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Appl. Chem. Eng., Vol. 25, No. 1, February 2014, 34-40
http://dx.doi.org/10.14478/ace.2013.1093

34

탄소 나노튜브 주형물질에 의해 제조된 메조 세공 SAPO-34 촉매상에서 

경질 올레핀으로의 DME 전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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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 세공을 갖는 SAPO-34 촉매를 2차 주형 물질로서 탄소 나노튜브(CNT)를 이용한 수열 합성 방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합성했으며, CNT 첨가량(0.5, 1.5, 2.5 및 4.5 mol%)이 촉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합성된 촉매들은 X-선 
회절 분석(XRD), 주사 전자 현미경(SEM), 질소 흡탈착 등온선 및 암모니아 승온 탈착(NH3-TPD)을 통해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성된 촉매 중에서 1.5 mol% CNT를 첨가하여 제조된 SAPO-34 (1.5C-SAPO-34)가 가장 큰 메조 세공 
부피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총 산점의 양도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CNT의 함량을 그 이상 첨가하여 
제조한 촉매들의 경우 결정의 크기가 너무 작아 오히려 메조 세공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된 촉매
들의 dimethyl ether to olefins 반응에서 CNT 함량에 따른 촉매 수명과 경질 올레핀(C2∼C4)의 선택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1.5C-SAPO-34 촉매는 기존의 SAPO-34 촉매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경질 올레핀 선택도와 약 36%의 향상된 촉매 
수명을 나타났다. 

Mesoporous SAPO-34 catalyst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by the hydrothermal method using carbon nanotube (CNT) as 
a secondary template. The effects of CNT contents (0.5, 1.5, 2.5, and 4.5 mol%) on catalytic performances were investigated. 
The synthesized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with XRD, SEM, nitrogen physisorption isotherm and NH3-TPD. Among the 
synthesized catalysts, SAPO-34 catalyst prepared by the addition of 1.5 mol% CNT (1.5C-SAPO-34) observed not only the 
largest amounts of mesopore volume but also acid sites. However, the mesopore volume was relatively decreased by further 
increasing of CNT contents due to the formation of small crystalline. The catalytic lifetime and the selectivity of light olefins 
(C2∼C4) were examined for the dimethyl ether to olefins reaction. As a result, the 1.5C-SAPO-34 catalyst showed an im-
provement of ca. 36% in a catalytic lifetime and a better selectivity to light olefins as compared with the general SAPO-34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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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나프타 수증기 분해 공정은 석유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경질 올

레핀을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석유 화학 산업에서 대표적인 공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나프타 수증기 분해 공정은 경질 올레핀 수요 변동에 
따라 생성물의 조성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 공정에서 생산

† Corresponding Auth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Fine Chemical Engineering and Applied Chemistry
220 Gung-dong, Yuseong-gu, Daejeon 305-764, Korea
Tel: +82-42-821-5898  e-mail: yh_kim@cnu.ac.kr

pISSN: 1225-0112 @ 2014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되는 주요 성분은 에틸렌이며 프로필렌은 부산물로 얻어지고 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프로필렌의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이 공정은 석유 화학 산업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약 40%를 차

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과잉 에너지 소모 공정이다[1,2]. 따라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질 올레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증대 측면에서 
현 나프타 수증기 분해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천연가스의 개질 반응 및 석탄의 가

스화 반응으로부터 제조된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이나 DME (dimethyl 
ether)를 경유하여 경질 올레핀을 제조하는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다. 이때 메탄올로부터 경질 올레핀을 제조하는 공정은 MTO 
(methanol to olefin) 공정 그리고 DME로부터 경질 올레핀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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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menclature and Mole Composition of Synthesized SAPO-34 Catalysts
Nomenclature Mole composition

SAPO-34 1 Al2O3 : 1 P2O5 : 0.3 SiO2 : 1 TEAOH : 1 DEA : 52 H2O

0.5C-SAPO-34 1 Al2O3 : 1 P2O5 : 0.3 SiO2 : 1 TEAOH : 1 DEA : 52 H2O: 0.5 Carbon

1.5C-SAPO-34 1 Al2O3 : 1 P2O5 : 0.3 SiO2 : 1 TEAOH : 1 DEA : 52 H2O: 1.5 Carbon

2.5C-SAPO-34 1 Al2O3 : 1 P2O5 : 0.3 SiO2 : 1 TEAOH : 1 DEA : 52 H2O: 2.5 Carbon

4.5C-SAPO-34 1 Al2O3 : 1 P2O5 : 0.3 SiO2 : 1 TEAOH : 1 DEA : 52 H2O: 4.5 Carbon

는 공정은 DTO (dimethyl ether to olefin) 공정이라 불리어 지는데, 모
두 경질 올레핀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3-12]. 
DTO 공정을 위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촉매는 알루미노포스페이트 

분자체(aluminophosphate, AlPO) 골격이 소량의 실리콘으로 치환된 

SAPO-34 촉매이다[13]. SAPO-34 촉매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8개의 산소 고리로 구성된 3.8 × 3.8 Å 크기의 나노 세공이 3차원적

으로 연결된 카바자이트(chabazite) 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한 3차원의 

채널 중간에 7.5 × 8.2 Å 크기의 직경을 갖는 둥지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DME, 경질 올레핀 및 선형의 탄화수소 등은 SAPO-34 촉매

의 나노 세공을 통과할 수 있는 반면, 나프탈렌(naphthalene) 및 피렌

(pyrene)과 같은 다환 방향족 화합물(polycyclic aromatics) 등은 나노 

세공의 입구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SAPO-34의 나노 세공 구조는 
경질 올레핀으로의 선택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둥지 내에서 

다환 방향족 화합물의 성장으로 인한 코크(coke) 침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질 전달을 방해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결정 표면에 있는 둥지에서 코크 침적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촉매 결정 내부에 다수의 활성 점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

고 촉매는 빠르게 비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따라서 

SAPO-34 촉매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촉매 결정 내부의 활성점까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질 전달이 용이하도록 하거나 상대적으로 코크

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촉매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제올라이트계 촉매의 연구에서 코크 침적에 의한 비활성화를 

지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촉매의 결정크기를 작게 성장시켜 외부 표

면적을 증가하거나 메조 세공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연구된 바 있다. 
Jacobsen 등[17]은 2차 주형물질로서 탄소 나노입자(carbon nanoparticle)
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계 촉매를 합성하였으며, 합성된 촉매에서 각

각의 결정 사이로 메조 세공이 균일하게 형성하였다고 보고했다. 또
한 2차 주형 물질로서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를 이용

한 제올라이트계 촉매 합성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촉매 결정 성장 과정

에서 선형의 CNT는 촉매 결정과 함께 둘러싸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촉매 결정 사이로 CNT가 삽입되어 메조 세공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8]. 더 나아가, Schmidt 등[19]은 SAPO-34 촉매의 
합성 과정에서 2차 주형 물질로서 첨가된 탄소 나노입자와 CNT의 효

과를 단순히 비교하였으며, CNT를 첨가한 경우가 SAPO-34 촉매의 제

조 과정에서 메조 세공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메조 세공이 발달된 SAPO-34 촉매는 MTO 반응에서 반

응물 및 생성물의 전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촉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1차 구조 유도제(structure 
directing agent)로는 약 30∼50 µm의 큰 결정 크기의 SAPO-34 제조에 
사용되는 테트라에틸암모늄 수산화물(tetraethylammonium hydroxide, 
TEAOH) 및 몰포린(morpholine)을 사용하였으며, 2차 주형 물질인 

CNT의 적절한 첨가량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촉매의 비활성화를 지연하는데 유리한 작고 균

일한 형태의 결정 성장을 위해 1차 구조 유도제로서 TEAOH와 디에

틸아민(diethylamine, DEA)을 이용하였다. 또한 SAPO-34 촉매 결정 

결정의 내부로 반응물의 물질 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조 세공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2차 주형물질로서 적절한 직경과 길이를 가진 CNT 
(d : 9.5 nm, L : 1.5 µm)를 이용했으며, CNT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촉매의 결정 구조, 결정 크기, 메조 세공의 형성 및 촉매의 산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더 나아가 합성된 메조 세공을 갖는 SAPO-34 
촉매상에서 DTO 반응을 수행하였으며, 촉매 수명 및 경질 올레핀의 

선택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DTO 반응용 메조 
세공 SAPO-34 촉매를 제조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CNT 첨가량을 

촉매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SAPO-34 촉매 합성

SAPO-34 촉매의 실리카, 알루미나 및 인을 위한 출발 물질은 각각 

콜로이드 실리카(Ludox As-40, Sigma Aldrich, 40%), 알루미늄이소프

로폭사이드(aluminium iso-propoxide, AIPP, Junsei, 99%) 및 인산

(Samchun, 85%)이 사용되었다. 또한 1차 구조 유도제로서 TEAOH 
(Samchun, 25%)와 DEA (Junsei, 99%)를 사용했다. 2차 주형물질로서 

이용된 CNT는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 
Nanocyl NC 7000, d : 9.5 nm, L : 1.5 µm, 90%)를 사용했다. 먼저 

비커에 AIPP, DEA 및 증류수를 각각 17.33, 3.10 및 39.31 g으로 차례

로 첨가한 후 혼합하였으며, 이 혼합물에 9.68 g의 인산을 서서히 가

하고 2 h 동안 교반하여 첫 번째 혼합용액을 제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1.89 g의 콜로이드 실리카와 24.74 g의 TEAOH를 혼합하여 제조한 두 

번째 용액을 위의 첫 번째 혼합 용액으로 첨가한 다음 1 h 동안 교반

하여 겔 혼합물을 얻었다. 최종 겔 혼합물을 테프론(teflon) 재질의 

오토클레이브(autoclave)에 넣고 200 ℃에서 48 h 동안 결정화하였다. 
이 후, 얻어진 생성물은 증류수 및 에탄올을 이용하여 5회 세척 및 여과

하여 흰색의 여과물을 얻었다. 여과물은 100 ℃에서 12 h 동안 건조하

였다. 건조 후 얻어진 생성물은 공기분위기로 600 ℃에서 6 h 동안 소

성하여 최종 SAPO-34 촉매를 얻었다. 이때 CNT가 2차 주형물질로서 
첨가하여 제조된 SAPO-34 촉매의 경우, CNT가 초음파에 의해 분산된 
에탄올 슬러리 용액을 최종 겔 혼합물에 첨가하여 40 ℃에서 24 h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 후 혼합물 용액의 결정화, 세척 및 여과, 건조 및 소성

과정은 SAPO-34 촉매의 제조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단, 2차 

주형 물질로서 첨가된 CNT는 소성 과정에서 모두 산화되어 방출되었

으며, 소성 후 백색 분말의 촉매를 얻었다. CNT를 첨가하여 제조된 

SAPO-34 촉매들은 CNT 첨가 비율에 따라 명명되었으며, 이를 Table 1
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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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D patterns of synthesized SAPO-34 catalysts : (a) SAPO-34,
(b) 0.5C-SAPO-34, (c) 1.5C-SAPO-34, (d) 2.5C-SAPO-34, and (e) 
4.5C-SAPO-34.

2.2. 촉매 특성 분석

합성된 SAPO-34 촉매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은 Rigaku사의 DMAX-2500 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Cu Kα 복사 에너지를 사용하여 40 kV의 전압과 30 mA의 전류 

조건하에 5° < 2θ < 50°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SAPO-34 촉매의 형상

과 크기를 관찰하기 위한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분석은 Hitachi 사의 S-4800 기기를 이용해 관찰하였다. 또한 

합성된 SAPO-34 촉매의 표면적 및 세공 부피는 Micromeritics사의 

ASAP-2400 analyzer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소성된 SAPO-34 
촉매 0.05 g을 장착한 후 12 h 동안 300 ℃, 진공 상태에서 전처리 수

행 후, 액체질소 온도 하에서 흡착기체로 N2를 이용하여 질소 흡착 

등온선을 구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비표면적 및 세공부피를 계산하였

다. 촉매의 산점은 암모니아 승온 탈착(NH3-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NH3-TPD)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성된 SAPO-34 
촉매 0.2 g을 30 mLㆍmin-1 유속의 He 기체로 600 ℃에서 2 h 동안 

전 처리를 통해 세공 내에 존재하는 수분 및 흡착된 기체를 제거하였다. 
이 후, 상온까지 냉각하여 NH3를 1 h 동안 흡착시킨 다음 100 ℃에서 

150 min 동안 30 mLㆍmin-1 유속의 He 기체로 물리 흡착된 NH3의 

탈착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후 10 ℃ min-1의 승온 속도로 700 ℃까지 

온도를 증가시키며 탈착되는 NH3를 열전도도 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가 장착된 GC (Donam, DS-6200)를 통해 분석하였다.

2.3. DTO 반응 실험

DTO 반응 실험은 외경 1.1 cm 및 길이 36 cm로 구성된 석영 재질

의 고정 층 반응기를 이용하였으며, 반응은 대기압 하에서 400 ℃의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반응에 앞서 0.2 g의 SAPO-34 촉매를 고정 층 

반응기에 충진한 뒤 400 ℃, N2 분위기에서 100 min 동안 전 처리를 

진행했다. DTO 반응은 400 ℃에서 반응가스인 DME와 N2를 질량유량 
조절기(mass flow controller, Tylan FC 2805AV, Line tech M3030V)
를 이용해 유속을 각각 6 mLㆍmin-1 및 18 mLㆍmin-1로 공급하며 진행

되었다. 이때, 공간속도(weight hourly space velocity, WHSV)는 3.546 h-1

로 계산되었다. 또한, 생성물의 분석은 가열된 sample loop로부터 시

료를 채취하여 on-line으로 연결된 GC (HP, 5890 plus)의 모세관 컬럼

(HP-plot Q, L 30 m × ID 0.320 mm)과 불꽃 이온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 및 특성분석

Figure 1은 합성된 촉매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XRD 패턴

을 나타낸 것이다. 합성된 SAPO-34 촉매들에서 주요 회절 피크의 위

치는 2θ 값이 9.5°, 20.6° 및 30.8°에서 나타났으며, 이때 나타난 피크

의 상대적 세기와 패턴은 문헌에 보고된 결과와 동일한 카바자이트 

구조의 회절패턴을 보였다[20]. 결과적으로 SAPO-34 촉매 합성 시, 
첨가된 CNT는 촉매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SAPO-5 촉매의 XRD 패턴에서 관찰할 수 있는 7°에서의 

피크가 관찰되지 않은 것을 통해 순수한 SAPO-34가 합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5].
Figure 2는 합성된 촉매들의 SEM 사진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2(a)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APO-34는 1∼5 µm의 육면체 형태의 결정이 

관찰되었으며, 1차 구조 유도제로서 DEA 및 TEAOH를 이용하여 합

성한 SAPO-34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21]. 또한 Schmidt 등

[19]의 TEAOH와 morpholine을 1차 구조 유도제로서 이용하여 합성

한 SAPO-34 촉매(30∼50 µm)보다 결정 크기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한편, 2차 주형 물질로서 CNT를 첨가하여 제조된 SAPO-34 
촉매들은 CNT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 크기가 감소하였다. 
0.5C-SAPO-34 (Figure 2(b))및 1.5C-SAPO-34 (Figure 2(c)) 촉매

들의 경우 육면체 형태의 결정을 관찰할 수 있는 반면, 2.5C-SAPO-34 
(Figure 2(d)) 및 4.5C-SAPO-34 (Figure 2(e)) 촉매들에서는 육면체 

형태의 결정이 아닌 약 0.7∼2 µm 크기의 판형 결정이 관찰되었다. 
이때 CNT의 첨가가 표면의 세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50000배로 촉매를 확대하여 관찰한 SEM 사진을 Figure 2(f), (g) 
및 (h)에 나타냈다. 1.5C-SAPO-34 촉매 (Figure 2(f))의 표면에서 15 nm 
크기의 세공이 관찰되었으며, 이 크기는 촉매 합성과정에서 주형물질로 
이용한 CNT의 직경과 거의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촉매 표면에 형성

된 메조 세공은 촉매 결정 성장 과정에서 선형의 CNT가 촉매 결정 

사이로 삽입되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8]. 
한편, 2.5C-SAPO-34 촉매(Figure 2(g))는 CNT에 기인한 세공이 적게 

관찰되며, 4.5C-SAPO-34 촉매(Figure 2(h))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2.5C-SAPO-34 촉매(Figure 2(g)) 및 4.5C-SAPO-34 
촉매(Figure 2(h))에서 대부분의 결정들이 입방형이 아닌 판형으로 관

찰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2차 주형물질로서 CNT를 첨가할 경우 

판형 결정 모양의 SAPO-34가 생성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9]. 
본 연구에서도 2.5C-SAPO-34와 4.5C-SAPO-34 촉매들에서 판형 결정

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4.5C-SAPO-34 촉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0.7∼2 µm)의 판형 결정 모양이 관찰되었다.
Figure 3은 CNT 첨가량에 따라 SAPO-34 촉매의 결정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개념도이다. Figure 3(a)
의 경우, 적절한 양의 CNT를 첨가했을 때 SAPO-34 촉매는 입방형의 

결정 모양을 유지하며 메조 세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과량의 CNT를 첨가한 경우, Figure 3(b)와 같이 응집되어 있는 

CNT 뭉치들이 과량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SAPO-34 결정의 

성장은 크게 방해를 받게 되며 입방형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판형의 

결정 모양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SAPO-34 촉매의 제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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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images of synthesized SAPO-34 catalysts : (a) SAPO-34, (b) 0.5C-SAPO-34, (c) 1.5C-SAPO-34, (d) 2.5C-SAPO-34, (e) 
4.5C-SAPO-34, (f) 1.5C-SAPO-34 (50000 times magnification), (g) 2.5C-SAPO-34 (50000 times magnification), and (h) 4.5C-SAPO-34 (50000 
times magnification). 

Figure 3. Schematic synthesis route of CNT templated SAPO-34 : (a) 
appropriate amounts of CNT in the synthetic mixture and (b) excess 
amounts of CNT in the synthetic mixture.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SAPO-34 catalysts
Catalyst SBET

a (m2 g-1) Vmicro
b (cm3 g-1) Vmeso

c (cm3 g-1) VTotal
a (cm3 g-1) Average pore widtha (nm)

SAPO-34 571.79 0.27 0.054 0.32 1.74

0.5C-SAPO-34 572.11 0.28 0.033 0.31 1.64

1.5C-SAPO-34 608.84 0.28 0.414 0.69 3.93

2.5C-SAPO-34 581.04 0.26 0.384 0.65 3.75

4.5C-SAPO-34 582.99 0.25 0.346 0.60 3.57
a BET surface area, total pore volume and average pore width were derived by applying the multi-point BET-model.
b Micropore volume was derived from t-plot model.
c The mesopore volume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micropore volume from the total pore volume.

CNT의 존재는 SAPO-34 결정 내부로 메조 세공을 형성하는데 기여하

기도 하나 결정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므로 적절한 양의 

CNT를 첨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성된 촉매의 질소 흡탈착 등온선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다. 

CNT가 첨가되지 않은 SAPO-34 촉매의 비표면적은 571 m2ㆍg-1 그
리고 마이크로 세공 부피는 0.27 cm3ㆍg-1로 관찰되었다. CNT가 첨가

된 촉매들의 비표면적은 약 570에서 600 m2ㆍg-1 그리고 마이크로 

세공의 부피는 0.25에서 0.28 cm3ㆍg-1로 측정된 것으로 볼 때, CNT 
첨가에 의해 비표면적 및 마이크로 세공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질소 흡탈착 등온선 결과에서 메조 세공 부피, 전체 

세공 부피 및 평균 세공 직경의 경우, CNT 첨가량에 따라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1.5C-SAPO-34 촉매의 메조 세공 부피, 전체 

세공 부피 및 평균 세공 직공은 각각 0.414 m3ㆍg-1, 0.69 m3ㆍg-1 및 

3.93 nm로 가장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CNT의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메조 세공 및 전체 세공 부피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Figures 2와 3에서 보았듯이, 과량의 CNT 첨가는 촉매 결정 성장 
과정에서 메조 세공 형성 보다 촉매 결정의 성장 제한 요소로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CNT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메조 세공 및 전체 
세공 부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0.5C-SAPO-34 촉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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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TPD) of ammonia of 
synthesized SAPO-34 catalysts : (a) SAPO-34, (b) 0.5C-SAPO-34, (c) 
1.5C-SAPO-34, (d) 2.5C-SAPO-34, and (e) 4.5C-SAPO-34.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D
M

E 
co

nv
er

si
on

 (%
)

Time on stream (min)

 (a) SAPO-34
 (b) 0.5C-SAPO-34
 (c) 1.5C-SAPO-34
 (d) 2.5C-SAPO-34
 (e) 4.5C-SAPO-34

 DME conversion upto 90% 

Figure 5. DME conversion of the synthesized SAPO-34 catalysts in 
DTO reaction (Reaction time was recorded from 1 min).

Table 3. Acidity Measurement of the Synthesized SAPO-34 Catalysts (by NH3-TPD)

Catalyst
Acid strength distribution (mmol g-1)

Total amount of NH3 desorption (mmol g-1)
300 ℃ (L-peak) 500 ℃ (H-peak)

SAPO-34 0.623 0.422 1.045

0.5C-SAPO-34 0.606 0.378 0.984

1.5C-SAPO-34 0.861 0.497 1.357

2.5C-SAPO-34 0.651 0.396 1.047

4.5C-SAPO-34 0.442 0.178 0.620

SAPO-34 촉매와 비슷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CNT가 

SAPO-34 촉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소량이 첨가되어 촉매의 결정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양의 CNT 첨가는 촉매의 메조 세공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최대 메조 세공 형성을 위한 적정 CNT 첨가량은 1.5 mol%로 확인되

었다.
합성된 촉매의 산점 분석을 위해 NH3-TPD를 수행했으며, 이를 

Figure 4에 나타냈다. 합성된 모든 촉매는 300 ℃과 500 ℃ 부근에서 

2개의 피크를 갖는 유사한 NH3-TPD 패턴이 관찰되었다. 두 개의 피크 
중에서 300 ℃ 부근의 암모니아 탈착 피크는 약산점에 흡착된 암모

니아에 기인한 것이며, 500 ℃ 부근의 암모니아 탈착 피크는 강산점에 

흡착된 암모니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22]. CNT 첨가량에 따른 

촉매의 산점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4의 패턴을 정량화하였

으며, 이를 Table 3에 나타냈다. SAPO-34 촉매의 약산점, 강산점 및 

총 산점의 양은 각각 0.623, 0.422 및 1.045 mmolㆍg-1이었으며, 합성

된 모든 SAPO-34 촉매들에서 강산점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산점

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NT를 첨가하여 제조한 촉매의 

경우, 입방형의 결정 모양을 유지할 때 총 산점의 양이 SAPO-34 촉매

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1.5C-SAPO-34 촉매의 경우 
약산점, 강산점 및 총 산점의 양은 각각 0.861, 0.497 및 1.357 mmolㆍg-1

으로 주목할만한 큰 증가를 보였다. 이는 적정량의 CNT를 첨가하여 

촉매를 제조할 경우 결정 입자 크기의 감소와 함께 발달된 메조 세공

으로 인해 촉매 내 산점의 양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CNT 첨가량을 2.5 mol% 이상으로 증가하여 제조된 촉매의 경우 산

점의 양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과량의 CNT를 첨가

하여 제조된 4.5C-SAPO-34 촉매의 경우 약산점, 강산점 및 총 산점의 

양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촉매의 경우, SAPO-34 촉매의 

결정화 단계에서 과량으로 존재하는 CNT로 인해 결정 성장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입방형의 결정보다는 대부분 얇은 판형의 결정

으로 성장하는 것이 Figure 2에서 관찰된 바 있다. 결정 성장의 제한

이 없는 환경에서 SAPO-34 촉매는 나노 세공이 3차원적으로 연결된 

카바자이트 구조의 입방형 결정으로 성장하고 주로 3차원 채널 중간

의 둥지에서 산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판형의 결정보

다 입방형의 결정이 많은 양의 산점을 형성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주로 판형의 결정으로 성장된 4.5C-SAPO-34 촉매는 

다른 SAPO-34 촉매들과 비교하여 산점의 양이 크게 낮았으며, 고온

에서의 암모니아 탈착 피크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CNT의 첨가비율에 따른 DTO 반응특성

합성된 촉매의 DTO 반응을 통해 촉매 수명 및 경질 올레핀 선택도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촉매 수명을 DME 전환율이 90% 이상 

유지되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Figure 5는 합성된 촉매들의 수명을 

비교할 목적으로 반응시간에 따른 DME 전환율을 나타낸 것이다. 
SAPO-34 촉매의 경우, 반응 초기 100%의 DME 전환율이 유지되었으나 
약 250 min 이후에는 DME 전환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SAPO-34
의 촉매 수명은 110 min으로 확인되었다. CNT를 첨가하여 제조된 

SAPO-34 촉매 중에서 1.5C-SAPO-34의 촉매 수명은 150 min으로 관찰

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SAPO-34 촉매의 수명 보다 약 36%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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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lectivity of light olefins on the synthesized SAPO-34 catalysts in DTO reaction: (a) SAPO-34, (b) 0.5C-SAPO-34, (c) 1.5C-SAPO-34, 
(d) 2.5C-SAPO-34, and (e) 4.5C-SAPO-34.

된 결과이다. Schmidt 등[18]은 제올라이트의 합성과정에서 CNT를 

첨가하는 경우 선형의 CNT가 촉매 결정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메조 

세공 형성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CNT
를 첨가하여 제조한 SAPO-34 촉매의 경우에도 메조 세공의 형성으로 

인해 반응물인 DME가 촉매 결정 내부의 활성자리에 유리하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촉매 수명 향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합성된 SAPO-34 촉매들의 수명은 총 산점 및 약산점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때, 2.5C-SAPO-34 촉매

의 총 산점의 양은 CNT가 첨가되지 않은 SAPO-34 촉매와 비교하여 

비슷한 반면 상대적으로 약산점의 양이 증가하였다. 또한 2.5C-SAPO-34 
촉매의 수명은 SAPO-34 보다 약 27% 증가한 140 min으로 나타났다. 
금속이 첨가된 SAPO-34 촉매를 이용하여 MTO 반응을 연구한 Zhang 
등[23]은 강산점 양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수소 이동 반응을 촉진하여 

파라핀 및 방향족 화합물의 생성 반응을 우세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촉매 비활성화의 원인이 되는 코크 형성 반응을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약산점 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경질 올레핀의 
제조 반응을 온화하게 진행시켜 촉매 비활성화를 지연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총 산점의 양이 동일하거나 유사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약산점이 존재할 때 촉매의 비활성화를 지연하

는데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DTO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총 생성물에 대한 경질 올레핀(C2∼C4) 

선택도를 반응시간에 따라 Figure 6에 나타냈다. 합성된 SAPO-34 
촉매들의 경질 올레핀 선택도는 반응초기에 약 70∼75%로 관찰되었

고 점차 증가하여 60 min 이후에는 90∼96%의 경질 올레핀 선택도가 

관찰되었으며, 1.5C-SAPO-34가 가장 긴 반응시간 동안 높은 경질 올

레핀 선택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APO-34 촉매 내 발달된 메조 

세공이 생성물의 빠른 확산을 유도하여 다환 방향족 화합물의 형성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촉매 활성이 긴 반응시간 동안 유지된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DTO 반응에서 촉매의 비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질 

올레핀의 선택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경질 올레핀 중에서는 

에틸렌의 선택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TO 반응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먼저 경질 올레핀 형성을 위한 주

요 중간체인 메틸 벤젠이 둥지 내부에서 형성되고, 둥지 내부로 DME
가 유입되면 메틸 벤젠과 DME와의 반응을 통하여 경질 올레핀인 에

틸렌, 프로필렌 등이 형성된다. 그리고 형성된 경질 올레핀은 기공을 

통과하여 생성물로 배출된다. 그러나 동시에 반응이 진행될수록 메틸 

벤젠은 다환 방향족 화합물로 점차 전환되며 코크화가 진행된다

[24,25]. 촉매 둥지 내 코크 침적이 진행되는 경우 촉매의 기공을 통과

하는 DME의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경질 올

레핀들의 양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비활성화가 진행된 

SAPO-34 촉매의 둥지 내에는 다환 방향족 화합물이 존재하고 있으므

로 경질 올레핀 중에서는 크기가 작은 에틸렌의 생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DTO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경질 올레핀 중에 

상대적으로 에틸렌의 선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합성

된 촉매의 경질 올레핀 선택도의 변화를 DME 전환율에 따라 비교해

보면, DME 전환율이 높은 초기 반응시간에서는 경질 올레핀 선택도

가 높게 유지된 반면, DME 전환율이 30%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경질 올레핀 선택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DTO 
반응에서의 경질 올레핀 선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DME의 전환율이 

높은 영역에서 DTO 반응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SAPO-34 촉매의 DTO 반응을 연구한 이전 결과와 일치한다[26].
결과적으로 SAPO-34 합성에서 2차 주형 물질로서 첨가된 CNT는 

촉매 결정 내부에 메조 세공 발달을 촉진하여 반응물인 DME의 물질 

전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로 인해, DTO 반응에서 촉매 수명 및 

경질 올레핀 선택도의 향상 측면에서 우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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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촉매 결정 내부에 메조 세공 발달을 목적으로 SAPO-34 
촉매의 합성과정에서 2차 주형물질로서 CNT를 첨가하였으며, CNT
의 첨가량에 따라 메조 세공의 형성 정도, 산점 분포 및 DTO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CNT를 첨가하

여 제조한 SAPO-34 촉매는 모두 SAPO-34 결정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SAPO-34 촉매의 제조 과정에서 CNT를 첨가하는 경

우 SAPO-34 결정 내부로 메조 세공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나 

결정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적절한 양의 CNT를 첨

가한 경우 육방형 결정 모양에서 결정 크기를 감소하였으며, 과량의 

CNT를 첨가하는 경우 작은 크기 판형의 결정 모양을 나타냈다. 적절

한 양의 CNT를 첨가하여 제조된 1.5C-SAPO-34 촉매의 경우 결정 크

기는 다소 감소했을지라도 입방형의 결정 모양을 유지하였으며, 최대

의 메조 세공 부피, 총 산점의 양, 그리고 약산점의 양을 나타냈다. 합
성된 촉매들의 DTO 반응에서 1.5C-SAPO-34 촉매가 기존의 SAPO-34 
촉매보다 촉매 수명이 약 36% 증가하였으며, 가장 우수한 경질 올레

핀 선택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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