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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广 AI2O3 와 Si。? 에 입혀진 CuO 계에서 지지체와 금속과의 상호 작용을 X선 회절법과 

승온 환원법으로 연구했다, CuO/广AIQ3계의 CuO X 선 회절 피크는 구•리의 농도가 약 5wt % 이 

상일 때 관찰될 수 있었으며 CuO/SiO2계에서는 2.5wt%의 구리 함량에서도 볼 수 있었다.(如0/了_ 

AI2O3 의 수소에 의한 승온 환원 실험 에서 는 145°C, 185°C, 210°C, 그리고 250°C 부근에서 네개의 

주 피크가 나타났으며 CuO/SiQ의 경우는 425°C 에서의 작은 피크와 함께 250°C 에서 큰 피크가 

나타났었다. 1000°C 에서 소성시킨 CuO/广ALQ의 CuALQ 에 대한 승온 환원 피크들과 145°C, 
200°C(185°C, 210°C), 250°C 부근의 피크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각각 t-ALOs와 상호작용하{ 

Cu。격자에 있는 Cu+이온 了“凝为의 결함 자리들에 존재하는 Cu十이온, 그리고 입자가 큰 CuO 
층에 있는 Cu가이온에 대응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부터 CuO/t-ALS계에서는 지지체와 

금속간에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 상호 작용이 CuO/广AI2O3계의 Cu+이온을 안정화 시킴을 

알 수 있었다.

AB용히RACT・ The metal-support interaction of copper oxide supported on r-alumina and silica 
was studi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temperature-programmed reduction (TPR). It was found 
that XRD pattern of CuO can not be observed up to 5.0wt% copper content for CuO/r'Al2O3 while 

CuO/SiO2 sample 나】ows the CuO pattern even at 2.5wt% copper content. H2-TPR of CuO//-A12O3 
system 사gws four major peaks at 145°C, 185°C, 210°C, and 250°C. In the case of CuO/SiO2, a 
large peak at 250°C was appeared accompanying a small peak at 425°C. Comparing the TPR peaks 

with that of copper aluminate which was prepared from the calcination of CuO/r-Al2O3 at 1000° C, 
the peaks at around 145°C, 200°C (185°C and 210°C), and 250°C were corresponded to Cu+ ion 

in CuO interacting 广ALO3, Cu+ ions in defect sites of r-Al2O3 and Cu자 ion in the bulk CuO 
layer, respectively. From th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re is considerable metal-support 

interaction in CuO on 7--AI2O3 ar서 the interaction results in a stabilization of Cu+ ion in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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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촉매는 대부분 촉 

매작용에 직접 참여한다고 생각되는 금속자신만 

을 사용하기 보다는 금속을 어떤 지지체에 분산 

시켜 표면에 노출되는 금속 원자와 입혀진 금속 

의 전체양과의 비 를 높이 는 경 우가 대 부분이 다. 

이러한 처리는 촉매 제조 원가를 낮추고 금속 입 

자의 성 장을 막으며 금속의 촉매 능을 변화 시킨 

다.

지지체에 얹혀진 금속이 순수한 금속과 다른 

촉매작용의 선택성이나 활성을 보이는 것은 금 

속과 지 지체가 일종의 화학 결합 작용을 함으로 

서 금속 성 분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에 기인하리 

롸 생각된다.

특히 지 지 체 가 화학적 으로 활성인 경 우나 반 

도체 특성이 현저할 경우 얹혀진 금속의 성격을 

많이 변화 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금속一지지체간의 상호 작용이 비교적 잘 

연구된 계로서 Cu-A&Q)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여 러 가지 표면 분석 법2~12이 나 자화율 측정 에 

13.14 의하면 CU-AI2O3 계에서는 구리 가 Cu+, 

CuO, C11AI2O4 등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고되 

어 있다. 특히 Jacont? 등은 입 혀진 구리는 낮은 

구리 함량에서 Cu+이온이 우선적으로 형성됨을 

제시했고, Berger^등은 7-AI2O3에 분산된 CuO 
는 많은 양의 CW+이온들을 갖고 있으며 이 이 

온들은 팔면체 자리에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Wolberg6 등은 알루미나에 분산된 구리 이 

온에는 격리된 CuO,CuA12O4,Cu+이온의 세가지 

상이 존재함을 관찰했고, Gentry^ 등은 $6에 

입 혀 진 구리 에 는 분산된 CuO 와 Copper Silicate 
의 두 상이 있으며 이 두 상의 상대적인 양은 지 

지체 표면적과 구리 함량에 의존함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7-AI2O3 에 입 혀진 Cu 를 수소 

와 산소로 처리 시킬때 Cu의 형태가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많은 보고된 결과들과 비교하여 조 

사함으로서 여러가지 구리 이온종 특히 Cu+이 

온의 r-Al2O3 위에서의 안정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험2. 실

2.1. 촉매의 제조. 본 실험에서 지지체로 사 

용된 7-AI2O3는 질산 알루미늄으로 부터 제조 

했다. 3MNHK)H 에 0.5M 의 A1(NC)3)3 •아&O 

를 첨가하여 얻은 초기 침전물을 24시간 동안 

80。(：에서 가열 산화 시켰다. 생성된 섬유상 겔 

을 세척하고 공기가 환류되는 오븐 속에서 건조 

하여 pseudoboehmite 를 만든후 주로 500〜550° C 
사이에서 5시간 동안 소성시켜 7-AI2O3를 얻 

었으며 BET 법에的 의한 표면적은 50m2/g 이었 

다. 그리 고 Si。? 는 SiCL 를 에 탄올과 상온에 서 

반응시켜 에틸 실리케이트를 합성하고 에틸 실 

리 케 이 트를 160°C 에서 분별 증류시 켜 순도를 높 

여 물과 반응 시킨후 500°C에서 5시간 동안 소 

성시켜 얻었다.

제조된 7-AI2O3 와 SiQ 에 무게 비 로 구리 의 양 

이 5,7.5,10, 30,40, 50(wt%)가 되 도록 impreg
nation 방법을 사용하여 CuO 상태로 입 혔다. 질 

산구리 수용액에 미리 제조한 지지체를 흔들면 

서 서서히 넣어준 후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여 

기서 얻어진 일정량의 질산구리가 입혀진 지지 

체를 110°C 오븐 속에서 12 시 간 동안 건조한 후 

550° C furnace 에 서 12 시 간 소성 시 켰 다. 17~19 여 

기서 소성 온도가 높으면 지지체가 다른 상태 

로 변하며 구리의 상태도 변화하므로 600°C 아 

래의 온도 조건이 사용되었다.

2.2. 실험장치. 온도 sensor로 사용된 열전대 

(Type K)와 증폭부분의 비선형성 을 보정 해 주 

기 위해 linearizer® 를 포함한 proportional type 
온도 조절기 를 제작 사용했으며 온도 상승을 위 

해 personal computer IQ 1000®을 사용했 다 (F£g. 
1). 온도는 ±0.5°C 의 오차 범위 안에서 잘 조 

절 되 었다. 시 료는 0.10〜0.20g 을 석 영 관에 넣 

어 사용했고, 기 체의 유속은 30m〃min 이 었다. 

사용된 기체는 각각 He(99.9999%, CO,CH4이 

O.lppm 이하), O2/N2(5.12% O2), H2/Ar(4.40 
% H2), CO/He(5.U% CO) 로 한국 표준 연구 

소에서 구입하여 바로 사용했다.

2.3. 실험방법. 일정량의 시료를 석영관에 넣 

고 200°C에서 1시간 동안: He기체를 흘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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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Ni filtered Cu K„ 
radiation) for Cu/SiO? with various copper contents : 
(a) 20wt %, (b) 7. 5wt %, (c) 2. 5wt %, and (d) SiO2.

Fig-1. Schematic diagram of TPR apparatus. AMP : 
Amplifier, LIN : Linearizer circuit, SW : Switching 
circuit, T. C : Thermocouple.

분을 제거했다. 다음에 온도를 600°C 까지 올린 

후 600°C 에서 30 분 동안 O2/N2기체를 통과시 

켜 주었다. 그리고 그 온도에서 20분 동안 He 
기체를 흘러 준 후 He 기체를 통과시키면서 실온 

까지 냉각 시켰다. 실온에서 약 1시간 동안 H2 

/Ar 기체를 흘려준 후 5°C/min 의 속도로 600°C 
까지 온도를 올려 주면서 시료위에 통과시킨 H2 

/Ar 기 체와 Reference 관을 통과한 반응하지 않은 

H/Ar 기 체의 열전도도를 4 개의 filament -f- 가 

진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를 사 

용하여 비교하므로서 환원에 소모된 H2 의 양을 

측정했다 (600°C O2-H2TPR). 산화 온도를 낮추 

었을 때의 금속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00°C 
에서。2 산화시킨 시료를 He기체를 통과시키면 

서 실온까지 냉각시킨 후 그온도에서 1시간동 

안 HJAr기체를 흘려준 후 5°C/min의 속도로 

온도를 400°C까지 올려 주면서 H/Ar기체를 

사용하여 환원에 소모된 의 양을 TCD 로 측 

정했다(400°C O2-H2TPR).
7-AI2O3와 Si。?에 입혀진 Cu의 상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X-ray diffractometer (Rigaku, Gei

ger Hex) 를 써 서 X-ray 회 절 스펙 트럼 을 얻 었 다.

3. 결과 및 고찰

AI2O3에 입혀진 구리 산화물의 존재를 XRD 
로 확인하기 위하여 Cu(99.9%), CuO(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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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2O(99.9%) 분말에 대한 X선 회절 스펙트럼 

을 얻었다. Cu의 X선 회절에서는 2 0=43.2°, 
50.3° (d=2.09A, 1.81A) 에서 주 피크를 보여 

주었고, CuO의 경우는 2歹=35.4°, 38.5°(d= 
2.53A, 2.33A) 에서 두개의 주 피 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Cu?。의 경우는 "=36.2°(d= 
2.48A)에서 한개의 주 피크를 볼 수 있었다. 이 

들 값들은 X-ray 표준 회절 수치 (JCPDS) 들과 

잘 일치했다气

지지체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알기 위해서 공 

기 중에서 7-Al2O3 및 .SiO2 를 200°C 에서 1000 
°C 까지 소성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X선 회 

절 스펙트럼을 비교했다. SiC)2 의 X선 회절 스 

펙트럼은 특정한 2。=10°~70°의 범위에서 특정 

한 피크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r-A12()3 는 600° 
C이하의 소성 온도에서는 그 원래의 X선 회절 

스펙 트럼 (20=37.4°, 45.6°, 66.8°) 이 보존되 었 

으나 600°C 이상 온도에서 점차 a-Al2O3(2i9= 

35°, 43.2°, 57.25°)의 X선 회절 스펙트럼이 증 

가하였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산화 환 

원 실험 은 600°C 이하에서 실시 하였다.

구리가 입혀진 SiC>2의 X선 희절 스펙트럼은 

600°C에서 소성한 경우 구리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CuO(2〃=35.5°,38.5°)에 대응하는 피크들 

이 증가 했으며 20=35.5°, 38.5° 이외의 다른 

2。값에 있는 CuO피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구리 함량이 거의 Owt%에 해당하는 조성에서 

CuO의 피크가 없어졌다(F0.2). 이와 달리 구 

리가 얹힌 7-AI2O3의 경우는 5wt%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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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Ni filtered Cu Ka 
radiation) for CU/7-AI2O3 with various copper conten
ts :(a) 30wt%, (b) 20wt%, (c) 15wt%, (d) 10wt%, 
(e) 7.5wt%, (f) 5. Owt%, and (g) 7-AI2O3.

는 조성에서 CuO의 피크를 관찰할 수 없었다 

(Fig. 3). 广AIQ3 에 대한 구리의 비 (Cu/广AL 

。3)와 X선 회절 스펙트럼에서의 CuO피크(2歹= 

38.5°)와 广/山%의 피크(2。=45.6°)의 높이의 

비 (Icuo/Ifg) 를 도시했을때 5 wt % 구리이상 

의 조성 에서 는 CU/7-AI2O3 와 Icuo/L-AMCb 사 

이에는 직선적 관계가 있었으며 5wt%에 해당 

하는 조성에서 CuO 에 해당하는 피크의 소멸을 

볼 수 있었다(F，g.4). 이 사실들에서 T-A12O3 
의 경우는 Si02와 다른 금속一지지체 상호작용 

을 함으로서 CuO결정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낮 

은 농도에서는 다른 구리 상태가 존재함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10wt%~50wt% 의 Cu가 입혀진 t-ALO：, 를 

1000。€：공기 속에서 가열하면 CuO 의 X선 회 절 

피크는 거의 없어지고 a-Al2O3(2l9=350, 43.2°,

Fig. 4. Relative intensity of copper oxide diffraction 
as a function of copper loading on 7-AI2O3. Cu/AlQa 
=quantity of Cu/quantity of 7-AI2O3 Icuo/L，-aiq= 
peak height of CuO (2^=38. 5°) / peak height of 7•- 
A12O3 (20 = 45.6°).

20° 30° 40° 50° 60° 70°
29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Ni filtered Cu Ka 
radiation) for CU/7-AI2O3, calcined at 1000°C : (a) 
50wt%, (b) 40wt%, (c) 30wt%,(d) 20wt%, (e) 10 
wt%, and (f) a-A&Cf.

57.25°) 피크 외에 20=31.5°, 36.77°, 65.24°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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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2A, 2.44A, L42A）에서 새로운 피크가 

나타났다（直7g.5）. 10〜30wt% 범위에서는 Cu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AbO3 피크는 감소하고 

이들 새 피크가 증가 했으며 30~50wt% 범위에 

서는 Cu피크의 증가가 현저해졌다. 이러한사실 

들에서 새로운 피크들（20=31.5°, 36-77°, 65- 
"）은 CUAI2O4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고 이들 

피크의 위치는 다른 보고와 일치 했다2.

F/g.6〜8은 지지체에 입혀진 구리를 적정온도 

（600°C 및 400°C） 에서 30 분간 산소로 산화 시 킨 

후 HJAr기체로 승온 환원할때 얻은 수소의 소 

모량을 기 록한 것이 다. 여 러 가지 조성 을 갖는 시 

료들의 피크를 검토한 결과 피크들의 존재 온도 

가 6개로 크게 구별됨을 알았고 편의상 90°C一 

110°C, 135°C~155°C, 165°C~195°C, 205°C~ 
220°C, 250°C~270°C, 420°C~430°C 이상등의 

온도 범위에 해당하는 피크를 각각 피크 I,H, 
III, IV, V, VI 등으로 명명 했다.

Fig. 6 은 Cu/r-Al2O3 를 600°C 에 서 산화 시 킨 

후 HJAr기체로 승온 환원한 결과이 다. 5wt%

N

 으
 L
블
흐
s
°
T

Fig, 6. Effect of metal loading on TPR profile of Cu/ 
7-AI2O3, previously oxidized at 600°C for 30 minutes: 
(a) 20wt%, (b) 10wt%, (c) 7.5wt 잇6, and (d) 5. 0 
wt%.

시료에서는 185°C （피크III）에서 하나의 피크를 

보여 주었으며 7.5wt% 시료에서는 150°C（피크 

H）,175°C（피크III）에서 두 피크를 보여 주었다. 

10wt%와 20wt % 구리 시 료에서 는 140°C（피 크 

II）, 165°C（피크III）, 205°C（피크IV）, 그리고 1 
50°C（피크II）, 190°C（피크HI）, 250°C（피크V） 
에서 각각 피크들을 보여 주었다. 7.5wt% Cu, 

10wt% Cu, 20wt% Cu 시료에서 제일 큰 피크 

들은 각각 피크IH, 피크II, 피크V였다.

Fig. 7 은 C11/7-AI2O3 시 료를 400°C 에 서 산화 

시킨후 HJAr기체로 승온 환원시켰을때의 결과 

이다. 5wt%에 대한 승온 환원 피크는 110°C 
（피크I）, 140°C（피크II）, 190°C（피크III）의 온

0 200 400
TEMP. (°C)

Fig. 7. E任ect of metal loading on TPR profile of Cu/ 
7-AI2O3, previously oxidized at 400°C for 30minutes: 
(a) 20wt%, (b) 10wt%, (c) 7.5wt%, and (d) 5.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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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400 500
TEMP.rC）

Fig. 8. TPR patterns of 7. 5wt% Cu/SiC）2 in 瓦/Ar : 
（a） previously oxidized at 400°C, and （b） previously 
oxidized at 600°C.

도에서 나타났고 피크IH가 주 피크 였다. 7.5wt 

%에 대한 것은 150°C（피크II）, 185°C（피크III） 
210°C（피크IV）의 온도에서 피크가 나타났으며, 

피크III가 제일 컸다. 10wt%와 20wt% 시 료에서 

는 145°C（피크II）, 190°C（피크III）, 210°C（피크 

IV） 그리고 155°C（피크II）, 190°C（피크III）, 
250°C（피크V）에서 각각 피크들이 나타났으며 

10wt% 시료에서는 피크II, 20wt% 시료에서는 

피크V가주 피크였다.

•Fig. 8은 7.5wt워6 Cu/SiC）2 시료를 600°C 와 

40VC 에서 산화시 킨 후 HJAr기체로 승온환원 

한 결과이다. 600°C 산화후 승온 환원 했을 때 

피 크는 250°C 에 서 아주 큰 피 크가 나타났고 425 
。（3에서 피크의 흔적이 있었다. 400。＜3에서 산화 

후 승온 환원한 경우는 250°C 에서 하나의 피크 

만 나타났다. 그리고 Si。?에 입혀진 Cu의 승온 

환원 피크는 Cu의 양에 큰 관계가 없었다.

F/g.9 는 20wt% CU/7-AI2O3 시료를 1000°C 
에서 소성시킨 후 승온 환원한 결과이다. 시료 

를 600°C에서 산화한 후 瓦/Ar기체로 승온 환 

원 했을때 는 185° 에서 작은 피크, 그리 고 425°C 
에서 큰 피크가 나타났으며 400°C 에서 산화할 

경우는 220°C 에서 하나의 피크만 보였다.

승온 환원 피크 V는 20wt% CU/7-AI2O3 및 

7.5wt% Cu/SiO2 시 료에 서 주 피 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Cu/SiO2에 대한 피크 위치는 다른 보

(b)

200 400
TEMR (°C)

600

Fig. 9. TPR patterns of 20wt % Cu/7-AI2O3, calcined 
at 1000°C for 5hr： (a) previously oxidized at 400°C, 
and (b) previously oxidized at 600°C.

고와 일치했다I'. 또 20wt% CU/7-AI2O3 와 7.5 

wt% Cu/SiC）2 의 X선 회절 스펙트럼 에 의하면 

구리가 CuO의 상태로 표면에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F/g.2,3）. 이 두 사실들로부터 피크V 
는 담체 표면에 있는 CuO 격자, 즉 팔면체 자리 

에 위치한 CiP+의 환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승온 환원 피크III와IV는 5wt%에서 20wt% 

구리 를 포함하는 以/广用2。3시 료에 서 나타났으 

며 특히 이들 피크가 X선 회절 스펙트럼에서 

CuO 상이 발견되지 않은 5wt% 구리 함량 범 

위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술한 피크 V 
와 관련된 CuO상과는 다른 형태의 구리, 예를 

들면 지지체 표면과 상호작용이 큰 CuO의 작은 

입자나 다른 형태의 구리상에 기인한다고 생각 

된다. 이 러 한 생 각은 Cu/SiO2 계 에서 이들 피크 

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 확실해 진다. 

1000°C 에서 소성시킨 20wt% Cu/r-Al2O3 시료 

에서 존재하는 CuA&04 는 Cu어• 이온이 r-Al2O3 

격자에 침투된 구조로서 Ci*+가 주종을 이룰것 

이며 환원 상태에 따라 Cu+도 적은양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의 승온 환원피크는 바로 7-Al2O3 
격자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Cu 이온들의 환 

원 온도를 예측하게 한다（压*.9）. 그리고 산화 

온도가 낮을수록 그 산화도가 낮을것이 기대 되 

므로 600°C O2-H2승온 환원에서의 185°C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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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00°C O2-H2 승온 환원의 220°C 피크는 Al2 
O3 격자의 직접 상호 작용하는 Cu+이온에 기인 

하며 600°C O2-H2승온 환원에서의 425°C피크 

는 아마 같은 환경의 CiF+에 대응될 것이다. 사 

실 이러한 피크들을 피크 III, IV의 위치와 비교 

해 보면 피 크 III, IV는 CuO 의 작은 입 자보다는 

7-AI2O3 의 격자속에 침투된 Cu+이온의 환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Soled22에 의 

하면 spinnel 구조인 7-AI2O3 는 사면체 빈자리 와 

팔면체 빈자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되었는데 얹 

혀진 구리는 우선 이 빈자리를 차지 할 것이 예 

측된다. 또 JVg.7 과 F/g.8 을 비교해 보면 600 
° C 에 서 산화시 킨 경 우보다 400°C 에 서 산화시 킨 

경우가 피크III보다 피크IV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피크IH에 해당하는 Cu+ 
이온이 보다 안정하며 600°C 에서 그 농도가 증 

가하는 반면 피크 IV나 앞으로 설명 할 피크 II에 

해당하는 금속종들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 

하면 시료의 소성 온도가 600°C 이상으로 높아 

지면 Cu 를 포함하는 7-AI2O3 에서 사면체 자리 

에 있는 Cu 가 증가함이 발견되었고 사면체 자 

리에 있는 Cu 이온이 팔면체 자리보다 안정하므 

로3 확실치 는 않으나 피 크 HI, IV는 각각 r-Al2O3 
의 사면체 자리 및 팔면체 자리에 있는 Cu+이 

온들에 대응된다고 하겠다.

피 크 II는 5〜20wt% Cu 함량을 가진 Cu/r-Al? 
O3계에서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존재하며 

특히 10wt% Cu 를 함유한 경우 주 피크임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7-AI2O3 위에 구 

리가 얹혀질때 우선 이온들이 7-AI2O3 의 빈자 

리에 들어갈 것이며 또 일부는 CuO의 격자 형 

태로 7-AI2O3 위에 존재할 것이다. 이 CuO 는 

그 크기가 작을 때는 7-AI2O3 와 어느정도 상호 

작용을 하지만 크기가 커짐에 따라 7JAI2O3와 

의 상호 작용은 점차 약해질 것이다. 상호 작용 

이 약해진 CuO구조의 Cu2+이온이 피크 V에 대 

응되 었 던 사실을 상기 한다면 피 크 II는 7-Al2O3 
와 어 느정 도 상호 작용을 갖는 크기 가 작은 CuO 

입자의 환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 

은 입 자의 크기 나 입자 수가 성 장해 가리 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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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5wt% CuT7.5wt% Cu—»10wt% Cu 의 

구리 함량 변화에서 점차 피크 II의 크기 가 증 

가했으며 입자의 수 보다는 입자의 크기가 현저 

히 증가하여 CuO의 충이 생길 것으로기 대되 는 

20wt% CU/7-AI2O3 시료에서 그 크기가 감소한 

결과에서 어느 정도 지지된다. 또 피크II의 그 

크기가 같은 환경 즉 CuO 격자의 Cu 이온에 대 

응하는 피크V의 크기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 

아 피크 II와 피크 V는 각각 Cu+ (CuO lattice) 
—*Cu° 와 Cu2+(CuO lattice)-»Cu。로 연 관시 킬 

수 있어 간접적으로 피크 II는 Cu+의 환원에 기 

인함을 알 수 있다

피 크 VI은 I000°C 에 서 소성 시 킨 C11/7-AI2O3 
의 승온 환원에서 주피크로 발견 되었으며 Cu/ 
Si*%시료의 경우에 작은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1000°C 에서 소성시킨Cu/ 

7-AI2O3계에서 Cu가 7-AI2O3의 격자속에 침투 

되어 있을 것이며 또한 1000°C소성의 경우 Cu2+ 
가 주종을 이룰 것이므로 피크 VI은 이들 CiW+ 
이온의 환원에 대응된다. 또 SiC>2 에 얹혀진 구 

리의 경우 피크 VI의 온도 범위에서 작은 흔적 

을 보여 주는데 이 는 copper silicate 종들에 존재 

하는 CiW+이온의 환원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15. 피크 I 은 낮은 wt% C11/7JAI2O3시료의 

승온 환원에서만 관찰되어 졌는데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앞의 결과들로 부터 각각 피크 II는 Cu+, 피 

크 III와 V는 7-AI2O3 의 사면체 자리 및 팔면체 

자리에 위치한 Cu+, 피크 V는 CuO격자의 팔 

면체 자리에 있는 Cu2+, 그리고 피크 VI은 r- 
AI2O3 의 격 자속에 있 는 Cu?+ 나 copper silicate 
종들에 위치한 구리 이온들의 환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금속 이온이 지지체에 얹혀지면 일반적으로지 

지체와 상호 작용을 하여 화학적 반응성이 변화 

할 것이며 지금까지 논술한 내용을 기초로 CuO 

/7-AI2O3와 CuO/SiC>2에서의 산소와 수소에 대 

한 반응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SiC)2에서는 CuO 가 얹혀질때 처음부터 CuO 
상태로 존재하나 7-AI2O3에서는 먼저 구리가 

7-AI2O3 의 빈자리 결함으로 침투한 후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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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량이 증가했을때 CuO 격자가 형성된다. 

广AI2O3 에 는 빈자리 결 함이 사면체 자리 와 팔 

면체 자리의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구리 

이온이 침투했을때 그 안정 도에 차이가 있고22 
보다 안정한 쪽이 사면체 자리라 생각된다.

2. 얹혀진 구리 종들의 산소에 대한 반응성은 

CuO 나 广'叫。3 의 팔면 체 자리 에 있는 Cu十가 

7-Aig 의 사면체 자리에 있는 Cu十보다 더 

쉽게 산화된다.

3. 新/广用2。3 에 존재 하는 몇 가지 구리 종들의 

수소에 대한 반응성은 다음 순서로 감소할 것 

이 기대된다.

Cu+ (CuO lattice) ^>Cu+ (Td site of 7-AI2O3)— 
Cu+(Oh site of 7-Al2O3) >Cu2+ (CuO lattice) > 
Cu2+(CuA12O4)

4. 전반적으로 7JAI2O3는 얹혀진 Cu十의 산소에 

대한 반응성과 Cu+의 수소에 대한 반응성을 감 

소시킴으로써 Cif1■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는 문교부 기초 과학 육성 연구비의 지 

원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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