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민식 · 신종민 · 노태성 · 이형진
J. Korean Soc. Combust. 26(3) (2021) 42-50

〈학술논문〉 DOI: https://doi.org/10.15231/jksc.2021.26.3.042 ISSN 1226-0959
eISSN 2466-2089

촉매의 조건에 따른 수소/산소 혼합 기체의 점화 특성 연구

황민식
*
․신종민

*
․ 노태성

*
․이형진

*†

*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Study on Various Catalytic Conditions for the Ignition of 

Hydrogen/Oxygen Mixture

Minsig Hwang
*
, Jongmin Shin

*
, Tae Seong Roh

* 
and Hyoung Jin Lee

*†

*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Inha University

(Received 28 July 2021, Received in revised form 17 August 2021, Accepted 10 September 2021)

ABSTRACT

A funda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combustor system using hydrogen catalyst reaction as an 

ignition source. Several variable condition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ignition characteristics using the 

catalyst; the main catalyst component, reduction temperature and reaction surface area of catalysts, and the 

equivalent ratio of the mixture gas. The platinum(Pt) catalyst was finally selected because of its excellent 

reactivity. The ignition performance was best when catalysts were reduced at 300°C. Moreover, the ignition 

performance was improved with a larger surface area and low equivalence ratio of mixture gas. XRD 

analysis and SEM photography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formation and crystallization of nano Pt 

particles. The analysis showed that Pt (111) crystals had the highest distribution at a reduction temperature 

of 300°C. Nano Pt particles were well-formed in the catalysts, but excessive heating degrades the catalysts' 

performance. This study identified the ignition characteristics of Pt catalysts, and successful catalytic 

ignition was observed in the designed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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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소는 산소와의 연소 과정에서 높은 발열량을 가지면

서도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오염 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낮

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발열량으로 인해 단열 화염 온도가 매

우 높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적용하는 소재의 

기술적 한계와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로 대

부분은 낮은 당량비로 운용하며, 이에 점화에 어려움이 발

생하기도 한다. 이 외에, 연소기나 챔버와 같이 제한된 공

간 내에서 점화 시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누적된 수소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성 문제도 

중요하다. 주로 수소/산소 연소는 전기 스파크나 토치 등 

다양한 방식의 점화가 가능하지만,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수소 촉매를 이용한 연구가 널리 진행되어왔다. 

수소 촉매 연소는 수소와 산소가 촉매 표면에서 접촉하고 

반응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연소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촉

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속도상수를 크게 만들어 반

응속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소의 점화 온도

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점화 유도가 가능하고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저온 연소나, 연소가 어려운 반응 조건과 

혼합비에서도 연소를 성공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매

우 희박한 수소 농도에서도 점화를 성공시킴으로써 폭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또한, 촉매 

연소 반응을 점화원으로 적용할 경우 별도의 점화 장치 및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전체 시스템의 단순화 및 경

량화가 가능하여 우주 추진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성이 좋

으며, 실제로 촉매를 적용하여 펄스모드로 운용 중인 여러 

우주 추력기가 상용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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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olcano-like relationship of hydrogen catalysts 

[15].

Table 1. Component Ratio of Hopcalite

Component Ratio (%)

MnO2 70 ~ 80 

CuO 20 ~ 30

Al2O3 1 ~ 5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촉매 반응을 활

용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으며[1-3], 최근 수소의 활용성

이 커지면서 산업 공정과 관련된 연구도 널리 수행되고 있

다. 탄화수소 개질이나 광촉매 등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

하거나, 공정의 배기가스에서 수소를 회수하는 기법 등 수

소의 생산 효율에 관련된 연구[1-2], 공장 설비의 유해가

스 제거 등 안전에 관련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연료 전지 

및 수소 전지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PEMFC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등의 연료 전지에

서 수소 촉매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거나[3], 물 전

기분해장치를 통한 수소의 생산, 촉매 전극 개발 등에 대

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연소분야에 있어서는 수소 촉

매 연소를 활용한 연소기, 버너 등의 설계와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4-8], 주로 당량비와 공급 유량

에 따른 촉매의 반응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만, 촉매 반

응을 통한 실제 점화 및 화염 형성보다는 화염이 없는 저온 

산화 반응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촉매 반응을 통한 

전체 시스템의 가열 및 버너 작동에 대한 연구[4], 공급 유

량, 백금 담지량, 연소기의 단열 여부 등에 대한 촉매의 반

응성을 분석한 연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5-8].

최근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촉매 미세 입자의 결정 형상 

및 구조가 촉매의 반응 성능 및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국내에서도 수소 촉매의 조건 

및 실험 조건에 따른 촉매 반응을 분석한 연구 사례가 있으

나[11-14], 촉매의 합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변수 조건

인 미세 입자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촉매 반응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화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저온에서의 반응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연소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촉매 연소 반응을 점화원으로 활용한 사례

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촉매 반응을 점화원으로 하는 연소

장치 개발을 목표로 기초적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수소의 촉매 반응에 의한 점화 현상을 이해하고, 각 촉매

의 제작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점화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

석하였다. 점화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촉매의 실험 변수로

는 귀금속과 전이금속 등 촉매 종류, 촉매의 반응 표면적, 

촉매의 합성 및 환원 온도, 수소와 산소의 비율 등을 설정

하였다. 반응 실험을 통해 적절한 촉매 종류를 선정하고 

제작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작된 촉매는 XRD(X-ray 

Diffraction) 분석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촬영을 통하여 미세 입자 형성과 결정을 관찰 및 분석하

고, 각 촉매별 점화 특성을 관찰하였다.

2. 촉매 종류 선정

2.1 수소 산화 촉매

수소를 산화시킬 수 있는 촉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많은 금속 성분은 물론 일부 비금속 성분에서도 촉매 반응

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촉매 성분은 금속 성분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각 금속 

산화물들에 대한 수소 촉매 산화 활성도는 Fig. 1과 같은 

화산 형태의 관계를 보인다[15].

Fig. 1의 관계도는 촉매가 공급된 수소의 50%를 반응시

키는 온도를 촉매의 활성화 온도()로 정의하여, 각 금

속 성분 촉매별로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백금(Pt), 팔

라듐(Pd) 등 귀금속 군의 촉매 활성도가 가장 우수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그에 비해, 전이금속 계

열의 촉매 군은 상대적으로 촉매 활성 성능이 부족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촉매 계열별 장점과 이용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귀금속 군과 전이금속 군에서 각각 한 종류를 선

정하여 촉매 활성도를 비교하였다.

2.1.1 전이금속 군 촉매 선정

전이금속 군에서 이산화망간(MnO2)을 촉매의 주요 성

분으로 선정하였다. 이산화망간은 상용 Hopcalite 촉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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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opcalite catalysts.

Fig. 3. Catalyst samples before (left) and after (right) 

calcination.

Fig. 4. XRD result of Pt catalysts.

주성분으로 산업 분야에서 주로 유독 가스 흡착 반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상용 Hopcalite 촉매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Hopcalite 촉매의 모습은 Fig. 2에 

제시하였고, 주요 구성 성분비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해당 Hopcalite 촉매는 1 ~ 3mm 크기의 펠렛 형태로 되

어 있으며, 이산화망간, 산화구리, 산화알루미늄이 혼합

되어 합성되었다. 미량의 산화알루미늄이 지지체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 성분으로 촉매를 제작하는 이

유는, 이산화망간을 단일 성분으로 사용하는 촉매보다 반

응성 및 성능이 더욱 우수하며, 외부 온도에 대한 민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2.1.2 귀금속 군 촉매 선정

귀금속 군에서는 백금을 주요 성분으로 선정하였다. 순

수한 백금을 바로 촉매로써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전처리 

없이 백금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반응성이 떨어져 예열이 

필요할 수 있고[16],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제약

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백금흑 침적

법을 통하여 백금 촉매를 직접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백금

흑 침적법은 소량 및 소형의 촉매를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

고, 백금이 지지체의 표면에만 담지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백금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백금의 전구체는 염화백금산(H2PtCl6)을 이용하였고, 

백금흑을 담지시킬 지지체로는 산화알루미늄(Al2O3) 계

열의 70% 수준의 공극률을 갖는 다공성 세라믹을 사용하

였다. 염화백금산 용액을 지지체에 흡수시킨 후, 5시간 동

안 환원 및 소성을 진행하였다[17]. Fig. 3은 샘플로 제작

한 10 × 10 × 2 mm 크기의 평판형 촉매의 소성 전후 모습

이다. 소성 이후에 색상이 검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금의 미세 입자 분말은 검은색을 띄고 있어 백금흑이

라 불리는데, 소성된 촉매의 표면에는 나노 사이즈의 백금

흑이 담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띄고 있다. 촉매

에 백금이 성공적으로 담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촉매의 합성 온도에 따라 결정

의 크기 및 조직의 성장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관찰되는

데, 결정의 특성 파악이 가장 용이한 300°C 조건의 샘플을 

선정하였으며 온도 조건에 따른 특성 변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1.2 절에 서술하였다. 

같은 백금이라고 하더라도 백금 미세 입자의 결정 형상

에 따라 다른 위치의 회절각에서 빔 강도의 피크점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8-19]. 본 연구에서도 유사

한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Fig. 4에 제작된 촉매의 XRD 분

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회절각에서 빔강도의 피크

점들이 확인되었으며, 상당부분 백금 결정에서 발생하는 

피크점들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팔면체 형상을 

띈 Pt(111) 결정의 피크가 가장 크게 분석되었으며 지지체

에 백금이 정상적으로 담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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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s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 6. Direct images of delayed catalytic ignition (upper) 

and stable flame (lower).

3. 실험 장치

3.1 촉매 점화기 설계 및 제작

촉매의 점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혼합 챔버와 촉

매로 구성된 점화기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촉

매 점화기의 구성도를 Fig. 5에 제시하였다. 수소와 산소

를 각각 공급하여 혼합되는 영역을 형성하며, 예혼합된 가

스가 촉매 베드로 공급되어 화염이 발생 되도록 구성하였

다. 수소와 산소 공급 라인에 미터링 밸브를 장착하여 공

급 유량과 당량비를 조절하였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각 

가스 공급 라인과 예혼합 튜브의 후단에 역화 방지 체크 밸

브를 장착하였으며, 촉매 연소실 내부에 자체 제작한 역화

방지기를 설치하였다.

실험에 공급된 수소와 산소의 총 유량은 60 ~ 90 g/min 

범위로, 0.1 ~ 2.0 범위의 당량비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

었다. 제작된 점화기는 안전한 실험을 위해 sprinkler 시스

템이 부착된 2 m
3
 용적의 대형 연소 챔버에 장착되어 진행

되었으며, 전체적인 실험의 진행은 모두 원격 및 자동화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점화 특성 및 화염의 형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초고속카

메라를 이용하여 초당 10,000프레임의 시간 간격으로 직

접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촉매

의 수명 및 피로도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변

인 제거를 위하여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질소 가스로 충분한 

퍼지를 진행하고 매 실험에 새로운 촉매를 사용하였다.

3.2 촉매 제작

3.2.1 촉매 선정

Hopcalite 촉매의 경우 장시간 가동에도 불구하고 점화 

및 화염 형성이 관측되지 않았다. Hopcalite 촉매는 전이

금속 군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선행 연구에서 

입증되었고, 또한 촉매 베드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반응성

이 증가하므로 연쇄작용을 통한 점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

대하였으나, Hopcalite 촉매는 예열 등을 통하지 않은 자

체 반응의 발열량만으로는 연쇄적 촉매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점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점화까지 너무 오

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언급한 바와 같이 미반응된 잔류 수

소가 점화 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Hopcalite 촉

매는 연소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

였으며, 더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백금 촉매는 상온에서의 실험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유량 공급에 따른 온도 상승이 감

지되었고, 점진적인 온도 상승 이후 성공적으로 점화가 시

작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백금 촉매의 경우, 우수

한 반응성은 확인하였으나 점화가 시작되는 조건이 불명

확하였다. 이에 정량적인 점화 특성 분석 및 제어를 위하

여 촉매의 주요 변수 조건들을 설정하고, 점화 실험을 수

행하였다.

Fig. 6은 연소 챔버 내부에서 촬영된 점화 성공 순간의 

모습이다. 점화 성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미

반응된 잔류 수소 가스로 인하여 점화 순간에 큰 화염이 형

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연소 단계로 접어

들면 화염의 형상이 고정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3.2.2 촉매 소성 온도 

촉매의 반응 표면적, 백금 담지량, 촉매 합성 절차 등 모

든 제작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촉매가 소성 및 환원

되는 온도 조건만 변화를 주어 촉매를 합성하였고, 제작된 

촉매의 모습을 Fig. 7에 제시하였다.

Fig. 7의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상온, 200°C, 300°C, 

400°C, 500°C에서 5시간 동안 환원 및 소성을 진행한 샘

플의 모습이다. 200°C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 합성된 촉매

는 전반적으로 염화백금산의 색상인 노란색을 띄고, 300 

~ 400°C 온도 조건의 촉매는 백금흑의 색상인 짙은 검은



황민식 · 신종민 · 노태성 · 이형진46

Fig. 7. Pt catalysts with calcination temperature conditions.

Fig. 8. Pt catalysts with surface area.

Fig. 9. Time required on ignition by calcination temp-

erature conditions.

색을 보이고 있다. 500°C 조건의 촉매는 색상이 상대적으

로 살짝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육안으로 관찰 

시에도 반짝임이 있는 은색 입자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크게 형성된 백금 결정으로 판단된다. 

3.2.3 반응 표면적

유사하게 촉매의 단위 부피당 백금 담지량, 소성 온도 등

의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촉매의 반응 표면적을 

2배, 0.5배로 변경한 촉매 샘플을 제작하였다. Fig. 8에 순

서대로 내부 표면적이 12 cm
2
, 6 cm

2
, 3 cm

2
인 촉매 샘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반응 표면적은 환형의 형상에서 수소

-산소 혼합 기체의 유동과 접촉하는 내부 표면적을 의미한

다. 각 촉매는 동일한 주조 틀을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환형 형상의 내부 반경과 외부 반경이 동일하게 하였고, 

촉매의 높이에 따라 전체 체적과 표면적이 비례하도록 하

였다.

4. 실험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촉매 연소 실험을 위한 가스 공

급은 기체 수소와 기체 산소를 각각 Gauge Pressure 5 bar 

이내의 조건에서 진행되었고, 예혼합 영역에서 혼합된 가

스가 촉매 연소실로 주입되어 반응하도록 하였다. 당량비 

(Equivalence Ratio, Φ) 0.1 ~ 2.0 사이의 반응성을 관측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선정하였다. 

촉매 반응이 시작되면 점화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촉매 반응의 생성열로 인하여 물이 모두 기화하게 

되면 급격한 온도 상승과 더불어 점화가 시작된다. 가스 

공급 시점으로부터 점화 성공까지의 소요시간을 촉매 성

능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4.1 소성 온도에 따른 변화

4.1.1 소성 온도별 점화 소요시간

Fig. 9에 소성 온도 조건에 따른 각 촉매의 점화 소요시

간을 도시하였다. 촉매의 점화 성공 여부는 촉매 제작 시 

적용한 소성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소성 온도별 점화 실험 결과, 300 ~ 400°C에서 소성한 촉

매가 가장 우수한 반응 성능을 보였으며, 200°C 이하에서 

소성한 촉매를 이용한 경우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C 이하의 소성 조건에서는 백금이 염화백금산으로

부터 충분히 환원되지 않아 전체 촉매의 반응성이 매우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300 ~ 400°C의 조건에서는 1초 이내

에 점화가 성공하여 매우 우수한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500°C 조건에서는 점화 성공까지 10초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저하되

었다. 과한 열량으로 인하여 백금 입자들이 너무 큰 결정

으로 형성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동일한 

백금 담지량 기준으로 각 입자의 크기 증가는 결국 반응 가

능한 표면적 감소와 직결되므로 촉매 반응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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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images of catalyst samples with calcination

temperature.

Fig. 11. SEM image of 200°C sample.

Fig. 12. SEM image of 300°C sample(x 200k).

Fig. 13. SEM image of 400°C sample.

4.1.2 결정 형상 분석

촉매 표면에서의 백금 미세 입자 형상 및 결정 분석을 위

하여 SEM 촬영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소성 온도

별 샘플의 표면을 300°C 샘플은 3만 배율, 나머지는 2만 

배율로 촬영한 모습이다. 다공성 촉매 지지체 표면에 백금 

미세입자가 담지 되어 있으며, 흰색으로 관측되는 부분이 

백금의 미세 입자이다. 그런데, 200°C 샘플에서는 흰색의 

백금 입자가 거의 관측되지 않고 곳곳에 검은색의 입자가 

관측되었다.

Fig. 11은 8만 배율로 촬영한 소성 온도 200°C의 촉매 샘

플의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촬영된 표면에는 거대한 염화

백금(PtCl2)의 염이 관측되었는데, 유사한 관찰은 Spencer

의 연구 결과에도 제시된 바 있다[20]. 이는 전체적인 열량

이 부족하여 백금으로의 환원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잔류 염소로 인하여 촉매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300°C 샘플의 표면을 20만 배율로 촬영한 모

습이다. 300°C 샘플에서는 수많은 미세 백금 입자들이 관

측되었다. XRD 분석 결과에서 검증하였듯이 다양한 형

상의 결정 입자들이 확인되었으며, 백금 미세 입자의 크기

는 평균적으로 10 ~ 20 nm 내외로 관측되었다. 또한, 

200°C 샘플에서 발견된 염화백금염은 거의 관찰되지 않

았다. 이를 통해 300°C 소성 온도 조건에서 백금으로의 환

원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XRD 분석에 따

르면 특히 정팔면체 형상을 한 Pt(111) 결정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Pt(111) 결정에서 산소의 흡착 

가능 영역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반응성도 우수해지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9]. 본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

성이 관찰되었으며, 따라서 염화백금산을 전구체로 사용

하는 백금 촉매 제작과정에서는 300°C에서 환원 및 소성

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3만 배율로 촬영한 400°C 샘플의 표면 모습이

다. 400°C 샘플에서는 300°C 샘플과 비교하여 확연히 백

금 결정들이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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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M image of 500°C sample.

Fig. 15. Time required on ignition by reaction surface area.으로 100 ~ 200 nm의 크기를 가진 백금 입자들이 관측되

었다. 각 결정의 크기 성장은 결국 전체 반응 표면적의 감

소와 직결되므로, 성능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촉매 지지체의 형상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아직 크

게 성장하지 못한 일부 백금 결정들이 분포하는 영역이 발

견되었다. 이에 따라 400°C 온도 조건은 백금 결정 입자가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300°C 

조건과 크게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Fig. 14는 2만 배율로 촬영한 500°C 샘플의 표면 모습이

다. 500°C 조건의 샘플은 타 샘플들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열량으로 인하여 백금 미세 입

자들이 결합하여 결정 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백

금 결정 조직은 수 마이크로미터에 달하는 큰 크기를 보이

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 백금 조직이 집중된 스팟이 발견

되었으며, 이 부분이 사전에 육안으로 관찰하는 단계에서

도 광택을 내는 것이 발견된 부분으로 판단된다. 확연한 

표면적 저하로 인하여 전체적인 촉매 성능은 저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열 없이 점화 유도가 가능하

므로 순수한 백금을 바로 촉매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16]. 

4.2 표면적과 당량비의 영향

Fig. 15는 촉매의 표면적 조건에 따른 촉매 샘플 들의 점

화 소요시간을 도시한 것이다. 실험에 적용된 촉매는 반응

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300°C 조건에서 합성을 

진행하였다. 촉매의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점화가 발생하

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가장 넓은 표면적

의 촉매에서 수십 ms 수준의 점화 소요시간을 확인하였고 

빠른 촉매 반응 속도와 연소 반응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경향성은 당량비 0.8과 1.0의 조건 모두에서 유사하

게 관측되었다. 촉매 반응 표면적 변화에 대하여 점화 소

요시간이 변화하는 원인으로는, 수소 촉매 반응의 생성물

인 물에 의한 촉매의 잠식을 의심할 수 있다. 가스 공급 시

점으로부터 점화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반응 초기의 촉매 

연소실은 상온상태이다. 따라서 점화 이전까지 촉매 반응

으로 인해 생성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다공질의 촉매 표면에 액상의 물이 스며들게 되는데, 촉매 

반응은 전적으로 표면 반응이기 때문에 물에 잠식된 표면

은 더 이상 촉매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때 촉매의 반

응 가능한 표면적이 충분히 넓다면, 물에 잠식되지 않은 

잔여 영역에서 촉매 반응이 가능하므로 생성된 열량으로 

액상의 물을 빠르게 기화시키며 점화가 가능하다.

다만 촉매의 표면적 증가는 우주 추력기와 같이 기본적

으로 크기가 매우 작은 연소 시스템의 경우, 크기와 중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필요 백금량의 증가로 비용적인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표면적을 찾는 것이 촉

매 연소기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실험에서 당량비가 낮을수록 점화에 필요한 

소요시간이 단축되었고, 점화 성능이 우수해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백금 촉매의 흡착 특성 때문으로 추정되는

데, 백금 촉매에서 수소의 흡착률은 산소에 비하여 매우 

높아, 촉매의 표면이 수소에 자체 피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1]. 낮은 당량비 조건에서 촉매의 

수소와 산소에 대한 흡착 메커니즘은 다르게 작용하며, 

Trevino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1-23]. 이러한 현상을 활용하면 수소에 대한 자체 

피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후속연

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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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촉매의 제작 조건에 따른 수소-산소 혼합 

가스의 점화 특성을 연구하였다. 촉매의 주성분으로는 반

응성이 우수한 백금을 최종 선정하였고, 반응성이 우수한 

촉매 합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촉매 제작 조건이 점화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00°C 소성 온도 조건에서 합성한 촉매가 가장 반응성

이 우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XRD 분석과 SEM 촬

영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는 해당 온도에

서 산소의 흡착 가능 영역이 가장 발달된 Pt(111) 결정이 

많이 형성되었고, 백금 결정이 과도하게 성장하지 않아 반

응 표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 산

소 혼합 기체의 점화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당량비와 촉매 

표면적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촉매의 반응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점화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으며, 0.1

초 이내의 매우 빠른 점화 소요시간을 관찰하였다. 다양한 

당량비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당

량비 조건에서 촉매의 점화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소 산화 백금 촉매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점화 특성을 파악하였고, 다양한 점화기 및 연소기 

시스템 설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획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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