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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VID-19 전염병확산으로인하여전글로벌적으로폭발

적인 사망사고 증가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

다. 또한 산업화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로벌 탄소 제로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자동차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에

비해내연기관의비중은아직도약 90% 이상을차지하고있

으며, 2023∼2034년에는 더욱 더 강력해진 Euro 7 배기규제

가 강화될 계획이다.

이 연구는현재상용화된디젤자동차용 Cu-SCR〔1〕촉매

의질소산화물 저감능력향상을위하여조촉매와 H2 공존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2. 조촉매 담지량에 따른 De-NOx 성능

Cu-SCR 촉매는상용촉매의 De-NOx성능향상을위하여

TiO2 담지량을 0, 2, 5, 7wt% 4종류 촉매를 함침법으로 제조

하였다. 상용 Cu-SCR의코팅량은약 180g/L이며, TiO2를담

체(substrate, 400CPSI: Cell Per Square Inch)에 함량별로담

지하였고, 500℃에서 2h 동안 공기로 소성하였다.

그림 1은 상용 차바사이트(CHA) Cu-SCR 촉매의 Al NMR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Al NMR(JNM-ECA 600(JEOL Ltd., 

Japan) 분석은 Al의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법이며, 
59.4ppm에서 발생한 주요 피크의 중심에는 4면체 구조(AlIV)
의 산소(O)를 형성하고 있다. 차바사이트 제올라이트의 pore 
사이즈는 3.8Å이며 8ring 구조로기존 ZSM-5(5.6Å)와 β 제올

라이트(6.7Å) pore 보다사이즈가작아엔진에서배출되는응

집된 탄소에 구조적으로 coking이 잘 안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
   

[그림 1] Cu-SCR 촉매의 Al NMR Spectra

  그림 2는 H2 0.5%가 공존할 때, TiO2 함량이 De-NOx 성능

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였다. 1, 2번 Cu-SCR 촉매는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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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연구는상업용차바사이트 Cu-SCR 촉매의NOx 저감성능향상을위하여조촉매와 H2가공존시성능에미치는영향
을파악하는것이다. Cu-SCR+7w%TiO2 촉매는평균 61%의가장높은 NOx 전환율과 200∼500℃의전체온도범위에
서넓은윈도우을나타냈다. 800℃ 24h 동안열적열화된 4종의 Cu-SCR 촉매의경우, Fresh Cu-SCR 촉매(–11%)에비해, 
조촉매 TiO2 담지량이 2, 5, 7wt% 담지된 촉매는, NOx 정화성능이 -19%, -19%, -20%로감소하였다. TiO2가 2wt% 담지된
2. Cu-SCR+2wt%TiO2 촉매의 de-NOx 성능이개선되었다. 조촉매 TiO2는산성(acidity) 계열로 C3H6가산화하면서발생되
는탄소피독에대해내구성이향상되었다. TiO2가담지되지않은촉매보다도(1. Cu-SCR) 2, 7wt%TiO2가담지된 Cu-SCR 
촉매의 16.5g/L C 조건에서 NOx 정화 능력이 향상되었다. H2 0.5%가 배출가스 중에 공존 시 TiO2 함량이 클수록 NOx 
전환율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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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H2 0.5%가공존하게되면, 400℃ 이하온도에서 de-NOx 
성능이 약 5-10% 향상되며, 425℃ 이상 온도에서 반대로

de-NOx 성능이감소하고있다. 특히저온에서활성이크며 H2

가공존 시 NOx 분해능력을향상시키기때문에 de-NOx 성능

이대폭향상되었다. TiO2 담지량이많은 7wt%가담지된 2번
Cu-SCR 촉매는 Fresh 촉매에비해 H2 0.5% 공존 시, 400℃ 이

하에서 8∼20% 이상저·중 온도영역에서 de-NOx 성능 개선

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TiO2 함량이 제일 큰 2. 
Cu-SCR+7wt%TiO2 촉매의 de-NOx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TiO2 함량이클수록환원능력이크며, H2가공존 시 NOx 분해
능력을 더욱 더 촉진시키므로 유해가스 저감 능력이 향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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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u-SCR 촉매의 조촉매 TiO2 담지와 H2 공존시 NOx 
저감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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