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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는 불균일계 촉매인 니켈 담지 제올라이트계 촉매를 이용하여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이성질화를 통해 합성할 수 있다. 니켈 담지 제올라이트계 촉매는 HY 제올라이트로부터 KCl 수용액을 이용해 이온교환

하여 KY 제올라이트를 합성한 뒤 함침법을 통해 니켈을 담지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촉매는 수소를 이용하여 전처리

하여 공액화 반응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낮은 온도에서 HY 촉매는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었지만 공액화 반응에 대해 

낮은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KY 촉매는 낮은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나 높은 온도에서 HY 

촉매와 유사한 전환율을 보였으며, 낮은 온도에서도 공액화 반응에 대해 높은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반응 

온도 220 ℃에서 4 wt% Ni/KY720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63.4%의 수율을 얻었다. 

Conjugated linoleic acid methylester was synthesized through isomerization of linoleic acid methylester by using heteroge-

neous catalysts. As for heterogeneous catalysts, Ni supported zeolite type catalysts were used. H zoelite Y (HY) were ion 

exchanged with KCl aqueous solution to synthesize K zeolite Y (KY), and with impregnation method,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were synthesized. Catalysts were used after pre-treatment by using hydrogen. HY catalysts showed a high conversion 

at low temperatures; but a low selectivity for conjugation reaction. KY catalysts showed a low conversion at low temperatures; 

but a similar conversion with HY catalysts at high temperatures while a high selectivity at low temperatures. As a result, 

4 wt% Ni/KY720 recorded the high conjugation yield of 63.4% at 220.

Keywords: conjugated linoleic acid methylester, isomerization, nickel supported zeolite catalyst, K zeolite, H zoelite Y

1. 서    론
1)

식물유 유래 다이머산 유도체는 오일 첨가제, 계면활성제, 합성 페

인트, 잉크, 화장품, 의료용, 금속가공유, 전자 부품, 핫 멜트 접착제, 

경화제, 에폭시 및 폴리아마이드의 원료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식물유 유래 다이머산 메틸 에스테르는 식물유와 메탄올의 전이에스

테르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불포화 지방산 메틸에스테르가 열과 압

력에 의해 디엘스-알더 축합에 의하여 이량화하여 생성된다[1]. 식물

유에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구조는 식물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디엘스-알더 올리고머화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다이머산 메틸에스테르 화합물은 다이머, 트라이머, 테트라머 및 그 

이상의 중합체가 다양하게 생성된다. 다이머산 메틸에스테르 화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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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용도로 적용하여 원하는 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이머의 

함량이 매우 중요하며 다이머의 함량은 증류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제방법을 통하여 향상할 수 있다[2]. 또한, 다이머에 함유되어 있는 

구조는 단일고리, 이중 고리 및 비고리 구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게 되며 원하는 충격강도를 갖는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단일

고리 다이머산 메틸 에스테르 유도체를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같이 고리화합물이 많은 다이머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식물

유에 함유되어 있는 리놀레산 단위체를 공액화하여 디엘스-알더 반

응을 진행하면 고리화 다이머산 메틸에스테르의 합성 수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는 공액 리놀레산 함량의 증

진이 요구되는 유제품, 기능성 오일 등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NaOH, NaOCH3, KOH, KOCH3 

등의 균일계 촉매를 다가 알콜 용매 존재 하에 반응하여 공액 리놀레

산을 제조한다[3]. 이와 같이 상업적으로 공액 리놀레산을 제조하는 

것은 합성 수율이 높아 대량생산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성물

과의 분리가 어렵고 정제 과정 등의 환경오염 및 그에 따른 경제성 문

제가 따른다. 이러한 균일 촉매의 단점은 불균일 촉매로 보완할 수 있

으며 불균일 촉매는 생성물과의 분리가 용이해 정제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4-8]. 불균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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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Properties of HY Zeolite

명칭 SiO2/Al2O3 몰 비 양이온 비표면적, m
2
/g 명명

CBV720 30 H
+

780 HY720

CBV760 60 H
+

720 HY760

CBV780 80 H
+

780 HY780

Figure 1. Preparation process of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촉매를 이용한 선행 연구로는 팔라듐(Pd, Palladium), 로듐(Rh, 

Rhodium), 루테늄(Ru, Ruthenium) 등의 귀금속을 활성탄(Activate 

carbon), 제올라이트(Zeolite), 실리카(Silica) 등의 지지체에 담지하여 

유기용매와 함께 공액 반응에 사용하였으며 귀금속 담지 촉매는 선택

성이 우수하여 균일 촉매의 활성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9-15]. 하지만 앞서 언급한 귀금속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귀금속을 비교적 저렴한 전이금속으로 대체한 공액 반응에 선택성

을 보이는 불균일 촉매를 사용하여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를 공액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귀금속을 대체할 전이금속으로는 수소 활성화 기

능을 갖는 티타늄(Titanium), 크롬(Chromium), 니켈(Nickel), 코발트

(Cobalt), 구리(Copper) 등이 있다. 이들 금속은 수소가 빠르게 확산되

어 해리⋅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와의 결합 세기가 달라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적합한 수소화 반응에 사용할 수 있다. 티타늄

과 크롬의 경우 수소가 강하게 흡착되고, 구리의 경우 수소가 너무 약

하게 흡착되어 수소화 활성이 낮지만 코발트와 니켈의 경우 수소의 

흡착 세기가 수소화 활성에 적합하여 수소화 반응에 많이 사용된다. 

수소화 촉매는 탈수소화 반응에도 활성이 있는데, 이는 촉매에 흡착

된 수소가 탈착되어 반응물에 수소화를 일으키지만 기체 상태의 수소

가 촉매에 해리흡착되듯이 반응물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와 촉매에 

흡착되어 탈수소화 반응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진행된다[16,17]. 

본 연구에서는 니켈 담지 제올라이트 촉매가 공액 리놀레산 메틸

에스테르 합성 반응에 참여할 때, 수소화 반응 특성을 갖는 니켈과 이중

결합에 상호 작용을 하는 제올라이트의 산점이 리놀레산 메틸에스테

르의 공액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까지 

사용된 균일계 촉매에 부합하는 수율을 나타내는 경제적인 불균일계 

촉매를 합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실    험

2.1. 시약 및 분석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원료로서 Methyl linoleate (TCI, 

97%)를 사용하였다. 불균일 촉매의 지지체로 사용된 제올라이트는 

Zeolyst사의 CBV720, CBV760, CBV780을 사용하였으며, 각 제올라

이트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올라이트는 편의상 HY형태로 임의 명명하여 사용하였으며 촉매 

합성을 위하여 Potassium chloride (SIGMA-ALDRICH, 99 + %)와 Nickel 

(II) nitrate hexahydrate (SIGMA-ALDRICH, 97%)를 사용하였다. 

합성된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는 
1
H-NMR (300 MHz, Bruker), 

GC (Agilent Technologies 7890A)로 분석하였으며 표준시료로 methyl 

oleate (SIGMA-ALDRICH, 99%), linoleic acid, conjugated methyl ester 

(SIGMA-ALDRICH, ≥ 99%)를 사용하였다. GC 분석은 HP-88 

Capillary GC Column (60 m, 0.25 mm, 0.2 µm)을 이용하여 185 ℃를 

유지시켰으며, detector의 온도는 325 ℃로 측정하였다. 합성된 촉매의 

구조 및 특성 분석을 위해 XRD (Rigaku D/Max-2200V), EDS (Bruker/ 

Quantax 200), BET (Micromeritics Tristar 3020), NH3-TPD (BEL 

Belcat-B)를 이용하여 특성분석을 행하였다. 촉매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

의 정량은 ICP-AES (Thermo Scientific iCAP 6500 duo)로 정량하였다.

2.2. 합성

2.2.1. 불균일계 촉매 합성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를 합성하기 위한 불균일계 촉매는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올라이트의 H
+
를 K

+
로 치환하기 위하여 

이온교환법을 이용하였다. 4 wt% 니켈이 담지된 불균일계 제올라이트 

촉매의 대표적인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250 mL 비커에 0.5 M의 

Potassium chloride 수용액 100 mL와 HY 제올라이트 10.0 g을 넣은 

후 65 ℃에서 4 h 동안 교반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필터와 세척 과정을 

거쳐 70 ℃ 오븐에서 12 h 이상 건조하였다. 그후 400 ℃에서 4 h 동안 

소성하여 KY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다. 제올라이트에 니켈을 담지하

기 위하여 초기 습식 함침법(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Method)

를 이용하였으며 Nickel nitrate 수용액 50 mL에 HY 혹은 KY 제올라

이트 10.0 g을 넣고 교반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후 건조하여 400 ℃에

서 4 h 동안 소성하여 Ni/HY, Ni/KY 촉매를 제조하였다.  

2.2.2. 불균일계 촉매를 이용한 컨쥬게이션 반응

가열 환류 냉각기를 장착한 50 mL 3구 플라스크에 니켈 담지 제올

라이트 촉매 0.74 g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10 wt%)을 넣고 180 ℃

에서 1 h 동안 H2를 100 cc/min의 유속으로 흘려주었다. 이후 30 min 

동안 N2 purge 과정을 거쳐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 8.5 mL를 가하였

으며 일정 온도(180∼220 ℃)로 승온한 후 N2를 연속적으로 흘려주며 

컨쥬게이션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1 h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GC 분석을 

행하였다. Figure 2는 수소 활성화 특성을 갖는 금속이 담지된 불균일

계 촉매 상에서의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이성질화 반응의 다양한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서, 반응 중에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LAME)에 

수소가 첨가되어 올레산 메틸에스테르(OAME), 스테아르산 메틸에스

테르(SAME)의 다양한 이성질체가 생성되기도 하며, 이중결합의 이동

으로 인한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CLAME) 이성질체가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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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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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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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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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10, cis-12-CLAME trans-9, trans-11-CLAME

Figure 2. Synthetic scheme of conjugated linoleic acid methyl ester.

Figure 3. Gas chromatograms of (-) fatty acid methyl ester standard 

(FAMEs), and (…) conjugation reaction product ((a) SAME isomers, 

(b) OAME isomers, (c) LAME isomers, (d) LAME (reactant), and (e) 

CLAME isomers).

Figure 4. XRD patterns of 4 wt% Ni supported catalysts. (a) HY720, 

(b) 4 wt% Ni/HY720, (c) KY720, and (d) 4 wt% Ni/KY720, (▲) NiO.

기도 한다[18,19].  

Figure 3에 기준물질로 사용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및 불균일계 

촉매를 이용한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공액화 반응 후 생성물질의 

GC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내었다. Figure 3의 GC 크로마토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기준 물질은 대부분 시스 형태로 

스테아르산 메틸에스테르(Stearic acid methylester; SAME)는 24 min, 

올레산 메틸에스테르(Oleic acid methylester; OAME)은 25∼26 min,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는 29 min 피크,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

의 시스(Cis-) 및 트랜스(Trans-) 이성질체는 35∼45 min에서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다양한 이성질체의 분석

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액화 반응 후 얻어진 생성물질은 

시스 및 트랜스 이성질체의 혼합물로서, (b)에 나타난 두 개의 피크 중 

앞의 피크는 올레산 메틸에스테르의 트랜스 이성질체, 27∼28 min대

의 (C)는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트랜스 이성질체인 것으로 판단된

다[20]. 전환율은 반응물인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가 이성질체 및 화

학 반응을 통하여 다른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로 전환된 비율을 백분율

로 나타낸 값이다. 또한 생성물 내의 올레산 메틸에스테르와 공액 리

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몰분율을 전환율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수소화 

및 공액화 반응에 대한 선택도이다. 앞에서 얻은 리놀레산 메틸에스

테르의 전환율과 공액화 반응에 대한 선택도를 곱하여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합성 수율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의 특성 분석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를 합성하기 위하여 불균일계 니켈 담지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온교환법과 초기습식 함침법으로 제조하여 XRD 

를 이용하여 결정 구조와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Figures 4 및 5에 XRD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ure 4의 (b)와 (d)는 4 wt% Ni/HY720과 

4 wt% Ni/KY720의 XRD 회절 피크로서 HY 제올라이트와 KY 제올

라이트의 XRD 회절 피크에 나타나지 않는 산화니켈의 고유 XRD 

회절 피크(2θ : 약 37.2, 43.3, 62.8)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제올라

이트에 니켈이 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XRD 회절 피크의 강도를 통하여 정량분석을 할 수 있다[21]. 

그 예로 Figure 5에서 촉매의 니켈 담지량이 2 wt%에서 15 wt%로 많아

질수록 산화니켈의 XRD 회절 피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 불균일계 촉매의 ICP-AES 분석을 통하여 금속 성분의 상대적

인 구성비, BET 분석을 통하여 촉매의 비표면적, 기공 크기 및 부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 불균일계 제올라이트 촉매에 포함되어 있는 

니켈의 함량은 원하는 함량의 니켈이 담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커질수록 (KY720 < KY760 < KY780) 

K의 함량이 적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커질수록 산점의 수가 적어지므로 K
+
이 치환될 수 있는 자리 또

한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6,21,22]. BET 분석 결과, KY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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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XRD patterns of Ni/KY720. (a) 2 wt% Ni/KY720, (b) 4 wt%

Ni/KY720, (c) 6 wt% Ni/KY720, (d) 8 wt% Ni/KY720, (e) 10 wt% 

Ni/KY720, and (f) 15 wt% Ni/KY720, (▲) NiO.

Table 2. Analyses of Metal Composition by ICP-AES and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by BET

Catalysts Ni, % K, %
Surface area

(m
2
/g)

Pore volume

(cm
3
/g)

4 wt% Ni/HY720 4.34 - 847.4 0.47

4 wt% Ni/KY720 4.11 1.29 794.8 0.43

4 wt% Ni/HY760 4.22 - 852.5 0.48

4 wt% Ni/KY760 4.24 0.64 844.4 0.46

4 wt% Ni/HY780 4.14 - 863.3 0.49

4 wt% Ni/KY780 4.30 0.34 819.0 0.46

2 wt% Ni/KY720 2.52 828.8 0.47

6 wt% Ni/KY720 5.80 785.5 0.44

8 wt% Ni/KY720 7.76 773.9 0.43

10 wt% Ni/KY720 10.1 742.1 0.41

15 wt% Ni/KY720 15.1 704.3 0.39

Figure 6. NH3-TPD profiles of 4 wt%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a) 4 wt% Ni/HY720, (b) 4 wt% Ni/HY760, (c) 4 wt% Ni/HY780, 

(d) 4 wt% Ni/KY720, (e) 4 wt% Ni/KY760, and (f) 4 wt% Ni/KY780.

매는 HY 촉매에 비하여 비표면적 및 기공 부피가 비교적 작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HY 촉매의 H 원소의 반지름이 KY 촉매의 K 

원소 반지름보다 작기때문에 HY 촉매의 H
+
가

 
K

+
로 교환되면 촉매의 

기공에서 K
+
이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표면적 및 기공 부피가 

작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Y720에 담지된 니켈의 담지량이 많을

수록 촉매의 표면적은 작아지게 되며 기공 부피 또한 작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NH3-TPD를 통한 4 wt% 니켈이 담지된 촉매의 산점 분포 분석 결

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NH3-TPD 분석 결과를 토대로 KY 촉

매가 HY 촉매에 비하여 약간 낮은 온도에서 암모니아 탈착 곡선이 

나타남에 따라 HY 제올라이트의 H
+
가 K

+
로 치환되면서 산점이 중화

되어 그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점의 수가 비교적 

많은 4 wt% Ni/HY720은 4 wt% Ni/HY760과 4 wt% Ni/HY780에 비

하여 암모니아 탈착 곡선이 크게 나타나며, 4 wt% Ni/HY720과 4 wt% 

Ni/HY760은 400 ℃에서 암모니아 탈착 곡선이 나타남에 따라 강산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작을수록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이웃하고 있는 자리, 즉 산점이 많아지는 것과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더 이상 산점의 

세기는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16,22]. 

3.2.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합성 

3.2.1. 반응온도 영향 

앞에서 제조한 Ni 담지 불균일계 제올라이트 촉매를 사용하여 리놀

레산 메틸에스테르의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전환반응을 행

하여 전환율 및 선택도를 살펴보았다.

180 ℃에서 HY와 KY 제올라이트에 4 wt%의 니켈이 담지된 촉매의 

활성을 Figure 7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HY 촉매의 경우 실리카/

알루미나 몰 비가 60인 4 wt% Ni/HY760이 가장 높은 전환율을 나타

내었으나 선택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리카 알루

미나 몰 비가 30일 때 0.60 이상의 가장 높은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세 종류의 KY 촉매는 모두 50.0% 미만의 전환율을 나타내었

으며, 선택도는 약 0.70대를 나타내었다.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30인 4 wt% Ni/HY720과 4 wt% Ni/KY720

을 비교했을 경우 전환율은 4 wt% Ni/HY720이 25.0% 정도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공액화 반응에 대한 선택도는 4 wt% Ni/KY720이 약 

0.10의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리카/

알루미나 몰 비가 60인 경우에도 4 wt% Ni/HY760의 전환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선택도는 4 wt% Ni/KY760이 약 0.75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80인 경우 4 wt% Ni/HY780이 60.0%의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선택도에서는 

4 wt% Ni/KY780이 약 0.20의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남으로서 앞에

서 비교한 30, 60의 몰 비를 갖는 촉매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였다.

200 ℃에서 HY와 KY 제올라이트에 4 wt%의 니켈이 담지된 촉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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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LAME Conjugation over 4 wt%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at 180 ℃

Catalysts SiO2/Al2O3 mole ratio Temp. (℃) Conv. (%)
Mole fraction (%)

Sc

Hydro. Conj.

4 wt% Ni/HY720 30

180

66.2 26.3 39.9 0.60

4 wt% Ni/HY760 60 75.7 41.1 34.6 0.46

4 wt% Ni/HY780 80 88.6 48.3 40.3 0.45

4 wt% Ni/KY720 30

180

39.9 11.5 28.4 0.71

4 wt% Ni/KY760 60 48.9 14.3 34.6 0.71

4 wt% Ni/KY780 80 48.2 12.9 35.3 0.73

        

Figure 7. Results of LAME conjugation over 4 wt%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at 180 ℃. a) total converted amount of LAME refer to mole 

percentage, b) selectivity for conjugation = conjugation (%) / total conversion (%), (■) 4 wt% Ni/HY720, (●) 4 wt% Ni/HY760, (▲) 4 wt% 

Ni/HY780, (▼) 4 wt% Ni/KY720, (◆) 4 wt% Ni/KY760, (◀) 4 wt% Ni/KY780. 

활성을 Figure 8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HY 촉매의 경우,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60, 80인 촉매가 75.0%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나 0.50 미만의 선택도를 나타내었고,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30일 때에는 60과 80일 때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나 선택도는 0.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KY 촉매는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60일 때 약 90.0%의 가장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었지만 선택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0일 경우 

전환율은 가장 낮으나 0.80에 가까운 가장 높은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30일 경우 4 wt% Ni/HY720과 4 wt% 

Ni/KY720의 전환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선택도는 4 wt% 

Ni/KY720이 약 0.20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리카/

알루미나 몰 비가 60일 경우 200 ℃에서 4 wt% Ni/HY760과 4 wt% 

Ni/KY760 모두 80.0%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선택도의 

경우 4 wt% Ni/KY760이 0.20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80일 경우 180 ℃에서와 같이 약 20.0∼30.0%

의 차이를 나타내며 4 wt% Ni/HY780이 높은 전환율을 보였으나, 선

택도는 4 wt% Ni/KY720이 약 0.30의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20 ℃에서 HY와 KY 제올라이트에 4 wt%의 니켈이 담지된 촉매의 

활성을 Figure 9와 Table 5에 나타내었다. 

HY 촉매의 경우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60일 때 가장 높은 전환

율을 나타냈으며 선택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30, 80인 촉매는 약 5.0%의 차이로 80일 때 더 높은 전환율을 

보였으나 선택도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KY 촉매

는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30이며 반응 시간이 1 h일 때 가장 높은 

74.5%의 전환율과 0.75의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60일 경우 전환

율이 30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선택도는 0.60 이하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30일 경우 4 wt% Ni/KY720이 

4 wt% Ni/HY720에 비하여 약 10.0%의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었고, 선택도 또한 0.10∼0.20의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60인 경우 4 wt% 

Ni/HY760과 4 wt% Ni/KY760은 80.0%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내었고, 

선택도의 경우 4 wt% Ni/KY760이 약 0.15∼0.20의 차이로 높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80일 경우 4 wt% 

Ni/HY780과 4 wt% Ni/KY780은 80.0%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선택도의 경우 4 wt% Ni/KY780이 약 0.10의 차이로 높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액화 반응에 사용된 6가지 촉매 모두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선택도의 경우 반드시 반응 

온도에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은 반응 온

도가 높을수록 반응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충돌 횟수가 증가하

게 된다. 본 연구의 공액화 반응에서도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전환율

이 높은 것은 반응물인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와 니켈 담지 제올라이

트계 촉매의 충돌 횟수가 반응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HY 촉매가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는 것은 HY 촉매의 

H
+
이 강한 산점을 생성하여 반응물인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가 K

+
를 

양이온으로 갖는 KY 촉매보다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반응물의 

전체 전환율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HY 촉

매와 KY 촉매의 전환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반응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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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LAME Conjugation over 4 wt%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at 200 ℃

Catalysts SiO2/Al2O3 mole ratio Temp. (℃) Conv. (%)
Mole fraction (%)

Sc

Hydro. Conj.

4 wt% Ni/HY720 30

200

70.5 30.7 39.8 0.56

4 wt% Ni/HY760 60 88.7 51.8 36.8 0.41

4 wt% Ni/HY780 80 89.4 49.4 40.0 0.45

4 wt% Ni/KY720 30

200

63.0 16.8 46.2 0.73

4 wt% Ni/KY760 60 91.4 42.1 49.2 0.54

4 wt% Ni/KY780 80 73.6 25.9 47.7 0.65

        

Figure 8. Results of LAME conjugation over 4 wt%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at 200 ℃. a) total converted amount of LAME refer to mole 

percentage, b) selectivity for conjugation = conjugation (%) / total conversion (%), (■) 4 wt% Ni/HY720, (●) 4 wt% Ni/HY760, (▲) 4 wt% 

Ni/HY780, (▼) 4 wt% Ni/KY720, (◆) 4 wt% Ni/KY760, (◀) 4 wt% Ni/KY780. 

Table 5. Results of LAME Conjugation over 4 wt%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at 220 ℃

Catalysts SiO2/Al2O3 mole ratio Temp. (℃) Conv. (%)
Mole fraction (%)

Sc

Hydro. Conj.

4 wt% Ni/HY720 30

220

82.3 38.2 44.2 0.54

4 wt% Ni/HY760 60 89.5 47.0 42.5 0.47

4 wt% Ni/HY780 80 86.4 41.3 45.1 0.52

4 wt% Ni/KY720 30

220

91.6 33.8 57.8 0.63

4 wt% Ni/KY760 60 90.9 39.5 51.3 0.56

4 wt% Ni/KY780 80 87.3 35.2 52.1 0.60

        

Figure 9. Results of LAME conjugation over 4 wt% Ni supported zeolite catalysts at 220 ℃. a) total converted amount of LAME refer to mole 

percentage, b) selectivity for conjugation = conjugation (%) / total conversion (%), (■) 4 wt% Ni/HY720, (●) 4 wt% Ni/HY760, (▲) 4 wt% 

Ni/HY780, (▼) 4 wt% Ni/KY720, (◆) 4 wt% Ni/KY760, (◀) 4 wt% Ni/KY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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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sults of LAME conjugation over Ni/KY720 catalysts at 220 ℃, a) total converted amount of LAME refer to mole percentage, b) 

selectivity for conjugation = conjugation (%) / total conversion (%), (■) 2 wt% Ni, (●) 4 wt%, (▲) 6 wt% Ni, (▼) 8 wt% Ni, (◆) 10 wt% Ni, 

(◀) 15 wt% Ni.

따른 반응 결과에 나타났듯이 반응 온도가 상승하면서 양이온의 종류에 

따른 산점의 세기로 인한 전환율의 차이가 반응물의 충돌 횟수로서 

보완되어 반응 속도가 상승하므로 전환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4 wt% Ni/KY 촉매는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환율이 

크게 증가하므로 반응 온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KY 촉매에 비하여 HY 촉매의 선택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HY 촉매의 산점과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이중결합 간의 상호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수소화 반응 특성을 갖는 니켈의 수소 원자 제공

으로 인해 수소화 반응이 우세해져 공액화 반응에 대한 선택도는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H
+
이 K

+
으로 치환되면서 이루어지는 

산점의 중화는 촉매와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이중결합과의 상호

작용을 약하게 만들어 낮은 온도에서의 전체 전환율을 떨어뜨리나 온

도가 높을 경우 반응 속도가 상승하게 되어 전환율이 높아지고 강한 

산점의 중화로 인한 상호작용의 변화에 의해 공액화 반응이 우세해짐을 

알 수 있다.

4 wt% 니켈이 담지된 HY 촉매는 온도가 낮을 때에는 실리카/알루

미나 몰 비가 클수록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지만 선택도는 이에 반비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응온도가 200 ℃, 220 ℃로 높아질 경우엔 

실리카 알루미나 몰 비가 60인 4 wt% Ni/HY760 촉매가 가장 높은 전

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선택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약한 산점과 

강한 산점의 양이 4 wt% Ni/HY720보다는 적고 4 wt% Ni/HY780보다 

많은 촉매가 가장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는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 값을 

갖지만 수소화 반응으로의 선택도가 높은 산점과 이중결합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wt% 니켈이 담지된 KY 촉매에는 180 ℃에서 50.0% 미만의 낮은 

전환율을 나타내지만 선택도는 0.70 이상 높게 나타나며 실리카/알루

미나 몰 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반응 온도가 높아

질수록 4 wt% Ni/KY760의 전환율은 크게 높아지나 선택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며 220 ℃에서 4 wt% Ni/KY720이 가장 높은 전환율 및 

선택도를 나타낸다. 4 wt% Ni/KY720은 제올라이트 양이온이 K
+
으로 

교환되면서 기존의 H
+
를 양이온으로 갖는 제올라이트를 지지체로 한 

4 wt% Ni/HY720에 비하여 산점의 양이 줄어들었으며, 산점의 세기 

역시 약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4 wt% Ni/KY760과 4 wt% Ni/KY780

에 비하여 강한 산점이 더 많은 특성을 갖는데 이는 220 ℃의 반응 

조건에서 반응물의 전환율 및 산점과 이중결합의 상호 작용에 따른 

공액화 반응에 가장 적합한 촉매의 산 특성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3.2.2. 니켈의 담지량에 따른 촉매의 활성

위의 결과를 토대로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공액화 반응에 가장 

좋은 활성을 나타낸 4 wt% Ni/KY720 촉매의 니켈 담지량이 촉매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응 온도가 220 ℃일 때 2, 

4, 6, 8, 10, 15 wt%의 니켈이 KY720에 담지된 촉매의 리놀레산 메틸

에스테르 공액화 반응에 대한 결과를 Figure 10에 나타내었으며, 4 wt% 

Ni/KY720이 가장 높은 전환율 및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2, 6, 8, 10, 

15 wt%의 니켈이 담지된 촉매는 0.50∼0.60 사이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이며 선택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니켈의 담지량이 

많을수록 전환율은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니켈의 

담지량이 많아질수록 니켈에 의해 촉매의 산점이 덮임으로써 전환율

이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니켈에 의해 촉매의 기공이 가리

어지게 되고, 표면적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촉매의 활성이 낮아진다고 

판단된다.

3.2.3. 재현성 실험

앞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공액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합성을 위한 

니켈 담지 제올라이트 촉매 중 4 wt% Ni/KY720이 가장 좋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촉매를 이용하고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공액화 반응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두 반응 모두 약 85.0∼90.0%의 전환

율을 달성하였고 선택도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1 h일 때 약 

0.75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불균일계 니켈 담지 제올라이트 촉매를 사용하여 리놀레산 메틸

에스테르의 공액화 반응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니켈 담지 제올라이트 불균일계 촉매를 이용한 리놀레산 메틸 

에스테르의 공액화 반응에서 반응 온도, 제올라이트 양이온의 종류,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 니켈의 담지량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2) 니켈 담지 제올라이트계 불균일계 촉매를 이온교환법과 초기

습식 함침법으로 제조하였으며 Ni/HY 촉매는 Ni/KY 촉매에 비하여 

산점의 양이 많고 그 세기가 크며, 실리카/알루미나 몰 비가 클수록 

강한 산점이 많게 나타났다.

3) 반응 온도 220 ℃에서 4 wt% Ni/KY720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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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sults of LAME conjugation over 4 wt% Ni/KY720 catalysts at 220 ℃, a) total converted amount of LAME refer to mole percentage, 

b) selectivity for conjugation = conjugation (%) / total conversion (%), c) CLAME yield (%) = conversion (%) × selectivity, (■) 1
st
 reaction, 

(●) 2
nd

 reaction.

타내었으며 HY 제올라이트의 양이온이 H
+
에서 K

+
으로 교환됨에 

따라 산점의 특성이 변화하였고, 리놀레산 메틸에스테르의 공액화 

반응에 가장 적합한 산 특성을 갖게 되었다. 

4) 공액화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환율은 점점 증가하였지만 

선택도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반응 온도가 220 ℃

이며 반응 시간이 1 h일 때 4 wt% Ni/KY720이 84.5%의 전환율과 

0.75의 선택도를 나타냄으로써 가장 높은 63.4%의 수율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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