 실

리카의 성분은 XRF (X-ray fluorescence, Rigaku, ZSX 100e)로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콜로이드 실리카에 대해서 S-X (X = A, B, 

C, D)로 표기하였다.

콜로이드 실리카 종류별로 제조한 촉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콜로이드 실리카와 마찬가지로 N2 adsorption-desorption method로 비

표면적 및 기공특성을, XRF로 촉매의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XRD 

(X-ray diffraction, X´Pert PRO, Panalytical)로 촉매의 결정상을, 

FE-SEM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MIRA 3 XMU, 

TESCAN)으로 촉매 입자의 크기 및 형상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콜로이드 실리카 종류별로 제조된 촉매에 대해 C-X (X = A, B, 

C, D)로 각각 표기하였다.

2.4. 촉매 열처리 및 특성 분석

촉매의 열적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한 촉매를 furnace에 넣

고 750 ℃까지 5 ℃/min의 속도로 승온한 후, 해당온도에서 2 h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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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하였다. Vargas[13] 등은 논문에서 조건에 따라 배기가스의 온

도가 750 ℃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발표하여 이를 참조하여 열처리 

온도를 결정하였다. 열처리 이후의 촉매에 대해서는 2.3의 촉매 특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N2 adsorption-desorption method로 비표면적 및 기

공특성을, XRD로 촉매의 결정상을, FE-SEM으로 촉매 입자의 크기 및 

형상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열처리 이후의 촉매 성능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2.2에 따라 NOx 전환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열처리 

촉매에 대해서는 C-X-750 (X = A, B, C, D)로 표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 성능평가

콜로이드 실리카 종류별 특성이 SCR 촉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00~400 ℃ 온도 범위에서 NOx 전환율을 평가하였

다.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한 분말형 촉매를 sieving하

여 100~150 µm 크기의 촉매만을 사용하였다. Figure 2는 온도에 따

른 콜로이드 실리카 종류별 NOx 제거 효율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실선). 결과를 통해 C-A는 다른 촉매에 비해 효율이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3.2에서 콜로이드 실

리카와 제조한 촉매의 성분, 비표면적 및 기공특성, 실리카의 형상 및 

크기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Figure 2에는 750 ℃로 열처리한 촉매의 NOx 전환율 측정 결

과도 나타내었다(점선). 열처리 이후 전체 온도 영역에서 NOx 전환율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후에도 NOx 전환율은 C-C-750에

서 가장 높았으나, C-D-750과의 편차는 감소하였다. C-D-750의 경우 

300~400 ℃ 온도 범위에서의 평균 NOx 전환율 감소율은 약 23.8%였

으며, C-C (24.4%), C-B (32.4%), C-A (42.6%)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3.3에서는 열처리 전⋅후의 촉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변화

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2. 콜로이드 실리카 및 촉매의 특성 분석

콜로이드 실리카로 제조한 V2O5/TiO2 촉매에서의 NOx 전환율의 차

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콜로이드 실리카와 촉매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Figure 3은 실리카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을 TEM으로 100,000배

Figure 2. NOx Conversion of V2O5/TiO2 catalyst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확대하여 측정한 것으로 실리카 입자의 크기는 S-D > S-B > S-C > 

S-A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에는 질소흡⋅탈착 장치로 콜로

이드 실리카의 비표면적, 기공크기 및 기공부피를 측정한 결과를 정

리하였다. S-C의 비표면적은 다른 콜로이드 실리카에 비해 1.5~2배 

높은 반면, 기공크기와 부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D는 이와 반대로 비표면적은 가장 낮은 반면, 기공크기는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리카의 입자크기가 가장 큰 S-D의 비표면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자크기가 가장 작은 S-A보다 S-C의 

비표면적인 1.5배 큰 것으로 측정되어 콜로이드 실리카 내 실리카 입

자크기와 비표면적의 상관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비표

면적이 큰 S-C로 제조한 C-C에서의 NOx 전환율은 다른 촉매보다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비표면적이 가장 작은 S-D로 제조한 C-D에서

의 NOx 전환율이 다른 C-B, C-C 촉매보다 높아 콜로이드 실리카의 

입자크기나 비표면적이 촉매 성능의 직접적인 영향인자는 아닌 것으

로 판단되었다.

Table 2는 콜로이드 실리카의 성분 분석결과, Table 3은 콜로이드 

실리카 종류별로 제조한 촉매의 성분 분석결과이다. 콜로이드 실리카 

성분 분석결과, S-C와 S-D는 Si 함량이 99.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

었으나 S-A의 경우는 98.0%로 다른 콜로이드 실리카에 비해 Si 함량

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콜로이드 실리카에 비해 

Classification
BET surface area 

(m2/g)
t-plot 
(m2/g)

Pore volume (cm3/g) Pore size (nm)

t-plot BJH adsorption BJH adsorption

Colloidal silica

S-A 153.86 48.63 0.0196 0.259 4.61

S-B 147.74 14.07 0.0048 0.187 3.43

S-C 232.65 173.35 0.1222 0.181 1.85

S-D 115.92 23.63 0.0092 0.212 4.87

Catalyst 
(before heat 
treatment)

C-A 126.39 28.11 0.0115 0.381 8.58

C-B 116.68 11.10 0.0080 0.352 8.68

C-C 134.49 14.50 0.0055 0.272 5.67

C-D 84.27 22.06 0.0092 0.347 11.95

Catalyst 
(after heat 
treatment)

C-A-750 67.10 1.80 0.0009 0.284 8.48

C-B-750 71.13 - - 0.261 9.40

C-C-750 89.19 - - 0.245 7.41

C-D-750 55.65 4.12 0.0017 0.243 11.73

Table 1. Specific Surface Area and Porosity of Colloidal Silica and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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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적용하여 제조한 

촉매 성분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C-A 촉매의 SiO2 함량은 9.8%로 다

른 콜로이드 실리카를 적용한 촉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는데, 이는 S-A의 Si 함량이 다른 콜로이드 실리카에 비해 낮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C-A의 Na2O 함량은 다른 촉

매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Na2O의 함량이 낮았던 C와 D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a는 K, Ca, Mg 등의 알칼리 금속류과 같이 SCR 촉매의 대표적인 

피독물질로, Chen[2] 등은 알칼리 피독물질이 촉매 활성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여 K의 영향이 가장 크며 Na > Ca > Mg 순이라고 보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0.1% Na2O 피독 시 피독 되지 않은 촉매에 비해 

250 ℃에서 NOx 전환율이 약 20%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C-A 

촉매에서의 낮은 NOx 전환율은 피독물질인 Na2O의 함량이 다른 촉매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an[14] 등은 V2O5/ TiO2에 

SiO2를 mole ratio 0.2로 doping 하였을 때 V2O5/TiO2보다 300 ℃에서 

효율이 20% 향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SiO2 첨가로 비표면적이 증

가하고 V2O5가 잘 분산될 뿐만 아니라 acid site (Brønsted-acid) 증가로 산

화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C-A의 낮은 SiO2 함량

이 촉매 효율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3.3. 열처리 전⋅후의 특성 변화

콜로이드 실리카로 제조한 촉매에서의 열처리 전⋅후의 NOx 전환

율 변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열처리 전⋅후의 촉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a) S-A                          (b) S-B

 

(c) S-C                          (d) S-D

Figure 3. Particle size and shape of colloidal silica.

Figure 4는 열처리 전⋅후의 촉매 입자크기 변화를 SEM으로 측정

한 결과이다. 열처리 이후 촉매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고 일부 촉매에 

서는 입자가 응집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cherrer equation에 의한 crystallite size 측정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

Classification
Element S-A S-B S-C S-D

Si 98.00 98.97 99.20 99.40

Na 1.29 0.35 0.07 0.03

S 0.32 0.20 0.12 0.17

Al 0.05 0.06 0.02 0.06

Cl - 0.14 0.35 0.31

Ti 0.12 0.14 0.12 0.10

Fe 0.13 0.13 0.07 0.07

Zr 0.01 0.02 0.02 0.02

Br - - 0.23 -

P 0.01 - - -

Mg 0.01 - - -

Table 3. Catalysts Composition by Type of Colloidal Silica (unit: wt%)

Classification C-A C-B C-C C-D

TiO2 88.3 84.8 82.9 82.2

SiO2 9.80 13.7 15.4 16.3

V2O5 0.84 0.80 0.83 0.80

SO3 0.90 0.62 0.81 0.69

Na2O 0.11 0.03 0.01 0.00

Trace element
Al2O3, P2O5, CaO, Fe2O3, 

ZrO2, Nb2O5

Al2O3, P2O5, CaO, Fe2O3, 
ZrO2, Nb2O5

Al2O3, P2O5, CaO, Fe2O3, 
CuO, Nb2O5

MgO, Al2O3, P2O5, K2O, 
CaO, Fe2O3, ZrO2, Nb2O5

Si/Ti 0.11 0.16 0.19 0.20

Table 2. Composition of Colloidal Silica (unit: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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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rystallite size (Å)

C-A 243

C-A-750 406

C-B 243

C-B-750 395

C-C 221

C-C-750 382

C-D 221

C-D-750 356

Table 4. Crystallite Size by Scherrer Equation

 

            (a) C-A                      (b) C-A-750

 

            (c) C-B                      (d) C-B-750

 

            (e) C-C                      (f) C-C-750

 

            (g) C-D                      (h) C-D-750

Figure 4. Change of catalyst particle size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a)

(b)

Figure 5. XRD patterns of V2O5/TiO2 catalyst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a) before heat treatment, (b) after heat treatment.

는데, Table 4를 통해 열처리 후에 촉매의 crystallite size가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A-750에서의 crystallite size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C-D-750에서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에는 콜로이드 실리카 종류별로 제조한 V2O5/TiO2 촉매와 

이를 750 ℃에서 2 h 열처리한 후의 촉매에 대하여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750 ℃ 열처리 전에는 모든 촉매의 결정상은 TiO2 ana-

tase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ha 등은 plate type의 촉매에서 촉매층만

을 분리하여 열처리한 후 결정상 변화를 고찰하였는데, 700 ℃ 이상

에서 열처리한 촉매에서는 TiO2 rutile peak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

다[15]. 콜로이드 실리카를 적용하여 제조한 촉매에서는 anatase peak

의 intensity가 높아 750 ℃ 열처리 후에도 rutile peak가 검출되지 않

은 것처럼 나타났으나 해당 부분을 확대한 결과, TiO2 anatase 상에서 

rutile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XRD 상에서 SCR 촉매의 rutile peak의 검출은 촉매의 비표면적 감

소를 뜻하는데 이는 Table 1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의 

비표면적 및 기공특성 분석결과에서 750 ℃ 열처리 이후 촉매의 비표

면적 및 기공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C-A-750의 비표

면적 감소율이 열처리 전 대비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C-750과 C-D-750은 다른 두 종류의 촉매에 비해 감소율이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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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C-C-750은 가장 높은 비표면적과 가장 높은 NOx 전

환율이 나타냈으나, 열처리 이후 NOx 전환율 감소율은 C-D-750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처리 후, C-C-750과 C-D-750의 NOx 

전환율 편차가 감소하였는데, Liu[16] 등은 V2O5/WO3-TiO2 촉매에 

silica 첨가가 NH3-SCR 촉매 활성과 열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여 silica에 의한 열적 안정성은 TiO2 crystallite interface에 Ti-O-Si 

solid solution을 형성하여 anatase 결정상의 TiO2를 안정화시키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Kobayashi[17] 등의 연구진은 V2O5/TiO2와 

V2O5/TiO2-SiO2 촉매 비교 연구를 통해 TiO2보다 TiO2-SiO2가 혼합된 

촉매에서 높은 열적 안정성과 높은 vanadia 분포 특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즉. 750 ℃ 열처리 이후 C-D-750 촉매가 가장 높은 열적 

안정성을 나타낸 것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콜로이드 실리카

의 실리카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콜로이드 실리카 자

체의 높은 실리카 함량은 이를 적용하여 제조한 촉매에 높은 SiO2 함

량을 나타내, C-D-750의 경우 낮은 비표면적에도 불구하고 높은 

NH3-SCR 촉매 활성과 열처리 이후에 열적 안정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압착⋅코팅 방식 SCR 촉매 제조를 위한 촉매 slurry

에 콜로이드 실리카를 공정첨가제로 적용하여 콜로이드 실리카의 특

성이 촉매 성능 및 열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촉매의 

성능과 열적 안정성은 콜로이드 실리카의 성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이드 실리카에 촉매 피독 물질인 Na 함량

이 높은 경우에는 촉매 자체에도 Na 함량이 높아 NOx 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콜로이드 실리카에 실리카 함량이 높을수록 열처

리 이후에 비표면적 변화, NOx 전환율 감소 등의 열적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CR 촉매 제조 시 콜로이드 실리카를 공정첨가

제로 첨가하는 것은 촉매의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콜로

이드 실리카 내 실리카의 함량은 촉매의 열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촉

매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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