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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카리토류금속-구리-산화아연계 촉매위에서 메탄올-물혼합물이 이산화탄소와 수소로가 

는 반응을 150°C〜300。(3의 온도범위에서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구리_아연계 촉매에 알카리토류 

금十이 첨가되면 촉매의 활성도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생성에대한 선택성은 증가했다. 마그■네슘- 

구리-산화아연 촉매에서는 200°C부터, 바륨-구리_산화아연계 촉매에서는 250°C부터 촉매활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250°C에서 이산화탄소 형성에 대해 가장 높은 선택성을 나타낸 촉매畠 

바륨-구리-산화아연계 촉매이다. 알카리토류 금속과 산화아연이 반응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기 위해 이들 촉매에대해 각각 이산화탄소-승온탈착 실험과 수소-승온환원 실험을 실시하였다. 

산화마그네 슘, 산화칼슘, 산화바륨의 순서 로 이 산화탄소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 으며 , 산화아연 은 

산화구리의 환원온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들 결과들로부터 산화아연은 구리의 산화환원과 

정에서 수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알카리토류 금속은 이산화탄소를 흡착한다고 할 수 있 

겠다. J

ABSTRACT. The reaction of methanol-water mixture to C02 and H2 on alkaline earth metal- 
copper-zinc oxide has been studi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150~300°C. Generally the addition 
of the alkaline earth metal to Cu/ZnO resulted in an enhancement of selectivity for C02 formation 
and a reduction of catalytic activity. Measurable activities were found from 150°C, 200°C, and 
250°C on Mg/Cu/ZnO, Ca/Cu/ZnO, and Ba/Cu/ZnO respectively. However, the highest selectivity 
for 82 formation was observed in Ba/Cu/ZnO catalyst at 250°C. The effect of alkaline earth 
metal or ZnO on the reactivity was investigated using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of CO2 
or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with H2 over catalysts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CO2 
interacts more strongly in the sequence of MgO<CaO<BaO and ZnO decereases the reduction 
temperature of CuO. From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ZnO activates H2 in the redox process 
of Cu component and alkaline earth metals adsorbs CO2 in the catalytic process.

서 론

화학공업의 주된 원료인 석유가 고갈되어감에 

따라서 석 유대체탄소 자원개 발이 필요하게 되 었 

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찍부터 석탄에서 

출발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거쳐, 메탄올이 

나 탄화수소를 얻는 공정에 필요한 촉매들이 연 

구발표 되 었으며1~8, 이 반응의 역반응인 메탄올 

이 분해되어 일산화탄소로가는 반응도 많이 연 

구보고 되 었다”22. 이들연구에 의하면 일산화탄 

— 2 2 —



M"/Cu/ZnO 계에서의 메탄을-물의 반응 23

소와 수소로부터 메탄올을 합성하는 촉매로써는 

구리-산화아연, 구리-산화아연-크로미아, 구리- 

산화아연-알루미나가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한자원인 석탄에서 

보다는 더 일 반적 인 탄소원 으로써 공기중에 풍 

부하게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생각할 수 있으 

며, 이산화탄소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을 생성케 

하는 촉매 에 대 한 연 구가 필 요하게 되 었 다23,24.
본 연구에서는 목표유기물을 메탄올로 설정하 

고 이산화탄소에서 메탄올을 합성하는 가능한 

화학반응인 C02+3H2O^CH3OH + H20 (JG (cal 
/mole) = -11,830+42.78T, AH= -11,830cal/ 
mole, 4S=—42.78cal/mole・deg) 의 역 반응, 즉 

메탄올 분해반응을 구리-산화아연 촉매에 염기 

성이 증가하리 라고 생각되는 알카리토류금속(마 

그네슘, 칼슘, 바륨)을 첨가시킨 알칼리토류금 

속-구리-산화아연촉매에서 실시하여, 촉매의 반 

응성과 선택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촉매에대해 승온환원 실험을하 

여 반응에 관여하는 촉매표면종의 변화규명을 

시 도해 보았으며 , 이 산화탄소의 승온탈착실 험 으 

로 반응 생 성 물의 탈착과 촉매 활성 과의 관계 를 

조사하였다.

실 험

촉매의 제조

마그네슘-구리-산화아연계 촉매. 아연, 구 

리 , 마그네슘의 질산화물 수용액 (1M) 을 각각 

적당한 성분비로 취하여 혼합용액을 만들고 여 

기 에 옥살산용액 (1M)을 천천히 가하여 침전물 

을 얻었다. 얻은 침전물을 흡인여과기로거르고, 

세척한후 공기가 환류되는 오븐 (80°C〜 120°C) 
속에서 12시간 동안 건조 시키고 나서, 450°C 
에서 5시간 동안 소성시켰다.

칼슘-구리-산화아연계 촉매. 아연과 구리의 

질산화물 수용액 (1“)을 각각 적 당한 성 분비 로 

취하여 혼합용액을 만들고 이 혼합용액에 옥살 

산용액 (1M)을 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이 침 

전 물을 건조시 킨 후 450°C 에 서 소성 시 켜 얻 은 

구리-산화아연계 물질을 적당한 몰비가 되도록 

질산칼슘용액에 넣고 저어 주면서 수분을 증발 

시키고, 오븐속에서 12시간 동안 건조시킨후 

650°C 에 서 5 시 간 동안 소성 시 켰 다.

바륨-구리-산화아연계 촉매. 질산바륨을 900 
°C에서 분해시켜, 산화바륨을 얻은후 질산아연 

수용액에 적당한 몰비로 넣고 수분을 증발시킨 

다. 이 물질 을 오븐에 서 건조시 킨 후 550° C 에 서 

소성시켜, 바륨-산화아연계 물질을 얻고 여기에 

질산구리용액으로 처리하여, 바륨-구리-산화아 

연계 촉매를 얻었다.

이들 촉매의 최종조성은 EDTA를 이용한 용 

량분석 법 으로 확인하였 다. 그리 고 XRD 를 사용 

하여 구리, 아연, 알카리토류 금속의 산화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산화구리의 경우 20 = 35.4°, 
38.5° 0=2.53, 2.33A) 에 서 두개 의 주피 크를 

관찰할 수 있었고, 산화아연의경우 20=36.1°0 
= 2.48A) 산화마그네슘의 경우 涉=42.7° 0= 
2.11A), 산화칼슘의 경 우 20=37.3° (0=2.14A), 
산화바륨의 경우 湧=1&8°, 38.6° 0=4.71A, 
2.33A) 에 서 특성 피 크들을 관찰할 수 있 었으며 , 

이 들 값은 X-Ray 표준회 절수치 (JCPDS) 끼들과 

잘 일치한다. 그리고, 모든 촉매에서 이들 금속 

의 질산화물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들은 관찰할 

수 없었다.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촉매를 넣을 수 있는 U자형 반응기를 유속조 

절기와 PorapakQ 로 충진된 관사이 에 위 치하도 

록하여 반응물질이 촉매위를 통과할 때 분해되 

어 나오는 생성물의 성분을 기체크로마토그라피 

로 분석 하였 다. 반응실 험 을 시 작하기 전 에 촉매 

의 전처 리 로써 400°C 에서 촉매 (0.05g)을 2~3 
시 간 동안 가열한후 350°C 에 서 30분간 수소-아 

르곤(4.40% 수소) 기체로 환원시켰다. 반응실 

험 은 각 촉매 에 대 해 150°C, 200°C, 250°C, 300°C 
에 서 메 탄을과 물의 몰비 가 1 ： 2로 혼합된 반응 

물 0.6“Z 씩 을 주사하여 반응을 진행시 키고 반응 

생성물을 분석하였다. 이때 관찰된 반응생성물 

들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였다. 승온 

환원실험 (TPR) 은 이 미 보고된 장치25를 사용했 

으며, 이때 사용한 기체는 수소(4.40%)-아르곤 

기체이며 전처리 된 촉매의 온도를 5°C/min 으로 

실온에 서 400°C 까지 올리 면서 소모된 수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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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였다.

승온환원실험의 전처 리 로써 는 촉매 를 400°C 에 

서 가열하여 촉매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시킨후 

실온에서 수소-아르곤기체를 1시 간 동안 흘려 

주었다. 승온탈착실험 은 150°C 에 서 2 시 간 동안 

이 산화탄소를 통과시 켜 흡착시 키 고난후 1 시 간 

정도 헬륨기체 （99.鉗%）를 흘려주어 물리흡착된 

것을 제거시키고 산화마그네슘과 산화칼슘은 

450°C까지, 산화바륨은 500°C까지 분당 8°C/ 
min 씩 온도를 올리 면서 이 산화탄소의 탈착량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기체들은 한국표준 연구 

소에서 구입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응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유출되는 기체를 

분석하여 각 촉매들의 활성도（반응물에 대한 생 

성물의 비）와 이산화탄소 생성에 대한 선택성 （전 

환된 생성물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비）을 F/g. 1부 

터 F，g.6에 나타내었다. 산화구리에 산화아연이 

첨가되었을 때, 촉매의 활성도에는 큰변화가 없 

었으며, 이산화탄소의 생성에 대한 선택성은 증 

가하였다. 구리-산화아연계에 마그네슘이 첨가 

되면, F，g.l에서와 같이 촉매의 활성도는 감소 

하고 이산화탄소 생성에 대한 선택성은 그림 2 
에서와 같이 증가함이 관찰 되었다. 이때, 촉매 

의 반응성 은 150°C 에 서 부터 관찰가능하였으며 ,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가되었다. 또한, 이 

산화탄소 형성에대한 선택성은 150°C 에서 거의 

1 에 가깝다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감소한 

다. 마그네슘이 첨가된 촉매들 중에서 이산화탄 

소 생성에대해 최대선택성을 나타내는 촉매는 

마그네 슘-구리 -산화아연의 비 가 20 ： 20 ： 60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칼슘-구리-산화아연계 촉매에서의 메탄올-물 

분해에 대한 촉매 활성도와 이산화탄소 생성에 

대한 선택성을 F/g.3과 F/g.4에 각각 나타내 

었다. 이들 촉매에서의 반응성은 200°C부터 관 

찰가능하였으며, 이온도에서 이산화소 생성에 

대한 선택성은 1에 가깝게 나타났다, 구리-산 

화아연계와 비교해 볼때 칼슘-구리-산화아연 계 

에서 촉매의 활성도는 현저히 감소했지만 이 산 

화탄소 생성에 대한 선택성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응온도가 높아지면 촉매의 활성도는 높 

아지는 반면, 이산화탄소 생성에대한 선택성은 

낮아진다.

바륨-구리 -산화아연 계 에 서 촉매의 활성 도는 

250°C 부터 측정가능했다. （F，g.5） 반응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촉매활성도는 높게나타났다. 구 

리-산화아연에 첨가된 바륨 역시 다른 알카리 

토류 금속과 마찬가지로 촉매의 활성을 감소시 

키는 반면, 이산화탄소 생성에대한 선택성을 높 

여주는 작용을 하였다.

반응 실험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먼저 산화구리 

에 산화아연을 첨가하면 이산화탄소 생성에대한 

선택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산화아연이나 산화 

구리가 단독으로 존재할때보다는 두 성분이 적 

당량 존재할때 이산화탄소 형성에 유리하게 작 

용함을 알수있다. 세성분중 산화아연의 함량이 

20%인 촉매들에서 높은 활성도가 관찰되었으며 

이산화탄소 생성에 대한 선택성이 높게 나타난 

촉매들은 알카리토류 금속의 함량비가 20%인 

점들에 위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구리-산화아연계에 알카리토류 금속이 첨가되 

었을 때 촉매의 활성도는 감소하지만 선택성은 

증가했다. 반응온도가 증가하면 선택도는 낮아 

지고 활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첨가된 

알카리토류 금속의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찰 가능한 촉매활성이 나타나는 반응온도가 

높아졌다. 즉, 마그네슘이 첨가된 마그네슘-구 

리-산화아연계 에서는 150°C 에서부터 칼슘이 첨 

가된 칼슘-구리 -산화아연계에서는 200°C 에서부 

터 바륨이 첨가된 바륨-구리-산화아연계에서는 

250°C 에 서부터 반응성 을 관찰할 수 있었다. 

250°C 에서 이 들 촉매의 이 산화탄소 생성 에 대 

한 선택성을 비교해보면 다소 예외가 존재하기 

는 하지만, 첨가된 알카리토류금속의 원자번호 

가 증가하는 순서, 즉, 마그네슘-구리-산화아 

연, 칼슘-구리-산화아연, 바륨-구리-산화아연계 

촉매의 순서로 선택성이 높아지는 일반성을 보 

인다.

촉매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적어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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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atalytic activity for reaction of CH3OH+2H2O on Mg/Cu/ZnO at 

(a) 150°C, (b) 200°C, (c) 250°C, and (d) 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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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electivitity for formation of CO2 from CH3OH+2H2O on Mg/Cu/ZnO 

at (a) 150°C, (b) 200°C, (c) 250°C, and (d) 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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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atalytic activity for reaction of CH3OH+2H2O on Ca/Cu/ZnO at 

(a) 150°C, (b) 200°C, (c) 250°C, and (d) 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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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The selectivity for formation of C02 from CH3OH + 2H2O on Ca/Cu/ZnO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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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atalytic activity for reaction of CH3OH-F2H2O on Ba/Cu/ZnO at 

(a) 150°C, (b) 200°C, (c) 250°C, and (d) 300°C.

0590

F也 6. The selectivity for formatiomn of CO2 from CH3OH+2H2O on Ba/Cu/ZnO at 

(a) 150°C, (b) 200°C, (c) 250°C, and (d) 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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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상의 반응 물질이 고체촉매표면에 흡착되어 

야하고, 흡착된 분자종 사이, 또는 기 상의 분자 

와 흡착종간의 반응에 유리한 상호작용 이존재 

해야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반 

응생성물이 표면으로 부터 탈착되기 쉬워야 할 

것이다. 곧 촉매활성에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흡 

착, 표면반응, 탈착을 생각할 수 있다. 반응물 

질이 표면에 잘 흡착되고 표면반응이 잘 일어난 

다고 가정하면, 촉매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표면으로부터의 생성물 탈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실험에서 메탄올-물분해의 목표 

생 성 물인 이 산화탄소의 탈착과 촉매활성 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산화바륨에서 이산화탄소 승온탈착 실험을 하였 

다. 산화마그네 슘에 서는 250°C 에 서 탈착피 크의 

최대값을 보여 주었으며, 산화칼슘에서는 370°C 
에서, 산화바륨의 경우는 450°C 에서 탈착피 크의 

최대값을 보여주었다. 즉 산화마그네슘, 산화칼 

슘, 산화바륨의 순서로 이산화탄소가 탈착되는 

온도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산화마그네슘 표면 

에서보다는 산화바륨 표면에서 이산화탄소가 탈 

착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산화마 

그네 슘에 서 산화바륨으로 갈수록 이 산화탄소탈 

착이 어려운 이유는 이산화 탄소를 흡착하는 산 

화물의 염기성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산화 

탄소는 일반적으로 hard-acid 분류되고 있으 

며 알카리토류금속산화물에 서 이 산화탄소의 탄 

소를 흡착할수 있는 자리는 염기성질을 나타내 

는 02-라고 생각된다. 금속산화물에서는 금속의 

전기음성도가 감소하면 이웃하는 산소의 부분적 

음전하가 증가하여 산소의 염기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마그네슘, 칼슘, 바륨의 순서로 금속 

의 전기음성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웃하는 산소 

의 염기성질은 증가하여 이 산화 탄소를 세계흡 

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의 탈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세종류의 촉매 

모두에서 이산화탄소 생성에대한 선택성은 촉매 

의 활성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온도에서 거의 1 
에 가깝다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확실친 

않지만 활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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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2-TPR chromatograms of Cu/ZnO. The 

compositions of catalysts were： (a) 100/0, (b) 80/20, 

(c) 60/40, (d) 40/60, (e) 20/80, and (f) 0/100. 

Temperature programming rate was 5°C/min.

촉매표면과 홉착종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산화탄 

소 형성에 가장 유리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 

각한다.

구리-산화아연계 촉매에서 산화아연의 역할 

을 알아보기 위해 구리-산화아연촉매에 관해 승 

온환원 실험 을 하였다 (Fig. 7). 순수한 산화아 

연에서는 환원피크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F/g. 
7f), 구리-산화아연 =20 ： 80인 촉매에서는 140° 
C 와 150°C 에 서 환원피 크의 최대 값을 보여 주었 

다(珂g. 7e). 구리 -산화아연 =40 : 60인 촉매 에 

서는 180°C (F，g.7d), 구리 -산화아연 =60 ： 40 
인 촉매에서는 220°C (F/g.7c)에서, 구리-산화 

아연 =80 : 20인 촉매 에 서 는 200°C 와 220°C 에 서



28 李英淑•韓鍾洙•趙玫壽•李啓水

Fig. 8. H2-TPR chromatograms of (a) CuO, (b) CuO 

after reaction of CH3OH+2H2O, and (c) CuO after 

reduction and reaction of CH3OH+2H2O. Temperature 

programming rate was 5°C/min.

7b), 산화구리에서는 230°C 에서 환원피크 

의 최 대 값이관찰 되 었다(F，g.7a)・ 따라서 산화 

구리에 산화아연이 첨가되었을때 환원피크가 낮 

은 온도로 이동함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 

온에서 산화아연은 수소의 해리흡착에대한 자리 

를 제 공한다고 보고되 어있 다a 纣 22. 따라서 환원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첨가된 산 

화아연이 수소의 해리흡착에대한 자리를 제공하 

여 구리가 쉽게 환원될수 있도록 도와 주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메탄올-물분해에 관여하는 촉매표면의 금속상 

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화된 촉매와 환 

원된 촉매에서 각각 물과 메탄올 혼합물 0.6mZ 
씩을 3회 주사하여 반응을 진행시 킨후 이들 촉 

매에서 승온환원실험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얻 

은 결과들을 及矿8에 나타내었다. 산화구리에서 

반응실험을 한후에 승온환원 실험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 (Fig.8b)는 산화구리에서 반응실험 

을 하지않고 승온환원 실험을 실시하여 얻은 환 

원피크 (F也.8a)보다 더 낮은 온도로 이동함을 

보여준다. 이사실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Cu2+보다 더낮은 산화상태의 구리종으로 변화되 

어 표면에 존재하게됨을 시사한다. 또 완전히 

환원된 시료에서 반응실험을 한후에 실시한 승 

온환원 실험으로부터 얻은 크로마토그램 (Fig. 

8c) 은 Cif+ 종의 환원피 크보다 더낮은 온도에 서 

환원피크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결과는 환 

원된 시료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표면의구 

리종의 Cu°보다 높은 산화상태로 변화한다는 사 

실을 나타낸다. 일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메탄 

올을 합성하는 촉매들중 아연에 구리가 첨가된 

촉매 에 서 표면반응에 관여 하는 종은 Cu+라는 사 

실들이 보고되어있다L&w. 이들 결과들을 종합 

하면 메탄올-물분해는 표면에서의 산화환원과정 

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표면의 구리 

종이 산화환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반응중에는 

주로 Cu+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구리-산화아연 촉매에 염기성이 증가되리라고 

기대되는 알카리토류 금속을 첨가시켜, 메탄올- 

물분해에대한 촉매의 활성도와 이산화탄소 생성 

에 대한 선택성을 조사하였다. 알카리토류 금속 

이 첨가되어짐으로써 촉매의 활성도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산화탄소 생성에 대한 선택 

성은 증가하였다. 촉매 활성이 감소하는 이유는 

표면에 생성된 반응생성물의 탈착이 어렵기 때 

문이다. 이산화탄소 형성에 대한 촉매의 선택성 

증가는 알카리토류 금속이 첨가됨으로써 그 금 

과 결 합된 산소이 온의 Lewis base 성격이 커져 

서, Lewis acid 성격을 지니는 이산화탄소의 탄 

소원자와의 친화력이 증가하여 이산화탄소 형성 

이 유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며, 염기성이 증 

가하는 바륨이 첨가된 촉매에서 이산화탄소 형 

성에 대한 선택성이 큰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 

된다. 메탄올-물분해는 표면에서의 산화-환원과 

정을 수반하여 진행되며, 이들 촉매에서 산화아 

연의 역 할은 수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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