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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on process of catalysts to decompose the rocket grade hydrogen peroxide was described in this paper.

Iridium, platinum, palladium, silver, manganese oxide which were coated on the gamma alumina and silver

sphere were used as the catalysts. The catalyst activity was measured in the flask reactor. The reactivity was

proportional to the volume flow rate of the product gas and the temperature of the flask reactor. The noble

metals such platinum, iridium, and silver showed good reactivities.

1. 서 론

동력장치는 구동을 해 에 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치에

서 핵심 장치이다. 최근 미세 공정기술의 발달로 시스템들의

소형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동력장치의 소형화

도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재 기술로 가능한 소

형 동력원은 리튬 폴리머 2차 지나 경량배터리와 기 모터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재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

로 시스템의 요구 동력 벨이 2차 지의 벨을 크게 상회

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낮은 에 지/ 량비와 무거운 본체

로 바람직한 동력원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소형화되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의 에 지 공 을 해 새로운 형태의 동력장치

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이미 소형 동력장치

에 한 필요성을 일 이 깨닫고 그에 련된 연구들을 수행

하고 있다. MIT와 Tohoku University 에서는 MEMS 가스

터빈 연구를 수행하 으며[1], Caltech/ TRW/ CNRS-LAAS

등에서는 마이크로 추력기를[2], Lehigh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Fraunhofer Lab 에서는 마이크로 매 반응기 연

구를 수행하여 마이크로 연료 지를 개발하 다[3-4].

이러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산화수소를 이용

한 소형 가스발생기는 압축기와 연소기를 가스 발생기 하나

로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시스템들을 한 동력장치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형 과산화수소 가스

발생기에 한 연구가 마이크로 시스템의 동력 개발에 큰

향을 끼칠 것으로 단하 다. 재 소형 과산화수소 가스

발생기를 이용한 마이크로 동력 시스템에 해 가지고 있는

개념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마이크로 가스발생기 터빈 개념도

이 연구에서는 소형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 개발을 하

여 몇 가지 활성물질을 선정하여 활성물질 변화에 따른 추진

제 분해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라스크 반응기를 이용하여

매의 기본 인 반응성을 발생되는 반응가스의 양과 추진제

의 온도로 평가하 다.

2. 과산화수소의 특징

과산화수소는 물보다 산소원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물질

로 1818년 Thenard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무색무취의 물에

매우 잘 녹는 물질로 소독제, 표백제, 산화제, 유도체 제조 등

여러 분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열이 가해지거나 매와 만나게 되면 식 (1)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며 분해되어 고온의 가스를 생성하게 된

다.

2H2O2(l) → 2H2O(g) + O2(g) +Heat (1)



100 wt% 과산화수소의 경우 반응열은 2884. 47 kJ/kg이며

67 wt% 이하의 과산화수소에서는 반응열이 모두 물의 증발

에 사용되게 되어 100℃ 이상의 가스를 얻기 힘들다. 보통 추

진제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는 85 wt% 이상의 것을 사용하

며 이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High Test Peroxide(HTP) 는

rocket grade peroxide라고 부른다. 100 wt% 과산화수소는 약

150℃의 끓는 을 가지며 비추력은 하이드라진보다 약

25~30% 정도 작은 163 sec 이다. 하지만 유해물질이 발생하

지 않는 매우 깨끗한 추진제이며 취 법이 단순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어 가스발생기나 추력기 등에 단일추진제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더 구체 인 장 은 다음과 같다 [5-8].

- 고 도

- 장성

- 무독성

- 기와의 반응성

- 높은 혼합비

- 낮은 증발 압력

- 높은 비열

- 물과의 친수성

- 다양한 활용성

3. 실험 구성 실험 장치

연구는 소형 가스발생기 개발을 한 선행연구이기 때문

에 가스발생기에 사용될 매를 선정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매는 상용 매인 3 mm 산화 알루미나

에 5 wt% 코 한 Palladium 매와 -35+45 mesh의 구형태

의 Silver powder, 그리고 실험실에서 제작한, 알루미나 펠렛

에 각각 18 wt%의 Iridium, 15.5 wt%의 Platinum, 15.9 wt%

의 MnOx, 7.7 wt%의 Silver가 코 된 매이다. 사용된 알루

미나 펠렛은 255 m
2
/g 표면 을 갖는 직경 1/8″ 감마 알루

미나 펠렛이며 실험실에서 제작된 매는 모두 함침법을 사용

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2. Pd/Al2O3 5 wt% 그림 3. Silver Sphere

그림 4. Ir/Al2O3 18 wt% 그림 5. Pt/Al2O3 15.5wt%

그림 6. MnOx 15.9 wt% 그림 7. Ag/Al2O3 7.7 wt%

실험 장치는 4개의 라스크와 유량계, 두 개의 온도센서,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PDAQ로 이루어져있다. 라스크 A에

는 90 wt% 과산화수소 10 ml가 들어있으며 라스크 B에는

물이, 라스크 C는 제습제, 마지막으로 라스크 D에는 다시

물이 들어있다. 라스크 A에 매를 떨어뜨리면 매에 의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수증기와 산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게 생성된 반응가스 에서 산소만을 걸러내기 해서 물과

제습제가 들어있는 라스크 B와 C를 거치게 되고, 이를 거

치면서 수증기는 모두 응축되고 산소 가스만이 남게 된다. 이

산소 가스를 유량계를 통하여 유량 측정을 하고 난 뒤 라스

크 D의 물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게 된다. 실험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는 산소의 유량과 라스크 A의 온도, 유량계로 들어가

는 가스의 온도이며, 산소가스의 유량과 반응이 일어나는

라스크 A의 온도를 통하여 각 매의 반응성과 활성을 비교

하 다. 매의 양은 모두 0.03 g으로 하여 실험하 으며 실

험 장치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실험 개략도

4. 실험결과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Silver Sphere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



에 과산화수소와 매가 서로 만나면서 격히 반응하여 발생

하는 산소의 유량이 격히 증가하 으며 반응이 진행되어 갈

수록 과산화수소의 양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산소의 유량 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ridium, Platinum, MnOx

는 비슷한 농도로 코 되어 있으므로 이들끼리의 반응성을 비

교해보면 Platinum, Iridium, MnOx 순으로 나타났다. 한

Silver의 경우는 알루미나 펠렛에 약 7.7 wt% 정도 밖에 코

되어 있지 않았지만 MnOx 매보다 더 높은 유량을 보 으

며 silver sphere의 경우는 반에 활성화 되지 않아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았지만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

으로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상으로 보았을 때 매로 사용

하기 질산으로 세척하여 활성화시켜 반응시킨다면 매우 좋

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상용 매로 매되

고 있는 Palladium 매는 여섯 가지 매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반응성을 보 다. 시간에 따른 산소 유량 그래 는 그림

9와 같다.

반응 라스크( 라스크 A)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온도측정결과 Iridium, Platinum, Silver와

MnOx의 매는 와 같이 Iridium, Platinum, Silver, MnOx

순으로 반응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alladium의 경우

산소 유량은 매우 게 나타났으나 온도는 알루미나 펠렛에

Silver나 MnOx를 코 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소 유량 그래 와 온도 그래 에서 Silver sphere의 그래

가 올라가던 에 격히 감소하는 것은 반응이 무 격

하게 일어나 라스크 A에서 라스크 B로 반응가스가 이동

하면서 낮아지는 압력보다 반응으로 인한 압력 증가가 훨씬

커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실험장비가 손되어 그 시

에서 실험이 단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상이다. 만약에 실

험에 손되지 않고 실험이 계속되었다면 산소 유량이

더 증가하 을 것으로 상되며, 따라서 Silver sphere의 반응

성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시간에 따른 산소 유량

그림 10. 시간에 따른 반응 라스크 온도

5. 결론

소형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 개발의 일환으로 Platinum,

Iridium, Silver, Palladium, MnOx 매를 이용하여 과산화수

소 분해 반응성을 살펴보았다.

매를 라스크 반응기에서 과산화수소와 반응시켜 발생하

는 산소유량과 추진제 온도를 측정하 으며, Platinum,

Iridium, Silver, MnOx, Palladium 순서로 높은 활성을 보 다.

Platinum, Iridium, Silver 등 귀 속 계열이 반 으로 우수

한 특성을 보이며 그 Platinum과 Iridium이 뛰어난 반응성

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Silver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면 매우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하지만 귀 속 매의 경우 구체의 비용이 MnOx의 구체

에 비해 약 20~30배 이상의 가격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귀 속 매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비용이 매우 높아지게 된

다. 따라서 고유량 의 가스발생기나 추력기를 제작하는 경우

에는 가격이 렴하고 성능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MnOx 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반응성을 높이고 반응기 무게를

일 수 있도록 Platinum, Iridium, 는 Silver와 같은 귀 속

계열의 매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6. 향후 계획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고온의 산소로 인하여

속 매가 산화되어 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한 생기게 된다. 속 매 에서도 연구에서 사용하

던 Iridium 매는 특히 산화가 잘 일어나 과산화수소 분해

시 생성되는 고온의 산소로 인해 펠렛 표면이 매로써의 기

능을 상실하는 것이 보고되었다[9]. 한 과산화수소에 들어있

는 안정제 성분인 Sn 성분에 의해서 매 활성 이 쉽게 피

독되는 것도 보고된바 있다[9-10]. 따라서 본 실험에서 다루었

던 귀 속 매 세 가지 에서 Iridium을 제외한 Platinum과



Silver를 사용하는 것이 소형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 개발

에 더욱 합할 것으로 단되며, Iridium의 산화와 피독 상

을 방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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