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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O-34 촉매는 메탄올에서 올레핀 전환반응에서 세공크기가 작아 코크침적에 대한 비활성화가 촉진됨에 따라 

촉매의 수명증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촉매의 수명증진을 위해 다양한 구조 유도제로 합성된 SAPO-34 촉

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질소 흡착-탈착 등온선, X-선 회절 분석(XRD), 주사 전자현미경(SEM), 암모니아 승

온탈착(NH3-TPD)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MTO 전환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합성시 구조 유도제에 따

른 결정크기의 감소와 산특성의 변화와, 결정크기가 MTO 전환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DEA와 TEAOH 구조 유도제를 혼합 사용한 SAPO-34 촉매는 0.5 µm 정도의 균일한 결정크기를 갖으며, 산특성의 

최적화로 가장 우수한 MTO 반응성을 보였으며 촉매의 수명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SAPO-34 is a well-known catalyst for methanol to olefins (MTO) process, but is rapidly deactivated by coke 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atalyst lifetime of SAPO-34 for MTO process. In the present work, SAPO-34 catalysts were 

synthesized with a variety of structure directing agent, an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catalysts were examined 

by N2-isotherm, XRD, SEM, and NH3-TPD. It was found that mixed structure directing agents, especially DEA and TEAOH, 

gave well developed SAPO-34 crystal structure and reduced the crystal size and moderated acidity of SAPO-34 under the 

same synthetic conditions as that of various structure directing agents. Also, we could find that SAPO-34 catalyst prepared 

by mixed templates of DEA and TEAOH had the superior catalytic activity and the longer lifetime in MTO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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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납사를 원료로 하여 올레핀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원가압

박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원유 이외에 석탄, 천연가스 등을 대체원

료로 한 공정개발이 현재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체원

료로 올레핀 생산 공정개발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석

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제조된 메탄올을 이용하여 올레핀을 제조하

는 공정으로 메탄올을 올레핀으로 전환하는 공정(Methanol to 

Olefin, MTO)이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1,2]. 

실리코알루미노 인산화물 분자체 중에 8개의 산소 고리로 구성된 

3.8 × 3.8 Å 크기의 기공이 3차원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SAPO-34 

(Chabazite 형태, CHA)는 MTO 반응에서 가장 우수한 촉매로 알려

져 있다. SAPO-34는 3차원 채널 중간에 7.5 × 8.2 Å 크기의 직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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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둥지로 인하여 방향족 화합물 및 중질올레핀의 생성을 억제하

여 경질올레핀으로의 우수한 형상 선택성과 적절한 산세기를 가짐

으로써 C2-C4의 경질올레핀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갖는 장점이 있

다[3]. 하지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세공크기가 작아 코크 침적에 

대한 비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MTO 전환반응에서 동일

한 SAPO-34이더라도 우수한 촉매의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결정내부

에서 빠른 확산으로 비활성의 원인[1,2]인 둥지 내에서 방향족 또는 

중질올레핀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작은 결정크기(0.5 µm 미만)와 

적절한 산 세기 및 산점, 흡착량 또는 흡착면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9].

SAPO-34 분자체 합성시 구조 유도제(Structure Directing Agents, 

SDA)로써 테트라에틸암모늄 수산화물(Tetraethylammonium Hydroxide, 

TEAOH), 디프로필아민(Dipropylamine, DPA), 디에틸아민(Diethylamine, 

DEA), 몰포린(Morpholine, Mor), 이소프로필아민(iso-Propylamine, 

IPA),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TEA) 등 많은 유기 아민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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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D patterns of SAPO catalysts synthesized with different 

Structure Directing Agents (SDAs): (a) DEA, (b) DPA, (c) IPA, (d) 

TEA, (e) DEA + IPA, (f) DEA + DPA, (g) 2DEA + DPA, (h) DPA 

+ TEAOH, and (i) DEA + TEAOH.

고 있다[4]. 그 중 TEAOH를 사용하여 합성한 분자체는 결정크기가 

작아 반응성에서 우수함을 보이고 있지만, 이의 가격이 고가이며, 제

조 수율이 낮기 때문에 분자체의 제조비용이 높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MTO 전환반응에 쓰이는 SAPO-34 분자체를 

다양한 SDA를 사용하여 합성하였으며, 특히 SDA를 혼합 사용함으

로써 SAPO-34 합성에서 순도의 증가와 결정크기의 조절함으로써 

MTO 반응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합성된 촉매의 특성분석을 

위해 질소 흡착-탈착 등온선,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암모니

아 승온탈착(NH3-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NH3-TPD)를 

사용하였다. 여러 조건에서 합성된 SAPO-34 분자체는 MTO 반응에

서 반응조건에 따른 활성을 비교했으며, 또한 SAPO-34 합성시 SDA 

종류에 따른 촉매의 특성변화와 반응성능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촉매 제조

MTO 반응에 사용된 SAPO-34 분자체는 다양한 SDA를 사용하여 

수열 합성하였다. 합성시 사용한 SDA로는 SAPO-34 합성에서 널리 

쓰이는 TEAOH (Aldrich), DEA (Aldrich), TEA (Aldrich), DPA 

(Junsei)와 IPA (Junsei)를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합성에 

사용된 규소산화물은 용융 실리카(Sigma, 99.9%)를 사용했으며, 알

루미나원으로 알루미늄이소프로폭사이드(Aluminum iso-Propoxide, 

AIPP, Aldrich, 98+%), 인원으로 85 wt% 인산(Samchun)을 사용하였

다. SDA를 하나만 사용하여 합성한 경우 반응물의 몰비는 

1.0Al2O3 : 1.0P2O5 : 0.3SiO2 : 2X (X: DEA, DPA, IPA, TEA) : 50H2O

로 수열 합성하였으며, 혼합 SDA으로 합성한 경우에는 1.0Al2O3 : 

1.0P2O5 : 0.3SiO2 : 1.0 또는 2.0X + 1.0Y (X: DEA, DPA, Y: IPA, 

DPA, TEAOH) : 50H2O 몰비로 수열 합성하였다.

합성방법은 단독 SDA를 사용하여 합성할 경우는 AIPP와 SDA를 

균일하게 혼합한 용액에 용융실리카를 가한 후 30 min 간 상온에

서 교반하였다. 혼합 SDA를 사용하여 합성할 경우는 AIPP에 제 1 

SDA를 균일하게 혼합한 용액에 인산과 물을 혼합한 용액을 천천

히 가하며 2 h 동안 교반하였다. 위 용액에 용융실리카와 두 번째 

SDA 혼합용액을 가한 후 30 min 간 교반하였다. 최종 혼합용액을 

45 mL 고압반응기에 넣은 후 175 ℃에서 48 h 동안 수열 합성하여 

결정모액을 얻었다. 결정모액은 증류수로 수회 세척, 여과한 후 

120 ℃에서 12 h 동안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합성된 결정은 합성에 

사용된 SDA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성로에서 600 ℃에서 10 h 동안 

처리하여 SAPO-34를 얻었다.

  2.2. 촉매 특성 분석

합성된 촉매의 결정성은 XRD로 확인하였으며, 스캔속도 0.04° 

min
-1
로 Cu Kα (λ = 1.5415 Å) 복사에너지를 사용하는 Rigaku 

D/Max ⅢB로써 1.5°〈 2 θ〈 50°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합성된 촉매

의 형상과 결정크기는 SEM (JEOL, JSM-840A)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소성 후의 SAPO-34의 BET 표면적 측정은 Micrometrics ASAP-2010 

장치를 사용하였다. 소성된 촉매 약 0.1 g을 장착한 후 5 h 동안 300 

℃, 진공상태에서 전처리 후, 액체질소 온도 하에서 흡착기체로 N2 

가스를 사용하여 질소 흡착 등온선을 이용하여 BET 표면적을 계산

하였다. 

촉매의 표면 산성도는 열전도도 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가 장착된 BEL-CAT TPD 장치를 사용하여 NH3-TPD로 측정하

였다. 소성된 촉매 0.05 g을 He 50 mL min
-1
의 유량으로 600 ℃에서 

2 h 동안 전 처리하여 세공 내에 존재하는 수분 및 흡착된 기체를 

제거하였다. 상온까지 냉각 후 NH3를 30 min 동안 흡착시킨 후 110 

℃에서 1 h 이상 He을 흘려서 물리 흡착된 NH3를 제거하였다. 10 

℃ min
-1
의 승온 속도로 600 ℃까지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탈착되는 

NH3를 TCD로 분석하였다.

  2.3. 촉매 활성 실험

MTO 전환반응에서 촉매의 활성은 스테인레스강 관으로 외경 

1/2", 내경 1 cm, 길이 40 cm로 구성된 고정층 반응기를 사용하여 

실행하였다. 반응기 중간에 0.20 g 촉매를 충진한 후 500 ℃에서 N2 

50 mL min
-1

 의 유량으로 1 h 동안 활성화하였다. 반응조건은 온도 

300에서 450 ℃ 범위로 상압하에서 실행하였다. 반응물인 메탄올

(Aldrich, MeOH)은 주사기 펌프로 0.4∼1.1 mL h
-1

 (WHSV: 1.59∼

10.0 h
-1
) 유량으로 공급하였으며, 희석가스인 N2의 유량은 질량유량

조절기(Mass Flow Controller, Brooks 5820E MFC)를 사용하여 조절

하였다. 메탄올은 예열기에서 기화하여 N2와 희석하여 공급하였다. 

반응시간에 따른 촉매의 활성을 관찰하기 위해 반응장치에 연결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Varian, CP3800)에 모세관 컬럼(CP-Volamine, 

0.32 mm × 60 m)과 충진 컬럼(Porapak Q, 2.0 mm × 3 m)을 장착하고 

각각 탄화수소화합물은 불꽃이온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로 생성된 일부 이산화탄소는 TCD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 및 특성분석 

단일 SDA를 사용하여 합성한 분자체의 XRD 결과를 Figure 1과 

Table 1에 나타냈다. SDA로 DEA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합성한 경우 

Figure 1(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헌에 보고된[5] 결과와 동일한 

CHA 구조의 회절 패턴을 가지며, 이로부터 SAPO-34의 구조가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DPA를 사용하여 합성한 분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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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zation of SAPO Samples Synthesized with Various Structure Directing Agents (SDAs)

Run Gel composition Product phase
a

Crystal size
b
 (µm)

1 2.0DEA⋅1.0Al2O3⋅1.0P2O5⋅0.3SiO2⋅50H2O CHA 7∼8

2 2.0DPA⋅1.0Al2O3⋅1.0P2O5⋅0.3SiO2⋅50H2O CHA + AFI + AEL 10∼20

3 2.0IPA⋅1.0Al2O3⋅1.0P2O5⋅0.3SiO2⋅50H2O CHA + amorphous 25

4 2.0TEA⋅1.0Al2O3⋅1.0P2O5⋅0.3SiO2⋅50H2O CHA + AFI 15

5 1.0DEA⋅1.0IPA⋅1.0Al2O3⋅1.0P2O5⋅0.3SiO2⋅50H2O CHA >10

6 1.0DEA⋅1.0DPA⋅1.0Al2O3⋅1.0P2O5⋅0.3SiO2⋅50H2O CHA + AFI 7

7 2.0DEA⋅1.0DPA⋅1.0Al2O3⋅1.0P2O5⋅0.3SiO2⋅50H2O CHA ~5

8 1.0DPA⋅1.0TEAOH⋅1.0Al2O3⋅1.0P2O5⋅0.3SiO2⋅50H2O CHA ~3

9 1.0DEA⋅1.0TEAOH⋅1.0Al2O3⋅1.0P2O5⋅0.3SiO2⋅50H2O CHA 0.5
a
Determined by XRD analysis
b
Determined by SEM analysis

Figure 2. SEM images of SAPO-34 catalysts synthesized with different Structure Directing Agents (SDAs): (a) DEA, (b) DEA + IPA, (c) 2DEA 

+ DPA, (d) DPA + TEAOH, and (e) DEA + TEAOH.

는 SAPO-34와 SAPO-11 그리고 SAPO-5의 결정 패턴이 공존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DPA는 SAPO-11의 구조를 유도하

는 SDA로써 본 실험 합성 조건에서는 SAPO-11에서 SAPO-34으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순수한 SAPO-34 구조가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8,11]. 홍[8]의 연구결과에서는 DPA를 SDA로 사용하여 200 ℃

에서 5일간 수열 합성하여 SAPO-34를 합성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175 ℃에서 2일간 수열 합성함에 따라 SAPO-34 형

성 이외에 SAPO-11과 SAPO-5 등의 불순물이 공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c)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IPA를 사용하여 합성한 촉

매의 경우, SAPO-34 구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2 θ가 8.5에서 피

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정질이 다량 존재함에 따라 SAPO-34의 

결정 순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IPA 단독 사용시에도 

SAPO-34 구조가 다량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IPA를 사용하여 합성

조건을 조절하면 순수한 SAPO-34를 합성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TEA의 경우는 SAPO-5 결정 피크인 2 θ가 7.4, 14.8, 19.7 그리고 

22.5에서 주요 피크들이 관찰된다. 이는 TEA가 주로 순수한 

SAPO-5를 얻을 수 있는 SDA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TEA의 함량과 합성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순수한 SAPO-34를 합성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

SAPO-34 합성 시 주로 사용되는 SDA인 TEAOH는 가격이 비싸

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SAPO-34 합성 시 TEAOH의 함량

을 줄이고 SAPO-34 결정성 및 결정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혼합 

SDA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Figures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DEA, 

DPA, IPA, TEAOH를 합성 시 혼합 조절함으로써 순수한 SAPO-34 

구조와 다양한 결정크기의 SAPO-34를 얻을 수 있었다. 단독의 SDA

를 사용하여 합성시 SAPO-34 외에 불순물로 SAPO-11와 SAPO-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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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APO-34 Catalysts Synthesized Using Different Structure Directing Agents (SDAs)

Catalyst SDA

Amount of desorbed ammoniaa 

(mmol g
-1

) Total amounts of NH3

a
 

(mmol g
-1

)

SBET

b

(m
2
 g

-1
)

Crystal Size
c
 

(µm)
200 ℃ (l-peak) 400 ℃ (h-peak)

SAPO-34-I DEA 0.024 0.090 0.114 617 7∼8

SAPO-34-II DEA+IPA 0.032 0.093 0.125 572 >10

SAPO-34-III 2DEA+DPA 0.035 0.139 0.174 636 ∼5

SAPO-34-IV DPA+TEAOH 0.027 0.104 0.132 782 ∼3

SAPO-34-V DEA+TEAOH 0.030 0.142 0.171 623 0.5
a
Determined by NH3-TPD analysis
b
Calculated by N2-adsorption data
c
Determined by SEM analysis

Figure 3. NH3-TPD profiles of SAPO-34 catalysts synthesized with 

different Structure Directing Agents (SDAs): (a) DEA, (b) DEA + 

IPA, (c) 2DEA + DPA, (d) DPA + TEAOH, and (e) DEA + TEAOH.

결정 패턴이 공존했던 DPA는 TEAOH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평

균입자크기가 3 µm 정도의 순수한 SAPO-34 결정을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순수하게 SAPO-34으로 결정을 이루었던 DEA는 TEAOH

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DEA를 단독으로 사용했을때보다 결정 

크기가 7∼8 µm에서 0.5 µm 미만으로 결정 크기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순수한 SAPO-34 결정 합성이 가능하였던 DEA에 

SAPO-11의 구조를 나타낸 DPA를 혼합하여 합성한 결과는 

SAPO-11로 확인되었다. 반면 DEA를 2몰, 1몰의 DPA를 사용하여 

합성한 결과 5 µm 정도의 순수한 SAPO-34가 합성되었다. 이 결과

는 SAPO-34는 구조 형성시 SAPO-11 구조가 먼저 형성된 다음 

SAPO-34으로 구조가 전이되는데, SAPO-34 합성시 SDA의 양을 증

가함에 따라 SAPO-11에서 SAPO-34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촉진시킴

을 알 수 있었다. DEA와 비정질이 존재했던 IPA를 혼합 사용한 실

험에서는 Figure 2 SEM 결과에서는 두 개의 입방구조가 교차하여 10 

µm 이상의 결정 형상을 보였으며, XRD 결과 Figure 1에서 보듯이 순

수한 SAPO-34의 결정패턴을 보였다. SEM 결과는 SDA를 혼합 사용함

에 따른 현상이며, 결정의 구조가 SDA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3].

SDA 종류에 따른 촉매의 결정크기 변화를 보면, TEAOH에 DPA

를 혼합하여 합성한 결과 DPA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는 결

정크기가 평균 3 µm 정도로 작아지고 매우 균일한 결정을 보이며 

SAPO-34의 결정 순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Figure 2). 

따라서 SAPO-34의 결정크기가 크고 순도도 낮았던 DPA와 

SAPO-34 결정성은 좋으나 결정크기가 큰 DEA를 TEAOH와 혼합 

사용함으로써 결정 순도를 높이며, 결정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DEA와 TEAOH를 혼합 사용한 경우는 TEAOH를 단독

으로 사용한 경우보다도 다소 작은 평균 0.5 mm 정도의 결정 크기

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크기의 감소는 올레핀 합성 

반응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합성된 SAPO 촉매의 비표면적은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SDA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준다. DPA + TEAOH를 SDA로 사용한 

SAPO-34는 다른 SDA를 사용했을때 보다 782 m
2
 g

-1
으로 매우 넓은 

비표면적을 보였다. 하지만 NH3-TPD 분석 결과 Figure 3과 Table 2 

결과를 보면 산점의 양이 2DEA + DPA, DEA + TEAOH 촉매보다 

적었다. 이는 DPA + TEAOH를 혼합 사용함으로써 SAPO-34 분자체

에서 산점의 형성하는 실리콘의 분포도가 떨어짐에 따라 적은 산점

을 형성하는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DEA로 합성된 SAPO-34의 비표

면적은 676 m
2
 g

-1
으로 2DEA + DPA으로 합성된 SAPO-34보다 결정

크기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표면적을 가짐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DEA가 결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4]. 이 결과는 

XRD 패턴 결과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a), 

(g)]. DEA + IPA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572 m
2
 g

-1
의 비표면적을 

보였는데 이는 결정이 뭉침에 따른 결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혼

합 SDA로 합성된 SAPO-34 촉매들은 DEA+IPA를 제외하고 모두 비

표면적이 600 m
2
 g

-1
 이상을 보임으로써 결정성이 우수한 SAPO-34

의 비표면적을 갖고 있으면, MTO 전환반응에서 우수한 반응 수명을 

보일 수 있는 흡착면적 또는 흡착량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

Figure 3은 다양한 SDA으로 합성한 SAPO-34 촉매의 NH3-TPD 결

과로써 산점의 양과 산세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모든 촉매에

서 200, 400 ℃ 부근에서 피크를 관찰되며, 200 ℃ 부근에서 관찰되

는 피크는 약산점에 흡착된 암모니아를 말하며, 400 ℃ 부근의 피

크는 강산점에 흡착된 암모니아를 의미한다[12,13,15]. 순수하게 합

성된 SAPO-34는 모두 갖은 산점의 경향을 보였으며, 단지 동일한 

실리콘의 함량으로 합성되었지만 전체 산점의 양은 차이를 보였

다. 이것은 SAPO-34에서 산점을 형성하는 실리콘의 분포를 사용하

는 SDA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임에 따른 결과이다[6,14]. DEA + 

TEAOH를 사용하여 합성된 SAPO-34의 NH3-TPD [Figure 3(e)] 결과

를 보면, 2DEA + DPA는 상대적으로 DEA + TEAOH보다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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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version and Product Distribution in the MTO Reaction over SAPO-34 Catalysts with Different Crystal Size at 400 ℃, MeOH/N2

= 1.1/8.9 and WHSV = 1.59 h
-1

Catalyst SAPO-34-I SAPO-34-II SAPO-34-III SAPO-34-IV SAPO-34-V

Time on stream (min) 10 210 10 130 10 450 10 450 10 450

Methanol conversion 

(mol%)
98.2 54.3 97.7 61.2 95.5 70.5 96.7 90.8 97.3 99.1

Product selectivity (mol%)　 　 　 　

Methane 2.3 1.4 2.6 1.3 2.7 1.8 1.9 2.0 1.8 1.9

Ethylene 42.6 1.4 42.2 1.5 42.6 12.6 45.0 44.7 37.2 54.2

Ethane 0.7 0.9 0.9 0.7 0.5 0.6 0.3 0.4 0.2 0.4

Propylene 35.5 0.3 35.0 0.8 34.6 6.8 38.2 31.6 40.6 34.2

Propane 6.9 0.7 6.4 0.2 5.4 0.7 1.0 0.4 1.7 0.3

Dimethyl Ether 0.0 95.2 0.0 95.4 0.3 76.2 - 12.5 - 0.8

Butenes 5.4 - 6.4 - 5.9 0.6 5.8 3.9 8.0 4.1

Butanes 4.9 - 4.5 - 4.8 0.7 3.6 2.8 5.6 2.9

C5

+
1.8 0.1 2.0 0.1 3.1 - 4.2 1.8 4.8 1.4

C2

=
/C3

=
1.2 4.7 1.2 1.9 1.2 1.9 1.2 1.4 0.9 1.6

C2

=
-C4

=
 83.4 1.7 83.6 2.3 83.1 20.0 89.0 80.2 85.9 92.5

Saturated C1-C4 9.7 3.0 14.4 2.2 13.5 3.8 6.8 5.6 9.3 5.5

  

Figure 4. (a) Conversion of MeOH and (b) yield of C2

=
-C4

=
 at 400 ℃, MeOH/N2 = 1.1/8.9, and WHSV = 1.59 h

-1 
with time-on-stream over 

SAPO-34 catalysts synthesized with different Structure Directing Agents (SDAs): (▲) DEA+IPA (●) DEA, (▼) 2DEA　+　DPA, (■) DPA　+　TEAOH, 

and (◆) DEA　+　TEAOH. 

로 많은 산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 ℃ 부근의 약산

점은 적으나 반응온도와 유사한 400 ℃ 부근의 강산점이 다소 많음

을 알 수 있다. Figure 3과 Table 2의 NH3-TPD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전체 산점의 양은 2DEA + DPA > DEA + TEAOH > DPA + TEAOH 

> DEA + IPA > DEA 순서로 많으며, 400 ℃ 부근의 피크 즉, 강산점

의 산점의 양은 DEA + TEAOH > 2DEA + DPA > DPA + TEAOH 

> DEA + IPA > DEA 순서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온도 영역의 

산점이 반응 활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결정크기가 MTO 전환반응에 미치는 영향 

Figure 4와 Table 3은 단독 또는 혼합 SDA를 사용하여 합성된 0.5

∼10 µm 결정 크기를 갖는 SAPO-34 촉매 상에서 MTO 반응의 반응

시간에 따른 메탄올의 전환율과 생성물 분포를 보여준다. 단독 

SDA인 DEA와 혼합 SDA인 DEA+IPA 사용하여 합성한 7∼10 µm 

결정크기를 갖는 SAPO-34-I 과 II 촉매는 98% 정도의 높은 초기 반

응 전환율과 C2

=
∼C4

= 
경질올레핀의 수율이 80% 이상을 보여 주었

다. 그러나 평균 결정크기가 8 µm인 SAPO-34-I과 10 µm 이상인 

SAPO-34-II 촉매는 급격하게 반응 전환율과 경질올레핀 수율이 떨

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Figure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APO-34-I 

촉매의 결정크기가 평균 8 µm로 상대적으로 작은 결정을 갖는 특

히, DEA + TEAOH로 합성된 0.5 µm 이하의 SAPO-34-V보다 크고

[9], 산점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함에 따라 빠른 비활성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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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OH conversion and yield of C2

=
-C4

=
 over SAPO-34-V catalyst with MeOH/N2 = 3/7 and WHSV = 4.35 h

-1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s at (a) 300, (b) 350, (c) 400 and (d) 450 ℃.

Table 4. Product Distribution in the MTO Reaction over SAPO-34-V Catalyst with  MeOH/N2 = 3/7 and WHSV = 4.35 h
-1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temperature (℃) 300 350 400 450 

Time on stream (min) 10 90 10 250 10 250 10 250

Methanol conversion (mol%) 89.9 34.2 98.7 92.6 96.7 74.5 98.5 64.4

Product selectivity (mol%) 　 　 　 　

Methane  5.5 0.8  1.2 0.9 1.5 3.8  4.6 4.9

Ethylene 24.3 0.7 32.8 27.3 39.7 27.9 59.0 1.8

Ethane - -  0.2 -  0.3 0.2  0.6 -

Propylene 32.0 0.7 41.1 31.2 41.4 18.6 27.7 0.3

Propane  3.9 -  1.4 0.2  1.0 -  0.4 -

Dimethyl Ether 10.2 97.8  0.5 30.2 - 45.2 - 93.0

1,3-Butadiene - - - - - 0.1 - -

Butenes  9.6 -  9.9 5.1 6.0 2.1  3.3 -

Butanes  7.3 -  7.2 3.6  5.7 1.5  2.2 -

C5

+
 7.4 -  5.7 1.4  4.4 0.6  2.1 -

C2

=
/C3

=
 0.8 1.0  0.8 0.9  1.0 1.5  2.1 6.0

C2

=
-C4

=
 68.6 1.4 83.8 63.6 87.1 48.6 90.1 2.1

Saturated C1-C4  9.7 0.8 10.0 4.7 8.6 5.5  7.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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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eOH conversion and yield of C2

=
- C4

=
 over SAPO-34-V catalyst at 400 ℃ and MeOH/N2 = 3/7 as a function of WHSV: (a) 2.0, (b)

4.35, and (c) 10.0 h
-1

. 

Table 5. Conversion and Product Distribution in the MTO Reaction over SAPO-34-V Catalyst at 400 
o
C and MeOH/N2 = 3/7 as a Function of WHSV

WHSV (h
-1

)  2.0  4.35 10.0 

Time on stream (min) 10 250 10 250 10 250

Methanol conversion (mol%) 96.7 99.4 96.7 74.5 96.8 64.3

Product selectivity (mol%)

Methane 1.8 1.9 1.5 3.8 1.7 1.1

Ethylene 35.6 51.2 39.7 27.9 47.1 5.7

Ethane 0.4 0.7 0.3 0.2 0.3 -

Propylene 37.5 35.0 41.4 18.6 37.6 4.1

Propane 3.0 0.7 1.0 - 0.3 -

Dimethyl Ether - - - 45.2 1.2 88.1

1,3-Butadiene - - - 0.1 - -

Butenes 8.8 5.0 6.0 2.1 5.6 0.7

Butanes 5.6 3.3 5.7 1.5 3.8 0.3

C5

+
7.4 2.1 4.4 0.6 2.3 -

C2

=
/C3

=
0.9 1.5 1.0 1.5 1.3 1.4

C2

=
-C4

=
 81.9 91.2 87.1 48.6 90.3 10.5

Saturated C1-C4 9.7 6.6  8.6 5.5 6.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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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Co-Feeding of H2O in the MTO Reaction over SAPO-34-V Catalyst at 400 ℃ and WHSV = 3.56 h
-1

Reactants
(mol%)

Time on stream 
(min)

MeOH Conv.
 (mol%)

Product Selectivity (mol%)

C2

=
C3

=
C4

=
Sum of  C2

=
-C4

=
Saturated C1-C4 C5∼

MeOH:N2

(25:75)

10  96.7 38.7 40.3 6.0 85.0 10.5 4.5 　

400 68.1 9.5 6.0 0.4 15.9 2.8 0.1

MeOH:H2O:N2

(25:25:50)

10 97.6 38.5 41.5　 6.3 　 86.3 　 9.5 　 4.2 　

400 93.5 46.8 34.3 3.0 84.1 7.1 1.1

   

Figure 7. The effect of co-feeding of H2O on MeOH conversion and C2

=
-C4

=
 yield over SAPO-34-V catalyst at 400 ℃ and WHSV = 3.56 h

-1
. 

(a) The molar fraction of MeOH, H2O, and N2 was 25, 25, and 50, respectively. (b) The molar fraction of MeOH and N2 was 25 and 75, respectively.

진행되면서 MTO 반응에서 중간 생성물인 디메틸에테르가 많이 생

성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5 µm의 결정크기를 보인 2DEA + DPA로 

합성된 SAPO-34-III 촉매는 DEA를 사용한 SAPO-34-I 촉매보다 높

은 활성과 촉매 수명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결정크기

가 5 µm 정도인 SAPO-34-III보다 상대적 결정내부에서 빠른 확산으

로 인하여 SAPO-34가 갖고 있는 둥지 안에서의 방향족화합물의 생

성을 억제하며, 산점의 양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DPA와 TEAOH

를 혼합 사용하여 합성한 1∼3 µm의 결정크기를 갖는 SAPO-34-IV 

촉매는 반응시간 200 min부터 비활성화가 시작되면서 전환율이 감소

하고, 반응시간 610 min에는 메탄올의 전환율이 80%까지 감소하였

다. 비활성화로 인한 산점 감소는 중간 생성물인 디메틸에테르의 

생성을 촉진하고 전체적으로 C2

=
∼C4

= 
경질올레핀의 수율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산점의 양을 갖으며, 평균 

3 µm의 결정크기를 갖는 SAPO-34-IV 촉매의 내부에서 확산이 결정

크기가 작은 SAPO-34-V 둥지에서 방향족화합물과 중질올레핀형성

으로 탄소 침적으로 인한 비활성화와 전체 산점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짐으로써 비활성화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DEA와 TEAOH의 혼합 SDA를 사용함에 따라 SAPO-34의 결정

성이 향상되고 MTO반응에서 우수한 결정크기인 0.5 µm 정도의 

균일한 결정 크기를 갖는 동시에 Figure 3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

럼 적절한 산특성, 즉 상대적으로 반응온도 영역의 산점이 많이 유

도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정크기에 따른 생성물의 분포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결정크

기가 작아질수록 C5

+ 
이상 생성물의 선택도가 높은데 이는 결정크

기가 클수록 촉매 내부에서 소중합으로 인해 촉매의 형상선택성에 

의해 외부로 나오지 못하고 내부에서 탄소침적을 유발하며 이에 따

른 빠른 비활성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생성물이 메탄의 경우 결정

크기가 작을수록 선택도가 감소하는데 이 결과도 촉매 내부에서 접

촉시간이 긴 결정크기가 큰 촉매가 더 많은 분해반응을 일으키고 

분자크기가 작은 메탄은 형상선택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3. 반응온도에 따른 반응 활성

가장 우수한 반응성을 보인 DEA와 TEAOH 혼합 SDA로 합성된 

SAPO-34-V 촉매의 다양한 반응 조건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

는 것은 반응 공정 최적화와 실제 반응 공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Figure 5와 Table 4은 MTO 전환반응에서 300, 350, 

400 그리고 450 ℃의 반응온도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메탄올의 전환

율과 C2

=
∼C4

= 
수율, 생성물의 분포를 보여준다. 반응온도가 높을수

록 초기 에는 에틸렌의 수율이 증가하였으며, C5∼ 이상의 생성물

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에틸렌 생성의 증가는 높은 온도에서 생성

된 올리고머의 분해반응으로 인해서 에틸렌으로의 생성을 유도하

기 때문이다. 반응온도가 높을수록 부산물인 C1∼C4의 포화탄화수

소의 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파라핀보다 올레핀으로 선택

성을 보였다. 또한 촉매의 수명은 반응온도 350 > 400 > 450 > 300 

℃의 경향을 보였다. 350 ℃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빠른 전환반응

으로 인한 탄소 침적으로 인해서 비활성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

이다[7]. 300 ℃에서의 급격한 비활성화와 낮은 에틸렌 프로필렌 선택도

는 메탄올의 중합반응에 의해 생기는 C4 이상의 탄화수소 생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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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여겨지며 둥지 내에서 생긴 올리고머가 분자체 입구를 빠져

나가지 못함이 급격한 비활성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수행된 반응조건에서는 반응온도 350 ℃에서 SAPO-34 촉매의 최

적의 수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MTO 전환반응에서는 원하는 생성물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최적 반응온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3.4. 공간속도에 따른 반응 활성

Figure 6과 Table 5는 DEA와 TEAOH 혼합 SDA로 합성된 SAPO-34-V 

촉매상에서 MTO 전환반응에 대한 공간속도 즉, 반응물이 촉매와 

접촉시간 변화에 따른 메탄올의 전환율과 C2

=
∼C4

= 
수율, 생성물의 

분포를 보여준다. 공간속도가 빠를수록 초기에는 에틸렌의 생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C5 이상의 생성물과 파라핀의 수율이 

감소하였다. 공간속도가 증가할수록 에틸렌/프로필렌 비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공간속도가 2.0 h
-1 

WHSV인 경우에 있어서 250 

min 까지는 촉매의 비활성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C2

=

∼C4

= 
선택도가 거의 일정하였다. 하지만

 
공간속도가 4.35 h

-1
 이상에

서는 공간속도가 증가할수록 비활성화가 심하게 관찰되었고 C2

=
∼

C4

= 
선택도는 6%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C2

=
∼C4

= 
선택도의 감소는 

메탄올 두 분자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디메틸에테르의 생성을 촉진

시켰다. 이러한 디메틸에테르 생성의 증가는 탄소 침적으로 인해 

강산점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0 

h
-1 

WHSV 반응 조건에서 250 min 후에는 최대 88% 선택도를 갖는 

디메틸에테르가 생성되었다. 공간속도가 가장 느린 2.0 h
-1 

WHSV에

서는 메탄올의 높은 전환율에도 불구하고 파라핀과 C5 이상의 선택

도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경질올레핀의 수율이 4.35 h
-1 

WHSV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물의 공급이 느린 조건 즉, 2.0 

h
-1 

WHSV에서 탄소 침적에 의한 비활성화가 적음으로써 촉매의 활

성을 가장 오래 유지하였다. 이처럼 공간속도가 낮을수록 반응 수율

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MTO 반응에서는 경질올레

핀 선택도를 높이기 위한 최적의 공간속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3.5. 물의 첨가가 반응 활성에 미치는 영향

Figure 7과 Table 6은 DEA와 TEAOH로 혼합 SDA로 합성된 

SAPO-34촉매의 MTO 전환반응에서 반응물 중 물 첨가에 따른 반

응시간별 메탄올의 전환율과 C2

=
∼C4

= 
수율, 생성물의 분포를 보여

준다. 질소 대신 H2O를 25 mol% 공급했을 때 반응초기에는 C2

=
∼

 

C4

=
의 경질올레핀 전체수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반응 시간 

이 400 min 경과 후에는 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전환율은 약 

25% 정도 감소하였고 C2

=
∼C4

=
의

 
선택도는

 
초기 85%에 비해 16%

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물을 첨가한 경우에 있어 전환율은 약 5% 

정도 감소하지만 C2

= 
의 선택도가 약 8% 정도 증가하고 상대적으

로 C3

= 
의 선택도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C2

=
∼C4

=
의

 

선택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Wu와 Anthony[10]는 반응물 

중 물과 같은 희석제를 첨가함으로써 반응물 중 메탄올의 분압을 

낮춘 조건에서 경질올레핀의 선택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지

만, 본 실험에서는 반응물의 분압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질소대신 

물을 첨가하여도 올레핀의 선택도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극성인 물분자가 SAPO-34 촉매의 표면에 아주 강한 산점

을 점유함으로써 이러한 강산점에서 일어나는 소중합반응으로 인

한 탄소침적을 줄이고 침적된 탄소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촉

매 활성저하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16]. 따라서 본 실험에

서는 메탄올의 공간속도와 분압은 유지하고 물을 첨가함에 따라 

MTO 반응에서 탄소침적으로 인한 촉매의 비활성화 감소 및 수명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SAPO-34는 합성시 사용된 SDA에 따라 결정성과 결정크기가 달

라질 뿐만 아니라 산특성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SDA를 사용함으로써 결정크기를 조절하였으며, 결정의 크기가 

MTO 반응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최적의 결정크기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혼합 SDA의 사용은 SAPO-34의 결정을 유도 촉진하

며, 결정성의 향상과 MTO 반응성 및 촉매 수명 향상에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가의 SDA인 TEAOH 량을 줄이고 가격

이 저렴한 DEA를 혼합 사용하여 SAPO-34를 합성함으로써 최적의 

MTO 반응 촉매를 얻을 수 있었다. DEA와 TEAOH SDA를 혼합 사

용한 SAPO-34 촉매는 0.5 µm 미만 정도의 균일한 결정크기를 형

성하였으며, 강산점의 산량 증가 및 산세기 최적화로 MTO 반응성 

및 수명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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