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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Tricyclopentadiene (TCPD)는 차세대 고밀도에너지 연료인 tetrahydrotricyclopentadiene의 전구체로서 중요한 화합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성 액체가 담지된 메조포로스 실리카 촉매를 이용하여 dicyclopentadiene 소중합 반응을 통한 TCPD
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노기공의 크기가 다른 대표적인 메조포로스 실리카인 MCM-41과 SBA-15에 이온
성 액체(IL)를 함침법을 이용하여 담지하고 소중합 촉매를 제조하였다. 음이온 전구체로 copper(Ⅰ) chloride (CuCl) 또
는 iron(Ⅲ) chloride (FeCl3), 양이온 전구체로 triethylamine hydrochloride (TEAC) 또는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BMIC)를 사용하여 4가지 종류의 IL을 메조포로스 실리카에 담지하였다. 이온성 액체가 담지된 메조기공의 실리
카를 사용하였을 때 이온성 액체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TCPD 수율과 dicyclopentadiene (DCPD)의 전환율 측면에서 우
수하였다. 특히, MCM-41에 루이스 산도가 낮은 CuCl계 이온성 액체를 담지할 때 TCPD 수율이 가장 높았다.

Abstract

Tricyclopentadiene (TCPD) is one of the important precursors for making tetrahydrotricyclopentadiene, which is well known
as a next-generation fuel with high energy density. In this study, TCPD was obtained by polymerization reaction of dicyclopentadiene (DCPD) using an ionic liquid (IL) supported mesoporous silica catalysts. ILs were supported to two kinds of mesoporous silica catalysts with different pore sizes such as MCM-41 and SBA-15. Four different ILs were supported to mesoporous silicas using anionic precursors such as CuCl or FeCl3 and cationic precursors such as triethylamine hydrochloride
or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We proved that IL supported mesoporous silicas showed better catalytic performance
than those of using non-supported prestine IL in the aspect of TCPD yield and DCPD conversion. Among four kinds of
IL supported mesoporous silica catalysts, CuCl-based IL supported MCM-41 system showed the highest TCPD yield.

Keywords: dicyclopentadiene, tricyclopentadiene, mesoporous silica, ionic liquid, MCM-41, SBA-15

1)

1. 서

어진 TCPD를 수소화 하여 얻을 수 있다[3-6]. 하지만 CPD와 DCPD
가 반응할 때 TCPD 뿐만 아니라 Tetracyclopentadiene (TeCPD),

론

Pentacyclopentadiene (PeCPD) 등 소중합화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
에 TCPD의 선택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4]. Y. Li 등은 TCPD가
생성될 때 endo-와 exo-DCPD의 형태에 따라 8가지의 다른 이성질체
가 생성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 endo형으로 존재하는 DCPD가
주로 반응하여 endo-TCPD가 많이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5]. 또한,
TCPD로 합성될 때 DCPD에 존재하는 2가지의 이 중 결합에 CPD가
결합함에 따라 norbonyl ring에 결합하면 NB형, cyclopentyl ring에 결
합하면 CP형으로 구분되며 NB형이 CP형보다 반응성이 빠르기 때문
에 NB-endo-TCPD가 주로 생성된다고 보고되었다[5]. endo-THTCPD
는 낮은 유동성을 가지면서 녹는점이 상온보다 높아 고체로 존재하여
HEDF로 사용하지 못한다. HEDF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성화반응을
통해 endo-THTCPD를 exo-THTCPD로 변형시키면 낮은 녹는점 및 유

우주 항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공기와 미사일과 같이 부피가 제한
된 곳에 사용되는 고밀도 에너지연료(high energy density fuels;
HEDFs)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1]. 그중 Tetrahydrotricyclopentadiene (THTCPD)는 높은 밀도(1.08 g/mL)와 체적당 에너지(44.9
MJ/L)를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2]. THTCPD는 Dicycloentadiene (DCPD)와 Cyclopentadiene (CPD) 간의 고리화 반응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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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41

SBA-15
(a)

의 분리가 용이하며 기상반응에 사용될 수 있다. 실리카에 IL을 담지
할 경우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IL 시스템에 비해 가격적 측면에서 장
점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7]. MCM-41에 IL이 담지 된 경우
Friedel-Crafts의 아실화 반응[18]이나 SBA-15에 IL이 담지 된 경우는
카보네이트 합성[19]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MCM-41에 AlCl3계 IL이
담지하여 endo-DCPD의 이성화 반응[20]을 적용한 적은 있지만 아직
까지 소중합이 응용한 사례는 없다.
본 연구에서 낮은 루이스 산도를 갖는 [BMIC]/CuCl계 IL과 비교적
높은 루이스 산도를 갖는 [TEAC]/FeCl3계 IL을 이용하여 메조기공을
갖는 실리카(MCM-41, SBA-15)에 담지함으로써 불균일 촉매를 제조
하였다(Figure 1). 상기 촉매를 제조할 때 실리카의 종류, IL과 실리카
의 담지된 비율, 반응 시간 등 다양한 반응 조건에 따른 TCPD 소중합
반응거동을 조사하여 최적 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
[BMIC] / C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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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TEAC] / FeCl3

2.1. 시약 및 IL이 담지 된 촉매 제조

Scheme for making impregnated catalysts using ionic liquid
(IL; [BMIC]/CuCl)
(b)

Figure 1. Reagent for making impregnated catalysts in this study, (a)
mesoporous silicas and two kind of ionic liquids, (b) preparation
scheme of IL supported catalysts.
동성을 가져 고밀도에너지 액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1,7-10].
최근 산업 공정에서 녹색 용매로써 이온성 액체(ionic liquid; IL)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1]. 일반적으로 IL은 이온으로만 구성된
액체를 말하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거대 양이온과 작은 음이
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융염(molten salt)이다. IL은 금속, 유기물, 유
기금속에 대한 높은 용해성과 다른 물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물리, 화
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12]. Y. Yang 등은 IL의 음이온 전구체 종류
에 따른 루이스 산도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aluminium chloride (AlCl3) > zinc chloride (ZnCl2) > iron(Ⅲ) chloride
(FeCl3) > copper(Ⅰ) chloride (CuCl)[13]. 또한 S. K. Kim 등은 클로로
알루미네이트계 IL의 루이스 산도를 양이온 전구체를 이용하여 조절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BMIC) < triethylamine hydrochloride (TEAC) <
pyridine hydrochloride (PHC)[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CPD의 선택
도가 높은 루이스 산도가 낮은 두 가지 음이온 전구체인 iron(Ⅲ)
chloride (FeCl3)와 copper(Ⅰ) chloride (CuCl), 두 가지 양이온 전구체
인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BMIC)와 triethylamine hydrochloride (TEAC)를 사용하여 담지를 위한 IL 전구체로 이용하였다.
IL을 메조기공의 실리카에 담지하여 불균일 촉매를 제조하기 전에
기공크기가 다른 두 가지의 메조기공 실리카인 MCM-41 (비표면적
2
2
950.4 m /g 기공 크기 3.67 nm)과 SBA-15 (비표면적 627.9 m /g 기공
크기 6.17 nm)는 보고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14,15]. 메조포로스 실
리카에 IL을 담지하는 방법은 M. H. Valkenberg 등이 보고한 방법을
이용하였다[16]. IL이 담지된 실리카는 불균일 촉매로, 생성물과 촉매

아르곤으로 충진된 글러브 박스에서 IL을 메조기공을 갖는 실리카
MCM-41과 SBA-15에 담지하였다. 문헌에 알려진 절차로 제조된 메
조기공을 갖는 MCM-41과 SBA-15를 제조한다[14,15]. 메조포로스 실
리카에 물리흡착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300 ℃에서 3 h 동안 소성한
다음 정량하여 글러브 박스에 넣어준다. 실리카에 담지될 IL을 만들기
위한 음이온 전구체는 iron(Ⅲ) chloride (FeCl3, Junsei, Japan), copper
(Ⅰ) chloride (CuCl, Samchun,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양이온 전구체
는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BMIC, Sigma Aldrich, USA),
triethylamine hydrochloride (TEAC, 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였
다. IL은 음이온 전구체와 양이온 전구체를 원하는 몰 비로 정량하여
100 mL 비커에 담고 70 ℃, 300 rpm에서 완전히 섞여 액체가 될 때까
지 교반을 진행한다. 생성된 IL은 필요한 만큼 정량하여 메조기공의
물질을 자석막대를 이용하여 교반하면서 천천히 떨어트려 흡수시킨
다. IL이 완전히 흡수된 메조기공의 물질이 IL이 담지된 촉매이며, 필
요한 만큼 정량하여 사용한다. IL 내에 음이온 전구체의 조성을 나타
내는 산도인 x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10]. Figure 1(a)에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메조포로스 실리카와 IL 촉매들을 나타내었다.
x = n (mol of anion precursors)/[n (mol of anion precursors) + m
(mol of cation precursors)].
2.2. 소중합 반응

100 mL의 고압 반응기 내부를 질소분위기로 치환시킨다. 4 Å molecular sieve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한 DCPD (98.1%)와 아르곤 분
위기의 글러브박스 안에서 제조된 원하는 양의 촉매를 고압 반응기에
넣어준다. 반응기의 온도를 올리면서 반응 압력은 9 bar, 교반 속도는
500 rpm으로 맞춘 후 정해진 온도에 도달하면 반응이 시작하였다. 반
응 개시 후 20 h이 경과하여 얻은 생성물은 톨루엔에 희석 후 실리카
젤과 클레이를 이용해 걸러주고 IL 촉매를 제거한 다음 gas chromatography (GC, 영인과학, YL 650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GC의 컬럼
은 CP-Sil5 (Capillary 30 m × 0.32 µm × 0.25 µm)이며 검출기는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를 사용하였다. GC chromatogram 신호
는 면적 백분율로부터 계산하여 각각의 조건하에서 생성된 생성물의
함량을 분석하여 다음 계산방법으로 전환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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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Homogeneous Catalysts and Heterogeneous Catalysts in the Terms of DCPD Oligomerization Under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1)
Supporting Material

Ionic-liquid

DCPD (%)

TCPD (%)

TeCPD (%)

Oligomer (%)

Conversion (%)

32.0

42.9

23.5

1.6

67.4
84.0

(2)

[BMIC] / CuCl

None
(4)

(1)

Reaction
Reaction
(3)
Reaction
(4)
Reaction
(2)

15.5

44.6

26.0

13.9

[BMIC] / CuCl

15.6

51.8

22.6

10.0

84.1

[TEAC] / FeCl3

14.5

46.7

27.2

11.7

85.2

[TEAC] /

MCM-41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
:
:
:

reaction
catalyst
catalyst
catalyst

FeCl3(3)

temperature = 160 ℃, time = 20 hrs, rpm = 500, pressure = 9 bar
contents of CuCl = 20 wt%, ionic-liquid mole fraction x = 0.67
contents of FeCl3 = 10 wt%, ionic-liquid mole fraction x = 0.67
contents of the supported = 10 wt%, IL/MCM-41 = 100%, ionic-liquid mole fraction x = 0.67

Table 2. The Effect of Reaction IL/Support Ratio on Product Distribution and DCPD Conversion in the CPD/DCPD Oligomerization with Various
IL Catalysts and Supporting Materials(1)
supporting materials

Ionic-Liquid
[BMIC] / CuCl

MCM-41
[TEAC] / FeCl3
[BMIC] / CuCl
SBA-15
[TEAC] / FeCl3
(1)

IL/support (%)

DCPD (%)

TCPD (%)

TeCPD (%)

Oligomer (%)

Conversion (%)

100

15.6

51.8

22.6

10.0

84.1

200

15.2

61.8

20.4

2.6

84.5

100

14.5

46.7

27.2

11.7

85.2

200

11.1

39.8

27.5

21.6

88.7

100

15.8

58.2

21.6

4.4

83.9

200

14.8

60.4

18.5

6.3

84.9

100

14.5

46.3

24.0

15.2

85.2

200

11.8

42.0

25.1

21.1

88.0

Reaction condition : reaction temperature = 160 ℃, time = 20 hrs, rpm = 500, pressure = 9 bar, catalyst contents of the supported = 10 wt%, ionic-liquid
mole fraction x = 0.67

Figure 2.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the catalysts
(closed symbols : adsorption, open symbols : desorption, Impregnated
catalyst; IL = [BMIC]/CuCl, x = 0.67, IL/MCM-41 = 100%).
Conversion of DCPD = [1 - (Concentration of residual DCPD /
Concentration of initial DCPD)] × 100

3. 결과 및 고찰
메조포로스 실리카에 이온성 액체촉매를 담지하는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16,17], 크게 다음의 (i) 함침법, (ii) 그라프트법의 두
공업화학, 제 27 권 제 2 호, 2016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함침법은 제조된 이온성 액체 촉매를 직
접 담체의 미세세공에 침투시켜 기공 벽에 존재하는 Si-OH기와 이온
성 액체 촉매가 Figure 1(b)에 나타낸 scheme으로 담지되는 방법이다.
그라프트 방법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IL을 구성하는
양이온성 전구체 또는 음이온성 전구체를 기공 벽에 존재하는 Si-OH
기와 공유결합으로 고정화시킨다. 두 번째 단계로는 IL을 구성하는
상대 전구체를 첫 번째 단계에서 제조된 담체에 침투시켜 메조포로스
기공 내부에서 in-situ로 IL이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 그라프트 방법에 비해 제조절차가 단순한 함
침법으로 이온성 액체 담지 촉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대표적인 이
온성 담지촉매인 [BMIC-CuCl]/MCM-41의 흡착등온곡선을 Figure 2
에 나타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비표면적이 메조포로스 실리카에 이
2
2
온성 액체가 담지 됨에 따라 950.4 m /g에서 498.7 m /g으로 감소하였
다. 기공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MCM-41의 hexagonal 기공구조는 P/P0 = 0.3-0.4 부근에서 흡착등온선의 hysterisis가
나타나는데, 담지된 MCM-41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
아 같은 기공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균일 촉매와 불균일 촉매의 DCPD 소중합 거동을 비교하기 위한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건은 반응온도가 150 ℃, 교반속
도는 500 rpm에서 20 h 동안 진행하였다. 사용된 IL 촉매의 음이온/양
이온 전구체의 몰 비(x)를 0.67로 고정하였다. MCM-41에 IL이 담지
된 촉매는 TCPD 수율, 전환율 측면에서 균일계 IL 촉매 반응보다 우
수하였다. 특히 CuCl계 IL이 담지 된 MCM-41 촉매는 51.8%로 높은
TCPD 수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이전 문헌[10]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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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생성물
의 소중합화가 TeCPD 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Figure 3(b)에서
관찰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DCPD의 피크가 작아지면서 TCPD의 피
크, TeCPD의 피크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응시간이 25 h의 생
성물 곡선을 살펴보면 DCPD의 피크의 크기가 매우 작고, 그래프에서
나타내지 못한 oligomer쪽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DCPD 소중합 촉매로는 담지된 IL의 루이스 산도가 낮고, 비교적 기
공의 크기가 작은 MCM-41을 사용한 촉매가 적합하다였다. 상기 촉
매를 적용할 경우 TCPD의 수율이 높으면서 부반응이 적게 일어나
DCPD 소중합에 가장 적합하였다.

4. 결
(a)

론

기공 크기가 다른 두 가지 메조기공 실리카 MCM-41과 SBA-15에
IL을 담지한 촉매를 이용하여 소중합 반응을 수행한 결과, 균일계 IL
촉매보다 반응성능이 우수하였다. 루이스 산점이 낮은 CuCl계 IL을
담지촉매의 전구체로 사용하면 TCPD의 수율이 높으며 부반응을 최
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기공의 크기가 작은 MCM-41에 IL을 담지할
경우, IL이 기공 속에 밀집되어 있어 DCPD 소중합 반응을 효과적으
로 일어나게 하였다. 기공의 사이즈가 작은 MCM-41에 x가 0.67인
CuCl계 IL을 200% 담지한 촉매를 이용해 20 h 동안 반응할 때, 높은
전환율(84.5%)과 TCPD 수율(61.8%)을 얻을 수 있었다.

감

(b)

Figure 3. The effect of reaction time (a) product distribution and
DCPD conversion, (b) GC graph (IL = [TEAC]/CuCl, x = 0.67,
IL/MCM-41 = 100%).
이온 전구체의 루이스 산도가 FeCl3보다 CuCl가 더 낮기 때문에
TeCPD와 oligomer로의 진행이 억제된 것이라 생각된다. FeCl3계 IL의
음이온 전구체로 사용하였을 때, TCPD 수율은 낮은 반면 전환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FeCl3계 IL 사용 시 TCPD 합성에서 원
하지 않는 부산물인 TeCPD와 oligomer의 수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공 크기가 다른 두 가지의 메조기공 실리카인 MCM-41과
SBA-15에 CuCl계의 IL, FeCl3계 IL을 함량을 다르게 하여 제조하고
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2). 기공이 작은 MCM-41에 IL이 담지 될 경
우 SBA-15 보다 기공 속에 IL이 밀집되어 담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공에서 DCPD와 IL 촉매가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DCPD의 전환율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실리카 무게대비 IL을
100%에서 200%로 함량을 증가시킬 때 CuCl계 IL 사용 시 TCPD의
수율 및 DCPD의 전환율이 증가하지만 FeCl3계 IL 사용 시 감소한다.
TCPD 수율 측면에서는 루이스 산도가 낮은 CuCl계 IL 촉매가 우수
하기 때문에 소중합에는 IL의 루이스 산도가 낮은 것이 적합하고 볼
수 있다. x가 0.67인 CuCl계 IL을 MCM-41에 200% 담지하였을 때
TCPD 수율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였다(TCPD 수율~61.8%).
TCPD 수율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였던 CuCl계 IL을 MCM-41에 담
지한 촉매를 사용해 최적 반응 시간을 알아보았다(Figure 3). Figure
3(a)를 보면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DCPD의 전환율도 같이 증
가한다. 하지만 TCPD의 수율은 20 h일 때 가장 높고 그 이후엔 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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