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명 청정 연소촉매 제조기술  

석탄과 기름의 대체 연료로 메탄을 활용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메탄은 탄소 당 수소 
비율이 높아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저감한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탄은 1,300℃이
상의 고온에서 연소되어야 그 화염이 안정화된다. 이러한 고온에서는 산성비와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므로 문제가 크다. 산화물 촉매를 이용하면 "희박(lean: 공기 대비 연료의 양
이 적은)" 화염을 더 낮은 온도에서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질소산화물로 인한 오염을 거
의 방지할 수 있다. 최근 MIT대 화학공학과 Jackie Y. Ying 교수 연구팀은 메탄 연소를 400℃에
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촉매재료를 제조하였다[Nature, 403, 65 (2000)].  

메탄과 산소의 촉매반응은, 촉매라는 용어가 사용[J. J. Berzelius, Ann. Chim., 61, 146 (1836)]
되기도 전인, 1817년 H. Davy와 젊은 M. Faraday[Phil. Trans. R. Soc., 107, 45 (1817)]가 석
탄가스와 공기 혼합물을 플라티늄에 노출시켰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하
지만, 1970년대 미국의 NASA와 환경청(EPA)이 경량 수송수단에 사용되는 내연기관을 대체할 
목적으로 낮은 배기량을 지닌 소형 세라믹 가스터빈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연료의 촉매 산화반응
을 활용한 상용화 연구가 활발해 졌다. 1980년대 초에 들어 촉매를 장착한 배기장치가 가스 배출기
준에 부합할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여러 가지 촉매재료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세라믹 가스터빈의 수
명과 성능은 여전히 단점으로 대두되었다.  



 

그림. 촉매연소 공정(a)과 honeycomb 촉매의 구조(b).  

연구의 관심은, 특히 일본에서 대용량(MWatt) 천연가스터빈을 전력생산에 활용하고자 저 배출 촉
매연소 및 병합연소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현재, 중소형(0.5-15MWatt) 가스터
빈 전력생산 시스템에 사용되는 촉매연소장치는 천연가스와 압축공기가 섞인 희박가스 혼합물을 
사용하고 있다. Catalytica Combustion Systems사에는 배출가스의 청정화에 비하여 비용이 덜 
들고 수명이 긴 촉매연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시
에 전력을 공급하는 1.5MWatt급 가스터빈에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4,000시간 이상 운행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질소, 그리고 미연소 탄화수소의 배출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a 참
조). 그러나, 이 기술의 상업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고체 촉매의 수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고온에서 장기간 활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촉매재료는 매우 강해야 한다. 플라티늄이나 팔라듐 산화
물과 같은 귀금속 산화물은 850℃이하에서 좋은 촉매 성능을 보이지만 촉매분말이 소결되는 단점
이 있다. 소결은 촉매재료의 입자상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소결현상이 발생하면 촉매의 표면
적이 감소되어 활성이 낮아진다. 높은 조작 온도에서도 팔라듐 산화물 촉매의 활성이 유지되게 하
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한 다공성 산화층 내에 촉매를 분산시켜야 한다(그림 b 참조). 이렇게 하면 



활성 입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합쳐지는 것으로 예방하므로 촉매 표면적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촉매의 활성도는 메탄을 산화시키는 속도(활성 표면적 당 반응속도)와 분산된 정도(부피 
당 활성 표면적)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촉매능과 더불어 소결에 대한 저항성이 큰 
재료를 찾아서 높은 연소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역 마이크로에멀젼과 졸-겔 프로세싱에 의해 촉매를 제조하는 과정.  

Perovskites와 hexaaluminates 같은 비귀금속 산화물 촉매는 소결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은 반
면 미세분말로 형성하는 것이 힘들다. Ying 교수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비결
을 종합함으로써 높은 표면적을 지니고 즉, 입자크기가 나노미터이고 고온에서도 소결 저항성이 
큰 다공성 분말을 제조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Hexaaluminate 분말의 메탄연소 활성도 흥미롭지
만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 소결특성을 지닌 타 촉매입자들을 분산시키는 매트릭스 역할을 한다는 점
이 중요하다. Ying 교수 연구팀은 중간 정도의 활성을 지닌 ceria(CeO

2
)를 그 hexaaluminate 산

화물 입자의 마이크로에멀젼 내에 분산시켰다. 이 시스템에서 잘 분산된 ceria 촉매가 매우 효과적
이어서 400℃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메탄연소 반응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촉매의 구조(TEM): 1wt%(a), 15wt%(b), 그리고 30wt%(c) H
2
O를 가한 역 마이크로에

멀젼으로부터 제조된 촉매입자.  

분산 ceria 촉매는실험실 조건에서 안정된 활성을 보이고 있으며, 십여년 전 Arai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한 바 있는 전이금속 hexaaluminates[Catal. Today, 10, 81 (1991)] 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
단된다. 새로이 개발된 촉매에 대하여 매우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즉, 낮은 휘발성 산화물로서 이
제까지 낮은 연소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ceria가 1300℃의 높은 온도에서 연소반응을 
거쳐도 여전히 활성을 유지하며 다공성 hexaaluminate 매트릭스 내에 잘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다. 이 촉매가 상용 촉매연소기술로 사용되어 열적 안정성과 연소활성을 유지하는 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ceria-hexaaluminate 촉매 또는 향후에 개발될 
여러 가지 촉매들이 기술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것임에 분명하다. [원문: Nature, 403, 3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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