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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루미늄과 실리콘이 산소를 공유하며 골격을 이룬 

제올라이트는 1960년대 석유화학공업에 처음으로 촉매 

로 사용된 이후에 산 특성 및 이온교환능력 등으로 인 

해 무기재료 분야의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흐｝ 

고 있다」그 중에서도 HZSM-5는 뛰어난 열적 안정성 , 

강한 산점 및 형상 선택성 등으로 인해 촉매로 많이 적 

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HZSM-5는 고유의 강한 

산성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이온으로 

치환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금속이온은 

탈수소화/산화 반응의 활성점으로, 산 점은 알킬화, 이 

성화, 올리고머화, 고리 화 등의 활성 점으로 작용한다.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HZSM-5는 수열 반응으로 합 

성된 NaZSM-5를 암모니늄염으로 이온교환 한 후 고온 

의 소성을 통해 얻어진다. 이온교환은 평형 공정이므로 

2-3회의 반응이 필요하며 이온교환 후 필요한 소성 공 

정은 약 500。(3의 고온이 필요한 등 비교적 복잡한 단 

점이 있다.4 또한, 이온 교환 없이 직접 수열결정화반응 

을 통해 HZSM-5를 얻을 수 있으나 결정시간이 너무 

긴 단점 이 있다.5 즉, 수열반응에 의한 HZSM-5 합성은 

170。＜2의 반응 온도에서, 알루미늄원에 따라 3일 내지 

10일간의 반응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업적으로 중 

요한 HZSM-5를 짧은 시간의 결정화를 통해 일단계로 

합성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ZSM-5 제올라이트 분자체를 합성할 때 주형물질 

(template)로 쓰이는 tetrapropyl ammonium hydroxide 
(TR\OH)는 매우 비싼 화합물이다. 이에 많은 논문들이 

TRAOH 대신에 TPABr를 사용하여 분자체의 합성원가 

를 절감할 수 있는 결과들을 보고한 바 있으나 HZSM-5 

의 일단계 합성에 TPABr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다.6 TEOS(tetraethyl orthosilicate)는 가수 

분해 속도가 적당한 단량 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TEOS를 실리카 원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제올라이트의 합성 원가도 따라서 증가 

하게 되고 공업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에틸실리케이트(ES)는 TEOS에 비해 가격이 크 

게 저렴하므로 ES를 이용하여 TS-1 제올라이트 분자 

체를 합성한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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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이크로파 가열을 이용한 제올라이트 합성에 

서 결정화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킨 연구 결과들이 발 

표되었고 연속식으로 제올라이트를 합성할 가능성마저 

제시되고 있다.5。본 연구실에서도 TS-1, NaZSM-5, 

A1PO4-5, VSB-1, VSB-5 및 베타 등 제올라이트 및 분 

자체 촉매합성에 마이크로파 가열방법을 이용하여 합 

성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데 성공하였고 MCM-41 과 

SBA-16 등의 메조 세공 물질들도 역시 마이크로파 가 

열을 사용함으로써 1시간 이내에 합성할 수 있었다.山， 

또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분자체의 형상을 쉽게 조 

절하는 기술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의 빠른 가열/반응, 균일한 결정화 그리고 원 

하지 않는 물질의 생성을 줄이는 등의 특징을 HZSM-5의 

합성에 응용하여 합성시간의 단축과 아울러 공정과정 

을 간략화 함으로써 향상된 HZSM-5 합성공정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HZSM-5 분자 체를 마 

이크로파 가열방법으로 제조하였고 합성시간과 전구체 

조성, 형상 및 산점 등을 일반적인 오븐가열방법으로 

제조한 HZSM-5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실험 방법

HZSM-5 제 올라이트 분자 체 합성에 있어서 실리카 

원은 ES(96%, Showa), 알루미늄원으로는 A1(NO3)3-9H2O 

(Junsei)를, 무기 양이온으로는 암모니아수(NH3H2O), 

그리고 주형물질로는 잘 알려진 TR^OH 대신에 저렴 

한 TPABr(98% Aldrich)를 사용하였다. 합성에 사용된 

반응물의 조성은 SiQ: 0.2TFABr: 0.033A1203: 55.6HQ 

였으며 자세한 합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12g의 

A1(NO3)3-9H2O» 10 ml의 증류수에 용해 시킨 후 여기 

에 15 曲 ES를 천천히 넣으면서 15분 동안 교반하였 

다. 40 ml의 증류수로 용해 시킨 TPABr를 이 용액에 

가한 후 7.02 ml의 NH3H2O를 가하였다. 이렇게 혼합 

된 전구체를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마이크로파 전용 

테프론 반응기에 옮기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165 °C 

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합성하였고 다른 하나는 오븐수 

열반응기로 같은 온도에서 교반을 하지 않고 합성하였 

다. 합성이 끝난 생성물들은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여 

과하여 침전물을 분리하고 2차 증류수로 pH 가 9가 될 

때까지 세척한 다음 에서 충분히 건조하였다. 

HZSM-5 의 합성에 사용한 마이크로파 기기는 온도와 

압력이 제어 가능하고 최대 출력이 1200 W(주파수 

2450 MHz)인 CEM사의 Microwave Digestion System 

(MARS-5 CEM Corp., Matthews, NC, USA) 이였다. 

제조한 촉매의 결정의 형태와 크기는 주사전자현미경 

(JEO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model JSM-840)) 

으로 괸측하였고 결정성분의 X선 회절 형태는 Rigaku 

사의 XRD 회절 분석기 (D MAX in VC, Ni-filtered Cu 

K(radiation(A,= 1.5404 A))을 사용하여 30 kV 40 mA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촉매의 산 특성은 암모니아 

TPD(Micromeritics, TPD/TPR 2900)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TPD전처리는 고정층 흐름식 석영반응기에서 

촉매 0.1 g을 넣고 헬륨을 흘려주면서 10°C/min 의 승 

온 속도로 550。(까지 승온시킨후 2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며 촉매에 흡착된 불순물과 수분을 제 

거 하였다. 이를 다시 상온으로 냉각시켜 상온에서 1시 

간 유지한 후 암모니아를 5분간 흡착시켰다. 탈착은 헬 

륨 흐름하에서 80。0로부터 600 °C까지 10°C/mi宓로 

승온시키면서 행하였고, 탈착되는 암모니아를 TCD 검 

출기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 1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165。(2에서 10분간 가 

열하여 얻어진 ZSM-5 및 일반적인 수열 반응(165 P 

에서 72시간)으로 얻어진 ZSM-5의 XRD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마이크로파 가열방법으로 얻어진 시료의 

XRD의 d 값과 h, k, 1 값은 이전에 ZSM-5 제올라이트 

로부터 보고된 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心 이 두 시료는

Fig. 1. XRD patterns for HZSM-5 zeolite synthesized at 165 °C 
by (a) microwave heating for 10 min and (b) conventional 
heating for 7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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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ystallization kinetic curves of HZSM-5 zeolite syn
thesized at 165 °C by (a) microwave heating and (b) con
ventional heating.

Time (min)

.
은
뜨
장
은
$
읆
 n
~
E
O
E
E
<

100 200 300 400 500

Temprature/'C

Fig. 4. TPD spectra of HZSM-5 zeolite synthesized at 165 °C 
by (a) microwave heating for 10 min and (b) conventional 
heating for 72 h.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정도를 가지고 있고 모두 사방정 

계의 공간그룹의 MFI구조특징을나타내고 있다. 165 °C 

에서의 마이크로파 가열과 수열합성의 합성시간에 따 

른 결정화곡선을 Fig. 2에 도시하였다. 마이크로파를 이 

용한 경우에는 165。(2에서 6분 동안에 60%의 결정성 

을 보였고 10분만에 80-90%의 결정성을 보여주어 매 

우 빠른 결정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두 합성 방 

법의 시간에 따른 결정화 도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인 

수열 결정화에 비해 마이크로파 가열방법에 의하면 합 

성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은 얻어진 결정의 주사 전자 현미경 (SEM)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이크로파 가열방법으로 합성된 결정입 

자 크기는 230-260 nm로 아주 균일한 타원체형이지만 

수열방법으로 얻어진 결정은 입방체형이고 표면이 거 

칠다. 마이크로파 가열방법과 수열방법으로 얻어진 결 

정 모양이 왜 서로 다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마 

이크로파 가열시스템에서 卫르丑 빠른 가열이 일어나 

므로 빠른 핵화가 진행되고 따라서 균일한 결정 이 얻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합성된 HZSM-57} 양이온 교환을 하지 않아도 기대 

한 산점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의 산성도를 암 

모니아-TPD로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파로 합성한 시료 

와 수열 방법으로 합성한 시료 모두 유사한 탈착 스펙 

트럼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약 45(/C에서 탈착 하는 

암모니아로부터 두 가지 시료 모두 강한 산점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마이크로파 가열 방법에 의해 

10분만에 제조된 HZSM-5는 수열합성 방법에 의해 제 

조된 HZSM-5와 유사하게 강한 산점(약 450。(2)과 약 

한 산 점 (약 200。0이 서로 비슷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매우 짧은 시간에 

일단계로 합성한 HZSM-5는 이온교환을 하지 않아도 

매우 강한 산 특성을 갖으므로 산 촉매로 여러 가지의 

반응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사용한 원료(TPABr 및 

ethylsilicate)의 가격이 저렴하므로 공업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a) 1 gm (b)

Fig. 3. SEM images for HZSM-5 zeolite synthesized at 165 °C 
by (a) microwave heating for 10 min and (b) conventional 
heating for 72 h.

결 론

주형물질 TPABr와 실리카원 ES를 사용하여 수열 결 

정화를 통해 1단계의 단일공정에 의해 HZSM-5를 합 

성하였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일반적인 수열합성 방법으로 합성된 제올라이트와 매 

우 유사한 결정성 및 산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1단계 

로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뛰어난 결정성과 강한 산점을 

가져 여러 종류의 산 촉매반응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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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원료 물질의 가격을 고려할 때 상업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마이크로파에 의해 165。＜에서 10 

분 간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일반적인 수열 합성법으로 

72시간동안 합성된 HZSM-5와 비슷한 결정성을 보여 

마이크로파에 의한 합성은 일반적인 수열 합성법에 비 

해 100배 이상의 매우 빠른 결정화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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