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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붕소와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보로실리케이트의 합성과정과 합성된 보로실리케이트의 조성, 산 

성도 및 흡착특성을 조사하였다. 합성속도는 온도와 Na2O 농도를 높여주면 빨라졌으나, 그 증진요인은 

조건에 따라 달랐다. 합성과정은 용해된 반응물이 핵심이나 결정의 표면에 반응하여 결정이 성창되는 용 

액전달기구로 모사될 수 있었다. 암모니아와 프로필렌의 승온 탈착실험, 프로필렌과 프로판의 흡착 둥온 

선으로부터 합성된 보로실리 케 이트의 흡착특성 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synthesis of borosilicate consisted of boron and silicon was studied. The composition, 

acidity and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synthesized borosilicate were examined. The synthesis rate in

creased with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of NaQ, but the enhansing effec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action conditons. The synthesis process could be simulated by solution transfer mechanism assuming 

that crystals grow on the surface of crystal or nuclei with dissolved reactant. Adsorption charactenstics of 

synthesized borosilicate was discussed with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patterns of ammonia and 

propylene and adsorption isotherms of propylene and propane.

서 론

알루미늄과 실리콘 이외의 원소로서 제올라이트 

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결정성 물질 

을 제올라이트 유사물질(zeolite like material), 

또는 규칙적인 세공구조를 강조하여 분자체 

(molecular sieve) 라고 부른다". 구성원소가 달 

라지면 이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변하므로 

홉착특성도 달라진다. 촉매로서의 기능도 달라져, 

구성원소에 의한 효과와 제올라이트 결정구조에 

의한 촉매기능이 결합되어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므로 이들의 합성과 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4. 실리콘 대신 인, 알루미늄 대

-379 -

신 붕소, 티타늄, 바나듐, 갈륨 둥을 대체시킨 여 

러 종류의 제올라이트 유사물질이 합성되었으 

며 侦~七 그• 종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붕소와 실리콘을 골격원소로 하는 보로실리케이 

트는 유기 양이온을 주형물질로 하여 ZSM-5 제올 

라이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된다. 1978년 붕소 

산화물과 실리콘이 들어있는 물질을 수열반응시켜 

보로실리케이트를 합성하는 방법이 특허로 발표된' 

이후, 붕소가 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이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들이 발표되었다砰~". 붕 

소와 산소간의 결합길이는 알루미늄과 산소간의 

결합길이보다 짧아 붕소의 함량이 많아지면 결정 

이 수축되므로 골격을 이루는 붕소의 양에는 제한 



李啓水•趙玫壽•韓鍾洙•金明善.徐組380

이 있다. 붕소의 화학적 성질이나 결정화 과정에 

서의 거동이 알루미늄과 다르므로, 실리콘과 알루 

미늄으로 이루어진 ZSM-5 제올라이트의 합성과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보로실리케이트는 메탄올의 전 

환반응과 크실렌의 이성화반응에 촉매작용이 있 

다2皿眾. 산성도는 HZSM-5에 비해 약하지만, p- 

크실렌에의 선택성이 높아 크실렌의 이성화반응이 

나 톨루엔의 알킬화반응 촉매로서 가능성이 높다. 

올레핀의 방향족화, 프로필렌의 중합, 에틸벤젠의 

알킬기 제거반응의 촉매로 연구된 결과도 보고되 

어 있다“m.

본 연구에서는 보로실리케이트의 합성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온도와 반응모액의 

Na2O 농도가 합성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또 용해된 반응물을 거치는 보로실리케이트의 

결정화기구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속도 

식을 풀어 실험결과와 일치되도록 결정 성장단계 

의 겉보기 속도상수를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합성 

속도에 미치는 온도와 Na2O 농도의 영향을 고찰 

하였다. 합성된 보로실리케이트의 조성 및 흡착특 

성도 조사하였다.

실 험

NaOH-SiO2-H3BO3-TPABr-H2O 혼합물을 

150~165°C 에서 수열반응시켜 보로실리케이트를 

합성하였다. Boric acid(Yakuri Pure Chemi

cal, GR) 의 용액에 Du Pont Ludox HS-40을 

가하여 두 시간 동안 강하게 교반한 후, 수산화나 

트륨 (Yakuri Pure Chemical, GR) 과 tetra- 

propyl ammonium bromide (Aldrich Chemi- 

cal) 를 가하여 반응모액을 준비하였다. 반응모액 

의 조성은 SiO2/B2O3 = 9.11, H2O/B2O3 = 460A 

로 일정하게 하고, Na2O 농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NazO/HzO의 몰비를 0.0019, 0.00208, 

0.00226으로 달리하였다. 반응조건은 합성이 500 

분 이내에 완결될 수 있고 시료채취가 가능하여 결 

정의 성장속도 측정이 가능한 범위로 선정된 것이 

다 반응물을 25°C 에서 24시간 동안 순환 항온조 

에 넣어 묵혀 미리 승온되어 있는 반응기에 넣고, 

반응물의 층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균일한 시료를 

얻어지도록 교반하면서 합성하였다.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채취된 시료에' 증류수를 가하여 냉각 세 

척한 후 여과하여 건조하였다.

X-선 회 절 분 석 기 (Rigaku X-ray dif- 

fractometeQ 로 CuKa, 35 kV, 15 mA 조건에 

서 합성된 보로실리케이트의 X-선 회절패턴을 얻 

고 전자현미경 (Jeol JSM-35C)으로 결정모양을 

관찰하였다. 시간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서 측정된 

d 값이 11.20, 10.00, 6.00, 3.83, 3. 70, 3.63, 

2.97, 1.99 A인 특성피크의 면적합을, 표준시료 

와 colloidal silica 를 변량혼합 후 소성하여 얻은 

시료로부터 구한 함량 대 면적합의 검량선과 비교 

하여 보로실리케이트 함량을 결정하였다. 표준시 

료로는 160°C에서 3일간 반응시켜 X-선 회절패턴 

이 문헌에 발표된 결과와 1" 일치하고, 보로실리케 

이트 이외의 다른 결정모양이 전자현미경으로 관 

찰되지 않는 시료를 선택하였다. 결정성분의 함량 

을 결정하는 데에는 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의 비교 

도 같이 시도하였으나, X-선 회절패턴을 비교하 

는 방법이 본다 용이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시료 

와 브롬화 칼륨을 혼합하여 웨이퍼로 만들어 

Jasco-A302 적외선 분광기로 적외선 흡수스펙트 

럼을 그렸다.

합성된 보로실리케이트는 54(TC에서 4시간 동안 

41/성 시 킨 후, ammonium nitrate (Junsei 

Chemical, GR) IM 용액에 40°C에서 3일간 담 

궈두어 암모니움 이온으로 교환시켰다. 550°C에서 

4시간 소성하여 H-형 보로실리케이트를 얻었다. 

실리콘과 붕소의 함량은 습식방법으로 구하였으 

며，300°C에서 2시간 배기한 후 액체질소 온도에 

서 얻은 질소의 흡착등온선으로부터 BET 표면적 

을 결정하였다. 프로필렌과 프로판의 홉착등온선 

은 30代에서 2시간 배기한 후 25°C에서 측정하였 

다. 흡착온도는 순환항온조에 연결시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암모니아와 프로필렌의 승온탈착 실 

험으로 이들의 흡착세기를 비교하였다. 550°C에서 

2시간 동안 헬륨기류 중에서 배기한 후, 암모니아 

는 80°C에서, 프로필렌은 40P에서 포화되도록 흡 

착시켰다. 같은 온도에서 헬륨의 유량은 250 cm，/ 

min 으로 높여 충분히 배기한 후, 9°C/min 로 승 

온시키면서 탈착곡선을 얻었다. 암모니아의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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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ystallization of borosilicate at 160 °C as follow

ed by Xnray diffraction patterns, (a) 220 min, (b) 250 

min, (c) 280 min, (d) 320 min. reactant composition: 

$()2旧2。3 = 9.11, Na2O/H2O = 0.00208.

온도를 프로필렌에서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약하 

게 흡착된 암모니아를 제거하여 재현성 있는 결과 

를 얻기 위해서였다.

결과 및 고찰

보로실리케이트의 합성. Fig. 1에는 보로실리 

케이트 합성 중 시간별로 얻어진 시료들의 X-선 

회절패턴을 보였다. 220분이 경과된 시료에서부터 

보로실리케이 트의 회절피크가 관찰되었다. 회절피 

크는 320분까지는 점차 커지나, 이후에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성장이 끝난 시료의 X-선 회절패 

턴에서 주요 피크의 d 값과 세기를 문헌에1演 보고 

된 보로실리케이트의 결과와 Table 1에 비교하였 

다. 얻어진 회절패턴이 문헌값과 잘 일치되어 합 

성된 물질이 보로실리케이트로 생각되었다. Fig. 

2는 합성 중에 얻어진 시료의 적외선 스펙트럼이 

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210, 1090, 785,545 

및 440 cm-1 흡수밴드가 뚜렷해진다. SiQ와 

BO4 사면체의 내부진동으로 알려진 1090, 785, 

440cm-1 흡수밴드, 보로실리케이트의 5-원자 고 

리가 보이는 신축진동에 의한 1210과 B-0 고리의 

deformation 진동에 의한 545cmT의 흡수밴드로 

서 이들은 보로실리케이트의 특성 흡수밴드로 알 

려져 있다街. 적외선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도 

보로실리케이트의 함량을 추정할 수 있으나, 흡수 

밴드가 서로 중첩되어 정량적인 계산이 용이하지 

Table 1. X-ray diffraction lines and intensities of syn

thesized borosilicates

This experiment Literature*1

d, A HI d, A Assigned strength

«Ref. 1.

11.20 30 11.2±0.2 W-VS

10.00 22 10.0 ±0.2 W-MS

6.00 8 5.97 ±0.07 W-M

3.83 100 3.82 ±0.05 VS

3.70 42 3.70 ±0.05 MS

3.63 27 3.62 ±0.05 M-MS

2.97 12 2.97 ±0.02 W-M

1.99 8 1.99 ±0.02 VW-M

**u
u
 조
.

6
s

q
v

1600 1200 800 400

Wavenumbe r, cm-1

Fig. 2. Crystallization of borosilicate at 160 °C as follow

ed by IR spectra, (a) 220 min, (b) 250 min, (c) 280 min, 

(d) 320 min. reactant composition: S22/B2O3 드 9.11, 

NaaO/HgO= 0.00208.

않았다. 150°C에서 합성하면서 얻은 시료의 전자 

현미경 사진을 Fig. 3에 보였다. 결정화 초기에는 

무정형 물질만 보이나, 280분이 경과되면 보로실 

리케이트 결정이 관찰된다. 결정이 관찰된 이후부 

터는 결정성장이 급속히 진행되어 무정형 물질이

Vol. 33, No. 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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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ystallization of borosilicate at 150 °C as followed by SEM photos. A: 280 min.B: 300 min.C: 320 min 

D: 360 min, E: 380 min, F: 600 min reactant composition: SiO2/B2O3 = 9.11, NaQ/HR = 0.00208.

Fig. 4. Percent of borosilicate in solid phase versus 

crystalliza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s, reactant 

composition: SiO2/B2O3 = 9.11, NaQ/HQ = 0.00208.

없어지고 보로실리케이트의 결정만 얻어졌다.

온도를 달리하여 얻은 보로실리케이트의 결정화 

곡선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보로실리케이트의 

함량은 실험부분에서 언급된대로 X-선 회절피이 

크들의 면적합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에서는 피크가 작아 X-선 회절패턴에 

서 함량을 결정하기 곤란하였으나, 결정이 관찰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외삽한 것이 

다. 이를 핵심이 생성되고 관찰가능한 크기의 결 

정으로 성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보아 유도 

기간(induction period)으로 나타내었다. 유도기 

간은 150P 에서는 190분이고 165°C 에서는 140분 

으로 온도를 높여주면 단축된다. 결정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결정화가 소요되는 시간은 온도가 높아 

지면 크게 단축된다. 150°C에서는 보로실리케이트 

의 결정이 관찰된 후 결정의 함량이 95%가 되기 

까지 160분이 소요되었다. 이에 비하여, 165°C 에 

서는 160분에서 보로실리케이트의 함량이 10%였 

으나, 95%가 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180분으로 20 

분 사이에 대부분의 결정성장이 이루어졌다. 온도 

를 높여주면 결정성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 

축되어, 보로실리케이트의 결정성장은 온도가 높 

아지면 크게 촉진됨을 보여준다.

합성속도는 반응모액의 Na2O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Fig. 5에는 반응모액의 Na2O 농도를 

달리하여 얻은 결정화곡선을 보였다. 반응모액의 

Na2O 농도가 높아질수록 결정이 관찰되기 시작하 

는 시간은 짧아지고 결정이 성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었다. NazO/HzO 를 0.00208에서 

0.00190으로 8% 정도 낮추면 이 시간이 180분에 

서 280■분으로 현저히 길어진다. 이에 대해 Na2O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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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cent of borosilicate in solid phase versus 

crystallization time with different alkaline concentration 

at 160°C. reactant composition: S22/B2O3 = 9.11.

농도를 약 8% 정도 높여주어도 170분에서야 결정 

이 관찰되어 별로 단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핵심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Na2O 농도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높으면 핵심 

이 용해되는 반응도 같이 진행되므로 결정이 관찰 

되기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ZSM-5의 합성에서 Na2O 농도 

를 증가시켜도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 촉진효과가 

없다는 보고나博 제올라이트 A의 합성에서 결정의 

성장단계에는 Na2O 농도의 영향이 적다는 보고와 

도19 일치되는 결과이다.

보로실리케이트의 결정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온 

도나 Na2O 농도를 높여주면 단축되지만, 결정성 

장과 유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않았다. 이 

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결정화기구를 제 

시하고 결정의 성장단계의 겉보기 속도상수를 구 

하였다. 용해된 반응물이 핵심이나 결정의 표면에 

부착되어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실리콘과 

붕소의 무정형 고형 반응물로부터 용해된 반응물 

이 생성되고 이들이 보로실리케이트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払 統

A ■ S ==^ B (1) 
k, k.

4 는 고형반응물, S 는 용해된 반응물, 3 는 합성 

된 보로실리케이트를 나타내며, 血.는 각 단계에서 

의 겉보기 속도상수이다. 각 단계를 가역과정으로 

본 것은 고형 반응물의 용해가 빨라2。~" 고형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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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action of borosilicate at various temperatures: 

data and simulated results, reactant composition: SiO2/ 

B2Q3 = 9.11, Na^/HaO = 0.00208.

8

二
。딴
11-

물이 남아 있는 한 용해된 반응물간에는 평형이 유 

지되며, 반응물 중 보로실리케이트로 전환되는 양 

은 95% 정도로 소량의 용해된 반응물이 결정화가 

끝난 때에도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고형 반응물 

이 남아 있을 때 용해된 반응물의 농도는 일정하다 

고 보면, 반응계에 존재하는 고형 반응물, 용해된 

반응물 및 합성된 보로실리케이트의 분율 为, 北, 

的를 다음 식들로 나타낼 수 있다.

dyt/dt= k,y,y/73 一 兩【泌八 （2）

血/<#=0（% = s when 义〉0） ⑶

dy,/dt= - k,yty^/3 +5八

（when 为=0） （4）

为=1一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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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used on simulation for crystalliza

tion curves of borosilicates

Temperature, °C

NaaO/H^xlO3

Reaction condition

150 160 165 160 160 160

2.08 2.08 2.08 1.90 2.08 2.26

k “app

々nd气min

0.055 0.120 0.230 0.075 0.120 0.180

190 180 140 280 180 170

^determined from the experimental crystallization 

curves.

S 는 무정형 반응물이 남아 있을 때 용해된 반응물 

의 분율을 나타내나 실제 반응조건에서 측정은 어 

렵다. 결정성장이 진행되는 시간대의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F谚.3) 무정 형 반응물이 같이 남아 있 

었으므로 이 기간에서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底s를 결정성장의 겉보기 속도상수로 정의하고 결 

정성장기의 결정화곡선으로부터 적절한 知叩값 

을 결정할 수 있다. 6에는 N&O/ILO 가

0.00208인 반응물에서 온도를 달리하여 얻은 결정 

화곡선에 근사하도록 선정된 爲“를 넣어 (2) 

~(5)식을 semi implicit Runge-Kutta 방법으 

로" 풀어 나타낸 결과와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비 

교하였다. 少의 실험값은 반응모액으로부터 합성 

가능한 보로실리케이트에 대한 분율이므로, X-선 

회절패턴에서 결정된 고체내 보로실리케이트 함량 

에 계산으로 얻어진 용해된 반응물의 양을 보정한 

것이다. 보로실리케이 트의 결정 생성이 확인되는 

시간부터 결정화가 종료되는 시간까지의 결정화 

과정이 窟叩만 적절히 선정하면 잘 모사되었다. 결 

정화곡선에 미치는 由의 영향은 底에 비해 적었다. 

s 값은 온도와 Na2O 농도에 따라 달라지나 달라 

지는 정도는 측정할 수 없어 0.1 로 어느 조건에서 

나 같게 놓았으므로 용해된 반응물과 무정형 반응 

물의 분율은 개략적인 모사과정을 나타낼 뿐 절대 

값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底s 로 나타내어 

지는 爲“가 온도와 Na?。에 따라 달라지는 데에 

는 용해도의 변화에 의한 기여도 포함되어 있다. 

Fig. 1은 160P에서 Na2O 농도를 달리하면서 얻 

은 결정화곡선을 모사한 것이다. 이 역시 보로실 

리케이트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叩를 적절히 선택 

하면 실험결과와 잘 일치되는 모사곡선이 얻어졌 

다.

皿M.M M.N ».M 
Crystallization Time(min)x10

Fig. 7. Fraction of borosilicate with different alkaline 

concentration at 160 °C. SiOz/BzC^ = 9.11.

Table 2에는 결정화곡선에서 결정된 유도기간과 

Fig. 6과 7의 모사과정에서 사용된 爲叩값을 정리 

하였다. 々"는 결정의 성장속도를, 유도기간은 핵 

심의 생성과 이의 성장속도를 나타내준다. 핵심의 

상태 및 이의 성장에 대한 실험자료가 없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온도와 Na2O 농도의 영향을 구별 

하여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실험에서 얻 

은 결과로부터 어느 정도의 합성속도를 보이는 조 

건에서 얻은 결정화곡선으로부터 온도를 높여주면 

결정성장이 대단히 촉진되지만 성장속도에 대한 

Na2O 농도의 영향은 적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도를 낮추었을 때 유도기간이 길어지는 정도에 

비해，Na2O 농도를 낮추었을 때 길어지는 정도가 

커서 Na2O 농도가 핵심의 생성이나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이 큼을 보여준다. 또 보로실리케이트의 

합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도 결정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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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 103, L

Fig. 8. Arrhenius plot of crystallization step (Aapp) of 

borosilicate.

Fig. 9. SEM photo of synthesized borosilicate.

하는 속도가 느려서보다 핵심이 생성되고 이들이 

관찰될 수 있는 크기까지 성장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Fig. 8에 보인 知“의 

아레니우스그래프에서 결정성장의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屁“에는 결정성장속도와 

함께 반응물의 용해도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용 

해와 결정성장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이 다르기 때 

문에 약간 벗어난 직선이 얻어진 것으로 생각된 

다. 대략적인 기울기로부터 얻어진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도 35kcal/mol로써 제올라이트 A의 11.2 

kcal/mol 이 나气 ZSM-5의 6-7kcal/mol 과祯 비 

교할 때 큰 값이었다. 결정성장 과정의 활성화에 

너지는 ZSM-5나 보로실리케이트에서 비슷할 것으 

로 생각되나 이처럼 크게 얻어지는 것은 보로실리 

케이트가 pH 가 10.3으로 아주 낮은 조건에서 합 

성되기 때문에 붕소와 실리콘 화합물의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크게 증가되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

Table 3. SiO2/B2O3 ratios of synthesized borosilicates

Temperature, °C 

Na^/HaOxlO3

Reaction condition

150 160 165 160 160 160

2.08 2.08 2.08 1.90 2.08 226

S1O2/B2O3 75.3 67.9 67.7 61.8 67.7 95.1

Fig. 10. TPD curves of ammonia from HZSM -5 and 

borosilicate.

각된다.

보로실리케이트의 물성. Fig. 9에는 160°C, 

NazO/HzO 가 0.00208인 조건에서 합성된 보로 

실리케이트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였다. 높은 온 

도에서 합성하면, 결정모양은 구형에 가깝다. 온 

도와 Na2O 농도를 달리하여 합성한 보로실리케이 

트의 SiQ/BQs의 비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온도가 높아지면 생성된 보로실리케이트의 실리카 

함량은 약간 감소하지만, Na2O 농도를 높여 합성 

하면 실리카의 함량이 증가되었다. ,온도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나 Na2O 농도가 높아지면 보로실리 

케이트내의 실리카 함량이 많아지는 것은 실리카 

의 용해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 

된 보로실리케이트의 소성 후 표면적은 300-400 

m〃g으로 문헌에 보고된 값*과 같은 범위에 있었 

다.

보로실리 케 이 트의 촉매 나 흡착제로서 의 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성도 및 프로필렌과 프로판 

의 홉착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10에는 보로실리 

케이트(SiO2/BQ3=67.9)와 HZSM-5 제올라이 

트(SiOz/A12C)3 = 47)의 암모니아 승온탈착곡선을 

보였다. 3가 이온 하나당 산점이 한개씩 생성된다 

고 보면 산점수는 HZSM-5에서 보로실리케이트보

Vol. 33, No. 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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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PD curves of propylene from HZSM-5 and 

borosilicate.

Fig. 12. Adsorption isotherms of propane on HZSM-5 

and borosilicate at 25 °C.

다 두배 정도 많으나, 승온탈착곡선에서 얻어진 

암모니아의 탈착량은 HZSM-5에서 10배 이상 많 

다. 또 보로실리케이트에서 탈착되는 암모니아의 

대부분이 낮은 온도에서 탈착되어, 골격에 존재하 

는 붕소에 의해 생성되는 산점은 HZSM-5의 산점 

보다 매우 약함을 보여준다. 이는 골격원소의 전 

기음성도가 낮아 산점의 세기가 낮아진 것으로 설 

명될 수 있다. Fig. 11에는 보로실리케이트의 프 

로필렌의 승온탈착곡선을 HZSM-5에서 얻은 결과 

와 비교하였다. 40°C에서 배기한 후 보로실리케이 

트에 흡착된 프로필렌이 매우 적어 프로필렌과 보 

로실리케이트간의 상호작용도 약함을 보여주었다. 

Fig. 12와 13에는 프로판과 프로필렌의 홉착등온 

선을 보였다. 보로실리케이트에서나 HZSM-5게 

서 프로판의 흡착등온선은 거의 일치되지만, 보로 

실리케이트의 프로필렌 흡착등온선은 HZSM-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0 torr 에서 HZSM-5 제 

올라이트나 보로실리케이트에 대한 프로판의 흡착 

량은 보로실리케이트에 대한 프로필렌의 흡착량과

Pressure,torr

Fig. 13. Adsorption isotherms of propylene on HZSM-5 

and borosilicate at 25 °C.

비슷하다. 따라서 HZSM-5 제올라이트에서 프로 

필렌의 흡착량이 보로실리케이트에서보다 커진 것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프로판의 흡착량은 

비슷하나, 프로필렌은 강한 산점이 있는 HZSM-5 

에 더 많이 홉착된다는 뜻이다. 보로실리케이트에 

는 프로필렌이 강하게 흡착될 수 있는 흡착점이 적 

은데 기인하며, Fig. 11에 보인 프로필렌의 승온 

탈착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보로실리케이트는 

메탄올의 전환반응에서 활성은 낮으나 올레핀으로 

의 선택도가 우수하다甄七 강한 산점이 없기 때문 

으로 활성도 낮으며, 추가반응도 어려워 올레핀으 

로의 선택도가 높다고 설명되고 있다. 보로실리케 

이트에 프로필렌의 흡착이 무척 약하기 때문에 반 

응하기 위해 흡착되는 올레핀이 적어 추가반응의 

진행이 어려운 점도 올렌핀의 선택도가 높은 원인 

의 하나로 유추될 수 있다.

결 론

1. 보로실리케이트의 합성과정은 용해된 반응물 

을 거쳐 핵심이나 결정표면에서 결정이 성장되는 

것으로 보는 결정화기구로 모사될 수 있었다. 온 

도와 Na20 농도를 높여주면 합성속도는 빨라졌으 

나, 온도를 낮추면 결정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Na20 농도를 낮추면 결정이 관찰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증진요인은 서로 다른 점도 있 

었다.

2. 보로실리케이트의 산점세기는 매우 약하였 

다. 프로판의 흡착등온선은 HZSM-5 제올라이트 

에서와 비슷하였으나, 프로필렌의 흡착량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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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이 있는 HZSM-5에 비해 적었고 그 홉착세기 

도 매우 약하였다.

본 연구는 문교부 기초과학 육성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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