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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화 반응에 Rh-Pt/Al2O3 이원금속 촉매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그 반응특성을 조사하였
다. Rh-Pt/Al2O3 촉매는 상용 Pt/Al2O3에 Rh을 담지하거나 Al2O3에 Pt와 Rh을 연속적으로 함침시켜 제조하여, 촉매
제법, Rh 함량 및 환원온도에 따라 반응속도, 광학선택도(ee%)가 변화하는 경향을 비교하였으며, XRD, TEM을 통
하여 촉매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Rh-Pt/Al2O3 이원금속 촉매는 환원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와 광학
순도가 향상되었다(63.6 ee%). 또한 Rh의 함량에 따라서도 촉매 반응속도의 큰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그 변화 경
향은 촉매 제조과정에 따라 달랐으나 광학선택도는 모든 이원촉매가 단일촉매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56～60 ee%)
를 나타내었다.

Rh-Pt/Al2O3 catalysts were used for the first time to study its reaction characteristics in the asymmetric hydrogenation of 
ethyl pyruvate. The catalysts were prepared either by impregnation of Rh on a commercial Pt/Al2O3 or by sequential 
impregnation of Rh followed by impregnation of Pt on Al2O3. Reaction rate and enantiomeric excess (ee%) were com-
pared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method, Rh contents, and the reduction temperature of the catalys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talysts were analyzed using XRD and TEM. Bimetallic Rh-Pt/Al2O3 catalysts showed an im-
proved reaction rate and optical purity (63.6 ee%) with increasing the reduction temperature. The variation of the Rh 
contents as well as the preparation method elicited a big difference on the reaction rate, while enantiomeric excess 
(ee%) was lower (56∼60%) with all bimetallic catalysts than with monometallic Pt/Al2O3 catalyst.

Keywords: Rh-Pt/Al2O3, bimetallic catalyst, asymmetric hydrogenation, ethyl pyruvate, sequential impregnation

1. 서    론
1)

  α-keto ester계열의 물질 중의 하나인 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

화 반응으로 얻어지는 ethyl lactate는 전자재료, 접착제 원료, 페인트, 
코팅제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존의 유기 용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생

분해성 원료로써 의약품 합성 분야에서도 광학적 활성을 갖는 청정원

료 및 반응용매로 사용된다[1]. 높은 ee값을 갖는 카이랄 화합물을 제

조하는 데에는 카이랄 리간드를 포함하는 금속 착화물로 균일계 촉매

를 사용하여 왔으나 생성물로부터 균일계 카이랄 촉매의 분리가 어렵

기 때문에 응용이 제한되어 있다[2-4]. 비균일계 촉매는 분리 및 사용

의 용이성과 재사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비대칭 합성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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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keto ester의 비대칭 수소화에서 광학적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응

물에 개질제로 alkaloid를 반응물 중에 첨가하여 사용해왔는데, 이들 

화합물은 Pt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반응물을 원하는 광학 이성질체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5]. Orito 등은 수소 혹은 

질소로 열처리 과정을 거친 cinchona alkaloid로 개질된 Pt 촉매를 이

용한 비대칭 수소화에서 촉매의 높은 광학적 활성을 확인한 바 있다

[8,9]. 광학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중 Blaser 등은 전처리 하지 

않은 개질제와 반응용매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10,12], Baker 등은 

촉매 담체의 제조방법에 의한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11]. 
  이원금속 촉매는 일반적으로 일원금속 촉매보다 활성, 선택도 및 

촉매의 수명 등에 있어서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α-keto ester의 비대칭 수소화 반응에 있어서도 일원금속 촉매로써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Pt을 포함하는 이원금속 촉매의 선택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Magitfalvi 등은 Sn이 첨가된 Pt/Al2O3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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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Reaction Conditions on the Hydrogenation of Ethyl Pyruvate 
Temperature

(℃)
H2 Pressure

(bar) Pre-reduction treatmenta Modifierc Solvent
Rate

(mmol․g-1․s-1)
ee 

(%)

run 1 100 15 - - Toluene 0 0

run 2 100 15 - ○ Toluene 0.86 27.8

run 3 100 15 ○ ○ Toluene 3.53 42.9

run 4 RTb 15 ○ ○ Toluene 9.53 61.4

run 5 RTb 70 ○ ○ Toluene 9.80 65.2

run 6 RTb 70 ○ ○ EtOHd 9.63 27.9
a Pre-reduction of catalyst: 400 ℃, 35 mL/min H2, 2 h, b room temperature, c (-)-cinchonidine (CD), d ethyl alcohol.
(1) Conditions: 0.05 g Pt/Al2O3 catalyst, 0.01 g CD, 5 g ethyl pyruvate, 25 mL solvent (toluene or EtOH), 15～70 bar, RT~100 ℃, 1200 rpm, 2 h.

용하여 Sn과 Pt간의 새로운 합금 형태의 활성점을 확인한 바 있고

[13], Mallat 등은 Pd-Pt/Al2O3 이원금속 촉매에서 site blocker로써 Pd
의 역할을 규명하였다[15]. 또한 Sutherland는 Ni-Pt 촉매를 사용한 비

대칭 수소화 반응에서의 선택성에 대해 보고하였다[16]. 그러나 α- 
keto ester의 비대칭 수소화에 반응에 있어서 Rh-Pt 이원금속 촉매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화 반응에 Rh-Pt/Al2O3 

이원금속 촉매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그에 대한 반응특성 연구를 수행

하였다. 촉매는 Rh의 함량과 담체를 달리하여 제조하고 이에 따른 반

응속도 및 생성물의 광학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XRD, 
TEM을 이용하여 촉매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2. 실    험

  Ethyl pyruvate와 반응용매는 정제하여 사용하였고 개질제로는 

(-)-cinchonidine(CD)([α ] 2 3D  (o)−109.20, C = 1.5 in C2H5OH)과 이를 

수소화(Pd/C 0.15 g, methanol 30 mL, CD 0.6 g, 2 bar H2, room tem-
perature, 1200 rpm, 2 h)하여 얻은 10,11-dihydrocinchonidine (DCHD)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CD는 ethyl pyruvate의 수소화 반응을 진행하

기 전의 기본 반응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Pt/Al2O3 단일금속 촉매를 이

용해서 진행한 실험에서 사용했으며, DHCD는 이원금속 촉매를 이용

한 수소화 반응시에 사용하였다. 촉매 전구체는 Strem사의 H2PtCl6․
xH2O와 Aldrich사의 RhCl3․xH2O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원금속 

촉매 제조에는 redox method가 알려져 있으나[17], 촉매의 선택성을 

조절하기 위해 표면에 한 금속을 편중시켜서 이원금속의 alloying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연속함침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19-21]. 따라서 Rh-Pt/Al2O3 촉매는 연속함침법으로 제조

하였으며 상용 Pt/Al2O3 (250 m2/g, Aldrich)에 Rh을 담지하는 방법(1 
방법)과 Al2O3 (185 m2/g, Strem)에 Pt와 Rh을 연속적으로 함침시키는 

방법(2 방법)으로 나누어 제조하였다. 2 방법에서는 Pt염을 Al2O3 (2 
방법) 담체에 함침시킨 후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다음(50 ℃, 16 h) 수
소 분위기에서 환원처리하여(400 ℃, 35 mL/min H2, 2 h) Pt/Al2O3 촉

매를 제조하였다. 다음으로 정해진 양의 Rh염을 Pt/Al2O3 (1, 2 방법)
에 함침시켜 만든 이원촉매는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후(150 ℃, 16 h) 
환원과정을 거쳤다(400 ℃, 35 mL/min H2, 2 h). Rh-Pt/Al2O3 촉매의 

Rh 담지량은 0.5～2 wt% 범위가 되도록 제조하였다. 
  Etyhyl pyruvate의 수소화 반응은 7～8기압에서 반응기 내부를 질

소와 수소로 퍼지한 다음 상온, 70 bar의 수소 압력조건에서 교반하면

서 시작하였고 2 h 동안 반응 후 생성물을 분석하였다. 반응시료는 반

응시작 후 20 min 간격으로 취하여 촉매를 여과한 후 분석하였으며, 

얻어진 최종생성물은 증발기(evaporator)를 이용하여 50 ℃에서 용매

를 제거한 후 회수하였다.  
  Ethyl pyruvate 수소화 반응은 반응초기에 낮은 반응 전환율에서 급

격하게 반응속도와 ee값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해 반응간에 뚜렷한 

차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22], ethyl pyruvate에 대한 평균반

응속도를 10～70% 전환율 사이에서 계산하여 반응속도를 측정하였

다. 반응의 진행정도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HP 6890 plus, FID 
detector)를 이용하였고, 사용한 컬럼은 β-cyclodextrine (60 m × 0.25 
mm × 0.25 µm) 이었다. 광학적 수율은 (R)-ethyl lactate 이성질체의 

ee값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e e (% )  =  | [ [ R ] - [ S ]][ [ R ] + [ S ]] |× 1 0 0

3. 결과 및 고찰

  3.1. 공정변수 변화를 통한 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화 반

응 기본조건 설정

  이원금속 촉매의 특성을 조사하는 데 있어 ethyl pyruvate 비대칭 수

소화 반응의 기본 반응조건을 구하기 위해 Pt/Al2O3 촉매를 이용한 수

소화 반응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00 ℃, 15기압의 조건에서는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run 
1), 같은 조건에서 개질제를 첨가하면(run 2) 반응속도는 0.86 mmol․
g-1․s-1, ee값은 27.8%이었다. 촉매를 환원처리를 하면(run 3) 처리 안

한 촉매(run 2)에 비해 반응속도와 ee값이 향상되었다. 상온에서 반응

시키면(run 4) 100 ℃에서 진행한 반응에 비해(run 3) 3배가량 반응속

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톨루엔을 용매로 사용하여 70기압의 높

은 압력 조건에서 반응을 한 경우에(run 5)는, 15기압의 낮은 압력 조

건(run 4)에 비하여 반응속도와 ee값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상온에서 진행한 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화가 100 ℃ 경우보다 

빠른 반응속도와 높은 ee값을 나타낸 결과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른 

특성이나, Webb[23]과 Ma[11]의 실험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며, 고온

에서는 촉매 표면과 수평한 방향으로 흡착된 CD분자 내의 quinoline 
고리의 부분수소화가 일어나 흡착력이 약해져서 쉽게 탈착이 되기 때

문으로 설명한 바 있다. 용매를 에탄올로(run 6) 바꾸어 사용한 경우

에는 광학적 선택도가 톨루엔을 사용한 경우(run 5)보다 훨씬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run 5의 반응조건에서 빠른 반응속도(9.80 mmol․g-1․s-1)
를 나타냈고 ee값이 65.2%인 좋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후의 이원금

속 촉매를 이용한 모든 반응 실험에서는, 환원 처리한 촉매를 개질제

와 함께 톨루엔을 용매로 사용하여 상온, 70기압의 수소압력에서 반

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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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The effect of pre-reduction temperature of Rh-Pt/Al2O3 

(0.25 wt% Rh, 5 wt% Pt) catalysts on the reaction and en-
antioselectivity. (pre-reduction treatment: 200～400 ℃, 35 mL/min 
H2, 2 h) (a) conversion (%), (b) ee%.

  3.2. 촉매의 환원처리 온도의 영향

  Rh-Pt/Al2O3 촉매를 이용한 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화반응에 

있어서 촉매 환원처리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촉매의 환원처리 온도를 

변화시켜보고 그에 따른 반응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Figure 1). 여
기서 환원처리 온도의 영향은 400 ℃ 이하의 온도에서만 조사하였는

데 이는 Pt 단일금속 촉매를 이용한 α-ketoester의 비대칭 수소화에서 

촉매를 500 ℃ 이상의 온도에서 환원 처리할 경우에 광학적 활성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8,9,11,16]. 각 촉매별로 

반응전환율의 변화를(Figure 1(a)) 비교해 볼 때 ethyl pyruvate의 전환

율은 반응초기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40 min 이후에는 세 촉매 모두 

90% 정도의 전환율에 도달하였는데 고온에서 처리한 촉매 일수록 이

러한 반응 전환율의 변화(반응속도)가 컸다. 또한 생성물의 ee값은 반

응 초기부터 반응 종료시점까지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 뚜렷한 증가, 
감소가 없이 촉매의 환원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Figure 
1(b)). 따라서 이후의 실험에서 모든 촉매는 400 ℃에서 환원처리를 

한 후 반응에 사용하였다. 환원온도 변화에 따른 Rh-Pt 이원금속의 결

정성의 변화를 XRD로 조사해 보았는데(Figure 2), Pt와 Rh의 결정 피

크는 2 theta값이 40°에서 관찰 되었으며 그 외의 각도에서 나타나는 

결정 피크는 알루미나 담체의 결정 피크였다. 또한 환원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알루미나 피크에 대비하여 Pt와 Rh의 결정 피크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였는데, 환원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촉매금속 입자의 결

정성이 증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2. XRD patterns of Rh-Pt/Al2O3 depending on the pre- 
reduction temperature.

  3.3. Rh-Pt/Al2O3 이원촉매에서 Rh 함량변화의 영향

  제조된 Rh-Pt/Al2O3 이원금속 촉매의 Rh의 함량 변화에 따른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각 촉매들에 대해 수소화 반응을 실시하여, 얻어진 

반응속도와 ee값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1 방법을 통해 제조

한 이원금속 촉매는 단일금속 촉매(Std 1, Pt/Al2O3)만 사용한 경우보

다 초기 반응속도가 증가하였다. 단일금속 촉매의 반응속도는 3.37 
mmol․g-1․s-1을 나타냈는데, 0.5～1.0 wt%의 Rh이 담지된 경우(Cat 
1, Cat 2)에는 이보다 4배정도 반응속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원촉매

를 이용한 반응에서 얻은 생성물((R)-ethyl lactate)의 ee값은 오히려 

낮아져서, 이원금속 촉매들은 전체적으로 Pt/Al2O3 촉매보다 20% 정
도의 낮은 ee값들을 나타냈다. 한편, Rh 담지량이 2 wt% (Cat 3)로 증

가되면 소량 담지된 촉매(0.5～1.0 wt%)보다 반응속도가 더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2 방법을 통해 제조한 이원금속 촉매들은 Rh 함량이 많아지면 

Pt 단일촉매(Std 2, Pt/Al2O3)보다 반응속도가 크게 낮아져 1 방법의 

이원촉매와 반대 특성을 보였다. ee값은 Rh첨가와 함께 감소하였지만 

1 방법의 경우와 비슷한 범위(56～60%)에서 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한편 Pt 촉매와 같은 방법(1 방법)으로 제조한 Rh촉매(Cat 11)는 

Pt 촉매(Std 2)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반응속도와 ee값은 나타내었

으며, 특히 ee값은 다른 이원촉매보다도 더 낮은 결과(47.4 ee%)가 얻

어졌다.
  Rh함량에 따른 Rh-Pt/Al2O 결정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촉매

의 XRD 패턴을 조사하였다. 1 방법으로 Rh을 담지한 촉매(Figure 3)
에서는 Al2O3 담체의 특성피크가 30°～35°, 45°, 67° 부근에서 발견되

고 40° 부근에서는 금속의 회절피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Std 1의 Pt 
단일금속의 특성피크와 일치한다. 한편 2 방법을 통해 담지한 

Rh-Pt/Al2O3 (Figure 4) 촉매에서 담체로 사용된 Al2O3의 특성 피크가 

2 theta값이 46°와 67° 두 곳에서 나타나며 상용 Pt/Al2O3에서 사용된 

Al2O3에 비해 피크의 폭이 넓게 생성되었다. 5 wt% Rh/Al2O3 (Cat 11)
에서 Rh은 Pt의 특성피크와 같은 위치인 40° 부근에서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Pt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 게다가 Rh과 Pt 두 금속의 피

크 위치가 거의 일치하여 이원촉매에서 Rh과 Pt의 합금은 생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XRD분석결과 1, 2 방법에 사용된 촉매 담체의 결정구조가 달랐었

는데, 이러한 사실은 TEM 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되었다. 금속의 

함량비가 Rh/Pt=0.1인 이원금속 촉매의(Cat 1, Cat 4) TEM 사진을 보

면, 1 방법으로 제조한 촉매의(Figure 5) 알루미나 담체가 2 방법으로 

제조한 촉매(Figure 6)의 알루미나 담체보다 더 크고 굵은 결정모양을 

보여 주었다. 또한, TEM 분석결과 1 방법으로 제조한 촉매에는 전체

적으로 5 nm 이하의 작은 크기의 금속입자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2 방법으로 제조한 촉매에는 5～20 nm 크기를 갖는 비교적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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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atalytic Effect of Rh-Pt/Al2O3 with Variation of Rh Content 

Preparation method Namea Catalyst Rate
(mmol․g-1․s-1)

ee 
(%)

method 1

Std 1  Pt/Al2O3 (5 wt%Pt, 0 wt%Rh)  3.37 76.8
bCat 1  Rh-Pt/Al2O3 (5 wt%Pt, 0.5 wt%Rh) 12.28 58.1
bCat 2  Rh-Pt/Al2O3 (5 wt%Pt, 1.0 wt%Rh) 13.21 56.2
bCat 3  Rh-Pt/Al2O3 (5 wt%Pt, 2.0 wt%Rh)  6.14 57.5

method 2

cStd 2  Pt/Al2O3 (5 wt%Pt, 0 wt%Rh) 10.73 65.1
dCat 4  Rh-Pt/Al2O3 (5 wt%Pt, 0.5 wt%Rh)  1.03 57.9
dCat 5  Rh-Pt/Al2O3 (5 wt%Pt, 1.0 wt%Rh)  1.87 60.1
dCat 6  Rh-Pt/Al2O3 (5 wt%Pt, 2.0 wt%Rh)  1.77 55.8
cCat 11 Rh/Al2O3 (5 wt%Rh, 0 wt%Pt)  2.39 47.4

a Upon preparation with sequential impregnation all catalysts were pre-reduced at 400 ℃,  35 mL/min H2, 2 h.
b Rh precursor solution was impregnated on the reduced Pt/Al2O3 (Std 1).
c Pt and Rh precursor solutions were impregnated on γ-Al2O3 (from Strem).
d Rh precursor solution was impregnated after drying Pt/Al2O3 (Std 2).
(1) Conditions: 0.05 g catalyst, 0.01 g DHCD, 5 g ethyl pyruvate, 25 mL toluene, 70 bar, RT, 1200 rpm, 2 h.

Figure 3. XRD patterns of Rh-Pt/Al2O3 catalysts prepared by 
method 1.

Figure 4. XRD patterns of Rh-Pt/Al2O3 catalysts prepared by 
method 2.

촉매 입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3.4. 고 찰

  Rh-Pt/Al2O3 이원금속 촉매는 환원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화에서 반응속도와 ee값이 증가하였고, 촉매에 

대한 XRD 분석 결과 환원온도 증가와 함께 Rh+Pt 결정의 상대적 피

크 크기가 증가하였다(Figure 4). 이러한 반응 결과는 DHCD를 개질제

로 사용한 Pt/Al2O3 촉매에 의한 ethyl pyruvate 비대칭 수소화 반응 결

과[11,23]와 일치한다. Webb 등[23]은 DHCD의 quinoline ring이 ethyl 
pyruvate와 함께 Pt 표면에 수평하게 흡착이 된 후 quinuclidine-N부분

이 ethyl pyruvate의 OH그룹과 함께 transition complex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Pt(100) 표면에 20개 이상의 Pt 원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

였고, 3 nm 이하의 Pt입자 표면에는 개질제의 흡착이 용이하지 않다

는 보고도 있다[11]. 따라서 촉매의 환원온도의 증가로 금속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여 이러한 개질제와 Pt ensemble의 생성이 용이해져서 

반응속도 및 ee값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Figure 2의 XRD의 반가폭을 근거로 각 촉매의 평균 입자 크기를 분석

해 본 결과 400 ℃까지 환원처리에서는 입자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관찰된 환원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촉매 입자

가 커지는 점이 본 연구에서 반응 활성이 향상되는 것의 원인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Rh-Pt/Al2O3 촉매를 상용 Pt/Al2O3에 Rh을 담지하는 방법

(1 방법)과 Al2O3에 Pt와 Rh을 연속으로 담지하는 방법(2 방법)으로 

제조하고 그 반응특성을 조사하였을 때, 촉매 내 Rh의 함량 변화가 반

응활성에 미치는 영향이 촉매 제조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관찰

하였다(Table 3). 1 방법으로 제조한 이원금속 촉매는 1.0 wt% 이하의 

Rh 함량에서 단일금속 촉매(Std 1)보다 촉매 활성이 4배 높았으나, 2 
방법에 의해 제조한 이원금속 촉매는 단일금속 촉매(Std 2) 활성의 

1/10에 해당하는 활성을 나타냄으로써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광학적 순도(ee%)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한 이원금속 촉매에 

대해 모두 Pt/Al2O3보다 낮아졌으며,  Rh 함량별로 차이가 없이 56～

60% 범위의 ee값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같은 함량의 Rh을 담지한 이원금속 촉매에서도, 담지방법에 

따라 반응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특이한 결과였다.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Rh-Pt/Al2O3의 XRD 특성피크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Figure 3, 4), 1 방법에서 사용된 알루미나 담체는 다수의 결정 피크

들을 보여주나(Figure 3, Cat 1), 2 방법에서 사용된 담체는 상대적으

로 단순한 2개의 피크만 보여줌으로써(Figure 4, Cat 4), 1 방법과 2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촉매들은 담체의 결정구조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TEM 분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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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M image of Cat 2: Rh-Pt/Al2O3 (0.5 wt% Rh, 5 wt% 
Pt) prepared by method 1.

Figure 6. TEM image of Cat 4: Rh-Pt/Al2O3 (0.5 wt% Rh, 5 wt% 
Pt) prepared by method 2. 

(Figure 5, 6), 1 방법에 사용된 알루미나 담체는 2 방법에 사용된 알루

미나 담체보다 더 크고 굵은 결정 모양을 보여주었다. 또한, 1 방법 

촉매 입자들은 5 nm 이하 크기의 작은 입자가 주를 이루며 잘 분산되

어 있는 모습을 보인 반면, 2 방법의 촉매 입자들은 5～10 nm 부근의 

큰 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아울러 1 방법의 촉매 제조에 사용

된 Pt/Al2O3 촉매의 BET 표면적이 250 m2/g으로서, 2 방법의 촉매 제

조에 사용된 알루미나 담체의 BET 표면적 185 m2/g 보다 훨씬 큰 것

으로 측정된 바 있어, 1 방법에 의해 제조된 촉매가 2 방법에 의해 제

조된 촉매보다 다공성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1 방
법과 2 방법에 의해 제조한 이원금속 촉매의 반응속도의 차이는, 각 

촉매에 사용된 담체의 물리적구조가 서로 달라서 촉매 내 반응물의 

확산속도가 다르고 촉매 내 이원금속 입자의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단일촉매[17,24]에서도 반응속도가 담체의 결정성과 기

공구조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반응속도의 차이를 Rh의 함량변화로 인한 이원금속의 표면

조성 변화 면에서도 설명해 볼 수 있다. 연속함침법을 통해 제조된 이원

금속 촉매에서는 2차금속(Rh)이 1차금속(Pt)이 담지된 촉매(Pt/Al2O3)의 

표면위에 위치하게 되는데(Figure 7 참조), 2차금속 원자가 1차금속의 

표면위에 위치할 수도 있고(Type A), Rh과 Pt가 이웃에 담지 되어 수

평한 평면상에 나란히 위치할 수도 있으며(Type B), 두 개의 촉매 금

Figure 7. Scheme of Rh-Pt alloy on the surface of alumina 
prepared by sequential impregnation. Rh was impregnated on the 
prepared Pt/Al2O3.

속이 각각 떨어져서 알루미나 표면에 위치할 수도 있다(Type C). 여기

서 Pt와 Rh의 합금 형성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촉매제조시 연속

함침법에 의해 제조함으로써 Pt와 Rh의 염이 같이 환원되면서 합금을 

형성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Type A의 경우는 Rh 원자들이 Pt site를 가리게 되어 반응물의 흡

착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특히, ethyl pyruvate 수소화 반응처럼 반응

물과 개질제가 흡착되어 표면상에 큰 중간체를 형성해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 지장이 초래되어 반응속도와 광학순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앞의 실험 중 이원금속 촉매의 반응에서 단일금속 촉매 경우

보다 모두 ee값이 감소했던 것은 이러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Type B
의 경우는 site blocking의 영향이 없으므로 두 금속 간 전자의 이동에 

의한 promotion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나, Rh과 Pt의 경우는 주기율

표상의 같은 8족 원소이므로 전자 전달에 의한 promotion은 가능성이 

낮다. Type C의 경우는 두 금속이 각각 단일금속 촉매로써의 역할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의해서는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Rh을 소

량 첨가하였을 때 반응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관찰된 Rh-Pt/Al2O3 촉매의 독특한 반응특성을 정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EXAFS, XPS와 같은 기기분석을 통하여 

촉매 표면상의 bimetallic cluster의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반응 결과는 Pd-Pt/Al2O3 촉매에서 Pd가 site blocker
로서 반응속도 및 ee값을 동시에 낮추는 역할을 보여준 것[15]과는 대

비되는 결과로써 Rh-Pt/Al2O3 촉매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4. 결    론

  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화 반응에 사용하기 위하여 Rh-Pt/Al2O3 
이원금속 촉매를 처음으로 제조하고 반응특성을 조사해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Ethyl pyruvate의 비대칭 수소화 반응에서 Rh-Pt/Al2O3 이원금속 

촉매는 환원온도의 증가에 따라 반응속도와 광학순도(63.6 ee%)가 증

가하였다.
  2)  Rh-Pt/Al2O3 촉매는 상용 Pt/Al2O3에 Rh을 담지하는 방법(1 방
법)과 Al2O3에 Pt와 Rh을 연속으로 담지하는 방법(2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을 때 촉매 담체의 물리적 특성과 금속의 분포가 달라져서 

서로 다른 반응속도의 경향을 보였다. Rh의 함량 변화에 따른 반응활

성은 촉매 제조과정에 따라 단일 금속 촉매의 4배까지 반응속도가 증

가하기도 하였으나, 광학적 수율(ee%)은 제조한 이원금속 촉매 모두 

Pt/Al2O3보다 낮아져서, Rh 함량별로 차이가 없이 56～60 ee%값을 나

타내었다. 
  3)  같은 함량의 Rh을 담지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촉매들의 결정구

조 및 표면을 분석해 본 결과 촉매 담체의 결정성과, 구조 및 금속촉

매의 입자크기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것들이 본 

연구에서 제조된 이원촉매들에서 반응속도의 차이를 일으킨 것으로 



374 조홍백․강준석․박융호

공업화학, 제 17 권 제4 호, 2006

사료되었다. 이러한 Rh-Pt/Al2O3의 반응특성은 이미 보고된 Pd-Pt/Al2O3 

촉매의 반응특성[15]과 대비되는 것으로써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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