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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촉매 연소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화염 연소

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가스 터빈에서는  

NOx 방출을 줄이기 위해 촉매 연소를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화염 연소의 경우 

1500℃ 이상의 온도장이 형성되고 공기 중의 질

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thermal NOx가 발생하게 

된다. thermal NOx를 줄이기 위해서 반응 온도

를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기를 과도하게 혼

입하는 희박 연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CO와 연소되지 않은 탄화수소계 기체 분자

의 양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2]. 촉매 연소는 

thermal NOx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온도

에서도 반응이 일어나며 희박 연소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연소 반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스 터빈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마이크로 촉매 연소기는 초소형 동력 생산 장

치의 주요 요소로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6]. 최근 미세 가공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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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마이크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

한 마이크로 시스템들은 그 크기가 감소하고 기

능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에너지 도의 동력원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는 에너지 도가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고출력을 발생하거나 고온이 필요한 마

이크로 장치에 적용할 경우 동력원의 크기가 시

스템에 비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화학 연료

의 연소를 이용한 동력 장치는 일반적인 배터리

에 비하여 수 배~ 수십 배의 에너지 도를 구현

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연소기는 이러한 동력 시

스템의 열원으로 사용된다.

마이크로 연소기 개발에 있어 촉매 연소는 화

염 연소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도 소염이나 화염 

불안정성이 없어 안정적인 반응을 유지할 수 있

으며,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서 반응이 쉽게 발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염 연소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저온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로의 열손실이 적다. 마이크로 스케일의 연

소 챔버에서 화염 연소 반응이 발생할 경우 외부

로의 과도한 열손실이나 화염과 표면의 상호작용

으로 인한 소염이 일어나게 되는데[7], 촉매 연소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마이크로 연소

기에 적합한 연소 반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촉매 담지 및 코팅은 촉매 연소기 개발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촉매 연소에

는 백금(Pt), 팔라듐(Pd)과 같은 귀금속 물질이 

사용된다. 촉매 연소에서는 귀금속 촉매 물질을 

표면적이 넓은 다공성 지지체의 표면에 코팅하여 

사용한다. 다공성 지지체로는 허니컴 모노리스와 

같은 세라믹 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8]. 허니

컴 모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 표면에 Al2O3를 코

팅하여 표면적을 더욱 증가시켜 사용하기도 한

다. 마이크로 연소기의 경우 연소 챔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존의 세라믹 물질을 사용하는 대

신 미세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채널이나 기둥을 

형성한 후 그 표면에 Al2O3와 같은 세라믹 물질

을 코팅하여 지지체를 형성한다. 

세라믹 지지체는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세

공이 발달하여 표면적이 넓다는 장점으로 인해 

촉매 연소의 지지체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낮은 열전도로 

인하여 반응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열점

(hot spot)이 발생하며 연소기 구조물을 파손시

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둘째로, 세라믹 지지체

를 마이크로 연소기에 적용하는 경우 세라믹 가

공의 한계로 인해 그 크기가 제한되며 작은 크기

로 가공하는 경우 쉽게 파손되어 사용하기가 어

렵다[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라믹 지지체의 대안으로 발포 금속

(metal foam)의 일종인 니켈폼을 제안하고자 한

다. 니켈폼은 세라믹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전도도가 높고 압착,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마

이크로 연소기의 지지체로서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니켈폼을 지지체로 하여 백금 

촉매를 코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

를 통해 촉매 연소 반응 시험을 위한 시편을 제

작하 다. 제작한 시편은 시험용 연소기를 제작

하여 삽입하고 수소, 공기 예혼합 기체를 공급하

여 촉매 연소 시험을 수행하고 반응성을 확인하

다. 

2. Pt/Al2O3를 코팅한 니켈폼 제작 

2.1 Al2O3 washcoating

니켈폼은 그 자체가 다공성 지지체이기 때문

에 표면적이 넓은 편이지만 세공의 직경이 수백

㎛으로 다른 세라믹 지지체에 비해 크고 표면적

은 상대적으로 좁다. 이 연구에서는 니켈폼의 표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표면에 다공성 세라믹 

물질인 Al2O3를 코팅하 다. Al2O3 워시코팅

(washcoating) 공정은 ①용액의 합성과 ②코팅 

및 열처리 두 단계로 구성된다. 

2.1.1 워시코트(washcoat) 용액 합성

워시코트 용액의 준비 과정은 크게 졸-겔

(sol-gel)법을 이용한 알루미늄 수산화물

(aluminum hydroxide)이 분산된 졸(sol)을 합성

하는 단계와 이를 이용해 코팅 슬러리를 제작하

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Al2O3 졸-겔법은 금속 알콕사이드로부터 알루

미늄 수산화물이 잘 분산된 현탁액(suspension)

을 얻어 Al2O3를 합성하는 방법이다[9]. 이 현탁

액을 졸이라하며 졸의 열처리를 통해 Al2O3를 얻

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졸-겔 공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85℃로 가열한 100 몰의 물에 1 몰의 

알루미늄 이소프로폭사이드(AIP, Al(OC3H5)3, 

Sigma Aldrich 98%+)를 첨가하고 300rpm으로 

교반하며 가수분해 반응을 유지한다. 이때 

PVA(Poly-Vinyl Alcohol, Sigma Aldrich)을 첨

가한다. PVA는 고분자 물질로 용액의 점성을 증

가시키며 코팅 후 열처리 과정에서 건조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조 속도가 빠른 경우 

코팅된 막의 균열이 발생한다[10,11]. 

AIP의 가수분해에 의해 알루미늄 수산화물이 

형성되어 용액이 불투명해지고 수산화물 입자의 

침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입자를 해교

(peptization)하기 위해 0.07몰의 질산(Ju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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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을 첨가한다. 일정시간 후에는 불투명한 용

액이 투명하게 되는데 질산에 의해 입자가 해교

되어 그 크기가 1㎛이하로 감소하 기 때문이다. 

투명한 용액은 상온으로 서냉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졸의 경우 알루미늄 

수산화물의 농도가 질량으로 2-3% 내외를 보이

며 졸의 대부분은 물과 알코올이 차지한다. 따라

서 졸을 코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질량과 부피

의 감소로 인해 1㎛ 이상의 코팅막을 얻기 어렵

고 열처리 과정에서 쉽게 파손된다는 단점이 있

다[12,13].

코팅 슬러리(slurry)는 서냉한 졸에 물과 상용 

Al2O3 분말을 첨가하여 준비한다. 이 연구에서는 

γ-Al2O3(Alfa Aesar, BET 표면적 : 80-100m2/g) 
분말을 사용하 으며 최종적으로 합성된 슬러리

에서 Al2O3의 농도는 15wt%가 되도록 하 다. 

혼합 용액에는 일정량의 질산을 첨가하여 입자의 

침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pH가 3.8-4 사이의 값

을 가지도록 하 다. 최종적으로 슬러리 내의 

Al2O3 입자를 볼- (ball-mill)을 이용하여 

290rpm으로 96시간 동안 분쇄하 다.

2.1.2 Al2O3 코팅 및 열처리

Table 1은 연구에서 사용한 니켈폼의 사진과 

특성으로 코팅 및 연소 시험을 위해 20(L)× 

10(W) mm 크기로 가공하 다. 

Table 1 니켈폼의 특성

Porosity 90-92%

두께 1 mm

평균 세공 지름 200㎛

가공된 니켈폼을 준비된 코팅 용액에 침전시

켜 코팅 용액을 충분히 흡수 시킨다. 니켈폼 세

공 안에 있는 과도한 코팅 용액은 압축 질소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100℃의 대류 오븐에서 건조

시킨다. 건조 후 질량을 측정하여 코팅된 Al2O3
의 양을 측정하고 원하는 질량이 코팅될 때까지 

이상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 연구에서는 백금 촉

매 코팅 및 연소 시험을 위해 니켈폼 질량에 대

하여 30-40wt%의 Al2O3가 코팅된 시편을 준비

하 다. 코팅, 건조 공정을 마친 시편은 500℃의 

전기로에서 12시간 동안 하소(calcination)하여 

유기물을 제거하 다.

Figure 1은 워시코팅 전후의 니켈폼 표면의 

SEM 사진으로 배율을 달리하여 촬 하 다. 

500배의 배율에서는 코팅 전후의 표면에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000배로 확대하 을 때 

표면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워시코팅

을 하지 않은 니켈폼의 표면은 매끈하고 니켈폼

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가 나타났다. 그러

나 워시코팅 된 시편의 표면에서는 결정립계가 

확인되지 않고 시편의 표면이 거칠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공정을 통해 니켈폼 표면에 Al2O3를 코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Al2O3에 의해 표면적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Fig. 1 니켈폼 표면의 SEM 사진(워시코팅 전/후)

⒜ ×500 ⒝ ×10000

전

후

2.1.3 백금 담지

Al2O3를 코팅한 니켈폼에 대하여 백금 담지를 

수행하 다. 염화백금산(H2PtCl6)를 전구체로 하

여 함침법을 이용하여 코팅하 다. 용제로는 아

세톤을 사용하 다. 코팅된 시편은 500℃에서 하

소한 후, 4% H2/N2을 공급하여 500℃에서 5시간 

동안 환원(reduction)하 다.

Al2O3가 코팅된 시편을 사용하기에 앞서 동일

한 방법을 이용하여 워시코팅을 하지 않은 시편

의 백금 담지 실험을 수행하 다(Figure 2). 이 

경우 니켈폼이 그림에서와 같이 부식되어 쉽게 

파손되었다. 따라서 Al2O3를 코팅함으로써 표면

적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강산인 염화백금산으로

부터 니켈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2 순수 니켈폼을 이용한 백금 담지 결과

이 연구에서는 백금이 전체 질량에 비하여 

10-20 wt%가 되도록 백금양을 조절하 으며 실제 

제작된 촉매 시편의 특성을 Table 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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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제작된 시편의 특성

니켈폼 Al2O3 Pt

질량(mg) 108 36 23

 

3. 실험 장치 및 실험 조건

3.1 시편 시험용 연소기

제작된 촉매 시편을 이용한 연소 시험을 위해 

시험 연소기를 제작하 다. 연소기는 SUS 304를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20(L)×10(W)×1(H) mm 

크기의 연소 챔버를 가지도록 설계하 다. 선행 

연구에서 연소기의 외적이 큰 경우 연소기 자체

의 열용량이 커서 연소기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

기 때문에 연소기의 온도가 충분히 증가할 수 있

도록 설계하 다[13]. 또한 연소 생성물인 물이 

연소기를 빠져나간 후 응축되어 연소기로 역류하

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와 출구의 흐름이 연소기 

내부의 유동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설계하 다. 

연소기 내부의 온도 측정을 위해 연소기 상부 중

심에 열전대를 삽입하 다(Figure 3).

Fig. 3 시편 시험용 연소기

3.2 실험 장치 구성

전체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figure 4에 제시하

다. 수소와 공기는 MFC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하 으며 각 기체를 혼합 챔버에 공급하

다. 혼합 챔버를 빠져나온 혼합 기체를 연소기에 

공급하기에 앞서 GC (ACME 6000, 린기기)를 

이용하여 조성을 분석하 다. 분석 컬럼으로는 

산소와 질소를 분리할 수 있는 Moleseive 13X 

(RESTEK Co.)을 사용하 다.

촉매 연소 반응의 생성물 분석 역시 GC를 이

용하여 수행하 으며 생성된 기체의 수분을 제거

하기 위해 반응 후 기체가 실리카겔(silca gel)을 

통과하도록 하 다. 수증기는 컬럼의 분석의 정

확도를 떨어뜨리며 컬럼의 파손을 가져올 수 있

다.

Fig. 4 실험 장치 구성

3.2 실험 조건

수소 촉매 연소 실험은 5 cm 두께의 단열제를 

이용하여 외부로의 열손실을 막은 상태에서 수행

하 다.

실험에서는 수소-공기 혼합 기체의 유량과 당

량비를 달리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와 전환

율 변화를 측정하 다. 당량비는 1, 0.5, 0.25, 0.1

에 대하여, 유량은 수소 유량을 기준으로 30, 40, 

70, 100 ccm을 공급하 다. 실험은 각 조건에 대

하여 120분씩 수행하 다. 온도는 DAQ 시스템

을 이용하여 기록하 으며 전환율 역시 실험 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기체의 공급 유량과 조성을 Table 3에 제시하

다. 수소 유량이 100 ccm인 경우 연소기의 온도

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수소의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90분 동안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3 수소, 공기 공급 유량 및 조성 

당량비
수소농도

(Vol%)
수소(ccm) 공기(ccm)

1 29.5%

30 72

40 96

70 167

100 238

0.5 17.3%

30 143

40 191

70 334

100 476

0.25 9.5%

30 286

40 381

70 667

100 952

0.1 4.0%
30 714

40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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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전환율 변화

Figure 5는 시간에 따른 온도와 전환율 변화

를 측정한 결과로 각 그래프는 주어진 당량비에 

대하여 수소 유량을 달리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당량비 조건에 대하여 연소 

반응이 발생하고 연소기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당량비에 

대하여 수소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기의 온

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a)의 모든 유량 조건과 5(b)의 수소 

유량이 70, 100 ccm 인 경우 초반에 급격히 온

도가 증가한 후 급격히 감소하는 시간 구간이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소 농

도가 상대적으로 높고(Φ=1.0, 0.5), 유량이 많은 

조건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반응 초반 고농도의 

수소가 고유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반응율이 증가

하여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생성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반응 초기의 연소기 외벽의 온도는 

상온이므로 이때 생성된 열이 연소기에 의해 흡

수되어 온도가 감소되고 반응율이 급격이 감소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같은 농도와 유량의 혼

합기체가 유입되지만 다시 반응율이 급격히 증가

하지 못하는 것은 초기의 급격한 반응에서 발생

한 수증기 중 일부가 연소기를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도 감소에 따라 응축하여 촉매 활성점

을 덮고, 이로 인해 반응성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간에 따른 전환율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피크가 나타나는 시간대에 전환율은 급격

히 증가한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의 온도 그래프에 따르면 온도는 유

량 변화에 따른 경향이 당량비가 다른 경우에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율은 당량

비가 달라짐에 따라 유량 변화에 따른 경향은 다

르게 나타났다. 

당량비가 1인 혼합 기체의 경우 유량에 따라 

전환율이 변하는 시간 구간이 큰 차이를 보인다

(Figure 5(a)).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환율이 

정상 상태가 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

났으며 유량에 따른 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당량비가 0.5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감소하 으며 수소 유량이 70 ccm, 100 ccm인 

경우 시간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 다(Figure 

5(b)). 당량비가 0.25인 실험 결과 역시 유량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 다. 그러나 낮은 수소 유량

(30, 40 ccm)에 대하여 전환율이 정상 상태에 도달

하는 시간 역에서 다른 당량비 조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은 당량비가 0.1로 수소 농도가 낮은 

혼합기체의 연소 실험 결과이다. 부피 농도로 

4%의 수소가 공급되었으며 수소/공기 혼합기체

의 가연 범위가 4-75%임을 고려하면 연소 가능

한 가장 낮은 농도에 해당한다. 실험에서 사용한 

두 유량 조건에 대하여 모두 연소 반응이 안정적

으로 발생하 으며 40 ccm의 수소 유량에 대하

온

도

(℃)

전

환

율

(%)

⒜ Φ=1.0 ⒝ Φ=0.5 ⒞ Φ=0.25

Fig. 5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전환율 변화 (유량 및 당량비(Φ)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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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시간에 따른 전환율 및 온도 변화(Φ=0.1)

여 실험 시작 후 두 시간 후 98% 이상의 전환율

이 측정되었다. 30 ccm의 수소를 공급한 실험에

서는 전환율이 92% 정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40 ccm의 실험 결과에 비해 전환율이 정상상태

의 결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을 지속시

키면 실제 최종 전환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Fig. 7 전환율 및 온도 변화(h2=30ccm)

4.2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 특성

Figure 7은 수소 유량이 30 ccm일 때, 공기 

유량이 달라짐에 따라(당량비 변화) 시간에 따른 

온도와 전환율이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실험 시

작 후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역을 제외하면 

반응 초기에 온도는 당량비가 0.25인 유동의 온

도가 가장 높았으나 2시간 후에는 당량비가 0.5

인 경우의 온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당량비 1.0

인 실험과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량비가 1.0일 때는 당

량비가 0.1인 실험보다 실험 초반부터 100분간은 

온도가 낮지만 100분이 지난 후부터 온도가 높아

진다. 이후 온도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의 차이는 전환율 

측정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반응 초기 전

환율은 당량비가 0.25인 경우에 가장 높다. 같은 

양의 수소가 공급되었으므로 전환율이 높다는 것

은 그 만큼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반응 초기의 온도는 0.25의 경우

에 가장 높다. 그러나 40분 정도 후에는 당량비 

0.5 실험에서 전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0.25와 

일치하기 시작하며 이후 60분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0.25의 온도를 넘어가게 된다. 

당량비가 1.0인 경우에는 전환율의 급격한 증

가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나타나게 된다. 따

라서 실험이 더욱 지속되면 최종적으로 당량비가 

1.0인 실험의 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8 전환율 및 온도 변화(h2=40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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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전환율 및 온도 변화(h2=70ccm)

Figure 8은 수소 유량이 40ccm일 때의 실험 

결과로 전체적으로 Figure 7과 유사한 형상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온도 경향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점과 전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이 상대적

으로 빨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9는 수소 유량을 70 ccm으로 증가시켜 

얻은 실험 결과이다. MFC의 유량 한계로 인하

여 당량비 0.1의 실험은 수행하지 못하 다. 반응 

초반부에는 앞선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당량비

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이전 실

험에 비해 감소하 다. 또한 당량비 0.5의 온도 

그래프가 0.25의 그래프를 추월하는데 걸린 시간

도 훨씬 단축되었다. 특히 이전 실험과는 달리 

당량비 1.0의 온도 그래프가 실험 두 시간 안에 

0.25와 0.5의 그래프를 추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두 시간 후 온도를 보

면 초기와는 달리 당량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환율은 당량비 0.5와 

0.25의 실험 결과가 시간에 따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1.0인 경우에도 이전 실험과는 달리 

두 그래프에 많이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은 수소 유량이 100 ccm인 실험 결

과이다. 각 온도 그래프 간의 교차점이 Figure 9

에 비해 이른 시간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환율 역시 세 당량비 조건에 대하여 그 변화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과 7을 비교

하면 당량비 변화에 따른 특성이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 역(transient 

period)에서 온도와 전환율에 대한 당량비의 향

Fig. 10 전환율 및 온도 변화(h2=100ccm)

향은 유입되는 유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4.3 당량비의 향이 유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

4.2절에서 당량비의 향이 유량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 원인으로 발열량과 연소기의 열용량 

그리고 연소기 내부로 유입되는 건조 기체의 양

을 들 수 있다.

그래프에서 온도 및 전환율의 차이는 주로 반

응 초반에 발생한다. 특히 전환율이 급격히 증가

하는 시점의 온도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10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소 유량이 적은 경우 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열이 적어 온도 증가 속도가 늦다. 따라서 생성물

인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일부는 

응축하여 연소기 내부에 남는다. 이때 당량비가 

낮으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질소나 산소의 양이 

많다. 이 건조 기체들에 의해 수증기가 증발하여 

외부로 연소기 외부로 방출되며 당량비가 낮을수

록 내부에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남게 된다. 

연소기 내부에 남아있는 수증기는 저온 역에서 

촉매 활성점을 덮고 이로 인해 반응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온도 상승이 더디

게 되고 전환율 역시 낮게 나타난다(Figure 7).

같은 연소기에서 유량이 증가하면 초반에 훨

씬 많은 열이 발생한다. 이는 연소기 내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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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적으로 고온으로 만들게 되며 생성물이 

물에 의한 반응성 저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수소 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온도 그래프의 교차점과 전환율이 급격히 올

라가는 지점이 일찍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7-9).

수소 유량이 더욱 증가하면 연소기의 온도가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온도 

증가로 인해 연소기 내부에 수증기가 남을 수 없

게 되고 연소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와 여분의 산

소는 오히려 발생 열을 흡수하여 연소기로 전달

되는 열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량비가 1에 근접할수록 연소기 내부 온도가 높

게 나타난다(Figure 9, 10).

5. 결론 및 향후 계획

이 연구에서는 촉매 연소를 위하여 기존의 세

라믹 지지체를 대신 금속 지지체인 니켈폼을 사

용하 으며 니켈폼에 대한 Al2O3 워시코팅 및 백

금 담지 공정을 확립하 다.

확립한 공정을 이용하여 20×10×1mm 크기의 

시편을 제작하고 수소-공기 예혼합 기체를 공급

하여 촉매 연소 반응의 가능성 및 그 특성을 확

인하 으며, 특히 수소 유량과 당량비가 온도와 

전환율의 과도 변화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실

험을 통해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는 소형 혹은 초소형 연소기에 적

합한 범위의 유량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촉

매 시편의 크기 역시 이에 적합하게 제작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공정 및 특성을 바탕

으로 초소형 촉매 연소기를 제작하는데 직접적으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MEMS 가공 공정을 이용하여 연소

기를 제작하고 이 연구에서 확립한 공정을 통해 

촉매 시편을 제작하여 실제 마이크로 촉매 연소

기를 제작하고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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