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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금속을 함유한 이온성 액체 촉매를 제조하고, 다양한 물리화학적 분석법으로 제조된 
촉매의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이산화탄소의 부가반응을 통한 프로필렌 카보네이트(PC)의 
합성반응에서 세 가지 촉매의 반응활성을 확인하였고 속도론적 연구를 통해 촉매들의 반응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금속이 다른 촉매에 대한 유사 반응속도 상수(Kapp)는 (MeIm)2ZnCl2, > (MeIm)2FeCl2 > (MeIm)2CuCl2의 순서이며, 
이 것은 세 가지 촉매의 반응성이 (MeIm)2ZnCl2 > (MeIm)2FeCl2 > (MeIm)2CuCl2의 순서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ree different metal-containing ionic liquid catalysts were prepared by metal insertion and characterized by 
various physicochemical analytic methods. The catalytic performance of the metal containing ionic liquids in the cycloaddition 
of CO2 with propylene oxide (PO) to produce propylene carbonate (PC) was investigated under the solvent free condition. 
The order of approximate rate constants (Kapp) for the metal containing ionic liquid catalysts was (MeIm)2ZnCl2, > 
(MeIm)2FeCl2 > (MeIm)2CuCl2. These results are in accord with the experimentally obtained activity order of the different 
metal containing ionic liquid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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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CO2를 에폭시 화합물과 부가반응 시켜서 5원환 탄산염을 합성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자원화시키는 기술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이 

5원환 탄산염은 극성, 배위결합 능력, 반응성 등이 아주 강하여 극성 

용매나 전해질 등으로 사용되고, 또한 기능성 고분자 재료의 원료 자

원이나 의학 재료의 중간물질 등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1-3]. 

CO2와 에폭시 화합물로부터 5원환 탄산염을 합성하는 반응에는 최근 

10여 년 동안 여러 종류의 촉매가 연구되었는데, 알칼리 금속염[4], 금

속산화물[5,6], 전이금속 착화합물[7-10], 폴피린(porphyrin)[11]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촉매는 대부분 낮은 활성 

및 선택도, 낮은 안정성, 공용매(cosolvent)의 필요성, 높은 온도 및 압

력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촉매계의 개발이 절실히 필

요한 상황이다.

한편, 근래에 들어서 이온성 액체(ionic liquid)에 대한 관심이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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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온성 액체는 다른 염들이 보통 800 ℃ 이

상 고온에서 녹는 데 비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온성 액

체는 물처럼 많은 물질을 녹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휘발성이 없

어서 유기용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쁜 냄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폭발할 염려도 없고 환경오염도 일으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

존의 키랄촉매는 값이 비쌀 뿐 아니라 독성이 강해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없지만 키랄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이온성 액체는 이용 목적에 

따라 양이온과 음이온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므로 이용 범위도 매우 

넓다. 이와 같이 이온성 액체는 비휘발성, 비가연성, 400 ℃까지 액체

로서의 안정성,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한 높은 용해능력, 금속에 대한 

비배위결합성, 그리고 높은 전기 전도성 등 독특한 화학적, 물리적, 전

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신개념의 청정매체이다[12-16]. 또한 이를 촉

매로 이용한 반응의 예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CO2를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고리부가반응 시켜서 

프로필렌 카보네이트를 합성할 때 촉매로 이온성 액체를 사용하였으

며 금속을 부가하여 촉매의 활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우선 각각 세 

가지 금속(Fe, Cu, Zn)을 함유한 이온성 액체 촉매를 제조하여 그 반

응성을 비교하였으며, 속도론적 고찰을 통해 계산된 세 가지 촉매의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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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Preparation of (MeIm)2MCl2.

Figure 1. FT-IR Spectra of (MeIm)2MCl2 : (a) (MeIm)2FeCl2, (b) 
(MeIm)2CuCl2, (c) (MeIm)2ZnCl2.

Figure 2. N 1s XPS spectra of (MeIm)2MCl2 : (a) (MeIm)2FeCl2, (b) 
(MeIm)2CuCl2, (c) (MeIm)2ZnCl2.

2. 실    험

2.1.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1-methylimidazoles, metal halide (iron chloride, 

copper chloride, zinc chloride), 프로필렌 옥사이드(propylene oxide, 

PO), 프로필렌 카보네이트(propylene carbonate, PC)는 Sigma-Aldrich 

사에서 고순도(> 99%)의 시약으로 구매하였으며, 시약 및 고순도의 

CO2는 추가적인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2.2. 촉매 합성

1-methylimidazoles을 기초로 한 금속이 함유된 이온성 액체 촉매 

(MeIm)2MCl2은 Schem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metal insertion 반응으

로 합성하였다[18]. (MeIm)2MCl2를 합성하기 위해, 20 mmol 금속 할

로겐화합물(metal halide)을 용해한 에탄올 용액을 40 mmol 1-메틸이

미다졸(1-methylimidazole)이 에탄올에 용해된 용액에 첨가하여 촉매

를 합성하였다. 혼합물 용액은 먼저 50 ℃에서 2 h 동안 교반하고 여

과하였다. 여과된 물질을 80 ℃ 진공에서 24 h 동안 건조한 후 고체 

분말을 고체를 얻었으며, 제조된 촉매는 대응하는 금속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이름을 명명하였다(MeIm)2FeCl2 (FeCl2, 1-methylimidazole), 

(MeIm)2CuCl2 (CuCl2, 1-methylimidazole), (MeIm)2ZnCl2 (ZnCl2, 1-me-

thylimidazole).

2.3. 촉매 특성 분석
1H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은 Bruker 300 MHz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은 Thermo Scientific

사의 Nicolet 6700을 사용하여 화학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X-ray pho-

toelectron spectroscopy (XPS)의 분석은 Thermo SCIENTIFIC사의 

Theta Probe AR-XPS System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X-ray source는 

monochromated Al-Ka (hv = 1486.6 eV)선을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2.4. 이산화탄소와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고리부가반응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CO2의 고리부가반응에서 금속을 함유한 

이온성 액체를 촉매로 이용하여 프로필렌 카보네이트(PC)의 합성 실

험은 자석 교반기가 장착된 50 mL 고압반응기(stainless steel auto-

clave)에서 수행하였다. 반응 시스템은 회분식 반응으로 구성하였고, 

용매 없이 반응기에 50 mmol PO와 1 mol%의 촉매를 넣은 다음 CO2

를 여러 번 퍼지(purge)를 하였다. 그리고 반응기를 설정한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한 뒤 원하는 반응온도에 도달되었을 때, 600 rpm에서 

반응혼합물을 교반함으로 반응을 개시하었다. 반응이 끝나면, 상온에

서 식히고 남아있는 CO2를 제거한 다음 고리부가반응을 완료하였다. 

생성물과 반응물은 모세관 칼럼[HP-5, (5%-phenyl)-methylpolysilosan]

과 불꽃이온 검출기(FID)가 장치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Bruker 450- 

G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계반응물인 PO를 기준으로 내부표준

법을 사용하여 PO의 전환율과 PC의 수율을 계산하였다. 내부표준물

질로는 비스페닐(bisphenyl)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MeIm)2MCl2 촉매 특성 분석

금속이 함유된 이온성 액체 촉매를 합성하였고, 1H-NMR, FT-IR, 

XPS 분석을 통해 촉매 특성을 확인하였다.

금속이 함유된 이온성 액체 촉매 (MeIm)2MCl2의 NMR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 Bis(1-methy limidazolium)zinc chloride [(MeIm)2 

FeCl2] 
1H-NMR (300 MHz, DMSO-d6): d = 3.74 (s, NCH3, 3H), 7.03 

(s, CH, 1H), 7.37 (s, CH, 1H), 8.06 (s, CH, 1H). Bis(1-methyl-

imidazolium)zinc chloride [(MeIm)2CuCl2] 
1H-NMR (300 MHz, 

DMSO-d6): d = 3.74 (s, NCH3, 3H), 7.03 (s, CH, 1H), 7.37 (s, CH, 

1H), 8.06 (s, CH, 1H). Bis(1-methylimidazolium)zinc chloride 

[(MeIm)2ZnCl2] 
1H-NMR (300 MHz, DMSO-d6): d = 3.74 (s, NCH3, 

3H), 7.03 (s, CH, 1H), 7.37 (s, CH, 1H), 8.06 (s, CH, 1H).

Figure 1은 (MeIm)2MCl2의 FT-IR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methylimidazoles의 고리에 있는 질소에 결합된 methyl group과 관

련한 흡수 밴드는 3110 cm-1 (C-H stretching)에서 특성피크가 나타났

으며, 1-methylimidazole 고리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특성피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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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l 2p XPS Spectra of (MeIm)2MCl2 : (a) (MeIm)2FeCl2, (b) 
(MeIm)2CuCl2, (c) (MeIm)2ZnCl2.

Scheme 2. Synthesis of propylene carbonate from propylene oxide and 
CO2.

Catalyst XPO (%) SPC (%) YPC (%)

(MeIm)2ZnCl2 78.1 92.1 71.9

(MeIm)2FeCl2 67.4 89.7 60.5

(MeIm)2CuCl2 41.2 91.5 37.8

Reaction conditions: PO = 50 mmol, cat. = 0.5 mmol, Temperature = 120 ℃, 
Reaction time = 4 h, initial pressure of CO2 = 5 bar

Table 1. Reactivity of Three Different Metal Containing Ionic Liquid 
Catalysts

600~1600 cm-1 범위에서 관찰되었다[18,19].

XPS 분석은 제조된 촉매의 음이온과 양이온의 존재 및 형태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Figure 2의 N 1s spectra 분석결과에

서 금속이 함유된 이온성 액체 촉매는 1-methylimidazole의 두 개의 

질소원자가 399.3 eV와 400.7 eV 부근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여기

서, 399.3 eV에서 나타난 질소원자의 특성피크는 methyl group이 부

착된 1-methylimidazolium의 3차 아민을 나타내는 것이며, 400.7 eV 

부근에서 나타난 특성피크는 1-methylimidazolium의 4차 암모늄으로 

양이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0-23]. 또한 Figure 3의 Cl 

2p spectra 분석결과 197.5 eV 근처에서 chloride 음이온의 특성피크가 

관찰되고 있다. 이는 chloride와 금속 간의 공유결합이 아닌 1-methyl-

imidazolium의 4차 암모늄과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18]. 

3.2. (MeIm)2MX2 촉매의 활성 및 속도론적 고찰

CO2를 PO에 고리부가반응은 Scheme 2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

압 회분식 반응기에서 용매의 사용 없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은 120 ℃, 이산화탄소 압력 5 bar에서 세 가지 다른 금속을 함유한 

이온성 액체 촉매를 사용하여 4 h 동안 실험한 결과의 PO의 전환율과 

PC의 수율을 나타낸다. 그 결과 CO2의 고리부가반응에서 (MeIm)2 

ZnCl2 > (MeIm)2FeCl2 > (MeIm)2CuCl2 순서로 촉매의 활성을 보였다. 

한편, PO와 CO2로부터 PC 합성에서 세 가지 촉매 (MeIm)2ZnCl2, 

(MeIm)2FeCl2 및 (MeIm)2CuCl2의 활성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속도론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도론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각 촉매의 유사 활성화 에너지(Eapp) 및 유사 반응속도상수

(Kapp)와 세 가지 촉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CO2의 고리부가반응에 의한 PC 합성경로는 다음과 같이 기본 반응 

단계로 잘 알려져 있다[24].

 



  (1)

  
 (2)

첫 번째 반응은 평형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속도 결정 단계라고 

가정하면 각 반응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4)

여기서 MX = cat 금속을 함유한 이온성 액체 촉매이며 POMX = 

I 중간 생성물이다. 또한 각 물질의 농도를 PO의 전환율(XPO)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5)

    (6)

   (7)

  


  (8)

   (9)

중간물질 POMX의 양은 매우 적으므로 촉매의 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식 (4)에 식 (5)-(9)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10)

식 (10)을 t = 0에서 t = t까지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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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Rate constant, Kapp (molh-1g-1)

(MeIm)2ZnCl2 (MeIm)2FeCl2 (MeIm)2CuCl2

80 0.2339 ± 0.005 0.1153 ± 0.014 0.0313 ± 0.001

100 1.0405 ± 0.096 0.2765 ± 0.024 0.161 ± 0.009

120 1.8755 ± 0.104 1.0232 ± 0.0214 0.3455 ± 0.014

Eapp (kJ/mol) 60.6 ± 1.3 62.8 ± 1.2 69.8 ± 1.2

Table 2. The Values of Approximate Reaction Rate Constants and Activation Energies

Figure 4. Variation of PO conversion with time at different temperature.

Figure 5. Linear plot of XPO versus time at different temperatures.

Figure 6. Arrhenius plot of MIL catalyst.

  





    (11)

따라서 이 식의 우변 f(XPO)를 시간 t에 대해 도시하면 직선 관계가 

얻어지며, 기울기로부터 유사 속도 상수(Kapp)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다.

50 mmol의 PO를 사용하고 0.5 mmol의 (MeIm)2MCl2 촉매와 함께 

사용한 CO2로부터 PC 합성 실험은 80, 100, 120 ℃에서 수행하였으

며 시간에 따른 PO의 전환율을 측정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는 세 가지 온도에서 시간에 대한 f(XPO)의 변화 단계로부

터 세 가지 촉매 모두 직선 관계가 잘 만족함을 보이고 있어 상기의 

속도식은 잘 모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실시한 세 가지 온도에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반

응속도 상수 값(Kapp)을 계산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세 촉매 모

두 온도가 증가할수록 모든 유사 반응속도 상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계산된 유사 반응속도 상수(Kapp)의 온도 의

존성을 아래의 Arrhenius식에 적용하여 도시한 결과를 Figure 6과 세 

가지 금속이 다른 촉매의 유사 활성화 에너지 값(Eapp)을 Table 2에 나

타내었다.

Kapp = A exp (− Eapp / RT) (12)

∈  


 In  (13)

세 가지 금속이 다른 촉매에 대한 유사 활성화 에너지 값(Eap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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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kJ/mol) (MeIm)2ZnCl2, < (62.8 kJ/mol) (MeIm)2FeCl2 < (69.7 

kJ/mol) (MeIm)2CuCl2의 순서이며, 이 것은 세 가지 촉매의 반응성이 

(MeIm)2ZnCl2 > (MeIm)2FeCl2 > (MeIm)2CuCl2의 순서로써 활성화 에

너지가 낮을수록 촉매의 활성이 높아지는 이론과 실험결과가 잘 일치

한다.

4. 결    론

이산화탄소의 자원화를 위해 PO와 이산화탄소의 고리부가반응으

로 PC를 합성하였다. 본 반응에 사용한 촉매는 금속을 함유한 이온성 

액체 촉매로써, Fe, Cu, Zn의 세 가지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MeIm)2MCl2 촉매는 1H-NMR, FT-IR, XPS 분석

을 실시하여 금속을 함유한 이온성 액체 촉매가 성공적으로 제조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세 촉매 반응성은 (MeIm)2ZnCl2 > (MeIm)2FeCl2 > 

(MeIm)2CuCl2 순서였으며 속도론적 고찰을 통해 얻어진 활성화 에너

지는 (60.6 kJ/mol) (MeIm)2ZnCl2, < (62.8 kJ/mol) (MeIm)2FeCl2 < 

(69.7 kJ/mol) (MeIm)2CuCl2 순서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촉매

의 활성이 높아지는 이론과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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