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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촉매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 적용할
촉매로서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를 단일 공정 에폭사이드유도 졸-겔법으로 제조하여 NA로 명명하였다. NA 촉매에 초기습윤함침법을
통해 조촉매로 알칼리 토금속(Mg, Ca, Sr 및 Ba)을 담지하여 M/NA (M = Mg, Ca,
Sr 및 Ba)로 명명하였다. 상기 촉매를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에 적용시켜 알칼리 토금속 조촉매가 촉매의 반응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촉매의 표면적 및 기공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
질소 흡탈착 분석을 수행하였고, 조촉매가 담지되었을 경우 기공이 막히면서
표면적 및 기공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촉매의 결정상은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NA와 M/NA 촉매 모두 니켈 알루미네이트에
해당하는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촉매의 활성 금속-담체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TPR 분석을 수행하였고, 조촉매의 담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촉매에서 표면 니켈 알루미네이트 상이 나타났다. 수소화학흡착 분석을 통해
환원된 촉매의 니켈 표면적을 측정하였으며, Mg/NA > Sr/NA > Ca/NA > NA >
Ba/NA 순서로 니켈 표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촉매 활성은 LNG
전환율과 수소 수율로 평가하였고, 촉매의 니켈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LNG
전환율 및 수소 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조된 촉매 중 M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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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용된 촉매의 탄소 침적량은 CHNS
분석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알칼리 토금속이 첨가되지 않은 촉매에 비해
알칼리 토금속이 첨가된 촉매의 탄소 침적량이 더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실험 결과로부터, 알칼리 토금속이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에 조촉매로 이용되었을 경우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반응에서 반응 활성
및 촉매 비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촉매 중 활성이 가장 좋았던 Mg/NA 촉매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공정
에폭사이드 유도 졸-겔법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건조법을 및 초기습윤함침법을
이용하여

마그네슘이

담지된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

촉매(Mg/NAA)를

제조하였다. Mg/NAA 촉매와의 비교를 위해 니켈-알루미나 제로젤을 담체로
이용한 Mg/NAX 촉매를 상기 Mg/NA 촉매와 유사하게 제조하였다. 상기
촉매를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에 적용시켜 촉매의
기공 특성이 촉매의 반응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촉매의
표면적 및 기공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 질소 흡탈착 분석을 수행하였고,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표면적, 기공 부피 및 평균 기공
직경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촉매의 결정상은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NA와 M/NA 촉매 모두 니켈 알루미네이트에 해당하는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촉매의 활성 금속-담체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TPR
분석을 수행하였고,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더 강한 금속지지체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수소화학흡착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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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된 촉매의 니켈 표면적을 측정하였으며,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니켈 분산도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4-TPD 분석
결과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메탄과의 친화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수행한 결과 니켈
분산도가 높고 메탄과의 친화력이 강한 Mg/NAA 촉매의 LNG 전환율과 수소
수율이 Mg/NAX 촉매보다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고활성 장수명의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용 촉매를 개발하고, 촉매의
반응 활성과 니켈 분산도와의 상관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반응, 니켈-알루미나 촉매, 알칼리 토금속
조촉매, 니켈 표면적, 탄소 침적
학번 : 2013-2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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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 및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4].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는 큰 에너지 밀도(120.7 kJ/g),
친환경성 및 풍푸한 매장량으로 인해 가장 유망한 에너지 운반체로 기대되고
있다 [4]. 수소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에는 전기화학적 경로,
광화학적 경로 및 생물학적 경로 등 여러 방법이 연구되어 왔지만, 수소
생산성이 높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접촉 개질 반응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2,3].
접촉 개질 반응은 수증기 개질 반응, 부분 산화 반응, 자열 개질 반응 및
이산화탄소 개질 반응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개질 반응들 중에서 경제성이
뛰어난 수증기 개질 반응이 수소 생산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반응으로 여겨지고
있다 [5]. 주 구성 물질이 메탄인 천연가스(LNG)가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의 원료로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규모 도시에 잘
설비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으로 인한

공급의

용이성 때문에 주거용

개질기를 이용한 연료 전지의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6,7].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용 촉매로는 귀금속이 활성이 좋고 탄소
침적에 의한 촉매 비활성화에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우수한 경제성 때문에 개질 반응용 촉매로 비 귀금속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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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선호되고 있다 [8,9]. 비 귀금속 촉매 중에서도 니켈계 촉매가 LNG 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니켈계
촉매는 니켈의 소결 및 탄소 침적에 의한 촉매 비활성화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10]. 따라서 고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활성을
갖는 니켈 기반 촉매의 제조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연구에서의 중요한 목표이다.
수증기 개질 반응용 니켈계 촉매에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 토금속 등을
도입하여 촉매의 활성을 증진시키고 탄소 침적을 억제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11-13].

예를

들어,

Li,

Na

및

K가

도핑된

니켈계

스멕타이트(smectite) 형 촉매는 도핑이 되지 않은 촉매에 비해 더 많은 금속
니켈

종을

보유하여

아세트산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 [11]. 또한, Mg 및 Ca 가 도입된 CuNi/MgSiO2 촉매
및 CuNi/CaSiO2 촉매는 니켈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켜 강한 금속-지지체
상호작용을 나타내면서 에탄올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높은 활성 및 낮은
탄소 침적을 나타냈다 [12]. Sr이 도입된 Ni/Sr/ZrO2 촉매의 경우에는 혼합
산화물 종을 형성함으로써 니켈의 탄소 침적 및 소결을 억제하여 탄화수소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높은 안정성 및 활성을 나타내었다 [13].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려해볼 때,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 토금속을 니켈계
촉매에 도입할 경우 니켈 입자의 형성 조건을 변화시키게 되어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높은 활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촉매를 개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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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알칼리 토금속(Mg, Ca, Sr 및 Ba)을
니켈계 촉매에 도입하여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 비교 적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토금속이 조촉매로 도입된 일련의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M/NA, M = Mg, Ca, Sr 및 Ba)를 단일 공정 에폭사이드-유도 졸겔법

및

이에

수반되는

초기습윤함침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촉매를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에 적용해 보았다. 비교를
위해

알칼리

토금속

조촉매가

이용되지

않은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NA)를 제조하여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수행하였다. 또한 상기
촉매

중 활성이 가장 좋았던 Mg/NA 촉매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공정

에폭사이드 유도 졸-겔법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건조법을 및 초기습윤함침법을
이용하여

마그네슘이

담지된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

촉매(Mg/NAA)를

제조하였다. Mg/NAA 촉매와의 비교를 위해 니켈-알루미나 제로젤을 담체로
이용한 Mg/NAX 촉매를 상기 Mg/NA 촉매와 유사하게 제조하였다. 상기
촉매를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에 적용시켜 촉매의
기공 특성이 촉매의 반응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촉매의
성질은 질소 흡탈착, ICP-AES, XRD, TPR, 수소화학흡착, TEM, CHNS 및 CH4TPD 분석을 통해 측정하여 각 촉매의 특성이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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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및 배경
개질 반응은 바이오매스 및 화석연료로부터 수소가스 및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반응으로서 연료 및 수송용 수소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암모니아 합성, 메탄올 합성 및 피셔-트롭시(Fischer-Tropsch) 공정
등을 통한 다양한 방면에 적용이 가능하다 [14]. 현재 연구되는 개질 반응은
주 개질 반응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산소 공급원을 기준을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수증기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 반응(steam reforming)은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반응으로 현재 세계 수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5]. 수증기 개질 반응은 다른 개질 반응에 비해서 수소의 수율이 높지만
열역학적으로 강한 흡열반응이고 과량의 수증기를 기화시키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고온의 반응조건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산소를 이용한 부분산화반응(partial oxidation)은 열역학적으로 약한
발열반응으로

수증기

개질

반응에

비해

에너지가

절감된다.

하지만

발열반응이므로 촉매 상에 열점(hot-spot)이 발생하여 촉매의 붕괴 및 반응기
폭발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장시간 동안 안정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6].
셋째로

수증기와

산소를

함께

이용한

자열

개질

반응(auto-thermal

reforming)은 흡열반응인 수증기 개질 반응과 발열반응인 부분 산화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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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열역학적 특성을 제어한다. 따라서 수증기 개질 반응에 비해 필요한
열에너지가 낮고 부분 산화 반응의 폭발 위험을 감소시켜 장시간 동안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17]. 그러나 수증기 개질 반응에 비해 수소의
수율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
넷째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이산화탄소

개질

반응(carbon

dioxide

reforming)은 심한 흡열 반응이며 촉매 표면에 탄소 침적 반응이 극심하여
공업적으로

크게

활용되지는

못한다

[18]. 그러나

온실

기체인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최근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위와 같은 개질 반응 중에서도 주 성분이 메탄인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이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주반응물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공정의 제어가
편리하여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셰일 가스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 대한 효율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연구의 초점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니켈계 촉매의 문제점인 입자 소결 및 탄소 침적을 억제하기 위해
조촉매(promoter)를 첨가하거나 반응 활성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는 담체 및
촉매 제조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반응에 관련된 주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14].
우선 메탄이 수증기와 반응해서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물인 합성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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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다(Equation 2.1). 그러나 수증기 개질 반응뿐만 아니라 수성가스 치환
반응(WGS, Equation 2.2) 및 그 역반응인 역수성가스 치환 반응(RWGS),
일산화탄소의

불균등화

분해(Equation

2.4)

및

반응(Boudouard
합성(Equation

2.5)

reaction,
반응,

2.3)

메탄의

카본의

가스화

Equation
그리고

반응(Equation 2.6) 등이 일어난다.

CH4 (g) + H2O (g) →3H2 (g) + CO (g)

ΔH°298 = +205.9 kJ/mol

(2.1)

CO (g) + H2O (g) →CO2 (g) + H2 (g)

ΔH°298 = −41 kJ/mol

(2.2)

2CO (g) → CO2 (g) + C

ΔH°298 = −172.4 kJ/mol

(2.3)

CH4 (g) → C + 2H2 (g)

ΔH°298 = +74.6 kJ/mol

(2.4)

CO (g) + 3H2 (g) → CH4 (g) + H2O (g)

ΔH°298 = −205.9 kJ/mol

(2.5)

C + H2O (g) → CO + H2 (g)

ΔH°298 = +131.3 kJ/mol

(2.6)

이러한 반응들 중에서 특히 Boudouard 반응이라고 불리는 일산화탄소의
불균등화 반응은 촉매 표면에 탄소를 침적시키면서 반응활성을 저해한다 [18].
따라서 Boudouard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4]. 우선
메탄과 수증기가 촉매 표면의 활성점에 해리흡착하고, 메탄은 단일 탄소
수준까지

탈수소화가

일어난다.

탄소와

6

산소가

결합하여

일산화탄소로

탈착하고, 수소 두 개가 결합하여 수소 가스로 탈착하게 된다.
i)

Methane adsorption and dissociation:
CH4 + 2* → CH3* + H* (RDS)

(2.7)

CH3* + * ↔ CH2* + H*

(2.8)

CH2* + * ↔ CH* + H*

(2.9)

CH* + * ↔ C* + H*

(2.10)

ii) Water adsorption and dissociation
H2O + 2* ↔ OH* + H*

(2.11)

OH* + * ↔ O* + H*

(2.12)

iii) Formation and desorption of products
C* + O* ↔ CO* + *

(2.13)

CO* ↔ CO + *

(2.14)

2H* + 2* ↔ H2 + 2*

(2.15)

여기서 메탄이 촉매 표면에 해리흡착하는 첫 단계(Equation 2.7)가 전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반응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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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촉매 제조
3.1.1. 시약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를

제조하기

위한

금속의

전구체로서 Al(NO3)3ᆞ9H2O(Junsei, 98%), Ni(NO3)2ᆞ6H2O(Sigma-Aldrich, 97%) 및
프로필렌 옥사이드(Acros Organics, 99%)를 사용하였다. 또한, 알칼리 토금속
함침을 위한 전구체로는 Mg(NO3)2ᆞ6H2O (Junsei, 99%), Ca(NO3)2ᆞ2H2O (Junsei,
98%), Sr(NO3)2(Sigma-Aldrich, 99%) 및 Ba(NO3)2(Junsei, 99%)를 사용하였다. 촉매
제조 및 세척을 위한 용매로는 에탄올 및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3.1.2.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NA)의 제조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를 단일공정 에폭사이드 유도 졸겔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촉매 전구체 Al(NO3)3ᆞ9H2O(Junsei, 98%) 20.3 g과
Ni(NO3)2ᆞ6H2O 2.7 g을 하나의 메디아 병에 담아 에탄올 119 ml에 용해시켰다.
전구체가 완전히 용해된 후 이 용액에 겔화제로 프로필렌 옥사이드 51 ml를
첨가하여 알루미늄 이온과 니켈 이온 간의 고분자 중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이 때 알루미늄 전구체:니켈 전구체:프로필렌 옥사이드의 몰 비는
1:0.17:13.5로 조절하였다. 이 용액을 수 분 동안 교반하여 불투명한 연녹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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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알루미나 혼합 겔을 제조하였다. 이 만들어졌다. 제조된 겔을 상온에서
36 시간 동안 숙성시켜 네트워크 구조를 안정화시킨 후, 남아있는 미반응
프로필렌 옥사이드 및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 시 용매가 빠져나오면서
기공이 수축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탄올로 세척하였다. 세척된 겔을
80 oC 대류 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시켰고, 건조 후 남은 생성물은 분말
형태로 만들었다. 촉매 분말은 공기 분위기 하에서 700 oC까지 분당 5 oC로
승온한 뒤 5 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제조된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는 NA로 명명하였다.

3.1.3. 알칼리 토금속이 조촉매로 이용된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M/NA, M = Mg, Ca, Sr 및 Ba)의 제조

알칼리 토금속이 담지된 촉매를 제조하기 위하여, 상기 3.1.2에서 제조된
NA 촉매를 담체로 사용하였다. 코니칼 원심관에 알칼리 토금속 전구체인
Mg(NO3)2ᆞ6H2O, Ca(NO3)2ᆞ2H2O, Sr(NO3)2 및 Ba(NO3)2를 각각 정량하여 담고
적정량만큼의 증류수에 용해시켰다. 완전히 용해된 전구체 용액을 상기
3.1.2에서 제조된 NA 촉매에 초기습윤함침법으로 각각 담지하였다. 담지된
샘플을 100 oC 오븐에서 1 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공기 분위기 하에서 700
C까지 분당 5

o

o

C로 승온한 뒤 5 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제조된

촉매는 각각 Mg/NA, Ca/NA, Sr/NA 및 Ba/NA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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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마그네슘이

조촉매로

이용된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

촉매(Mg/NAA)의 제조

상기 3.1.3에서 제조된 촉매 중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 Mg/NA
촉매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담지된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 촉매를
제조하였다. 우선 단일공정 에폭사이드 유도 졸-겔법 및 초임계 이산화탄소
건조법을 이용하여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 담체를 제조하였다. 촉매 전구체
Al(NO3)3ᆞ9H2O(Junsei, 98%) 20.3 g과 Ni(NO3)2ᆞ6H2O 2.7 g을 하나의 메디아
병에 담아 에탄올 119 ml에 용해시켰다. 전구체가 완전히 용해된 후 이 용액에
겔화제로 프로필렌 옥사이드 51 ml를 첨가하여 알루미늄 이온과 니켈 이온
간의 고분자 중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이 때 알루미늄 전구체:니켈
전구체:프로필렌 옥사이드의 몰 비는 1:0.17:13.5로 조절하였다. 이 용액을 수
분 동안 교반하여 불투명한 연녹색의 니켈-알루미나 혼합 겔을 제조하였다.
이 만들어졌다. 제조된 겔을 상온에서 36 시간 동안 숙성시켜 네트워크
구조를 안정화시킨 후, 남아있는 미반응 프로필렌 옥사이드 및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 시 용매가 빠져나오면서 기공이 수축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탄올로 세척하였다. 세척된 겔을 50 oC 및 100 bar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흐름에서 4 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 후 남은 생성물은 분말 형태로 만든
후, 공기 분위기 하에서 700

C까지 분당 5

o

C로 승온한 뒤 5 시간 동안

o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제조된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 촉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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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로 명명하였다.
NAA 촉매에 마그네슘을 담지하기 위해 코니칼 원심관에 마그네슘
전구체인 Mg(NO3)2를 정량하여 담고 적정량만큼의 에탄올에 용해시켰다.
완전히

용해된

전구체

용액을

상기

NAA

촉매에

초기습윤함침법으로

담지하였다. 담지된 샘플을 100 oC 오븐에서 1 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공기
분위기 하에서 700

C까지 분당 5

o

C로 승온한 뒤 5 시간 동안 유지하여

o

소성하였다. 제조된 촉매는 Mg/NAA 로 명명하였다.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을 담체로 이용한 Mg/NAA 촉매와의 비교를 위해
니켈-알루미나 제로젤을 담체로 이용한 Mg/NAX 촉매를 상기 3.1.3에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게 제조하였다. 마그네슘 전구체를 용해시키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조건은 상기 Mg/NA 촉매의 제조 조건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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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촉매 특성 분석

3.2.1. N2 adsorption-desorption mesurement
제조된 촉매의 표면적, 기공 부피 및 기공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소
흡·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BELSORP-mini II, BEL Japan).

3.2.2.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제조된 촉매의 니켈 담지량 및 알칼리 토금속 담지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ICP-AES 분석을 수행하였다(ICP-1000IV, Shimadz).

3.2.3. XRD (X-Ray Diffraction)
촉매의 결정상을 확인하고 결정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D-Max2500-PC diffractometer, Rigaku, Cu-Kα radiation (λ = 1.541 Å)).
환원된 촉매의 XRD 분석을 위해서는 소성된 촉매를 50 ml/min 유량의 5 mol%
H2/Ar 가스 하에서 700 oC에서 3시간 동안 환원시켰다.

3.2.4. H2-TPR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제조된 촉매의 환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소-승온환원 분석 (H2TPR)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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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일정량의

촉매를

석영

반응기에 넣고 H2 (2 ml/min)와 N2 (20 ml/min)의 혼합 가스 하에서 분당 5 ˚C의
속도로 상온에서 900 ˚C까지 승온시켰다. 감소하는 수소의 양은 열전도성
검출기(TCD)로 측정하였다 (ACME 6000, Younglin).

3.2.5. Hydrogen-chemisorption measurement
환원된 촉매의 니켈 분산도 및 니켈 표면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소화학흡착 분석을 수행하였다(BELCAT-B, BEL Japan). 우선, 소성된 촉매를 50
ml/min 유량의 5 mol% H2/Ar 가스 하에서 700 oC에서 3 시간 동안 환원시킨 후,
50 ml/min 유량의 Ar 을 700 oC에서 5 분 동안 흘려주었다. 환원된 촉매를 Ar
흐름 하에서 50

o

C까지 냉각시킨 후 5 mol% H2/Ar 가스를 10 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주입하면서 수소 흡착량을 분석하였다.

3.2.6.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환원된 촉매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JEM-2100, Jeol). 환원된 촉매의 TEM 분석을 위해서 우선 소성된 촉매를 50
ml/min 유량의 5 mol% H2/Ar 가스 하에서 700 oC에서 3시간 동안 환원시켰다.
소성된 촉매는 에탄올 용매에 녹여 구리 그리드에 고르게 분산시킨 후 80 oC
대류 오븐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켰다.

3.2.7. CHNS (Carbon, hydrogen, nitrogen and sulfur) elemental analyses

13

사용된 촉매의 탄소 침적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CHNS 원소 분석을
수행하였다(CHNS 932, Leco).

3.2.8. CH4-TPD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제조된 촉매의 메탄 흡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메탄 승온탈착 분석
(CH4-TPD)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5 mg의 촉매를
석영 반응기에 넣고 H2 (3 ml/min)와 He (30 ml/min)의 혼합 가스 하에서 700
C에서 3 시간 동안 환원시켰다. 5 ml/min의 He으로 purging하면서 상온으로

o

식힌 후, 메탄을 1분에 20 ml 씩 10 번에 걸쳐 주입하여 촉매 표면의 메탄
흡착량을 포화시켰다. 그리고 물리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기 위하여 50 ˚C에서
1 시간 동안 He 가스를 15 ml/min의 유량으로 흘려주었다. 그 다음, 분당 10
˚C의 속도로 900 ˚C까지 승온시키면서 탈착되는 메탄의 양을 관찰하였다. 이
때 He 유량은 10 ml/min로 설정하였고, 흡착된 카본의 완전한 탈착을 위해 2
ml/min의 H2 가스를 흘려주었다. 탈착되는 메탄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로 측정되었다 (GC-Mass 6890N-5975, Ag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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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3.3.1.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시스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시스템은 Fig. 3.3.1의
개략도와 같다. 석영 필터가 내장된 일자형 석영 반응기 내에 촉매 분말을
넣은 후 소성로 안에 넣고, 질량 유량 제어기(MFC)를 이용해 수소와 질소의
혼합

가스를

흘려주면서

환원

온도까지

승온시킨다.

온도는

열전대(thermocouple)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환원이 종료되면 질소 가스만
흘리면서 온도를 반응 온도까지 낮춘 후 반응 온도에 도달하면 반응물인
LNG와 수증기를 흘려 반응을 시작한다. 수증기는 시린지 펌프를 통해
액상으로 반응기 앞쪽 SUS 라인에 주입된 후, 가열 밴드(heating band)를 통해
200 oC로 가열되는 SUS 라인을 통과하면서 기화된다. 반응기를 통과한 가스는
자동시료주입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Molceive 5A와 Poarapak N 컬럼이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치(ACME

6000,

Younglin)의

열전도성

검출기(TCD)로 정량분석하였다.

3.3.2. 촉매를 통한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상기 3.3.1의 반응 시스템을 이용하여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수행하였다. 또한, 반응 조건으로는 본 연구실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Table 3.3.1 및 Tablee 3.3.2의 조작 변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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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 연구에서 제조된 촉매를 정량하여 내경이 1 cm인 석영 반응기 내부에
채워 넣고 질량 유량 제어기를 이용해 H2 (3 ml/min)와 N2 (30 ml/min)를
흘려주면서 700 oC에서 3 시간 동안 환원시켰다. 그 다음 반응 온도인 600
C까지 온도를 낮추었는데, 여기서 반응 온도는 낮은 온도에서의 천연가스의

o

수증기 개질 반응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와의 연계성 및 비교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7,18].
혼합

4.6:0.4:10:30인
주기적으로

반응물로는
가스를

채취하여

일정

Molceive

조성이

몰

유량으로
5A와

비로

CH4:C2H6:H2O:N2

주입하였다.

Poarapak

N

반응
컬럼이

=

생성물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치(ACME 6000, Younglin)의 열전도성 검출기(TCD)로
정량분석하였다.

LNG

전환율과

수소

수율은

아래의

식

(3.1)-(3.2)로

계산되었다. 이 때, Fi는 i 성분의 유량(ml/min)을 뜻한다.

LNG conversion (%) = (1 −

Hydrogen yield (%) =

FCH 4 , out + FC 2 H 6 , out
FCH 4 , in + FC 2 H 6 , in

) × 100

(3.1)

× 100

(3.2)

FH 2 , out
2 × FCH 4 , in + 3 × FC 2 H 6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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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ixing
chamber

MFC

Preheating

LNG

N2

Thermo-couple

H2
Vent
Reactor

On-line GC

Fig. 3.3.1. Scheme for the steam reforming of liquefied natural gas rea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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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Reaction condition for steam reforming of LNG over alkaline earth
metal-doped mesoporous nickel-alumina xerogel catalysts

Operation variables

Setting value

Reduction condition

3 h at 700 oC
(H2 3 ml + N2 30 ml)

Reaction temperature (oC)

600

Feed composition (molar ratio)

CH4:C2H6:H2O:N2
= 4.6:0.4:10:30

H2O/CH4 ratio

2.09

Catalyst amount (mg)

100

Reaction time (min)

1000

Total flow rate per catalyst weight

27,000 ml/h·g-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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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Reaction condition for steam reforming of LNG over magnesium-doped
mesoporous nickel-alumina catalysts

Operation variables

Setting value

Reduction condition

3 h at 700 oC
(H2 3 ml + N2 30 ml)

Reaction temperature (oC)

600

Feed composition (molar ratio)

CH4:C2H6:H2O:N2
= 4.6:0.4:10:30

H2O/CH4 ratio

2.09

Catalyst amount (mg)

15

Reaction time (min)

1000

Total flow rate per catalyst weight

180,000 ml/h·g-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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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M/NA (M = Mg, Ca, Sr 및 Ba) 촉매 상에서의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4.1.1.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에폭사이드-유도 졸-겔법으로 제조된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조첼
촉매(NA)

및

알칼리

토금속이

조촉매로

이용된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M/NA, M = Mg, Ca, Sr 및 Ba)의 기공 구조를 알이보기 위해 질소 흡탈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촉매에서

type-IV

형태의

등온선과

H2-type의

이력

곡선(hysteresis)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든 촉매에서 “잉크병”
형태의 중형기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 자세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Table 4.1.1에 나타내었다. 모든 촉매는 넓은 표면적(> 250 m2/g), 큰
기공 부피(> 0.4 cm3/g) 및 큰 평균 기공 직경(> 6.0 nm)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M/NA 촉매의 표면적 및 기공 부피는 NA 촉매와 비교할 때 더 작은
값을 나타내였다. 이는 M/NA의 중형기공의 일부가 함침 과정에서 알칼리
토금속 입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막혔음을 의미한다 [20,21].
제조된 NA 및 M/NA 촉매에서 니켈 및 알칼리 토금속의 함량은 이론적인
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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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소성된 촉매의 결정 구조 확인

소성된 촉매의 결정상을 알아보기 위해 50 kV 및 100 mA의 Cu-Kα 선을
이용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NA 촉매와 M/NA 촉매의 XRD 패턴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알칼리 토금속의 도입이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촉매의 결정 구조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촉매에 대해서 벌크 산화니켈 상에 해당되는 특성 피크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촉매는 니켈 알루미네이트에 해당하는 세 개의
특성 피크를 나타내었다 (Fig. 4.1.2의 실선). 또한, 2θ = 65.5o 에서 NiAl2O4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γ-Al2O3 (440) (Fig. 4.1.2에서 2θ
= 67.0o) 의 결정 격자의 팽창에 기인한 것이다. Ni2+ 이온이 γ-Al2O3의 cationic
deficient

sites에

끼어들어가게

되면서

NA

및

M/NA

촉매에서

니켈

알루미네이트 상을 형성하게 된다 [22,23]. 이로부터 NA 및 M/NA 촉매에서
대부분의 니켈 종이 니켈 알루미네이트 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M/NA

촉매에서

알칼리

토금속(M)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M/NA 촉매에 매우 적은 양(< 2 wt%)의 알칼리
토금속이 담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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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소성된 촉매의 금속-지지체 상호작용 확인

소성된 NA촉매와 M/NA 촉매에서의 니켈 종과 알루미나 지지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TP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4.1.3에
나타내었다. 두 촉매 모두 700

C 부근에서 표면 니켈 알루미네이트에

o

해당하는 단일 환원 피크를 나타내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400 oC 부근에서
나타나는 담지되지 않은 벌크 산화 니켈에 해당하는 환원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24]. 이는 XRD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NA 와 M/NA 촉매 모두에서
니켈 종이 니켈 알루미네이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4-26].
선행연구에 따르면 [26-28], 표면 니켈 알루미네이트 상의 환원성은 벌크 산화
니켈 형태와 벌크 니켈 알루미네이트 형태의 중간 정도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벌크 산화 니켈 형태의 니켈 종은 소결에 따른 응집
현상에 취약하며, 벌크 니켈 알루미네이트 형태의 니켈은 활성이 있는 금속
니켈 상으로 환원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29,30]. 따라서 적절한 세기의 금속지지체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표면

니켈

알루미네이트

상이

나타난

것으로부터 NA 및 M/NA 촉매 모두 높은 안정성과 우수한 환원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NA 촉매의 니켈 알루미네이트 상에 해당하는 환원
피크 온도는 NA 촉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알칼리 토금속이
도입된 M/NA 촉매에서 니켈과 지지체 간의 상호작용이 NA 촉매에 비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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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환원된 촉매의 특성 분석

환원된 촉매의 물리적 특성을 Table 4.1.2에 나타내었다. 모든 촉매가 환원
후에도 넓은 표면적(> 220 m2/g), 큰 기공 부피(> 0.4 cm3/g) 및 큰 평균 기공
직경(> 7.0 nm)을 나타내어, 중형기공의 특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모든 촉매에서 type-IV 형태의 등온선과 H2type의 이력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원된 모든 촉매가 여전히
“잉크병” 형태의 잘 발달된 중형기공성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성된 촉매에 비해 환원된 촉매에서 표면적 및 기공 부피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환원 과정에서 니켈 알루미네이트 상의 니켈 종이
알루미나 격자 안에서 알루미나의 표면으로 빠져나오면서 기공을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0 kV 및 100 mA의 Cu-Kα 선을 이용히여 측정된 환원된 촉매의 XRD
분석

결과를

알루미네이트에

Fig.

4.1.4에

해당하는

나타내었다.

특성

피크는

모든
관찰되지

환원된

촉매에서

않았고,

금속

니켈
니켈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1.4의 실선). 또한,
모든 환원된 촉매에서 γ-Al2O3 (440)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Fig. 4.1.4의
점선)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환원 과정에서 니켈
종이 γ-Al2O3의 결정 격자로부터 빠져나오면서 γ-Al2O3결정 격자가 원래의
상태로 수축했기 때문이다. 즉, NA와 M/NA 촉매의 니켈 알루미네이트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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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행된 환원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모두 환원되었음을 나타낸다.
환원된 NA 촉매와 M/NA 촉매의 니켈 표면적, 니켈 분산도 및 평균 니켈
직경을 측정하기 위해 수소 화학 흡착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1.3에 나타내었다. 환원된 촉매의 니켈 표면적은 Mg/NA > Sr/NA > Ca/NA >
NA > Ba/NA의 순서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니켈 분산도는
Mg/NA > Sr/NA > Ca/NA > NA > Ba/NA의 순서로 감소하고, 평균 니켈 직경은
Mg/NA > Sr/NA > Ca/NA > NA > Ba/NA의 순서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니켈 직경은 모든 촉매에서 20 nm 미만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NA
촉매와 M/NA 촉매 모두 니켈의 소결에 강한 저항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TEM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1.5). NA 촉매(Fig.
4.1.5(a))와 M/NA 촉매(Fig. 4.1.5(b) 및 (c)) 모두에서 20 nm 이상의 니켈
덩어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알칼리 토금속이 니켈 기반의 촉매에 도입될 경우
분리제(spacer)로 작용하면서 니켈의 표면적 및 니켈 분산도를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31-33]. 특히, 마그네슘이 니켈 촉매에 도입될 경우에는 NiO와
MgO가 유사한 크기의 격자 상수를 갖는 면심 입방 구조(face-centered cubin)를
갖기 때문에 NiO-MgO의 고용체(solid solution)을 형성하게 된다 [34]. 이러한
NiO와 MgO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은 환원 과정에서 니켈의 소결을 억제한다.
한편, Ba/NA 촉매의 경우에는 NA 촉매에 비해 니켈 표면적이 더 작게
나타났다. Ba의 원자 반지름은 다른 알칼리 토금속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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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이 도입될 경우에는 Ba 원자가 니켈-알루미나 촉매의 결정 구조 사이로
끼어들어가기가 힘들다. 즉, Ba 원자는 Ba/NA 촉매의 표면에 위치하면서
니켈의 활성점을 덮게 되고, 이와 유사한 현상이 란탄을 조촉매로 이용한
니켈 촉매에 대해 보고된 바가 있다 [35-36].

4.1.4.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활성

600 oC에서 NA 촉매 및 M/NA 촉매 상에서의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수행하였고, 시간에 따른 LNG 전환율과 수소 수율을 Fig. 4.1.6에
나타내었다. NA 촉매 및 M/NA 촉매 모두 1000 분의 반응 시간 동안 특별한
비활성화 없이 안정적인 활성을 나타내었다. NA 및 M/NA 촉매가 이렇게
안정적인 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두 촉매 모두 잘 발달된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NA 및 M/NA 촉매에서 넓은 표면적과
큰 기공 부피 및 큰 평균 기공 직경은 반응 과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질
전달을 촉진시킨다. 20 nm 미만의 크기로 고르게 분산된 니켈 입자 또한 반응
과정에서 니켈 입자의 소결 및 탄소 침적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7].
M/NA 촉매에서 촉매의 활성은 조촉매로 이용한 물질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전환율 및 수소 수율 모두 Mg/NA > Sr/NA > Ca/NA
> NA > Ba/NA의 순서로 감소하였으며, 제조된 촉매 중 Mg/NA 촉매가 LNG
전환율 및 수소 수율이 가장 높았다. Fig. 4.1.7는 NA 및 M/NA 촉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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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과 니켈 표면적 간의 상관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촉매의 니켈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LNG 전환율 및 수소 수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니켈 표면적이 가장 넓은 Mg/NA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LNG 전환율과
수소 수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촉매의 니켈 표면적이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 상에서의 수증기 개질 반응 활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7], 니켈 기반 촉매에서 니켈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메탄의 C-H 결합을 끊는 활성 자리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특히, 니켈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서 니켈 표면적이 넓을 때 니켈 촉매에서
step site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탈수소화 반응이 촉진되게 된다. 메탄의
탈수소화 반응은 수증기 개질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이므로 니켈 표면적이
수증기 개질 반응의 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37-39].
반응 후 촉매의 탄소 침적량을 측정하기 위해 CHNS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1.4에 나타내었다. NA 촉매의 탄소 침적량이 M/NA 촉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또한, 탄소 침적량은 NA > Mg/NA > Ca/NA ≈ Sr/NA >
Ba/NA의 순서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촉매의 염기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루미나 담체의 산 특성은 촉매의 탄소 침적의 주
원인이며, 강한 염기 세기를 갖는 물질을 도입할 경우 촉매의 산량 억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41].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알칼리 토금속의
염기 세기가 증가하므로 촉매의 산량은 NA > Mg/NA > Ca/NA > Sr/NA > Ba/NA
순서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탄소 침적의 경향성과 일치하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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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42]. 따라서, 큰 원자번호의 알칼리
토금속을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에 도입할 경우 효과적으로 탄소 침적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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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calcined NA and M/NA (M =
Mg, Ca, Sr, and Ba)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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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alcined NA and M/NA catalysts

Catalyst

Measured Ni
content
(wt%)a

Measured M
content
(wt%)a

Surface
area
(m2/g)b

Pore
volume
(cm3/g)c

Average
pore
diameter
(nm)

NA

20.2

-

316

0.53

6.7

Mg/NA

20.1

2.4

301

0.50

6.6

Ca/NA

19.2

2.1

255

0.51

8.0

Sr/NA

20.0

2.6

287

0.52

7.2

Ba/NA

20.3

2.4

289

0.51

7.0

a

Determined by ICP-AES measurement

b

Calculated by the BET equation within the range of relative pressure (P/P0) of 0.05-0.30

c

Total pore volume at P/P0 ~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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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XRD patterns of calcined NA and M/NA (M = Mg, Ca, Sr, and Ba)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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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TPR profiles of calcined NA and M/NA (M = Mg, Ca, Sr, and Ba)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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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educed NA and M/NA catalysts

Catalyst

Surface area
(m2/g)a

Pore volume
(cm3/g)b

Average pore
diameter (nm)

NA

242

0.49

8.2

Mg/NA

228

0.45

8.0

Ca/NA

231

0.50

8.6

Sr/NA

237

0.49

8.3

Ba/NA

243

0.48

8.0

a

Calculated by the BET equation within the range of relative pressure (P/P0) of 0.05-0.30

b

Total pore volume at P/P0 ~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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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XRD patterns of reduced NA and M/NA (M = Mg, Ca, Sr, and Ba)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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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Hydrogen chemisorption results for reduced NA and M/NA

catalysts

a

Catalyst

Nickel surface
area
2
(m /g-Ni) a

Nickel
dispersion
(%)a

Average nickel
diameter
(nm)a

NA

39.2

5.9

17.2

Mg/NA

43.9

6.6

15.3

Ca/NA

40.2

6.0

16.8

Sr/NA

40.6

6.1

16.6

Ba/NA

38.1

5.7

17.7

Calculated by assuming H/Niato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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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TEM images of reduced (a) NA, (b) Mg/NA, and (c) Ba/NA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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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a) LNG conversion and (b) hydrogen yield with time on stream in the
steam reforming of LNG over NA and M/NA (M = Mg, Ca, Sr, and Ba)
catalysts. The catalysts were reduced at 700 oC for 3 h prior to th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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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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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
Ba/NA

Hydrogen yield (%)

LNG conversion (%)

Sr/NA

Nickel surface area (m2/g-Ni)

Fig. 4.1.6. Correlations between nickel surface area and catalytic performance of NA
and M/NA (M = Mg, Ca, Sr, and Ba) catalysts in the steam reforming of
LNG. Catalytic performance data were obtained after a 1000 minreaction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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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Amount of carbon deposition on the used catalysts after a 1000 minreactio

a

Catalyst

NA

Mg/NA

Ca/NA

Sr/NA

Ba/NA

Amount of carbon deposition
(wt%)a

3.1

1.4

0.5

0.5

0.3

Determined by CHNS element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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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g/NAA 촉매를 이용한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4.2.1.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마그네슘이 조촉매로 이용된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 촉매(Mg/NAA) 및
제로젤 촉매(Mg/NAX)의 기공 구조를 알이보기 위해 질소 흡탈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2.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Mg/NAX 촉매의 경우에는 상기 4.1.1의 Mg/NA 촉매와 동일한 type-IV 형태의
등온선과 H2-type의 이력 곡선을 나타내었고, 이로부터 “잉크병” 형태의
중형기공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Mg/NAA 촉매의
경우에는 type-IV 형태의 등온선과 H1-type의 이력곡선을 나타내였다. 즉,
에어로젤

건조를

통해

제조된

Mg/NAA

촉매의

기공은

구형

촉매

알갱이끼리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공 형태에 상관
없이 두 촉매는 모두 넓은 표면적(> 250 m2/g), 큰 기공 부피(> 0.4 cm3/g) 및 큰
평균 기공 직경(> 7.0 nm)을 나타내었다. 또한, Mg/NAA 촉매의 표면적, 기공
부피 및 기공 크기는 Mg/NAX 촉매에 비해 더 향상된 값을 나타내였다. 이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건조 과정이 일반 건조에 비해 겔의 구조를 무너트리지
않고 기공 내의 잔류 액체를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조된 Mg/NAA 및 Mg/NAX 촉매에서 니켈 및 마그네슘의 함량은
이론적인 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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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소성된 촉매의 결정 구조 확인

촉매의 결정상을 알아보기 위해 소성된 촉매에 대해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2.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Mg/NAA

촉매와

Mg/NAX

촉매의

XRD

패턴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초임계 건조 방법이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촉매의
결정 상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촉매 모두
소성 후에도 비정형 형태를 유지두 촉매에서 벌크 산화니켈 상에 해당되는
특성 피크는 확인되지 않았고, 니켈 알루미네이트에 해당하는 세 개의 특성
피크를 나타내었다 (Fig. 4.2.2의 실선). 또한, γ-Al2O3 (440) (Fig. 4.1.2에서 2θ =
67.0o) 결정 격자의 팽창에 기인한 NiAl2O4 (Fig. 4.1.2에서 2θ = 65.5o) 특성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Mg/NAA 촉매 및 Mg/NAX
촉매에서 니켈이 알루미나에 잘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촉매에서
Mg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4.2.3. 소성된 촉매의 금속-지지체 상호작용 확인

소성된 Mg/NAA촉매와 Mg/NAX 촉매에서의 니켈 종과 알루미나 지지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TP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4.2.3에 나타내었다. 두 촉매 모두 700 oC 부근에서 표면 니켈 알루미네이트에
해당하는 단일 환원 피크를 나타내었고, 벌크 산화 니켈에 해당하는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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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Mg/NAA 와 Mg/NAX 촉매 모두에서
니켈 종이 니켈 알루미네이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원 피크 온도는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나타났는데, 이는 Mg/NAA 촉매에서 니켈과 지지체 간의 상호작용이 Mg/NAX
촉매에 비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니켈 입자가 알루미나 담체 상에
작고 고르게 분산될수록 니켈과 알루미나 사이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서
니켈과 알루미나 간의 상호작용이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니켈-알루미나
상호작용이 강한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니켈의 분산도가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2.4. 환원된 촉매의 특성 분석

환원된 촉매의 XRD 분석 결과를 Fig. 4.1.4에 나타내었다. 환원된 Mg/NAA
촉매 및 Mg/NAX 촉매에서 니켈 알루미네이트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고, 금속 니켈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2.4의 실선). 또한, 모든 환원된 촉매에서 니켈 종이 알루미나
결정 격자로부터 빠져나오면서 γ-Al2O3 (440)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가 원래
위치(2θ = 67.0o)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두 촉매 모두
성공적으로 환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촉매의 XRD 패턴을 비교했을
때 Mg/NAA 촉매에 비해 Mg/NAX 촉매의 피크가 더 날카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Mg/NAA 촉매의 나켈 입자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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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TPR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며, 기공 특성이 우수한 Mg/NAA
촉매에서 니켈이 더 고르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니켈 입자가 소결에 더 강한
저항을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환원된 Mg/NAA 촉매와 Mg/NAX 촉매의 니켈 표면적, 니켈 분산도 및
평균 니켈 직경을 측정하기 위해 수소 화학 흡착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2.2에 나타내었다. 환원된 Mg/NAA 촉매의 니켈 표면적 및 니켈
분산도가 Mg/NAX 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니켈 직경은
환원된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평균 니켈
직경은 모든 촉매에서 20 nm 미만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Mg/NAA 촉매와
Mg/NAX 촉매 모두 니켈의 소결에 강한 저항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TEM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2.5). Mg/NAA 촉매(Fig.
4.2.5(a))와 Mg/NAX 촉매(Fig. 4.2.5(b)) 모두에서 20 nm 이상의 니켈 덩어리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Mg/NAA 촉매의 니켈 입자에 비해 Mg/NAX 촉매의
니켈 입자가 더 크고 뭉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Mg/NAA
촉매에서의 니켈 분산도가 Mg/NAX 촉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기 4.2.1에서 관찰했듯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건조 방법을
이용한 에어로젤 촉매 Mg/NAA가 일반 건조 방법을 이용한 Mg/NAX 촉매에
비해 우수한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켈이 넓은 알루미나 표면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원된 Mg/NAA 촉매 및 Mg/NAX 촉매와 메탄의 친화도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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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CH4-TPD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4.2.6에 나타내었다. 탈착
피크 온도가 Mg/NAX 촉매에 비해 Mg/NAA 촉매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메탄의 흡착 세기가 Mg/NAA 촉매에서 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승온 탈착 곡선의 피크 면적으로부터 계산된
메탄량을 Table 4.2.3에 나타내었으며, 흡착된 메탄량 또한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Mg/NAA 촉매가 Mg/NAX에 비해 흡착 세기 및 흡착량 측면에서 메탄과 강한
친화력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5.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활성

600 oC에서 Mg/NAA 촉매 및 Mg/NAX 촉매 상에서의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수행하였고, 시간에 따른 LNG 전환율과 수소 수율을 Fig. 4.2.7에
나타내었다. Mg/NAA 촉매 및 Mg/NAX 촉매 모두 1000 분의 반응 시간 동안
특별한 비활성화 없이 안정적인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촉매
활성은 두 촉매의 잘 발달된 기공 구조로 인한 원활한 물질 전달과, 고르게
분산된 니켈 입자로 인한 소결 및 탄소 침적의 억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LNG 전환율 및 수소 수율 모두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Mg/NAA 촉매의 우수한 기공 구조로 인한 높은
니켈 분산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4.1.4에서 설명했듯이 니켈 기반
촉매 상의 고분산된 니켈 입자는 메탄의 C-H 결합을 끊는 step site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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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4.2.4의 CH4-TPD에서 나타난 것처럼 니켈
분산도가 높아 step site의 양이 많은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메탄의 흡착 세기 및 흡착량이 크고, 이에 따라 해리 흡착 되는 메탄의
안정화 정도가 크다. 메탄의 C-H 결합이 끊어지면서 촉매 표면에 해리 흡착
되는 과정은 수증기 개질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이므로 흡착되는 메탄의
에너지 상태가 더 안정한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반응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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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calcined Mg/NAA and
Mg/NAX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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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alcined Mg/NAA and Mg/NAX catalysts

Catalyst

Measured Ni
content
(wt%)a

Measured Mg
content
(wt%)a

Surface
area
(m2/g)b

Pore
volume
(cm3/g)c

Average
pore
diameter
(nm)

Mg/NAA

20.6

2.0

287

0.98

13.7

Mg/NAX

21.1

1.9

270

0.49

7.3

a

Determined by ICP-AES measurement

b

Calculated by the BET equation within the range of relative pressure (P/P0) of 0.05-0.30

c

Total pore volume at P/P0 ~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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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XRD patterns of calcined Mg/NAA and Mg/NAX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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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TPR profiles of calcined Mg/NAA and Mg/NAX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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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XRD patterns of reduced Mg/NAA and Mg/NAX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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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2. Hydrogen chemisorption results for reduced Mg/NAA and

Mg/NAX catalysts

a

Catalyst

Nickel surface
area
2
(m /g-Ni) a

Nickel
dispersion
(%)a

Average nickel
diameter
(nm)a

Mg/NAA

51.2

7.7

13.2

Mg/NAX

38.9

6.5

17.3

Calculated by assuming H/Niatom = 1

50

(b)

(a)

50 nm

50 nm

Fig. 4.2.5. TEM images of reduced (a) Mg/NAA and (b) Mg/NAX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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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CH4-TPD profiles of reduced Mg/NAA and (b) Mg/NAX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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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3. Amount of desorbed CH4 on reduced Mg/NAA and Mg/NAX

catalysts

Catalyst

Amount of desorbed CH4
(μmol-CH4/g)

Mg/NAA

45.3

Mg/NAX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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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a) LNG conversion and (b) hydrogen yield with time on stream in the
steam reforming of LNG over Mg/NAA and Mg/NAX catalysts. The
catalysts were reduced at 700 oC for 3 h prior to th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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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촉매 개발을 수행하였다. 중형기공성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NA)를
단일

공정

에폭사이드-유도

졸-겔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조촉매인

알칼리

토금속을 초기습윤함침법으로 NA 촉매에 담지하여 M/NA (M = Mg, Ca, Sr 및
Ba) 촉매를 제조하였다. 질소 흡탈착 분석을 통해 제조된 촉매의 기공 특성을
조사한 결과, NA 촉매와 M/NA 촉매 모두 잘 발달된 중형기공을 타나냈지만
M/NA 촉매의 경우에는 알칼리 토금속의 함침 과정에서 기공이 막히면서 NA
촉매에 비해 더 작은 표면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PR 분석을 통해서는
M/NA 촉매가 NA 촉매에 비해 더 강한 금속-지지체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수소 화학 흡착 분석 및 TEM 분석을 통해 NA 및 M/NA 촉매
모두 20 nm 미만의 고르게 분산된 니켈 종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지만, 니켈
표면적 및 니켈 분산도는 알칼리 토금속 조촉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Mg/NA > Sr/NA > Ca/NA > NA > Ba/NA의 순서로 감소하였다.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수행한 결과 니켈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LNG
전환율과 수소 수율은 증가하였다. 반응 후 촉매의 CHNS 분석을 통해 탄소
침적량을 측정한 결과 염기성인 알칼리 토금속이 토입되었을 경우 탄소
침적량이 적게 나타났다. 사용된 NA 및 M/NA 촉매 중에서는 Mg/NA 촉매가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적은 탄소 침적량과 가장 넓은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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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을 나타내었고, 가장 우수한 촉매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에서 사용된 촉매 중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 Mg/NA 촉매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일공정 에폭사이드 유도 졸-겔법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건조법을 및 초기습윤함침법을 이용하여 마그네슘이 담지된 니켈-알루미나
에어로젤 촉매(Mg/NAA)를 제조하였다. Mg/NAA 촉매와의 비교를 위해 니켈알루미나 제로젤을 담체로 이용한 Mg/NAX 촉매를 상기 Mg/NA 촉매와
유사하게 제조하였다. 질소 흡탈착 분석을 통해 제조된 촉매의 기공 특성을
조사한 결과, Mg/NAA 촉매와 Mg/NAX 촉매 모두 잘 발달된 중형기공을
타나냈지만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표면적, 기공 부피 및 평균
기공 직경이 더 크게 나타났다. TPR 분석을 통해서는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더 강한 금속-지지체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수소 화학 흡착 분석 및 TEM 분석을 통해 Mg/NAA 및 Mg/NAX
촉매 모두 20 nm 미만의 고르게 분산된 니켈 종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니켈 분산도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4-TPD 분석 결과 Mg/NAA 촉매가 Mg/NAX 촉매에 비해
메탄과의 친화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수행한 결과 니켈 분산도가 높고 메탄과의 친화력이 강한 Mg/NAA
촉매의 LNG 전환율과 수소 수율이 Mg/NAX 촉매에 비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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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gen production by steam reforming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over
mesoporous nickel-alumina catalysts:
Effect of alkaline earth metal addition
Jaekyeong Yoo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eries of mesoporous alkaline earth metal-promoted nickel-alumina xerogel (M/NA, M =
Mg, Ca, Sr, and Ba) catalysts were prepared by a single-step epoxide-driven sol-gel method and a
subsequent 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method. They were applied to the hydrogen production
by steam reforming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For reference, a nickel-alumina xerogel
catalyst without promoter (NA) was prepared by a single-step epoxide-driven sol-gel method. The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N2 adsorption-desorption, ICP-AES, XRD, TPR, H2-chemisorption,
TEM, and CHNS analyses.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of M/NA catalysts were smaller than
those of NA catalyst due to blockage of mesopores by promoters during the impregna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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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NA and M/NA catalysts exhibited X-ray diffraction patterns corresponding to nickel
aluminate phase. In the TPR measurements, it was revealed that all the catalysts retained surface
nickel aluminate phase, regardless of the identity of alkaline earth metal. Nickel surface area of
reduced catalysts decreased in the order of Mg/NA > Sr/NA > Ca/NA > NA > Ba/NA. In the
hydrogen production by steam reforming of LNG, the catalytic performance of NA and M/NA
catalysts was well correlated with the nickel surface area of the catalysts; LNG conversion and
hydrogen yield increased with increasing nickel surface area. Among the catalysts tested, Mg/NA
catalyst with the highest nickel surface area showed the best catalytic performance. The amount of
carbon deposition on the used M/NA catalysts was less than that on the used NA catalyst.
In order to improve the best catalyst Mg/NA above, magnesium-doped mesoporous nickelalumina aerogel catalyst (Mg/NAA) was prepared by a single-step epoxide-driven sol-gel method
and a subsequent supercritical CO2-drying followed by an 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method.
For comparison, magnesium-doped mesoporous nickel-alumina xerogel catalyst (Mg/NAX) was
prepared by the similar method of Mg/NA above. They were applied to the hydrogen production
by steam reforming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The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N2
adsorption-desorption, ICP-AES, XRD, TPR, H2-chemisorption, TEM, and CH4-TPD analyses.
Surface area, pore volume, and average pore dimeter of Mg/NAA catalysts were larger than those
of Mg/NAX catalyst due to suppressed collapse of nickel-alumina gel network during the drying
step. Both Mg/NAA and Mg/NAX catalysts exhibited X-ray diffraction patterns corresponding to
nickel aluminate phase. In the TPR measurements, it was revealed that Mg/NAA catalyst retained
stronger metal-support interaction than Mg/NAX catalyst. Nickel surface area and nickel
dispersion of reduced catalysts better in Mg/NAA catalyst than in Mg/NAX catalyst. In the CH4TPD analyses, CH4 affinity of Mg/NAA catalyst was higher than that of Mg/NAX catalyst. In the
hydrogen production by steam reforming of LNG, Mg/NAA catalyst with the higher nickel
dispersion and CH4 affinity showed the better catalytic performance than Mg/NAX cataly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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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LNG conversion and hydroge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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