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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erless ZSM-5 성형체의 합성 및 자일렌 이성체의 흡착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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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자일렌(p-xylene) 분리용 흡착제로서 효과적인 그래뉼 형태의 바인더리스 ZSM-5 성형체를 제조하는 방법을 검토

하였다. SiO2/Al2O3 = 50인 ZSM-5 결정분말에 무기 바인더인 colloidal silica sol 30 wt% 용액과 유기첨가물인 micro-

crystalline cellulose를 첨가하여 구형화한 후, 소성, 바인더리스 처리, NH4

+ 
이온교환, 활성화 등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강도(0.721 kgf) 및 높은 결정화도(94.6%)와 넓은 BET 비표면적(379.2 m
2
/g)을 갖는 흡착제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성형체

의 흡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일렌 3가지 이성질체를 1 : 1 : 1의 무게비로 혼합하여 100 ℃에서 회분식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조된 바인더리스 ZSM-5 성형체는 상용흡착제보다 파라자일렌에 대해 높은 선택적 흡착성능을 나타냈다.

In this study, an effective method to prepare granular binderless ZSM-5 which is as efficient p-xylene separatory adsorbent 

was explored. Colloidal silica sol 30 wt% solution as an inorganic binder and microcrystalline cellulose as an organic additive 

were added to ZSM-5 powder (SiO2/Al2O3 = 50). Adsorbent with enough strength (0.721 kgf), high crystallinity (94.6%) and 

high BET specific surface area (379.2 m
2
/g) was obtained by calcination, binderless treatment, NH4

+
 ion exchange, and activa-

tion after spherical granulation process. A batch type adsorption experiment was proceeded with solutions comprising 3 xylene 

isomers by 1 : 1 : 1 weight ratio to evaluate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prepared absorbent. As a result, the obtained bind-

erless ZSM-5 granule showed a higher selective adsorption performance for para-xylene than that of commercial ad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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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Polyester fiber, molded plastic, film,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의 원료물질로 많이 사용되는 파라자일렌(p-xylene)은 최근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C8 방향족 화합물에서 파라자일렌을 분리하는 

공정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1]. 현재 C8의 방향족에서 파

라자일렌을 분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업적 공정으로는 극저온 결정

화 공정이 있으나 그 생산성과 에너지 소비의 측면에서 모사 이동층 

흡착공정(simulated moving bed, SMB)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2,3]. 파라자일렌의 흡착분리공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흡착제는 일

정한 세공크기로 인해 분자체 효과를 나타내는 제올라이트를 들 수 

있다. 특히 이온 교환된 FAU구조인 BaX, KY와 MFI구조의 ZSM-5 

제올라이트는 C8 방향족 중 파라자일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한다고 

알려져 있고, 1987년 Yan은 ZSM-5가 C8 방향족 화합물 중에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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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p-xylene)과 에틸벤젠(ethylbenzene)을 선택적으로 흡착함을 증

명하였다[4-6]. 이러한 제올라이트를 실제 공정에 촉매나 흡착제로 

적용할 경우 구형(granule), 원통형(pellet)형태로 성형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흡착 공정에 있어서 분말의 제올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물질의 이동속도, 흡착층의 압력 손실과 내부 활성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성형된 흡착제가 실제 공정에 적용되기 위해선 

높은 강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흡착제의 강도가 약하면 쉽게 마모

되어 미세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흡착탑 내부에서 발생한 미

세입자들은 흡착탑에 확산한계와 채널(channel)을 형성하여 흡착탑 

내의 일부 흡착제가 활용되지 못하게 하므로 공정의 생산성을 감소시

킨다[7]. 따라서 분말상태의 제올라이트를 강한 강도를 갖게 성형하여 

미세분진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의 성

형은 제올라이트 결정 분말과 결합체인 바인더 및 기타 기능성 첨가

제를 혼합하여 성형하게 된다. 제올라이트 성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바인더로는 kaolin, attapulgite, bentonite 등의 점토광물과 colloidal 

silica sol과 같은 순수한 실리카 성분의 무기계 바인더가 널리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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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제올라이트의 성형시 첨가되는 무기계 바인더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기계적인 강도는 증가하지만 흡착성능이 저하되는 2차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시 첨가된 바인더를 제

올라이트로 전환시켜 흡착 효율을 높여주는 바인더리스(binderless) 

처리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A형이나, X형 제올라이트에 

무기계 바인더와 성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물을 일부 첨가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한 후 바인더리스 처리하여 선택적 흡착성능을 개

선하는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8-10]. 

본 연구에서는 파라자일렌에 대한 높은 선택적 흡착능을 보이며, 

흡착공정에 적용시에 분진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강도가 

우수한 ZSM-5계 제올라이트 성형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ZSM-5 분말

에 바인더를 사용하여 그래뉼(granule) 형태로 성형체를 제조한 후, 바

인더리스 처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형, 소성 및 바인더리스 

처리 조건등을 검토하였으며, 제조된 시료는 3가지 자일렌 이성체들

(para-, meta-, ortho-)의 흡착성능을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흡착제의 제조

SiO2/Al2O3 몰비(molar ratio)가 50인 ZEOLYST사의 ZSM-5 결정

분말에 기공형성제 및 가소제로 micorcrystalline cellulose (M.C. : 밍타

이케미칼)를 사용하였다. ZSM-5의 중량을 고정한 후 M.C.의 중량을 

변화하며 성형하였으며 성형절차는 다음과 같다. 성형기(Gebrüder 

Lödige Maschinenbau GmbH D-33102 Paderborn)에서 10 min 동안 

분말을 혼합 후 무기계 결합제인 colloidal silica sol (C.S. 에이스하이텍 

SiO2 함량 30%)을 분무상태로 주입하면서 그래뉼 형태로 성형하였다. 

성형된 시료들은 표준체를 이용하여 원하는 10∼35 mesh (500 µm∼

2.0 mm) 크기로 분급한 후 marumerizer (FUJI PAUDAL CO. LTD 

QJ-230)에 넣고 처리하여 시료 표면의 구형도를 상승시켰다. 이후 

110 ℃의 조건으로 12 h 건조하여 성형체 표면에 수분을 제거한 후, 

가열로(furnace, Vulcantm 3-550 NDI)에 넣고 공기유속 2 L/min, 승온

속도 10 ℃/min 분위기하에 600 ℃까지 승온 시킨 후 5 h 소성하여 

성형과정에서 첨가되어진 M.C.를 연소시켜 제거하였다. 이후 바인더

로 사용된 SiO2 성분을 ZSM-5로 전환하기 위한 바인더리스처리로서 

수열합성을 수행하였다. 반응 조건은 출발원료인 ZSM-5분말이 가지

는 몰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수열합성 몰비를 58SiO2 : 3.5∼

9.5Na2O : Al2O3 : 2000H2O로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시약은 NaAlO2 (Junsei, 54 wt% Al2O3, 37 wt% Na2O, 9 wt% H2O), 

NaOH (DC Chemical, 98 wt% NaOH), H2O은 탈이온수를 사용하였고 30 

mL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원통형 가압용기에 소성과정을 거

친 ZSM-5 성형체와 바인더리스 처리를 위하여 몰비를 조절한 용액을 

넣고 190 ℃ 조건에서 14 h 수열합성을 하였다. 바인더리스 처리 후 

ZSM-5 성형체의 잔존하는 이온 Na
+
를 1 M NH4Cl 용액을 사용하여 

80 ℃ 항온조에서 연속회분식 방법으로 1회당 2 h 동안 총 3회 NH4
+ 

이온으로 치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성형체는 증류수로 세척여과 

후 110 ℃에서 12 h 건조후에 500 ℃ 조건의 가열로에서 5 h 동안 

2차 소성을 통하여 그래뉼 형태의 H-ZSM-5 성형체 시료를 얻게 되었다.

2.2. 물성특성 측정

바인더리스 처리과정에서 시료의 결정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기(XRD: X-ray diffraction analyzer, Rigaku, model 

D/MAX-ⅢB)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구간은 2θ =  5∼50°이고, step size 

0.02°, scan speed 5°/min로 측정하여 관찰하였다. 소성 및 활성화 조건

을 검토하기 위하여 열중량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2950)

을 수행하였으며 100 mL/min의 유속으로 공기를 주입시키면서, 10 ℃/min

의 승온 속도로 상온에서 800 ℃까지 실시하였다. 시료의 기공도는 

수은침투법(Micrometrics, Auto Pore IV)으로 50000 psi의 압력까지 

측정하였으며, 비표면적은 자동 흡착장치(Micrometrics, ASAP 2010)

를 통해 액체질소 온도(77 K)에서 질소기체의 흡착등온선으로부터 

BET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시료의 강도는 압축강도 측정기(FINE 

MECHATRONICS FS1010)를 이용하여 20개 시료의 압축강도를 측

정하였고, 그 중 강도의 편차가 심한 4개의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

의 평균 강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형상 및 표면구조와 성분분석을 위해 

주사식 현미경(SEM/EDS Philips XL30S FEG Scanning Electro Microscope 

/ EDAX Phoeni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Schottkey Based 

Field Emission Gun)을 사용하였다. 열전도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가 장착된 BEL-CAT TPD (Temperature Programing 

Desorption) 장치를 사용하여 NH3-TPD로 바인더리스 처리 전, 후의 

성형체의 고체산 강도를 비교 측정하였다. 소성된 성형체 0.05 g에 헬

륨 50 mL/min의 유량으로 600 ℃에서 2 h 동안 전처리하여 세공 내

에 존재하는 수분 및 흡착된 기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상온까지 냉각

하여 NH3를 30 min 동안 흡착시킨 후 110 ℃에서 1 h 동안 헬륨을 

흘려 물리 흡착된 NH3를 제거하였다. 10 ℃/min의 승온속도로 600 ℃

까지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탈착되는 NH3를 TCD로 분석하였다.

2.3. 파라자일렌의 흡착 특성평가

최종적으로 처리된 시료의 흡착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회분식 평형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1 g의 시료를 500 ℃에서 1 h 동안 활성화 

처리 후 desiccator에서 상온까지 식혀주었다. 에틸벤젠과 자일렌 이성체

(para, meta, ortho)를 1 : 1 : 1의 무게비로 혼합용액을 준비하고 초자 

용기에 활성화된 시료와 시료의 무게비 1.5배의 혼합 용액을 주입 후 

100 ℃조건에서 회분식 방법으로 흡착과정을 거친 후 액상의 시료만 

회수하였다. 회수된 액상시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y 

(GC), DS6200 Gas Chromatography, Detector-FID, Column; ZB-WAX 

Capillary Column, Carrier Gas; Helium)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ZSM-5 분말의 성형

미세한 분말형태로 합성되는 제올라이트를 흡착제나 촉매로 사용

하려면 적절한 무기바인더와 첨가제를 사용하여 성형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인더물질인 점토는 천연광물이기 때문에 종

류에 따른 물성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colloidal 

silica sol (C.S)는 불순물이 없고 착색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10]. 또한 

유기계 첨가물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은 아니지만 성형과정에서 가소

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성형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그래뉼 형태의 성형체는 유기계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면의 낮은 구형도와 낮은 강도로 인해 입자의 겉표면이 쉽게 

마모되어 반응기 내부의 통로를 막아 컬럼(column)의 수명 및 효율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그래뉼 형태로 성형시 적절한 유기계 첨가물을 배합함

으로써 높은 구형도, 강도, 수율을 가지는 성형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뉼 형태의 ZSM-5 성형화 과정에서 구형도 향상을 위

하여 M.C.를 유기계 첨가물로 사용하였으며, 그 배합비가 성형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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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M images of ZSM-5 granules that add M.C. (a) 5.26%, (b) 17.65%, and (c) 33.33%.

Table 1. Recipes of Granulation

Sample
Recipes of Granulation (weight ratio) Yield

(%, 10∼35 mesh)ZSM5-powder M.C. SiO2

ZSMG1 100 5.26 20 20

ZSMG2-1

100 17.65

15 44

ZSMG2-2 20 51

ZSMG2-3 25 46

ZSMG3 100 33.33 20 40

M.C. : Microcrystalline cellulose.

Figure 2. TGA curve of ZSMG2-2 sample.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ZSM-5의 중량비를 100으로 고정

후 M.C.가 각각 5.26, 17.65, 33.33의 비율로 함유하는 3가지 조건으로 

각각의 분말을 상기에 언급한 성형장비에 넣고 서로 특성이 다른 분

말입자들의 균일한 혼합과 분말입자 사이에 내포되어 있는 공기를 제

거하기 위하여 10 min 이상 충분히 분말 혼합을 수행한 후에 무기계 

바인더인 C.S를 분무하면서 첨가하며 성형하였다[10]. 각 성형체의 

바인더 함량은 ZSM-5 분말을 중량비로 100으로 고정하였을 때 SiO2

로 15∼25의 비율이 되게 조절하였으며 각 성분의 함량과 목표크기

(10～35 mesh)에 대한 수율을 Table 1에 나타냈다. Figure 1은 제조된 

성형체를 구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marumerizer에 넣고 처리하였을 

경우에 성형체의 표면 형태를 주사식 전자 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로, M.C.의 배합비율이 5.26인 성형체(a)의 경우에 그 표면이 거

칠고 구형도가 낮았으며, SMB 공정의 흡착제 규격인 10∼35 mesh 

(500 µm∼2.0 mm) 크기 성형체의 회수율이 20% 정도로 낮게 나타났

으며 목표크기보다 큰 입자의 성형체가 많이 생성되었다. M.C.의 배

합비율이 17.65%인 성형체(b)는 어느 정도 개선된 구형도를 보였으

며, 목표크기의 회수율 51% 정도였다. M.C.의 배합비율이 33.33%인 

성형체(c)의 경우에 성형체(b)와 유사한 구형도를 갖지만 목표크기에 

있어서 회수율이 40% 정도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유기계 

첨가물질인 M.C.의 배합비율은 성형체의 형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M.C.의 배합비율을 17.65%로 고

정 후 무기바인더 함량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알려진 바와 같

이 무기계 바인더의 함량은 성형체의 강도와 물성에 영향을 주는 변

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SiO2 함량을 15∼

25%로 변화시키면서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시료 모두 

높은 구형도를 나타내었으며 목표크기의 수율은 51% (표준편차 ± 5) 

정도로 균일한 수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성형체 제조시 적절한 유

기계 첨가물질의 선정과 배합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구형도가 높으며, 

목표크기에 대한 수율이 높은 성형체 제조 조건을 확립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3.2. 열처리 소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C.는 성형과정에서 효율적인 첨가제의 

역할을 하지만 성형체를 촉매나 흡착제로 적용시에 고유의 제올라이

트의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다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형체를 대기분위기에서 소성 처리하여 

함유된 M.C. 성분을 제거하였다. 소성 처리시에 M.C. 성분의 분해 제거 

과정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구형도와 수율이 높은 대표시료

(ZSMG2-2)를 선택하여 열중량 분석을 수행하였다(Figure 2). 그 결과, 

110 ℃ 전후에서는 시료에 함유된 수분의 탈착으로 인해 4.34% 중량 

감소가 발생하였고 110 ℃이후에는 온도증가와 함께 첨가된 M.C.의 

중량에 해당되는 중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M.C. 자체의 

분해온도는 260∼270 ℃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열중량 분석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300 ℃ 부근에서 급격한 무게 감량이 일어나고 

560 ℃ 부근에 이르러 무게 감소가 현저히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온도에 따른 중량 감량 변화 결과를 바탕으로 성형시료의 소

성처리 온도는 600 ℃에서 3 h 처리하는 조건으로 고정하였다. 소성 

처리후의 중량변화는 TGA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약 22%의 무게 감

소율을 나타냈다. 또한, 육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형체의 소성 전후 

색깔변화는 Figure 3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소성전의 성형체 색깔은 

첨가된 M.C. 때문에 옅은 노란색을 띄고 있으며, 소성과정인 250 ℃ 

부근에서 검정색으로 탄화되고 600 ℃ 도달할 경우 흰색으로 나타남

으로써 M.C.가 완전히 분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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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icture of sample color change by temperature.

Table 2. Molar Ratio for Hydrothermal Reaction and Crystallinity of 

Binderless Treated Samples 

Sample

Molar ratio for 

hydrothermal reaction 
Crystallinity (%)

SiO2 Al2O3 Na2O H2O Gran. Cal. Bin.

ZSMG1

B1

58 1

3.5

2000 65.22 75.22

81.40

B2 5.5 85.12

B3 7.5 84.72

B4 9.5 83.42

ZSMG2-2

B1

58 1

3.5

2000 64.23 77.94

87.22

B2 5.5 94.69

B3 7.5 91.54

B4 9.5 90.77

ZSMG3

B1

58 1

3.5

2000 63.72 79.42

82.49

B2 5.5 89.15

B3 7.5 81.35

B4 9.5 81.22

Gran. : Granulated sample, Cal. : Calcinated sample, Bin. : Binderless treated sample.

Figure 4. Powder XRD patterns of (a) ZSM-5 powder and (b) ZSMG2-

2-B2.

3.3. 무기계 바인더 성분의 제올라이트화

제올라이트 성형체는 함유된 바인더 성분으로 인하여 유효 표면적이 

감소되고 확산한계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제올라이

트 흡착제의 성형에 사용된 무기계 바인더 성분을 수열합성 처리하여 

제올라이트로 전환시켜주는 바인더리스 처리를 하면 제올라이트 성

형체의 결정화도와 확산한계도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11,12]. 일반적으로 ZSM-5의 합성시 구조 유도체인 유기물질은 결

정화 반응에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으나 비용의 상승과 환경오염의 

문제점으로 인한 유기물질이 배제된 ZSM-5의 결정화 연구가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다[1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바인더 함량을 각

기 달리한 ZSM-5 성형체의 바인더리스 처리는 유기물질의 배제된 방

법으로 진행되었다. 성형시료에 바인더 성분으로 함유된 SiO2를 기준

으로 ZSMG1, ZSMG2-2 및 ZSMG3 성형체를 Table 2에 나타낸 반응 

몰비로 조절하여 수열합성 처리하였다. 출발원료인 ZSM-5 분말을 

기준물질(reference)로 하여 성형처리, 소성처리, 바인더리스처리 시료 

3가지의 결정도를 특성피크를 통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각 시료

는 기준으로 삼은 ZSM-5의 분말의 회절특성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주요 피크(2θ = 22°∼25°)의 강도 변화가 나타났다. 더욱 상세하게 결

정화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성형체의 XRD 주요 피크인 2θ = 22°∼

25° 범위의 피크 세기를 모두 합한 값을 ZSM-5 분말의 같은 범위의 

주요 피크 세기의 합으로 나눠진 값으로 결정화도를 계산하였다[13].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형처리 시료의 결정화도는 소성후 및 바

인더리스처리 시료들에 비하여 함유된 M.C.와 바인더 성분에 기인한 

낮은 결정화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소성처리 시료의 결정화도가 

상승하는 것은 소성과정에서 M.C.가 분해되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형처리 시료들의 경우에 결정성 화합물이 아닌 M.C.의 증가

에 따라 결정화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성 후의 결정화도는 비결

정성 화합물인 M.C.를 제거한 후이므로 M.C. 첨가량과 비례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바인더리스 처리한 시료의 경우에 소성처리 

시료보다 결정화도가 상승함으로써 바인더리스처리 후 무기계 바인더 

성분인 SiO2가 어느 정도 ZSM-5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ZSMG2-2계열의 바인더리스 처리후의 결정화도가 ZSMG1 및 

ZSMG3계열의 시료보다 결정화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ZSMG1계 

시료들의 다른 계열의 시료보다 적은 M.C.를 사용함으로써 소성 후 

형성된 기공이 작아 바인더 성분과 바인더리스처리를 위해 사용된 

용액과의 충분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정화 반응이 원활히 진행

되지 못하였으며, 반면에 ZSMG3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M.C. 제거 후에 

노출되어 있는 바인더 성분들이 수열합성 과정 중 용액상으로 용출되어 

시료표면상에서의 결정화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ZSMG2계열의 

M.C. 사용량이 바인더리스 처리과정을 위한 가장 최적 조건임을 확인

하였다. Figure 4에서는 출발원료인 ZSM-5 분말(a)과 대표적인 바인

더리스처리 시료(ZSMG2-2-B2)의 XRD 피크를 나타내었다. 바인더리

스처리 시료의 경우 출발원료와 동일한 ZSM-5의 특성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성분의 피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소성시료와 바인더리스처리 시료의 표면의 형상을 SEM으로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소성처리 시료(a)는 ZSM-5 결정입자와 

무정형인 SiO2 성분이 결합된 형태로 뭉쳐져 있었으며, (b)∼(e)의 바

인더리스처리 시료들 표면은 무정형인 SiO2 성분중에 일정부분이 약 

1∼2 µm의 크기의 ZSM-5 결정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a2O비가 높을수록 결정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성형처리 시료, 소성처리 시료와 Table 2에 나타낸 여러 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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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M images of (a) ZSMG2-2, (b) ZSMG2-2-B1, (c) ZSMG2-

2-B2, (d) ZSMG2-2-B3, and (e) ZSMG2-2-B4.

Table 3. Strength of Samples

Samples

Strength (kgf)

Granulated Calcinated
Binderless treated

B1 B2 B3 B4

ZSMG1 0.842 0.621 0.652 0.715 0.704 0.721

ZSMG2-2 0.892 0.687 0.695 0.721 0.752 0.792

ZSMG3 0.882 0.702 0.715 0.741 0.754 0.722

Table 4. Porosity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ZSMG2-2-B2 Sample

Samples Porosity (%) Specific surface area (m
2
/g)

ZSM-5 (powder) - 393.3

Granulated 33.1 325.7

Calcinated 47.7 363.5

Binderless treated 37.5 379.2

Figure 6. NH3-TPD profiles of (a) ZSMG2-2 and (b) ZSMG2-2-B2.

으로 바인더리스 처리된 시료의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성형처리 시료는 압축강도가 가장 높게 났는데 이는 함

유된 M.C.성분이 뼈대 역할을 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

성처리 시료는 M.C.성분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자리에 기공이 생성되

어 외형 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압축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바인더리스 처리 시료의 압축강도는 소성처리 시료 보다 어느 

정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성처리 시료의 바인더 역할을 

하고 있는 무정형의 실리카 성분이 수열합성과정에서 일부 액상 반응

물인 알칼리 및 알루미나 성분과 결합하여 제올라이트 결정으로 전환

되어 M.C.가 제거된 빈 공간을 어느 정도 채워 주면서 외형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성형처리 시료, 소성처리 시료 및 바인더리스처리 시료에 대하여 

수은침투법으로 기공도를 측정한 결과와, BET 질소흡착등온선으로부터 

구한 비표면적을 출발원료인 ZSM-5 분말과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바인더리스처리 과정에서 어느정도 기공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비표면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공내에 바인더 성분이 일부 제올라이트로 전환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고체 산점의 영향

ZSM-5 성형체의 고체 산점의 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료에 잔존

하는 Na
+ 

이온을 NH4
+
형태로 이온교환 후 500 ℃ 조건에서 소성하여 

H-ZSM-5 성형체로 만들었으며 이중 결정화도가 가장 높은 시료

(ZSMG2-2-B2)의 암모니아 승온 탈착 실험(NH3-TPD) 결과를 Figure 6

에 나타내었다. 소성 후 시료는 200 ℃ 부근의 약산점과 400 ℃ 부근의 

강산점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형태의 산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인더

리스 처리 후에는 약산점과 강산점의 강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각

각의 산점의 양도 증가하였다[16]. 

3.5. 흡착특성 평가

Table 2에 언급된 시료가 파라자일렌에 대한 선택적인 흡착능을 갖

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세 이성질체의 질량비를 1 : 1 : 1로 혼합한 

자일렌 이성체들의 혼합물을 그 비점(para- : 138 ℃, meta- : 139 ℃, 

ortho- : 144 ℃)을 고려하여 100 ℃에서 회분식으로 평형 흡착실험을 

실시한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를 통해 분석하였다. Figure 7은 흡착 

특성 평가의 결과이다. X/X0는 흡착테스트 후의 각 자일렌 이성체의 

GC 응답면적(response area [%])을 주입용액의 GC 응답 면적으로 나눠

준 값이다. Figur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상의 파라자일렌의 분율은 

줄어들지만 메타자일렌이나 오르소자일렌의 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조된 흡착제가 파라자일렌에 대한 선택적 흡착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SMG2-2-B2 경우에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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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 GC response area of mixed solution (1 : 1 : 1), X : GC response

area after adsorption

Figure 7. Adsorption properties of xylene isomers for various samples.

* Xo : GC response area of mixed solution (1 : 1 : 1), X : GC response

area after adsorption

Figure 8. Result of batch adsorption test of ZSMG2-2-B2.

* Xo : GC response area of mixed solution (1 : 1 : 1), X : GC response

area after adsorption

Figure 9. Comparison of adsorption amount of samples after the batch

adsorption for 60 min.

파라자일렌의 선택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의 결정도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흡착 실험시 경과시간에 따른 흡착능을 

확인하기 위해 바인더리스처리 시료(ZSMG2-2-B2)를 각각 60, 120, 

180, 240 min 동안 회분식 평형흡착실험을 진행한 후 결과를 Figure 8

에 나타내었다. 흡착시간이 60 min 이상 경과하면 혼합용액의 각 성

분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도달됨을 알 수 있다. 파라자일렌의 분리

에 적용되는 Ba
2+
형의 바인더리스처리 X형 제올라이트 그래뉼(BaX1) 

및 상용 SMB 흡착분리공정에 적용되고 있는 시료(ADS-27)와 ZSMG2- 

2-B2의 흡착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두 가지 바

인더리스처리 모두 상용흡착제와 비교시 우수한 파라자일렌의 선택

성을 보였으며, ZSM-5형 제올라이트가 X형 제올라이트보다 파라자

일렌에 대한 더 높은 선택적 흡착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련의 흡착제 제조 방법을 통하여 성형체 

제조과정에서 흡착특성이 저하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혼합 자일렌에서 파라자일렌을 선택적으로 흡착 분리하는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바인더리스 ZSM-5 성형체 제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ZSM-5 분말을 colloidal silica sol을 바인더로 사용하여 그래뉼 

형태로 성형시에 M.C.의 첨가는 구형화와 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2) 성형화시 첨가된 M.C.는 대기 중에서 600 ℃ 정도로 2 h 동안 

소성처리하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그 위치에 기공이 형성되어 기공

도가 증가하였다.

3) 소성처리 시료의 수열합성에 의한 바인더리스 처리시에 반응 몰

비는 58SiO2 : Al2O3 : 5.5Na2O : 2000H2O 정도가 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의 대표적인 시료(ZSMG2-2-B2)를 TPD 분석결과 200 ℃

와 400 ℃ 부근에 약산점과 강산점이 확인되었고 소성시료보다 강산

점과 약산점의 피크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바인더리스 처리 후 활성점

이 많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5) 바인더리스 ZSM-5 시료(ZSMG2-2-B2)는 바인더리스 X형 제올

라이트 시료(BaX1)와 상용시료(ADS-27)와 비교하여 파라자일렌에 

대한 더 높은 선택적 흡착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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