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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진과 질소 산화물을동시에 처리할수 있는 이원적 기농을 가진 촉매 필터는산업체 적용에 많은 장점을갖고 있마. 홍기 
생이 높은 시트 형 제라따 필터를촉매 필터 소째로 활용하면 배기가스 처리 공정의 타당생을 더욱높일 젓이다. 그러나 시 
트 필터는 두째가 앓아서 혹때 지지충에 촉매를부착할수 있는공간이 부족하므로 효과척인 촉매필터를 제조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셔는국산시트 펼터를사용하여 촉매 멸터를 제조하고 설협설 장치에서 제조된 촉매 펼터의 NO 환원 성능 
이 명가되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시트 펼터로 촉매 펼터를 제조할 정우 여과속도 2ms-1에셔 700ppmNO 농도에 대한 
NO 천환율이 92% 이하로써 촉매 펼터 재료로써 좋은특생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와같이 저조한특성을보이는 이유는 시 
트 펼터의 촉매 지지충의 기공이 균일하지 못하여 필요 이상의 큰 기공이 존재하기 대문으로 해석되었다. 펼터에 존재하는 

큰 기공의 사이즈를줄이기 위하여 펼터를 제조하는 원재료에 작은 업자를혼합하여 시트 펼터의 기공을줄이는효과를통 
하여 NO전환율96% 이상을달성하였다. 또한촉매 지지체로써 큰 입자의 TiOz를혼합하여 촉매충의 기공을팽창시켜서 개 
선된 촉때 필터는 상용요구에 충족되는98% 이상의 NO 전환율을 보였다. 위 두 경우 모두 촉매층 내에 존재할수 있는 큰 
기공올효과적으로메워서 쩍절한촉때충이 형성되면촉매 펼터의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보인 것이다. 따랴서 이와같이 

통기도가우수한장첨을 가진 시트 필터가촉때 펼터의 소째로 잘활용될 수 있음을보였다. 

추쩌|어 : 촉매 필터， 선백척 촉매 환원， 업자， 질소산회물， 시트 필터 

þb훌ract : Catalytic filter 뼈s many advan빼ges fiπ the 피dustri떠 application 。써ng to its bi-furu쳐.onal ability to treat nitrogen 
oxides 뼈dpar없띠atesimul빼eously_ The tecbnical feasibility ofusing the catalytic filter in the flue 맹stre빼nent process w피 be 
moπ promoted if the high p.orous ceramic 빼야t filter is utilized. However, it is oot e없y φ ￠맹are the effective catalytic filter 
using sheet filter as it has less room for catalyst support due to its thin layer. In this 왜Jdy， ca뻐lytic 퍼terusinga φmesticc하a며C 

sheet filter el따ent 뼈s been pr앨ared and conducted the experimental ev려u뼈.on forNO πd따tion perfonn뼈ce. The current 
sheet filter element shows the low catalytic activity less than 92% ∞nv하sion fiπ NO concentration 700 ppm at the face velocity 
0.02ms-1.1밟 뼈expec뼈 lowca뼈lytic 뼈vity se뼈s to be caused by the present of ex:뼈뼈maryla뿔e pores from the lack of 
뻐formity in the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sh，않t filter. The l.art!e 따e size of the sheet filter is πd따ed by ∞mposing the 
$빼11er powder as its raw material, which presents improveπnent in NO conversion more than 96%. More 뼈야ovement is 
observed 뼈.owing 98% NO conversion which is 맹plicable to a commercial p뻐nt when the ca뻐ly앙 coa뼈glayer’ is expanded by 
뼈이ngthel없'gC TiOz particl않 during the ca뼈lyst pr앵aration. Both of above two methods is regarded as that the broad gates of 
the l.art!er pores in the coa빼glayer 하e effectiveψ fill혀 with 뻐e proper catalyst. So these res띠.ts encourage the utilization of 
sheet filter as a good c뼈lytic filter mat에al with its poten뼈1 merit of high permeability. 

K빼rwo삐s:Ca뼈lytic filter, Selective ca뼈lytic reduction, PartiCl뻐1:e， Nitrogen 따ides， Sheet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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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룰 

선택적 질소산회물 환원(SCR)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촉매 

로써 V20 S, F~ÛJ， CUO, α203， NiO, Ce{}z, 둥이 알려져 있으 

며 촉매 성분과 지지 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촉매가 개발되 

었다[1] 이 중에서도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하는 V，O，/TiQ，계 

촉매가 황과 물에 대한 내구성이 높고， NO 환원과 다이옥신 

산화를 위한 선택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상업적으로 널리 활 

용되고 있다{2냉] 현재 상용 SCR 촉매는 주로 모노리스나 하 

나컴에 부확되어 사용되며， 이런 형태의 촉매 시스댐은 집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단 또는 후단에 집진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진용 필터에 SCR 촉매를 부착시쳐서 집진과 질 

소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촉매 펼터가 타당성이 높 

은 배기가스 처리시스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가 높다[7-12]. 촉매 필터는 집진과 질소산화물 처리 

를 위한 두 시스댐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설치 ~l와 운전비 

를 절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 

면서도 배기가스 고도처리 공정 구성에 유리하다[끼. 아울러 

촉매 멸터를 통하여 유기화합물과 중금속 틀이 동시에 제거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13]. 특히 선박 

과 같이 공간 제한성이 높은 곳에서 매우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촉매 멸터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상용 공정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뭇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 적용 사례가 부족하여 그 

타당성이 검중되지 못한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촉매 

펼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성능을 가진 촉매 필 

터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촉매 필터의 핵섬 

소재로써 세라믹 멸터는 기존에 접전 멸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빽 멸터에 비하여 사용온도 범위가 넓고， 집진성능이 매 

우 우수하며， 두꺼운 지지층에 많은 촉때를 안갱척으로 부착 

시킬 수 있는 장첨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상업화에 성공한 

캔들 멸터는 두 개의 층으로 구생되어 있으며 외부의 앓은 

여과충(fi1tration layer)에서 집진이 수행되고 내부의 지지충 

(supp여t layer)에 존재하는 많은 기공의 표면에 SCR 촉매를 

코팅할 수 있는 최척의 구조를 갖고 있다. 캔들 필터는 집진 

용으로 이미 상용화되어 여러 분야의 에너지 환정 시스탱에 

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집진효율이 검중되었다[1앤. 그리 

고 캔들 필터를 사용하여 700 ppm농도의 NOx 배기가스를 

99.5%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촉매필터의 성능이 입증되어 있 

다[9-12] 그러냐 캔들 펼터는 통기성이 낮은 관계로 셜치를 

위한 공간 소비성이 높아 대용량 처리 시스댐에 큰 부담이 

되고있다. 

따라서 통기성이 높은 시트 펼터를 사용하면 공간 활용율 

을 높여서 더욱 효과적인 배기가스 처리 시스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시트 필터의 구조는 내부에 좁은 청갱 

가스통로(약 5- lO mm)를형성하기 위하여 바깥의 앓은두 

판으로 이루어진다 이 판의 두께와 기공도를 조절하여 흥기 

성이 매우 높은 필터를 제조할 수 었다. 그러나 시트 필터는 

최근에 국내에서 그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 

하여 제조된 촉매 멸터의 생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10mm의 두꺼운 촉매 지지층올 가진 캔들 

펼터에 비하여 시트 펼터의 정우 촉매를 부착시킬 수 있는 

지지충의 두께가 5 mm 내외이므로 촉매 부착을 위한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성올 극복하고 

시트 펼터도 SCR용 촉매펼터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촉매를 코팅할 수 있는 고도의 촉매 멸터 제조기 

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감안하 

여 시트 필터가 촉매 필터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지를 타 

진하기 위하여 시트 형 세라믹 촉매 멸터 제조기술을 확보하 

고 그 성능 명가룰 수행하였다 

2. 실험 

2.1. 촉매필터제조 

설험에 사용된 시트 훨터는 국내 호생산업탬에서 고온 집 

진용으로 제조된 것이며， 알루미나 위주의 복합 산화물 업자 

를 소결하여 제조된 것이다. 이 펼터는 두 개의 앓은 판으로 

내부의 지지충과 외부의 여과충으로 구성되며 펼터 바깥 면 

에 접근하는 오염가스가 내부의 좁은 통로(5-10 mm)를 통 

해 외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졌다. 지지층의 두께는 약 

5mm이며 기공 사이즈는 100-500 μm이다. 그리고 필터 외 

부 여과층의 두께는 150 μm 정도이며， 이 충의 기공 사이즈 

는 10-50 μm이다. 이 필터는 여과속도 0.06 m .. 1에서도 압 

력손실이 980 Pa 이하의 우수한 투과성을 가진다 

촉매 멸터를 제조하기 위하여 폭 140 길이 1,000 mm의 사 

각기둥 시트 펼터 명판의 일부를 청사각판(45 x 45 mm)으로 

절단하여 약한 염산 수용액에 씻은 후에 건조하여 실험 시연 

으로 사용했다. 촉매 필터의 제조과정은， SCR 분말 촉매를 

먼저 제조한 후에， 촉매를 분산한 수용액을 체조하고， 제조된 

촉매용액에 시트 멸터를 담가서 촉매가 필터의 기공에 충분 

히 홉수된 후에 건조와 소성 과정을 거쳐서 촉매 필터를 제조 

했다. 분말 촉매 제조는 기존 연구[9， 15]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었으며， Tiα 질량을 기준으로 v，O，와 WO，가 각각 6 

과 9 w"1o가 되게 모든 촉때의 조생을 통힐하였다 이 때 촉매는 

초기 함침법(incipient we1n않sin껴야-egnation)으로 제조하였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제조한 용액이 담체인 TiO，에 모두 부착 

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중류수에 옥살산을 녹여 pH 

가 2인 수용액에 TiQ, 파우더를 넣고 ammo며.ummeta"쩌nadate 

이H，VO，)와 뼈monium para-tungstate ((NH，)IOW12041)을 차 

례로 넣어서 자석 교반기 위에서 70 "c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약 20분간 교반하여 젤(gel)상태의 촉매를 제조하였다. 다시 

120 "c의 온도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한 촉매를 다시 450 "c에 

서 5시간 동안 공기 분위기에서 소결시쳤다. 소철된 촉매는 

막자 사발을 이용하여 충분히 분쇄한 뒤 표준 맴없뼈ard sieve) 
로 결러서 140 m빼 이하의 분말 촉매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체조원 분말 촉매를 증류수에 분산시켜서 촉매 수용액을 제조 

하였다. 촉매가 코탱된 펼터는 분말 촉매를 체조하는 과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건조와 소철 과청올 거쳐서 촉매 필터를 제 

조하였다. 필터에 코팅되는 촉매의 질량은 코탱 천후의 우게 

차이로 계산되었다. 

2.2. 촉매 필터의 성능 시험 

시트 형 촉매펼터의 SCR 반웅은 기존 연구[9]의 캔들 형 

촉매 펼터와 동일한 장치에서 수행되었다. 다만 시트 형 촉매 

필터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실협에 사용한 팽명한 시편 

올 소형 실험 장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플랜지 반용71C뼈nge 

reackπ)를 사용하였다. 실혐 시편은 쟁사각헨45 x45 mm)으 

로써 플핸지의 홈에 설치하여 플핸지 밑변에 반응 가스가 유 

입되어 상부로 빠져나가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질 

소와 공기를 혼합하여 NO와 NH3, 그리고 û2가 각각 700과 

700 ppm, 그리고 7% (v/v)인 조건에서 반용을 진행시쳤다. 반 

웅 가스는 질량 유량계α1FC)를 통해 조청되었고 반웅 후에 

모든 가스가 Ff -IR (MIDAC, USA) 가스 분석 젤에 바로 유입 

시켜서 온라인으로 분적되었다. 반웅 가스를 운반하는 튜브 

를 120 "c로 가열하여 웅촉을 방지하였다. 특히 암모니아 가 

스는 저온에서 홉착성이 강하여 농도 초갤 및 가스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촉매 필터의 반응특성 실험은 여과속 

도 0.01 - 0.03 m S.l(공간속도 7750 - 23250 h-1)의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3. 결과및고할 

3.1. 코팅 용액 중 촉매의 농도 영향 

펼터에 코탱되는 촉매의 양을 조절하기 뷔하여 촉매 수용 

액의 농도를 10, 15, 20 그라고 30 wtO/o로 변화시켜서 촉때 

필터를 제조하였으며， Table 1에 각각의 정우 촉매 코팅 양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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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catalyst on the ca:때lytic filter c(쩌.ted 

with the coating solution ofthe different ca빼lyst concCD
tration 

C빼ytic ca빼lyst 10뼈 V20S WÛ3 BETarea 
filter (wt<'Io) (wt%) (wt%) (m2 g'l) 

SCFSI0 4.0 6.25 9.05 0.45 

SCFS15 6.7 6.25 9.05 0.83 

SCFS20 9.0 6.25 9.05 1.04 

SCFS30 6.1 6.25 9.05 0.71 

나다냈다. Table 1에서 촉매 코팅 양은 시트 필터 중량올 기준 

으로 한 것이고， V20S와 WÛ3 의 함량은 TiÛ2를 기준한 것이 

다. 여기 에 사용된 촉매의 TiÛ2는 Deguss빠 제품의 P25로써 

명균 입자 사이즈가 25 nm이다. Table 1에 보인 바와 같이 

촉때 수용액의 농도를 높이면 촉매 코팅 양이 더 많아질 것이 

기대되지만， 30 wt% 이상의 경우 촉매 수용액의 첨성이 높고 

용액의 층분리가 일어나서 균일한 용액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촉매가 코탱되지 않은 시트 펼터의 경우 BET 면적 

이 0.01 m2 g.j 정도이며， 혹매가 코탱된 경우에도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표면적이 1 이하로 매우 낮았다. 작은 양이 

지만 코령 용액이 중가할수록 표면척이 중가되나 30 wt%의 

정우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코탱 용액의 농도가 너무 높 

은 경우 용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펼터 대부로 용액이 잘 침 

투되지 못하고 필터 표변에만 촉매충이 형생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시트 펼터는 여과층과 지지층의 기공 사이즈가 균일하지 못 

하여， 여과층에도 100 μm 이상의 기공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지지충에는 500 μm 이상의 큰 훌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 

훌I 

훌뚫훌 

톨톨톨F 빼률밀 

-’ -』 꽃.‘’I 

y“갚:팩l 
.‘「‘ 、 、Rι • 
• ’‘---

~ 

-흩 -‘ ‘ 

團뿜』 ~ 
~ 

' .. <ã' ..,. 

흩爛 
κ .. ‘월-며 

MI ’ -‘’ 
흩F 짧觀 힘훌 

• 핵 

흩-때 
홉홈 륭홈톰R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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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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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뻐 0.05 

와 같이 비이상적으로 큰 기공 들이 촉매 코탱 액의 농도가 

높을 경우 상당 부분 메워지는 것을 Fi밍Jre 1(b)와 (d)의 정우 

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큰 기공이 촉매 필터에 존재할 경우 반용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촉매 멸터의 성능이 재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한 과제는 촉매를 멸터의 기 

공에 충분히 코탱하여 촉매 표면척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으 

로 중요하지만 아울러 비이상척으로 큰 필터의 기공을 적절 

한 두께 내지 크기의 촉매 입자로 채워서 큰 기공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션 코팅 액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촉때 코팅 양도 증가시 

키고 멸터의 기공 사이즈도 줄이는 효과를 Figure 2의 결과에 

서 알 수 있다. Figure 2는 촉매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촉매 필터의 압력손실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촉 

매 수용액 농도가 높을수록 필터의 큰 기공이 매워지는 결과 

로 해석된다. 

또한 수용액 중 촉매의 농도가 20 wt"1o로 제조된 촉매 멸터 

CSFS20의 정우 여과속도가 0.02 m .. '일 때 108 Pa의 압력 손 

실을 보였다 이는 세라벅 캔들 멸터의 정우 동일한 조건에서 

약 500 Pa의 압력 손실을 보이는 것[11 ， 16]에 비하면 매우 작 

은 값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 멸터 집진기툴 운전할 때 

전체 압력손실이 3,000 Pa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17]에 미루 

어 보연 시트 형 촉매 필터의 경우 압력손실로 인한 운전 장 

애는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코탱 액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된 예 가지 촉매 멸터에서 

NO 전환율과 N. 배출농도를 각각 Figure 3과 Figure 4에 보였 

다. 촉매의 함량이 높을수록 NO 전환율이 높아지고 N. 배출 

농도 이0， NH3, N02, N20의 전체 농도， ppm)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NO 전환 효율이 가장 높은 SCFS20의 경우 

280-340 "c의 최적온도 영역에서 92% (v/v) 이상 NO가 전 

환되고 청쟁가스 중 N. 배출농도는 100 빼m 이하를 보였다 

92%NO 전환 반용에 대용하여 잔류되는 NO 농도는 56 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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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x slip concentration over catalytic filters 

에 불과하나 반응하지 옷한 암모니아와 부 반용으로 생성되 

는 N02, 그리고 N20가 합하여 높은 N. 배출농도를 보인다. 

캔들 형 촉매펼터의 정우를 참조하면 N. 배출농도 30 ppm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O 전환율이 99% 이상 달성되어 

야 한다[9] 

설험에 사용된 시트 펼터의 정우 촉매 수용액의 농도가 높 

을수록 즉 촉때 코팅 양이 많을수록 NO 천환율이 높아지는 

컬과를 보이냐， 성능 향상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코형되는 촉 

매의 쩔대량이 부족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Figure 5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최고의 활성을 보이 

는 촉매 필터 SCFS20을 사용해서 반웅 접촉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여과속도를 0.01 m ，.'로 낮추면 99% 이상의 NO 전환 

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가 뒷받칭한다. 

여과속도는 반용가스가 촉매필터를 통과하는 체류시간의 

변화와 직결되며 여과속도가 빨라지연 반용가스의 반용 체류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촉매활성올 보인다 시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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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매eeffi야t offace velocity on NO∞nversion over CSFS20 

(사이즈 0.02 x 0.14 x 1 m)의 정우 여과속도가 0.02 m s-'인 

경우 공간속도가 15,000 h-'로써 캔들 필터(직정 0.06 x 1.5 m) 

의 경우보다 두 배 정도 크다 이는 수치적으로 볼 때 시트 

형 촉매 멸터의 공간 활용률이 캔들 형 보다 두 배 높다는 

뭇이다. 충분한 성능을 갖고 공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성능의 촉매 훨터가 펼요하고 이를 위하여 촉매 코탱 

양을 증가시쳐야 한다. 그러나 촉매 수용액의 농도를 높이면 

점도가 증가하여 용액이 필터 대부로 스며들지 뭇하고 필터 

의 외부에서 촉매의 웅챔 현상이 일어나므로 코팅 액의 촉매 

농도를 20"10 이상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 

이 시트 필터의 정우 촉매를 부착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SCR 생능저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협에 사 
용된 시트 멸터의 정우 기공도가 균일하지 못하여 큰 기공을 

다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열차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 

서 훨터 자체의 성농 개션과 함께 촉매 코탱 기술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촉매 펼터 개발의 큰 숙제로 남았다. 

3.2 시트필터의기공도조절 

실험에 사용된 시트 훨터의 지지층 기공 사이즈는 대부분 

50-500 i= 범위에 있으나 Fi멤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mm가 넘는 거대 기공이 일부분 존재하므로 이와 같이 큰 기 

공을 통하여 반웅 가스가 누출될 가능냉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큰 기공의 존재를 줄이지 않으면 효율이 높은 촉매 필터 

제조가 어협다. 필터 기공은 필터 소재의 사이즈에 크게 좌우 

되며， 통상으로 큰 입자가 큰 기공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18]. 따라서 기준 필터를 제작한 본래 소재보다 더 작은 

입자를 혼용하여 필터를 제조하면 그 기공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시용한 촉매필터의 생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설혐에 사용된 기준 훨터는 20 m빼 이하의 복합 산화물로 

제조되었는데， 필터의 기공을 줄이기 위하여 소재 입자의 사 

이즈가 작은 것이 포함되는 20 -180 또는 20-240 mesh의 

소재를 사용하여 필터를 제조한 후에 기촌 펼터의 정우와 비 

교하였다. 새로 제조된 시트 필터를 사용하여 촉매 필터를 제 

조한 결과 각 촉매 필터에 부착된 촉매 함량은 Tab1e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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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osition of ca뻐lyst c때，ted on the sheet filter 
modified by mixing of small particle as the raw materi떠 
offilter element during its fabrication 

Cotalytic CotaIystlo때 v,O, ‘WO연 BET하ea 

filter (wt%) (w생10) (wt%) (m' g-') 

CSF20 9.0 6.25 9.05 1.04 

CSF20-180 11.26 6.25 9.05 1.26 

CSF20-240 9.31 6.25 9.05 0.92 

다 20-180 mesh의 업자로 만들어진 촉매 멸터 CSF20-180 

은 두께가 5mm'U 기준 펼터 CSF20(또는 SCFS20) 보다 작은 

3 mm로 제작되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CSF20-180에 코탱된 

촉매 양은 기준 필터 CSF20의 경우 보다 부족하나 촉매가 차 

지하는 비율은 11.26 wt%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CSF20-때 

의 정우도 촉때의 코팅 비율이 9.31 wt%로써 기촌 필터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이 정우 BET 표연척이 상대적으로 감소 

하여 실질적 촉매 표면적이 다른 두 것보다 착았다 

Fi멤re6는 Table 2에서 언급한 촉매 필터들의 NO 전화율 

을 보인 것으로써， 촉매의 코팅 비율이 가장 높은 CSF20-180 

촉매 필터가 가장 높은 촉때 활성을 보였다. 이 정우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옹도 구간 300-“ 320 'c에서 96% (vlv)의 높은 

전환율을 보였고 이에 상당하는 N. 배출농도는 70 뼈m 정도 

이다 이 결과는 시트 필터의 기공 조절을 통하여 촉매 필터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크기가 다른 복합 산회물 계 입자의 혼합으로 시트 멸터를 

제조할 때 적절한 비율에 의하여 그 기공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음을 Fi밍:rre 7의 압력 손실 결과에서 볼 수 있다 시혐한 시 

편 중에서 압력 손실이 가장 높은 정우를 보이는 촉매필터는 

20-240 m빼 업자로 제조된 CSF2ι-240로써， 이 정우 여과속 

도가 0.02 m .-'일 때 280 Pa의 암력손실을 보였다. 이 값은 

시트 형 필터로써는 매우 높은 값이며 캔들 필터 정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잉:F20-180의 정우 압력손실이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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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0.02 m ，-1일 때 60 Pa에 불과하고 Fi맹re6에 보인 바 

와 같이 촉매의 성능도 제일 높았다. 이와 같은 일연의 결과로 

볼 때 캔들(두께 lO mm)과 달리 펼터 층의 두께가 작은 시트 

훨터(두께 3-5 mm)도 펼터 자체의 기공조절이 잘 개선되면 

성능이 우수한 촉매 펼터를 제조할 수 있음을 얄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온도 구간에서도 Nx 배출 

농도가 70ppm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상업 운전을 위하여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사 

이즈의 균일한 기공을 갖는 시트 필터를 사용하면 더욱 높은 

효율의 촉매 필터를 제작할 수 있음올 보인다. 20 
。

360 340 328 3뻐 

Temperature ('C) 

280 260 240 
0 

220 

FIgure 9. Nx ,lip over the catalytic filters meotioned in Figure 6 

8과 Figure 9에서 보였다 250 nm 사이즈의 TiO닝가 25 wt"1o 

함유된 CSFf25 촉매 펼터가 260-300 'c의 온도범위에서 약 

98% (vlv)의 NO 환원과 20 ppm 이하의 Nx 배출농도를 보이 

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Tio, 
촉매 지지 체를 이용하면 촉매의 다공 충 구조를 개션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인 결과이다. 그러나 250 nm 사이즈의 Tio, 
가 75% 함유된 CSFT75의 경우 NO 최고 천환율이 80% 이하 

로 매우 낮았다. 이는 서로 다른 업자 사이즈의 혼합 효과에 

의하여 다공 층{뼈cro 따 .. film) 구조의 개선에 최척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촉매 입자의 사이즈 조 

절에 의한 촉매멸터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트 멸터의 

기공조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Figure 10의 결과에 

서 볼 수 있다 즉 그림의 광학 현미경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0 nm 사이즈의 TiO，가 75% 함유된 CSFT75의 정우 

시트 필터의 큰 기공을 잘 메우지도 옷하고 필터 표면에만 

촉매가 다량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3 촉매 사이즈에 의한 촉매 필터 성능 개선 

시트 펼터 기공의 균일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 

지층의 기공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기준 촉매 제조에 

사용된 25 nm의 TiO, 입자에 비하여 사이즈가 큰 250 nm의 

TiO, 업자를 여러 가지로 혼합하여 제조된 촉매를 사용하여 

촉매 필터를 제조하였다.250 nm의 Tio, 입자의 혼합 비율에 
따라 제조된 촉매 필터의 조성과 BET 표면척을 Table 3에 보 

였다. 촉매를 코탱할 때 촉매 수용액 농도는 모두 20 wt"1o로 

균일하게 조정하였다. 필터에 부착되는 촉매의 양은 250 nm 

TiO, 엽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각 조건에서 제조된 촉매 펼터의 NO 환원 성농은 Figure 

Table 3. Tbe ccmpc,ition of catalytic filter prep따edwith며ffereot 

mixing perceot of 250 nm TiO, particle 

Catalytic Cataly, t load v,O, 、wo， BETarea 
filter (wt"Io) (wt"Io) (wt"Io) (m' g-l) 

CSFTOO 9_。 625 9_05 L04 

CSFT25 8.3 6.25 9.05 0.95 

CSFT50 7.9 6.25 9.05 0.87 

CSFT75 7_5 625 9_05 0_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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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ure 10. Optical ima맑s ofthe support layers ofCSFT25 (a) and CSFT75 (b).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기성이 우수하나 촉매를 부착할 수 있는 

지지층이 앓은 국산 시트 펼터를 사용하여 분진과 질소 산화 

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촉매 필터를 제조하여 실험실 

급 장치에셔 NO 환원 성능을 명가하였다. 

20 m빼 이하의 알루미나 계 복합 산화물 입자를 소컬하여 

초제한 시트 펼터는 외부의 150 μm 정도의 앓은 여과충과 

내부의 5mm 청도의 촉매 지지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균 

입도 25 nm의 TiÛ2 파우더에 V20S와 WÛ)를 부착하여 제조 

된 파우더 촉매를 수용액에 분산시켜서 코팅한 촉매 펼터를 

기준으로 개션된 각 촉매 필터의 성능이 명가되었다. 기준 촉 

매 필터는 수용액 중 촉매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제조하여 

최대 20 wt'llo에셔 최고의 생능을 보였으며 여과속도 0.02 

m S-I에서 700 ppm 농도의 NO을 92% 갱도 환원시쳤다. 따라 

서 현재 상용화된 시트 펼터는 촉매 펼터 소재로 활용하기에 

그 성눔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저조한 특성을 보이는 이유 

는， 여과속도를 0.01 m S-I로 줄일 청우 99'}‘ 이상의 NO 전환 

율을 보이는 절과로 보。h 필터에 부확된 촉때가 다량의 가스 

를 처리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필터 기공분포가 균일하지 못 

한 관계로 반용에 참가하지 뭇한 물질이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기공이 촉매 지지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으로 해석되었다. 

시트 펼터에 존재하는 펼요 이상의 큰 기공을 줄이기 위하 

여 기준 펼터 제조에 사용한 20m빼 이하의 펼터 소재를 20-

180 mesh로 바꾸어 작은 입자가 포함된 소재로 시트 필터를 

쩨조할 경우 촉매 필터의 NO 천환윷이 96%로 증가하는 결과 

를 얻었다. 또한 촉매가 다소 큰 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펼 

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이상척으로 큰 기공을 때우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준 촉매 제조에 사용한 25 

nm의 TiÛ2 따우더에 250 nm 업자를 25% 혼합하여 제조한 촉 

매 필터는 98% 이상의 NO 천환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시트 

필터는 그 촉매 지지충이 앓지만 정밀하고 균일하게 기공올 

초절하고 부착되는 촉매충도 잘 개선활 청우 촉때 펼터 소채 

로써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트 필터는 통기성이 높아서 캔들 펼터에 닙l하여 2 배의 가 

스를 처리할 수 었으므로 배기가스 시스댐의 공간 활용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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