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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한 알킬 방향족 화합물의 전환은 현대 석유화학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총설에서

는 제올라이트의 구조적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알킬 방향족 화합물 전환 반응의 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올라이

트의 형상선택성은 알킬 방향족 화합물 전환에 있어서 반응중간체의 생성을 조절함으로써 반응 기구 및 생성물 분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알킬 방향족 화합물의 전환 반응에 대하여 반응 중간체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한 고

찰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반응기구들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제올라이트 촉매를 기초로 하는 향후 석유화학 공정 개

발에 대한 전망을 기술하였다. 

Abstract − The transformation of alkylaromatic hydrocarbons using zeolite catalysts play big part in the current pet-

rochemical industry. Here we review recent adva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reaction mechanisms of various alky-

laromatic conversions with respect to the structural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zeolite catalysts employed.

Indeed, the shape-selective nature of zeolite catalysts determines the type of reaction intermediates and hence the pre-

vailing reaction mechanism together with the product distribution. The prospect of zeolite catalysis in the developement

of more efficient petrochemical processes is also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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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올라이트는 다양한 석유화학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나노 다

공성 물질이다. 1960년대 초반 Mobil에 의해 제올라이트 Y가 중질

유의 접촉분해 공정에 도입된 이래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한 개질,

수소화분해, 이성질화, 불균등화, 알킬화 등 다양한 촉매공정이 개발

되었다[1-3]. 현재까지 국제 제올라이트 학회(International Zeolite

Association; IZA)에 공인된 201종의 제올라이트의 구조 중 18종 이

상이 80여 가지 이상의 상용공정에서 촉매 또는 분자체로 사용되고

있다[4]. 

석유화학 촉매공정에서 제올라이트의 역할은 방향족 화합물 전환

및 올레핀 생산이 주를 이룬다. 이 중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및

트리메틸벤젠으로 대표되는 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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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킬 방향족 화합물은 석유화학

기초물질로서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제올라이

트 촉매를 이용한 알킬 방향족 화합물의 이성질화 및 불균등화, 전

이알킬화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일부는 이미 상용공정이 운

전되고 있다[3]. 일례로 0.55 nm의 3차원적 세공을 갖는 MFI 구조의

ZSM-5 제올라이트는 다양한 알킬 방향족 화합물의 전환반응에서 p-

이성질체에 대한 선택도가 높은 특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m-자일

렌 이성질화, 톨루엔 및 에틸벤젠 불균등화 공정이 상용화된 바 있

다[3]. 특히, p-자일렌 이성질체는 전체 자일렌 수요의 80%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아 UOP의 Isomar, ExxonMobil의 XyMax, Axens

의 Oparis 등 다양한 상용 자일렌 이성질화 공정들이 개발되었다[1].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한 알킬 방향족 화합물 전환 공정의 산업

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제올라이트는 세공의 크기 및 연결구조,

공동(Cages)의 유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특성이 나타나며, 그

에 따라 동일한 반응에서도 다양한 반응기구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

라서 제올라이트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알킬 방향족 화합물 전환반

응의 반응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례로 산업적으

로 부가가치가 높은 p-자일렌을 생산하는 상용공정인 m-자일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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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화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에서는 메틸기

의 이동에 의한 단분자 반응을 통해, 큰세공 제올라이트에서는 디페

닐메탄(Diphenylmethane; DPM)을 경유하는 이분자 반응을 통해 이

성질화 반응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었다[5]. 하지만 본 저자들[6]에

의해 이 반응의 반응기구가 세공크기보다 세공연결의 차원 및 내부

공동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8

년 Huang과 공동연구자들[7]은 IZA가 제올라이트 촉매의 구조 및

산성도를 평가하는 표준반응으로 추천한 에틸벤젠의 불균등화 반응에

서 고체 핵자기공명 분광(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NMR) 분석 결과로부터 에틸 디페닐에탄(Diphenylethane; DPE)을

중간체로 하는 반응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본 저자들

[8,9]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를 이용, 이 반응에서 에틸과 디에틸 DPE가

모두 반응중간체로 작용을 하며, 특히 디에틸 DPE에 의한 반응이 우

세하다는 것을 새롭게 재조명한 바 있다. 이렇듯 현재 상용화가 이

루어져 있거나 모델반응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킬 방향족 화합

물의 전환반응에 대해서도 정확한 반응기구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

우가 많다.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 알킬 방향족 화합물 전환의 반응기구에 대

한 심도 있는 이해는 현 공정의 개선 및 새로운 촉매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총설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화합물인 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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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킬 방향족 화합물의 전환반응에 보다 높은 활성과

선택성을 갖는 새로운 촉매 개발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

올라이트 촉매 상에서 이들 반응기구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특히, 산업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p-자일렌과 p-

디에틸벤젠을 생산하는 공정들에 중점을 두었다. 각각의 알킬 방향

족 화합물 전환공정의 개요 및 산업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Wang의

총설[1]이 있어 다루지 않았다. 

2. 반응기구 분석법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 알킬 방향족 화합물 전환의 반응기구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반응중간체 및 이들의 안정화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위원소 표지법, 고체 NMR, 적외선 분광법

(Infrared spectroscopy; IR), GC-MS, 전산모사(Computer simulation)

등의 분석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동위원소 표지법은 서로 다른 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반응물을 이

용하여 촉매반응에서 생성물 내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NMR이나 질량분석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해당 반응중간체의 존

재를 간접적으로 제안한다. Chang과 공동연구자들[10]은 톨루엔-

α,α,α-d
3
를 이용한 동위원소 표지법을 통해 ZSM-5 제올라이트상에

서의 톨루엔의 불균등화 반응에서 DPM 유도체들에 의한 이분자 반

응기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orma 그룹[11]은 p-자일렌과

p-자일렌-α,α,α,α',α',α'-d
6
 혼합물을 이용하여 큰세공 제올라이트 상

에서의 이성질화 반응에서 o-자일렌-α,α,α-d
3
의 생성을 확인함으로써

DPM 유형의 반응중간체를 경유하는 이분자 반응기구가 존재함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동위원소 표지법은 사용할 수 있는 동위원소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차반응이 일어날 경우 생성물의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고체 NMR을 이용한 실시간(in situ) 분석은 촉매반응에서 제올라

이트의 표면에 생성되는 반응중간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uang 등[7]은 큰세공 제올라이트인 H-Y 상에서의 에틸벤젠

불균등화 반응에서 13C MAS NMR을 이용하여 에틸 DPE이 반응중

간체임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고체 핵자기공명 분석법은 낮은 분해

능으로 인해 복잡한 구조를 갖는 반응중간체를 규명하는데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In situ IR은 제올라이트의 산점 및 이에 흡착한 분자 그리고 반응

물과 촉매의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는 손쉬우면서도 감도 높은 분석

기술이다. 또한 극저온부터 상용 공정의 온도(300 oC 이상)에 이르기

까지 매우 넓은 온도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Lercher

그룹[12]은 in situ IR을 이용하여 알칼리금속이 이온교환된 X 제올

라이트상에서의 톨루엔 메틸화에서 포름알데하이드와 포르메이트를

경유하는 반응기구를 제안하였다. 

GC-MS를 이용한 반응중간체 분석은 반응 후 제올라이트 표면에

생성된 유기물을 추출하여 분석하며, 반응중간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저자들[8]은 GC-MS를 이용하여 La이 이온교

환된 Na-Y에서 에틸벤젠의 불균등화가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에

틸과 디에틸 DPE를 모두 반응중간체로 하여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Svelle 등[13]은 ZSM-5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톨루엔의 불균등

화 반응에서 DPM 유도체들이 생성되어 반응중간체로 역할을 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와같이 GC-MS를 이용한 반응중간체

의 분석은 높은 분해능으로 인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

나, 반응중간체가 매우 불안정하여 존재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적용

할 수 없다.

양자역학과 분자역학을 이용한 전산모사는 제올라이트의 촉매 반

응에서 정확한 활성화에너지를 계산하고 반응기구를 예측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14]. 따라서 수많은 반복과 시간을 요구하는 촉매 스

크린 테스트를 피할 수 있고, 특정 반응에 적합한 촉매의 개발을 촉

진할 수 있다. Sauer 그룹과 공동연구자들[15]은 전산모사를 통해 m-

자일렌의 이성질화반응에서 메톡시와 DPM을 경유하는 반응기구의

활성화에너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aujasite에서는 DPM을

중간체로 하는 반응기구가 선호되며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와 같이

내부 공동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메톡시를 통한 반응이 지배적이

라 제안하였다.

3. 알킬 방향족 화합물 전환의 반응기구

3-1. m-자일렌 이성질화반응

m-자일렌 이성질화반응은 산업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p-자일렌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석유화학 촉매공정이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이

성질화 반응은 제올라이트 촉매의 산성도와 기공크기를 분석하는 모

델 반응으로 잘 알려져 있다[16]. 초창기 연구들에서는 m-자일렌의

이성질화와 불균등화가 경쟁반응이며 반응 생성물 분포가 촉매 조성

보다 제올라이트의 골격구조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7].

이는 불균등화 반응의 주생성물인 트리메틸벤젠(Trimethylbenzene;

TMB) 이성질체들이 DPM 유형의 반응중간체들을 통해 생성되므로,

이들이 생성될 수 있는 제올라이트의 공동 크기가 이성질화/불균등

화(I/D) 반응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Babu 등[18]

은 m-자일렌의 이성질화 반응에서 이성질화/불균등화 반응 속도 비

율이 제올라이트 촉매의 공동 크기와 세공 연결의 차원에 따라 Beta

> ZSM-50 > ZSM-5 > ZSM-48 > ZSM-23 > ZSM-22 순으로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저자들의 최근 연구[6]에서도 산소 원자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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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공동을 갖는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TNU-9, MCM-22,

NU-87, EU-1)의 경우, 반응 초기에 I/D 반응의 비율이 큰 세공 제올

라이트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 또한, 산소 원자

10개와 8개로 이루어진 세공이 교차하는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인

TNU-10과 ZSM-57에서 매우 높은 p-자일렌 선택도 및 I/D 비율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KZ-1, offretite, CIT-1, SSZ-33, SSZ-26, SSZ-24,

ZSM-12, L 등 다양한 구조의 제올라이트가 연구된 바 있다[19-23].

비록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이 서로 다른 반응조건에서 수행되었

으나 제올라이트의 구조적 특징들이 생성물 분포, 특히 I/D 비율과

자일렌 이성질체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전체 반응의 속도와 생성물의 분포는 제올라이트 세공구조에 의한

전이상태 형상선택성(Transition-state shape selectivity)과 자일렌 이

성질체들의 확산속도 차이에 의한 생성물 형상선택성(Product shape

selectivity)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24]. 중간세공 제올

라이트를 이용하여 비활성조건(100 oC, 1 mbar)에서 수행한 흡착실험

결과 분자 직경이 5.8 Å으로 작은 p-자일렌의 확산계수(D=6×10−12

cm2/sec)가 6.8 Å인 o-자일렌(D=6×10−14 cm2/sec)과 m-자일렌(D=

7×10−15 cm2/sec) 보다 각각 100배와 1,0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25].

산촉매 상에서 자일렌 이성질화 반응의 기구로 단분자와 이분자

반응기구가 제안되어 있다. 단분자 반응기구는 Fig. 1a와 같이 제올

라이트의 브뢴스테드 산점에 의해 생성된 벤젠니움(Benzenium) 이

온을 반응중간체로 하여 메틸기 이동(1,2-Methyl shift)을 통해 반응

이 진행된다. 따라서 p-자일렌에서 o-자일렌으로의 직접 전환은 일

어날 수 없다. 반면, 이분자 반응기구는 다음과 같이 불균등화와 전

이알킬화의 두 단계 반응을 통해 진행된다.

2X
R
 → T + TMB (1)

TMB + X
R
 → X + TMB (2)

첫 번째 단계의 불균등화 반응(1)에서는 두 분자의 자일렌(X
R
)이

DPM유형의 반응중간체를 통해 톨루엔(T)과 TMB으로 전환된다.

Fig. 1b에서 보듯이 이 반응은 m-자일렌의 메틸기에서 하이드라이

드(Hydride; H−)가 떨어져 나와 토릴메틸리움(Tolylmethylium) 이

온(F)을 생성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때 하이드라이드의 추출이 브뢴

스테드 또는 루이스 산점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생성된 카베늄(Carbenium) 이온이 다른 m-자일렌에 양전하를 주며

트리메틸 DPM 형태의 카베늄 이온(G)을 형성한다. 이어 양성자가

원래 m-자일렌의 고리로 이동한 후(G→I) 베타-분리(β-scission)에

의해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메틸렌 사슬이 깨져 톨루엔(K)과

TMB 카베늄 이온(J)이 생성된다. 불균등화 반응(1)의 순환주기는 이

TMB 카베늄 이온(J)이 새로운 m-자일렌(A)으로부터 하이드라이드를

받아 TMB을 생성(J→F)하며 완성된다. 하지만 이 하이드라이드 이

동의 활성화에너지가 높아 TMB 카베늄 이온(J)이 TMB으로 생성

되지 못하고 일부가 다른 m-자일렌(A)에 양전하를 주며 테트라메

틸 DPM 형태의 카베늄 이온(M)을 형성한다. 이어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메틸렌 사슬이 깨져 자일렌 이성질체(E)가 생성되고 TMB

카베늄 이온(J)이 재생됨으로써 전이알킬화(2)의 순환주기가 완성된

다. 특히 TMB 카베늄 이온(J)이 생성되면 전이알킬화반응(2)은 m-

자일렌 불균등화반응(1)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전환율에서 이분자 반응에 의한 자일렌 이성질체들의 생성은 반응

(2)가 반응(1)보다 빠를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Faujasite 제올라이트

상에서 순수한 자일렌과 TMB, 그리고 자일렌(>95 mol%)과 TMB

혼합물의 전환반응 속도와 생성물 분포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26]. 따라서 자일렌 불균등화(1)가 이분자 반응기구의 속도를 결정

하는 율속단계라 할 수 있다.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 단분자 반응과 이분자 반응을 통해 일어

나는 m-자일렌 이성질화 반응을 구별하기 위해 Corma와 Sastre[11]는

p-자일렌과 메틸기에 중수소가 치환된 p-자일렌-α,α,α,α',α',α'-d
6
 혼

합물을 Faujasite, Beta, Mordenite 제올라이트상에서 반응시켜 이성

질화 생성물의 분자량 분포를 비교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분자량 109를 갖는 자일렌-α,α,α-d
3
는 DPM 반응중간체를 통한

이분자 반응을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GC-MS를 이용하

여 반응 생성물내 자일렌-α,α,α-d
3
의 비율을 측정하면 전체 반응에

서 이분자 반응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내부에 큰 둥

지를 갖는 Faujasite의 경우에는 이분자 반응이 쉽게 일어나며, 각각

3차원과 1차원 채널로 이루어진 Beta와 Mordenite의 경우에는 이분자

Fig. 1. Zeolite-catalyzed m-xylene isomerization via (a) monomolecu-

lar and (b) bimolecular mechanisms [6].

Fig. 2. Possible isotopical xylene isomers produced via the (a) monomo-

lecular and (b) bimolecular reaction pathways of the isomeriza-

tion of an equimolar mixture of hexadeuterated and normal

p-xylen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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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이분자 반응을 통한 자일렌의 이성

질화 반응이 전이상태에 의한 형상선택성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본 저자들[6]은 GC-MS 분석을 통해 산소 원자 12개로 이루어진

둥지를 갖는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상에서의 m-자일렌 이성질화 반

응에서 불균등화 반응과 전이알킬화 반응의 중간체인 3개와 4개의

메틸기를 갖는 DPM의 생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동위원

소 표지법을 이용하여 큰 세공 제올라이트에서 전체 반응에 대한 이

분자 반응의 기여도가 내부 공동의 크기 및 세공연결의 차원에 따라

Faujasite (82%) > Beta (45%) > Mordenite (17%) 순으로 감소하며,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의 경우에도 내부에 트리와 테트라메틸 DPM

이 생성될 수 있는 둥지를 갖는 경우 이분자 반응이 부분적으로 일

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Morin 등[26]은 이소알칸(Isoalkane)이 Fig. 1b의 벤질릭 카르보카

티온(Benzylic carbocation) 중간체(F, J)와 반응하여 단분자 반응에

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분자 반응(불균등화, 전이알킬화) 만을 억제

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올라이트, 실리카-알루미나 및 메조 세공

(Mesoporous) 물질에서 단분자와 이분자 반응의 기여도를 계산하였

다. 연구 결과 육방형 faujasite, Beta, 실리카-알루미나 촉매상에서는

메틸시클로헥산(Methylcyclohexane)의 첨가가 이성질화 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불균등화 반응만을 억제하는 것으로 계산되었

고, 이를 통해 이들 촉매상에서는 단분자 반응만이 일어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반면 30 Å의 세공을 갖는 MCM-41에서는 이분자 반

응만이 존재하며, 정육면체 faujasite에서는 단분자와 이분자 반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특히, 단분자 반응에서의 p/o-

자일렌 비율(1.18)이 이분자 반응(0.27)보다 매우 높으며, 따라서 p/o

비율을 통해 각각 반응의 기여도를 추산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m-자일렌 이성질화 반응기구는 단분자와 이분자 기구

가 존재하며, 촉매 반응에서 각 반응기구의 기여도는 제올라이트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는 반응 시 제올라이트 세공 벽에 의

해서 분자 크기가 큰 이분자 반응의 중간체에 가해지는 구조적인 제

약이 제올라이트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전이상태에 의한 형

상선택성). 따라서 내부 공동의 크기가 작은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에

서는 단분자 반응이 주로 일어나며, 3개와 4개의 메틸기를 갖는

DPM 반응중간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큰 세공 제올라이트에서는 이분

자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 또한,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라도 내부에

산소 원자 1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큰 공동을 갖는 경우에는 DPM

반응중간체가 생성될 수 있어 이분자 반응이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3-2. 톨루엔 불균등화반응

톨루엔 불균등화반응은 나프타의 개질을 통해 여분으로 산출되는

톨루엔을 부가가치가 높은 벤젠과 자일렌으로 전환한다[1]. 이전의

연구에서는 톨루엔을 벤젠과 메탄으로 전환하는 수첨탈알킬화

(Hydrodealkylation)가 주를 이루었으나 자일렌 수요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톨루엔 불균등화 기술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Friedel-Craft, HF-BF
3
, 실리카-알루미나 등의 촉매가 주로 사용되어

열역학적 평형(o- : m- : p-자일렌 = 22:54:24)에 가까운 자일렌 혼합

물을 생산하였으나, 현재에는 제올라이트 촉매가 생성물 분포 조절

의 용이성과 친환경적인 이점 등으로 인해 주로 사용된다[27]. 현재

까지 연구된 제올라이트 촉매들(Faujasite, Mordenite, Beta, Pentasil)

중 ZSM-5가 독특한 산특성 및 형상선택성으로 인해 불균등화에 대

한 높은 선택성과 긴 촉매 수명을 갖는다. 또한, ZSM-5는 좁은 세공

으로 인해 분자크기가 큰 반응중간체를 통해 생성되는 C
9
 방향족 화

합물의 선택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실리카 및 코크

침적 등으로 외부 산점이 제거된 ZSM-5 제올라이트가 Exxonmobil의

PxMax, UOP의 Px-Plus, FINA의 T2BX 등의 상용 공정에서 주로 사

용되며, 순도 90% 이상의 p-자일렌을 생산한다[28]. Olson과 Haag

[17]에 의하면 높은 p-자일렌의 선택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i) 톨루엔 불균등화의 반응 속도가 분자

확산에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ii) 제올라이트 세공 내에서 p-자일

렌의 확산 속도가 o- 및 m-자일렌에 비해 월등히 높아야 한다; iii) o-

및 m-자일렌의 p-자일렌으로의 이성질화 반응 속도가 자일렌 이성

질체들의 확산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외부 산점이

제거된 큰 결정의 ZSM-5를 사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반면, 큰

세공 제올라이트 또는 내부에 큰 공동을 갖는 중간세공 제올라이트

(TNU-9, MCM-22)의 경우에는 높은 전환율이 나타나지만 코크의 생

성으로 촉매 비활성화가 빠르다[29]. 

톨루엔 불균등화반응의 반응기구는 메틸기 이동(Methyl transfer)을

통한 단분자 기구와 DPM 유형의 반응중간체를 통한 이분자 기구로

나누어진다[10]. Xiong 등[10]은 동위원소가 치환된 톨루엔-α,α,α-

d
3
을 이용하여 ZSM-5 제올라이트상에서 DPM 유형의 반응중간체를

경유하는 이분자 반응기구가 존재함을 제안하였다. 톨루엔 불균등화

반응이 단분자 반응기구(Fig. 3a)를 따를 경우 톨루엔-α,α,α-d
3
의

CD
3
가 변하지 않으나 이분자 반응기구(Fig. 3b)를 따를 경우 하이드

라이드 이동에 의해 메틸기의 중수소가 수소로 일부 치환되게 된다.

또한, 반응물에 DPM을 소량 첨가하면 반응속도의 급격한 증가가 나

타난다. 따라서 ZSM-5 제올라이트 상에서 이분자 반응을 통한 불균

등화가 단분자 반응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 Svelle 등[13]은 ZSM-

5촉매 상에서의 톨루엔 불균등화 반응에서 GC-MS를 이용하여 메틸

DPM과 디메틸 DPM이 생성되며, 이들이 반응중간체로 작용함을 실

험적으로 증명하였다. Fig. 3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메틸 DPM 카

베늄 이온(H)은 톨루엔(A)의 메틸기에서 하이드라이드가 떨어져 나

와 생성된 페닐메틸리움(Phenylmethylium) 이온(G)이 다른 톨루엔

(A)의 고리에 양전하를 주며 결합하여 생성된다. 이어 베타-분리에

의해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메틸렌 사슬이 깨져 벤젠(C)과 톨리

메틸리움 이온(K)이 만들어지고 하이드라이드의 이동(K→G)을 통

해 자일렌이 생성된다. 하지만 이 단계의 활성화에너지가 높아 일부

가 자일렌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디메틸 DPM 형태의 카베늄 이온(L)

을 형성한다. 이어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메틸렌 사슬이 깨져 자

일렌 이성질체(F)가 생성되고 페닐메틸리움 이온(G)이 재생되며 순

Fig. 3. Zeolite-catalyzed toluene disproportionation via (a) monomolecu-

lar and (b) bimolecular mechanism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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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주기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분자 반응기구에서는 활성화에너지가

낮은 디메틸 DPM을 통한 불균등화가 우세하게 일어난다.

톨루엔 불균등화반응에서 p-자일렌 선택도는 제올라이트 세공 크

기에 따른 자일렌 이성질체들의 확산 속도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생

성물 형상선택성). 또한, 단분자와 이분자 반응기구를 통한 톨루엔의

불균등화가 모두 가능하며, 제올라이트의 세공 구조에 따라 각 반응

기구의 기여도가 결정된다(전이상태 형상선택성). 이분자 반응에서

는 메틸과 디메틸 DPM이 반응중간체로 역할을 하며, 활성화에너지

가 낮은 디메틸 DPM을 통한 톨루엔 불균등화반응이 주를 이룬다.

3-3. 1,2,4-트리메틸벤젠 불균등화반응

트리메틸벤젠(Trimethylbenzene; TMB)을 포함하는 C
9
 방향족 화

합물은 자일렌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이 중 1,2,4-이성질체는

전체 TMB의 65% 이상을 차지할 만큼 풍부하며, 분자 직경(6.8 Å)이

m-자일렌과 같아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불균등화 반응을 통해 자일

렌과 테트라메틸벤젠(Tetramethylbenzene; TeMB)으로 전환할 수 있

다[30]. 이 반응의 촉매로는 반응물, 생성물 및 반응중간체에 대한 공

간적 제약이 적은 Y, Beta, Mordenite 등의 큰 세공 제올라이트가 사

용되나 코크 생성에 의해 촉매 비활성화가 빠른 단점이 있다[31]. 또

한, ZSM-5, MCM-22, NU-87과 같은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가 연구

된 바 있으나 작은 세공 크기에 따른 분자 확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높은 반응온도가 요구된다[32,33]. 특히, ZSM-5는 내부 세공에

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반응이 극히 제한적이며 주로 외부표면의

산점에서 불균등화 반응이 일어난다. ZSM-5 세공 내에서 TMB 이

성질체 중 분자크기가 가장 큰 1,3,5-TMB의 확산계수가 315 oC에서

D=1×10−12 cm2/sec인 것으로 보아 TMB 이성질체의 세공 내 확산은

가능하나 불균등화 반응의 생성물인 TeMB은 분자가 커 세공 밖으

로의 확산이 제한된다[30]. 따라서 1,2,4-TMB의 전환 반응은 외부표

면이 개질된 ZSM-5 외부 산점의 활성을 평가하는 테스트 반응으로

주로 이용된다. C jka 그룹[34]에 따르면, 큰 세공 제올라이트에서

반응물의 확산에 대한 제약이 적어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중간세공

제올라이트에 비해 이분자 반응인 불균등화가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TMB 및 생성물인 TeMB의 세공내 확산이 TMB 불균등화 반응의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율속 단계라 할 수 있다. Park 등[33]에 의하

면 산소원자 12개로 이루어진 내부의 둥지를 갖는 중간 세공 제올라

이트인 NU-87에서는 1,2,4-TMB의 불균등화가 세공내에서 일어나

는 반면에 분자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1,2,3- 및 1,3,5-TMB으로의 이

성질화는 외부표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1,3,5-TMB의 생성속도는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 외부 산점의 활성과

관계된다. Chao와 Leu[35]에 따르면 NaH-Y 제올라이트 상에서

1,2,4-TMB의 불균등화와 이성질화의 반응의 속도는 촉매의 산성도와

반응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TMB 불균등화의 최적 반응 온도는

400 oC이며, 강한 산점에서는 TMB의 탈알킬화가 일어난다. Matsuda

등[36]은 1,2,4-TMB의 이성질화는 오직 브뢴스테드 산점에서 진행

되나 불균등화에는 브뢴스테드와 루이스 산점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1,2,4-TMB 불균등화반응의 반응기구에 대해서는 Fig. 4와 같이 제

올라이트 산점에 의해 생성된 벤질릭 카르보카티온(B-D)이 다른

1,2,4-TMB(A)에 양전하를 주어 펜타메틸 DPM 형태의 반응중간체

를 생성하며 반응이 진행되는 이분자 반응기구가 알려져 있다. 이때

생성 가능한 펜타메틸 DPM 중간체는 Fig. 4에서와 같이 9가지가 있

다[37]. Guisnet[26]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이 없을 경우 제올라이트

의 산점에 의해서 벤질릭 카르보카티온 B, C, D가 생성될 확률은 각

각 13, 42, 45%이다. 이는 1,2,4-TMB 불균등화에 의해 p-, m-, o-자

일렌이 생성될 확률과 일치한다. 하지만 실제 촉매반응에서는 제올

라이트 골격구조에 의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반응

중간체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반응생성물의 분포가 결정된

다(전이상태 형상선택성). 일례로, Mordenite를 이용한 1,2,4-TMB의

불균등화에서는 1,2,4,5-TeMB와 o-자일렌이 주생성물로 얻어진다.

이는 산소원자 12개로 구성된 1차원의 세공을 갖고 있는 Mordenite

에서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1-(3,4-dimethylbenzyl)-2,4,5-TMB이 주

반응중간체로 생성되기 때문이다[38].

요약하면, 이분자 반응인 1,2,4-TMB의 불균등화 반응은 펜타메틸

DPM 반응중간체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반응 생성물의 분포는 제

올라이트의 세공 크기 보다는 내부에 생성된 펜타메틸 DPM의 형태에

의존한다(전이상태 형상선택성).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펜타메틸

DPM 반응중간체의 존재 및 동역학적 거동에 대한 확실한 실험적 증

거는 보고된 바가 없다.

3-4. 톨루엔-트리메틸벤젠 전이알킬화반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톨루엔 및 TMB의 불균등화를 통해 자일

렌을 생산할 수 있지만 각각 벤젠과 TeMB의 생성으로 인해 높은 자

일렌 선택도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전이알킬화반응은 TMB의 메틸기

하나를 톨루엔으로 전이시킴으로써 두 분자의 자일렌을 생성할 수

있다[39]. 현재 실리카-알루미나 또는 제올라이트 계열의 촉매를 이

용해 Xylene-Plus (ARCO-IFP), Tatoray (UOP), TransPlus (Mobil-CPC)

등의 상용공정이 운전되고 있다[1,37]. 제올라이트 촉매로는 큰 분자의

방향족 탄화수소가 반응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Faujasite, Beta,

Mordenite, Omega, L, SAPO-5 등의 큰 세공 분자체 촉매가 양성자

형(H+)이나 귀금속/전이금속이 담지된 형태로 사용된다[40-44].

Wang 등[37]은 Beta 제올라이트가 톨루엔-TMB 전이알킬화 반응에서

매우 높은 활성과 선택도를 갖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Das 등[31]은

동일 촉매를 이용한 동일 반응에서 400 oC와 톨루엔/TMB 몰비=1에서

가장 높은 자일렌의 수율을 얻었다. Dumitriu 등[45]에 의하면 골격에

다양한 금속이 동형치환된 AlPO
4
-5 분자체촉매상에서 전이알킬화반

응은 강산점에서 일어나고 자일렌 및 TMB의 이성질화는 약산점에서

진행된다. ZSM-5와 같은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의 경우에는 외부표

면의 산점에서 전이알킬화 반응이 진행된다. 한편 강한 산점을 갖는

제올라이트의 경우에는 자일렌의 선택도가 낮으며 코크 생성으로 촉

ě

Fig. 4. Possible reaction intermediates for the zeolite-catalyzed 1,2,4-

TMB disproportionatio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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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비활성화가 빠르게 일어난다.

톨루엔-TMB의 전이알킬화반응에서는 불균등화 및 이성질화반응과

같이 다양한 부반응들이 일어난다. 문헌에 의하면 불균등화와 전이

알킬화반응은 이성질화 반응보다 강한 산세기와 높은 산점 밀도를

필요로 한다[45]. 따라서 1,2,4-TMB 및 생성물인 자일렌의 이성질화가

ZnAPO, NiAPSO, CoAPO 등 약산점을 갖는 촉매에서 주로 일어난

다. 또한, 1,3,5-TMB가 1,2,4-이성질체보다 쉽게 이성질화되어

400 oC에서 1,2,3- : 1,3,5- : 1,2,4-TMB 비가 8:25:67인 열역학적 평

형을 나타낸다[45]. 생성물인 자일렌의 이성질화 역시 부반응으로 일

어나며 큰 세공 제올라이트에서는 세공크기에 의한 생성물의 형상선

택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열역학적 평형(o- : m- : p-자일렌=22:54:24)

에 가까운 이성질체의 분포를 보인다.

톨루엔-TMB 전이알킬화반응의 기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Dumitriu 등[40,45]은 Fig. 5와 같이 메틸기 이동을 통한

단분자 반응기구와 트리메틸 DPM을 반응중간체로 하는 이분자 반

응기구를 제안하였다. 단분자 반응은 분리된 메틸기가 톨루엔 고리

에 친전자성 공격(Electrophillic attack)을 하여 진행되며, 따라서 1차

생성물(Primary products)로 o-와 p-자일렌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2

차반응(Secondary reaction)인 이성질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들이

m-자일렌으로 전환된다. 이분자 반응기구에서는 제올라이트의 산점

에서 생성된 1,2,4-TMB 카베늄 이온이(G) 톨루엔(E)에 양전하를 주

며 트리메틸 DPM 형태의 반응중간체(H)를 형성한다. 이어 베타-분

리에 의해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메틸렌 사슬이 깨져 자일렌(C)이

생성되며 토릴메틸리움 이온(I)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1,2,4-

TMB로부터 하이드라이드의 이동(I → G)을 통해 자일렌(C)과 1,2,4-

TMB 카베늄 이온이(G) 생성됨으로써 순환주기가 완성된다.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톨루엔-1,2,4-TMB 전이알킬화반응에서는

메틸기의 이동을 통한 단분자 반응기구와 트리메틸 DPM을 통한 이

분자 반응기구가 제안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트리메틸 DPM의 존재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 및 제올라이트 세공 내에서의 동역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5. 에틸벤젠 이성질화반응

증기분해(Steam cracking)와 나프타의 개질을 통해 얻어지는 C
8

방향족 유분은 열역학적 평형 상태의 자일렌과 10~60%의 에틸벤젠

(Ethylbenzene; EB)으로 이루어진다[46,47]. p-자일렌의 수요 증가와

함께 에틸벤젠을 자일렌으로 전환하는 이성질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자일렌 이성질화는

산촉매 반응을 통해 진행되나 에틸벤젠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소화

/탈수소화 기능과 산특성을 동시에 갖는 이관능(Bifunctional) 촉매가

필요하다[48]. 이들 촉매상에서 에틸벤젠은 자일렌으로 이성질화되

거나 벤젠과 에틸렌으로 분리된다. 다양한 제올라이트 촉매 중 1차

원의 큰 세공을 갖는 Mordenite는 에틸벤젠의 이성질화를, 3차원의

중간 세공을 갖는 ZSM-5는 탈알킬화를 주로 유도한다. 

이관능 제올라이트상에서의 에틸벤젠 이성질화 반응기구는 Fig. 6와

같이 수소화/탈수소화와 이성질화로 구성된다[49]. 백금이 담지된

Mordenite에서 이성질화는 에틸벤젠(A)이 백금에 의해 수소화되어

에틸시클로헥센(Ethylcyclohexene; ECHE, B) 중간체를 생성하며 시

작된다. 이어, 제올라이트의 산점에서 반응성이 매우 높은 ECHE(B)이

1-에틸-2-메틸시클로펜텐(1-ethyl-2-methylcyclopentene; C)을 통해

디메틸시클로헥센(Dimethylcyclohexene; DMCHE, D)으로 이성질

화된다. 에틸벤젠의 이성질화는 DMCHE(D)이 백금 촉매상에서 탈

수소화되어 자일렌(E)을 생성하며 마무리 된다. 

요약하면, 에틸벤젠 이성질화반응은 귀금속 또는 전이금속 촉매

상에서의 수소화/탈수소화와 산촉매(제올라이트)상에서의 이성질화

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촉매의 산점과 금속점 사이의 적절한 균

형이 에틸벤젠의 이성질화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3-6. 에틸벤젠 불균등화반응

에틸벤젠 불균등화를 통한 디에틸벤젠(Diethylbenzene; DEB)과

벤젠으로의 전환은 산촉매 반응으로 다양한 제올라이트 촉매가 연구

된 바 있다. 이 반응의 주 생성물인 p-DEB은 UOP의 Parex와 IFP의

Eluxyl 등 상용 p-자일렌 흡착분리 공정에서 탈착제로 사용되며, p-

자일렌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다[1]. 현재 이 반응은 실리콘 화

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을 통해 표면이 개

질된 ZSM-5를 이용하여 99% 이상의 고순도 p-DEB를 생산하는 상

용공정이 대만의 TSMC에서 운전되고 있다[1]. 낮은 반응온도(<

260 oC)에서 에틸벤젠은 불균등화를 통해 동량의 DEB와 벤젠으로

전환되지만 고온에서는 에틸렌을 생성하는 탈알킬화가 부반응으로

일어난다[50]. 또한, 이 반응에서 제올라이트 촉매의 반응 활성은

Brønsted 산점의 밀도에 비례하며, 반응 유도기간(Induction period)의

길이, 반응속도, 생성물 수율 및 DEB 이성질체 분포 등 세부적인 반

응 특성은 제올라이트의 세공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51-53]. 예를

들어, 큰 세공 제올라이트의 경우 반응초기에 시간에 따라 반응속도

가 증가하는 유도기간이 나타나며 산점의 세기 및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도기간이 짧아진다. 이 유도기간은 내부에 큰 공동을 갖는 중

간 세공 제올라이트에서도 관찰되며 유도기간에는 DEB의 수율이 벤

Fig. 5. Zeolite-catalyzed 1,2,4-trimethylbenzene transalkylation with

toluene via (a) monomolecular methyl transfer and (b) bimolec-

ular mechanisms [40].
Fig. 6. Reaction scheme for the isomerization of ethylbenzene over

Pt/zeolit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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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의 수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이유로 이 반응은 제올라이

트 촉매의 산성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올라이트의 구조를 분석하는

모델반응으로 IZA에 의해 추천되고 있다[54]. 

에틸벤젠 불균등화의 반응기구는 대부분 액상의 Friedel-Crafts 또는

초강산 촉매상에서 연구되었다[55]. 현재까지 제안된 반응기구로는

DPE을 반응중간체로 하는 다분자 기구(Fig. 7a,b)와 에틸기의 전이를

통한 단분자 기구(Fig. 7c)가 있다[8,9]. Amelse[56]는 13C이 치환된

에틸벤젠을 반응물로 사용한 연구로부터 큰 세공 제올라이트에서는

이분자 반응이, 그리고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에서는 단분자 반응이

일어난다고 제안하였다. Huang 등[7]은 13C 고체 핵자기공명 분광법을

이용하여 큰 세공 제올라이트(Faujasite)에서 에틸벤젠 불균등화의

반응중간체로 에틸 DPE이 생성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Fig.

7b와 같은 이분자 반응기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중간 세공(ZSM-5)

제올라이트에서는 DPE 유도체들이 생성되지 않으며, 에틸기의 전이에

의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저자들[8,9]은

GC-MS를 이용해 LaNa-Y에서 에틸과 디에틸 DPE이 모두 에틸벤젠의

불균등화에 반응중간체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Fig. 7a와 같이 두 개의 순환주기(Dual-cycle)를 갖는 새로운

반응기구를 제안하였다. 이 반응기구는 에틸벤젠의 에틸기에서 하이

드라이드가 떨어져 나와 벤질릭 카르보카티온(B)을 생성함으로써 시

작된다. 생성된 카베늄 이온이 다른 에틸벤젠에 양전하를 주며 결합

하여 에틸 DPE 형태의 카베늄 이온(C)을 형성한다. 이어 양성자가 원래

에틸벤젠의 고리로 이동한 후(C→E) 베타-분리에 의해 벤젠(G)과

DEB 카베늄(F) 이온이 생성된다. 첫번째 불균등화반응의 순환주기

(Cycle I)는 이 DEB 카베늄(F) 이온이 새로운 에틸벤젠(A)으로부터

하이드라이드를 받아 DEB을 생성(F→B)하며 완성된다. 하지만 이

하이드라이드 이동의 활성화에너지가 높아 DEB 카베늄(F)이 DEB

으로 생성되지 못하고 일부가 다른 에틸벤젠(A)에 양전하를 주며 디

에틸 DPE 형태의 카베늄 이온(I)을 형성한다. 이어 양전하 이동에 의

해 디에틸 DPE 카베늄(K) 이온이 생성되고 새로운 에틸벤젠(A)에

양전하를 주며 가장 분자크기가 큰 반응중간체(L)가 생성된다. 그리

고 베타-분리에 의해 DEB가 생성되고 에틸 DPE 카베늄(E) 이온이

재생되며 두 번째 순환주기(Cycle II)가 마무리 된다. 특히, Cycle I

에서 에틸 DPE 카베늄(E)이 생성되면 Cycle II는 독립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

또한, 중간 세공 제올라이트일지라도 내부에 산소원자 12개로 이

루어진 공동(TNU-9, MCM-22, NU-87, EU-1 등) 또는 산소원자 10

개로 구성된 서로 교차하는 세공 교차점(ZSM-5, IM-5)을 갖는 경우

에는 Fig. 7a와 같은 반응기구에 의해 에틸벤젠의 불균등화가 진행

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9]. 반면 ZSM-57 제올라이트와 같이 산소

원자 10개와 8개로 이루어진 세공들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내

부 공동의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반응중간체의 크기가 작은 Fig.

7b와 같은 이분자 반응기구를 통해 반응이 진행된다. 그리고 산소원자

10개로 구성된 1차원적 세공구조(ZSM-22, ZSM-23)를 갖는 경우에는

심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DPE 반응중간체가 생성되지 못하고 에

틸기 이동에 의한 단분자 반응기구(Fig. 7c)를 통해 반응이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에틸벤젠으로부터 에틸기의 해리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가 높아 반응활성이 매우 낮으며, 해리된 에틸기의 탈착으로 인해 에

틸렌에 대한 선택도가 매우 높다. 이는 제올라이트의 세공구조가 반

응중간체의 생성을 억제하여 반응기구 및 생성물 분포를 통제하는

전이상태 형상선택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예라 할 수 있다.

에틸벤젠의 불균등화 반응은 제올라이트의 세공구조에 따라 에틸

및 디에틸 DPE을 통한 이중 순환 반응기구와, 에틸 DPE 만이 반응

중간체로 작용하는 이분자 반응기구, 그리고 에틸기의 이동을 통한

단분자 반응기구로 나누어진다. 또한, 다분자 반응기구를 통한 EB의

불균등화가 단분자 반응기구에 비해 활성화에너지가 낮아 높은 반응

활성이 나타난다. 

4. 전 망

제올라이트는 현대 화학공업 역사의 일부로서 정유 및 석유화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제올라이트의 형상선택성을 이용한

알킬 방향족 화합물의 전환은 높은 산업적 수요 및 학문적인 중요성

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를 이용한 이성질화반응,

불균등화반응, 전이알킬화반응 등의 석유화학 상용공정의 개발은 경

제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정유 및 석

유화학 산업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공정 개발

-새로운 사양의 제품 및 공정 개발

-예혼합 압축착화(HCCI) 및 제어자발화(CAI) 등과 같은 차세대

엔진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연료 및 윤활유 개발

-석탄,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오일 등과 같이 다양한 공급 원료의

처리기술 개발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제올라이트 촉

매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올라이트의 형상선택성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의 생성을 최소화하여 공정효율을 증가시키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제올라이트의 촉매 반응기구

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새로운 촉매 및 상용공정의 개발이 용이해

진다. 일례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상용화가 진행되지 못한

TMB의 불균등화를 통한 자일렌 생산은 도전해 볼 만한 과제이다[30].

또한 내열성 및 강도가 우수한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

enenaphthalate; PEN) 수지의 원료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지만 복잡한

합성과정이 필요한 2,6-디메틸나프탈렌(2,6-Dimethylnaphthalene;

2,6-DMN)[57]의 합성에도 제올라이트 촉매의 형상성택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ig. 8과 같이 1차원적 세공 구조를

갖는 Mordenite 등의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2-메틸나프탈렌(2-

Fig. 7. Zeolite-catalyzed ethylbenzene disproportionation via (a) dual-

cycle DPE-mediated, (b) bimolecular DPE-mediated, and (c)

monomolecular ethyl transfer mechanism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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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haphthalene; 2-MN)과 1,2,4-TMB의 전이알킬화반응에서 반

응중간체(B, C)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2,6-DMN의

선택적 합성을 기대할 수 있다[5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반응기구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 목적하는 공정에 적합한 제올라이

트의 구조, 산성도, 결정크기 등의 인자들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석유화학 촉매 및 공정의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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