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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흡열연료의 종류와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른 연료의 분해특성 및 코크 생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연료는 methylcyclohexane (MCH), n-dodecane 그리고 exo-tetrahydrodipentadiene (exo-THDCP)이며,

백금을 담지한 USY720에 압력만을 가하여 제조한 disk 형태, binder와 silica solution을 혼합하여 제조한 pellet 형태

의 제올라이트를 촉매로 사용하였다. 성형 방법에 따른 촉매의 특성은 X-ray 회절분석법(XRD), 주사전자현미경(SEM),

질소흡탈착등온선 그리고 암모니아 승온탈착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료가 초임계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고온

고압의 조건(500 oC, 50 bar)에서 반응을 진행시킨 후에 생성된 혼합물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계(GC-MS),

촉매에 생성된 코크는 열중량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반응 후 생성물의 조성은

연료를 구성하는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른 결정성이나 표면 특성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인 산점과 기공 특성이 생성물과 코크 생성량 및 조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fuel decomposition characteristics and coke formation according

to types of endothermic fuels and methods of catalyst molding. Methylcyclohexane (MCH), n-dodecane, and exo-

tetrahydrodipentadiene (exo-THDCP) were used as the endothermic fuels. As a catalyst, USY720 supported with platinum

was used. It was manufactured by only using pressure to disk-type, or pelletized with a binder and a silica solu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alysts according to the molding method were analyzed by X-ray diffraction analysi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 and ammonia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analysis.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under conditions of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500 oC, 50 bar) in which the fuel

could exist in a supercritical state. The product was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and the coke

produced by the catalyst was analyzed by thermogravimetric analyzer. After the reaction, the composition of the

products varied greatly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the fuel. In addition, the crystallinity and surface properties of the

catalysts were not changed by the method of catalyst molding, but the changes of the acid sites and the pore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which resulted in changes in the amount and composition of products and c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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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음속 비행체는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그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이는 엔진의 변형이나 고장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열부하를 제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기를

이용하는 공냉 방식과 액화 메탄이나 액화 수소와 같은 극저온 연

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기존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마찰열의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냉각 효율이 떨어지거나 까다로운

저장조건이 요구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1], 최근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탄화수소 계열의 흡열연료를 사용하여 냉각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흡열연료는 고온의 추진체 엔진 내부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여 분해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흡열량의

계산을 위해서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물리적 흡열인 현열(sensible

heat)과 물질이 분해되면서 흡수하는 화학적 흡열(endothermic

heat)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연료의 열용량 및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열을 조절하여 흡열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

으며, 연료의 분해반응 및 생성물의 조절을 통해 흡열량을 증가시

킬 수 있다.

흡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연료에는 Jet A-1, JP-7, JP-8, NORPAR-1

등이 있으나, 이러한 연료들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있는 혼합

물로서 복잡한 조성을 갖기 때문에 분해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흡열연료 또는 연료를 구

성하는 혼합물 중에 대표 물질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분해특성을

연구할 수 있으며[3], 여기에는 JP-9, kerosene 유형의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 중 고리형 탄화수소화합물의 대표물질인 methylcyclohexane

(MCH) [4,5], NORPAR-12와 JP-7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 중 사슬

형 탄화수소화합물의 대표물질인 n-dodecane [6,7] 그리고 단일 물

질로서 흡열 연료로 사용되는 exo-tetrahydrodicyclopentadiene

(exo-THDCP)가 있다. 이러한 연료들은 초음속 비행체의 실제 운용

시에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주변이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되는 것을

고려하여 고온 고압의 초임계 조건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8-13].

흡열연료의 사용을 통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열분해

반응과 더불어 촉매가 사용되는 반응도 활용할 수 있으며[14,15],

이 때 사용되는 촉매 중의 하나인 제올라이트는 골격 구조에 많은

산점을 포함하고 있어, 기공과 산점의 조절을 통한 반응 제어가 용

이하다[16,17]. 그러나 반응 과정에서 탄소 부산물인 코크(coke)가

생성되며, 이는 촉매의 비활성화를 유발하고 성능을 감소시키는 단

점을 갖는다[18]. 이와 관련하여 코크에 의해 촉매의 기공이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과 코크 생성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제올라

이트의 중기공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19-22].

초임계 조건 하에서 다양한 연료의 분해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새로운 흡열 연료를 설계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또한 실제 운용 시

에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연료의 열분해만으로 주변의 열부하를 제

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촉매 조건하에서의 연료의 분해 특

성에 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CH와 n-

dodecane 그리고 exo-THDCP를 실험 대상 연료로 선정하고 중기

공이 많이 형성된 USY720 제올라이트를 촉매로 선정하여 실제 운

용조건과 유사한 환경인 흐름형 반응기에서 연료의 촉매 분해반응

을 관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올라이트를 성형하는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촉매의 특성과 이에 따른 촉매의 비활성화

방지 효과를 관찰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료는 MCH (≥99%, Sigma-Aldrich), n-

dodecane (≥99%, Sigma-Aldrich) 그리고 exo-THDCP(국방과학연

구소 제공)이며, 각 연료의 구조와 분자식 그리고 임계점에 관한 정

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촉매로는 USY720 제올라이트(Zeolyst International에서 구매)에

0.5 wt%의 백금이 담지된 것(국방과학연구소 제공)을 사용하였다.

촉매 성형 방법에 따른 특성 변화와 이를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연료 분해 반응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압력만을 가하여 성

형한 disk 형태, binder와 실리카 용액을 첨가하여 성형한 pellet 형

태의 두 가지 촉매를 사용하였으며, 촉매 성형 과정과 만들어진 결

과물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성형 방법에 따른 촉매의 결정성, 표면 모양, 기공 그리고 산점을

각각 X-ray 회절분석법(XRD, SmartLab, Rigaku), 주사전자현미경

(SEM, Quanta 250 FEG, FEI), 질소흡탈착등온선(N
2 

adsorption-

desorption isotherm, ASAP 2020, Micrometrics), 암모니아 승온탈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fuels

Fuel Structure Formula Molecular structure Critical point

MCH Ring C
7
H
14

299 oC

34.7 bar

n-dodecane Linear C
12

H
26

385 oC

18.2 bar

exo-THDCP Ring C
10

H
16

428 oC

36.6 bar

 

 

 

Fig. 1. Processes of the catalyst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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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분석(NH
3
-TPD, BEL-CAT-B, BEL Japan Inc.)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2-2. 실험 조건

실험은 실제 운용 환경과 비슷한 조건인 고온 고압의 흐름형 반

응기에서 진행되었다. 각 연료가 초임계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

도와 압력 조건은 Table 1에 명시된 각 연료의 임계점에 해당하는

값 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반응 온도는 500 oC, 압력은 50 bar으로

설정하여 연료가 충분히 초임계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기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는 연료의 열분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질소로 10분간 purging하여 제거하

였다. 각 실험에서 사용한 촉매의 양은 약 1.0 g이며 반응기 내부에

고정층 형태로 채워 넣었다. 고압용 펌프를 사용하여 3 ml/min의

유량으로 연료를 공급하였으며, 연료가 촉매층을 통과한 후 분해된

생성물이 나오는 시점부터 15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60분

이후까지 실험 당 총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채취된

시료의 성분은 기체크로마토 질량분석기(GC/MS)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2-3. 코크 생성 분석

반응 후에는 열중량분석기(TGA, Q50, TA Instrument)를 사용하

여 촉매에 생성된 코크를 분석하였다. 이 때, 공기(Air)를 공급하면서

800 oC까지 10 oC/min의 속도로 승온시킨 후 5분간 이 온도를 유지

하면서 시료의 질량 감소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코크 생성량을 구하였다.

Cole Weight Percent (wt%) =

×100

또한, TGA 결과를 토대로 온도에 따른 시료의 질량 변화그래프

(DTG graph)를 도시하여 연료의 종류와 촉매의 성형방법에 따른

코크의 성분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 특성 분석 결과

Disk 형태와 pellet 형태로 성형한 촉매의 결정성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두 가지 형태의 촉매 모두 USY720의 XRD 측정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른

결정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에는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른 표면 특성 변화를 SEM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는 disk 형태, (b)는 pellet 형태

의 촉매 표면 사진이며, 첫 번째 열의 사진에서 각각의 형태를 확인

수 있다. 이들의 표면을 확대한 사진을 통해 성형 방법이 표면 특성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가지 형태의 촉매

모두 촉매 입자 간 간격이 좁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10,000배로

확대한 사진에서도 두 촉매의 형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4에는 두 촉매에 형성된 기공 크기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Disk 형태의 촉매에는 2 nm 크기의 기공이 주로 분포

하고 있으며, 10 nm와 20 nm 크기의 기공도 일부 존재하는 것을

Mass of Sample Before TGA - Mass of Sample After TGA

Mass of Sample After TGA

Fig. 2. XRD spectra of the catalysts.

Fig. 3. SEM images of the disk and pellet type of catalyst; (a): disk, (b):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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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pellet 형태 촉매의 경우에는 2 nm 크기의 기공 분

포는 줄어들고 10 nm 크기의 기공 분포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 이러한 기공 크기 분포의 변화는 pellet 제조에 사용한 binder

물질의 기공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binder 물질을

질소 흡탈착 등온선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로 10 nm 크기의

기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른 산점 밀도를 암모니아

TPD로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disk 형태 촉매의 경우

에는 380 oC 부근의 강산점 피크가 200 oC 부근의 약산점 피크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pellet 형태 촉매의 경우에는 약산점 피크가 강

산점 피크보다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ellet 제조 과정

에서 SiO
2
/Al

2
O

3
 비가 30인 기존의 촉매에 binder 물질이 첨가되어

SiO
2
/Al

2
O

3
 비가 2.5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암모니아 TPD 측정

결과에서 pellet으로 만든 촉매의 산점 특성 변화가 발생하였다.

촉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형 방법에 따른 결정성과 표면 특

성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으나 기공 크기 분포와 산점 밀도에서

차이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연료 분해 결과

여러 가지 연료의 시간에 따른 전환율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MCH와 n-dodecane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전환율의 변화

가 각각 5.8%, 15.2%로 낮게 나타났으며, 촉매 성형 형태에 따른

전환율의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그러나 exo-THDCP의 경우, 반응

초기에는 약 85%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보이다가 disk 형태의 촉

매를 사용한 경우와 pellet 형태의 촉매를 사용한 경우에 각각 30분,

45분 이후부터 전환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pellet 형태 촉매의 경우에는 60분 이후에도 disk 형태의 촉매

보다 높은 전환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pellet 형태

의 촉매가 disk 형태의 촉매보다 비활성화 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 후에 생성된 액상의 물질을 GC/MS로 분석하여 탄소수별로

분류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a)와 (b)는 MCH, (c)와 (d)는

n-dodecane 그리고 (e)와 (f)는 exo-THDCP를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얻어진 물질별 수율을 나타낸 것이며 첫 번째 열은 disk 형

태, 두 번째 열은 pellet 형태의 촉매를 사용한 결과이다. MCH와 n-

dodecane의 경우에는 전환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두

촉매를 사용함에 따른 물질별 수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exo-THDCP의 경우, disk 형태의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C
10

 성

분의 수율이 반응 후 30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하였

으며, C
12+

 성분의 경우에는 반응 후 30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

후부터 감소하였다. 반면에 pellet 형태의 촉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C
10

 성분의 수율이 반응 후 45분까지 감소하다가 60분 이후에 증가

하였으며, C
12+

 성분의 경우에는 반응 후 45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Fig. 6에서 전환율이 급격

히 감소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Fig. 4.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catalysts;(a): disk, (b): pellet.

Fig. 5. NH
3
-TPD results of the catalysts.

Fig. 6. Conversion by fuels according to the catalytic molding method; (a): MCH, (b): n-dodecane, (c): exo-THDCP.

Table 2. Porosity of the catalysts

BET surface area

(m2/g)

Micropore volume

(cm3/g)

Mesopore volume

(cm3/g)

Disk 851.8 0.245 0.150

Pellet 668.8 0.18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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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에는 반응 후에 얻어진 생성물을 고리형 탄화수소화합물인

Cycloalkane과 Cycloalkene, 방향족 화합물인 aromatic, 사슬 및 가

지형 탄화수소화합물인 Linear와 Branched 그리고 이들에 속하지

않는 성분인 Other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a)와 (b)는 MCH, (c)와

(d)는 n-dodecane 그리고 (e)와 (f)는 exo-THDCP를 연료로 사용하

였을 경우이며 첫 번째 열은 disk 형태, 두 번째 열은 pellet 형태의

촉매를 사용한 결과이다. 먼저 고리형 탄화수소화합물인 MCH와

exo-THDCP가 분해되면 주로 방향족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방향족 화합물의 수율은 exo-THDCP를 사용하

였을 때에 더 높게 나타나고 MCH의 경우에는 고리형 탄화수소의

수율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사슬형 탄화수소 연료인

n-dodecane를 사용하였을 경우, 반응 초기에는 방향족 화합물이 주로

생성 되었으나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슬 및 가지형 탄화수소가

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같은

Fig. 7. Yields of products classified by compound type according to the catalytic molding method; (a), (b): MCH (disk, pellet), (c),

(d): n-dodecane (disk, pellet), (e), (f): exo-THDCP (disk,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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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 탄화수소의 연료를 사용할지라도 반응 후에 생성되는 물질의

조성은 연료의 화학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슬형 탄화수

소의 분해 과정에서도 촉매 분해 반응 초기에는 방향족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과 8의 시간에 따른 분해 생성물 탄소수와 화합물 종류 변

화를 살펴보면 MCH는 이성화 반응에 의해 C
7
의 고리 구조를 유지

하는 이성질체 생성으로 인해 C
7
보다 큰 탄소수의 방향족, 고리형

탄화수소 계 화합물이 생성되고[23], n-dodecane은 라디칼 분해 반

응에 의해 C
12
보다 작은 탄소수의 사슬 및 가지형 포화 탄화수소계

화합물이 주로 생성된다[24]. 반면에 exo-THDCP는 축합중합반응

에 의해 C
10

 보다 큰 탄소수의 방향족과 고리형 탄화수소 화합물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5]. 이는 코크의 구성성분을 측정

Fig. 8. Yields of products classified by compound type according to the catalytic molding method; (a), (b): MCH (disk, pellet), (c),

(d): n-dodecane (disk, pellet), (e), (f): exo-THDCP (disk,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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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보다 더 자세한 분해반응 메커니즘과 코크 생성 반응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형 방법을 다르게 하여 제조한 두 가지 형태의 촉매를 사용하

였을 때, MCH와 n-dodecane을 연료로 하여 반응을 진행시킨 후 0분

에서 15분 사이에서 방향족 화합물의 수율에 차이를 보였다. MCH를

반응 시킨 후 0분에서 disk와 pellet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전환율은

비슷하였으나, pellet 촉매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disk 촉매보다 방향

족 화합물의 수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리형 탄화수소의 수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n-dodecane을 반응 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

응 후 0분과 15분 사이에서 두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의 전환율은 비

슷하였으나, pellet 촉매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disk 촉매보다 방

향족 화합물의 수율 감소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사슬 및 가지형 탄

화수소의 수율 증가도 더 낮게 나타났다. exo-THDCP를 반응 시킨 경

우에는 반응 후 0분에서 30분 사이에 생성물의 성분별 조성 변화는

두 촉매를 사용한 경우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환율 감소

경향과 마찬가지로 disk 촉매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방향족 화합

물 수율이 반응 후 30분과 45분 사이에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pellet

촉매의 경우에는 반응 후 45분과 60분 사이에 수율 감소현상이 발

생하였다.

3-3. 코크 분석

반응이 끝난 후에 사용된 촉매를 TGA로 분석하여, 발생한 코크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a)는 MCH, (b)는 n-

dodecane 그리고 (c)는 exo-THDCP를 연료로 사용하였을 때 촉매에

생성된 코크의 생성량을 나타낸다. MCH를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

우에는 코크의 생성량이 18.7 wt%로 가장 적었으며, n-dodecane과

exo-THDCP을 사용한 경우에는 코크 생성량이 각각 32.9 wt%,

35.1 wt%로 거의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

료를 구성하는 화합물의 탄소수가 코크의 생성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C
7
인 MCH를 사용한 경우에 C

12
의 n-dodecane

이나 C
10
의 exo-THDCP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코크 생성량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MCH를 사용한 경우에 두 촉매의 코크 생성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환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

아, 60분후 촉매 내 코크의 생성을 통해 비롯된 촉매의 비활성화는

두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의 전환율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n-dodecane과 exo-THDCP를 사용하였을 때의

코크 생성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n-dodecane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환율의 감소가 크지 않고 exo-THDCP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환율의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연료의 구조적 특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

라 코크의 생성에 의해 촉매의 기공이 막히는데, n-dodecane의 경

우에는 사슬형 구조로서 기공의 크기가 작아져도 촉매 기공 내부로

확산되는 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exo-THDCP의 경우에는 고

리형 구조와 분자 크기로 인해 기공의 크기가 작아지면 n-dodecane

보다 기공 내부로의 확산에 영향을 주어 촉매 내부의 산점과 접촉

하여 분해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나머지 두 연

료와는 다르게 exo-THDCP은 촉매 성형 방법에 따른 코크 생성량

의 차이가 전환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pellet 촉매의 경우 생성된 코크의 양이 더 적고, 중기공 분포의 정

도가 disk 촉매보다 크기 때문에 생성된 코크에 의한 물질의 확산

에 대한 저항성이 더 적어 전환율 감소가 더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연료의 경우에서 사용된 pellet 촉매가 disk 촉매보다 코크생

성량이 적은 것 또한 이러한 촉매의 산점 특성 및 기공 특성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10에는 온도에 따른 시료의 질량 변화 정도를 DTG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MCH와 exo-THDCP를 사용하였을 때의 DTG 곡선은

Fig. 9. Coke amount produced in disk and pellet type of catalyst; (a): MCH, (b): n-dodecane, (c): exo-THDCP.

Fig. 10. DTG curve by the catalytic forming method; (a): MCH, (b): n-dodecane, (c): exo-TH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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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개형이 유사하나, n-dodecane을 사용한 경우에는 disk 촉매의

경우 530 oC와 550 oC에서 두 개의 피크가 관찰되며, pellet 촉매의

경우는 540 oC에서 하나의 큰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피크의

차이는 disk 촉매와 pellet 촉매에 생성된 코크 성분이 다름을 간접

적으로 증명한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Fig. 10에 나타낸 n-dodecane

과 exo-THDCP를 사용하였을 때의 DTG 그래프 내 피크를 여러 개의

피크로 분리하였다. 그 결과 n-dodecane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DTG 곡선에서는 disk 촉매의 경우 530 oC의 작은 피크와 550 oC의

큰 피크로 분리되며, pellet 촉매의 경우 540 oC의 큰 피크와 590 oC의

작은 피크로 분리된다. exo-THDCP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DTG 곡

선에서는 두 촉매 모두 530 oC에서 중간 크기의 피크, 540 oC에서

가장 큰 피크 그리고 590 oC에서 가장 작은 피크로 구분되었으나,

pellet 촉매의 경우에 disk 촉매에 비해 540 oC에서의 피크의 높이가 감

소하는 반면 590 oC에서의 피크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내부 피크들의 위치는 고정되고 너비 및

높이만 달라지는 exo-THDCP를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n-dodecane을

사용한 경우에는 내부 피크의 위치와 너비 모두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exo-THDCP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각 촉매 내에 생

성된 코크의 성분 비율은 달라지나 구성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으

며, n-dodecane의 경우에는 생성된 코크의 성분과 비율 모두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라 흡열연료로 사용이 가능

한 물질의 촉매 분해 반응 경향과 코크 생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촉매를 pellet으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binder에 의해 촉매의

산점과 기공 특성이 달라지며, 연료를 구성하는 화합물의 구조에 따

라 촉매 분해 시에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라 특히 exo-THDCP 연료의 전환율

과 방향족 화합물 수율의 감소 시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코크 생성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DTG 곡선을 여러 개의 내부 곡선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라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코크의 성분이나

조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촉매의

비활성화 방지 측면에서는 중기공의 분포도가 비교적 높은 pellet 형

태의 촉매가 disk 형태의 촉매보다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었으며, 사용한 연료에 따른 촉매 분해 결과와 코크 분석 결과는 새

로운 흡열 연료를 설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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