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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π-C5H5NC16H33]3[PW4O16] 촉매
헤테로폴리산 촉매의 일종인 [π-C5H5NC16H33]3

[PW4O16]은반응조절상전이촉매로, H2O2(H2+O2)

를 산화제로 이용하여 프로필렌을 산화프로필렌으로

직접산화시킬수있다. 에폭시화반응이진행되는동

안 반응은 균일상 반응으로 진행되지만, 반응이 진행

됨에따라H2O2가모두소모된후에는불균일화반응

이 되어 촉매가 침전되기 때문에 촉매 회수가 쉬우며

재사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결국이촉매는용

해와 침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균일상과 불균일상 촉

매 모두의 장점을 지니게 된다. 먼저 H2O2를 제조하

기 위해서 2-ethylanthraquinone(EAQ)를 환원시켜

2-ethylanthrahydroquinone(EAHQ)로 만든 후 산

소를 산화제로 이용한다. EAQ/EAHQ 반응으로 생

성된H2O2는 [C5H5NC16H33]3[PW4O16] 촉매상에서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의 산화제로 사용된다. 이

때H2O2를생산하기위한EAQ/EAHQ 산화환원반

응은 순환하는 반응이므로, 전체 반응에서는 프로필

렌이 산소, 수소와 반응하여 산화프로필렌과 물이 제

조되는형태를지닌다. 전체적인반응개략도는[그림

1]과같다.

[π-C5H5NC16H33]3[PW4O16] 촉매는 원래 유기용

매에녹지않으나H2O2와반응하는동안구조적인변

화로인해 [π-C5H5NC16H33]3[PO4[W(O)2(O2)]4]가

형성되면서 유기용매에 녹는다. 하지만 H2O2가 모두

반응하고 나면 촉매는 다시 고체 상태로 침전되게 된

다. 즉, [π-C5H5NC16H33]3[PW4O16] 촉매는 반응 도

중 고체-액체-고체의 상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탁

하던 반응용액이 반응하는 동안 투명해졌다 다시 탁

해지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상전이 촉매의 전체적

인반응메커니즘은[그림2]와같다.

이 반응을 65℃에서 6시간 진행시키면 EAHQ를

기준으로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89%이고, 프로필렌에

대한 산화프로필렌의 선택도는 95%를 보여, EAHQ

를기준으로볼때 85%의산화프로필렌수율을보인

다. 이 때, H2O2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않으면EAHQ와O2에의해H2O2가생성되

는 반응이 느려져 오랜 시간동안 EAHQ가 존재하게

된다. 그결과, EAHQ와H2O2의반응에의해H2O2의

수득률이 떨어지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불

필요한반응들이진행되는것을막기위해H2O2가생

성되는단계와산화프로필렌이생성되는단계를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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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5H5NC16H33]3[PW4O16] 촉매 상에서의 프로필렌 에폭시화 반응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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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각각의 반응기에서 반응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이

반응은 온도에 따라 수율이 변하는데, 65℃까지는 온

도가 높아질수록 수율이 증가하는 반면, 65℃보다 높

아지면 H2O2가 분해되거나 산화프로필렌이 가수 분

해되기 때문에 온도의 증가에 따라 수율은 감소한다.

[π-C5H5NC16H33]3[PW4O16] 촉매는 반응이 끝나면

고체 상태로 침전되므로 재사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산화프로필렌에대한높은선택도로부산물의생성이

거의없는촉매라는장점을지닌다.

[γγ-SiW10O34(H2O)2]
-4 촉매

[γ-SiW10O34(H2O)2]-4는 [γ-SiW10O36]-8의 divacant

lacunary Keggin-type 헤테로폴리산을 protonation

시켜 만든다. 이 촉매는 H2O2를 이용한 다양한 올레

핀의에폭시화반응에높은효율을보인다. 특히기존

의 두 상용화 공정(chlorohydrin process 및 hydro-

peroxide process)에 비해 H2O2를 이용한 산화는 환

경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즉, 부산

물로물이외의다른물질들은거의생성되지않으며,

H2O2는 반응을 위한 많은 양의 활성 산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에 효율적

촉매인 lacunary Keggin-type의 silicodecatungstate

의구조는 [그림 3]과같다. 10개의텅스텐원자가중

앙의 SiO4 단위에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서 O3과 O7

은 W-(OH2)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텅스텐은 6가양이온, 실리콘은 4가양이온형태

이다.

[γ-SiW10O34(H2O)2]-4 촉매를 이용하여 32℃에서

8시간동안반응시키면H2O2 이용효율성과산화프로

필렌의 선택도는 99% 이상이고, 산화프로필렌 수율

은 90%가 된다. 그리고 좋은 위치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촉매 회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이 촉매의 활

성은 촉매가 만들어질 때의 pH에 의존하는데, pH 2

에서가장좋은활성을가진다. 또한반응이진행되는

동안 반응 혼합물의 IR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스펙트

럼에나타나는경향이변하지않고일정한데, 이를통

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촉매의 구조가 변하지 않

고안정함을알수있다.

[γ-SiW10O34(H2O)2]-4의 에폭시화 반응성을

peroxotungstate인 [[W(=O)(O2)2]4(µ-PO4)]-3와

[[W(=O)(O2)2(H2O)]2(µ-O)]-2를 비교해 보기 위

그림 3. Silicodecatungstate 헤테로폴리산의 구조.

그림 2. [C5H5NC16H33]3[PW4O16]의 상전이 촉매 작용에 대한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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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시간 동안 1-octene의 에폭시화 반응을 수행

한 결과, 두 peroxotungstate 촉매는 각각 38% 및

25%의 수율을 보인 반면에 [γ-SiW10O34(H2O)2]-4

촉매는 90%의 수율을 보여 가장 높은 촉매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γ-SiW10O34(H2O)2]-4 촉매는프

로필렌을 비롯한 다양한 올레핀의 에폭시화 반응에

높은 활성을 보이며, 촉매의 구조가 안정하여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가 변하지 않으므로 여러 번 재사

용하더라도활성이그대로유지된다는장점을지닌다.

Pd(OAc)2-[(C6H13)4N]3[PO4[W(O)(O2)2]4] 촉매
Pd(OAc)2와 [(C6H13)4N]3[PO4[W(O)(O2)2]4]는

메탄올 존재 하에서 분자 산소를 이용하여 프로필렌

의에폭시화반응을일으킬수있는촉매이다. 산소분

자는 값이 싸며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산화제로직접이용할경우많은장점을지닌다.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은 Pd(OAc)2와 THA-

PW4([(C6H13)4N]3[PO4[W(O)(O2)2]4])가함께존

재할 때에 가장 잘 일어나며, Pd(OAc)2와 THA-

PW4가각각따로존재할경우에는낮은전환율을보

인다[표1]. 즉, 메탄올존재하에100℃에서6시간동

안 반응시키면 Pd(OAc)2와 THA-PW4가 함께 존

재할때42.7%의프로필렌전환율과81.6%의산화프

로필렌 선택도를 보여 가장 높은 산화프로필렌 수율

을 보이게 된다. 이는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이

THA-PW4의 peroxy oxygen bond에의해일어나는

데, peroxy oxygen bond는Pd의촉매작용으로메탄

올로부터 생성된 peroxy intermediate에의해서 생성

되기 때문이다. THA-PW4 자체는 프로필렌의 에폭

시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산화프로필렌에 대

한 높은 선택도를 보이지만 peroxy oxygen bond가

계속 생성되지 못하므로 낮은 프로필렌 전환율을 보

이고, Pd(OAc)2 자체는 에폭시화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므로프로필렌전환율과산화프로필렌에대한선

택도 모두 낮게 나타난다. Pd + THA-PW4 촉매를

사용할 경우, 메탄올 역시 Pd 촉매 상에서 산소 분자

와의 반응으로 산화되므로 O2 전환율이 프로필렌 전

환율보다훨씬더높다. 그러나THA-PW4만사용할

경우 O2 전환율과 프로필렌 전환율이 같은데, 이는

Pd의촉매작용으로메탄올과산소분자의반응에의

해 peroxy intermediate가 생성됨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Pd(OAc)2와 THA-PW4가 함께 쓰

이지만메탄올대신 acetonirile를사용할경우촉매반

응성은 THA-PW4만을 사용한 경우와 거의 일치한

다. 이는 acetonirile은 Pd 촉매에 의해 peroxy

intermediate를형성하지못하기때문이며, 따라서메

탄올이프로필렌의에폭시화반응에적합한물질임을

알수있다.

Pd(OAc)2와 THA-PW4가 함께 존재할 경우 산

화프로필렌생성반응의메커니즘은[그림 4]와같다.

먼저 Pd(OAc)2는 반응 온도인 100℃에서 메탄올에

의해 Pd0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을 위해 활성을 가지는 상태는 Pd2+가 아니라

Pd0라고 생각할 수 있다. 메탄올은 Pd 촉매에 의해

산소 분자와 반응하여 peroxy intermediate인

HOCH2OOH를 생성하는데, 반응 조건에서

HOCH2OOH는 안정하지 못하므로 대부분 COx와

H2O로 산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성된

Pd + THA-PW4 (methanol) 42.7 81.6 34.8 63.2

Pd(OAc)2 (methanol) 2.6 5.3 0.1 7.8

THA-PW4 (methanol) 3.2 84.6 2.7 3.2

Pd + THA-PW4 (acetonitrile) 3.1 86.8 2.7 3.1

표 1. 여러 촉매에 의한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

촉매
C3H6 PO PO O2

전환율(%) 선택도(%) 수율(%)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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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2OOH는 THA-PW4에 peroxy oxygen bond

가형성되도록하여결과적으로산화프로필렌이생성

되는반응이진행되게된다.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에 대한 반응 온도의

향을 살펴보면,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프로필렌 전

환율은증가하지만산화프로필렌에대한선택도는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산화프로필렌에 대한 선

택도의 감소는 100℃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더 급격

히일어난다. 이는반응온도가 100℃보다높아질경

우산화프로필렌의고리가깨지면서생성되는부산물

들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Pd + THA-

PW4 촉매는 재사용되더라도 프로필렌 전환율과 산

화프로필렌에 대한 선택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Pd + THA-PW4 촉

매의구조는변하지않고일정하게유지됨을알수있

다. 이처럼 Pd + THA-PW4 촉매는 반응이 일어나

는 동안 촉매의 구조가 안정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촉매들과는 달리 산소 분자를 산화제로

직접사용하여프로필렌의에폭시화반응을일으키므

로경제적, 환경적으로많은장점을지니고있다.

티타늄 함유 제올라이트 촉매
Propylene oxide(PO)는 공업적으로 다양한 용도

를 갖는 화학 중간체이며, 폴리우레탄의 단량체인

polyol 제조에 활용되는 물질이다. 이 물질을 제조하

는 기존의 공정으로써 hydroperoxide process나

chlorohydrin process 등이 있는데 이들 공정은 복잡

한 단계를 거치며, 높은 열량과 많은 양의 부산물을

생성하는 문제로 인하여 대체 합성 공정에 대한 관심

그림 4. Pd+THA-PW4 촉매에 의한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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