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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칼륨 이온이 교환된 제올라이트 L 중 에탄과 프로판의 흡착 성질을 그랜드 카노니칼 앙상블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퍼텐셜 계산에서 흡착분자의 CF，와 CH2 그룹을 하나의 유사원자로 

고려하였으며, 분자 내의 결합길이와 결합각도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고정시켰다. 단위세포당 평균 분자수, 

단위세포당 분자들의 분포, 제올라이트 중 분자의 수밀도, 흡착 분자의 평균 퍼텐셜, 그리고 등량흡착열을 계 

산하였고, 이들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에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실험값과 상당히 

잘 일치하였다. 에탄과 프로판 분자의 퍼 텐셜은 홉착량의 증가에 따라 천천히 감소하였다.

ABSTRACT, The adsorption of ethane and propane in K+ ion exchanged zeolite L has been studied using 
grand canonical ensemble Monte Carlo simulation. CH3 and CH2 groups of sorbate molecule were considered as 
pseudoatoms in calculation of potential, and the bond lengths and bond angles within a molecule were fixed dur
ing simulation. Average number of molecules per unit cell, number density of molecules in zeolite, distribution of 
molecules per unit cell, average potential per sorbate molecule, and isosteric heats of adsorption were calculated, 
and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For ethane the simulation results agreed considerably 
well with experimental ones over a wide range of temperature. The average potential of sorbate molecule de
creased slowly with the increase of amounts sorbed in zeolite.

서 론

Metropolis 등'에 의하여 제안된 카노니칼 앙상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앙상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 

며, 이들 중 그랜드 카노니칼 몬테칼로 앙상블 

(GCMC) 시뮬레이션은 제올라이트 및 실리카라이트 

와 같은 세공 중 유체들의 흡착 연구에서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올라이트 X 중의 크립톤,2 

제올라이트 X 및 Y 중의 제논과 메탄,3 제올라이트 

A 중의 제논,4 실리카라이트 중의 xylene과 벤젠： 제 

올라이트 A 중의 알곤,& mordenite 중 제논'의 흡착 

성질들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시뮬레이션 방 

법의 개선도 꾸준히 진행되어 GCMC 시뮬레이션에 

화학퍼텐셜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Gibbs 앙상블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공 중의 유체들에 대한 연구&9 

가 이루어졌으며, 사슬 길이가 긴 분자에게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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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CBMC（conRguration지 bias Monte Carlo） 방 

법에 의한 흡착 연구'도 보고되었다. 장래에는 크 

로마토그래피, 촉매 및 분리막 연구에 GCMC 시뮬 

레이션이 많이 이용될 것이다.

전편”에서 K+ 이온이 교환된 제올라이트 L（K-L） 

중 메탄의 흡착 성질들을 GCMC 시뮬레이션에 의해 

서 수행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전편에 연속하여 이 

연구는 K-L 중 에탄과 프로판의 흡착 성질들을 

GCMC 시뮬레이션에 의해 규명하였다. 또한 이들을 

전편에서 연구했던 메탄의 흡착 성질과 비교하였다.

모델과 계산

이 연구에서 사용된 탈수된 제올라이트 L의 골조 

원자들의 위치, 양이온의 위치 및 양이온의 점유율 

은 전편"의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양이온과 제올라 

이트 골조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도 전편의 것과 

같은 것으로 하였다. 실제로 온도와 흡착 물질에 따 

라서 제올라이트 격자 구조와,양이온의 위치가 변한 

다 "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화를 무시하고 

격자 구조와 양이온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계산하였 

다. 그 이유는 연구는 비교적 낮은 온도 범위에서 수 

행하였고, 에탄과 프로판같은 비극성 물질은 제올라 

이트 골조원자 또는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 간의 상 

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퍼텐셜 계산에서 CH3와 

ch2 그룹들을 각각 하나의 유사원자로 취급하였다. 

한 분자 중의 CH3와 CH3, 또는 CH3와 CH2 사이의 결 

합길이는 0.153 nm로, 그리고 프로판 분자 중의 

4京京*는 114°로 고정하였고, 이들의 값은 시뮬 

레이션 중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두 홉착 

분자 사이의 퍼 텐셜은 다음식으로 계산하였다.

如=罩学（勺） ⑴

勺는 분자 중의 i번째 유사원자와 다른 분자 중의 

j번째 유사원자 사이의 거리다. 이들 두 유사원자 간 

의 퍼텐셜, 奴乌）는 다음과 같은 변형된 Lennard- 

Jones 퍼 텐셜 계산 식을 사용하였다.

，％句2_%句-的•<；）, r<rc
0（勺）= （2）

0 J r > rc

상수 向와 Bj느 각각 4戶皿石와 % =寸瓦甬에 

의해 계산하였다. 여기서 4=4&으'电眞, &=4£忒이 

다. 自와 이는 i번째 유사원자의 퍼 텐셜 파라미터들이 

다（TaRe 1）. 절단거리 4는 40；에 해당하는 1.576 nm 

를 택하였다. 두 입자사이에 Lennard-Jones 퍼텐셜의 

모델을 이용하는 논문들割7에 의하면 절단거리를 2.5- 

3.5하의 범위에서 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택한 

절단거리는 충분히 큰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시뮬 

레이션 상자는 결정학적 c축을 따라서 연결된 6개의 

단위세포로 구성 하였으며, 흡착 분자들의 상호작용 

에서는 일반적인 주기적 경계조건을 모든 방향에서 

적용하였다.

한 흡착 분자와 제올라이트 사이의 퍼텐셜은 제올 

라이트 중에 형성된 정전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생기 

는 편극에너지와 Lennard-Jones 퍼 텐셜의 합으로 구 

했다.

处=££（A*/用-B*/，•釘-w ⑶ 
z k i

以는 분자의 f번째 유사원자와 제올라이트의 細 

째 원자 또는 이온과의 거리다. a와 E는 각각 f번째 

유사원자의 편극율과 i번째 유사원자가 놓여 있는 

위치에서의 정전기장 세기8다. &와 B*는 각각 번 

째 유사원자와 제올라이트의 Z번째 원자 또는 이온 

간의 반발 및 분산 상수다.는 Bq題瓦로부터 

계산하였고, &는 Slater-Kirkwood의 식각으로부터 

구했다.，板는 전편"과 같은 방법으로 구했다. 계산 

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원거리 퍼텐 

셜을 고려하기 위해 Ewald 방법을 사용하지만 계산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이 연구에서는 （幅의 원거리 

퍼 텐셜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여 계산시간을 절약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254

Table 1. Parameters used in calculating potentials (r；: 
ionic or atomic radius, k: Boltzmann constant, n: effec
tive number of the outer-shell electrons)

ion, atom, and 
pseudoatom

n 
(nm)

a 
(nm)

이k 
(K)

a-1024 
(cm3) n

k+ 0.13寸 一 一 0.84a 17.甘
0 0.152a — — 0.85a 8.8a
ch3 一 0.3941* 90.5b 2.24C -
ch2 - 0.39砂 49为 1.84c

ref. 13, bref. 15, cref.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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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포로 구성된 큰 제올라이트 모델을 만들고, 

한 유사원자와 제올라이트 간의 퍼텐셜인 愠를 완 

전한 이미지 방법에 의해 계산하였다. 이것은 제올 

라이트 모델의 중심에 위치한 단위세포에 있는 유사 

원자와 254개 단위세포의 모든 원자 또는 이온과의 

퍼텐셜을(幅에 모두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의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올라이트 단위 

세포를 많은 미소 영역으로 나누고, 각 미소 영역의 

중심점에서 계산한 ©々들을 미리 저장해 놓았다. 어 

떤 한 미소 영역에 놓여지는 유사원자의 姣를 그 미 

소 영역의 중심점에서 계산한 <gz와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다. 미소 영역의 부피는 전편'3에서 택했던 동 

일한 값인 약 4.3x06nm3으로 택하였다. CH3와 

ch2 그룹들의 a값이 메탄 분자의 것과 거의 비슷하 

므로 여기서 택한 미소 영역의 부피는 충분히 작다 

고 볼 수 있다. 제올라이트 격자와 유사원자 사이의 

정확한 퍼텐셜을 얻기 위해 8护仇娠로써 표현되는 

효과적인 퍼텐셜을 사용하였다. 0는 수정인자이며, 

이 값은 매우 낮은 흡착율에서 실험으로 측정한 등 

량흡착열로부터 구했다. 전편”의 방법을 이용하 

여 구한 CH3와 CH2의 0는 0.94이었다.

GCMC 계산. 기체가 들어 있는 용기 중에 제올 

라이트가 놓여지면 제올라이트가 기체를 흡수하여 

평형에 도달한다. 평형상태에서는 제올라이트 중 기 

체의 온도와 화학퍼텐셜은 용기 중 기체의 온도와 

화학퍼 텐셜과 모두 같아야 한다. 용기 중 기 체의 압 

력은 주어진 화학퍼텐셜과 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결 

정할 수 있으며, 주어진 화학퍼텐셜과 온도에서 제 

올라이트 중 기체의 평형농도는 GCMC 시뮬레이션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GCMC 계산은 Adams의 방법*을 기본으로 적용 

하였다. 다음 4가지 몬테칼로 이동 중에서 어느 하나 

를 난수에 의해서 똑같은 확률로써 선택하여 이동을 

시행한 후, 분자들의 배치를 발생시켜 이것을 1회분 

으로 하였다. 그리고 앙상블 평균을 구하기 위해 매 

회마다 각 물리량을 더하였다. 평형화를 위해서 2X 
1()5회의 분자배치를 발생시켰고, 앙상블 평균을 위 

해 I X 회의 분자 배치를 발생시 켰다. 초기 배치는 

시뮬레이션 상자 중에 한 번에 분자를 하나씩 넣어 

서 만들었다. 이 분자가 추가된 계의 전체 퍼电셜이 

0보다 적으면 분자의 추가를 허 락하였다.

1) 난수를 사용하여 어느 한 분자를 선택하고 난수 

들에 의해서 결정된 거리만큼 X, y, z축으로 평행이 

동을 시행하였다. 시행의 채택과 폐기의 비가 1：1이 

되도록 이동의 최대거리를 조정하였다. 이동이 허락 

될 확률은 Metropolis의 방법끄에 따랐다.

2) 난수를 사용하여 어느 한 분자를 선택하였다. 

난수에 의해 X, y, z축 중에서 어느 한 축을 결정한 

후 이 축에 평행하고 분자 중심을 지나는 축을 중심 

으로 난수에 의해 결정된 각도로 회전시켰다. 시행 

의 채택과 폐기의 비가 1:1이 되도록 이동의 최대 각 

도를 조정하였다. 이동이 허락될 확률은 Metropolis 
의 방법끄에 따랐다.

3) 난수를 사용하여 결정 된 시뮬레이션 상자 중의 

한 위치에 한 개의 분자의 추가를 시행하였다. 이 분 

자의 배열은 3개의 난수에 의해 결정하였다. 이동이 

허 락될 확률은 전편'3의 방법에 따랐다.

4) 시뮬레이션 상자 중의 한 분자를 난수로써 결정 

하고 이 분자의 제거를 시행하였다. 이동이 허락될 

확률은 전편"의 방법에 따랐다. 3)과 4)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화학퍼텐셜은 전편13의 방법으로 구하였 

다. 이 방법에 이용되는 MBWR(modified Benedict- 
Webb-Rubin) 식23에는 분자들의 Lennard-Jones 상수 

b와 E의 값이 필요하다. 에탄과 프로판의。는 각각 

0.522와 0.615 nm, £는 각각 1.6144 L788kJ/mol를 

사용하였다.24 프로판은 다른 포화 탄화수소들의 값 

들로부터 추정한 값들이다.

결과 및 토의

Fig. 1은 K-L 중 에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 

낸 것이며, <N>는 단위세포 중의 분자의 평균수다. 

이들은 실험 측정한 값2°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 

다. 235.1 K와 188.1 K에서 실험 측정한 에탄의 포화 

분자수는 단위세포당 각각 40과 5.1 이다. 그림에서 

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에 의한 <N>는 

235.1 K와 207.6 kPa에서는 4.25이며, 188.5 K와 

103.16 kPa에서는 4.62이다. 이들은 위 두 온도에서 

는 약 5 kPa 정도까지 대부분의 흡착이 일어나고 이 

후부터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는 단위세포 중 에탄 분자들의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N>이 중간 정도일 때 단위세포당 분자 

수는 넓고 대칭이 있는 분포를 하고 있다. Fig.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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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 number of ethane molecules per unit 
cell <N> as a function of pressure(filled symbols: ex
perimental results, open symbols: simulation results).

Fig. 2. Distribution of ethane molecules per unit cell at 
235.1 K.

4에서 보여주는 ＜N＞에 따른 분자들의 위치로부터 

제올라이트 동공의 입체구조와 흡착자리의 세기를 

알 수 있다. 그림에서 p는 분자들의 수밀도다. Fig. 

3에서 z축은 제올라이트 L曰 주통로를 만드는 동공 

의 중심을 지나면서 주통로와 평행하는 선으로 정하 

였으며, 주통로를 만드는 동공 중심의 z 좌표를 0으 

로 하였다(전편3의 Fig. 1 참조). Fig. 3은 평균 분자 

수에 관계없이 에탄분자들이 z 좌표가 0인 xy 평면 

에 거의 위치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Fig. 4에 

의하면 ＜N＞이 작을 때는 대부분의 분자들이 z 축으 

로부터 약 0.4 nm 떨어진 첫째 피크에 상당하는 자 

리에 위치한다. 여기는 주통로 벽에 가까운 곳으로 

분자의 퍼텐셜이 가장 낮은 흡착자리이며, vN＞이 약 

3에서 포화되기 때문에 ＜N＞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분자들의 점유가 되지 않는다. 대신 z 축으로부

(EMHS°m-o£

10

z(nm)

Fig. 3. Number density of ethane molecules p as a func
tion of z coordinate at 235.1 K.

distance from z axis(nm)

Fig. 4. Number density of ethane molecules p as a func
tion of the distance from z axis at 235.1 K.

터 0.15 nm 떨어진 둘째 피크에 상당하는 자리를 점 

유한다. 둘째 피크의 위치는 주통로의 중심에 가까운 

곳이며, 첫째 피크의 흡착세기보다 작지만 넓은 공간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자가 위치할 수 있 

다. 따라서 둘째 피크는 넓고 완만하게 나타난다.

단위세포당 프로판 분자의 평균 분자수를 Fig. 

5에 나타내었다. 360.1 K 이하 온도에서 계산한 값들 

은 실험값20과 잘 맞지 않았다. 프로판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프로판 분자에 포함된 3개의 유사원자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분자뿐만 아니라 제올라이트 골 

조원자 또는 이온과 중요한 중첩이 되면 분자의 추 

가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판 분자의 

추가가 허용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이것이 높은 흡 

착율에서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실험값이 잘 맞지 않 

는 원인들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Fig. 6에 의하면 프로판은 에탄에 비해 분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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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verage number of propane molecules per unit 
cell <N> as a function of pressure (filled symbols: ex
perimental results,21 open symbols: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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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umber density of propane molecules p as a 
function of z coordinate at 360.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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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propane molecules per unit cell 
at 360.1 K.

distance from z axis(nm)

Fig. 8. Number density of propane molecules p as a 
function of the distance from z axis at 360.1 K.

포가 넓다. <N>이 약 2정도까지 나타나는 프로판 분 

자의 흡착 위치를 Fig. 7과 8에 나타내었다. 최대 흡 

착량2°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N>=2.05까지는 

Fig. 8의 첫째 피크에 해당하는 자리에 대부분 위치 

하고 있다. 이 자리는 흡착 퍼 텐셜이 최소인 자리다. 

그러나 Fig. 4와 같이 둘째 피크는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그리고 프로판의 첫째 피크는 에탄의 것보다 

동공 중심으로 약간 더 이동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 

들은 에탄과 프로판의 분자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 

이며, 전편3의 Fig. 4와 5에 있는 메탄의 피크와 비교 

해 보면 제올라이트와 같은 작은 세공에서의 흡착은 

분자의 크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통로를 감싸고 있는 12개의 산 

소로 구성된 창 가까이에는 분자 크기에 관계없이 

메탄,'3 에탄 및 프로판의 분자가 거의 점유하지 않

았다.

Fig. 9에서는 제올라이트와 상호작용하는 분자의 

평균 퍼텐셜과 제올라이트 및 다른 흡착 분자와 상 

호작용하는 분자의 전체 평균 퍼 텐셜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른 흡착분자와 상호작용하는 분자의 평균 

퍼텐셜은 같은 <N>에서 두 곡선의 <U> 값들의 차 

이에 해당한다. 전체 평균 퍼텐셜은 <N>의 증가에 

따라 작아진다. Fig. 9는 홉착 초기에는 제올라이트 

와의 퍼텐셜이 최소인 곳에 분자가 채워지다가（Fig. 
4와 8의 첫째 피크）이 곳이 거의 포화가 되면 제올라 

이트와의 에너지가 불리한 곳（Fig. 4와 8의 둘째 피 

크）에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신 <N>이 증가 

하면 분자수가 많아지므로 다른 흡착 분자와의 평균 

퍼텐셜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벌크 유체 

를 이상기체로 가정하여 다음의 식5으로 등량흡착열 

如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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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olecules/unit cell)

Fig. 9. Average potential of sorbate <U> per unit cell.

<N> (m이ecu値s/unit cell)

Fig. 10. Isosteric heats qst of sorbates as a function of 
<N>. Simulation results were obtained at 235.1 K for 
ethane and at 360.1 K for propane.

qst =RT - 2으 
d<N>丿丁 (4)

•R은 기체상수이며, 등량흡착열의 계산한 값들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에탄과 프로판 모두 실험 측 

정값2°에 비해 약간 낮았다.

결 론

제올라이트 L 중 에탄과 프로판의 흡착 성질들을 

GCMC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구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 중 흡착 분자의 배열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들 

결과와 메탄의 흡착 성질과도 비교하여 흡착 분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들을 규명하였다. 특히 홉 

착량에 따른 흡착 분자 간의 평균 퍼텐셜과 흡착 분 

자/제올라이트의 평균퍼텐셜을 동시에 구하여 흡착량 

에 따라 분자들이 흡착자리를 어떻게 점유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에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넓은 온 

도 범위에서 실험값과 거의 일치하였으나, 단위 세포 

당.프로판 분자의 평균 분자수는 낮은 온도에서는 실 

험과 일치하지 않았다. 장래에 CBMC와 같은 개선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수행한 많은 연구들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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