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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김명희

(54) 4원 디젤 배기 촉매 및 사용 방법

요약

지지체 상의 귀금속, 귀금속 존재하의 제1 제올라이트 성분, 제올라이트 및 귀금속을 포함하는 제2 제올라이트 성분, 및 비

촉매 공극 함유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촉매를 포함하는 촉매 조성물 및 이를 함유하는 구조물 및 디젤 배기의 처리 방법.

대표도

도 1

색인어

디젤 엔진 배기, 촉매, 제올라이트, 세리아, 알루미나, 티타니아, 지르코니아, ZSM-5, 귀금속, Pt, Rh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촉매 조성물, 및 배기의 산화 성분, 예를 들어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산화, 산화질소의 환원, 및 대기로 방출

되기전 휘발성 유기 물질 및 유기 미립자 및 다른 오염물질의 감소에 의해 디젤 엔진 배기 스트림과 같은 가스 스트림의 처

리를 위해 상기 촉매 조성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젤 엔진 배기 가스는 산화질소 (NOX), 일산화 탄소("CO") 및 비연소된 탄화수소 ("HC")과 같은 가스 오염물질 뿐 아니

라, 건식 고체 탄소질 분획 및 가용성 유기 분획을 모두 포함하는 그을음 입자를 함유하는 불균질 물질이다. 때때로, 가용

성 유기 분획은 휘발성 유기 분획 ("VOF")으로 언급되며 본 명세서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 VOF는 디젤 배기 가스의

온도에 따라 증기 또는 에어로졸 (액체 응축물의 미세 방울)로 디젤 배기 가스에 존재할 수 있다.

내화성 금속 산화물 지지체 상에 분산된 백금족 금속을 포함하는 산화 촉매가 HC 및 CO 가스 오염물질 및 미립자, 즉

VOF를 이들 오염물질의 산화를 촉진시키므로써 이산화 탄소 및 물로 전환되도록 디젤 엔진 배기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디젤 엔진 배기를 처리하는데 직면하는 하나의 문제는 디젤 연료 중 황의 존재에 의해 나타난다. 연

소시, 황은 이산화황을 형성하고, 산화 촉매가 SO2를 SO3 ("황산염")으로 촉매시키고, 이어서 황산과 같은 응축성 황 화합

물이 후속적으로 형성되고 이들이 다량의 미립자 상에 응축되어 첨가된다. 또한, 황산염은 활성화된 알루미나 지지체와 반

응하여 황산알루미늄을 형성하고, 이는 미국 특허 제4,171,28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활성화된 알루미나 함유 촉매를 불

활성화시킨다. 황산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선행 시도는 다량의 황산염 내성 물질, 예를 들어 산화바나듐을 지지체내로

코팅하여 혼입시키거나, 황 내성 지지체 물질, 예를 들어 α-알루미나 (알파), 실리카 및 티타니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

또한, 선행 기술에서는 디젤 배기를 처리하기 위해 금속 도핑 제올라이트 (즉, 촉매적으로 활성)를 포함한 제올라이트를 사

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4,929,581호에는 디젤 배기를 촉매 벽을 통하여 흐르도록 강제하여 그을음 입자를 여과하

는 디젤 배기용 필터가 개시되어 있다. 백금족 금속 도핑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촉매를 필터 벽 상에 분산시켜 그을음의

산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필터를 막지 않도록 한다.

유럽 특허 제92/102161.4호에는 산성 제올라이트 촉매에 의해 디젤 엔진 배기 중의 입자 함량 및(또는) 입도를 감소시키

기 위한 촉매가 개시되어 있다. 이 촉매는 장쇄 방향족 탄화수소를 크랙킹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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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에는 파우자사이트, 펜타실 및 모르데나이트가 포함된다. 또한, 파우자사이트 및 모르데나이트는 탈알루미늄화

될 수 있다. 제올라이트는 구리, 니켈, 코발트, 철, 크롬, 망간 및(또는) 바나듐을 포함할 수 있는 1종 이상의 전이 원소를 함

유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본 특허 출원 제S-63-95026호 (공고 제H1-266854호, 1989. 10. 24)에는 배기 가스를 세정하기 위한 촉매가 개시되

어 있다. 이 촉매는 구리로 이온 교환되고, 방화 담체 상에 운반되는 제올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온 교환 위치는 제올

라이트 슈퍼케이지(supercage)의 표면 상에 있고, 구리 이온에 대한 산소 원자의 배위결합 위치는 4 배위 정사각형이다.

문헌 (Iwamoto, Catalytic Decomposition of Nitrogen Oxides, Petrotech 12, 888-893, 1989)은 디젤 배기로부터 나오

는 산화질소의 감소 및 다양한 방출물의 감소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구리 이온 교환 ZSM-5 또는 모르데나이트 또는 페리에

라이트의 사용에 대해 교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4,934,142호에는 배기 가스 중에 함유된 미립자를 수거하기 위해 엔진

의 배기계에 제공된 제1 필터를 포함하는 배기 가스 방출 조절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제2 필터는 불쾌한 냄새 성분을 흡수

하기 위해 제1 필터의 하류에 제공되어 있다. 제2 필터는 제올라이트 상에 담지된 구리를 구리 이온으로 이온 교환하므로

써 형성된다.

유럽 특허 출원 공개 제0 508 513호에는 탄소질 물질의 코어 및 탄소질 물질 상에 침착된 응축성 탄화수소를 갖는 미립자

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디젤 연료 엔진 배기의 처리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배기 중의 응축성 탄화수소를 산성 위치에

서 방출가능하게 보유된 수소 이온을 갖는 촉매적으로 활성인 고형 산 물질과 접촉된다. 바람직하게는, 고형 산 물질은 (H)

양이온 (HY 제올라이트), 또는 란타늄 (LaY 제올라이트), 세륨 (CeY 제올라이트) 및 칼슘 (CaY 제올라이트)과 같은 가수

분해된 다중 원자가 양이온을 갖는 Y-형 제올라이트이고, 세라믹 또는 금속 모노리스 상에 지지된다.

국제 특허 공개 제94/01926호 (표제 "Improved Zeolite-Containing Oxidation Catalyst and Method of Use")에는 휘발

성 유기 분획을 함유하는 디젤 엔진 배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촉매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이 촉매 조성물은, BET

표면적이 약 10 ㎡/g인 촉매적 유효량의 세리아 및 촉매적 유효량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촉매 물질의 코팅물을 배치한

내화성 담체를 포함한다. 또한, 이중 배기 촉매로서 백금족 금속을 위한 지지체로서 세리아 및 알루미나를 사용하는 것도

공지되어 있다. 제올라이트는 백금족 금속으로 도핑될 수 있다. 이 조성물에서, 제올라이트는 VOF의 산화를 촉매하고 더

큰 VOF 분자를 크랙킹시키고 비교적 저온 작동 동안 제올라이트 공극내에 가스상 탄화수소를 트래핑하도록 작용하기 위

해 사용된다. 제올라이트가 1종 이상의 촉매 금속 또는 수소로 도핑되는 경우, 트래핑된 가스상 탄화수소는 탄화수소의 산

화를 용이하게 하는 촉매적으로 활성인 양이온과 친밀하게 접촉된다.

국제 특허 공개 제97/00119호 (표제 "IMPROVED DIESEL ENGINE EXHAUST GAS CATALYST AND METHOD OF

USE")에는 바나듐, 금, 은, 철 및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하는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1종 이상의 촉

매 활성 조절 화합물의 존재하에 지지체 상의 촉매적 유효량의 1종 이상의 백금족 금속을 포함하는, 디젤 배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촉매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이 조성물은 또한 열적으로 안정한 세리아 및 비촉매적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다. 제올라이트의 목적은 촉매적 온도 이하에서 가스상 탄화수소를 흡착하고 보유하는 것이다. 제올라이트 그자체는 디젤

배기 스트림의 임의 성분들을 촉매하지 않는다. 제올라이트는 비촉매적이고 백금, 철 등과 같은 촉매 물질로 도핑되지 않

는다. 바람직한 제올라이트는 베타 제올라이트이다.

국제 특허 공개 제96/15992호 (표제 "BASIC ZEOLITES AS HYDROCARBON TRAPS FOR DIESEL OXIDATION

CATALYSTS")에는 중성 제올라이트 및 염기성 제올라이트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제올라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1종

이상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제올라이트는 내화성 금속 물질 또는 금속 물질로 제조될 수 있는

벌집형 지지체와 같은 기재 담체 상에 지지될 수 있다. 이 조성물은 또한 1종 이상의 백금족 금속과 같은 산화 촉매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성물은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특별한 응용에서의 가스 스

트림은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디젤 엔진 배기 스트림을 포함한다. 제올라이트는 저온에서 탄화수소를 흡착하도록 작용한

다. 디젤 배기 가스를 가열함에 따라, 탄화수소는 높은 방출 온도 범위, 전형적으로 175 ℃ 이상, 보다 전형적으로 200 ℃

이상에서 제올라이트 조성물로부터 방출한다. 이어서, 방출된 탄화수소는 산화될 수 있다.

국제 특허 공개 제96/40419호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물 및 산화질소를 제거하고, 삼산화황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

젤 배기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최대량의 1종 이상의 적절한 제올라이트 및 최소량의 무기

내화성 산화물을 함유하는 2성분 지지체 상에 지지되고 모노리스 담체를 통한 흐름 상에 워시코팅된 높은 활성의 귀금속

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효량의 촉매와 함께 전환 조건하에 상기 가스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가스상 조성물로부터 탄화수소물, 일산화탄소의 제거 방법을 개시하는 다른 문헌으로는 미국 특허 제5,234,876호, 제

5,248,643호, 제5,284,638호, 제5,292,991호 및 제5,244,852호가 포함된다. 또한 디젤 배기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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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중에 제올라이트의 사용에 관한 흥미로운 것으로는 독일 특허 제4226111A1호 및 제4226112A2호를 들 수 있다. 또

한, 흥미로운 것으로 문헌 (Feeley et al., ABATEMENT OF NOX FROM DIESEL ENGINES; STATUS AND

TECHICAL CHALLENGES, SAE #950747; M. Iwamoto, et al., JSAE (Japan) Reviw, 16, pp21-25 (1995); 및 Burch,

et al., AN INVESTIGATION OF THE MECHANISM OF TH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OF NO ON

VARIOUS METAL/ZSM-5 CATALYSTS: REACTION OF H2/NO MIXTURES" Catal. Lett., 27 pp177-186 (1994))을

들 수 있다.

활성 성분으로서 바나듐 및 백금족 금속을 함유하는 미분된 무기 산화물의 사용은 미국 특허 제5,157,007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촉매는 개방형 기포의 형태, 모노리스내에 존재한다.

국제 공개 제94/22564호에는 세리아 및 임의로 알루미나 뿐만 아니라 베타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디젤 배기를 처리하기

위한 촉매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백금족 금속을 사용하여 SO2의 SO3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반면, CO 및 HC의 산화를

촉진시킨다.

당업계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내연 엔진의 배기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촉매는 초기의 냉온 엔진 작동 개시 기간과 같이

비교적 저온 작동 기간 동안에는 덜 효과적이다. 이는 엔진 배기가 배기 중의 독성 성분의 효율적인 촉매적 전환을 위한 충

분히 높은 온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온에서 촉매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높은 적재량의 백금족 금속 촉매를 사용하

는 것이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또한, 가스상 오염물질, 일반적으로 탄화수소물을 흡착하고, 배기가 더욱 적절한 고온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을 초기 저온 출발 기간 동안 보유하기 위해 촉매 처리계의 일부로서, 제올라이트일 수 있는 흡착제를

포함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배기 가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된 탄화수소를 흡착제로부터 방출되고, 예를 들어 백

금족 금속 도핑 제올라이트를 저온 탄화수소 흡착제 및 산화 촉매로 사용하는 미국 특허 제5,125,231호에 개시된 바와 같

이 고온에서 촉매적으로 처리된다.

디젤 배기 촉매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저온 및 고온 작동 조건, SO2의 존재

및 CO 및 HC을 무독성 물질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종종 디젤 배기 촉매에 관한 요건들을 경합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온에서 CO 및 HC를 전환시키는데 높은 적재량의 백금족 금속이 필요한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그

러나, 높은 적재량의 백금족 금속은 SO2의 SO3으로의 전환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촉매 조성물에 상당량의 산화바나듐을 첨가하므로써 백금족 금속의 활성을 개질시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산화바

나듐은 백금 금속의 활성을 감소시켜 SO2가 SO3로 전환되는 비율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간의 작동 후, 산화

바나듐은 백금족 금속을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시키기 시작하여 CO 및 HC의 전환에 있어서 촉매의 성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SO2의 SO3으로의 전환을 최소화시키면서, 휘발성 유기 분획을 포함하여 산화질소 (NOX), CO 및 HC를 효율적으

로 전환시키는 촉매를 제공하는 것은 디젤 배기를 무독성 물질로 전환시키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촉매 조성물, 및 디젤 배기의 휘발성 유기 분획의 적어도 일부가 무독 물질로 전환되고 가스 NOX가 환원되고,

HC 및 CO가 산화되는, 디젤 엔진 배기의 산화 성분을 산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지지 성분 및 지지 성분상

에 위치한 귀금속 성분을 포함하는 촉매에 관한 것이다. 촉매는, 제올라이트가 저온에 있는 경우 배기 스트림(들) 중의 탄

화수소를 트래핑하도록 작용하는, 귀금속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1종 이상의 제1 제올라이트를 포함한다. 제올라이트의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올라이트는 탄화수소를 방출한다. 촉매는 제올라이트 및 이 제2 제올라이트와 회합된(associated)

귀금속 성분을 포함하는 1종 이상의 제2 제올라이트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한 귀금속 성분으로는 금, 은, 백

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및 이리듐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은 귀금속 성분으로 도핑된다. 제2 제

올라이트 성분은 산화질소의 바람직하게는 질소로의 촉매적 환원에 참여한다.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 중의 2종의 제올라

이트 및 별도의 지지체 및 귀금속 성분의 혼합물은 디젤 엔진 배기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각종 오염물질의

반응을 증가시킨다.

제올라이트 물질은 VOF에서 발견된 유형의 장쇄 탄화수소를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귀금속의 부재하에 제올

라이트를 포함하는 1종 이상의 제1 제올라이트 성분과 같은 특정 제올라이트, 바람직하게는 베타 제올라이트는 저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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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 탄화수소를 흡착한다. 디젤 엔진에서, 이러한 흡착은 25 ℃와 같은 주위 온도 내지 약 200 ℃ 정도의 온도, 전형적

으로 약 150 ℃ 내지 175 ℃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들 저온에서, VOF는 또한 제올라이트의 표면에 흡착된다. 배기의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올라이트 물질은 약 150 ℃ 이상, 보다 전형적으로는 약 200 ℃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되고, 흡착된

가스 탄화수소는 방출된다. 온도가 전형적으로 약 200 ℃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지된 귀금속 촉매와 같은 산화 촉매

성분은 가스 탄화수소 뿐만 아니라 VOF 및 일산화탄소로부터 존재하는 탄화수소를 산화시킨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 배기

계 밖으로 그리고 대기중으로 통과하는 가스상 탄화수소는 저온에서 트래핑되고, 촉매계가 이러한 가스상 오염물질의 산

화가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고온에 있는 경우 방출된다.

또한, 디젤 배기 스트림은 고온, 전형적으로 약 175 ℃ 이상, 보다 전형적으로 약 200 ℃ 이상에서 지지된 귀금속 촉매의

존재하에 질소로 환원될 수 있는 산화질소를 함유할 수 있다. 귀금속과 배합된 제2 제올라이트는 산화질소를 환원시키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2형태의 제올라이트, 즉 가스상 탄화수소를 흡착하는 1종 이상의 제1 제올라이트 및 산화질소의 바람직

하게는 질소로의 반응을 촉매하는 1종 이상의 제2 제올라이트를 포함한다. 조성물은 또한 지지체 성분 상에 위치한 귀금

속 성분과 같은 촉매 물질을 포함한다. 귀금속 성분은, 제올라이트 물질에 의해 약간 산화되거나 크랙킹된 다음 지지된 귀

금속 촉매에 의해 산화될 수 있는 VOF 및 탈착된 탄화수소를 산화시킬 수 있다. 탄화수소는 촉매가 산화질소를 감소시키

는데 보조하기 위해 활성되는 거의 동시에 탈착된다는 점이 본 발명의 특별한 잇점이다. 탄화수소 흡착 제1 제올라이트의

사용에 의해, 환원제로 작용하는 과량의 탄화수소는 산화질소가 있는 배기 스트림에 도입되어 산화질소의 환원을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는 산화된다.

촉매는 지지체 성분 및 지지체 성분 상에 위치한 귀금속 성분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지지체 성분은 내화성 화합물이

고, 바람직하게는 실리카, 알루미나 및 티타니아 화합물을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특히 바람직한 지지체로는 알루

미나, 실리카, 실리카-알루미나, 알루미나-지르코니아, 규산지르코늄, 티타늄-알루미나, 알루미나-크로미아 및 알루미나

-세리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활성화된 고표면적 화합물이 있다. 귀금속 성분은 금, 은 및 팔라듐, 백금, 로듐,

이리듐을 포함하는 백금족 금속, 가장 바람직하게는 백금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귀금속을 포함한

다.

촉매는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키는 촉매 반응에서 귀금속 촉매의 안정성 및 촉매 활성을 증가시키고, VOF를 크

랙킹시키고 산화시키며, 산화질소를 환원시키는 것으로 공지된 안정화제, 촉매 보조제 및 특성 결합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에는 세리아와 같은 희토 산화물 및 란타늄,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및 란타늄 성분과 같은 희토류가 포함된

다. 촉매는 또한 니켈 또는 철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유용한 안정화제로는 마그네슘, 바륨, 칼슘 및 스트론튬으로 구

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금속으로부터 유도되는 알칼리토 금속 성분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촉매는 산화질소의 환원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가스상 탄화수소 및 VOF로부터의 탄화수소의 산화를 야기하

는 임의 적절한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촉매 조성물의 구성은 지지된 귀금속 성분, 제1 제올라이트 성분 및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촉매 조성물을 갖는

1층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층은 지지된 귀금속 촉매 성분의 촉매적 기능을 증가시키고(시키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한 화합

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대체적이고 바람직한 조성물에는 2층 이상의 촉매 물질이 있을 수 있다. 한층은 바람직하게는 제1 제올라이트 성분 및 지

지체 및 귀금속 성분을 포함하는 제1층 또는 하층이고, 다른 층은 바람직하게는 제올라이트 및 귀금속을 포함하는 제2 제

올라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제2층 또는 상층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열거된 촉매 조성물은 내화성 물질 또는 금속과 같은 적절한 물질의 형태일 수 있는 벌집형 모노리스와 같

은 촉매 담체 상에 지지된다. 바람직한 실시태양은 제1 제올라이트 성분 및 제2 제올라이트 성분 둘다 포함하는 상기 조성

물, 및 지지체 및 촉매 담체의 표면 상에 코팅될 수 있는 귀금속 및 지지체 성분의 단일층이다. 대체적이고 바람직한 실시

태양은, 한층이 바람직하게는 지지된 귀금속 촉매 성분을 함유하는 제1층 또는 하층이고, 다른 층은 바람직하게는 제올라

이트 및 귀금속을 포함하는 제2 제올라이트 촉매 성분을 함유하는 제2층 또는 상층인, 담체 표면 상에 연속해서 코팅될 수

있는 두층을 포함한다. 귀금속이 거의 없이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제1 제올라이트 성분은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을 함유하

는 층 또는 지지된 귀금속 성분을 함유하는 층 중에 있을 수 있다. 제1 제올라이트는 지지된 귀금속이 있는 층 중에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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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하게는, 담체 상에 지지된 두층이 있을 수 있다. 제1층은 제1 제올라이트 성분 및 지지된 귀금속 성분을 함유한

다. 제1층은 담체 바로 위의 하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층은 제2 제올라이트를 함유하며 하층 바로 위의 상층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별법으로, 지지된 귀금속을 함유하는 층은 제1층 또는 내층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제1 제올라이트 성분을 함유

하는 층은 제2층 또는 상층으로 사용될 수있다. 이들 실시태양에서, 추가의 탄화수소가 배기에 첨가되어 산화질소의 환원

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태양은 지지된 귀금속 성분을 함유하는 제1층 및 제1 및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제2층을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는, 제1층은 담체 바로 위에 지지된 내부층 또는 하층이고, 제2층은 내층 바로 위에 지지된 외층 또는 상층

이다. 별법으로, 제1 및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층은 제1층 또는 내층으로 사용될 수 있고, 지지된 귀금속을 함유

하는 층은 제2층 또는 상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1 제올라이트 성분으로부터 지지된 귀금속 촉매 성분을 분리하므로써,

흡착된 탄화수소가 제1 제올라이트로 방출되어 제2 제올라이트에 의한 산화질소의 환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환원제로서

작용하게 하는 수동계가 생긴다.

가장 바람직한 제1 제올라이트 성분은 수소 베타 제올라이트이고, 가장 바람직한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은 백금 도핑된

ZSM-5이다. 가장 바람직한 지지된 귀금속 성분은 금, 은 및 백금, 팔라듐, 로듐, 이리듐을 포함하는 백금족 금속, 가장 바

람직하게는 백금 및 백금과 로듐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포함하며 백

금이 보다 바람직하고 백금과 로듐의 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지지체는 알루미나이다.

본 발명은 촉매 조성물은 펠렛의 형태 또는 기재 상에 지지된 층의 형태로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한 기재로는 금속 또는 세

라믹으로 제조될 수 있는 벌집형 촉매 담체가 있다. 층 형태의 조성물은 기재 또는 담체 상에 지지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가스상 탄화수소 및 휘발성 유기 분획을 함유하는 디젤 배기 스트림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스트림을 상기 열거된 촉매와 접촉시키고, 배기 스트림이 냉각될 때 제1 제올라이트 상에 탄화수소의 적어도 일

부를 흡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촉매 조성물은 전형적으로 배기 스트림의 승온에 의해 가열된다. 촉매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탄화수소는 제1 제올라이트 성분으로부터 탈착된다. 산화질소의 적어도 일부는 촉매 성분인 제2 제올라이트 및 탈착

된 탄화수소의 적어도 일부 존재하에 질소로 환원된다. 일산화탄소, 및 가스상 탄화수소 및 크랙킹된 VOF를 포함한 VOF

로부터의 탄화수소는 지지된 귀금속 촉매 성분의 존재하에 산화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디젤 엔진 배기, 예를 들어 디젤 동

력 자동차 또는 경트럭의 배기를 전술한 바와 같은 촉매 조성물과 함께 산화 반응 조건하에 접촉시키므로써 수행된다.

특정 촉매 조성물은, 기재 상에 적재된 촉매를 기준으로 약 178.57 g/㎥ 내지 약 4285.71 g/㎥ (약 5 내지 약 120 g/ft3)

(귀금속을 기준으로)의 1종 이상의 제1 귀금속 성분, 바람직하게는 250 g/㎥ 내지 2500 g/㎥ (7 내지 70 g/ft3)의 백금 또

는 백금과 로듐의 배합물 및 약 0.03 g/㎤ 내지 0.06 g/㎤ (약 0.5 내지 약 2.0 g/in3)의 지지체, 바람직하게는 알루미나를

함유하는 지지된 귀금속, 0.003 내지 0.061 g/㎤ (0.05 내지 1.0 g/in3), 바람직하게는 0.006 내지 0.037 g/㎤ (0.1 내지

0.6 g/in3)의 제1 제올라이트 (예를 들어, 베타 제올라이트) 및 약 0.003 내지 0.122 g/㎤ (약 0.05 내지 2.0 g/in3), 바람

직하게는 0.018 내지 0.061 g/㎤ (0.3 내지 1.0 g/in3)의 제2 제올라이트 (예를 들어, Pt/ZSM-5) (107.14 내지 1785.71

g/㎥ (3 내지 50 g/ft3), 바람직하게는 107.14 내지 1428.57 g/㎥ (3 내지 40 g/ft3)의 백금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대체적인 실시태양은, 촉매 조성물이 지지체 성분, 바람직하게는 내화성 화합물, 및 지지체 성분 상에 위치한 귀

금속 성분, 및 제올라이트 및 귀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제올라이트가 바람직하게는 귀금속으로 도핑된 1종 이상의 제올라

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상기 관련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귀금속이 존재하지 않는 제1 제올라이트 성분은 없다. 상기 서술에

서 이 실시태양은 1종 이상의 제2 제올라이트 성분만을 함유한다. 실시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귀금속 지지체 성분 및 귀금

속을 함유하는 제올라이트의 배합물은 광범위한 온도에 걸쳐 NOX 전환을 개선시킨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가스상 HC, CO 및 NOX을 함유하는 디젤 엔진 배기 스트림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

방법은 스트림을 휘발성 유기 분획의 적어도 일부분의 산화를 촉매하기에 충분한 고온을 포함하는 산화 조건하에 임의의

상기 촉매 조성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초기에 촉매 조성물과 접촉하는 배기 스트림의 온도는 약

100 ℃ 내지 800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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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의 잇점은 자동차 엔진 배기, 특히 산화질소를 함유하는 디젤 엔진 배기를 처리할 때 발견된다.

내화성 산화물 지지된 귀금속 촉매, 귀금속을 함유하는 제올라이트, 가장 바람직하게는 귀금속의 부재하의 제올라이트의

배합물에 의해 일산화탄소, 가스상 탄화수소 및 VOF를 포함하는 배기 가스의 산화 성분의 산화가 광범위한 배기 온도 범

위에 걸쳐 산화질소의 환원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올라이트의 존재는 저온에서 탄화

수소를 트래핑시키고, 이들을 산화질소의 환원을 위한 환원제로서 사용되도록 고온에서 방출시킨다. 산화질소의 전환은

촉매 전환제 입구에서의 광범위한 배기 온도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산화질소 전환은 20 %를 초과하는 전환율로 약

150 ℃ 이상, 보다 전형적으로 175 ℃ 내지 약 350 ℃ 이하, 보다 전형적으로 약 325 ℃ 이하에서 얻어질 수 있다. 60 % 이

상의 산화질소 전환율이 얻어진다.

<정의>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서 사용되는 하기 용어는 표시한 의미를 갖는다.

용어 "BET 표면적"은 N2 흡착에 의해 표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브루나우어, 에메트, 텔러 (Brunauer, Emmett, Teller) 방

법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 달리 표시하지 않는다면, 본 명세서에서 세리아, 알루미나 또는 다른 성분의 표면적에

대한 모든 것은 BET 표면적을 의미한다.

용어 "활성화된 알루미나"는 기본적으로 1종 이상의 γ-, θ- 및 δ-알루미나 (감마, 쎄타 및 델타)을 포함하는 높은 BET 표

면적의 알루미나의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

용어 "촉매적 유효량"이란, 존재하는 물질의 양이 처리되는 배기 중에서 오염물질의 산화 또는 환원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 "입구 온도"란 배기, 시험 가스 또는 다른 스트림이 촉매 조성물과 접촉하기 직전의 처리될 배기, 시험 가스 또는 다른

스트림의 온도를 의미한다.

제올라이트가 금속 또는 수소로 도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용어 "도핑된" 및 동일한 문맥으로 사용되는 용

어 "도프" 또는 "도핑"이란, 제올라이트의 표면 상에 분산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제올라이트의 공극내에 임의 충분

한 정도의 금속 또는 수소 잔류물이 제올라이트의 공극내에 혼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올라이트의 도핑은 바람직하게는,

제올라이트가 금속 양이온 (또는 수소 이온을 제공하기 위한 산)을 함유하는 용액으로 반복적으로 플러싱되거나, 제올라이

트 공극이 이러한 용액으로 넘치게 하는 공지된 이온 교환법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정의된 용어는 촉매 잔류물, 예를

들어 이온 또는 중성 금속 함유 종으로서의 1종 이상의 금속 또는 수소 이온을 제올라이트의 공극내에 특히 제올라이트의

양이온의 교환 또는 치환에 의해 혼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기술을 포함한다.

용어 "워시코트"이란, 담체의 평행한 가스 흐름 통로를 형성하는 벽에 위치한, 본 발명의 촉매 물질과 같은 물질의 얇은 부

착성 코팅을 의미하며, 상기 담체는 전형적으로 코르디에라이트 또는 기타 산화물 또는 산화물 혼합물과 같은 내화성 물질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조된다.

본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서 "벌크" 형태로 있는 세리아 또는 알루미나이란, 용액 형태로 다른 성분내로 분산되는 것과는

달리 세리아 또는 알루미나가 이산된 입자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크기, 예를 들면 직경이 10 내지 20 마이크론 또는 그

보다 훨씬 더 작거나 작아도 좋음)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4,714,694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알루미나와 함께 세리아 입자 (벌크 세리아)의 열적 안정화는 알루미나가 세리아 입자 중에 분산시키며, "벌크" 형태, 즉 알

루미나의 이산된 입자로서 분산된 알루미나를 제공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그의 바람직한 실시태양>

본 발명은 특히 배기의 전체 미립자 및 가스상 탄화수소 (HC), 일산화탄소 (CO) 및 산화질소 (NOX)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

과 관련하여 디젤 엔진 배기를 처리하는데 유용한 촉매에 관한 것이다. 디젤 엔진 배기의 탄소질 미립자 ("그을음") 성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전형적으로 미연소되고 부분적으로 연소된 디젤 연료 및 윤활유로부터 생성되는 C9 보다 큰, 일반적으

로 C12-C50 범위의 고분자량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분획 (VOF) 및 비교적 건식 탄소질 미립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VOF는 배기의 온도에 따라 증기상 또는 액상으로 또는 둘다로 디젤 배기 중에 존재한다. 방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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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립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휘발성 유기 분획 또는 적어도 그의 일부는 적절한 반응 조건하에 산화 촉매와 접촉되므

로써 무독의 CO2 및 H2O로 산화되어야 한다. HC, CO 및 NOX를 포함하는 가스상 오염물질은 촉매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가스상 탄화수소 (전형적으로 C2-C6 함유 탄화수소)는 CO2 및 H2O로 산화될 수 있고, 산화질소는 질소 (N2)로 환원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는, 디젤 배기 처리 촉매로 사용되는 경우 전체 미립자의 감소를 유효하게 하는데 효과적이고, 또한

특히 백금족 금속 성분 및(또는) 하기와 같은 다른 촉매 금속을 첨가하여 디젤 엔진 배기의 가스상 성분 중에 함유된 NOX

의 일부를 환원시키고 HC 및 CO의 일부를 산화시키는 추가의 잇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두가지 유형의 제올라이트, 즉 가스상 탄화수소를 흡착하는 1종 이상의 제1 제올라이트 및 산화질소를 바람직

하게는 질소로 반응시키는 것을 촉매하는 1종 이상의 제2 제올라이트를 포함한다. 조성물은 지지체 성분 상에 위치한 귀

금속 성분과 같은 촉매 물질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 제올라이트 성분은 배기 가스가 상당히 냉각되는 기간 동안 촉매로부터 미처리되어 벗어날 수 있는 탄화수

소 분자를 트래핑시킬 수 있다. 트래핑된 탄화수소의 적어도 일부는 제올라이트내에서 산화되거나, 또는 촉매 조성물의 온

도가 트래핑된 탄화수소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촉매하기에 충분히 높을 때 제올라이트로부터 방출되거나 또는 둘다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1 제올라이트는 귀금속 성분이 거의 없이 제올라이트를 포함한다. 귀금속 성분의 거의 없다는 것은 제

올라이트가 귀금속으로 도핑되지 않거나 제올라이트 상에 지지되는 충분한 양의 귀금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촉매 조

성물에서 귀금속의 특정량이 제올라이트의 표면으로 확산되거나 이동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제

올라이트 상에 의도적으로 위치되지 않지만 최소량으로 이동하는 귀금속은 제1 제올라이트 성분 상에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1 제올라이트는 바람직하게는 가장 작은 단면 치수가 약 5 Å 이상이고, 바람직하게는 규소 대 알루미늄 원자

비 ("Si:Al 원자비")가 5를 초과하고, 전형적으로 25를 초과하고, 예를 들어 유용한 Si:Al 원자비가 약 5 내지 400인 공극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제올라이트를 포함한다. 제1 제올라이트는 산성, 염기성 또는 중성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은 촉매로부터 미반응되어 벗어날 수 있는 산화질소 분자의 환원을 촉매할 수 있다. 바람직

하게는, 약간은 제1 제올라이트 중에 저장될 수 있고 약간은 또한 제2 제올라이트 중에 저장될 수 있는 탄화수소과 같은 환

원제의 사용에 의해 반응은 증가된다. 1종 이상의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은 제올라이트 및 귀금속 성분을 포함한다. 바람직

하게는,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이 귀금속으로 도핑된다. 추가적으로 또는 별법으로, 귀금속은 제2 제올라이트 성분 상에 지

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1 제올라이트 또는 제2 제올라이트로서 사용하는데 특히 적절한 제올라이트에는 다음 구조의 유형: 파

우자사이트, 펜타실, 모르데나이트, ZSM-12, 제올라이트 베타, 제올라이트 L, 제올라이트 오메가, ZSM-22, ZSM-23,

ZSM-48, EU-1 등이 포함된다. 펜타실 유형의 제올라이트는 바람직하게는 SiO2 대 Al2O3 비가 25 내지 2000, 보다 바람

직하게는 40 내지 60이다.

제올라이트는 하기 화학식 I을 특징으로 한다.

화학식 I

M1n[mM2O2.nSiO2].qH2O

상기 식에서,

M1은 M2 성분에 대한 수로 상응하는 교환가능한 양이온의 당량이고,

M2는 Si와 함께 제올라이트의 산성 골격을 형성하는 3가 원소이며,

n/m은 SiO2 대 M2O2 비이고,

q는 흡수된 물의 양이다.

그들의 기본 구조에서, 제올라이트는 SiO4 대 M2O4 사면체의 망상구조로 구성되는 결정성 규산알루미늄이다. 개개의 사

면체는 사면체의 꼭지점을 통하여 산소 브릿지에 의해 서로 결합되고 통로 및 공극에 의해 균일하게 퍼지는 3차원 망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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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형성한다. 개개의 제올라이트 구조는 통로 및 공극의 배열 및 크기, 및 그들의 조성에서 서로 상이하다. 교환가능한

양이온은 M2 성분으로부터 생기는 격자의 음하전을 보상하기 위해 혼입된다. 흡수된 물인 qH2O는 골격이 그의 구조를 손

실하지 않고 가역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M2는 다른 3가 원소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치환될 수 있지만, 종종 알루미늄

이다.

제올라이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를 들어 문헌 (D.W. Breck, 표제 "Zeolite Molecular Sieves, Structure, Chemistry

and Use", J. Wiley & Sons, New York 1974)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촉매 응용에 적절한 고급 실리카 제올라이트에

대한 다른 설명은 문헌 (P.A. Jacobs and J.A. Martens, 표제 "Synthesis of High-Silica Aluminosilicate Zeolites",

Studies in Surface Science and Catalysis, Vol. 33, Ed. B. Delmon and J.T. Yates, Elsevier, Amsterdam-Oxford-

New York-Tokyo, 1987)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제올라이트에서 M2는 Al, B, Ga, In 및 Fe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 바

람직하게는 Al, B, Ga 및 Fe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일 수 있고, Al이 가장 바람직하다.

언급된 제올라이트 중에 존재하는 교환가능한 양이온 M1은 예를 들어, K, Mg, Ca, Sr, Ba 및 또한 전이 금속 양이온, 예를

들어 Mn, Fe, Co, Ni, Cu, Rh 및 Pt일 수 있다. 희토 족의 양이온 및 양성자도 적절하다.

특정 실시태양에서, 제1 제올라이트는 M2가 3가 금속을 포함하고 M1이 귀금속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화학식 I을 특징으

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제올라이트는 M2가 Al, B, Ga, In 및 Fe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고, M1이 수소 및(또는) K, Mg, Ca, Sr, Ba, Mn, Fe, Co, Ni 및 Cu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

속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학식 I을 특징으로 한다. 가장 바람직한 M2는 Al이고 가장 바람직한 M1은 H,

Mg, Ca, Sr, Ba 및 Mn으로부터 선택되며 H가 가장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한 제1 제올라이트는 파우자사이트, 펜타실,

모르데나이트, Y 및 베타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펜타실 및 베타가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제1 제올라

이트는 베타 제올라이트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제올라이트는, 가장 작은 단면 치수가 약 5 Å 이상이고 규소 대

알루미늄 원자비가 5를 초과하는 공극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제올라이트를 포함한다.

제2 제올라이트는 바람직하게는 귀금속으로 도핑된다. 바람직하게는, 제2 제올라이트는 Pt 및 Rh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

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귀금속으로 도핑된다.

특별하고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 제2 제올라이트는 M2가 3가 금속을 포함하는 화학식 I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제2 제올라이트는 M2가 Al, B, Ga, In 및 Fe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고, M1이 수소 및

(또는) Mg, Ca, Sr, Ba, Mn, Fe, Co, Ni, Cu, Ph 및 Pt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Pt 및 Rh 중 1종 이상이 포함되

는 1종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학식 I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제2 제올라이트는

파우자사이트, 펜타실, 모르데나이트 및 ZSM-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제2 제올라이트는 1종 이상의 귀

금속으로 도핑된다. 가장 바람직한 제2 제올라이트는 Pt로 도핑된 ZSM-5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촉매에서, 제1 제올라이트는 베타 제올라이트이고, 제2 제올라이트는 백금으로 도핑된 ZSM-5이다.

촉매 조성물은 제1 및 제2 제올라이트 성분 이외에 1종 이상의 제1 지지체 및 1종 이상의 제1 귀금속 성분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임의로 제올라이트용 결합제를 함유할 수 있다. 바람직한 결합제는 알루미나, 실리카, 실리카-알루미

나 및 지르코니아이다.

전형적으로, 결합제의 양은 제올라이트의 중량을 기준으로 1 내지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3 내지 7 중량%, 가장 바람직

하게는 3 내지 5 중량%이다. 결합제로 유용한 다른 물질로는 티타니아 및 세리아와 같은 희토 산화물 및 그들의 전구체가

포함된다. 하기 검토되는 지지체 물질로 유용한 물질도 결합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지지체 물질은 바람직하게는 실리카, 알루미나 및 티타니아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내화

성 산화물이다. 특히 바람직한 지지체는 알루미나, 실리카, 티타니아, 지르코니아, 실리카-알루미나, 알루미나-지르코니

아, 알루미나-크로미아, 알루미나-세리아, 지르코늄-실리케이트 및 티타늄-알루미나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활성화된 고표면적 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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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지지체는 고표면적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지지체의 입자는 입자의 90 % 이상이

15 미크론 미만의 평균 직경을 가지며, 보다 전형적으로는 지지체는 입자의 90 %가 10 미크론 미만의 평균 직경을 갖는

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입도는 브린크만 (Brinkman) 입도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입도 분포는 마이크로미터로

소정의 갯수 미만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갖는 입자의 백분율로 표시되어진다. 통상, 지지체 상에 지지된 귀금속 및 다른 성분

의 배합물의 입자는 지지체와 동일한 입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용한 고표면적 지지체는 1종 이상의 내화성 산화물을 포함한다. 이들 산화물은 예를 들어, 실리카 및 알루미나, 티타니

아 및 지르코니아를 포함하고 실리카-알루미나, 비결정성 또는 결정성일 수 있는 규산알루미늄, 알루미나-지르코니아, 알

루미나-크로미아, 알루미나-세리아 등 및 티타늄-알루미나 및 지르코늄-실리케이트와 같은 혼합된 산화물 형태를 포함

한다. 지지체는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감마 또는 전이 알루미나, 예를 들어 감마 및 에타 알루미나, 존재하는 경우 최소량,

예를 들어 약 20 중량% 이하의 다른 내화성 산화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활성 알루미나는 비표면적

이 60 내지 350 ㎡/g, 전형적으로 90 내지 250 ㎡/g이다.

본 발명의 촉매는 VOF 및 가스상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키고 산화질소를 환원시키기 위해 충분히 증가된 촉매

활성을 갖는 조성물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1종 이상의 귀금속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용어 "귀금속 성분"

에는 금, 은, 및 백금, 로듐, 루테늄 및 이리듐 성분을 포함하는 "백금족 금속 성분"이 포함되고, 하소 또는 촉매의 사용시

분해되거나 또는 촉매적으로 활성 형태, 일반적으로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로 전환되는 모든 백금족 금속 화합물, 착물 등

을 의미한다.

백금족 금속 촉매 성분과 같은 귀금속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티타늄-알루미나, 규산티탄, 활성화된 알루미나 및(또는) 세리

아-지르코니아 복합 지지체 입자로부터 선택되는 지지체 상에 촉매 성분의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화합물 및(또는)

임의의 백금족 금속의 착물일 수 있다. 지지체 입자 상에 촉매 금속 화합물을 함침시키거나 침착시키는데 사용되는 액체가

촉매 금속 또는 그의 화합물 또는 착물 또는 슬러리의 다른 성분과 역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열 및(또는) 진공 적용시 휘발

또는 분해에 의해 촉매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면 1종 이상의 백금족 금속 성분의 착물 또는 수용성 화합물 또는 수분산성

화합물은 이용될 수 있다. 일부 경우, 액체의 제거의 완결은, 촉매가 작동 동안 고온에 도입되고 사용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백금족 금속의 수용성 화합물 또는 착물의 수용액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적절한 화합물은 클로로플라틴산, 아민 가용화 수산화백금, 예를 들어 백금의 헥사히드록시모노에탄올아민 (

(MEA)XPt(OH)6), 염화로듐, 질산로듐, 헥사민 염화로듐, 질산팔라듐 또는 염화팔라듐 등이다. 하소 단계 동안 또는 적어

도 촉매 사용의 초기 단계 동안, 이러한 화합물은 백금족 금속 또는 그의 화합물의 촉매적으로 활성 형태, 전형적으로 산화

물로 전환된다.

특정 촉매 조성물의 바람직한 귀금속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모노리스 벌집형 기재를 코팅하기 위한 층으로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백금 또는 백금/로듐 성분이다. 모노리스의 부피 당 귀금속의 그램을 기준으로 전체 귀금속 성분 적재량은

178.57 내지 14285.71 g/㎥ (5 내지 400 g/ft3), 바람직하게는 535.71 내지 8929.57 g/㎥ (15 내지 250 g/ft3), 바람직하

게는 357.14 (10 내지 150 g/ft3), 보다 바람직하게는 892.86 내지 3571.43 g/㎥ (25 내지 100 g/ft3)이다.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 상의 적재량은 바람직하게는 178.57 내지 7142.86 g/㎥ (5 내지 200 g/ft3), 보다 바람직하게는 178.57 내지

3571.43 g/㎥ (5 내지 100 g/ft3), 가장 바람직하게는 714.26 내지 2678.57 g/㎥ (20 내지 75 g/ft3)이다. 제2 제올라이트

상의 적재량은 바람직하게는 107.12 내지 3571.43 g/㎥ (3 내지 100 g/ft3), 보다 바람직하게는 178.57 내지 2678.57 g/

㎥ (5 내지 75 g/ft3), 가장 바람직하게는 535.71 내지 1785.71 g/㎥ (15 내지 50 g/ft3)이다. 귀금속은 제2 제올라이트 상

에 도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적이고 바람직하게는, 조성물은 안정화를 부여하는 성분을 포함한다. 안정화제는 알칼리토 금속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한 화합물은 마그네슘, 바륨, 칼슘 및 스트론튬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금

속으로부터 유도되는 화합물을 포함한다. 미국 특허 제4,727,052호로부터, 활성화된 알루미나와 같은 지지체 물질은 열적

으로 안정화되어 안정화제 또는 안정화제의 배합물의 사용에 의해 승온에서 감마에서 알파로의 바람직하지 않은 알루미나

상 전환이 지연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안정화제가 개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알칼리토

금속 성분을 사용한다. 바람직하게는, 알칼리토 금속 성분은 알칼리토 금속 산화물이다. 특히 바람직한 조성물에서, 조성

물 중의 화합물로서 산화스트론튬 및(또는) 산화바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칼리토 금속은 하소할 때 산화물이

되는 가용성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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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바륨은, 하소시 산화물로 되는, 아질산바륨 또는 수산화바륨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화제의 양은 지지

체 및 안정화제의 중량을 기준으로 0.05 내지 30 중량%일 수 있다.

조성물은 지르코늄, 바람직하게는 산화지르코늄으로부터 유도되는 지르코늄 화합물을 함유할 수 있다. 지르코늄 화합물은

아세트산 지르코늄과 같은 수용성 화합물 또는 수산화지르코늄과 같은 비교적 불용성 화합물로서 제공될 수 있다. 각 조성

물의 안정화 및 촉진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프라세오디뮴 금속 성분 및 네오디뮴 금속 성분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촉

진제를 함유하며 산화프라세오디뮴 (프라세오디미아) 및 산화네오디뮴 (네오디미아)이 바람직하다. 이들 화합물은 안정화

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개시되어 있지만, 이들은 또한 반응 촉진제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촉진제는 목적하는 화학약품의

다른 것으로의 전환을 증가시키는 물질인 것으로 생각된다. 촉진제는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물 및 이산화탄소로의 촉

매적 전환 및 산화질소의 질소 및 산소로의 전환을 증가시킨다. 프라세오디뮴 화합물도 산소 저장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프라세오디뮴 및(또는) 네오디뮴 성분은 그들의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들 화합물은 산화물로의 전환을

위해 고체 성분을 함침시키기 위해 초기에 아세트산염, 할로겐화물, 질산염, 황산염 등과 같은 가용성 형태로 제공된다. 촉

진제가 특히 백금족 금속을 포함하는 조성물에서 다른 성분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특히 유용한 촉매 조성물은, 백금 또는 로듐 금속을 기준으로 전형적으로 178.57 내지 14285.71 g/㎥ (5 내지

400 g/ft3), 보다 전형적으로는 535.71 내지 8928.57 g/㎥ (15 내지 250 g/ft3)을 갖는 귀금속 성분, 바람직하게는 백금,

백금 성분 또는 백금과 로듐 성분의 배합물의 촉매적으로 유효량을 포함한다. 백금은 178.57 g/㎥ 내지 3571.42 g/㎥ (5

내지 100 g/ft3)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때 전형적으로 357.14 g/㎥ (10 g/ft3) 이상, 보다 전형적으로 892.86 g/㎥ 내

지 5357.14 g/㎥ (25 내지 150 g/ft3), 보다 바람직하게는 1250 g/㎥ 내지 4464.29 g/㎥ (35 내지 125 g/ft3)의 백금 성분

의 양으로 존재한다. 백금과 로듐이 사용되는 경우, 357.14 g/㎥ 내지 14285.71 g/㎥ (10 내지 400 g/ft3), 바람직하게는

892.86 g/㎥ 내지 5357.14 g/㎥ (25 내지 150 g/ft3)의 백금 및 3.57 g/㎥ 내지 2678.57 g/㎥ (0.1 내지 75 g/ft3), 바람직

하게는 35.71 g/㎥ 내지 535.71 g/㎥ (1 내지 15 g/ft3)의 로듐 성분일 수 있다.

촉매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모노리스의 부피 당 조성물의 그램을 기준으로 층 당 촉매 조성물 약 0.03 g/㎤ 내지 약 0.31

g/㎤ (약 0.50 내지 약 5.0 g/in3), 바람직하게는 약 0.03 g/㎤ 내지 0.06 g/㎤ (약 0.5 내지 약 2.0 g/in3)의 적재량을 포함

할 수 있는 모노리스 기재 상에 한층 이상으로 코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은 임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1종 이상의 수용성 귀금속 성분, 및 모

든 용액을 흡수하도록 충분히 건조된 고표면적 내화성 미분 산화물의 용액 혼합물을 혼합하여 슬러리를 형성하는 것을 포

함한다. 귀금속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슬러리 중에서 분쇄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 슬러리는 분쇄되어 거의 모든

고체의 입도가 평균 직경으로 약 15 마이크로미터 미만이 된다. 생성된 슬러리 중의 지지된 귀금속 성분은 정착 단계에 의

해 수불용성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귀금속 성분은 열적, 화학적으로 또는 하소에 의해 불용성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귀

금속은 바람직하게는 약 50 ℃ 내지 550 ℃에서 0.5 내지 2.0시간 동안 공기중에서 지지체에 열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유용한 슬러리는 일반적으로 하기 열거된 미국 특허 제4,134,860호 (참고로 혼입됨)에 개시된 방법으

로 제조될 수도 있다.

미분된 고표면적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는 바람직하게는 1종 이상의 백금족 금속 성분을 함유하는 수용성 촉매적 촉진 금

속 성분의 용액과 접촉되어 유리되거나 미흡수된 액체가 본질적으로 없는 혼합물을 제공한다. 고상의 미분된 혼합물의 촉

매적 촉진 귀금속 성분은 공정에서 이 순간에 주로 수불용성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반면, 이 혼합물은 미흡수된 액체가 본

질적으로 없이 남아 있다. 이 공정은,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 예를 들어 촉매적 촉진 금속 성분을 함유하는 용액을 본질적

으로 모두 흡수하도록 충분히 건조된, 안정화된 알루미나를 포함하는 알루미나와 같은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를 사용하므

로써 달성될 수 있고, 즉 용액 및 지지체의 양 뿐만 아니라 지지체의 수분 함량은, 촉매적 촉진 금속 성분의 첨가가 완결될

때 그들의 혼합물은 유리되거나 미흡수된 용액이 거의 없는 것이다. 복합체는 본질적으로 건조되어 있고, 즉 분리되거나

유리된 액상을 거의 함유하지 않는다. 후자의 공정 동안, 금속 성분은 지지체 상에 고정될 수 있다.

촉매적 촉진 금속 용액 및 고표면적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가 합쳐진 후, 촉매적 촉진 금속 성분은 지지체 상에 정착될 수

있고, 즉 본질적으로 수불용성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반면, 복합체에는 유리되거나 미흡수된 수성 매질이 본질적으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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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있다. 전환은, 황화수소 또는 수소와 같은 기체 또는 아세트산과 같은 액체 또는 액체 형태, 특히 수용액으로 있을

수 있는 다른 시약, 예를 들어 히드라진으로 처리하므로써 화학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액체의 양은 복합

체가 지지체 상의 귀금속의 정착 동안 유리되거나 미흡수된 액체의 상당하거나 실질적인 양을 함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정착 처리는 반응성 가스 또는 주로 불활성인 것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예를 들어 정착은 복합체를 공기 또는 촉매적 촉진

금속 성분과 반응성이 있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불활성인 다른 가스 중에서 하소시키므로써 달성될 수 있다. 생성된 불용성

또는 정착된 촉매적 촉진 금속 성분은 황화물, 산화물, 원소 금속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다수의 귀금속 성

분이 지지체 상에 침착될 때, 정착은 각각의 금속 성분 침착 후 또는 다수의 이러한 금속 성분의 침착 후 이용될 수 있다.

정착된 귀금속 성분을 함유하는 슬러리는 열거된 바와 같은 제1 및(또는) 제2 제올라이트 성분 및 각종 다른 첨가제와 배

합되고 슬러리로서 분쇄되어 유리하게는 주로 크기가 약 15 미크론 미만인 고체 입자를 제공할 수 있다. 슬러리는 전형적

으로 저표면적을 갖는 거대 크기의 담체를 코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복합체는 건조되고 하소될 수 있다. 이들 촉매에서

는, 담체가 예를 들어 금속성 담체를 갖는 경우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다공성이 아닌 경우에도 귀금속 성분의 복합체

및 고면면적 지지체는 담체에 강한 접착력을 나타내고, 촉매는 강인한 반응 조건하에 사용될 때에도 매우 양호한 촉매 활

성 및 수명을 갖는다.

방법은, 제조 시스템에 첨가되는 본질적으로 모든 귀금속 성분은 촉매 중에 잔류하기 때문에 균일한 특정 귀금속의 조성물

을 제공하고, 조성물은 계산된 양의 활성 귀금속 성분을 본질적으로 함유한다. 일부 경우, 다수의 귀금속 성분은 소정의 내

화성 산화물 지지체 상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침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과정에 의해 제조된 상이한 조성의 별도로 제

조된 귀금속 성분 내화성 산화물 복합체를 친밀하게 혼합하므로써, 금속 함량이 특정 촉매 효과를 위해 근접하게 조절되고

선택될 수 있는 각종 촉매를 제조할 수 있다. 조성물은 내화성 산화물 입자의 일부 상에 백금족 금속 성분을 함유할 수 있

고, 기재 금속 성분은 내화성 산화물 입자의 상이한 부분 상에 함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조성물 중에서 용이하게 가변되

고 근접하게 조절될 수 있는 촉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본 발명에 의해 촉매를 제조할 때, 귀금속, 정착되거나 수불용성 촉매적 촉진 금속 성분을 갖는 슬러리로부터 유도된 제1

및 제2 제올라이트 조성물 및 고표면적 지지체는 바람직하게는 낮은 전체 표면적의 거대 크기의 담체와 배합될 수 있다.

거대 크기의 담체 상에 1층 이상의 촉매적 촉진 금속-지지체 촉매 구조물을 침착하기 위해, 1종 이상의 분쇄된 완전한 슬

러리가 임의 목적하는 방식으로 담체에 도포된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상이한 조성물은 별도의 층으로 도포될 수 있다.

따라서, 담체는, 적당량의 슬러리가 담체 상에 존재할 때까지 완전한 슬러리로 침지되거나 분무될 수 있다. 담체 상에 촉매

적 촉진 금속 성분-고표면적 지지체 복합체를 침착시키는데 사용되는 슬러리는 종종 비분된 고체를 약 20 내지 6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35 내지 45 중량%를 함유한다. 별법으로, 촉매 조성물은 펠렛과 같은 자체 지지 구조물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조성물은 공지된 방법으로 펠렛으로 형성되거나 제조될 수 있다.

분쇄된 촉매적 촉진 금속 성분-고표면적 지지체 복합체는 목적량으로 금속 또는 세라믹 벌집형과 같은 담체 상에 침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합체는 코팅된 담체 약 2 내지 3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20 중량%를 포함할 수 있다. 담체

상에 침착된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접촉된 담체 표면 전체가 아니면 대부분에 걸친 코팅된 층으로 형성된다. 배합된 구조물

은 건조되고 바람직하게는 약 250 ℃ 이상이지만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의 고표면적을 부당하게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높

은 온도에서 하소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촉매에 유용한 담체는 천연적으로 금속성이거나 1종 이상의 금속 또는 금속 합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속성 담체는 펠렛과 같은 각종 모양 또는 모노리스 형태로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한 금속성 지지체로는 내열성, 기

재 금속 합금, 특히 철이 실질적이거나 주요 성분인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합금은 1종 이상의 니켈, 크롬, 및 알루미늄을

함유할 수 있고, 유리하게는 이들 금속의 전체는 합금의 약 15 중량% 이상, 예를 들어 약 10 내지 25 중량%의 크롬, 약 1

내지 8 중량%의 알루미늄 및 0 내지 약 20 중량%의 니켈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합금은 소량 또는 미량의 1종 이상

의 다른 금속, 예를 들어 몰리브데늄, 구리, 규소, 니오븀, 티타늄 등을 함유할 수 있다. 금속 담체의 표면은 매우 승온, 예를

들어 약 800 ℃ 이상에서 산화되어 주위 온도에서 생성된 것 보다 두께가 두껍고 고표면적인 담체의 표면 상에 산화물 층

을 형성하므로써 합금의 내부식성을 개선할 수 있다. 고온 산화에 의한 합금 담체 상의 산화되거나 연장된 표면의 제조로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 및 촉매적 촉진 금속 성분의 담체에 대한 접착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담체의 입구 또는 출구면에 걸쳐 연장된 다수의 미세하고 평행한 가스 흐름 통로를 갖는 형태의 모노리스 담체와 같은 임

의 적절한 담체가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통로는 개방되어 그것을 따라서 유체가 흐르게 된다. 유체 입구에서 그의 유체

출구까지 거의 직선인 통로는, 촉매 물질이 "워시코트"로서 코팅된 벽에 의해 한정되어 통로를 통해 흐르는 가스가 촉매 물

질과 접촉하게 된다. 모노리스 담체의 흐름 통로는 사다리꼴,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인곡선, 육면체형, 타원형, 원형과 같

은 임의 적절한 단면의 모양 및 크기일 수 있는 얇은 벽의 채널이다. 이러한 구조물은 단면 평방 센티미터 당 (평방 인치

당) 가스 입구 구멍 ("기포")을 약 930.23 내지 9302.32 이상 (약 60 내지 약 600 이상)을 함유할 수 있다. 세라믹 담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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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적절한 내화성 물질, 예를 들어 코르디에라이트, 코르디에라이트-알파 알루미나, 질화규소, 지르콘 물라이트, 스포

두멘, 알루미나-실리카 마그네시아, 규산지르콘, 실리마나이트, 규산마그네슘, 지르콘, 페탈라이트, 알파 알루미나 및 규

산알루미늄으로 제조될 수 있다. 벌집형 금속은 다른 적절한 철 기재 내부식성 합금 또는 스테인레스강과 같은 내화성 금

속으로 제조될 수 있다.

매우 적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모노리스 담체는 단면 평방 인치 당 약 9302.23 이상 (평방 인치 당 약 600 이상)까지

흐름 채널 ("기포")을 함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체는 평방 센티미터 당 약 930.23 내지 9302.32 이상 (평방 인치 당 약

60 내지 600), 보다 일반적으로 약 3100.78 내지 6201.55 (약 200 내지 400) 기포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촉매 조성물은 화학 반응, 특히 탄소질 물질,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 함유 유기 화

합물 등을 중간 산화 생성물인 공기 오염물질에서 비교적 무독성 물질인 이산화탄소 및 물과 같은 분자 당 높은 중량%의

산소를 함유하는 생성물로 산화시키는 것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유리하게는, 촉매 조성물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과 같은 연소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연소된 탄소질 연료 성분, 및 탄소, 수소 및 산소로 주로 이루어지는 중간 산화 생성

물, 또는 산화질소의 가스상 배기 유출물로부터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은 비교적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종종 예를 들어 약 150 ℃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200 ℃ 내지 700 ℃의 승온에서 일반적으로

증기상 중의 공급원료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산화되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탄소를 함유하고, 따라서 천연 유기 또는 무기이

든지간에 탄소질로 명명될 수 있다. 따라서, 촉매는 탄화수소, 산소 함유 유기 성분 및 일산화탄소의 산화 및 산화질소의

환원을 촉진하는데 유용하다. 이들 유형의 물질은 탄소질 연료의 연소로부터의 배기 가스에 존재할 수 있고, 촉매는 이러

한 유출물 중에서 물질의 산화 또는 환원을 촉진하는데 유용하다. 탄화수소 연료 및 다른 폐가스 상에서 작동하는 내부 연

소 엔진으로부터의 배기는 유출액의 일부로서 가스 스트림에 존재할 수 있는 분자 산소 및 촉매와 접촉하여 산화될 수 있

거나, 또는 공기 또는 산소 농도가 많거나 적은 다른 목적하는 형태로서 첨가될 수 있다. 산화로부터의 생성물은 산화되는

공급 물질에서 보다 산소 대 탄소의 중량비가 크다. 많은 이러한 반응계는 당업계에 알려져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촉매 입구 온도의 함수로서 시료 E-1 및 비교 시료 R-1의 NOX 전환율의 플롯이다.

도 2는 촉매 입구 온도의 함수로서 시료 E-2 및 비교 시료 R-2의 NOX 전환율의 플롯이다.

도 3은 촉매 입구 온도의 함수로서 시료 E-3 및 비교 시료 R-2의 NOX 전환율의 플롯이다.

도 4는 촉매가 750 ℃에서 16시간 동안 5 % 프로필렌 및 데칸을 함유하는 공기 스트림 및 20 ppm SO2 중에서 노화되는,

프로필렌 및 데칸에 대해 정상 상태하에 135 ℃에서 스트림에 대한 시간 (분)의 함수로서 탄화수소 소멸 (백분율)의 플롯

이다(실시예 6).

도 5는 실시예 6에서 입구 온도의 함수로서 NOX 전환율 (백분율)의 플롯이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닌 하기 실시예에 의해 더 설명된다.

<실시예 1- 대조 시료 1 (R-1)>

대조 촉매 (R-1)은 3성분으로 제조하였다. 제1 성분은 다음과 같이 제조된 Pt/Fe/Al2O3이었다. Pt 아민 히드록사이드

(MEA)XPt(OH)6 착물 (18.4 % Pt) 70.29 g을 탈이온수와 함께 200 g의 묽은 용액으로 제조하였다. Pt 용액을 혼합하면서

감마-알루미나 SBA-90 600 g에 함침시켰다. 15분 동안 혼합한 후, 50 부피%의 아세트산 48 ㎖를 용액에 첨가하였다. 추

가로 15분 동안 계속 혼합하였다. 이어서, Fe(NO3)3.9H2O 9.22 g을 물 50 g에 용해시켜 제조한 질산철 용액으로 Pt/Al

2O3을 함침시켰다. 습윤 촉매를 40 %의 고형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물을 첨가하여 슬러리로 제조하였다. 이어서, 슬러리를

8 미크론 이하로 분쇄하였다.

촉매의 제2 성분은, 물 180 g으로 희석시킨 (MEA)XPt(OH)6 착물 염 17.54 g을 미립자 벌크 세리아 (CeO2) 600 g에 함침

시켜 제조한 Pt/CeO2이었다. 이어서, 습윤 촉매를 제1 부분 촉매 슬러리 상에 첨가하고 혼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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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성분은, pH 3의 산성 용액을 사용하여 Na-베타 제올라이트를 교환시키므로써 제조한 H-베타 제올라이트이었다. H-

베타 제올라이트 600 g에 물 600 g을 H-베타 제올라이트에 첨가하여 슬러리로 제조하였다. HNO3을 pH 3.5까지 첨가하

였다. 슬러리를 90 %가 10 미크론 미만이 되도록 분쇄하였다. 이어서, 슬러리를 Pt/Al2O3 및 Pt/CeO2 슬러리와 배합하고,

90 %의 입도가 10 미크론 미만이 되도록 다시 분쇄하였다.

마무리된 슬러리를 점도가 120 cps인 45 중량%를 얻도록 조정하였다. 이어서, 촉매를 평방 센티미터 당 6201.55 (평방

인치 당 400) 기포를 갖는 직경 3.81 ㎝ x 길이 7.62 ㎝ (직경 1.5 인치 x 길이 3.0 인치)의 세라믹 벌집형 기재 상에 표적

중량 적재량 1.95 g/㎤의 워시코트로 코팅하였다. 이어서, 코팅된 벌집형 기재를 100 ℃에서 수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550 ℃에서 2시간 동안 하소시켰다. 이 촉매를 R-1로 명명하였다.

<실시예 2 - (E-1)>

실시예 1에서 얻어진 벌집형 기재 상의 대조 촉매 R-1을 Pt 혼입된 ZSM-5 (Pt/ZSM-5)의 층으로 코팅시켰다. Pt(NH3)

4Cl2 22 g을 물 3100 ㎖에 용해시켜 0.5 % Pt/ZSM-5를 제조하였다. 이어서, 용액을 ZSM-5 2500 g과 혼합하였다. 날코

(Nalco) 1056 콜로이드성 용액 (26 % 실리카 및 4 % 알루미나로 제조된 날코 1056) 481 g을 첨가하였다. 충분한 물을 슬

러리에 첨가하여 35 중량% 고형으로 제조하였다. 슬러리의 점도는 140 cps이고 입도 분포는 9 미크론이며 pH는 7이었

다.

이어서, 대조 촉매 R-1로 코팅시킨 실시예 1에서 제조된 하소시킨 직경 3.81 ㎝ x 길이 7.62 ㎝ (직경 1.5 인치 x 길이

3.0 인치)의 기재 상에 Pt/ZSM-5를 함유하는 슬러리를 코팅시켰다. Pt/ZSM-5 슬러리를 표적 중량 0.061 g/㎤ (1 g/in3)

으로 코팅시켰다. 이어서, 촉매를 100 ℃에서 건조시키고 550 ℃에서 2시간 동안 하소시켰다. 이 촉매를 E-1로 표지하였

다.

R-1 및 E-1로부터의 기재를, 250 ppm NO, 333 ppm C3H6, 50 ppm SO2, 10 % O2, 10 % 스팀 및 나머지 N2로 제조된

가스 조성물을 사용하여 유동 반응기에서 시험하였다. 촉매의 온도를 약 10 ℃/분의 경사 속도로 100 ℃에서 550 ℃로 경

사지게 하였다. NOX 전환을 계산하고 R-1 및 E-1 촉매 사이의 비교를 도 1에 나타냈다. R-1 촉매 및 E-1 촉매의 비교는

디젤 산화 촉매 R-1에 Pt/ZSM-5의 첨가는 NOX 전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Pt 1071.43 g/㎥ (30 g/ft3)

를 함유하는 R-1 상에서 NOX 전환은 단지 약 23 %이었다. E-1에 적재된 전체 Pt 1428.57 g/㎥ (40 g/ft3)를 함유하는

Pt/ZSM-5의 첨가로 NOX 전환은 거의 2배가 되었고 NOX 전환을 위한 상당히 광범위한 온도를 제공하였다.

<실시예 3 - 대조 시료 R-2>

(MEA)XPt(OH)6 착물 (금속을 기준으로 18 중량%의 Pt)로서의 Pt 아민 히드록사이드 용액 11.3 g을 용액의 총중량이 50

g이 되도록 물에 희석시켰다. 용액을 표면적이 90 ㎡/g인 감마-알루미나 100 g에 혼합시켜 함침시켰다. 약 15분 동안 혼

합한 후, 빙초산 7.5 g을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이어서, 물 50 g을 Pt 함침된 알루미나에 첨가하고, 슬러리를 입자의 90 %

의 입도가 10 미크론 미만이 되도록 볼 분쇄하였다. 이어서, 슬러리를 직경 3.81 ㎝ x 길이 7.62 ㎝ (직경 1.5 인치 x 길이

3.0 인치)이고 평방 센티미터 당 6201.55 (평방 인치 당 400) 기포를 갖는 세라믹 기재 상에 적재량 약 71.43 g/㎥ (약 2

g/ft3)의 워시코트로 코팅시켰다. 이 촉매에 적재된 전체 Pt 적재량은 2500 g/㎥ (70 g Pt/ft3)이었다. 이어서, 코팅된 기재

를 100 ℃에서 6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550 ℃에서 2시간 동안 하소시켰다. 이 촉매를 대조 촉매 2 (R-2)로 명명하였다.

<실시예 4 (E-2)>

이 실시예에 따르면, 2층의 촉매 구조물을 상부 피막 슬러리 (슬러리 1) 및 하부 피막 슬러리 (슬러리 2)로부터 제조하였

다. 상부 피막 및 하부 피막의 전체 Pt 금속 적재량은 2500 g/㎥ (70 g/ft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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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리 1. 상부 피막 슬러리: 상층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MEA)XPt(OH)6 착물로서의 Pt 아민 히드록사이드 11.7 g

을 전체 용액 중량 156 g이 되도록 물로 희석하였다. ZSM-5를 첨가하고 약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빙초산 15 g 및 실리

카 졸 (날코 1056) 30.29 g을 결합제로 첨가하였다. 슬러리를 입자의 90 %의 입도가 10 미크론 미만이 되도록 볼 분쇄시

켰다. 이것을 상부 피막 조성물로 결합제와 배합하여 Pt/ZSM-5를 형성하였다.

슬러리 2. 하부 피막 슬러리: 하부 피막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MEA)XPt(OH)6 착물로서의 Pt 아민 히드록사이드 47

g을 물 287 g으로 희석하고 알루미나 300 g을 첨가하고 2시간 동안 볼 분쇄하였다. 빙초산 30 g을 첨가하여 알루미나 지

지체 상에 백금을 정착시켰다. 이어서, 베타 제올라이트 100 g 및 물 100 g을 첨가하였다. 슬러리를 입자의 90 %의 입도

가 10 미크론 미만이 되도록 분쇄하였다. 물을 첨가하여 약 45 %의 고형분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하부 피막 조성물로서 알

루미나 지지된 백금과 베타 제올라이트를 형성하였다.

직경 3.81 ㎝ x 길이 7.62 ㎝ (직경 1.5 인치 x 길이 3.0 인치)이고 평방 센티미터 당 6201.55 (평방 인치 당 400)를 갖는

세라믹 기재에 적재량 0.079 g/㎤ (1.3 g/in3)로 슬러리 2로 코팅시켰다. 이것을 100 ℃에서 6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550 ℃에서 2시간 동안 하부 피막으로서 하소시켰다. 이것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상부 피막을 상부 피막 슬러리 (슬러리

1)을 사용하여 0.046 g/㎤ (0.75 g/in3)의 적재량으로 하부 피막에 코팅시켜 전체 Pt 적재량이 2500 g/㎥ (70 g/ft3)인

71.43 g/㎥ (2 g/ft3)의 전체 워시코트 적재량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코팅된 촉매를 100 ℃에서 6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550 ℃에서 2시간 동안 하소시켰다. 촉매를 실험용 촉매 2 (E-2)로 칭하였다.

실시예 3 (R-2) 및 4 (E-2)에서 두 촉매 상에서의 NOX 전환에 대해 250 ppm NO, 1000 ppm Cl (탄소를 기준으로, 환원

제로 C3H6을 사용함), 50 ppm SO 2, 10 % O2, 10 % 스팀 및 나머지 N2로 제조된 가스 조성물을 사용하여 반응기에서 평

가하였다. 촉매를 10 ℃/분의 온도 경사 속도로 25,000/시의 공간 속도에서 시험하였다. 도 2에 나타낸 결과는, 촉매 E-2

가 Pt/Al2O3 (R-2) 보다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 걸쳐 더 높은 NOX 전환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실시예 5 (E-3)>

촉매는 동등한 비율의 Pt/Al2O3 및 Pt/ZSM-5의 2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Pt/Al2O3은 실시예 3에서의 대조 촉매 R-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ZSM-5 75 g, 물 50 g, (MEA)XPt(OH)6 9.85 g, 빙초산 7.5 g 및 물 7.5 g을 볼 분쇄시

켜 Pt/ZSM-5를 제조하였다. 슬러리를 볼 분쇄하여 입자의 90 %의 크기가 10 미크론미터 미만이 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실리카-알루미나 졸 결합체 9.4 g을 첨가하고 추가로 30분 동안 분쇄하였다. 마무리된 슬러리 중의 고체 백분율은 50 %

이었다. 슬러리를 직경 3.81 ㎝ x 길이 7.62 ㎝ (직경 1.5 인치 x 길이 3.0 인치)이고 평방 센티미터 당 6201.55 (평방 인

치 당 400) 기포를 갖는 세라믹 기재에 코팅시켰다. 이어서, 촉매를 밤새 건조시키고 550 ℃에서 2시간 동안 하소시켰다.

하소된 촉매의 워시코트 적재량은 71.43 g/㎥ (2 g/in3)이고 전체 Pt 적재량은 2500 g/㎥ (70 g/ft3)이었다. 이 촉매를 실

험용 촉매 E-3으로 표지하였다.

촉매를 실시예 4에 개략한 과정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시험하였다. 시험의 결과를 도 3에 나타냈다. 도 3에서는 NOX 전환을

동일한 수준의 Pt를 갖는 대조 촉매 R-2 코팅물과 비교하였다. 도 3의 결과로부터, Pt/Al2O3에 Pt/ZSM-5를 첨가하는 것

은 상당히 광범위한 온도에서 NOX가 감소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실시예 6 - 가스상 NOX을 환원시키기 위해 트래핑된 HC의 이용>

30 중량% 베타 제올라이트, 28.5 중량% ZSM-5 및 38.5 중량% 알루미나, 2.8중량% Pt (Pt 금속을 기준으로 함)을 갖는

촉매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MEA)XPt(OH)6 착물로서 Pt를 감마-알루미나 및 ZSM-5의 배합물에 첨가하였다. 먼저, Pt를

ZSM-5 및 알루미나에 첨가하였다. 이것을 베타 제올라이트 상의 Pt의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빙초산을 사용하여 정착시켰

다. 정착 후 베타 제올라이트를 첨가하였다. 조성물을 48 중량% 고체를 갖는 수성 슬러리로 형성하였다. 슬러리를 실시예

3 및 4에서 사용된 동일한 유형의 기재 상에 적재량 71.43 g/㎤ (2 g/in3)으로 단일 코팅물로 코팅시켰다. 코팅된 기재를

100 ℃에서 6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550 ℃에서 2시간 동안 하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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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의 HC 트래핑 용량에 대해 135 ℃ 및 25,000/시의 공간 속도에서 정상 상태 조건하에 250 ppm NOX, 200 ppm Cl

(동일한 농도의 프로필렌 및 데칸으로 제조됨), 25 ppm SO2, 105 ppm O2, 10 % 스팀 및 나머지 N2의 존재하에 시험하였

다. 도 4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HC는 30분에 걸쳐 35 %의 비율로 트래핑되었다. 이어서, 트래핑된 HC가 사용되어 가스

상 중의 NOX를 환원시켰다. 실험은 상기 모든 성분에서 탄화수소를 제거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공급 가스를 사용하여

10 ℃/분의 속도에서 135 ℃ 내지 500 ℃의 온도로 경사지게 하므로써 수행하였다. 경사 실험 동안 가스상에서의 탄화수

소 농도는 0이었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트래핑된 HC은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가스상에 존재하는 NOX 약 80 %를 환

원시켰다.

실시예 5는 본 발명의 조성물을 사용하므로써 달성되는 개선점을 보여준다. Pt 유형 촉매와 혼합된 트래핑 성분은 배기 가

스중에 존재하는 HC을 이용하게 한다. HC는 전형적으로 150 ℃ 이하의 저온에서 처리될 수 없다. 도 5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온도가 약 150 ℃로 증가함에 따라 NOX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제올라이트에 의해 트래핑된 탄화수소의 이

용에 기인한다. 온도가 약 200 ℃로 증가함에 따라, 가스상 NOX의 전환은 약 80 %의 최대점에 도달하였다. 동시에, 트래

핑된 탄화수소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더 높은 온도에서도 NOX의 전환이 감소되었다. 더 높은 온도에서 NOX를 감소시키기

위해 트래핑된 HC의 사용은 디젤 엔진에서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담체 표면을 갖는 촉매 담체;

내화성 산화물 지지체 성분, 상기 지지체 성분 상에 위치한 귀금속 성분, 및 귀금속 성분이 거의 없이 제올라이트를 포함하

는 1종 이상의 제1 제올라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제1 촉매 조성물을 포함하며 상기 담체 표면 상에 있는 제1층; 및

제올라이트 및 귀금속 성분을 포함하는 1종 이상의 제2 제올라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제2 촉매 조성물을 포함하며 상기 제

1층 상에 있는 제2층

을 포함하는 촉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촉매 담체가 내화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인 촉매.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지르코니아,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및 희토 산화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화합물을 추가로 포함하

는 것인 촉매.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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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제2층이 결합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촉매.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제1 제올라이트가 하기 화학식 I임을 특징으로 하는 촉매.

<화학식 I>

M1n[mM2O2.nSiO2].qH2O

상기 식에서,

M1은 M2 성분에 대한 수에 상응하는 교환가능한 양이온의 당량이고,

M2는 Si와 함께 제올라이트의 산화성 골격을 형성하는 3가 원소이고,

n/m은 SiO2 대 M2O2 비이고,

q는 흡수된 물의 양이며,

여기서, M2는 3가 금속을 포함하고, M1은 귀금속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제1 제올라이트가 M2가 Al, B, Ga, In, Fe, Cr, V, As 및 Sb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고, M1이 수소 및 Li, Na, K, Rb, Cs, Mg, Ca, Sr, Ba, Cr, Mn, Fe, Co, Ni, Cu, Nb, Mo, Ta, W 및 Re로 구

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촉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제1 제올라이트가, 펜타실, 모르데나이트, Y 및 베타 제올라이트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촉매.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제1 제올라이트가 베타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것인 촉매.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제1 제올라이트가 최소 단면 치수가 0.5 nm (5 Å) 이상이고 규소 대 알루미늄 원자비가 5를 초과하는 공

극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것인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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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귀금속으로 도핑된 것인 촉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Pt 및 Rh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귀금속으로 도핑된 것인 촉매.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하기 화학식 I임을 특징으로 하는 촉매.

<화학식 I>

M1n[mM2O2.nSiO2].qH2O

상기 식에서,

M1은 M2 성분에 대한 수에 상응하는 교환가능한 양이온의 당량이고,

M2는 Si와 함께 제올라이트의 산화성 골격을 형성하는 3가 원소이고,

n/m은 SiO2 대 M2O2 비이고,

q는 흡수된 물의 양이며,

여기서, M2는 3가 금속을 포함한다.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M2가 Al, B, Ga, In, Fe, Cr, V, As 및 Sb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

의 금속을 포함하고, M1이 수소 및 Rh 및 Pt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촉매.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파우자사이트, 펜타실, 모르데나이트, ZSM-5 및 Y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1종 이상의 귀금속으로 도핑된 것인 촉매.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ZSM-5를 포함하는 것인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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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제1 제올라이트가 베타 제올라이트이고 제2 제올라이트가 ZSM-5인 촉매.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촉매 담체가, 귀금속이 176.6 내지 8929 g/㎥ (5 내지 250 g/ft3)의 백금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

재하는 백금을 포함하는 통로벽을 통하여 연장되고 한정된 다수의 평행한 배기 흐름 통로를 갖는 것인 촉매.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353.1 내지 5650 g/㎥ (10 내지 150 g/ft3)의 백금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지지된 백금

을 포함하는 촉매.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176.6 내지 3531 g/㎥ (5 내지 75 g/ft3)의 백금 성분을 포함하고, 지지체의 귀금속이

176.6 내지 3531 g/㎥ (5 내지 75 g/ft3)의 백금 성분을 포함하는 것인 촉매.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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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제1항에 있어서, 제1 제올라이트가 Si와 조합으로 제1 제올라이트의 산화성 골격을 형성하는 3가 금속, 및 귀금속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교환가능한 양이온을 포함하는 것인 촉매.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제1 제올라이트의 3가 금속이 Al, B, Ga, In, Fe, Cr, V, As 및 Sb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고, 제1 제올라이트의 교환가능한 양이온이 수소 및 Li, Na, K, Rb, Cs, Mg, Ca, Sr, Ba, Cr, Mn, Fe,

Co, Ni, Cu, Nb, Mo, Ta, W 및 Re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양이온인 촉매.

청구항 36.

제1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Si와 조합으로 제2 제올라이트의 산화성 골격을 형성하는 3가 금속, 및 교환가능한 양

이온을 포함하는 것인 촉매.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의 3가 금속이 Al, B, Ga, In, Fe, Cr, V, As 및 Sb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고, 교환가능한 양이온이 Pt인 촉매.

청구항 38.

디젤 엔진 배기 스트림을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8항 내지 제22항 및 제34항 내지 제3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촉

매와 접촉시키는 단계;

배기 스트림 온도가 냉각될 때 제1 제올라이트 성분 상에 탄화수소의 적어도 일부를 흡착시키는 단계;

촉매 조성물을 가열하는 단계;

탄화수소를 제1 제올라이트 성분으로부터 탈착시키는 단계;

귀금속 성분 및 적어도 일부의 탈착된 탄화수소 존재하에 산화질소의 적어도 일부를 질소로 환원시키는 단계; 및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가스상 탄화수소 및 휘발상 유기 분획을 함유하는 디젤 엔진 배기 스트림의 처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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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촉매 담체가 내화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촉매가 지르코니아,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및 희토 산화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화합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하기 화학식 I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화학식 I>

M1n[mM2O2.nSiO2].qH2O

상기 식에서,

M1은 M2 성분에 대한 수에 상응하는 교환가능한 양이온의 당량이고,

M2는 Si와 함께 제올라이트의 산화성 골격을 형성하는 3가 원소이고,

n/m은 SiO2 대 M2O2 비이고,

q는 흡수된 물의 양이며,

여기서, M2는 Al, B, Ga, In, Fe 및 Cr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고, M1은 수소 및 Rh 및

Pt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제2 제올라이트가, 파우자사이트, 펜타실, 모르데나이트 및 Y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

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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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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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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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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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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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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