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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RHDS 촉매는 코크와 황 화합물 그리고 금속인 바나듐이 표면에 침적되어 비활성화가 된
다. 이러한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폐 RHDS 촉매에 묻어있는 중질유분의 세정, 코크와 황 화
합물을 고온 배소 처리한 후, 과량으로 침적되어 있는 바나듐의 침출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0.5, 1 wt% 
옥살산 수용액을 이용하여 초음파 교반기에서 50 ℃, 10 sec 동안 교반하여 NOx 저감을 위한 SCR 촉
매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생처리 한 RHDS 촉매의 성분은 XRF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상압 고정층 연속 흐름 반응기 상에
서 NOx 저감 성능을 측정하였다. 옥살산 수용액 0.5 wt%, 10 sec 동안 초음파 침출한 촉매가 가장 안
정적인 NOx 저감 성능을 보였으며, 375 ℃ 이상의 고온에서는 상용 촉매와 동등 수준의 NOx 저감 성
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저온영역 200 ℃에서 250 ℃까지는 상용 촉매보다 낮은 NOx 저감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폐 RHDS 촉매를 재생처리 한 후 분말로 메탈 코로게이트 지지체에 워시코팅한 촉매는 
상용 SCR 촉매로서 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SCR 촉매, NOx, 메탈 코로게이트, 워시코팅

  Abstract : The spent RHDS (Residue HydroDeSulfurization) catalyst is deactivated mainly by 
deposition of various contaminants such as coke, sulfur and vanadium on the surface of catalyst.
To eliminate those contaminants, the following remanufacturing process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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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heavy oil on the surface of the spent RHDS catalyst was removed by kerosene and 
dehydrated. The second, the high temperature incineration was carried out to eliminate coke and 
sulfur components deposited on the surface of spent RHDS catalyst. The third, the excessive 
quantity of Vanadium deposited on the surface of catalyst was removed by leaching process as 
follows: ultrasonic agitation was carried out at 50℃, for 10 seconds with 0.5% and 1% oxalic 
acid solution. The purpose of this process is to find out regenerated RHDS catalyst can be used as 
SCR catalyst for NOx reduction by controlling the vanadium residual content of the regenerated 
RHDS catalyst through leaching process. 
The composition of regenerated RHDS catalyst was analyzed by XRF and the NOx reduction 
efficiency was also measured by continuous catalytic fixed bed reactor. 
As the result, regenerated catalyst, with 0.5% oxalic acid, ultrasonic agitation in 10 seconds, 
showed the most stable NOx reduction efficiency. Also, in comparison with commercial SCR 
catalyst, the NOx reduction performance of regenerated catalyst was similar to that of commercial 
SCR catalyst at the temperature 375℃ and higher whereas was lower than commercial SCR 
catalyst at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200∼250℃.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generated catalyst as powder form wash coated on the 
surface of metal corrugated substrate can be used for commercial SCR catalyst. 

Keywords : SCR catalyst, NOx, Metal Corrugated, Wash coated

1. 서 론

  중질유를 경질유로 전환하는 고도화 설비, 
HOU(Heavy Oil Upgrading) 공정은 분해 반응 
전에 RHDM 촉매와 RHDS 촉매를 이용하여 중
질유 속에 높은 함량으로 포함된 V, Ni, S, N 
등의 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한다.[1-3] 이러한 공
정을 통해 저점도화, 연소성 개선으로 고부가 가
치의 경질유 제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 설비를 꾸준히 늘
려가는 추세이며, 여기에 사용되는 촉매들의 사용
량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RHDS 촉매는 보통 피독(Poisoning)이나 기공 
입구 막힘(Plugging)에 의해 촉매의 활성이 크게 
떨어져 6개월에서 1년의 비교적 짧은 수명을 가
지고 있어 지정 폐기물로 매립되거나 분쇄하여 
유가 금속만을 회수하는 실정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다시 재생시켜 신규 촉매와 섞어 쓰거나 다
른 용도의 촉매로 재제조하여 사용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7]
  특히 폐 RHDS 촉매는 V2O5-NiO-MoO3/γ
-Al2O3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활성화 물질로 분
류되는 V은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화
학 등에 널리 사용되는 촉매의 주원료이며 

V2O5-WO3/TiO2 또는 V2O5-WO3/γ-Al2O3 계
열의 SCR 촉매가 그 중 하나이다.[8] SCR 촉매
는 연소 공정 중 NOx 저감에 높은 효율을 가지
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 사용되며 조촉매인 W
은 RHDS 촉매의 Mo과 같은 족에 위치한 전이 
금속화합물로 서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하
다.[9-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RHDS 촉매의 비활성화 
원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 금속의 침
적을 옥살산 수용액으로 적절히 산 침출하여 기
공 막힘을 열어주고, 비표면적을 넓혀주어 폐 
RHDS 촉매를 SCR 촉매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재제조 RHDS 촉매를 상용 SCR 
촉매와 NOx 저감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
는데 의의를 두었다.

2. 실 험

2.1. 폐 RHDS 촉매의 처리공정

  폐 RHDS 촉매의 재생 과정은 중질유분 세정, 
고온 배소, 그리고 산 침출 처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처리공정을 거친 폐 
RHDS촉매의 분말을 적절한 바인더와 함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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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condition Notation

Heavy-oil washing – High-temperature 
incineration – Acid-leaching

HR – AL(A wt% - B time)

Table 1. Notation of processing condition

Item Content

Washing solvent Kerosene

Washing temperature Ambient

Solvent amount(L) per 
spent catalyst(kg)

1 L/kg × 4 Times

Method Stirring

Table 2. Condition of oil-washing

▲ Before oil-washing ▲ Oil-washing ▲ After oil-washing

Fig. 1. Picture of oil-washing procedure.

하고 200cpsi 메탈 코로게이트 지지체에 워시코
팅하여 SCR 촉매를 제작하였고 고정층 상압 연
속 흐름 반응기에서 NOx 저감 성능을 확인하였
다. 
  산 침출 방법은 Ultrasonic wave 침출과 
Hand-Shake로 나누어 옥살산의 함량과 침출 시
간을 달리하여 처리해 주었다.
  처리 과정에 따른 촉매 표기법은 아래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유분 세정은 OW, 고온 배소는 
HR, 산 침출은 AL로 표기하였으며, A는 옥살산
의 함량, B는 침출시간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쓰이는 촉매는 모두 유분 세정을 필수적으로 거
쳐야하기 때문에 OW의 표기는 생략하기로 하였
다.

  2.1.1. 폐 RHDS 촉매의 중질유분 세정
 RHDS 촉매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중질유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등유(GS Caltex Refinery Co. 
in Korea)를 용매로 사용하였다. 폐 RHDS 촉매
를 담은 비커에 등유를 담아두고 방치하여 세척
한 후 mesh 망을 이용하여 통풍이 잘 되는 서늘
한 곳에서 24 hr 이상 자연 건조한다. 그 후, 촉
매를 120 ℃ 오븐에서 2 hr 건조해 잔류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2.1.2. 폐 RHDS 촉매의 고온 배소
 중질유분 세정 후 자연건조까지 마친 폐 RHDS 
촉매에 침적된 코크와 황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
해 500 ℃에서 3 hr 동안 15 L/min의 공기와 
접촉시켜 배소를 진행하였다. 배소 진행시 촉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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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ent

Incineration temperature 500 ℃

Air flow rate 15 L/min

Incineration holding time 3 hr

Residual C & S under 0.5 wt%

Table 3. Condition of incinerator

▲ Before incineration ▲ After incineration ▲ Incinerator

Fig. 2. Picture of incineration procedure. 

    Table 4. Condition of acid leaching with oxalic acid solution

Item Content

Leaching solution Oxalic acid

Solution concentration 0.5∼1 wt%

Leaching temperature 50 ℃

Leaching time 10 sec

장착은 Metal Foam(Alantum Co. in Korea)을 
사용하여 제작한 2개의 Tray에 촉매를 25 g씩 
골고루 분산하여 Table 3의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2.1.3. 폐 RHDS 촉매의 산 침출 공정
 고온 배소를 통해 코크와 황 화합물이 충분히 
제거된 폐 RHDS 촉매에서 기공 입구를 막고 있
는 V을 침출하여 비표면적과 기공률을 증가시키
고, V 잔류 함량에 따른 NOx 저감 성능을 비교
하기 위해 유기산인 옥살산(99.5 %, Daejung 
Chemical Co. Ltd. in Korea)을 사용하여 산 침
출을 진행하였다. 산 침출 방법은 초음파세척기
(Ultrasonic wave : ESW-2820B, Whashin Tech 

Co. Ltd. in Korea) 이용하여 초음파강도 40 
kHz에서 진행하였다. 산 침출을 위한 옥살산 용
액은 0.5 wt%, 1 wt% 농도로 제조하고 산 용액 
온도 50 ℃에서 Ultrasonic wave와 Hand-Shake
방식을 이용하여 각각 10 sec 동안 산 침출을 진
행하였다. 산 침출 공정의 조건 및 과정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2.1.4. 폐 RHDS 촉매의 성분 분석 

  폐 RHDS 촉매의 처리 단계별 제조한 각각의 
촉매 sample의 V, Mo, Ni 에 대한 함량 분석을 
XRF(Delta professional, Olympus CO. in USA)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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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leaching 
▲ Leaching with oxalic acid 

solution 
▲ After leaching

Fig. 3. Picture of acid leaching procedure.

▲ Before wash-coating ▲ Slurry ▲ After wash-coating

Fig. 4. Picture of wash-coating procedure.

  2.1.5. 처리된 RHDS 촉매의 워시코팅
  산 침출 공정을 거친 RHDS 촉매를 분쇄하여 
75 ㎛ 크기의 mesh에 거른 후 증류수와 질산을 
넣고 12 hr 방치하고 독일 BASF사의 순도 83% 
DispexA40을 추가 투입 한 후 20 min 교반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Fig. 4와 같이 0.03× 
0.03×0.03 m 크기의 메탈 코로게이트 지지체에 
워시코팅을 진행할 때에는 기공이 막히지 않게 
최대한 고르게 코팅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2.2. 제조된 촉매의 NOx 저감 성능 평가

  본 SCR 반응 실험에서 사용된 장치는 고정층 
상압 연속 흐름식 반응이며 석탄화력 발전소의 
배기가스를 모사하기 위하여, 반응 실험에 사용되
는 모든 가스의 흐름은 MFC(Mass Flow 
Controller, F-100C, Bronkhorst Co. Ltd. in 

UK)를 사용하여 제어하였고, PID 제어기를 이용
하여 반응 온도는 200∼375 ℃의 범위로 실험하
였다. 반응 가스의 조성은 Gas analyzer 
(GreenLine 9000, Eurotron Co. Ltd. in UK)를 
사용 분석하였고, 공간속도는 10,000 hr-1로 설정
하였으며, NO(10 % in N2, Sung Kang 
Specialty Gas, in Korea) Gas는 200 ppm(v/v)
를 정량적으로 흘려주었다. NH3(10 % in N2, 
Sung Kang Specialty Gas, in Korea) Gas는 
NO Gas 농도와 일정하게 맞추도록 MFC를 이
용하여 유입시켰고, O2(99.9 % in N2, Sung 
Kang Specialty Gas, in Korea) 농도는 3 
%(v/v)를 유지하였다. 각 온도 구간에서 환원제
와 반응 후 나온 NOx의 농도를 후단에서 확인
하여 NOx의 전환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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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ss flow diagram of atmospheric micro reactor.

   Table 5. Experimental condition

Contents Unit Condition

S.V hr-1 10,000

Temperature ℃ 200∼375

Size H×W×L (m3) 0.03×0.03×0.03

NO ppm 200

NH3 ratio NO/NH3 = 1

O2 Vol.% 3

N2 - Balance

3. 결과 및 고찰

3.1. RHDS 촉매의 물성분석 결과

  3.1.1. XRF 분석
  SCR 촉매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V, Mo 및 
Ni의 잔류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고온 배소 후 
폐 RHDS 촉매를 잘게 부수어 XRF 분석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실
험을 하였으며, 유분 세정과 고온 배소를 마친 
촉매와 유분 세정과 고온 배소, 산 침출 공정을 
마친 촉매를 대상으로 XRF 분석을 하였다. 산 
침출 공정은 촉매 기공이 V, Ni 등의 금속으로 
침적 되어 있는 것을 산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촉
매의 비표면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Table 6에는 XRF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SCR 촉매로의 이용에 필요한 주촉매 성분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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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Ni Mo V
HR 35,820 62,942 29,162

HRAL 1-10 36,322 67,671 24,082
HRAL 0.5-10 34,596 58,448 28,753

HRAL(Shake) 0.5-10 35,545 59,074 29,933
HRAL(Shake) 1-10 33,556 56,185 28,561

Table 6. Result of XRF analysis

함량은 30,000 ppm 가량, 조촉매 성분인 Mo 함
량은 60,000 ppm 가량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제조된 촉매의 NOx 저감 성능 평가 결과

  3.2.1. 산 농도에 따른 금속 침출량 변화
  산 농도 0.5 wt%, 1 wt%로 제조된 산 용액의 
V 침출량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산 침출 후 V이 가장 많이 침출되는 
조건은 HRAL 1-10이었다. 이는 산의 농도가 진
할수록 추출되는 금속의 양이 많기 때문인 걸로 
사료 되는 결과이다.

Fig. 6. Amounts of residual metals of catalysts 
according to acid leaching conditions.

  3.2.2. 침출 방식에 따른 금속 침출량 변화
  산 침출 시간을 10 sec로 기준을 두고 침출 방
식을 Ultrasonic wave와 Hand-Shake로 나누어 
Ni, Mo, V의 침출량을 비교해 보았다. Fig.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 wt% 산 농도에서 SCR 촉
매로의 재생에 중요 요소인 V이 Ultrasonic 
wave 방식에서 많이 침출되었고, Hand-Shake 
방식에서 잔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Hand-Shake 방식보다는 Ultrasonic wave 방식
이 침적된 금속을 추출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는 사람이 손으로 흔드는 것은 

아무리 정교히 한다고 해도 흔드는 강도에 따라 
균일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초음파의 경우는 
초음파를 일정한 강도로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 된다.

Fig. 7. Amounts of residual metals of catalysts 
at 1 wt% of acid concentration 
according to acid leaching methods.

  0.5 wt% 산 농도에서 Ultrasonic wave 방식과 
Hand-Shake 방식에 따른 침출량 역시 미세하지
만 Ultrasonic wave 방식이 더 침출되고 있는 것
을 Fig.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Amounts of residual metals of catalysts 
at 0.5 wt% of acid concentration 
according to acid l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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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처리 조건에 따른 RHDS 촉매의 탈질 
반응 활성 측정 결과 및 고찰

    3.2.3.1. 침출 방식에 따른 NOx 저감 성능 
비교(1 wt%)

  산 농도를 1 wt%로 제조한 산 용액을 10 sec 
동안 Ultrasonic wave 방식과 Hand-Shake 방식
을 통해 침출된 sample들의 NOx 저감 성능을 
비교하여 아래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 Results of de-NOx performance of 
prepared catalysts at 1 wt% of acid 
concentration according to acid 
leaching methods.

  Ultrasonic wave 세척한 촉매의 최대 NOx 저
감 성능은 375 ℃에서 84 %를 보여주었고, 
Hand-Shake를 한 촉매의 최대 NOx 저감 성능
은 375 ℃에서 93 %를 나타내었다. 이 조건에서
는 HRAL 1-10이 HRAL(Shake) 1-10보다 높
은 NOx 저감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 RHDS 촉매의 경우 비표면적이 약 70 m2/g 
정도인데 이는 폐 RHDS 촉매가 침적된 금속 V
에 의해 기공이 대부분 막혀 있기 때문이다.[15] 
침적된 금속을 산 처리를 통해 제거하여 주면 촉
매의 비표면적이 회복되는데 10 sec 동안 
Ultrasonic wave 방식으로 초음파로 세정한 것은 
더 많은 V을 Hand-Shake 보다 침출시킴으로써 
NOx 저감 성능이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 된다.  

    3.2.3.2. 침출 방식에 따른 NOx 저감 성능 
비교(0.5 wt%)

  산 농도를 0.5 wt%로 제조한 산 용액을 10 
sec 동안 Ultrasonic wave 방식과 Hand-Shake  
 

방식을 통해 침출된 sample들의 NOx 저감 성능
을 비교하여 아래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 Results of de-NOx performance of 
prepared catalysts at 0.5 wt% of 
acid concentration according to acid 
leaching methods.

  Ultrasonic wave 방식으로 침출된 촉매의 최대 
NOx 저감 성능은 375℃에서 99%를 나타내었
고, Hand-Shake를 한 촉매의 최대 NOx 저감 
성능은 375 ℃에서 97 %를 나타내었다.
  산 농도 1 wt%에서 Ultrasonic wave 방식이 
Hand-Shake 방식에 비해 NOx 저감 성능이 낮
음을 확인 하였지만 산 농도 0.5 wt%는 침출 방
식에 의한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산의 농도에 
따라 V을 더 많이 침출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SCR 촉매로서의 성능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산의 농도를 조절하여 적절하게 V을 침출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2.3.3. 상용 SCR 촉매와 제조된 SCR 
촉매의 NOx 저감 성능 비교

  NOx 저감 성능이 비교적 좋았던 HRAL 
0.5-10 촉매와 상용 SCR 촉매를 비교해 보았다. 
아래 Fig. 11을 보면 알 수 있듯 HRAL 0.5-10 
촉매는 저온인 200∼250 ℃에서는 상용 촉매보
다 낮은 NOx 저감 성능을 보였으나 온도가 올
라갈수록 유사한 NOx 저감 성능을 보여주었고 
325 ℃ 이후부터는 상용 SCR 촉매와 거의 차이
가 없이 99 %의 NOx 저감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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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Ox Conversion of HRAL 0.5-10 
catalyst compared to commercial 
SCR catalys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 RHDS 촉매 처리 조건(중질
유분 세정), 고온 배소, 산 침출 처리에 따른 
NOx 저감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물성분석 및 반
응 실험을 통하여 SCR 촉매로서 이용 가능 여부
를 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
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폐 RHDS 촉매의 산 침출 처리(Acid- 
leaching) 과정에서 HRAL(Shake) 0.5-10, 
HRAL 1-10, HRAL(Shake) 1-10 촉매 
보다 HRAL 0.5-10 촉매가 더 안정적인 
NOx 저감 성능을 보였으며, 이를 상용 
SCR 촉매와 비교하였을 때 200∼250 ℃
에서 낮은 저감 성능을 보였으나 325 ℃ 
이후에서 상용 SCR 촉매와 유사한 99 %
의 NOx 저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XRF 분석을 통해 Ultrasonic wave 침출이 
Hand-Shake 침출보다 V 침출 함량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본 연구결과 폐 RHDS 촉매를 적절히 처리
하고 이를 이용하여 탈질 SCR 촉매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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