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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n the in situ regeneration effect of commercial deactivated SCR catalyst which had been exposed to the off 
gas from the heavy oil fired power plant for a long time was carried out in a simulated in situ conditions by washing with distilled 
water and various acid solutions in a short time. The catalytic performance test of the regenerated SCR catalysts was carried out 
in the micro reactor with simulated off gas of the heavy oil fired power plant and all prepared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BET, Porosimeter,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and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to investigate correlations 
between catalytic activity and surface characteristics of them. The characterization results of the regenerated catalysts showed that 
the specific surface area was restored 95% more than that of fresh catalyst. Under this study, the activity of the regenerated catalysts 
with acid solution (3~6 M) without using ultrasonic wave in a simulated in situ conditions was restored 90% more than that of the 
fresh catalyst. It was found that improved activity of regenerated catalyst was caused by removing the deactivating materials from 
the surface of the deactivated SCR catalyst through acid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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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상용 중유 발전소 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활성이 현저히 저하된 탈질 SCR 폐촉매를 대상으로 현장 시스템을 모사

하여 증류수 및 산성용액에 의한 세척과정을 거쳐 모사된 현장 조건으로 촉매를 재생하였다. 산성용액의 제조조건 및 처리조

건에 따른 촉매의 물성변화를 확인하였고 질소산화물(NOx) 전환 촉매 활성 실험을 수행하여 촉매성능 변화를 고찰하였다. 촉
매의 특성분석은 BET, Porosimeter,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등을 이용하

여 수행하였고, NOx 전환 반응실험은 중유 발전소 배가스를 모사하여 마이크로 반응기에서 SCR 반응을 수행하였다. 촉매특성 

분석결과 재생된 촉매의 경우 비표면적은 신품 촉매 대비 95% 이상 회복되었고, NOx 전환활성은 산성용액 농도 3~6 M 범위

에서 신품 촉매 대비 90%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촉매활성의 향상은 산성용액에 의한 촉매표면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일어난 결과로 밝혀졌다.
주제어 : 촉매 재생, SCR 촉매, 질소산화물, 산성용액

1. 서 론

열 병합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 및 중유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배가스에는 일반적으로 염산가스, 황산화물, NOx 
및 다이옥신류 등과 같은 유해한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

는바, 이들 유해물질 중에서 NOx를 특정적으로 제거하기 위

한 방법으로 제거효율 및 선택도, 경제성이 우수한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1~3)

SCR 공정에서 NOx 제거를 위해 NH3, urea, hydrocarbon 
등과 같은 환원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촉매 상에서 상기 환

원제를 이용하여 NOx를 인체에 무해한 N2나 H2O와 같은 

기체로 환원시키게 된다.4,5) 이러한 SCR 공정에는 V2O5- 
WO3/TiO2 촉매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6~11) 이는 TiO2를 

담체로 하여 촉매의 주 활성성분인 소량의 V2O5와 촉매 활

성의 안정화와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WO3 그리고 촉매

의 기계적 안정성을 위해 SiO2와 같은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다.12) 촉매의 주성분인 TiO2에 첨가되는 V2O5는 Redox 
cycle에 의해 NOx를 N2로 전환시키는 촉매작용을 함으로써 

촉매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과량이 첨가될 

경우 고온영역에서 NH3를 N2O로 산화시키는 반응을 일으

키게 된다.13) WO3는 촉매의 열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촉매

의 acid site 수를 증가시키고 Brönsted acidity를 안정화시

키며, 알칼리 금속산화물에 의한 촉매의 화학적인 피독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NH3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

다.7,14,15) 또한 첨가되는 SiO2는 BET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TiO2 상의 Brönsted acid site 농도를 증가시키며 촉매 마모

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한편, 선진국은 물론 국내 대부분의 열 병합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및 중유 발전소 등의 NOx 배출시설에서도 이미 

NOx 저감을 위한 SCR 공정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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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SCR 공정에 사용

되는 촉매의 수명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촉매가 운전되는 환

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3~5년 정도이며, 불과 

수 년 전만 하더라고 활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수명이 다한 

SCR 촉매는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되거나, SCR 촉
매에 포함된 유가금속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처리되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재생하여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생 방식은 활성이 저하된 촉매를 재생하

기 위해서 촉매를 반응기로부터 탈착하고 이를 다시 재생 

공장으로 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촉매의 

손상으로 인한 손실이 많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실

정으로 최근에는 촉매가 반응기에 장착된 상태에서 재생하

는 것을 수요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가능한 

빨리 현장에서 재생하는 기술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Ox 제거용 SCR 공정에 설치되어 

장시간 운전됨으로써 촉매의 수명이 도래하게 된 SCR촉매

를 대상으로 NOx 배출저감 설비가 설치된 현장에서 적용 가

능한 SCR촉매의 재생 조건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촉매의 

물성변화 및 촉매 활성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적

용된 촉매의 재생 처리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촉매 재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촉매는 중유 발전소 배가스 중의 NOx

를 제거하기 위한 SCR 공정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용 V2O5- 
WO3/TiO2 촉매로서, 배가스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촉매의 

활성이 신품 촉매 활성 대비 70% 이하로 저하된 폐촉매와 

이를 산성용액으로 재생처리를 수행한 촉매를 사용하였다.
Fig. 1에는 촉매 재생에 사용된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

다. 현장에서의 재생 상황을 모사하여 활성이 저하된 촉매

가 반응기에 장착된 상태로 다양한 조건으로 제조된 산성수

용액을 순환펌프를 이용, 유량 조절계로 유량을 변화시켜가

면서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 촉매 셀로 균일하게 분사되도록 

재생처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폐촉매의 재생을 위하여 산성용액의 

조건에 따라 준비된 시료는 다음과 같았다. 폐촉매를 황산 

및 질산용액의 농도를 1, 2, 3 M로 제조하여 세정을 한 촉

매(시료명 : S1, S2, S3, N1, N2, N3)와 이들을 동일한 부

피비로 혼합한 후 세정을 수행한 촉매(시료명 : SN2, SN4, 
SN6)로 실험을 행하였으며, 이들의 유량은 1분 동안 촉매 

단위 부피당 유량을 16.2 mL/cm3로 분사하여 세정하였다. 그
후 증류수에 세정하여 건조오븐에서 150℃로 2시간 동안 건

조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2.2. 분 석

폐촉매에 대한 재생처리 과정에서 촉매의 물성변화를 확

Fig. 1. Schematic diagram of regeneration test unit of the de-
activated catalyst.

인하기 위하여 BET, Porosimeter,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분석

을 수행하였다. 촉매특성분석을 위한 촉매시료는 배가스가 

촉매에 직접 접촉이 되는 촉매표면 부위를 골고루 긁어내어 

사용하였으며, SEM/EDX의 경우 한 개의 촉매 시료당 촉매

표면 상태에 따라 3개의 point를 찍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BET 분석은 ASAP 2400 (Micromeritics Co., USA)을 이용

하여 77K에서 액체질소의 흡착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Poro-
simeter (Micromeritics Instrument Co. Autopove 9520, USA) 
분석은 Mercury porosimetry 법을 이용 414 MPa의 압력 범

위 내에서 수행하였다. EDX 분석은 Stereo scan 440/Link 
ISIS 기기(Leica Cambridge., Ltd., UK)를 사용하여 Au로 얇

은 박막을 형성시킨 후 N2 purge를 한 후 수행하였고, SEM 
분석은 동일 기기를 이용한 4.5 mm (tungsten)의 resolution
으로 ×l0,000의 배율로 분석하였다. ICP 분석은 Shimadzu 
(ICPS-1000IV, Japan)의 기기를 사용하였으며 source는 Ar 
plasma이었고 range는 160~850 nm로 하였다.

2.3. 시험조건 및 장치

NOx 전환반응 실험 장치는 Fig.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반응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연속 흐름식 상압 반응기로써 촉매의 

부피는 45 cm3 (3 cm×3 cm×5 cm)이고, 발전소의 상용 SCR 
촉매 반응기의 배출가스를 모사하여 NOx 저감 반응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가스의 흐름은 MFC (Mass Flow Controller) 
[F-100C, Bronkhorst Co.]로 제어가 되며, PID 제어기를 사

용하여 반응기의 온도 250~450℃의 범위로 조절하였고 공

간속도는 6,000 hr-1, 반응가스의 분석은 Eurotron사의 Gas 
Analyzer [Greenline D max. II, 9000] 및 Teledyne사의 Che-
miluminascent NO/NOx Analyz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