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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합성된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와 인디닐 리간드에 치환체가 붙어 있지 않는 상용촉매인 rac-Me2Si 

(Ind)2ZrCl2 촉매들을 조촉매인 methylaluminoxane (MMAO)를 사용하여 에틸렌/1-옥텐 공중합을 실시하였고, 반응물 내 1-

옥텐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얻어진 공중합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촉매활성에 있어서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

매를 이용하여 공중합을 실시한 경우 다리구조를 가진 다른 촉매들과 달리 촉매활성이 감소하여 comonomer의 첨가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comonomer effect는 발견되지 않았다. 
13

C NMR 분석에서 공중합체에 삽입된 1-옥텐의 양은 촉매 리간드

에 붙은 치환체에 의존함을 보였으며, 2-p-tolyl 치환체가 붙은 촉매로 얻어진 공중합체에서 1-옥텐 삽입량이 더 높음을 보였

다. DSC, GPC 분석에서 반응물 내 1-옥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합체의 녹는점, 결정성, 분자량이 모두 감소하였으

며 rac-Me2Si(Ind)2ZrCl2 촉매보다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의 경우 녹는점, 결정성 및 분자량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The copolymerization characteristics of a newly-synthesized catalyst,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and its analogue, 

rac-Me2Si(Ind)2ZrCl2, were examined in the ethylene/1-octene copolymerization while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1-octene 

in the reaction mixture. The activity of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catalyst was decreased with increase of como-

nomer concentr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usual comonomer effect of the metallocene catalysts with a bridge 

structure. The contents of 1-octene in the copolymer from the catalyst with 2-p-tolyl substituent were higher than those 

from the catalyst without that substituent. The melting point, crystallinity, and molecular weight decreased with como-

nomer content which was more apparent for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catalyst.

Keywords: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catalyst, metallocene catalyst, ethylene/1-octene copolymerization, comonomer 

effect, 2-p-tolyl substituent

1. 서    론
1)

  기존의 Ziegler-Natta 촉매들과 달리 하나의 활성점을 가진 메탈로

센 촉매는 매우 일정한 화학적 조성을 갖는 단일 및 공중합체를 제조

한다. 특히 촉매의 구조에 따라 좁은 분자량 분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합체의 입체규칙성, 분자량, 그리고 짧은 곁가지의 조절이 

가능하다[1,2].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한 에틸렌 공중합에서 흥미로운 

것은 폴리에틸렌 주사슬으로 1-올레핀 공단량체가 규칙적으로 삽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상업용 촉매들에서 공중합이 어려웠

던 cycloolefin, styrene 그리고 고급 α-올레핀들과의 공중합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3-5].

  메탈로센 촉매의 전자적,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촉매의 중

심 금속이나 리간드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화합물을 합성하여 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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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과 α-올레핀과의 공중합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

으며 촉매 구조가 중합체의 물성 및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고, 이것들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촉매구조에 있어서 비다리구조와 다리구조의 비교와 리간드에 붙은 

치환체에 주로 초점이 되어 왔다. Quijada[6]는 에틸렌/1-헥센, 에틸렌

/1-옥텐 공중합에 촉매의 다리구조의 유무에 따른 공단량체 삽입에 대

한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Waymouth[7]는 비다리 구조를 가진 인디

닐 메탈로센 촉매들을 사용하여 공중합을 수행하였으며, 인디닐 리간

드 2번 위치에 붙은 치환체가 공단량체의 삽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찾았다. Mûlhaupt[8,9]는 인디닐 리간드에 붙은 치환체를 달리하여 에

틸렌/1-옥텐 공중합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Me2Si(Ind)2ZrCl2 그룹의 촉

매들에서 인디닐 리간드에 benzannelation이 공단량체의 삽입을 향상

시키며, 2-methyl 치환체는 중합체의 중합도와 분자량을 증가시킨다

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공중합 특성에 대한 촉매 구조의 영향들은 자



517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를 이용한 에틸렌/1-옥텐의 공중합 특성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5, 2007

세히 다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nsa-지르코노센의 인디닐 리간드에 붙은 치환체가 

공중합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rac-Me2Si(2-p- 

tolylindenyl)2ZrCl2와 rac-Me2Si(Ind)2ZrCl2 촉매를 사용하여 에틸렌/1-

옥텐 공중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ansa-지르코노센들의 공

중합 거동과 촉매구조의 영향을 찾고자, 반응물 내의 공단량체 농도

에 따른 촉매 활성의 변화, 공중합체의 미세구조, 분자량 그리고 열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물질

  모든 반응은 Schlenk 기술을 이용하여 질소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

며, 실험에 이용된 질소 가스와 에틸렌 가스는 ridox copper와 molec-

ular sieve (4A) 충진 칼럼들을 통과시켜 산소와 수분을 제거하여 사용

하였다.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 제조에 사용된 용매 

tetrahydrofuran, hexane, toluene, diethyl ether (Junsei 사)는 sodium/ 

benzophenone ketyl로 처리한 후 증류하여 사용하였으며, 2-indanone, 

dichlorodimethyl silane, n-butyllithium (n-BuLi), CuCN, hexamethyl 

phosphoramide, 1,2-dibromoethane, 4-bromotoluene은 Aldrich 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중합 실험에 이용된 용매 toluene (Junsei 사)과 공단량체인 1-octene 

(Aldrich 사)은 sodium/benzophenone ketyl로 처리한 후 증류하여 사용

하였으며, 조촉매인 개질된 methylaluminoxane (MMAO)는 Akzo Novel 

사에서 구매 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상용촉매 rac-dimethylsilybis 

(1-indenyl)zirconium dichloride (rac-Me2Si(Ind)2ZrCl2, Strem 사)는 별

도의 정제과정 없이 구매 후 이용하였다.

  2.2.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 합성

  실험에 사용된 rac-dimethylsilybis(2-para-tolylindenyl)zirconium di-

chloride (rac-Me2Si(2-p-tolylindenyl)2ZrCl2)은 Yoon[10,11]에 의해 개

발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먼저 4-bromotoluene과 2-indanone를 

이용하여 2-p-tolylindene를 합성하고 silane bridge를 연결하기 위해 

2-p-tolylindene에 Me2SiCl2를 반응하여 Me2Si(2-p-tolyindenyl)2를 합성

하였다. 여기에 n-BuLi과 ZrCl4로 metalation 반응한 후 -78 ℃에서 재

결정하여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를 합성하였다. 촉매

의 분석은 FT-NMR (VARIAN, MERCURY-300) spectrometer (300 

MHz)로 측정하였다.

  2.3. 공중합

  반응기는 Magnetic drive가 장착된 250 mL 유리 반응기를 사용하

였고, 반응기 내부의 수분과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감압과 건조된 

질소의 충진과정을 5회 이상 반복하였다. 중합온도는 반응기 쟈켓을 

통해 열매를 순환시켜 조절하였다. 또한 반응 도중 에틸렌의 소비속

도는 mass flow controller (MFC)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공중합은 유리 반응기에 toluene, 에틸렌, 1-옥텐, 

MMAO, 촉매 순으로 주입하여 반응을 시작하였다. 중합온도는 40 ℃

를 유지하였으며 일정시간이 지난 후 소량의 HCl이 함유된 다량의 메

탄올을 넣고 중합체를 침전시켜 중합을 종료하였다. 생성된 중합체는 

여과하고 50 ℃ 진공오븐에서 하루 동안 건조하였다.

Figure 1.
 1

H NMR spectrum of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catalyst.

              (a)                         (b)

Figure 2. Structure of used ansa-zirconocenes: (a) Racemic dimethyl- 

silylene bis(2-para-tolylindenyl) zirconium dichloride, rac-Me2Si(2-p- 

tolylindenyl)2ZrCl2, (b) Racemic dimethylsilylene bis(1-indenyl) zir- 

conium dichloride, rac-Me2Si(Ind)2ZrCl2.

  2.4. 공중합체 분석

  중합체의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는 GPC (PL-GPC 210)를 사용하여 

145 ℃에서 1,2,4-trichlorobenzene 용매 하에서 측정하였고, polystyrene

을 표준시료로 이용하였다. 용융온도와 결정성은 DSC (TA 2010)로 

30 ℃∼160 ℃까지 10 ℃/min 속도로 승온하며 주사한 후 냉각하고, 

0 ℃∼160 ℃사이에서 10 ℃/min 속도로 승온하며 재주사하여 측정하

였다. 공중합체의 미세구조 및 조성은 120 ℃에서 1,2,4-trichloroben- 

zene/benzene-d6 (volume ratio 4/1)를 용매로 사용하여 
13

C-NMR 

(Bruker, DRX300, 75.4MHz) 스펙트럼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Randall 

[12]에 의해 보고된 방법에 따라 공중합체의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는 오렌지색의 분말로 

얻어지며 
1
H-NMR 스펙트럼(Figure 1)으로부터 합성 여부를 확인하였

고, 이 촉매의 구조와 본 연구에 같이 사용된 rac-Me2Si(Ind)2ZrCl2 촉

매의 구조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1

H-NMR (CDCl3) : δ7.58∼6.66 (m, 18H, C6 indenyl and tolyl), δ

2.40 (s, 6H, tolyl CH3), δ0.87 (s, 6H, Si(CH3)2)

  3.1. 촉매 활성

  rac-Me2Si(2-p-tolylindenyl)2ZrCl2와 rac-Me2Si(Ind)2ZrCl2 촉매를 이

용한 에틸렌/1-옥텐의 공중합 결과를 Table 1에 요약하였고, 반응물 

내에 에틸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단량체인 1-옥텐의 농

도를 증가시켰을 때 촉매 활성의 변화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rac- 

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는 공단량체를 주입하면 단일중합

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1-옥텐의 양을 증가시킴에 따라 

촉매 활성이 계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rac-Me2Si(Ind)2ZrCl2 촉매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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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Ethylene/1-Octene Copolymers Obtained with 

Ansa-zirconocene Catalysts
a

[O]
b
 in reaction 

medium (mol/L)
Activity

c [O
1
]
d
 

(mol.%)

△Hm
e

(%)

Tm
f

(℃)

Mw ×10
-3

(g/mol)
Mw/Mn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0 964.57 0.0 219.7 135.9 175.8 2.54

0.05 813.00 2.30 89.0 109.3 200.0 2.83

0.10 647.08 7.02 - - 118.6 2.55

0.20 443.05 10.96 - - 92.6 2.54

0.40 308.30 19.41 - - 53.4 2.50

rac-Me2Si(Ind)2ZrCl2

0  999.33 00.0 169.1 134.2 640.5 2.77

0.05 2,375.11 1.89 124.8 133.6 439.3 2.72

0.10 2,853.14 2.49 104.1 128.1 348.7 2.74

0.20 3,150.00 4.62 70.7 127.2 230.2 2.88

0.40 3,558.07 11.03 25.3 123.1 151.2 2.81

a
 Conditions: cocatalyst MMAO; Al/Zr = 1000 (mole ratio of [Al] in the MMAO 

to [Zr] in the metallocene); temperature, 40 ℃; pressure, 1 atm; time, 1 h; [Zr] 

in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 4.46 µmol; [Zr] in rac-Me2Si(Ind)2ZrCl2

= 4.46 µmol.
b
 [O] means the concentration of 1-octene in reaction medium
c
 Activity = [kg of polymer/mol. of Zr⋅atm⋅h].
d
 [O

1
] means the content of 1-octene in polymer.

e
ΔHm means the heat of fusion of the samples as determined from the DSC 

curve.
f
 Melting temperature of polymer.

은 다른 메탈로센 촉매들에서와 같이 공단량체의 부가로 촉매 활성이 

증가하는 ‘comonomer effect’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견되었다[13]. 이

러한 현상의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낮은 농도의 공단량

체 주입에 따른 촉매 활성 증가는 단량체 확산 제한의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즉 결정성을 가지는 중합체의 생성에서 중합이 진행됨에 

따라 중합 활성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장 고분자 막의 높은 결정

성이 공중합체의 생성으로 파괴되고 따라서 중합 활성점으로의 단량

체 확산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촉매 활성도 증가한다[14,15]. 그러

나 공단량체의 주입에 따른 rac-Me2Si(2-p-tolylindenyl)2ZrCl2의 활성

의 감소(negative comonomer effect)는 일반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Me2Si(2,4,6-Me3-Ind)2ZrCl2[15], Me2Si(2-Me-4-Ph-Ind)2ZrCl2[17]와 같

은 bulky한 구조를 가진 촉매들에서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

한 원인은 촉매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리간드에 붙은 2-p-tolyl 

치환체가 에틸렌보다 더 거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1-옥텐에 전기적, 

입체적 장애를 발생하여 촉매 활성점으로 접근과 삽입을 방해하며 이

로 인해 성장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1-옥텐에 의한 사슬 전이가 증가

하게 되어 촉매 활성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3.2. 공단량체 삽입(Comonomer incorporation)

  실험에 사용된 각 촉매의 에틸렌과 1-옥텐의 공중합에서 얻어진 공

중합체들의 미세구조와 공단량체 삽입 양을 Randall[12]이 제시한 방

법에 의해 
13

C-NMR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단량체들의 

반응성비는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rE = 
×


 ;  rO = 


×

Figure 3. Trends of catalytic activity of different ansa-zirconocene 

catalysts in ethylene/1-octene copolymerization (rac-Me2Si(2-p-toly- 

lindenyl)2ZrCl2 4.46 µmol Zr; rac-Me2Si(Ind)2ZrCl2 4.46 µmol Zr; 

Al/Zr = 1000; 40 ℃; 1 atm; 1 h).

  여기서 [EE], [EO], [OO]는 공중합체에서 dyad 분포이고 X는 반응

물 내에서 [E]/[O]의 농도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에 각 촉매들에

서 반응물 내 1-옥텐의 농도 변화에 따라 얻어진 공중합체들의 triad 

sequence의 상대적인 양과 1-옥텐의 삽입 양을 mol%로 나타내었다. 

또한 Figure 4에는 두 촉매의 공단량체 반응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두 촉매 모두 반응물 내 1-옥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얻어진 공중합체에 포함된 1-옥텐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

며 특히 반응물 내 1-옥텐의 농도를 동일하게 하였을 때 리간드에 

2-p-tolyl 치환체를 갖고 있지 않는 상용촉매의 경우보다 치환체를 갖

고 있는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에서 두 배 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1-옥텐 함량의 결과를 서로 다른 두 

촉매의 동일한 1-옥텐 농도에서 얻어진 공중합체의 
13

C-NMR 스펙트

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 두 촉매에서 리간드에 

2-p-tolyl 치환체를 갖고 있는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가 

반응물 내 1-옥텐의 농도가 0.10 mol/L 이상에서 2배 이상의 1-옥텐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2-p-tolyl 치환체에 의한 입체적 장애로 인한 

negative comonomer effect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p-tolyl 치

환체가 1-옥텐에 입체적 장애를 발생하여 성장속도를 감소케 하고 이

로 인해 1-옥텐에 의한 사슬 전이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치

환체에 의한 입체적 장애가 촉매 활성에 영향을 주는데 rac-Me2Si 

(Ind)2ZrCl2 촉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에 의해 에틸렌의 반

응성비가 낮아져 더 높은 1-옥텐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3.3. 공중합체의 물성

  3.3.1. 공중합체의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Figure 6은 단일중합체와 공중합체의 평균 분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두 촉매들에 의해 얻어진 공중합체의 분자량은 일

반적으로 메탈로센 화합물에서 알 수 있듯이 β-수소 제거가 사슬 전

달 반응의 경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합체의 분자량은 β-수소 

제거와 올레핀 삽입 사이의 경쟁반응의 상대적 속도에 의해 조절된다

[18]. Figure 6에서 알 수 있듯이 rac-Me2Si(Ind)2ZrCl2 촉매가 rac-Me2Si 

(2-p-tolylindenyl)2ZrCl2 촉매보다 약 1.5배 높은 분자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촉매 활성에 있어서 rac-Me2Si(Ind)2ZrCl2 촉매가 rac-Me2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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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in Sequence Distribution of Ethylene/1-Octene Copolymers Obtained with Ansa-zirconocene Catalysts

[O] concentration

(mol/L)
EEE

EEO +

OEE
OEE EOE

OOE +

EOO
OOO EE

EO +

OE
OO

E

(mol %)

O

(mol %)
rE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0.05 0.9384 0.0313 - 0.0303 - - 0.9541 0.0459 - 97.70  2.30 41.6

0.10 0.8002 0.1188 - 0.0810 - - 0.8596 0.1404 - 92.98  7.02 12.3

0.20 0.7180 0.1255 0.0213 0.1231 0.0121 - 0.7869 0.2070 0.0061 89.04 10.96  7.6

0.40 0.5633 0.1298 0.0497 0.2242 0.0330 - 0.6282 0.3553 0.0165 80.59 19.41  3.5

rac-Me2Si(Ind)2ZrCl2

0.05 0.9490 0.0264 - 0.0246 - - 0.9622 0.0378 - 98.11  1.89 50.9

0.10 0.9278 0.0449 - 0.0273 - - 0.9503 0.0497 - 97.51  2.49 38.2

0.20 0.8787 0.0578 - 0.0635 - - 0.9076 0.0924 - 95.38  4.62 20.7

0.40 0.7340 0.1015 0.0231 0.1307 0.0107 - 0.7848 0.2098 0.0054 88.97 11.03  7.5

Figure 4. Trends of 1-octene content in the copolymers obtained 

with different ansa-zirconocene catalysts in ethylene/1-octene co- 

polymerization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4.46 µmol Zr; rac- 

Me2Si(Ind)2ZrCl2 4.46 µmol Zr; Al/Zr = 1000; 40 ℃; 1 atm; 1 h).

(2-p-tolylindenyl)2ZrCl2 촉매보다 높은 활성을 갖는 결과를 나타내어

서 전자의 촉매는 후자의 촉매보다 삽입속도 및 β-수소 제거 속도 모

두 높은 값을 나타낸다고 특징 지울 수 있다.

  공중합에서 두 촉매들 사이에 분자량의 거동은 약간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rac-Me2Si(Ind)2ZrCl2 촉매의 경우 반응물 내 1-옥텐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얻어진 공중합체의 분자량은 급격한 감소를 나타

내었다. 이는 β-수소 제거는 삽입된 1-옥텐의 함량이 증가할 때 1-옥

텐의 β-수소가 에틸렌의 경우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가

속화된다고 여겨진다.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의 경우

에는 1-옥텐에 의해 가속화된 사슬전달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

며 특히 공중합체의 1-옥텐 함량이 낮은 값([O]in copolymer=2.30 mol%)

을 나타내었을 때 공중합체의 분자량이 약간 증가함을 보였다.

  분자량 분포의 경우 두 촉매 모두 일반적인 메탈로센 화합물의 경

우와 같이 3.0 이하의 좁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두 촉매 모두 에틸렌과 1-옥텐의 공중합시 촉매 활성점의 성질이 변

화하지 않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Figure 5. 
13

C NMR spectra of ethylene/1-octene copolymers obtained 

with different ansa-zirconocene catalysts: (a) rac-Me2Si(2-p-tolylin- 

denyl)2ZrCl2; 1-octene 0.2 mol/L, (b) rac-MeSi(Ind)2ZrCl2; 1-octene 

0.2 mol/L.

  3.3.2. 공중합체의 용융점 및 결정성

  반응물 내 1-옥텐 농도 변화에 따라 두 촉매로부터 얻어진 공중합

체의 DSC 커브를 Figure 7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DSC 커브 형태

에서 두 촉매 모두 반응물 중 1-옥텐의 농도 증가에 따라 공중합체의 

용융점 및 결정성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제조된 공중합체 내에 벌

크한 1-옥텐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결정성의 에틸렌 사슬을 amor-

phous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이크 형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의 경우 반

응물 내 1-옥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히 broad한 형태를 나타

내었으며, 높은 1-옥텐 농도에서는 용융점 피이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rac-Me2Si(Ind)2ZrCl2 촉매의 경우에는 용융점의 감소는 보였

지만 전자의 촉매와 달리 피이크 형태에서 약간 broad한 형태를 보였

다. 이는 두 촉매로부터 얻어진 공중합체의 에틸렌 block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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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ends of average molecular weight of the copolymer 

obtained with different ansa-zirconocene catalysts in ethylene/1- 

octene copolymerization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4.46 µmol 

Zr; rac-Me2Si(Ind)2ZrCl2 4.46 µmol Zr; Al/Zr = 1000; 40 ℃; 1 atm; 

1 h).

Figure 7. DSC thermograms of ethylene/1-octene copolymers ob- 

tained with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catalyst on various 1- 

octene concentrations; (a) 0 mol/L, (b) 0.05 mo/L, (c) 0.1 mol/L, (d) 

0.2 mol/L.

로 설명될 수 있다. Chien[19]은 에틸렌/1-헥센 공중합에서 얻어진 공

중합체가 높은 1-헥센의 함량을 갖고 있더라도 높은 용융점과 결정성

을 가지는 것은 block 형태로 공중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두 촉매로부터 얻어진 공중합체가 유사

한 1-옥텐 함량을 갖더라도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로 

얻어진 공중합체가 낮은 용융점과 결정성을 보이는 것은 block 형태

로 공중합이 이루어진 부분이 rac-Me2Si(Ind)2ZrCl2 촉매로 얻어진 공

중합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새롭게 합성된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를 이용하여 

에틸렌/1-옥텐 공중합을 수행하였고, 리간드에 붙은 치환체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rac-Me2Si(Ind)2ZrCl2 촉매와 공중합 특성을 비교하였

Figure 8. DSC thermograms of ethylene/1-octene copolymers obtained 

with rac-Me2Si(Ind)2ZrCl2 catalysts on various 1-octene concentra- 

tions; (a) 0 mol/L, (b) 0.05 mol/L, (c) 0.1 mol/L, (d) 0.2 mol/L, (e) 

0.4 mol/L.

다. rac-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rac- 

Me2Si(Ind)2ZrCl2 촉매와 다르게 공단량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촉매 

활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이 촉매로 얻어진 공중합체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공단량체 함량을 나타내었고, 반응물 내 공단량체 함량이 증

가할수록 분자량의 감소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량을 

나타내었다. 공중합체의 열적성질인 용융점과 결정성에 있어서 rac- 

Me2Si(2-p-tolylindenyl)2ZrCl2 촉매는 공단량체 함량이 증가할수록 상

당히 broad한 형태의 피이크를 나타내었고, 더 낮은 결정성을 갖는 공

중합체를 제조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촉매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데, 인디닐 리간드에 붙은 2-p-tolyl 치환체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이상의 결과에서 촉매의 구조를 새로이 고안함으로써 새로운 물

성의 고분자 합성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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