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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7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배출물 저감촉매들은 현재는 거의 모든 타입의 내연기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업용 정치(stationary) 엔진에 적용되고 있다. 차량에 적용되는 촉매반응기(catalytic reactor)
는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장치는 주로 촉매가 코팅된 모노리스 담체
(monolithic substrate)를 이용한다. 촉매의 성능을 나타내는 전환율(conversion efficiency), 반(半)활성온
도(light-off temperature), 그리고 공간속도(space velocity) 등의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1. Background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촉매기술은 경량차(light-duty vehicle), 특히 가솔린 승
용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배출물
은 1970 년대와 198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의 대기오염 방지법(air pollution legislation)의 주요
규제대상이었다. 미국의 경우, 연방규제법(federal legulation)은 1967 년의 청정대기법( CAA , Clean Air
Act), 1970 년의 CAA , 그리고 1977 년과 1990 년에 도입된 개정안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CAA 와 이에 따른 차량의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1970 년대 중반부터
스파크 점화기관의 CO 와 HC 를 제어하기 위한 산화촉매(oxidation catalyst)가 상용화되기 시작했
다. 한편, 1980 년대에 도입된 삼원촉매(three-way catalys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SI 엔진에서 배출
되는 NO X 는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NO X 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국, 1990 년대에 산화촉매는 유럽의 디젤승용차와 대형 디젤버스, 그리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트럭엔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0 년대 초기부터 지하채광업(underground mining)
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일부 분야에서 산화촉매가 사용되었다. 한편, 아래의 Figure
1 은 가솔린 승용차에 장착되고 있는 삼원촉매 변환기를 보여주고 있다.

DieselNet TP (5.1) Emission Control Catalysts

Saturday, November 18, 2000

Figure 1. Catalytic Converter on a Gasoline Car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가 차량에 성공적으로 장착되어 이용됨에 따라 촉매기술은 정치엔진
(stationary allpication)의 휘발성 유기물질(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와 NO X 의 배출제어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촉매 시스템은 화학공장, 페인팅 및 코팅 공정, 오븐(oven), 프린팅, 드라이크
리닝, 전력 생산, 그리고 이외의 수많은 정치엔진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정치엔진에 적용되는
촉매기술의 예로는 과농 천연가스엔진(rich burn natural gas engine)의 NO X 저감을 위한 비선택적 촉
매저감( NSCR , non-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또한 아래의 Figure 2 의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디젤엔진에서 암모니아(ammonia)를 이용한 선택적 촉매저감(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을
들 수 있다.

Figure 2. SCR Catalyst System on a Stationary Diesel Engine (Courtesy of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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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연기관의 배출물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촉매는 다음과 같은 양호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

대부분 촉매시스템의 단순함(simplicity) 및 수동특성(passive character),

•

엔진 또는 연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즉, 낮은 압력강하),

•

정비가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낮은 정비가격,

•

증명된 내구성, 그리고

•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하지만 촉매는 다음과 같은 단점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촉매장치를 설계하거나 채택할 때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

온도에 따른 성능 변화 : 내연기관의 경우 촉매의 성능은 엔진의 작동조건과 비율사이클
(duty cycle)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피독(poisoning)과 열적 활성저하(thermal deactivation)에 따른 촉매활성(activity)의 손실.

•

불필요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 촉매에 의한 2 차 오염물질(secondary emission)
이 발생할 수 있다.

•

촉매에 사용되는 일부 귀금속(noble metal)의 불충분한 공급으로 인하여 가격의 변동 및 공
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2. Catalytic Reactors
촉매는 배기가스의 구성물질 사이의 일부 화학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
이다. 자동차용 촉매장치로는 기체상의 반응을 촉매화시킬 수 있는 고체촉매가 주로 사용된다. 이
러한 경우 기체상과 고체촉매 사이의 접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촉매의 효과 및 반응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즉, 촉매반응기(catalytic reactor)는 높은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를 갖는 운반체
(carrier, 즉, 지지체, support) 위에 촉매를 조밀하게 분산담지 시킴으로서 촉매의 표면적을 넓게 하
여 촉매를 최적화시키고 있다.
내연기관의 오염물질 저감에 사용되는 촉매반응기(catalytic reactor)는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로 알려져 있다. 종종 “촉매(catalyst)”라는 용어는 촉매변환기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한편,
비록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배기가스 정화기(exhaust purifier), “촉매 정화기
(catalytic purifier)”, “배기가스 세정기(exhaust scrubber)”, 또는 “ PTX ”라는 이름이 존재하기도 한다.
“정화기(purifier)”라는 용어는 매우 구체적이지 못한 용어이고, “세정기(scrubber)”는 물세정기(water
scrubber)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간혹 폭발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운전되는 디젤엔진의 안전장치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은 장치 본래의 의미를 외곡할 수가 있다. 한편, “ PTX ”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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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ngelhard 社의 촉매변환기의 상표명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현재에도 지하채광업에서는 많이 사
용되고 있다.

Figure 3. Schematic of Catalytic Converter

위의 Figure 3 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촉매변환기의 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장치는
윗 그림에 나와 있듯이 조그만 평행 채널(small parallel channel)들이 축방향으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세라믹 하니컴 모노리스 담체(ceramic honeycomb monolithic substrate)(즉, 지지체, support)가 적
용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담체 이외에도 얇은 금속박(泊)(metal foil)으로 하니컴(honeycomb)을 구성
한 금속담체(metallic substrate)가 사용되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세라믹 또는 금속담체는 그 자체가 촉매활성(catalytic activity)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활성촉매층(active catalytic layer)을 모노리스의 벽(monolith wall)에 코팅해야 한다. 한편, 모노리스 담
체(monolith substrate)의 기능은 채널의 벽에 코팅되어 있는 촉매와 접촉하며 채널 사이를 흘러가는
배기가스의 접촉면적(geometric surface area)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경우 촉매코팅(catalytic coating)은 담층(washcoat)이라고 불리는 무기질 운반
체(inorganic carrier)의 고 표면적 다공질 층(porous, high surface area layer) 위에 귀금속 촉매가 담지된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촉매지지체(catalyst support)”라는 용어는 세라믹/금속담체(ceramic/metallic
substrate)를 나타낼 때 뿐만 아니라 운반체/담층물질(carrier/washcoat material)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
는데, 간혹 서로 뒤섞여 사용된다. 촉매운반체(catalyst carrier)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은 활성
산화알루미늄(activated aluminum oxide, alumina, 위의 Figure 3 의 Al 2 O 3 )과 산화실리콘(silicone oxide,
silica, SiO 2 )이다. 이러한 운반체(carrier) 위에 담지되는 매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귀금속은 백금
(Platinum, Figure 3 의 Pt ), 팔라듐(palladium, Pd ),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mixture) 등이다.
한편, 위의 Figure 3 에 나와 있듯이, 촉매변환기는 촉매화 담체(catalyzed substrate) 주위에
매트(mat)가 둘러싸여 있고 이는 다시 강철쉘(steel shell)안에 패키징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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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담체(ceramic substrate)의 경우 패키징매트(packaging mat)는 세라믹섬유(ceramic fiber)로 되어
있어서 담체(substrate)를 보호하고 쉘(shell)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매트
(mat)는 일반적으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알루미늄/마그네슘/철의 수산화 규산염으로 되어 있는
일군(一群)의 판상(板狀) 광물의 총칭; 가열하면 현저하게 부풀어 오른다. 譯註)로 되어 있는데, 이
재질은 고온에서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쉘(shell)의 열팽창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작동조건에서의 적절한 체결력(holding force)를 제공한다.
한편, 촉매는 소음기(muffler) 안에 설치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장치를 “촉매소음기(catalyst
muffler, 또는 catalytic muffler)”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강철쉘(steel shell)은 촉매를 뿐만 아니라 배플
(baffle)이나 구멍이 뚫려 있는 튜브(perforated tube)와 같은 소음저감 장치를 동시에 고정시키게 된
다. 촉매소음기(catalyst muffler)는 촉매변환기와 소음기를 각각 설치하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공
간이 절약된다.
촉매변환기는 차량의 배기시스템에 단순한 수동형 장치(simple passive device)의 형태로 설
치되는데, 배기가스 전체는 배기관(tailpipe)에서 배출되기 전에 모노리스 담체(monolithic substrate)의
채널(channel)을 통과하면서 촉매와 접촉하게 된다. 하지만 촉매의 전단에 반응물(reactant)을 분사하
거나 또는 엔진의 제어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NO X 의
저감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수많은 디젤촉매 시스템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술한
촉매의 특징인 단순함(simplicity)과 수동형 특성(passive character)이라는 항목은 촉매시스템의 장점
에서 제외해야 하겠다.

3. Conversion of Pollutants : Basic Terms
3.1 Conversion Efficiency
촉매변환기에서 특정 배출물을 저감시키는 효율은 “정화율(conversion efficiency)”로 나타내
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배기가스의 성분, A 가 촉매를 거치면서 다음 반응식을 통하여 또다른
성분, B 와 반응하는 경우 :
A + B → Pr oducts

(1)

백분율로 나타낸 A 의 정화율(conversion efficiency)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즉,

Conversion Efficiency =

Ci − Co
× 100 %
Co

(2)

여기에서,
C i : 촉매 입구에서의 A 의 농도
C o : 촉매 출구에서의 A 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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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ight-Off Temperature
촉매의 반응율(rate of catalytic reaction)을 포함한 화학반응율은 항상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데, 모든 배출저감 촉매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화율(conversion efficiency)이 온도에 강하
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아래에 도시된 Figure 4의 실선 A 는 이러한 촉매정화율과 온도 사이의 전
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 정화율은 거의 零이었다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 점점 급격히 증가하여 매우 높은 온도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소반응을 나타낼 때 이러한 거동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반(半)활
성온도(light-off temperature)”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촉매의 반(半)활성온도(light-off temperature)
는 촉매반응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온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반응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위의 정의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좀 더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半)활성온도
(light-off temperature)는 전환율이 50 % 에 도달하는 온도로 표현되며, 이는 종종 T50 으로 나타낸다.
한편, 서로 다른 촉매의 활성(activity)을 비교할 때 주어진 반응에서 가장 활성이 좋은 촉매는 반
(半)활성온도(light-off temperature)가 가장 낮은 촉매이다.

Figure 4. Catalytic Convers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3.3 Catalyst Window
한편, 일부의 촉매시스템의 경우 Figure 4의 점선 B 와 같이 온도를 증가시키더라도 정화
율(conversion efficiency)은 일정 수준까지만 상승하기도 한다. 온도를 더욱 증가시키면, 비록 반응율
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촉매의 정화율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화율이 다
시 감소하는 이유로는 반응물(reactant)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쟁반응(competing reaction) 또는 열역
학적 평형조건(thermodynamic reaction equilibrium constrain)으로 설명된다.
전환율이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온도범위를 종종 “촉매의 활성온도창(catalyst temperature
window)”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형태의 전환율 곡선은 주로 선택적 촉매반응(selective catalytic
process)에서 나타나는데, 탄화수소(hydrocarbon) 또는 암모니아(ammonia)에 의한 NO X 의 선택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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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selective reduction)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4 Space Velocity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변수로는 반응기(reactor)의 크기를 들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촉매반응기(catalytic reactor)를 통하여 흐르는 가스의 유량은 반응기의 크기와 관련하여 “공
간속도(space velocity, SV )”로 나타낸다. 공간속도(space velocity)는 아래의 식(3)과 같이 표준조건
( STP )에서 측정된 단위시간당 반응기의 단위체적당 가스의 체적으로 정의된다. 즉,
SV = V Vr

(3)

여기에서,
V : STP 에서의 가스의 체적유량(volumetric gas flow rate), m 3 h

Vr : 반응기의 체적, m 3

공간속도( SV )의 단위는 시간의 역수로서 1 h 로 나타낸다. 배기가스 후처리에 사용되는 촉매장치
에서의 공간속도( SV )는 10 ,000 1 h 에서 300 ,000 1 h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편, 모노리스
반응기(monolithic reactor)의 공간속도( SV )는 담체(substrate)의 외곽치수, 즉, 원통형 세라믹 촉매담
체(cylindrical ceramic catalyst substrate)의 지름과 길이에서 계산된다. 한편, 이러한 방법은 담체의 기
하학적 표면적(geometric surface area), 셀밀도(cell density), 벽두께(wall thickness), 또는 귀금속 담지량
(catalyst loading)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촉매의 비교에 있어서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산업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5 Noble Metal Loading
승용차의 촉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귀금속은 백금(platinum, Pt ), 팔라듐(palladium, Pd ),
그리고 로듐(rhodium, Rh )이다. 촉매화담체(catalyzed substrate)에 담지되어 있는 귀금속의 양은 촉매
의 성능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파라메터이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의 담지량(metal loading)
은 촉매담체의 세제곱 피트(cubic feet)당 귀금속 전체의 담지량(loading)과 각 귀금속의 담지비율을
Pt : Pd : Rh 의 순으로 나타낸다. 다음은 이의 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즉,

•

“ 50 g , 5 : 0 : 1 ”은, 백금(platinum)과 로듐(rhodium)이 5 : 1 의 질량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금
속 전체의 담지량(loading)은 50 g ft 3 임을 나타낸다.

•

“ 10 g , 1 : 0 : 0 ”은, 담지량(loading)이 10 g ft 3 인 순수 백금(platinum)촉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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