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8 … NICE, 제24권 제6호, 2006

특·별·기·획(Ⅲ)

Ti-Al-HMS 촉매
Ti와 Al이 포함된 hexagonal mesoporous silica

(HMS)는 O2를 산화제로 직접 사용하여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Ti-HMS나

Al-HMS를 사용했을 때보다 Ti-Al-HMS를 촉매로

사용한 경우에 더 높은 산화프로필렌의 수득률을 보

이는데, 이는 HMS에 Ti와 Al이 동시에 존재해야 산

화프로필렌의수율을향상시킬수있음을의미한다.

Al, Ti, HMS를이용하여형성된여러촉매를사용

하여프로필렌의에폭시화반응을수행한결과는 [표

1]과 같다. 250℃에서 Ti-Al-HMS는 47.8%의 프로

필렌 전환율과 30.6%의 산화프로필렌에 대한 선택도

로가장높은산화프로필렌의수율을보인다. Sol-Gel

법에의해제조된Ti-Al-HMS과는달리함침법에의

해 제조된 Ti/Al-HMS와 Al/Ti-HMS는 낮은 산화

프로필렌 수율을 보이는데, 이로부터 프로필렌의 에

폭시화 반응을 위한 Ti와 Al이 포함된 HMS 촉매는

Sol-Gel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Ti-Al-HMS 촉매는Ti 및Al 비율에따라다른촉

매 활성을 보인다. 우선 Ti-Al-HMS에서 Al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Al:Si=1:100) Ti의 함량에 따

른프로필렌의전환율과산화프로필렌의선택도변화

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0에서 4:100까지

의 Ti/Si 몰 비율의 범위에서는 Ti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필렌의 전환율과 산화프로필렌의 선택도가

모두 증가하지만, 4:100의 비율을 넘어서면 둘 다 조

금씩 감소한다. 따라서 250℃의 온도에서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을 위한 최적화된 몰 비율은

Ti:Si=4:100이라할수있다.

또한 Ti-Al-HMS에서 Ti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하

면서(Ti:Si=4:100) Al의 함량에 따른 Ti-Al-HMS

촉매의 반응성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Al의 양

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증가하지만,

산화프로필렌의 선택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Al의양이많아질수록Al에의한산점의 향이

더커지는데, 그결과로부산물인탄화수소가많이형

성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산화프로필렌의 수득률

그림 1. Ti-Al-HMS(Al:Si=1:100) 촉매 활성에 대한 Ti 함량
의 향(● = 프로필렌의 전환율, ▲ = 산화프로필렌의
선택도).

Ti-Al-HMS 47.8 30.6 14.6

Ti-HMS 3.7 34.5 1.3

Al-HMS 13.5 6.6 0.9

Ti/Al-HMS 30.9 24.7 7.6

Al/Ti-HMS 22.7 21.8 4.9

표 1. Al, Ti를 포함한 HMS 계열 촉매에 의한 프로필

렌의 에폭시화 반응

촉매
C3H6 전환율 PO 선택도 PO 수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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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l:Si=1:100의 몰 비율일 때에 최대가 된다. 따

라서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을 위한 Ti-Al-HMS

의최적화된몰비율은Si:Ti:Al=100:4:1이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Ti-Al-HMS 촉매는 높은

산화프로필렌의 수율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구조적

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에 Ti-Al-HMS

의 활성점 모델을 나타낸 것처럼 산소 분자는 HMS

표면중Ti 원자와Al 산점에걸쳐흡착되고, 이에의

해프로필렌의에폭시화반응이일어난다. 이는HMS

에Ti와Al이모두존재해야산화프로필렌생성반응

이잘일어날수있음을반증해주는결과이다. 

Ti-Al-HMS 촉매를 사용할 경우,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이 촉매 표면에 침전되어 점차 활성이 떨어짐

을 관찰할 수 있다. 반응 가스에 소량의 수소를 첨가

하면 활성이 줄어드는 속도는 감소하지만 활성이 감

소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 후 활성

이 줄어든 촉매를 650℃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하면

다시 촉매 활성이 되살아난다. 따라서 Ti-Al-HMS

촉매의 경우 산화프로필렌의 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촉매의 활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

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Au/Ti-MCM-41 촉매
Ti-MCM-41 촉매는 tert-butyl hydroperoxide

(TBHP)나 ethylbenzene hydroperoxide(EBHP)와

같은 alkyl hydroperoxide를 산화제로 하여 프로필렌

의 에폭시화 반응을 일으킨다. 이 촉매는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데,

CVD 온도에 따라 산화프로필렌에 대한 선택도가 크

게 변한다. CVD 온도가 800℃일 때, 산화프로필렌의

수율은 94.3%로가장높게나타난다. 그러나이경우

높은 수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산화제로 alkyl

hydroperoxide를사용하기때문에co-product가많이

발생되어, 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O2와 H2를

사용하는방법에많은관심이기울어지고있다.

Au/Ti-MCM-41 촉매는 O2와 H2를 직접 사용하

여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을 일으킨다. 여기서 프

로필렌의전환율과산화프로필렌에대한선택도는촉

매제조시에사용되는 template의종류와Ti의함량

등에 많은 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100℃의 반응

온도에서몰비율이Ti:Si=3:100인촉매를사용하

을때, 프로필렌전환율은3.2%, 산화프로필렌에대한

선택도로는93.5%로가장높은촉매활성을보인다.

Ti-MCM-41의 template로는 dodecyltrimethyl

ammonium chloride(C12TMACl)과 cetyltrimethyl

그림 2. Ti-Al-HMS(Ti:Si=4:100) 촉매 활성에 대한 Al 함량
의 향(● = 프로필렌의 전환율, ▲ = 산화프로필렌의
선택도).

그림 3. Ti-Al-HMS 촉매의 반응 활성점에 대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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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um chloride(C16TMACl)을 들 수 있는데,

C16TMACl을 사용했을 때에 프로필렌의 전환율과

산화프로필렌에대한선택도및H2의이용효율성모

두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더 큰 알킬기를 가진

template의 사용으로 촉매의 기공 크기가 커져서 Au

의분산도와반응물의접근성이향상되었기때문이다.

또한촉매를 300℃에서소성시키면촉매활성과산화

프로필렌에대한선택도를최대로얻을수있다. 반면

에 소성하지 않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건조만 시키

면 낮은 촉매 활성 및 선택도를 보인다. 이를 통하여

산화된 형태의 Au보다는 소성에 의해 환원된 금속

입자 형태의 Au가 산화프로필렌의 제조 반응에 더

적합함을알수있다.

Au/Ti-MCM-41 촉매에서 Ti 함량은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에 향을

미친다. Ti 함량이 증가하면 Au의 함량 역시 증가하

므로 O2와 H2의 전환율은 높아지지만 산화프로필렌

에 대한 선택도는 감소한다. 또한 프로필렌의 전환율

은Ti:Si=2:100의몰비율에서최대가되며, Ti 함량

이이보다더많아지면 Ti가 polymeric anatase TiO2

형태가 되거나 octahedral coordination이 되므로 전

환율은 감소한다.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은

tetrahedral coordinated Ti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

려져있다. 

Au 입자를 Ti-MCM-41 표면에 침전시키기 위하

여염기성의침전제를사용하는데, 침전제로는LiOH,

NaOH, KOH, RbOH, CsOH를 들 수 있으며 침전제

의 종류는 산화프로필렌의 생성 반응 결과에 향을

준다. 양이온의 원자번호가 큰 침전제를 사용할수록

산화프로필렌에 대한 선택도가 낮아진다. 이는 원자

번호가 큰 Cs쪽으로 갈수록 침전제의 염기성이 감소

하는것과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그림 4.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에 대한 Au/Ti-MCM-41 촉매의 Ti/Si 비율 향 (A) Ti/Si에 따른 H2와 O2의 전환율,
(B) Ti/Si에 따른 프로필렌의 전환율, (C) Ti/Si에 따른 산화프로필렌의 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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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u/Ti-MCM-41 촉매는 H2와 O2를 산화

제로 직접 사용하여 산화프로필렌을 생성하며, 이 반

응은촉매제조의여러조건들과반응환경에의해많

은 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산화프로필렌에 대한

선택도는 높게 얻을 수 있지만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낮으며, 촉매를 사용하는 동안 활성이 많이 떨어지므

로이를극복하는연구가필요하다.

Au/Ti-MCM-48 촉매
Ti-MCM-48은 cubic 구조로 hexagonal 구조인

Ti-MCM-41보다 프로필렌의 에폭시화 반응에서 더

좋은 활성을 보인다[그림 5]. Au/Ti-MCM-48 촉매

가 더 높은 산화프로필렌의 선택도와 프로필렌의 전

환율을 보이며, 더 낮은 H2의 전환율을 보이는데, 이

는 H2의 이용 효율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Au/Ti-MCM-48의활성이더좋은이유로는다음을

생각할수있다. Ti-MCM-41은 1차원적인기공구조

를 가지므로 촉매의 산점에 의해 형성된 부산물들인

산화프로필렌의올리고머나큰유기화합물에의해기

공이쉽게막혀활성이떨어지지만, Ti-MCM-48은 3

차원적인 기공 구조로 기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

므로활성을유지하기에좀더유리하기때문이다.

Au/Ti-MCM-48 촉매의경우에도Ti 함량이프로

필렌의에폭시화반응에 향을미친다. Ti 함량이증

가하면 O2와 H2의 전환율은 높아지지만 산화프로필

렌에 대한 선택도는 감소하며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Ti:Si=2:100에서 최대가 된다. 그리고 pH를 7.0±

0.1의범위로유지하면서Ti-MCM-48 표면에Au 입

자를 침전시키고, 300℃에서 소성시켰을 때에 촉매의

활성이가장높게나타난다. 이러한경향들은Au/Ti-

MCM-41의결과와동일하다.

이 촉매를 silylation시켜 촉매 표면의 silanol group

을 alkylsilyl group으로바꿔주면, 촉매의활성이감소

하는 속도를 줄이면서 산화프로필렌의 수율을 높일

수있다. 이는 silanol group이알킬기로대체됨으로써

silanol group에서 일어나던 부반응들을 억제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silylation으로 산화프로필렌의 선택도

와H2의이용효율성을높게유지하는것은가능해졌

지만, 반응 초기의 프로필렌 전환율이 낮아지는 한계

를보이므로이에대한연구가필요한상황이다.

그림 5. Au/Ti-MCM-41과 Au/Ti-MCM-48의 프로필렌 에
폭시화 반응에 대한 활성 비교.

본 원고는 SK(주)에서 지원하는 연구의 일환

으로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