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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개질촉매 압출 성형방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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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Extrusion Catalyst for Natural Gas Steam Re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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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촉매 생산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는 촉매성형이다. 여기서 압출성형은 촉매 성형방법 중 
저렴하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인더의 선택과 입자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촉매 압출성형에서 많이 쓰이는 바인더로 PVA(Polyvinyl Alcohol)와 MC(Methyl Cellulose), 
CMC(Carboxymethyl Cellulose)가 있다. CMC 바인더의 경우, 촉매의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져 촉매의 바인더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PVA, MC 바인더의 경우, 촉매의 접착력이 우수하고 압출성형이 잘 되었다. 그러나 PVA 바
인더의 경우, 열중량 분석을 통해 재 소성과정에서 바인더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촉매의 물성 변화 및 활
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MC의 경우에는 재소성과정에서 바인더가 완전히 제거되어 촉매의 물성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촉매의 활성 변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메탄 수증기 개질 촉매의 압
출 성형에 적합한 바인더로 MC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압출용 반죽 제조를 위한 미분쇄된 촉매 입자의
사이즈에서 너무 작은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죽은 잘 되나 촉매의 물성변화로 인해 촉매 활성이 저하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볼밀로 정밀하게 입자 사이즈를 10 μm 이하로 조절하면 촉매 활성에 영향이 거의 없
는 압출성형 촉매를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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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업적인 수소의 생산을 위한 공정으로는 물
의 전기분해에 의한 방법과 탄화수소류(천연가
스, 메탄올, 에탄올 등)의 개질/가스화 공정에 
의한 방법, 바이오매스에 의해 생산된 연료유의 
개질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그 중 천연가스의 
개질 반응에 의한 수소생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

천연가스의 성분 중 90% 이상이 메탄으로 구
성되었으며, 다른 탄화수소류에 비해 비교적 안
정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온도에서 분해된다. 이
러한 천연가스(메탄) 개질반응용 촉매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촉매로 Ni/Al2O3 계열촉매이다(2). 고
온에서 안정성을 위해 MgO 성분을 첨가하여 사용
하는 촉매가 보편적이다(3). 이러한 촉매들은 실
험실에서 소량으로 파우더 형태로 합성을 하게 
된다. 대량으로 촉매를 생산하게 될 경우, 촉매
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성형을 해야 한다. 촉매 
성형 중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압출성형과 타
블렛(Tablet)성형이 있다(4)-(5). 타블렛 성형은 제
조 단가가 비싸고 장치 설비가 고가인 반면, 압출
성형은 비교적 제조 단가 저렴하고 장치 설비가 
간단하여 많이 사용되는 성형방법이다. 이 성형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촉매의 물성에 영향을 적

게 주면서 성형이 잘 되는 적절한 바인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인더와 촉매가 적절히 
잘 반죽될 수 있게 하는 촉매의 입자 사이즈를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바인더 
성분를 이용하여 촉매 물성 실험과 천연가스 개
질반응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입자 사이즈 
결정을 위해서, 볼밀과 제트밀을 수행하여 적절
한 촉매 사이즈를 조사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성형촉매제조

2.1.1 촉매 제조

촉매 제조는 200 리터 배치 반응기에서 대량 
합성하였다. 촉매의 전구체로 NiCl2․6H2O와 MgCl2․
6H2O, NaAlO2를 사용하였고 침전제로는 Na2CO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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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합성된 용액을 대형 워싱기로 필터
링하고 워싱 과정을 거쳐서 용액속의 금속염들을 
제거하고 케이크상태로 만든다. 이 케이크를 건
조 오븐에서 건조한 다음 고온에서 소성을 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촉매를 볼밀을 이용
하여 10 μm 이하의 미세분말로 만들었으며, 일
부는 제트밀을 이용하여 3 μm 크기의 미세분말
로 만들었다.

2.1.2 바인더 제조

바인더의 종류는 MC(Methyl Cellulose 4000cP 
: Kanto chemical), CMC(Carboxymethyl 
Cellulose), PVA(Polyvinyl Alcohol #500 : 
Daejung chemicals & metals)를 사용하였다. 이
들 바인더는 500 oC 이하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종류이다. MC 바인더는 증류수 200 g에 MC 4 g과 
Glycerine 10 g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이 때 
점도는 약 300 mPa․s (23.3 oC)이다. CMC 바인더
는 증류수 200 g에 CMC 2 g과 Glycerine 10 g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이 때 점도는 약 100 mPa․s 
(21.7 oC)이다. PVA 바인더의 경우에는 증류수 
200 g에 PVA 50 g과 Glycerine 50 g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이 때 점도는 약 300 mPa․s (22.3 
oC)이다.

2.2 압출기 및 압출성형

압출 성형기는 피스톤 방식이며, 배치 작업으
로 이루어진다. 압출성형기 노즐은 1.8  mm이다. 
압출성형에 필요한 촉매는 바인더와 혼합된 미세
분말 촉매를 사용한다. 미세분말 촉매 50 g과 바
인더 50 g이 잘 반죽된 촉매를 압출 성형기 실린
더에 넣고 위에서 압력(최대 10 ton)을 가하면 
지름 1.8 mm의 노즐을 통해 압출 성형이 된다. 
이들 촉매를 상온에서 24 시간 건조한 다음 600 
oC 6 시간 재 소성을 하여 바인더를 제거하였다.

2.3 개질 실험 장치

압출성형 전과 후 촉매의 천연가스 개질 활성
을 비교하기 위해서, 0.25  ̈석영관으로 만들어
진 고정층 반응기에서 반응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촉매의 입자크기는 60 ~ 100 메쉬(150 ~ 
250 μm)이다. 5 mg의 촉매를 같은 입자 크기의 
100 mg MgAl2O4(MG30, SASOL, pre-calcined at 
1100 oC, 6 h)와 혼합하여 반응기에 충진하였다. 
열전대가 촉매 충진층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이에 
따라 반응 온도가 제어된다. 촉매는 10% H2/N2 분
위기 하에 700 oC에서 1 시간동안 환원 처리를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천연가스 개질반응
은 650 oC에서 15 시간 이상 진행하였다. 반응물
은 CH4, H2O 이며, N2는 전처리 공정과 개질반응
이 진행되는 동안 희석가스로 이용되었다. GHSV
는 1,512,000 h-1이며, CH4/H2O/N2 비는 1/3/6 으
로 하였다. 가스 유량은 MFC(BROOKS 5850E)로 조
절하였고 물은 micro syringe pump 
(KDScientific, KDS 100)로 공급하여 180 oC의 
예열기 내부에서 증발시켜 반응기 상부에서 기상 
반응물들과 혼합되어 공급하였다. 개질 반응 후 
생성 가스는 GC(Agilent 3000 Micro GC)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2.4 촉매 특성분석

재 소성된 성형 촉매의 바인더 성분 제거 상태
를 조사하기 위해서 열중량분석(TGA, TG 209 F3)
을 이용하였다. 공기분위기 하에서 5 oC/min 승
온 조건으로 800 oC까지 승온하면서 무게변화를 
관찰하였다. 

촉매들의 비표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BET 표
면적을 측정(BELsorp, BEL)하였다. 흡착가스로
는 99.999% N2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촉매들의 활성점인 니켈 분산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 BEL-Metal(BEL)를 이용하였다. 

성형전 촉매의 입자크기는 입도분석기
(Fritsch Particle Sizer analysette 22)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바인더 선정

촉매 압출성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인더로 
PVA 바인더와 MC 바인더, CMC 바인더를 이용하여 
촉매를 압출성형을 하였다. 이중 CMC 바인더로 
압출 성형한 촉매는 접착성이 많이 떨어져 제대
로 성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인더로 불량하
여 제외시켰다.

그리고 PVA 바인더와 MC 바인더는 압출성형이 
잘 되었다. 또한 이 바인더의 점도는 약 300 mPa․
s (23 oC)로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이 바인더가 
촉매 압출 성형 후 재소성과정에서 바인더 제거 
생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중량 분석을 하였다.

Fig. 1은 압출 성형된 촉매를 열중량으로 분석
한 그림이다. MC 바인더의 경우, 100 oC 까지 무
게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
고 300 oC까지 무게 감소가 서서히 진행이 되었
으며, 그 이후 감소는 아주 서서히 일어났다. 
PVA 바인더의 경우, 무게 감소가 200 oC까지 서
서히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400 oC까지 무게 감
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데 MC 바인더와는 거동이 다르게 
나타났다.

MC 바인더의 시차열중량분석(DTA)결과에서는 
100 oC 부근의 수분증발과 250 oC 부근의 MC 바인
더의 제거가 나타났다. 그러나 PVA 바인더의 경
우, 시차열중량분석결과에서 100 oC 부근의 수분
증발과 350 oC 부근의 PVA 제거 뿐만아니라 그 
중간의 온도인 200 oC에서의 무게 변화가 관찰되
었다. 이것은 MC 바인더와 PVA 바인더의 제거되
는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 2는 압출성형한 촉매를 600 oC에서 6 시
간 동안 재 소성한 후 다시 열중량분석을 한 결
과이다. PVA 바인더의 경우, 300 oC까지 급격히 
무게가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MC 바인더의 경우, 300 
oC까지 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무게가 서서히 소량 
증가하였다. 이는 촉매의 산화 현상으로 인한 증
가라고 할 수 있다. Fig. 2는 PVA 바인더로 압출
성형한 촉매를 600 oC에서 재소성하여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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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반면, MC 바인더로 압
출성형한 촉매는 600 oC로 재소성하면 촉매내의 
바인더 성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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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s pre-treat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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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는 PVA 바인더와 MC 바인더로 각각 압출 
성형한 촉매의 메탄 수증기 개질반응을 나타낸 
그림이다. No.1 촉매와 No.2 촉매는 각각 PVA 바
인더와 MC 바인더를 이용하여 압출성형을 하였
다. 그리고 압출성형 전과 후의 천연가스 개질반
응 성능을 비교하였다.

PVA 바인더로 압출성형한 촉매의 경우, 압출
성형 전 촉매보다 낮은 메탄전환율을 보였다. 이
는 Fig.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PVA가 촉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MC 바인더로 압출성형안 촉매
의 경우에는 압출성형 전 촉매와 거의 같은 메탄 
전환율을 보였다. 이는 Fig. 2에서 보인 것과 같
이 MC가 재소성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촉매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압출성형이 잘되면서 촉매의 성능에 영향
이 적은 바인더로 MC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3.2 압출성형 촉매의 특성

PVA 바인더 및 MC 바인더로 압출성형된 촉매들
의 특성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은 촉
매 바인더 종류와 촉매 입자 사이즈, 비표면적,  
니켈 분산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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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thane conversion over PVA bin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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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temp. = 650 oC, GHSV = 1,512,000 h-1, 
CH4/H2O/N2 = 1/3/6)

여기서 성형하기 전 촉매의 입자는 약 100 μm 
크기로 일정하게 가공을 하였다. 압출 성형 후 
촉매의 비표면적 측정 결과, PVA 바인더로 압출
성형한 No.1 촉매가 MC 바인더로 압출성형한 촉
매보다 BET 표면적 감소량이 적었다. 그러나 니
켈 분산도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MC 바인더
의 경우에는 비표면적 변화는 크나 니켈 분산도 
변화가 적어서 좋은 활성을 보였다. 

Table 2에서는 촉매의 입자 크기가 압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촉매 입자 사이즈가 크
게 되면, 촉매와 바인더의 반죽이 비교적 어렵
고, 입자 사이즈가 작을수록 촉매와 바인더의 반
죽이 비교적 쉬웠다. 제트밀같이 미세분말로 촉
매를 제조할 때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다소 생
겼다. 그리고 No.3 촉매의 경우, 볼밀의 최적화 
조건을 이용하여 입자 사이즈를 9 μm까지 조절
하였다(6). 볼밀의 최적화는 볼밀의 임계회전수의 
75%이며, 볼밀의 임계회전수는 [42.3/D0.5]이다
(6). 그 결과, 물성의 변화는 제트밀 미세분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Fig. 4는 Table 2의 촉매들의 메탄 수증기 개
질반응의 활성을 나타낸 것이다. 입자 사이즈를 
100 μm까지 파쇄한 촉매를 이용하여 MC 바인더
로 압출성형하여도 성형전과 활성변화는 거의 없
었다. 

그러나 제트밀로 분쇄한 미세분말로 제조하여 
압출성형한 촉매에서는 활성이 5%정도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제트밀의 특성상 촉매를 강제로 파쇄
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리적 변화에 따른 것
이라고 판단되었다. 

한편, 볼밀을 이용하여 입자사이즈를 9 μm로 
만든 다음, 압출성형한 촉매의 활성결과를 살펴
보면, 활성저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볼
밀의 경우에는 촉매의 물성변화에 영향을 적게 
준다고 판단되었으며, 제트밀의 경우는 촉매의 
물성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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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PVA and MC binder 
extrusion catalysts.

Catalyst Binder
particle

size(μm)

BET 

surface 

area (m2/g)

Nickel

dispersion

(%)

No.1 - - 195 6.1

No.1 PVA 100 184 2.2

No.2 - - 206 4.5

No.2 MC 100 161 4.6

Table 2 Properties of MC binder extrusion 
catalysts via ball milling and zet milling .

Catalyst Milling
particle

size(μm)

BET 

surface 

area (m2/g)

Nickel

dispersion

(%)

No.2 - - 206 4.5

No.2 ball 100 161 4.6

No.2 zet 2 156 4.1

No.3 - - 212 5.6

No.3 ball 9 169 4.3

4. 결 론
 

촉매의 압출성형에서 중요한 것은 바인더의 선택
과 반죽을 위한 촉매입자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촉매 압출성형 바인더로 PVA
와 MC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PVA 바인더의 경우, 재
소성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촉매의 물성 
변화 및 활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반면, MC의 경
우에는 재소성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촉매의 물
성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촉매의 활성 변화
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메탄 수증기 개질 
촉매의 압출 성형에 적합한 바인더로 MC가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그리고 반죽을 위한 촉매 입자 사이즈
에서 너무 작은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죽은 잘 되
나 촉매의 물성변화로 인해 촉매 활성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볼밀을 사용하여 입자 사이즈를 
10 μm 이하로 조절하면 반죽도 잘 되며 촉매 활성에 
영향이 거의 없는 압출성형 촉매의 제조가 가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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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thane conversion over MC binder 
extrusion catalysts.

(Reaction temp. = 650 oC, GHSV = 1,512,000 h-1, 
CH4/H2O/N2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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