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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oO와 H-SAPO-34의 고체상 반응은 상자기성의 Mo(V) 화학종을 띤다. 탈수하면 Mo(V) 화 

학 종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계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면 ESR로 규명할 수 있는 Mo(V)盘- Mo(V>c와 같은 

Mo(V) 화학 종이 생성된다. ESR과 ESEM 자료들은 (MoO)나 (MoO)3+ 같은 옥소-몰리브덴 화학 종을 보 

여준다. (MoO2)+ 화학 종이 다음과 같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진다. H-SAPO-34는 낮은 골격전하를 갖 

기 때문에 높은 양전하를 갖는 (MoO)3+는 쉽게 안정화 되지 못한다. 소성된 H-SAPO-34와 도데카몰리브덴 

규산 용액 사이의 용액 상태 반응은 단지 MoO2+ 화학 종만을 발생한다. 마름모형 ESR 신호는 D0 

CD3OH, CH3CH2OD와 ND,를 흡착할 때 관측되었다. Mo(V) 화학 종의 배위구조와 위치는 트리 펄스 전자 

스핀반향 자료로 측정하였다. MoH-SAPO-34에 메탄올, 에틸렌 암모니아와 물이 흡착될 때 3분자, 1분자, 1 
분자와 1분자가 (MoO) 에 각각 직접 배위하였다.

주제어: 전자 상자기 공명, 전자스핀반향, 분자체, 옥소-몰리브덴, 탈수

ABSRACTS. A solid-state reaction of MoO3 with as-synthesized H-SAPO-34 generated paramagnetic 
Mo(V) species. The dehydration resulted in weak Mo(V) species, and subsequent activation resulted in the for
mation of Mo(V) species such as Mo(V)5c and Mo(V)6c that are characterized by ESR. The data of ESR and 
ESEM show the oxomolybdenum species, to be (MoO) or (MoO)3+. The (MoO) species seems to be more 
probable. Since H-SAPO-34 has a low framework negative charge, (MoO)3+ with a high positive charge can 
not be easily stabilized. A solution reaction between the solution of silico-molybdic acid and calcined H- 
SAPO-34 resulted in only MoO2+ species. A rhombic ESR signal is observed on adsorption of D2O, CD3OH, 
CH3CH2OD and ND3. The Location and coordination structure of Mo(V) species has been determined by three- 

-26-



ESR, ESEM을 이용한 이온 교환된 MoH-SAPO-34에 대한 M商 화학종, 위치 및 흡착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7

pulse electron spin-echo modulation data and their simulations. After the adsorption of methanol, ethylene, 
ammonia, and water for MoH-SAPO-34, three molecules, one molecule, one and one molecule, respectively, 
are directly coordinated to (MoO2)+.

Keywords: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EPR), Electron spin-echo modulation(ESEM), Molecular 
sieve, Oxomolybdenum, Dehydration

서 론

알루미늄과 인이 산소를 사이에 두고 다리결합을 이 

루고 있으며 전기적으로 중성을 갖는 AlPOKalumino- 

phospate) 분자체가 합성되었다.1 (AlQ)-】 와 (PQ)+1 의 

비가 1:1조성을 갖는 AlPO4 분자 체는 알짜 음전하의 

골격전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이금속 이온의 이 

온교환 능력이 없다.2a 그러나 AlPO.에 몇 개의 다른 원 

소의 이질 동형 치환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SiO7}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AlPO. 골격에 다른 원소의 도 

입이 가능하다. PO席 일부를 SiO正 치환하면 SAPO- 
34 분자체가 된다.2b

특히, 이런 M“n(SiO2)0.11(AlO2)0.55(PO2)0,4 같은 조성 

을 갖는 SAPO-34 분자체는 주머니 형 구조를 갖는 천 

연 chabazite 유사하다" 이것은 특이한 주머니형 구 

조와 골격에 알짜 음전하를 갖게 되어 이온교환 능력과 

촉매활성이 있는 전이금속 이온의 도입이 가능하다." 

몰리브덴 이온이 이온 교환된 촉매는 Fisher-Tropsch반 

응,心 수소첨가반응,2此 산화반응에 유용하다.2此 또한 

옥소몰리브덴 착물은 여러 가지의 생물학적으로 중요 

한 옥소-이동 반응 이를 테면 sulfit电 sulfat^L xanthine 
을 uric acid로 바꾸는 반응을 촉진한다고 알려졌다.2g 
실리카 및 alumina에서 Mo(CO)를 흡착하여 분해하거 

나,3 제올라이트 丫에 Mo(CO*를 흡착하여 분해 시키 

거나,4 몰리브덴 배위 구조와 촉매 성질에 따른 MoSiO2 

촉매 합성에 미치는 영향5 제올라이트 Y에서 (NH,)2MoO4 

를 흡착하여 분해하거나,6 실리카에 MoCls를 이온교환 

방법으로 도입하여 분해 시키거나7 제올라이트 Mordenite 
에 흡착된 상자기성 몰리브덴 화학 종을 ESR분광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었다.8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Mo(V)화학종의 배위구조는 흡착제와 이온교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SAPO-n(Silicoal- 

minophosphate) 분자체의 Mo(V) 화학 종에 관한 최근 

의 보고는 매우 드물고9,10 SAPO-34분자 체의 Mo(V) 

화학 종에 관한 보고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소성된 H- 

SAPO-34 에 담지된 몰리브덴은 MoQ 오卜 고온 고체상 

이온교환 반응에 의하여 합성하고 상자기성 Mo(V)화 

학종에 여러 가지 극성 및 비극성 용매의 흡착, oxygen
blowing 실험과 전자 상자기 공명 (ESR, Electron Spin 
Resonance) 분광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M园학 종을 규 

명하였다.

몰리브덴은 천연 존재비가 95Mo(15.78%), 97Mo(9.60%) 
로 자연에 존재하므로 대개 Mo화학 종의 ESR스펙트 

럼은 분해능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90%이상의 Mo 화 

학 종을 농축하여 M罔 초 미세구조를 확인한다. 그러 

나 고체상 이온 교환은 표면에 흡착된 화학 종이 남아 

있어 깨끗한 봉우리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 

는 표면에 붙어 있는 화학 종을 물로 씻어서 제거하기 

가 용이한 용액상에서 몰리브덴이 이온 교환된 MoH- 
SAPO-34형을 가지며 약간의 음전하를 가지는 MoH- 
SAPO-34 상자성 몰리브덴의 ESR 스펙트럼의 초 미세 

구조를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고온 고체상에서 몰리브 

덴이 이온 교환된 MoH-SAPO-34를 열적으로 환원하 

여 여러 가지 용매를 흡착하여 ESR 분광학적 방법으 

로 흡착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ESR 방법으로 측정한 

자기장 자료와 유사 환경으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매개 

변수, 즉 흡착 용매의 중수소의 수 몰리브덴과 중수소 

사이의 거리, 등 방성 초 미세 작용 등의 자료를 도입 

하여 실험과 이론이 거의 일치한 전자스핀반향 (ESEM, 
Electron Spin Echo Modulation) 스펙트럼을 얻었다. 

상기 자료를 종합하여 몰리브덴의 위치 및 배위 환경을 

측정하였다.

실 험

액체상 이온 교환

실험재료. 2차 증弄수, fumed silica(Sigma Chemical Co. 
Silica content: 99.38%), H3PO4(Junsei Chemical Company), 
Catapal® Alumina(Vista Chemical Company), morpholine 
(Aldrich) 등은 시판되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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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PO-34의 합성. SAPO-34는 문헌에 보고된 방 

법대로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다.11 100 ml teflon 비커 

（Fisher） 에 2云卜 10 ml오「 Pseudoboehmite（Catapal
B） 5.83 g과 인산 9.27 g을 완전히 섞여지도록 2시간 동 

안 교반한 다음 여기에 다시 »卜 증류수 10 ml를 천천 

히 가하고 여기에 fumed silica 1.44 g과 2차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30분간 교반하였다. 마지막으로 7 ml 
morpholine과 »卜 증류수 10 m를 아주 천천히 가하고 

24시간 동안 실온상태에서 겔이 되도록 방치하였다. 마 

지막으로 이 겔을 48시간 동안 teflon lined acid digestion 
bomb（Parr사）의 용기에 반정도 차도록 채워 200oC에서 

가열하였다. 결정화된 후 위에 뜬 용액을 따라 버리고 

생성물은 뜨거운 물로 여러 번 씻어 여과한 후 100oC 
에서 하辛동안 건조중｝였다. 여기서 얻은 as-synthesized 
product를 산소 분위기인 600oC에서 1" 간동안 소성 

하여 morpholine 주형제를 제거하고 이렇게 얻은 생성 

물은 소성된 H-SAPO-34라 칭한다.

H’SiMouQi와 H-SAPO-34 의 용액상 이온교환반음. 

as-synthesized SAPO-34를 막자 사발과 막자를 이용하 

여 약 3堰간 균일한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서 Pellet 
Die에 넣고 약 1堰간 2.5 ton의 압력을 가하여 지름이 

10 mm, 두께가 4 mm인 Pellet을 잘게 쪼개서 석영보트 

에 담아 전기로（국제 싸이엔）에 섭씨 600 oC 1"간 동 

안 산소 분위기 하에서 가열하여 morpholine 주형제를 

제거하여 소성된 H-SAPO-34를 합성하였다. Morpholine 
주형제의 제거여부를 알기 위해서 TGA（Thermogravimetric 
Analysis） 스펙트럼을 조사하였다. 이 소성된 H-SAPO- 
34 0.5 g, 도데카몰리브도규산 수화물 HSiMo^OM 
XHQ（Aldrich） 0.20 g과 2차 증류수 100 ml을 teflon 
비커에 넣고 실온에서 密］간동안 교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용액을 coarse Buhner type 여과 깔때기 

（Fisher）를 통하여 여과하였다. 이 여과된 침전물을 건 

조기에서 4시간 동안 말린 후 다시 Pellet Di的］ 넣고 

1堰간 2.5to罔 압력을 가하여 Pellet을 만들었다. 이 

Pellet을 다시 잘게 쪼개어 석영보트에 담아 전기로（국 

제 싸이엔岡 넣고 1"간 동안 섭씨 600 oC인 산소 분 

위기 하에서 가열하였다. 이 소성된 시료는 천천히 실 

온까지 식혔다. 이 시료는 진공 속에 보관하였다.

시료처리, 온도 및 진공 압력 측정. ESR 연구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수화된 MoH-SAPO-34 시 

료는 시료용기 （내경 2 mm 외경 3 mm）에 넣고 진공라 

인에 연결하여 하루동안 진공을 유지하였다. 서서히 시 

료용기의 온도를 올려서 500 oC, 10-6Torr의 진공을 유 

지하면서 탈수 시킨 후 실온•으로 식혔다. 시료용기의 

온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상하가 열린 석영 관 

의 중심 부분을 heating tap^L 감아 제작한 전기로의 

중심 부분의 온도를 온도 센서가 부착된 디지털 온도계 

（QOmega사 모델 871A炉 sample cell의 외부 온도로 

측정하였다. 진공 정도는 진공 센서 （Edward矿卜 모델 

PRH 10）를 직접 진공 라인에 연결하고 이것을 다시 

controller（EdwardV卜 모델 1105）에 연결하여 측정하였 

다. 탈수된 이 시료는 D2O, CHQD, CD3OH, C2H5OD, 
C2D4 및 ND3 등의 용매를 실온 증기압에서 흡착시켰다. 

이 시료 관은 흡착제에 노출시킨 후 ESR 스펙트럼을 

기록할 때까지 액체 질소 속에 보관하였다.

분광학적 측정. SAPO-34시료를 합성한 후 결정 상 

태를 알기 위하여 Powder X-ray（Phili^> 모델 PW1840） 
에 의해 스펙트럼을 기록하였다. TGA（Dupont사 모델 

951） 스펙트럼은 분당 10 oC 속도로 가열하면서 기록하 

였다. Mo 이온 교환여부를 알기 위해 ESR（Bruker사 

모델 ER 200E-SRC） 스펙트럼은 77K에서 기록하였다. 

구해진 각각의 스펙트럼 해석 및 도시를 위하여 IBM 
Computer로 옮겼다. 자기장은 Gauss Meter（Varian사 

모델 E-500炉 보정하였다. 마이크로파 주파수는 주파 

수 계수기 （Hewlett Packard사 모델 HP 5342A理 측정하 

였다. 이렇게 얻은 소성된 H-SAPO-34의 결정상태와 분 

해여부를 알기 위해 다시 XRD 스펙트럼을 기록하였다.

MoO3 와 H-SAPO-34의 고체상 이온교환반음. 0.015 
g의 MoO3（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Inc. 모델 

MoLM3014 95Mo 90%）오! 0.5 g의 H-SAPO-34를 막자 

사발과 막자를 이용하여 약 3堰간 균일한 가루가 될 

때까지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Pellet Di的］ 넣고 약 

10분간 약 2.5to语 압력을 가하여 지름이 10 mm, 두 

께가 4 mm인 Pellet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Pellet을 잘게 갈아서 석영보트에 담아 전기로（국제 싸 

이엔）에서 섭씨 500oC에서 15시간 동안 산소 분위기 

하에서 가열하였다. 이 소성된 시료는 천천히 실온까지 

식혔다. 고체 반응 전후의 시료는 하얗게 되었다. 이 시 

료는 진공 라인 속에 보관 하였다.

시료처리. ESR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수화된 MoH-SAPO-34 시료를 진공 

라인 속에서 꺼낸 후 내경이 2 mm 이고 외경이 3 mm 
인 시료용기에 넣었다. 이 시료용기를 진공 라인에 연 

결하여 500 oC, 10-6 Torr의 진공을 유지하면서 10~15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SR, ESEM을 이용한 이온 교환된 MoH-SAPO-34에 대한 M繭 화학종, 위치 및 흡착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9

시간 동안 탈수한 후 실온•으로 식혔다. 위와 같은 방법 

으로 시료를 처리하면서 진공 중에서 밀봉 하였다. 이 

시료를 ESR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까지 액체질소 속에 

보관하였다.

분광학적 측정. MoH-SAPO-34의 시료를 합성한 毛 

ESR(Bruker사 모델 951百펙트럼은 77K에서 측정하 

였고, 각각의 스펙트럼을 Win-EPR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MoH-SAPO-34의 초 미세구조를 확인하였으며, 

EPR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값들을 

분석하였다. ESEM 스펙트럼은 4K에서 펄스형 ESR 
분광기 (Bruker사 모델 ESP 380尽 측정하였다. 트리 펄 

스 전자스핀반향은 t=0.27 卩s를 갖는 90o-T-90o-T-90o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진동 세기는 丁의 함수로 측 

정하였다. 이론 및 ESEM Computer Simulation? 다 

른 문헌에 설명되어 있다.12」3

결과 및 고찰

용액상 이온 교환

XRD(X-ray Diffraction). SAPO-34를 합성한 후 합 

성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분말 X-선 회절 (Philip사 모 

델 PW1840问 의해 결정상태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패 

턴은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이 값은 문헌 값1과 비교 

하여 001면의 패턴과 동일하여 SAPO-34가 합성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소성 된 H-SAPO-34 결정 상 

태와 분해 여부를 알기 위하여 다시 XRD 패턴을 기록 

하였다. 001면의 XRD 스펙트럼 모양이 변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소성된 H-SAPO-34의 결정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TGA(Thermo Gravimetric Analysis) 스펙트럼. As-

■XL dcpw

Fig. 1.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of as-synthesized and 
reference H-SAPO-34.

Fig. 2.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of calcined H-SAPO- 
34.

Fig. 3. TGA spectra of as-synthesized and calcined H-SAPO- 
34.

synthesized H-SAPO-34의 TGA 스펙트럼은 20〜200 oC, 
200~400 oC, 400~600oC에서 3개의 특징적 인 무게 감 

소를 나타내었다(Fg. 3). 처음의 무게 감소는 물의 탈 

착2로 기인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무게 감소는 유 

기 주형제인 morpholine] 탈착•으로 기인된다. 소성된 

H-MoH-SAPO34의 TGA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20~150oC 
에서 한 단계만의 무게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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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SR spectrum at 77 K of MoH-SAPO-34 dehydrated 
at 500 oC for 15 h.

리적2로 흡착된 물의 탈착•으로 해석되며 morpholine 
주형제가 소성하여 제거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 스핀 공명 (Electron Spin Resonance). 얻은 스 

펙트럼은 Fig. 4와 같은 rhombic g 계수를 갖는 봉우리 

로 나타났고 사실은 산소를 흡착하거나 열적으로 환원 

하거나 항상 같은 스펙트럼이 얻어졌다. 이 새로운 화 

학 종은 Mo(V)Q+로 표현하였다.9
열적 환원. 액체상에서의 이온 교환한 후 ESR스펙트 

럼의 결과는。肝■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시 

료의 색깔은 흰색을 나타내 었으며 이 시료를 470 °C, 
480 oC, 500 oC 그리고 510oC에서 각각 5시간 동안 열 

적으로 환원시킨 후의 색깔은 흰색과 회색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ES4펙트럼의 세기는 고온에서 

오랜 시간동안 탈수함으로써 증가되었고 500oC에서 약 

1列간 동안 탈수했을 때 최대세기를 구할 수 있었다 

(Fig. 4). 액상 이온 교환된 화학 종에서는 Mo(V)O2+-S] 
봉우리가 발견되었다.9 열적에 의한 환원은 Mo(V)O； 
이온은 Site I 혹은 I에 있으리라 생각된다. 액체상에서 

이온 교환하면 고체상 방법보다 SAPO-34의 표면에 붙 

어 있는 화학 종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한 화학 종이 

만들어 졌다 (Fig. 15).
고체상 이온 교환

전자 스핀 공명. 고온 고체상태에서 이온 교환된 시 

료들은 초 미세구조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며 事卜 미 

분한 ES4펙트럼으로부터 좀 더 세밀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수소 기체로 환원하였을 때 좀 더 확 

실한 초 미세구조가 확인되었다. 고온 고체상 이온교환 

반응을 통하여 탈수 시켰을 때 MoH-SAPO-34의 색깔 

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95Mo 
(90%) 시료를 사용함으로써 夕日의 봉우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g. 5).16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옥소-몰리브덴 이온의 형 

태는 (O=Mo=O)+ 또는 (Mo=O)3+이다. MoH-SAPO-5, 
11 분자 체에서는 (MoOz)+ 또는 (MoO)3+의 두 가지 

형태로 알려져 있다.9 SAPO-34] 외부 골격의 낮은 음 

전하 때문에 (MoQ)+ 화학종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표현하였다. MoH-SAPO-34의 경우에도 (MoOz)*가 더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SAPO-34는 단위체 

당 골격 평균 전하는 -1.建 알려져 있다.20 이것은 전하 

Fig. 5. ESR spectrum at 77 K of 95MoH-SAPO-34 thermally reduced at 500 oC for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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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H-SAPO-34에 한 개의 MoO2+ 
이온이 들어간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Mo。,)*가 이온 

교환된 MoH-SAPO-34의 양이온 자리는 Site III(육각 

프리즘의 중심), Site 1(6원환 창문의 중심), Site I'(6 원 

환 중심에서 cavity로 이동) Site IV(8원환 창무가 가 

능하다(及g. 15). 육각 프리즘의 중심 Site III(크기 3 A) 
은 (MoO2)+(Mo5+ 0.75 A, 2O； 2.52 A)1*의 크기 때 

문에 MoO2+가 들어 가기가 어렵다. 열적으로 환원한 A 
화학 종은 용매가 둘째로 접근하기 쉬운 자리 Site【에 있 

고 B 화학 종은 Site 叫］ 있다고 생각된다. 물을 흡착시 

는 두 개의 화학종 Mo(V)Q-(H2O) 이 만들어 진다. 그러 

나 극성 흡착제 메칠 알코올이 흡착 시에는 한 개의 

Mo(V)O2-(CH3OD)2 착물이 만들어 진다. Mo(V)의 일부 

는 흡착제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Site I 혹은『에 남아 

있긴 하지만 다른 자리로 이동한 Mo(V)의 일부는 극성 

흡착제인 메칠 알코올, 물과 다른 착물을 형성한다. 이들 

Mo(V) 이 이동한 자리는 Site IV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Electron prove microanalysis에 의해 분석한 SAPO- 
34 시료는 Si0.11Al0.55P0.34 몰 조성을 보여주었으므로 6원 

환 창문은 2-3개 P원자, 3개 Al원자 0-1 개 Si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3개 Al과 3개의 P 원자로 구성된 

6원환은 알짜 골격전하를 갖지 않게 된다. 따라서 양전 

하를 띄고 있는 Mo 이온은 P 원자 대신에 최소 한 개 

의 Si이 치환된 Site I(6원환 창문问 위치하게 된다. 이 

자리를 6원환 창문 가까이에 있는 chabazite cage 내의 

Site I으로 표현하였다. 비슷한 행동을 NiH-SAPO-34에 

서 보고 되었다.11 적은 함량의 제올라이트 실리카 들에 

서 작은 channel 및 cagW 큰 cage에 비해 높은 음전 

하 밀도를 갖으므로 탈수 시킬 때 super cag的］서 보다 

작은 cag溟 다원자가 전이 금속 이온이 이동하는 driving 
force가 된다. SAPO-5 및 SAPO-11 에서 최초에 12 원 

환이나 10 원환 channel에 있는 금속이온이 탈수되는 

동안 6원환 channel로 이동한다.21 따라서 Site III보다 

Site I 혹은『에 보다 접근하기 쉬우므로 Mo이 이온 교 

환된 SAPO-34는 좋은 촉매가 될 것이라고 추천한다. 

그래서 (MoOD+ 이온이 SAPO-34의 Site I(6원환 창문 

의 중심)혹은 Site I'(6원환 중심에서 cavity로 이동)과 

Site IV(8원환 창문网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적 환원. 고온 고체상에서 이온교환을 한 후 색깔 

은 흰색을 나타내었으며, 500oC에서 10〜15시간 동안 

열적 환원을 시킨 후의 색깔은 거의 회색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ESR스펙트럼은 고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탈수

Fig. 6. Simulated ESR spectrum of 95MoH-SAPO-34 by employ
ing EPRR program.

Fig. 7. ESR Spectra at 77 K of MoH-SAPO-34 (a) thermally 
reduced at 500 oC for 10 h (b) after adsorption of D?O (c) 
after adsorption of CH3OD (d) after adsorption of CD3OH.

함으로써 세기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10〜12시간 탈 

수 시켰을 때 최대 세기를 구할 수 있었다. 고온에서 탈 

수 시켜서 환원을 시켰을 때 더욱 선명한 몰리브덴 화 

학 종의 초 미세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탈수 시켰 

을 때에는 라디칼이 크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Fig. 7에서 Mo 천연재료를 사용한 시료의 ESR 스 

펙트럼에서는 한 화학 종에서는 수직성분과 수평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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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ative ESR Parameters at 77 K of Mo(V) in H-S APO-5, 11 and 34

Treatment
MoH-SAPO-5l MoH-SAPO-11l MoH-SAPO-34m

g||a g严 g||a g严 g||a g严

Dehy. A 1.877 1.952 1.877 1.952 1.884 1.979
B 1.849 1.960 1.851 1.964 1.884 1.962

+D2O 1.899 1.958 1.932 1.897 1.951 1.930 1.882 1.957 1.995
+CD3OH 1.893 1.964 1.932 1.891 1.962 1.930 1.890 1.947
+CH3CH2OD 1.902 1.897 1.954 1.966
+C2D4 1.878c 1.950c 1.878c 1.943c 1.957 1.926

1.895d 1.966d 1.894d 1.968d
+NH3 1.903 1.943 1.908 1.949 1.899 1.968

1.903 1.981 1.903 1.988

aEstimated uncertainty is ±0.003. bg is measured at the max. Peak position of the derivative signal in order to compare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cMajor component. dMinor component. 'From reference 9. mThis Work.

을 보이는 하나의 Peak을 보이나 Fig. 5에서 6개의 

Peak으로 갈라진 초 미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g丄 

1.957, A 丄 37 G g 1.890 Ah 82 G Hi 3100 G, Hf 3700 
G을 놓고 EPRR 전산 시늉(EPRR Simulation Program)을 

한 스펙트럼에서는 명백한 夕日의 초 미세구조를 갖는 

스펙트럼을 Fig. 6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면 

ESR의 g값을 비교해보면 MoH-SAPO-n(n=5,11)에서 

ge>gQg 의 상대적인 값은 MoH-SAPO-34에서도 동일 

한 형태의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9 
MoH-SAPO-n(n=5, 11)과 마찬가지로 MoH-SAPO-34 
도 역시 두 가지 종류의 신호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몰 

리브덴 화학 종의 g값은 此 1.979, gia 1.884으로 관 

찰되었고, 다른 화학 종은 寥 1.962, gib 1.884로 각각 

관찰되었다 (Fg. 7, Table 1).
MoH-SAPO-n(n=5,11：으 g값의 수직과 수평 성분이 

모두 갈라지나 MoH-SAPO-34의 경우는 수직성분만 갈 

라졌다. MoH-SAPO-34에서 Mo(V)와 Mo(V)b는 각각 

Mo(V)6c, Mo(V)^L 나타내었고 Mo(V)g와 Mo(V).。는 

MoH-SAPO-n(n=5, 11)에서와 같이 관찰되지 않았다. 

PdH-SAPO-34는 g의 수직성분 값은 세가지 이지만 수 

평 성분 값은 하나로 나타났다. 수소 환원과 oxygen 
blowing 실험을 토대로 Pd+ 자리는 g 값의 큰 순서로 

각각 Site I(6원환 창문), Site IV(8원환 창문), Site III 
(육각 프리즘의 중심:设로 표현하였다.15

흡착 상호작용. 열적으로 환원시킨 Mo(V)H-SAPO- 
34에 실온에서 기체상태의 CH3OD, D2O, CDjOH, C2H5OD 
의 증기를 흡착시켰을 때 시료의 색은 회색-푸른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천천히 변하였다. 이것은 혼합원자가의 

Mo(V)와 Mo(VI*卜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14 C2D4를 

흡착시켰을 때는 이와 대조적으로 색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D2O, CH3OD, CD3OH를 흡착시켰을 

때 g； 와 g； 는 거의 사라지고 서로 다른 g값을 갖는 

rhombic g 계수를 갖는 ESR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Fg. 
7c, d참조). (MoO)가 흡착된 MoH-SAPO-34의 양이 

온 자리는 육각 프리즘의 중심 III자리는 (MoQ)+의 크 

기 때문에 양이온 자리는 불가하고 다음으로 Site I(6원 

환 창문에서 cavity로 이동), Site I(6원환 창문：가 있는 

데 Site I, T는 극성 흡착제들과 상호 작용하여 Site IV 

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았다. Pd+이 이온 교환된 PdH- 
SAPO-34의 Pd+는 site I(6원환 창문)과 Site III(육각프 

리즘의 중심)과 Site IV(8원환 창문问 위치한다고 보고

Fig. 8. Possible oxomolybdenum species on the surface of 
SAPO-34 Molecular sieves: (a) monooxomolybdenum spe
cies (b) dioxomolybdenum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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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SR spectra at 77K of MoH-SAPO-34 thermally reduced at 500 oC followed by O2 adsorption at room temperature (a) (50 
Torr for 2 min) (b) (1 Torr for 1 min). In (a) and (b) the field scale is expanded and magnified.

하였다.15 따라서 위 두 가지 항의 Mo(V)sc, Mo(V)g 
(MoQ)+ 화학 종은 다음 Fig. 8에 나타내었다. (MoO)3+ 
와 (MoQ)+ 중에서 SAPO-34는 낮은 골격 음전하를 

가지므로 높은 음전하를 갖는 (MoO)3+는 쉽게 안정화 

되지 못한다. 따라서 (MoOz)* 화학종이 더 합리적이다.20 
(MoOz)+ 화학 종은 Site III에서 Mo(V)s가 되고 Site 
IV에서 Mo(V*가 된다.

산소 흡착. Fig. 9a는 실온에서 탈수된 시료에 2분간 

50 torr의 산소를 노출한 후의 ES4펙트럼을 나타내었 

다. ESR 스펙트럼의 세기는 산소를 흡착시켰을 때 감 

소하였고 새로운 rhombic g 계수를 갖는 새로운 3개의 

봉우리가 나타났으며 이전 논문9을 참조하여 이 새로운 

화학 종은 O；로 표현하였다. 즉 O-는 gi, g2, g3를 갖 

는 특성 ESR 봉우리를 갖는다. O- 성분의 疏은 Table 
2에서 MoH-SAPO-5, MoH-SAPO-11 과 비교하여 나타 

내었으며 MoH-SAPO-34의 g 값이 큰 것을 보여주었다.

산소 기체 압력을 낮추면 Mo 화학 종의 특성 봉우리 

가 명백히 니타났다 (Fg. 9b). 20 Torr O2를 흡착하였을 때 

A 화학 종은 선택적으로 사라졌다. O2 중간 압력 (1 Torr) 
에서는 A, B 화학 종이 모두 존재한다. 이 사실은 A 

화학 종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B 화학 종 

은 다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된 

다. 이와 같이 산소는 Mo(V)6c A 화학 종과 먼저 반응 

하고 마지막으로 Mo(V》c B 화학 종 반응 함을 의미한 

다. 암모니아를 흡착하여 시료를 활성화시켰을 때도 O- 

봉우리의 세기가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거의 동 

일한 官값의 결과를 얻었다.。2「성분의 g값은 Table 1 
에서 MoH-SAPO-5오卜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MoH- 
SAPO-34가 조금 이동된 값을 보여주었다.

ESEM 측정. MoH-SAPO-34에 대한 ESEM Simulation 
의 결과는 Table 3 나타내었고 MoH-SAPO-5 및 MoH- 
SAPO-11 의 결과와 각각 비교 하였다. MoH-SAPO-5 
와 MoH-SAPO-11 에서 흡착된 33] 분자 수는 Mo 
(V)와 각각 3분자와 2분자가 배위 되어 있으며 MoH- 
SAPO-34의 경우에는 한 분자가 배위 되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Fg. 10). CH3OD가 흡착된 ESEM의 

Simulations^ 3분자 CH3OD가 흡착된 것으로 나타 

내었다 (Fig. 11). Mo(V)-D의 거리는 첫째 배위 구만 고 

려하면 MoH-SAPO-34-n(5,11,34^";| 각각 0.33, 0.45, 
0.37 n曜 나타났다(Table 3, Fig. 12). 그런데 CD3OH 
가 흡착된 MoH-SAPO-5에서 0.49, 0.37 nm에서 긱각 

두 분자와 한 분자가 첫째 배위 구와 둘째 배위 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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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Value of O- radicals formed in molybdenum/oxide system

System g1 g2 g3 Ref

MoO3/SiO2 2.018 2.010 2.004 4
MoO3/Al2O3 2.017 2.010 2.004 4
Mo/Ma and Mo/ZSM-5 (A)b 2.016 2.011 2.004 8

(B)c 2.021 2.010 2.004
MoO3/SAPO-5 (A)d 2.016 2.011 2.005 9

(B)e 2.021 2.009 2.006
Mo(CO)6/SiO2 2.017 2.011 2.005 3
Mo(CO)6/Al2O3 (I) 2.017 2.011 2.006 3

(II) 2.039 2.015 2.011
MoO3/SAPO-11 2.021 2.014 2.008 9
MoO3/SAPO-5 (I) 2.020 2.015 2.006 9

(II)f 2.024 2.013 2.006
MoO3/SAPO-34 (A)m 2.029 2.021 2.013 This work

(B)o 2.029 2.019 2.013

'Mordenite. bFormed in MoC'-derived sample in vacuum. cFormed in MoC'-derived sample reduced in ammonia. d,nproduced 
by O2 absorption on activated sample. e,oProduced by O2 absorption on a sample reduced by ammonia. fMajor species.

Table 3. ESEM Parameters for Mo(V) with Various Adsorbates in H-SAPO-5, H-SAPO-11 and H-SAPO-34 for Mo(V) Species.

Absorbate
H-SAPO-5d H-SAPO-11d H-SAPO-34c

Na Rb(nm) A(MHz) Na Rb(nm) A(MHz) Na Rb(nm) Ac(MHz)

D2O 6 0.30 0.05 4 0.33 0.01 2 0.53 0.14
CH3OD 2 0.33 0.01 1 0.30 0.05 3 0.37 0.10

1 0.45 0.10 1 0.46 0.15
CD3OH 6 0.49 0.00 3 0.48 0.01 9 0.41 0.14

9 0.37 0.05 3 0.37 0.15
C2D4 4 0.36 0.10 4 0.45 0.10 4 0.46 0.12
ND3 3 0.28 0.03

aNumber of deuterium nuclei. bDistance between Mo(V) and deuterium; estimated uncertainty is ±0.01 nm. cIsotopic hyperfine 
coupling constant. dReferance 9. c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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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and simulated (dashed line) three-pulse 
ESEM at 4K of MoH-SAPO-34 with adsorbed D2O[N=2, R 
=0.53 nm, A=0.14MHz].

배위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H-SAPO-11 의 경 

우에는 0.48, 0.37nm 에서 각각 한 분자가 배위 되어 

있다고 보고되 었다.9 SAPO-34(8 ring 4A)가 SAPO- 
5(12ring 8A)과 SAPO-11(10 ring 6A)에 비해 주요 

동공 크기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의 메탄올 

분자가 배위 되는 것은 굴뚝형과 주머니형 구조의 차이 

로 생각 되었다. MoH-SAP-34의 경우에는 0.41nm에 

서 3개의 CDOH분자가 배위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CHQD와 CDQH가 흡착된 MoH-SAPO-34의 ESEM 
자료는 Fig. 11와 1如I 각각 나타내었다. 일반적 E로 알 

려져 있는 옥소-몰리브덴 이온 의 형태는 (M=O)3+ 또 

는 (O=Mo=O)+로 알려져 있으며 MoH-SAPO-5,11 분 

자 체에서는 (MO)3+와 (MoQ/의 두 가지로 알려져 있 

으며 낮은 골격의 음전하 때문에 (MoQ)+ 화학종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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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perimental and simulated (dashed line) three-pulse 
ESEM at 4K of MoH-SAPO-34 with adsorbed CH3OD[N=3, 
R=0.37 nm, A=0.10MHz].

Fig. 13. Experimental and simulated (dashed) three-pulse ESEM 
at 4K of MoH-SAPO-34 with adsorbed C2D4[N=4, R=0.46 
nm, A=0.12 MHz].

Fig. 12. Experimental and simulated (dashed line) three-pulse 
ESEM at 4K of MoH-SAPO-34 with adsorbed CD3OH[N= 
9, R=0.41 nm, A=0.14MHz].

Fig. 14. Experimental and simulated (dashed) three-pulse ESEM 
at 4K of MoH-SAPO-34 with adsorbed ND3[N=3, R=0.28 nm, 
A=0.03 MHz].

다 더 합리적인 형태라고 표현중卜였다.9 MoH-SAPO-34 
의 경우에도 (Mo。/가 보다 더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 

되었다. ESEM 측정의 결과에 의하면 H-SAPO-34의 

양이온 자리는 6원환 창문의 좀 더 후퇴한 Site【과 

Site IV(8원환 창문冲] Mo(V) 화학 종이 배위 된 것으 

로 추측된다(Fg. 15). C2D4가 흡착된 결과는 MoH- 
SAPO-5, 11의 경우오" 같이 MoH-SAPO-11 의 Mo-D의 

거리가 MoH-SAPO-5의 것 보다 더 길며 부피가 큰 비 

극성의 C2D4가 접근할 수 없는 Site II에 Mo(V尹卜 위 

치한다고 표현하였다.9 C2D4가 흡착된 MoH-SAPO-34 
의 경우에는 Mo-D 거리가 0.46nm에서 한 분자가 배 

위 되어 있고 6원환 창문의 좀 더 후퇴한 Site I에 위치 

한다고 생각되었다(Fg. 13). C2D4가 흡착된 PdH- 
SAPO-34의 경우에도 Pd+이 Site I에 위치한다고 旦고 

하였다. 그리고 ND를 흡착하였을 경우에는 MoH- 
SAPO-5, 11에서는 연구된 바가 없으며 MoH-SAPO- 
34의 경우는 Mo(V)-D의 거리가 0.28nm 에서 한 분자 

가 배위 되어 있고 Site [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4). ND3가 흡착된 PdH-SAPO-34의 Pd는 Site 
I 또는 IV라고 보고하였다.15 그러나 극성흡착제 인 NH3 
에 노출되었을 때 성분의 평행 g 값이 사라지는 것을 보 

면 8원환 창문 Site IV卜 6원환 창문의 큰 동공쪽•으로 

전진한 Site I으로 이동한 것2로 생각되었다(T泌/e 1).

결 론

소성된 H-SAPO-34오] H4SiMo】2O40 용액의 용액 상 

태의 반응은 상자성 Mo(V) 화학 종이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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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unit cell of chaba
zite. The roman numerals indicate cation sites (adated from 
ref 11).

MoO3 와 as-synthesized H-SAPO-34와의 고체 상태 반 

응은 상자성 Mo(V) 화학 종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 

나 계속된 탈수를 하게 되면 ESR로 구별할 수 있는 

Mo(V) 화학 종이 생성되었다. ESR 및 ESEM 자료 들 

은 (MoO)3*나 (MoQ)+ 같은 옥소몰리브덴 화학 종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SAPO-34는 낮은 골격 전하를 갖 

으므로 쉽게 안정화 되지 않는다.20 Mo 이온이 이온 교 

환된 SAPO-5 및 SAPO-11 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3배위나 4배위 된 화학종이 발견되지 않았다. Dioxomoly

bdenum 화학 종의 가능성은 이전 논문에 제안한 바 있 

다.22,23 dioxomolybdenum] 존재는 Pd(I)에 비해 Mo(V) 
에서 양이온 자리가 하나 부족한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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