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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CO2를 포함한 반응에 적용시키기 위한 촉매 및 분리막 소재

 • DeNOx를 위한 SCR 촉매 및 상온산화 촉매 등 환경 촉매

 • 흡수재, 흡착재 및 발열소재 등 환경⋅에너지 소재

[관심 연구분야 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CO2 전환을 위한 촉매 및 가스 분리소재와 NOx, N2O 및 실내 VOCs 처리를 위한 다

양한 환경 촉매 등 핵심 환경⋅에너지 소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2는 RWGS 및 다양한 reforming을 통해 화학 원료 또는 합성가스(syn-gas)로 

전환이 가능하며 촉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CO2의 전환율 및 생성물의 선택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실

에서는 Pt/TiO2 촉매를 기반으로 활성금속 및 지지체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성능과의 상관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RWGS 반응의 활성 및 선택도를 증진시킨 연구를 발표하였다[1-3]. 특히 촉매의 reducibility

에 기인하는 Pt-Ov-Ti3+라는 새로운 활성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촉매의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촉

매 제조 시 여러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reforming 반응에서 촉매의 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다공성 분리막 형태의 촉매를 적용함으로써 생성물의 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였다[4,5]. 

  합성가스에 포함되어있는 H2는 순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하며 대체 에너지원으로도 주목

받고 있으며, 개질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현장 배가스에 포함되어 대부분 혼합가스 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H2의 정제, 분리가 매우 필수적이며 공정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경제성이 우수한 이점 때

문에 막분리 공정이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electroless plating method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Pd계 복합 수소분리막을 개발하였고, 일정온도 이하에서 H2 접촉에 의해 발생하

는 취성을 억제하고자 합금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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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에너지 소재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물질을 산화, 환원하여 제거하는 환경촉매에 관한 연구도 

다수 수행하고 있다.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은 촉매와 환원제를 이용하여 NO, NO2를 인체에 

무해한 N2와 H2O로 환원하는 대표적인 DeNOx 기술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Pt 또는 Mn을 기반으로 제조

한 SCR 촉매의 물성과 활성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촉매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9-11]. SCR 반응에서는 촉매 표면 활성금속의 agglomeration에 따른 active metal dispersion, size 등 

물리화학적 특성이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직접적인 인자이며, 이는 활성금속의 함량, 제조 공정상 pH, 소

성 온도 등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촉매 지지체의 결정성, phase 등에 의해 반응 특성이 

다르며, 촉매 활성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NO, NO2 뿐만 아니라 N2O 역시 NOx의 일종으로 온실가스로 분류된다. N2O 처리 기술로는 촉매 분해

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H2O와 O2에 의한 촉매의 inhibition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다. 본 연구실에서는 촉매의 지지체로써 Al2O3를 사용할 경우 H2O 및 O2에 의한 촉매의 inhibition억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CeO2 및 La2O3를 혼합하여 inhibition 억제뿐만 아니라 촉매의 우수한 활성도 확보

하였다[12,13].

  한편 실내 대기오염물질은 발생원의 장소 제한적 요소에 의해 열, 빛 등의 추가 에너지원 없는 상온 상

에서 처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상온 반응의 메커니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실에서

는 Pt/TiO2 촉매를 기반으로 In-situ DRIFT, XPS 등의 분석을 통해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반응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과 촉매 활성과의 상관성을 도출하였다[14,15]. 특히 촉매 표면상 활성금속의 valence 

state가 상온 촉매의 활성에 매우 결정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실내오염물질인 

HCHO를 상온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촉매를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신소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lectro spinning을 기반으로 한 

carbon nanofiber (CNF), 비용매상전이법을 기반으로 한 hollow fiber 및 철산화물 기반의 발열체 등 다양

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16]. 이러한 소재는 전극, 흡착제와 같은 환경 소재로 응용하고 있으며 발열체의 

경우 건조 공정, 소성 공정 등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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