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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계 화학적

반응(mechanochemical

reaction)을

이용하여 미세한 Ce3Al11 상 촉매를 합성하였으며 해당 촉매의 NaAlH4
수소 저장 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미세한 크기의 Ce-Al
금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을 형성하기 위해, HEBM(High
energy ball milling)을 통한 기계-화학적 반응법이 적용되었고 반응을
통해 합성된 Ce3Al11 의 경우 1 ㎛ 이하의 크기로 약 150nm 에서
500nm 의 입도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촉매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NaAlH4 에 분산하여 무게법과 부피법을 통한 특성 확인
과정을 거쳤다. 기존 CeCl3 가 적용된 NaAlH4 와 비교하여 합성된
촉매는 수소 방출 시작 온도는 동일하였으나, 수소 저장 용량에서는
비가역적 부산물인 NaCl 의 비생성에 따른 5.3 wt%의 향상된 수소
저장 용량을 보였다. 또한, 실제 가동 조건인 120 ℃ / 150 ℃ 의
등온조건 사이클 실험에서 CeCl3 에 비해 단축된 수소 흡장 시간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고밀도 샘플의 사이클 특성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e3Al11, CeCl3 분산 후 압입 한 NaAlH4 pellet 의 사이클에
따른 부피 변화 거동을 비교함으로써 촉매의 종류 혹은 부산물의 제거를
통한 소재의 부피 변화 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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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수소 저장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로서 직접 연소 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매체이다. 또한 가솔린의 3 배에
달하는 120 MJ/Kg 의 큰 중량 에너지 밀도를 가져 차세대 에너지
매체로서 주목 받고 있다.[17] 이러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또는

금속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수소는 주로 가스, 액체
수소화물과

결합

된

고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저장되어지고 있다.[1-5] 기체의 수소를 압축하여 저장하는 방식은
가장 보편적이고 간편하나 압축 된 압력이 증가하면 압축 탱크의 무게가
증가하여 기체 수소의 중량 밀도는 낮아지며 기체 수소의 체적 밀도가
가장 작다는 단점이 있다.(Fig.1) 액체 수소는 극저온 저장으로 인하여,
1 kg 의 수소를 액화하는데 10 ~ 14 kW 의 에너지 손실을 필요로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고체수소저장의 경우 온도와 압력의 조절을 통해 수소가 가역적으로
고체 소재 내에 저장/방출이 되는 방식으로 부피 수소저장 밀도가 높고
안전성이 높아 차세대 저장 매체로서 가장 주목 받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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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olumetric and gravimetric hydrogen densities of different
hydrogen storage form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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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체 수소 저장
1.2.1 금속착수소화물 (complex metal hydrides)
고체 수소저장 소재의 한 종류인 금속착수소화물은 수소가 중심
원자에 공유 결합되어있는 음이온과 금속 양이온의 이온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M(M'H4)n 의 화학식을 갖는 수소화물로서 M 은
1A 족 혹은 2A 족 금속, M'는 3 가의 3B 족 금속(B, Al, Ga)이 위치한다.
예로서

NaBH4

,

LiBH4

,

LiAlH4

,

NaAlH4

등이

있다.[6-8]

금속착수소화물은 기존에 알려진 재료였으나 분해 시 고온을 필요로
하는 높은 활성화 에너지와 비가역성으로 인해 장시간 동안 수소
저장소재로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Bogdanovic 과 Schwickardi[2]
에 의해 Ti 촉매의 첨가로 NaAlH4 분해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수용 가능한 기술 조건에서 가역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수소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3

1.2.2 알라네이드(alanate)계 NaAlH4
NaAlH4 는 2 단계에 걸쳐 분해하여 수소를 방출하고, 분해단계마다
각각 3.7 wt%, 1.9 wt%의 수소를 방출하여 총 5.6 wt%의 이론 수소
저장용량을 가진다.
1st NaAlH4 ⇌ 1/3Na3AlH6 + 2/3Al + H2↑ (3.7 wt%)
2nd 1/3Na3AlH6 ⇌ NaH + 1/3Al + 1/2H2↑ (1.9 wt%)
NaAlH4 와 Na3AlH6 의 가역반응은 이전까지 200~400℃ 이상의 고온
(녹는점

이상의

온도)과

100~400

atm

의

고압

조건에서

확인되었으나[3, 4], 1997 년 Bogdanović 등[2]은 Ti 를 함유한 촉매를
습식방법으로

NaAlH4 에

첨가해

분해온도를

50~120

℃가량으로

낮추었으며, 1, 2 단계의 역반응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Jensen
등[5]은 Bogdanović[2]의 습식 방법을 비교적 간단한 공정방법인
볼밀링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Gross 등은 촉매로
사용된 Ti 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결과 Ti 원자가 NaAlH4 의 결정구조
내에

치환형

원자로

존재해

열역학적

안정성을

낮춘다는

주장을

하였다.[6] G. Sandrock 은 NaAlH4 에 TiCl3 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수소 흡/방출실험을 실시하였는데, 125℃와 80~90 atm 의 조건에서
TiCl3 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NaAlH4 의

흡/방출

속도가

향상되었고, 활성화에너지(Q)가 작아진다는 것을 발표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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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2. 실험 방법
2.1 촉매합성
금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제조는 기계 화학적 합금화
법을 사용하였으며, 분말은 CeCl3 (Sigma-Aldrich, 99%), AlCl3
(Sigma-Aldrich, 99.9%), NaH (Sigma-Aldrich, 95%), NaAlH4
(Sigma-Aldrich, 95%)를 사용하였다. 각각 혼합 된 분말은 직경 12.7
mm Cr-steel ball 12 개, 7.9 mm Cr-steel ball 4 개와 함께 hardened
steel vial 에 BPR(ball-to-powder ratio) 40:1 의 비로 장입되었고,
planetary ball mill 에 비해 분쇄 효과가 뛰어난 SPEX-8000mil 을
사용하여 한 시간 동안 볼 밀링하였다.

합성은 아래 반응식을 따라

실시하였다.
3CeCl3 + 11AlCl3 + 42NaH → Ce3Al11 + 42NaCl + 21H2
촉매인 Ce3Al11 외에 부산물로써 NaCl 과 H2 가 발생하였으며 순수한
Ce3Al11 을 획득하기 위해 분말을 D.I water 에 용해시켜 진공오븐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3 차례 반복하였다.
볼 밀링 공정 전의 분말 취급은 모두 불활성 분위기의 globe box
내에서 진행하여 합성과정에 있어서 분말의 산화와 수분으로부터의
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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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촉매 분산
합성 된 금속간 화합물 Ce3Al11 촉매와 NaAlH4 와의 복합상 제조는
촉매 합성과 동일하게 직경 12.7 mm Cr-steel ball 12 개, 7.9 mm Crsteel ball 4 개와 hardened steel vial 이 사용되었다. SPEX8000mil 을 사용하여 40:1 의 BPR 로 약 100 시간 동안 볼 밀링이
진행되었다. 장시간 밀링에 의한 vial 과 ball 의 손상 및 내부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자 30 분 밀링 후 30 분 휴식을 하나의 step 으로 총
200 step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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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질 상분석 및 미세조직 관찰
촉매와

수소저장소재

분말의

결정구조는

합성

전후로

X-ray

Diffraction (XRD, Bruker D8 Advacend, Cu K α (λ=1.5148 Å))를
통해 관찰되었다. 수소저장소재의 경우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발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ig. 과 같이 dome 구조의 XRD
holder 를 사용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측정하였다.
합성된 분말의 미세조직은 접속이온빔(Focused ion beam, qunta
3D)의 진공 이송 시스템을 통해 대기노출에 의한 시료의 손상 없이
로딩되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후방산란전자(Back scattered electron)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찰되었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 Talos F200X)
분석을 통하여 합성된 상의 결정구조 및 목표 상의 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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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소 흡장/방출 특성 및 열분석
촉매가 분산 된 수소저장소재의 수소 흡장/방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Sivert's type 장비를 사용하였다. 해당 장비는 200bar
이하의

가압

환경에서

600℃까지

분말을

가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실 온도를
25℃ 부근으로 유지하며 반응기(reactor)와 채널(channel) 사이를 수냉
방식을

통해

냉각하였다.

또한

실험

중

분말

유출을

막기

위해

반응기(reactor)에 Swagelok 사의 filter(sintered 316 SUS element,
average pore size: 0.5 ㎛)를 삽입 하였다. 실험에는 0.6 g 샘플이
10cc 의 반응기에 장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수소 흡장 실험 시 초고순도
수소 100bar 를 가한 뒤 온도 120℃(승온속도: 15℃/min), 수소 방출
실험 시 진공(10-3 bar) 상태에서 온도 150℃(승온속도: 15℃/min)의
조건을 3~5 시간 동안 유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과 동시에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수집 장치(data acquisition equipment)를
이용하여 반응기와 채널의 압력 및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반응속도(kinetics)를 확인하였다.
또한

소재의

반응

시작온도

및

반응

종료

온도,

그리고

수소

저장용량을 확인해보기 위해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NETZSCH DSC 204)을 이용하여 흡/발열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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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gravimetry

이용하였다.

승온

Analysis

속도는

(TGA,

5℃/min

Ar(99.9999%)를 흘려주었다.

9

로

NETZSCH
하였고,

50

TG

209)를

ml/min

의

2.5 pellet 제작 및 cycle 특성 실험
NaAlH4 의 펠릿화는 카버 모델 C 실험실 프레스 (Carver Model C
Laboratory Press)로 수행되었다. 펠렛 몰드(Fig.2)는 직경 9.00mm
실린더 형태로, 경화 강을 사용하여 주문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인 바인더
없이 0.6g 의 샘플을 약 350 MPa 의 프레싱을 통해 원기둥 형태
펠릿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펠릿은 분말 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소 흡장/방출 cycle 을
9 차례 진행하여 각 단계에서의 부피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료 반응
특성상 아르키메데스 원리(Archimedes' principle)를 통한 비중, 부피
측정이 불가능 하여 겉보기 부피를 활용하였다.

10

Fig. 2 Schematic diagram of custom-made pellet press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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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3.1 Ce3Al11 촉매의 합성
(FIg.3)는 CeCl3 + AlCl3 + NaH 를 3:11:42 의 비로 혼합하여
밀링하였을 때 각 합성 단계별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밀링
전 관찰되는 raw material 의 CeCl3, AlCl3, NaH peak 은 millg 과정을
거친 뒤 사라지며

Ce-Al 금속간화합물의 상과 NaCl 이 새로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염화물의 chlorine 은 NaH 의
Na 와 반응하여 안정한 NaCl 상을 형성하고 잔존하게 되는 Ce 과 Al 은
밀링과정에서 cold-welding 되어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 차례에 걸쳐 DI water 로 세척 후 진공 오븐에서
건조과정을 거친 뒤의 XRD data 에서는 NaCl 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순수한 Ce-Al 금속간화합물이 획득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Ce-Al 금속간화합물 powder 는 background peak
발생이

적은

Si

단결정

holder

상에서

다시

한번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Fig.4) 상 분석결과 목표하였던 Ce3Al11 상 외에도 CeAl,
CeAl2, CeAl3 등 다양한 Ce 과 Al 비율을 가진 Ce-Al 금소간화합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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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D patterns of CeCl3 + AlCl3 + NaH powder (black line:
raw sample, red line: as-milled sample, blue line: rinsed sample)

13

Fig. 4 XRD patterns of Ce-Al intermetallic compound synthesis
fin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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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한 구조 분석을 위해 TEM 분석을 실시하였다. 합성된 CeAl 금속간화합물 분말을 에탄올에 분산시킨 뒤 grid 에 위치시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Fig.5) 약 200nm 이하의 입자들이 다양한
크기분포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었으며 Bright field image 와 dark field
image 분석을 통해 Ce 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되고 결정성을 갖는 입자
주위에 결정성을 띠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층이

형성된

것을

관찰하였다.

먼저

FFT

패턴을

통해

결정성을 띠는 부분의 면간 거리 분석 결과 대부분 orthorhombic
구조의 α-Ce3Al11 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XRD 상에서 관찰한 다양한
Ce-Al 금속간화합물 상은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해당 화합물이
결정성을 띠지 않거나 분율이 많지 않아 관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DS 관찰 결과(Fig.6),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입자 내부와 표면부를
구성하는 원소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부는 Ce 과 Al 이 공간을
공존하고 있고 표면부는 O 가 띠의 형태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었다.
입자 주변, 산소가 둘러싼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미루어 보아 수세
과정에서 입자의 표면부에 산화층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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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 images of the synthesized Ce3Al11 powder. (a)Bright
field image and (b) dark field image. (c)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 and (d) FFT pattern of the area marked with white
square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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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EDS maps of the synthesized Ce3Al11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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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e3Al11 촉매 첨가 NaAlH4 의 수소 저장 특성 확인
Pure 한 NaAlH4 에 각각 2mol%의 CeCl3 와 앞선 과정을 통해 합성한
Ce3Al11 을 넣고 밀링 전과 후의 XRD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CeCl3 를
넣은

샘플의

경우(Fig.7)

첨가제로

들어간

CeCl3 이

저장소재인

NaAlH4 와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밀링 과정 후 peak 이 사라지고 NaCl
상을 형성하였으나 합성된 Ce3Al11 을 넣은 경우(Fig.8) 밀링 전과 후의
상변화가

과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Ce3Al11 는

저장소재와의

직접적인 반응 없이 NaAlH4 의 저장 용량을 손실 없이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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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RD patterns of NaAlH4 with 2mol% CeCl3 before and after
milling process (black line: raw sample, blue line: as-milled sample)

Fig. 8 XRD patterns of NaAlH4 with 2mol% Ce3Al11 before and after
milling process (black line: raw sample, red line: as-mill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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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와 (Fig.10)은 각각 DSC 와 TGA 를 통한 반응온도와
용량측정의 결과를 나타낸다. DSC 결과, 145℃ CeCl3 와 Ce3Al11 에
상관없이 약 145℃의 동일한 반응 시작 온도와 약 840J/g 의 유사한
흡열량을 보이는 것을 통해 반응 시작온도의 경우 음이온 차이에 의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TGA 용량 측정의 경우에는
CeCl3 를 첨가한 샘플이 평탄구간까지의 용량이 4.5wt%,

Ce3Al11 를

넣은 샘플이 4.8wt%로 약 0.3wt%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에 앞서 예측한 바대로 첨가제를 저장소재와 반응성이 없는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부산물인 NaCl 미발생하여 가역적으로 수소 저장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용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0

Fig. 9 DSC curves of NaAlH4 catalyzed with (red line) 2mol% CeCl3,
(blue line) 2mol% Ce3Al11

21

Fig. 10 TGA curves of the first dehydrogenation of NaAlH4
catalyzed with (red line) 2mol% CeCl3, (blue line) 2mol% Ce3Al11.
under Ar atmosphere

22

Sivert's type 장비를 통해 수소의 흡/탈장 반응을 관찰하였다.
3 차례의 간단한 cycle 실험을 통해 Ce3Al11 샘플의 경우 초기에 느린
수소 방출 속도가 cycle 을 거치면서 점차 향상되는 모습(Fig.11)을
보였고 흡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Fig.12) 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관찰된

표면부 산화막이 밀링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수소의 흡장/방출과정에서 소재의 자체적인 부피변화와 상변화
과정을 거치며 표면부에서 탈리되어 fresh 한 저장 소재의 반응표면을
생성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촉매

합성과정의 개선을 통해 산화층의 생성을 방지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CeCl3 샘플과 Ce3Al11 샘플의 3cycle 이후 방출/흡장
커브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Fig.13)을 살펴보면 두 샘플은 방출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수소방출량과

방출

속도를

보여

분산과정에서 저장소재와의 반응 없는 Ce3Al11 으로 우수한 CeCl3 의
방출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Fig.14)인
흡장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CeCl3 샘플의 경우 30 분 이내에 2wt%
수소를 저장하는 반면 Ce3Al11 샘플의 경우 그보다 약 1.5wt%가
향상된 3.5wt% 수소 흡장량을 보였다. 3.5wt%의 저장용량은 현재
저장소재가 갖는 실질 저장 용량인 4wt%의 80%를 상회하는 수치로
빠른 흡장 저장속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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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종합하면,

사이클

초기에는

안정상이

직접

첨가되는

Ce3Al11 가 저장소재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며 분산되는 CeCl3 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이클의 수가 증가할 수록 촉매의 표면에
형성되었던 산화막이 제거됨으로써 fresh 한 촉매 표면이 발생하여
특성이 향상되고 수소 충전 속도에 있어서도 30 분 기준으로 약 2 배
가량 향상된 특성을 보여 미세한 안정상이 직접 첨가되는 Ce3Al11 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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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ydrogen desorption curves of NaAlH4 with 2mol% Ce3Al11
for 4 hours at 150 ℃ over 3times

Fig. 12 Hydrogen absorption curves of NaAlH4 with 2mol% Ce3Al11
for 4 hours at 120 ℃ over 3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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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ydrogen desorption curves of NaAlH4 with 2mol% CeCl3
and Ce3Al11 for 4 hours at 150 ℃

Fig. 14 Hydrogen absorption curves of NaAlH4 with 2mol% CeCl3
and Ce3Al11 for 2 hours at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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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aAlH4 pellet 의 cycle 에 따른 특성 확인

(Fig.15)는 수소 흡수/방출 과정에서 촉매에 따른 펠릿의 부피변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펠릿은 0.6g 의 샘플을 로딩하여 350MPa 의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 되었으며 흡장/방출의 조건 또한 100bar H2,
120℃(승온속도: 15℃/min)/ 150℃(승온속도: 15℃/min), 진공(10-3
bar)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촉매의 종류와 관계없이 NaAlH4 에 CeCl3 를 첨가한 펠릿과 Ce3Al11
모두 수소를 방출하는 스텝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소를 흡수하는 스텝에서는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초기
2~3 사이클 단계에서는 두 펠릿 간 큰 부피변화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지만 흡수/방출 cycle 을 반복할 수록 부피 변화 정도가 발생하며
5cycle 부터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9cycle
후 CeCl3 가 첨가된 펠릿의 경우 부피변화가 20%에 달해 그 형태가
파괴되어 추가적인 실험이 불가능한 반면 Ce3Al11 촉매가 적용 된 경우
10% 정도의 부피변화를 보여 부피변화도가 절반가량 감소하였고 그
형태 또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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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olume dimensional change of NaAlH4 pellets with addition
of 2mol% CeCl3(black line) and Ce3Al11 (Red line) by hydrogen
absorption / desorption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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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은 3cycle 의 수소 흡방출을 진행한 뒤의 pellet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표면부의 BSE 관찰 결과, aluminide 계 촉매의 경우 (b)

분산된 Ce 이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Chloride 계 촉매의
경우(a) Ce 이 포함된 입자가 상대적으로 큰 형태로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B 를 통해 펠릿의 일부분을 crosssection 하여 표면부 내 구조를 확인한 결과, 다량의 미세한 pore 들이
발생한 chloride 첨가 펠릿에 비해 aluminide 촉매를 첨가한 펠릿의
경우 pelletization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공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porosity 가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luminide 촉매에 비해 chloride 촉매 첨가 샘플의
부피가 증대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모여있는 촉매와 그
주변에 모여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산물인 NaCl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흡방출 과정에서 상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기공을 발생시키고
이는 crack 의 발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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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urface BSE and cross-section SEM micrograph of the
NaAlH4 pellets with 2mol% (a),(b)CeCl3 and (c),(d)Ce3A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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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고체수소저장소재인 NaAlH4 는 높은 수소 저장 용량(5.6wt%) 및
낮은 비중(1.24g/cm3)으로 주목 받고 있으나 실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aAlH4 의 촉매첨가제로 사용되었던
기존 chloride 계 첨가제를 Ce-Al 금속간화합물, Ce3Al11 의 촉매로
대체함으로써 chloride 계 촉매가 생성하는 비가역적 부산물인 NaCl 이
가져오는 저장 용량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계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약 200nm 이하의 입자크기를 가진 orthorhombic 구조의
α-Ce3Al11 의 제조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촉매를 적용하였을 때
chloride 계열 대비 0.3wt% 향상 된 무게 저장용량 및 80% 충전까지
1 시간이 초과되던 흡장 시간이 30 분 이내로 크게 감소됨을 확인
하였다.

추가적으로

NaAlH4 를

수소저장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압분체(pellet)로 제작하였을 때 Ce3Al11 촉매의 첨가로 펠릿의 부피
변화

정도가

9cycle

기준,

절반

가량

감소된다는

것을

처음

발견함으로써 수소 저장 시스템화의 가능성 및 수명 향상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부피가 변화하는 정확한 원인에 대한 규명은 하지
못하였으나

촉매

분산도와

기공도

비교를 통해

부피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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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

의

유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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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fine Ce3Al11 phase catalyst was synthesized
by mechanochemical reac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catalyst
on the NaAlH4 hydrogen storage properties was evaluated.
Mechanochemical reaction method using HEBM (high energy
ball milling) was applied to form a fine Ce-Al intermetallic
compound. In the case of Ce3Al11 synthesized through the
rea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was from 150 nm to 500 nm. The prepared catalysts were
dispersed in NaAlH4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and
subjected to characterization process by weight and volume
metho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CeCl3 catalysts, the
Ce3Al11 catalysts showed the same initial hydrogen evolution
temperature, but showed an enhanced hydrogen storage
capacity of 5.3 wt% due to the non - generation of
irreversible byproduct NaCl. Also, it showed the shortened
hydrogen absorption time in the isothermal condition cycle
test of 120 °C / 150 °C which is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
In addi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improving cycle
characteristics of pelletized samples. The volume change
behavior of the NaAlH4 pellets with Ce3Al11 and CeCl3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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