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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文

1. 채목 : 高分子觸媒 工程技衛關發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중수는 중수형 원자력발전소의 감속재 빛 냉각재로 사용되는 원전 소재이다.

중수형 원자력발전소에는초기장전에 매 MWe 출력당 0.65 Mg의 중수가 소요

되고， 운전중 발생하는 손실량의 보충을 위해 매년 총 재고 대비 약 1%악 중수

까 펼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까지 현재 가동중인 월성 l 호기외에 새로어 471 의 중수형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총 5기의 발전소에 필요환 보충중수량은 매년 22 Mg

이 될 것으로 산출된다r、현재 우리나라는 고가와 중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척합한 중수분려

공정의 선택과 관련 핵심기술의 채벌이 요구된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법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수의 국내 예상 수요량올 산출하고， 중수분리의 역사와

각국의 생산현황올 검토하였다. 이어서 여러가지 종수생산공정을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改質水素I程의 특성과， 同 공정의 필수소채인

藏水性고분자촉매의 제조 기법을 조사， 기술하였다. 이 촉매의 사채품을 다양하게

제조 하였다. 담체를 합성하여， 전자현미경파 벼표면적 측정기로 표면올 해석하고

백금을 답지시키고 수소로 환원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촉매악 중수분리성농

실험을 위해 반용 Column을 제작설치하였다. 한편 천연수소와 천연수률 촉매반

용하여 처급중수를 분려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N.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우리나라는 중수형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총571의 중수형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면 매년 총 22 Mg 의 중수가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는 改質*

素I程이 중수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공정은 분리계수가 커서 장차

벼 및 에너지 비용이 작운 것이 장점이다.

여 공청의 필수소재는 물속에서도 활성을 유지하는 소수성 고벼표면척의 고분

차촉매이다. 스타헨 디바닐벤젠 꽁중합체를 현탁중합법으로 합성하여 촉매답체로

사용하였다. 담채의 비표면적 및 기공분포의 최적화를 위해 용매의 사용파 첨가



쩨룰 조절하여 최대 훤o m2/g에 달하는 놓은 비표면척을 갖는 당혜률 쩨조할 수

있었다. 백금을 촉매금속물질로 채용하였다. 염화빽금산율 알콜용해하여 용매는

충방시킨 후， 봄산물질올 수소로 환원하여 백금결정올 담체표변에 균얼하게 도포

할 수 있었다.

컬럼반용 실험에서 가스는 압축기로， 물윤 펌프로 순환시키면서 시간에 따른

중수농도 변화률 측청하여 물질전달계수 kya를 산출 하였다. 컬럽반용 결과

kya = O.때4 - 2.양핍 mJHD/rri’ Bed.sec 까지 분포하여 촉매나 조작조건에 따라

촉매성농어 크게 변하는 것올 알 수 있었다. 천연수소와 천연수를 촉매반용샤켜

3페ppm 의 척급중수를 만들었다.

또환 본 연구에서는 改質水素工程의 최척화 쉴계와 파일롯트 실험설계룰 수행

하였다. 깨질수소공청의 경우 중수 41t669 뿔/a 의 생산올 위해 총 30 m3 의 고

분자촉매가 소요되논 것으로 쩨산되었다. 본 연구결과 개질수소공정에 와한 중

수 생산의 가농성이 제시되었으며， 추후 촉째의 성눔채션과 스케일업 연구률 통

해 경제적 중수생산으로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에 기여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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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싼oject Title

A Study on the Polymer Catalyst Process Technology

D. Objective and Importance of 벼e Project

He킥yy water is used as moderator and coolant in Pressurized Heavy
Watgr Power Plants. According to me governmental long-term plan for
power supply, Korea is scheduled to consσuct additional four pressur
ized heavy water power plants 때 the year 앙뻐. A heavy water power

plant requires 0.65 Mg of heavy water per electrical MW of ins떠lIed

capacity.
The heavy water is not consumed by plant OPt굉ration so that the demand

for heavy water is determined by the ra않 at which new nuclear power
.stations are built A small m빼e-up of about 1 % of the inventory per
year IS ne어ed to replace losses by leaka당e. As the capacity of the
power plant is 700 MWe, it is expected that total make-up for 암Ie plants
including Wolsung One is estimau화 to be 22 Mg/a from the y않r 2아>6.

ill. Sco많 and Contents of the Project

k 감lis research, the authors estimatA긍d heavy water demand and

reviewed the history of heavy water separation technology 머ld the
worldwide heavy water production and supply. And various heavy water
separation processes were an떠ysed. Especially the refonned hydrogen
water exchange process and the hydrophobic catalyst technology were
investigated in detail. Hydrophobic catalysts were manufactured and
its perfonnance on hydrogen isotope exchange reaction has been tested
in a catalyst packed column.

N.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lan for pressurized heavy water
power plants, it is expected that total heavy water dema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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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22 Mg/a from the year 2006. Among many heavy water
separation processes, Refonned Hydrogen Process is considered best
suited to Korea The merit of this process is a 피gh separation
factor, which results in low ini피al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
Catalysts suitable for the hydrogen isotopic exchange reaction were
prepared 없d characterized by BET surface area apparatus and

scanning elεleO-on microscopy.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 kya varied between 0.004 and 2.앉핍 m3

HD/m3 Bed.sec. Furthermore, the reformed hydrogen-water exchange

Iπocesses were investigated and optimized. It is ex야~ted that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stable operation of pressurized heavy

water power pl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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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장 서 론

중수는 중수형 원자력발전소의 감속재 및 맹각재로 사용되는 원전 소재

이다. 중수형 원자력발전소에는 초기장전에 매 MWe 출력당 O.65Mg의 중

수가 소요되고， 운전중 발생하는 손실량의 보충을 위해 매년 총 재고 대버

약 1%의 중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α%년 까지 현재 가동중인 월성 1 호기외에 새로이 4기와

중수형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여다. 총 잔기의 발전소에 필요한 보충중수량

은 매년 22Mg이 될 것으로 산출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가의 중수를 전

량 수입얘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중수분려공정의 선택과

관련 핵심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수분리의 역사와 기술현황을 검토 분석하였다.

이어서 황화수소공정， 합모니아공정， 아먼공정， 개질수소공정， 전혜공청， 중

류공정 및 레이저공정 둥 다양한 중수 생싼공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분자촉매工程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수

성 촉매의 제조기법을 조사 기술하였다. 이 촉매를 제조하여， 수소동위원소

교환 반용 실험을 통해 성능을 측정 하였다. 물질전달계수와 촉때 바표면

적을 측정하여 촉매개발의 자료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중수 분려기술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경제

적인 원자력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i



짧
햄

빼밸
』



체 2 장 본 론

체 1 절 중수수곱 및 종수분리기술

1. 중수 수급

가. 국내 중수 수요

환국의 중수로는 현채 월성 1호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1997년에 월성2호

기가 가풍될 예정이다. 2006년까지의 종수형 발전소 건젤계획을 통상산업부와

한전에서 발표하였는데 정려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중수는 가압형중수로

(PHWR) ’ 의 감속재와 냉각채로 사용된다. PHWR 에는 초기장전에 매 MWe

출력당 0.65 Mg 의 중수가 소요 화고， 운전중 발생하는 손실량의 보충을 위해

매년 총재고 대벼 약 1 % 의 중수가 휠요하다. 한국은 표 1-1 과 같이 2α)6

년까지 현재의 월성 、 1호기외에 추카로 4거의 PHWR 올 건셜할 예청이다. 각

PHWR 의 용량은 700 MWe 이므로， 초기장전 훨 중수량은 호기당 힘5

Mg 에 달한다. 한편 현채 가동중인 월성 1호기룰 포함한， 원전운전에 따른

보충량은 H됐-2006년 기간중 145Mg 에 달환다.

나. 셰계의 중수 제조

(1) 중수체조의 초기역사

중수소는 1931년 Urey 동에 의해 수소 분별증류법으로 최초로 놓축되었

다. 그후 Urey 와 Washburn 은 풀 전 71분해로 중수가 농축된다는 것을 발견

하였으며， 다음 해에 Lewis 둥은 20 라터의 물로부터 0.3 cm3 될 때까지전해

하여 중수를 체조하였다. [1-1 - 1-3]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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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수형 발전소 계획 ( PHWR Power Plants Plan )

연도.훨 발전소 시설 용량 (MWe)

1997.6. 월성 2 호기 700
l앉갱8.6. 월성 3 호기 700
I앉쟁.6. 월성 4 호71 700
2α)6.6. 월성 5 호가 700

1930년대 말 까지의 중수 수요는 화학자률 위한 연구용 둥으로 미미한 수준

이었다. 상용공장으로 Norway 의 Rjukan & Glomfjord 에 있는 Norsk

Hydro 공창에서 주로 전해법으로 12 Mg/a 을 1934 년 부터 생산한 것이 전부

이다.

본격적인 중수 생산계획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위한 중수공급을 위해 수립되

었다. 이때는 전쟁중이라 중수생산이 매우 급하게 요구되었다. 당시에 검토

된 여러 공청은 크게 나누어 다음 다섯가지이다- 즉， 다공성막을 통한 가스확

산법， 열확산법， 고속원심분리법， 전해법 및 화학공정이 그것이다. 화학공정

은 주로 중류법이나 화학교환법을 의미한다. 확산법은 운전벼가 많이 틀어서

포기했다. 전해법과 화학공정법이 초창기에 고려되었다.

물종류법이 가장 손쉬울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수소충류공정온 극저온이요

구되므로 좋은 공청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요나 결론은 유보하였다. 화

학교환법으로는 수소.물반용이 고려되었다. 왜냐하면 분리계수가 매우 컷기 때

문이다. 수소의 reflux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소공장올 이용하변 환다고 생각

하였다. 촉매는 극소량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독성때문에 coke 수소공

청은 적합지 않다논 것이 밝혀졌다. 또 다른 난점은 converter 에서 나오는

가스를 식허는 물을통한 중수소외 손실이다. 또한 당샤 미국내 공정수소중 중

수소 함량이 낮은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 전해수소를 수소물교환 공정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선택된 공장은 북머 최대 전해수소꽁장인 Tr떠1 ， B.C. 의

Cominco ( The Consolidated Mining and Smelting Company of Canada

Limited )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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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물과 수소를 countercurrent 접촉올 시켰다. 그러나 교환반용 속

도가 너무 느리며， 확산에 의해 조철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고압올 채

용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던 중 H.S. Taylor 는 수소 수증거의 기상반용은 매

우 반용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S떠nd하녕 αI Development Co.

의 F.T.Barr 는 기상 반용기를 발명하였다. 그러던 중 Du Pont 회사에서는

불중류공장올 셰웠다. 화학교환법보다 청제성은 없었으나， 단시일내에 다량의

중수를 어려움 없이 생산할 수 있었다.

(2) 이차대천 이전의 중수공장

(가) Norsk Hydro 전혜공장 ( Norway, 2 Mg/a )

세계최초의 상용공장으로 1934 -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다.

Norsk Hydro 에서 설계.소유하고 있으며 Norway 의 Rj빼an & Glomfjord 에

았다. 용량은 2 Mg/a 인데 초기농촉은 전해 + 수중가수소 교환 반용으로， 최

종농축은 물중류법으로 한다.

(나) Morgantown 에 었는 물중류공장 ( U.S.A. )

맨하탄 District 의 요구로 Du Pont 이 설계한 이 공장은 W.Virginia

의 Morgantown 에 세워졌다 1943 ‘ 1없5 까지 3 Mg/a 으로 가동 되었었다.

초기농축에 풀중류공정， 최종농촉에 전해공청을 채택하였다.

(다) Childersburg 에 있는 물중류공장 ( U.S.A. )

이 공장도 맨하판 Distri따 의 요구로 Du Pont 이 셜계하였는데，

Alabama 익 Childersburg 에 세워졌다. 전쟁중인 1없3 - 1945 년동안 5 Mg/a

으로 가동되었다. 초기농축에 물중류， 최종농축에 전해공정을 채돼하였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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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ana 에 있는 물종류꽁장 ( U.S.A. )

이 공장도 맨하탄 District 의 요구로 Du Pont 이 설계하여， Indiana 의

Dana 에 세워졌다. 1943 - 1945 년동안 8 Mg/a 으로 가동되었다. 마찬가지로

초기농축에 물중류， 최종농축에 천해공정을 채택하였다. 상기 세개의 맨하탄

Project용 물중류공장은 충분한 양의 실험용 중수를 생산하고 1없5년 가동 쟁

지하였다.

(마) Trail 에 있는 수중기 수소 반용공장 ( Canada)

이 공장은 카나다 Trail B.C.에 셰워졌었다. Cominco ( Consolidated

Mining and Smelting Company ) 의 전해수소와 수중기 교환반용을 이용하여

초기농축하고， 최종놓축은 전해콩정을 채택하였다. 맨하탄 District 가 셜계하여

1없4 - 1956 년까지 6 Mg/a 의 용량으로 가동되었었다.

(3) 전후의 중수공장

(가) Dana GS 공장 ( U.S.A)

2차대전을 위한 중수수요는 전쟁수행을 위해 긴급한 생산수단을 강구

하게 하였었다. 즉， 경제성보다는 확종된 공정을 우선 채택하게 되었다. 대표

적으로 물중류공정이 이에 해당한다.

1없o - 1943 년도에도 물증류 공정이외의 공정이 연구되었는바， Columbia

대학에서 시작된 물과 황화수소교환 이 온도 ( du떠 temperature ) 공쟁이 그

것이다. 이 공청의 공정도는 ].S. Spevack 에 의해 1942년에 처음으로 작성 되

었다. 그러나 전쟁중 이공청은 채돼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재질 선청의 문

채점파 설계인력의 부족때문이었다. 1949년 USAEC ( Atomic Energy

Commission )은 대량의 중수생산을 위한 신공청연구를 의뢰하였다. 즉，

Hydrogen Research Corporation 에는 수소 중류법을， Girdler Corporation 에

는 황화수소-불 교환반용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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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는 USAEC 가 Du Pont 에 중수공장 설계를 의뢰하였다. Du Pont

은 Girdler Corporation 올 sub-contractor 로 장아， Indiana 주의 Dana 근교

Wabash River Ordance Works 에 황화수소-물 공장을 짓기로 한다. 이때부

터 이공정올 GS ( Girdler Sulphide ) 공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Dana 공장은 1952 - 1958 년간 490 Mg/a 으로 가동되었으며， 최종 농축

은 물중류공정에 이은 전해로 처리하였다. 1957년 부터 중수 수요가 대폭축소

됨에 따라 Dana 공장온 문을 닫고， 공장 일부는 다른 목척에 사용되게 된다.

(나) Savannah GS 공장 ( U.S.A. )

Du Pont 은 DOE 의 주문에 용해 S.c. 의 Savannah River 의 핵발

전소 부지에 480 Mg/a 급의 대형 GS 공장을 건설하여 1952년 부터 가동하였

다. 여 공장은 Dana 공장과 같온 공정을 채택하고 있으냐， 다소 단순화 설계

되었다. 이 공장은 1981 년 shut down 될때 까지 69 Wa 의 용량으로 운전

되었다. Du Pont 이 Dana 와 Savannah River 공장에 GS 공청을 채태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확인된 물중류공청은 설비비와 에너져 비용이 i마다하다.

-수소중류공청은 운전비는 작으나， 기술척 난체가 있으며， 수소원이 산채

하여 적절한 수소공급이 어렵다.

-GS 공청은 pilot 단계로 완전 설중공청은 아니나， 물중류공정보다는 설벼

와 운전벼가 척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Hoechst 암모니아중류공장 ( Germany)

Linde 는 Farbwerke 의 요구로 6 Mg/a 의 중수공장을 설계했다.

초기농축에 암모니아중류 최종농축에 수소중류공정을 채택한 이 공장은 1958

- 1앞)() 년까지 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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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oulouse 암모니아 중류공창 ( France )

Air LiQuide는 ONIA (Organisation Nation삶e IndustrieUe de 1’Azo않)

의 요구로 2 Mg/a 의 중수공장을 설계했다. 초기농축에 암모니아 중류， 최종

농축에 수소중류공쟁을채택한 이 공장은 1958-1앞)() 년 까지 가동되었다.

(마) Domat 전해공장 ( Swit2erland )

Sulzer 는 Emser Werke 의 의 뢰로 Domat Ems.에 2 Mg/a 의 중수

공장을 설계하였다. 이 공장은 초기농축에 전해와 수소증류， 최종 농축에 물중

류법을 쓰는데， H뻐 - 1967 년까치 가통되었다.

(바) Mazingarbe 얼온도 암모니야 공장 ( France)

Sulzer 는 Air-LiQuide 와 SCC ( Societe Chimique de Charbonnage

) 의 의뢰로 26 Mg/a 의 중수공장을 설계했다. 이 공장은 초기농축에 일온도

암모니아 수소교환공정올 최종농축에 암모니아 중류 공정을 채택하였다. 이 공

장은 1968 - 1972 년까지 가동되었다.

(4) 카나디의 중수공장

카나다논 세계 최대의 중수 생산국이다. 카나다의 중수생산은 앞에 언

급한 Trail, B.C. 공장에서 시작된다. 이 공장은 맨하탄 Project 률 위한 것으

로 1없4 - 1956 년 까지 가동되어 총 약 50 Mg 를 생산하였다.

카나다의 중수로 개발 초창기언 1950년대 초반에는 USAEC로부터

Savannah River 의 중수를 구매하였었다. 1960 년대 초에는 중수형 발전소

건설의 확장으로 대량의 중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카나다 정부는 중수공장

설계제안서를 받게 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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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wkesburg GS 공장

본격적인 카나다 중수공장의 효시이다. CGE(Cana피an Gerneral

Electric) 는 Port Hawkesburg, N.S. 에 300 Mg/a 의 공장을 세운다. 설계는

Lummus 가 하고 1970 년 부터 가동하였으나 지금은 정지중이다. 최종농축은

물종류공정 이다. 이 공장은 1976년부터 AECL 소유이다.

(나) Bruce A GS 공장

이 공장은 Ontario Hydro 소유로‘ 설계는 Lummus 가 수행하였다. 용

량은 650 Mg/a 으로 초기농축에 GS 최종농축에 물중류공정을 채돼하여， 1973

년 부터 가동하였으나 지금은 정지중이다.

(다) Glace Bay GS 공장

AECL 소유인 이 공장은 Canatom 이 설계하였다. 1976년 이래 가동

하였으며， 용량은 250 Mg/a 이다. 현재 정지 상태인 이 공장은 초기 농축에

물증류공정올 채택하고 있다.

(라) Bruce B GS 공장 ( Canada. 765 Mg/a )

이 공장은 소유자 셜계자， 용량 및 공정이 Bruce A 와 같다. 1979년

이래 가동되고 있다.

(마) La Prade GS 공장 ( Canada)

1972 년 정 카나다는 2α%년도에 133α)() Mwe의 차국내 원전 계획을

세웠다. 이 야망찬 계획은 Que뾰c 주에 La Prade 공장을 비롯하여 Bruce

C&D 공장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하였다. 그러나 19겸년 석유파동 아래로 첩

체된 전력수요는 결과적으로 중수공장 건설 중지를 초래하였다-

-9-



La Prade 공장은 1978년 이래 40 % 건설 공정상태에서 건설중지 중이다.

계획되었던 용량 및 꽁청은 Bruce A 공장과 같다.

(바) Bruce C GS 공장 ( Canada )

Bruce C 공장도 Bruce A 와 같은 용량 및 공정으로 설계될 예정이었

으나， 취소되었다.

(사) Bruce D GS 공장 ( Canada)

Bruce D 공장도 Bruce A 공장과 같은 공청 빛 용량으로 설계 건설

되었으나 건셜공청 70 % 상태에서 건설 중지되었다.

(5) 인도의 중수공장

(가) Nang머 전해 공장 (In며a， 14 Mg/a )

인도는 Canada 다읍의 주요 중수생산국여다. 첫번째 인도공장은 DAE

( Dept. of Atomic Energy, India) 의 의뢰로 Linde 가 설계하였다.

14 Mg/a 의 용량으로 Nanga1 에 위치한 이공장은 1962년 이래로 중수를 생산

하고 있다. 초기농축에 전기분해， 최종농측에 수소중류공정올 쓰고 있다.

(나} Baroda 일온도 암모니아 공장 ( India, 67 Mg/a )

이 공장은 DAE의 의뢰로 GELPRA (Grou야ment Eau Lourde

Procede Ammoniac)의 설계로 세워졌다. 1979년 어래로 67 Mg/a 씩 생산하

고 있다. 초기 몇 말가공정에 일온도 암모니아 수소교환공정올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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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uticorin 얼온도 암모니아 공장 ( India, 71 Mg/a )

Baroda 공장과 같은 설계회사， 같온 공정으로 세워졌다. 1979년 부터

가동되어 오고 있다.

(라) Talcher 이온도 암모니아 공장(India，63 Mg/a) (India,73 Mg/a)

DAE 의 요구로 Uhde 에서 설계한 이 공장은 1979년 이래로 63

Mg/a 의 중수를 공급하고 있다. 초기농축에 이온도(Dual Temperature) 암모

니아 수소 교환공정， 최종농축에 물중류을 채택하고 있다.

Ta1cher phase II 공장은 MHAE 공청으로 ’90년이 래 72 Mg/a 로 생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았다.

(마) Kota GS 공장 ( In바a， 100 Mg/a )

DAE 가 자체설계한 이 공장은 1980년이래로 100 Mg/a 의 중수를 생

산하고 있다. 초기농축에 GS 공정， 최종농축에 물중류공쩡을 채태하고 있다.

(바) Thalcher # 2 힐온도 암모니아 공장

이 공장은 1990년 이 래로 72Mg/a 의 중수를 생산한다.

(사) Thal-vaishet 감합중류 공장

이 공장은 1987년 이래로 110Mg/a 의 중수를 제조한다.

(6) 아르헨티나 ( 450 M g/a )

아르헨티나에는 인도와 같은 암모니아(MHAE) 공정의 각 100, 150,

200 Mg/a 의 공장이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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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중국에는 G.S. 공정으로 추정되는 8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중 3개쩡도가

가동중이며 생산능력은 30 Mg/a 정도로 추산된다.

(8) 독립국가연합

우크라이 나 공화국의 Ministry of Industry 산하에 Azote Indusσial

Enterprise 회사에 한개의 가동쟁지중인 공장과 또다른 한 공창이 가동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공화국에는 파일롯- 규모의 꽁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구 소련은 G.S.• 수소중류공청으로 생산한 중수를 ’76년도에 언도

에 l00Mg 수출한 바 있다. 현채 생산능력은 약 30 Mg/a 정도로 추정된다.

(9) 미국

미국은 사바나 려버에 190 Mg/a 의 생산능력을 갖고 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0) 세계의 중수공급용량

상기한 중수공장중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총 용량은 카나다 7많Mg/a，

언도 569 Mg/a, 노르웨이 2 Mg/a. 중국 30 Mg/a 및 독립국가연합 30 Mg/a

으로 총 1396 Mgla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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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수분라 기술

가. 중수분리공정 개요

중수는 중수소를 합유하고 있는데 이의 중성자 홉수단면적이 정수소의 약

1/600 에 불과하므로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중수로의 감속채로 사용되고

있다. 이 홉수단면적의 큰 차이와는 달리， 중수와 경수는 몰리화학적 물성치가

표 1-2 과 같야 홉사하여 분리가 매우 어렵다. [1-1-1 ‘ 8]

표 1-2. 중수물성 ( Physical Properties)

물 성 H:O DO
‘

밀도，kg/m
3

1α)() 1105

분자량 18 20

비동점， t 100 101.4

빙점，'t 0 3.8

원자단면적，b따TIS .332 .아)()53

천연함량，% 99.985 .015

한편 천연계에 중수는 약 150 ppm 존재하므로 원차로급의 99.8 % 까지 농축

하기에는 6700 배의 고농축이 휠요하므로 중수생산은 쉽지 않은 것이다. 천연계

중수소함량은 다음 표 1-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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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와 분리공정애서 가능한 분리의 척도로서 분리계수라는 재념을 사용

한다. 분리계수는 두개의 상(phases)에서의 다론 성분간의 분포 정도를 내는 것으

로， 분리공정의 용이도와 정제성을 판단하는 주요 인자이다

표 1-3. 중수소 함량 ( Isotope Contents )

중수소원

담 수

혜 수

탄화수소

공업용수소

]30 - 160(평균 148)

156
110 - 140

100 - 130

다음식과 같이 정의 한다.

a = 뼈
-
뼈

//

-t//

H
‘

D

y
-y -

XD (l -yD)

yD (l -xD)
(1-1)

여기서 a : 분리계수

Y,X: 가상과 액상에서의 원자분율 (atomic fraction)

H,D: 수소와 중수소 원자

분리계수가 1 보다 크변 클수록 상(phases) 간의 분라도가 높아 분리가 용이

해진다. 상기식과 갇이 분려계수를 정의한 여유는 분리계수가 농도에는 거의 영

향을 받져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분리계수는 온도의 함수로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변한다.

식 (1 -1)로부터 다음식이 유도된다. 이 식은 분리계수를 얄 때 상(phases)간의

동위원소 분포계산에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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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 =
XD

XD + a (I-xD)

(1-2)

그립 1-1 에 종수분리에 사용되는 주요공정의 분리계수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

내었다. 전기분해 공정이 가장 높은 분리계수를 나타내나， 이공정은 전기비용이

과다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수소와 불간의 화학교환 반용 공청은 높은 분리계

수를 갖는 우수한 공정이다. 암모니야와 수소간 화학 교환반용 공정은 분리껴l수

가 높은 편이나 350 기압의 고압액체 촉매공정인 점이 특색이다. 다음 황화수소

와 물칸의 화학교환 반용공청은 일명 G.S. 공정이라고도 한다. 이공청은 화학교

환 반용공정중 상대적으로 낮은 분리계수를 나타내 장치바와 에너지 비용이 과다

한 단첨을 가진다. 또한 사용되는 황화수소 가스가 독성 및 부식성이 강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분별중류법에 의한 중수분려도 가능한데， 수소 포는 물올

종류해서 농축한다. 물중류공청은 기술적으로 가장 용이한 공청 중 하나인데， 분

리계수가 너무 작은 단점올 가진다. 반면 수소 종류공청은 분리계수는 높으나

영하 250"C 의 극저온애서 운전하는 기술척 문제점이 었다. 여러 공정툴올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고분자촉매 꽁정

고분자촉매 공청은 그림 1-2 와 같은 기본구조를 가진다. 먼저 수소는 탑에

서 Naphtha 나 천연가스와 수중기를 반용시켜 체조한다. 이 수소논 백금촉매 충

전탑언 제 1탑에서 화학 교환반용으로 원료수측에 중수소를 아동 농축시킨다.

제 1탑에서 어느정도 놓축된 원료수는 쩨 2탑 을 통과 하면서 전해조로 부터 올

라오는 중수소와 반용하여 원자로급 중수로 최종 농축된다. 또다른 수소.물 교환

공정은 그립1-3 과 같이 제 2탑의 수소공급을 전해조를 쓰지않고 온탑(hot

tower) 을 사용하는 이온도(Bitherm해 공정이다.

각 탑에는 백급촉매가 충전되어 었다. 제 1탑애서 어느 정도 농축된 원료수

는 체 2냉탑<Cold tower) 을 통과하면서 중간 농축되고， 제 3냉탑에서 원자로급

중수로 최종 농축된다. 각 냉탑을 통과하는 수소는 각 온탑(hot tower) 에서 중

수소를 취하여 냉탑에서 액상으로 중수소를 전딸시키는 매체 (carrier gas) 역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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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이러한 이온도 개칠수소공정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촉

매탑 용적이 개질수소공정보다 커지게 된다. 그러면 개질수소공쟁의 기술성을

상세허 검토해 보자.

(1) 수소.물 화학교환 반웅

(가) 반용식

개질 수소공청의 핵심이 되는 반용으로 반웅식은 다옴과 같으며， 백금촉

매상에서 일어난다.

HD + HzO = Hz + HOO (1 -3)

이 공정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첫번째로 반용속도가 빨라서 수

소가 사용되는 모든 농축공정의 최전단， 초기 농축공정으로서의 유용성 때푼이다.

그림 1-4 는 풍부한 물을 원료로 해서 수소를 웅용하는 공정에 착용한 예이다.

그립 1-5 는 풍부한 수소를 원료로 해서 물을 용용하는 예여다. 두번째 매력은

이 공정의 분리계수가 매우 크므로 G.S. 공청이나 암모니아 공청을 대신하는 야

용도(Bithermal) 공정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반용용 촉매

반용용 촉매물질로 백금이 대표적이다. 미국특허 2,690,379 호(l잃4년)

에서 H.C. Urey 와 A.V. Gross 는 니캘， 코발트， 철， 루테늄，로륨， 팔라륨， 오스

륨， 이리륨， 백금， 몰리브덴， 텅스탠 및 레늄이 촉매 물질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

고 있다. 이 특허의 문채점온 촉매가 수소와 수중기간의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용

에 촉매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반면， 이들 촉매가 불과 첩촉하면 활성도가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이다. 기상반용을 사용하면 상대습도를 포화수준 이하로

유지 시커면서 반용 시키게 되는데， 이때는 싹 이론 단위 장치가 concurrent로

철계되야 하므로 경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1-9] 그래서 재안된 것이

Stevens 의 소수성 촉매이다. 촉매의 채법은 제 2 절에 상세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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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분자촉매 공정의 최적화 셜계

고분자촉매 공청은 그림 1-2 와 같은 버교적 단순한 기본구조를 가진다.

[1 -18] 먼저 수소는 개질탑에서 Naphtha 나 천연가스와 수중기를 반용시켜 쩨조

한다. 이 수소는 백금촉매 충전탑언 체일탑에서 화학교환반용으로 원료수측에 중

수소름 이동 농축시킨다. 제알탑에서 어느청도 농촉된 원료수는 쩨이탑을 통과

하면서 전해조로 부터 올라오는 중수소와 반용하여 원자로급 중수로 최종 농축된

다. 각탑에는 백금촉매가 충전되어 있다. 본항에서는 재질수소 공쟁의 셜계모탤

올 청립하여 주요 변수가 공정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있다. [ 1-18 ]

예비정제성 명가률 위한 기초자료의 생산을 위해 최척설계 조건에서의 촉매

소요량파 중수전해량올 산출하는데 있어서 다옵의 가정올 도입하였다.

一 기상은 수소， 액상은 물로만 구성되어 있다

- 각 탑에서의 온도 압력 및 유량은 일청하다.

프로그랩은 그립 1-6 과 같이 반경험척 방법으로 각 탑의 용척과 전해량이 최

소가 되는 설계 변 수률 결청하도록 작성되었다. 주요 공청변수는 표 1-7과 같

다.

본 공정해석은 그립 1-2 의 공청을 근거로 수행하였다. 각 탑에서의 물질 수

지식， 성분수지식 및 물질전달식을 세웠다. 설계변수로 제일탑에서의 액상농축

률， 제일탑조작선 기울기 및 공정의 총 중수회수율을 태하였다. 총속변수는 물론

각탑에서의 기액 유량과 농도가 된다. 목척변수언 최적화 변수는 비용적 [ 전체

탑의 용척/중수생산량 : 단위 m3/(m，。νs) ] 과 벼전해량 [ 전해량/중수생산량 :

단위 (moVs) / (moVs) ] 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중수생산량으로 나눈 이유는

총 중수회수율의 변화에 따라 중수 생산량이 변하기 때문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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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주요 공정 변수 ( Process Variables)

공정변수 값

호~ 도 25 "C

압 력 4atm

원료수농도 150 ppm

중수농도 99.8 %

탄화수소 원료량 37.97 molsls

탄화수소 농도 110 ppm

탄화수소 탄소수， 7.96

탄화수소 수소수 16.46

물질전탈 채수 2.41/s

기체유속 1 ITνs

1) 모탤링

개칠탑에서는 다음 반용이 일어난다.

CnHk + 2 n H20 = n CO2 + (2n + k/2 ) lli

이제 개칠탑에서 부터 물질수지식을 세워 보자. 사용기호는 서론 앞에 정려

되억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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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 2 n GN

GR = ( 2 n + k/2 ) GN

k GN yN + 2 LR XR = 2 GR yR

다음은 제 1탑 관계식이다.

Ll + GR = LR + Gl + P

Ll x1t + GR yR = LR XR + Gl ylt + P xp

ml = Ll/GI

eI = xIb/xIt

r = 2 P xp / ( 2 Ll x1t + k GN yN )

= P xp / ( p xp + Gl ylt )

yIb = ml ( xlb - xlt ) + y1t

XR = xlb

다음 식틀은 제 2탑 관계식이다.

L2 = G2 + P (or L2 = Ll -LH )

m2 = L2/G2

x2t = xlb

x2b = xp

y2b = xp

y2t = ( L2 x2t - P xp ) /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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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xp/xlν'el

위의 식들 중 독립적인 식은 18 개이며， 변수는 모두 25 개 이므로 독립변수는

7 개이다. 젤계입력변수는 xp, xlζ yN, GN 이며， 조절변수는 el , r , m1 이다.

2) 최척 설계치

최적점에서의 설계값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가} 제 1탑의 이론단수 ::: 8.39 단 , HETP ::: 0.637 m

탑높이 = 5.35 m, 단면적 = 5.62 m2

촉매용적 = 30.02 m3

나) 채 2탑의 이론탄수 = 11.79 단 HETP ::: 0.767 m

탑높이 ::: 9.04 m, 단면적 ::: 0.0115 m2

촉매용척 ::: 0.104 m3

다) 총 촉매용적 = 30.12 m3

라} 전해량

G2 ::: 1.886 gmoVs 로부터

연간 전해량 ::: 977,702 kg D20/a

마) 중수 생산량

위의 계산은 P ::: 41,669 kg D20/a 를 기준으로 수행한 결과임.

다옴 표 1-5에 최적설계치를종합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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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촉매전해공정

(1) 촉매 복합공정

촉매 복합공청은 그림 1-7과 같은 간단한 구조를 갖는다. 원료수가 탑

의 상부로 공급되어 수소와 촉매 컬럼에서 향류 반용하면서 중수로 농축된다.

수소는 하부의 전해조에서 공급된다.

표 1-5 최적 셜계값 ( Conceptual Design Values )

개철탑 유입수량 LR 604.5 moIls
출구수소량 GR 917 ”
납사공급량 GN 37.fJl

제일탑 유입수량 LI 606.4 "
수소유량 GI 918.9 "

공굽수놓도 xlt 150 ppm
농축수농도 xlb 6.75 %

출구중수소농도 ylt 49.1 ppm
하단중수소농토 ylb 4.45 %
탑높이 5.5 m
탑단면적 5.62 m2

채이탑 유입수량 L2 1.97 moVs
수소유량 G2 1.89 f ’

공급수농도 x2t 6.75 %
농축수농도 x2b 99.8 %

출구중수소농도 y2t 2.78 %
하단중수소농도 y2b 99.8 %
탑높이 6Z7 m
탑단면적 0.012 m

m“



훨료수 수소

촉매탑

전혜조

그립 1-7 촉매복합공정 ( Combined Catalytic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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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농촉을 계산에 사용한 기본 업력자료는 다음 표 1-6과 같다. [1-1]

표 1-6 입 력자료 (Input Data)

입 력 값

짜ra 0.5 νs

F 0.5 m/s

xlt 148 ppm

LI 0.001753 gmoVs

T 25 "C

P 0.1 MPa

표 1-7 탑의 높이 ( Height of Colunm )

xp

ylt
99.8 90 ;>0 10 1

147 20.65 15.15 11.96 8.95 5.60
100 21.41 15.91 12.76 9.56 6.21

60 22.91 17.41 14.17 11.09 7.68

40 26.85 21.36 18.20 15.00 11.62

39 30.11 24.60 21.36 18.30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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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yl t(ppm) 와 xp(%) 에 따른 탑의 높이(m)를 나타내고 었다. 여기

서， 전환류 공정시， 최대 회수율을 위한 ylt = 39 ppm에 생산 중수놓도 xp =

99.8 % 를 얻기 위해 탑고 30.11 m 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Rayleigh 전해공정

Rayleigh 전해공정은 소량 최종농촉에 유효하며， 중발손실은 없어야 한다.

모델식은

dx
L = (x - y) D

dt

여기서

D = -dL/dt 이묘로

(y - x) elL = L dx 이다.

1

이식에 y =

1+α(- - 1)

x

을대입하면

L

- In -- =

LO

1

α-1

X

[aln-+ln

xo

1-xo

I-x

여기서 Lo, xo는 초기치이다. 계산결과를 표 1-8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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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를 99.8 % 까지 Rayleigh 전해보는 바와 같이 초거농도 xo 의 희석표에서

LolL 이 필요함을

중수는 72 배의 감용전해로 99.8 % 까지 농촉활 수 있음을‘ 알 수

었다.
~

T알참용벼 (volume reduction ratio)농축하는데는

전해농축 ( Electrolysis )표 1-8

예로 11 % 의

었다.

Lo / Lxo ( % )

14891

7211

3121

1931

1341

951

6.961

5.371

4.081

2.991

1.599

1
l
i

a
니



라. 암모니아 공정

(1) 일온도 ( Monothenna1 ) 공정

일온도 암모니아 공청은 다음과 같은 수소-암모니아간의 동위원소 교환

반용에 근거한다. [1 -2]

HD ( g ) + NIb ( 1 ) = H2 ( g ) + NHzD ( 1 ) (7)

이 공정은 Fr없lce Mazingarbe 공장에서 채태되어 1968 - 1972 년 까지 연산

26M꺼‘ 의 규모로 중수를 생산하였다.

셜계는 S버zer-Air Liquide 에서 하였고 최종농축은 암모니아 종류법이었다.

인도의 Bar어a와 Tuticorin 에도 이 공장이 었다. 두 공장다 Gelpra(Groupement

Eau Lourde Procede Ammoniac) 에서 설계하였다. 1979 년 부터 가동되고 있

고， 초기 및 최종 놓축공청으로 공히 일온도 암모니아 풍정을 채택하였다.

Baroda 공장은 67 MT/a. Tuticorin 공장은 71 MT/a 규모이다. 이 공정의 정제

적 장점은 다음에 기얀한다.

첫째， 수소의 reflux 가 비교적 손쉬운 합모니아 열 cracking 으로 가놓하다.

둘째， 액체 암모니아의 reflux 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데， 이는 기존 암모니

아 합성꽁장에 약칸의 증설로 실현되거 때문이다.

(가) 공정도

다음 그림 1-8은 Mat강ingarbe 공장의 공정도를 기초로 착성된 것이

다. 합성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물，CO，C02 를 1 ppm 이하로 줄여서 공급한

다. 총회수율은 85% 인데 • stripping column 올 떠나는 중수소 농도는 19.8

ppm 에 불과하다. 교환탑내 농축률은 100 배 이다. 교환탑하부에서 일부는 최

종 농축공정인 암모니아 중류탑으로 보내진다. 나머지는 separator 와 Potassium

Amide Deuterium Sti야>er 에서 정제되어 740 D C 의 cracker 로 보내친다.

n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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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매

암모니아 수소교환 반용에는 KNH2 액상촉매가 1 - 2 mole % 휠요하다.

이 촉매는 고가이므로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 이 촉매논 암모니아와 다음과

같은 평형올 이룬다.

KNHD + NIh = KNHz + NH2D (8)

또한 이 촉매논 합성가스중 불순물 산소와 격렬히 반용한다. 한편 Potassium
Amide 의 채순환 전에 중수소를 암모나아 중기상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

Stripper 이다.

Sieve Tray 로 구성되어 었으며， 탑내에서 다음 반용이 일어난다.

KNHD ( 1 ) + NIh ( g ) = KNH2 ( ) ) + NHill ( g ) …...... (9)

Potassium amide 는 물， C02, CO 나 산소와 반용하여 고형물을 생성혜 탑내

plugging 을 일으킨다. 또한 산소와 반용하여 폭발성 KN3 를 생성함에 유의해

야 환다.

-33-



H2 19.8 p

””

야

〔
니

.

원

n
·i

V4S

뻐

H2

NH3
pMD SYNTHESIS

19.8「빼뼈*仁
EXCHANGE IPPMD

‘
ι........)

MD POTASSIUM
350 o.tM Al、~IDE ’ ‘ ’

-2.5 deg,C DEUTE.RIUM

Atp::5.2 STRIPPE밀-->

N==5,7
1.302

1 ‘2975χD -뎌2 째NH3

NH3 1320’‘

nrssOCIA TI디N NH3
‘-+ DISTILLATIOt-. 99.8 %D NH3

PPMD

χn

ppMD NH3

~--

그렵 1-8 암모니아 공정 ( Ammonia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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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온도 ( Dual Temperature) 공정

암모니아수소 교환공정의 수소 reflux 률 위환 NIb dissociation 과정올

온탑으로 대체한 공쟁이다. 이 공청은 인도 Talcher 공장에서 채택 하였다. 이

공청은 일온도 공정보다 다음의 장점을 갖는다

- 암모니아 분해과정 불필요 및 740 "C 의 분해열 볼필요

- reflux 용 암모니아 합성과정 불필요

- 촉매 Sσipper 불필요

그러나， 이온도 공정은 얼은도 공정보다 냉탑하부 공급 수소농도가 낮요므로，

냉랍 단수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은탑이 훨요하다.

온탑은 350 기압， 60 。 C로 운전되며， 이때 분리계수는 3.0 이다. 분리단의 수는

일온도공정이 5.7 일때 이온도 공정온 72.9 로 매우 크다.

이온도 공정은 열회수를 위한 열교환기와 냉온탑사이에 가슐기의 셜치가 훨요

하다.

마. GS 공청

GS 공청은 세계 중수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중수생산 공청이다.

공정특성에 환혜 참고문헌 1-2 및 1-19 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림 1-9는

Savannah River 공정도인데， 첫번째 냉탑농축률 5.78 배， 두번째 냉탑놓축률 176

배이다. 최종 놓측은 물 종류공정올 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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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G.S. 공청 ( G.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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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증류공정

주요 중류공청에는 물중류공정， 암모니아 중류공정 및 수소중류공정이 있

다.

(1) 불 중류공정

물 증류공청은 에너지 몇 장치 비용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쩍으로

쉬운 공청이므로 중수농축 초창기에 일부， 복합공정의 최종 농축공정으로 채용되

어 왔다. 농촉에 필요한 최소 이론단수 Nmi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바， 과다

한 놓축단수가 소요훤다는 것올 알 수 있다.

ln(Xp(l-XF)/XF(l-Xp»

Nmin =
In Q

분리계수 a::1.0닮 (50 0 C), 원료수 XF = O.α>015 최종농축 Xp:: o.않웠을

대입하면

Nmin :: 276 단

어 공정의 세부기술 내용은 창고문현 ]-20과 1-21애 잘 청려， 연구되어 있다.

(2) 암모니아 증류공정

암모니아 중류공정의 분리계수 '
Q -c

a = (PNlh!PND3) ** 0.33

여기셔 P는 중기압을 나타낸다. 맘모니아의 중기압이 벼교적 크므로 져온 중

류를하게 되는데， 예로 -52.2 "C (P=250 torr)에서 a = 1.055이다.

아 공청은 일온도 공정의 최종놓축 과정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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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중류공정

수소중류공정은 분리계수가 큰 편이므로 비교쩍 많이 연구된 공정이다.

기술상 최대의 어려움은 극저온 운천에 따른 용축성 불순물의 생성에 있다. 이

불순물은 열교환기에 fouling 을 일으키고， 유로를 차단하게 된다 또다른 어려웅

은 ortho 수소가 para 수소로 전환되논 것올 최소화할 펼요가 있다는 데 있다.

즉， 상온에서 수소는 75 % ortho, 25 % 뼈ra상태로 구성되어 었다. -250 6 C

의 중류온도에서는 거의 100 % para로 전환된다. 무촉매 상태에서는 이 천환반

용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체산소냐 자화철성분 같

은 촉매물질이 었으면 전환과 함께 막대한 반용열올 방출해 문체가 된다. 즉， 상

기 촉매 물질여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사. 전해공정

대표적 전해공장은 Norsk Hydro 공장이다. 총 단수는 9개이며 15 % 까

지 농축한다. 전극온 st않l을 쓰며， 잔소와 수소가 섞이지 않도록 격려막올 채용

한다. 운전온도는 60 0 c이다

아. 레이저공청

중수소를 분리하는 공정중 가장 최선공정이다. 이 공정은 Laser로 해당 동

위원소만 여기시켜 반용하도룩 하는 것이다. fluoroform풍올 여기시켜 소량의 중

수소를 만든 예도 있다. 단점은 대량의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점인데， 장점은 분

라계수가 거의 7α)()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주된 해결 요구사항은 원료 물질의

re-deuteration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공청은 다음과 같다. [I-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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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Cta 의 제조

먼저 다음의 화학 교환반용으로 COCh 를 쩨조한다. 이때 촉매로 OD 읍

이온을 사용한다.

HDO + CHCb = H20 + CDCb

(2) CDCh 중 붙순불 제거

상기 반용의 부산물인 염산(HCI， DCl) 을 홉착공청으로 제거 한다. 또한

촉매 OD 음이온(NaOD) 의 체거도 필요하다.

(3) 광반용로

이제 약 140 ppm 의 COCh 를 50 toπ 의 광분해로에서 광분해를 실시

한다. 이때 광분해효율올 중진시키기 위하여 Ar 을 첨가한다.

광분해반용은

CDCh = CCh + DCI

CDCb = CI + CDCh

부대반용으로

2 Cb = C£14

CCh + CDCh = C£μ + DCl

반용로의 셜계는 광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ZnSe Window 를 통해 틀어

온 레이저 광이 multi-pass 률 이룰 수 있도록 구려꺼올로 beam 정혈올 잘 해야

한다. 레이저의 펄스 반복율， 첨두출력， 명균출력 광투과 길이 등의 최척화 연구

가 필요하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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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분해 부대 생성물의 제거

C2Cμ 룰 DCI 로 부터 제거하기 위해 분별중류를 실시한다.

(5) 중수 생산

이제 마지막으로 DCl 을 DzO 에 녹여 전혜시켜 D2 를 생산하여

oz 와 반용시 켜 Dz。 률 제조한다.

(6) 공정도

다옴 그립 1-10은 전 공정도야다.

자. 아민공정

아민공정은 1970년대 중반에 Sulzer Brothers Canada. Ltd.와 AECL 이

개발을 제안하였으나 연구개발에 진전은 꺼의 없다.

암모니아 공정파 유사하나， 암모니아 대신 methylamine ( CH웹H2 )를 Carrier
Gas 로 쓴다는 것이 다르다.

CI-bNlh (liq.) + HD (g) = CH3NHD + H2 (g)
[CH:MfK 촉때]

이 공쩡의 장점은 -50 deg.C 에서 분리계수 7.9로 매우 큰 분리계수를 갖논다

는데 있다. 단점은 공정 특성상 농축수의 중칸유실이 많다는 것이다.

이 공정은 거액 접촉에 이젝터 반용기를 쓰고있다

차. 전기이동 ( Electromigration )

Electromigration 은 정전기장 내애서 이온 간의 이동속도가 다른점올 이

용하여 농축하는 법이다. 1.0 N HCI 용액， 옴극에서 생성불올 양국에서 Waste
를 뽑는다. 만약 HETP = 0.06 mm, 분리계수 = 2.5 수준이라면 전기비용이 과

다하지 않올 수도 있올 것이다.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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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주요 공정 비교 ( Comparison of Processes.)

공 정 초겨투자 운전에너지 운전경험 적합용량

고분자촉매 -까i、- ‘」→L、. 실용화단계 중소 (50 Mg/a)

G.S. 다 다 다 대 (200 Mg/a 이상)

암모나아 -까.......‘ -F 다 중소 000 Mg!a)

물종류 과다 과다 다 ~、-

수소중류 -까L、- ;;Is‘- 다 ~、-

전 해 -까4、- 과다 다 -까.L.-‘

레이처 다 다 연구단계 -까i‘-

아 민 -λ~‘一 즈。 -까i、- 중소

카. 공정벼교 및 분리계수식

주요 중수생산공정을 쟁리하면 표 1-9 와 칼다. 주요공정의 분리계수식은

다음과 같다{온도 T , K).

(1) 개칠수소공청 (물 - 수소)

a = exp(-0.2143 + 368.9/T + z7없0/ r)

(2) 암모니아 수소공정

α = 10**(237!I' - 0.2428)

(3) GS 콩정

a == 0.8624 exp (65.4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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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절 고분자촉매 제조가술 분석

1.‘ 고분자 혹매의 제조 ,

가. 불소수지계열 촉매 제볍 훈석

(1) 고분자 촉해 -PTF‘E계열촉매 관련 톡허 기술

수소.물 교환 반용은 매우 많은 장점올 가지나 이 공정은 액상에서 착용

하는 촉매를 필요로 한다. 즉， 기존의 촉매논 물이 닿으면 활성이 없어지므로，

물에 렷지 않는 촉매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본 철에서는 소수성 촉때의 체

조에 관환 특허기술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2-1 ~ 2-11]

(가) Stevens 의 코팅 촉매

첫번째 소수성 촉매는 AECL 와 W.H. Stevens 가 1972년에 발명하였

다. Stevens 는 주기율표의 8족 금속중 하나 이상의 촉매률 가스와 수중기만 통

과할 수 있는 불소화 올혜핀 수지， 실리콘수지퉁 유기소수성 수지막으로 코탱하

여 다옴 반용아 동시에 얼어 날 수 었도록 하였다.

HDgas+H에 yap아 = fu gas + lIDO vapor … …....... (1-4)

HDO vapor + I끓o liquid = lIDO liquid + HZ{) v뻐or … (1 -5)

식 (1 -4) 와 식 (1-5) 를 합하여 식 (1 -3) 의 중수농축 공정올 이루게 된다.

식 (1-4) 는 소수성수지 코팅내의 백금둥 8족 금속표면에서 교환 반용이 일어남

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성된 중수 중기는 촉매코팅 외부에서 식 (1-5) 에 따라 액

L 상 중수로 환원되는 것이다. 설리콘 코팅와 정우에 쿄팅운 촉매어생블리 중량

의 2 - 5 % 차지한다. 코탱의 두께는 0.001 - 0.1 마크론이다. 담체로는 탄소，

혹연， 차콜， 얄루미나， 설려카， 실리카 겔， 크로미아， 또는 산화니젤 둥율 쓴다.

-43-



촉매로는 pt., Rb, Pd 또는 Ni 를 쓴다. 쿄팅은 3 - 10 개 분자충 청도의 두

께로 한다. 당혜는 0.25언치 구형이나 0.5인치 새들형으로 환다.

코탱은 실리콘수지용액을 촉매에 적시거나， 뿌려서 형성한다. 용매로는 white

spirit 또는 Stod없rd 용매둥 석유한화수소계가 좋다. 용매는 중발하면서 코탱을

형성한다. 이떻게 제조한 소수성촉매는 최소 48시간이상 agemg 환다. 코팅 째

료는 Dow Coming 773 ( 상표명 ) 률 쓴다.

이것올 담체무게의 5% 정도 되도록 mineral spirit 또는 hexane 에 회석표팅

후 용매률 중발시킨다. 48시간 150 - 200 0 C 공기중에서 agemg 시칸다. 또

다른 코팅은 PTF‘E 현탁액을 쓰는 것이다. 역시 Du Pont 의 Du Pont TFE 

F뻐orocarbon Resin Dispersion, Type 30 어 제품이다. 또 유사환쩨품은 Du

Pont 955 - 100 Line, One - Coat, Non - Stick Finishes둥이다. 첨확훤 PTFE

분말은 350-360 ·C 공기중 10 - 60 분간 가열 소결된다. 또다른 쿄팅물질

은 불소화 olefin polymer 이다.

Perfluorinated e갑1ylene - propylene copolym앉s (FEP - Type Teflon) 을 쓸

때는 다소 낮은 온도에서 소결해야 코팅에 기공이 형성된다 Chlorotrifluoro -

e바lylene 도 코팅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Carbon black 가루촉매를 PTFE 현탁액 슬러리상에서 소결처리하는 것도 또

다른 코탱방법이다. 담체의 행상은 Has퍼ng 파19， Berl saddles 풍 적철한 충천

물의 형태를 택해 만둔다.

(나) Rolston 촉매

Stevens 의 획기적인 코팅에 의한 소수성 촉매의 개발에 이어

Rolston 둥이 담체자체률 다공성 PTFE 로 하는 백굽촉매를 개발하였다. 촉매 용

액을 고온의 수소 분위기에서 중발시키며 환원시켜 다공성 담체에 침착시칸다.

또 다른 방법은 금속촉매 입자률 슬러리 또는 콜로이도 현탁액내에 분산시켜

여것들을 다공성 담체에서 중발법으로 첨착시키는 것이다. 더우기 금속 화합물

또는 컴플헥스의 환원도 hy따a앙1e 이나 불용성금속 하이브리드로도합 수 있다.

다공성 담채의 채질은 PTFE, PE, PS, Polymethyhnethacrylate, PP 빛 소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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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둥이다. 이러한 물철은 별도의 적심첨가제(wetψ19 agent)나 외압(external

pressure) 이 없으면 물에 렷지 않는다. 촉매 급속으로는 백금t rh해lum. 나켈둥

이 가능하다. 촉매금속윤 총촉배접합체 질량외 0.05 -1.0 % 청도이다. 훈전온도는

촉매의 내열성· 및 소수성 유지 한계 이하이다.

Rolston 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실시 예를 제시 하였다.

1) 백금.PTFE 촉배

환변이 3 nun 정육면체이고t 25 gram 인 다공성 fYfFE 률 백금 화합물

의 아채톤 용액에 담근다. 백금화합물은. PTFE 률 척시는 것으로써

hexachloroplatinic acid 둥이 사용되었다. 용액이 기꽁을 채우고， 남는 용액온 다

른 그릇에 옮긴다. 담체내 용액은 공기바랍으로 충발시킨다. 이 과정은 백굽이

0.5 % 첨학될 때까지 반복한다. 확합물은 3 시칸동안 300 °c 의 수소가류속

에서 환원된다. 상온까지 냉각한 후 단면쩍 2.16 cm2 의 휴라컬럼에 충전한다.

천연수소(118 ppm DIH) 와 중수(1140 ppm) 률 첩촉시쳐， 탈습수소의 농도률 측

정하여 촉매탑효율과 물질전랄 계수를 산출한다. 물질전달 겨1수는 0.22 - 0.45

cm3 HD/s.g 청도 되었다.

2) 빽금.알루미나 촉매

이 촉매는 친수성인데 백굽.PTFE 촉매의 1띄O 청도의 성능올 나타내

었다. 물질전달 계수는 O.α뻐 ‘ 0.0063 cm3 HD/s.g 에 불과하였다.

3) 백금. PE 촉매

25g 의 축매를 125 0 c 에서 16시간 환원시켜 쩨조한다. 백금 합량

은 ,1.3',% (wt.) 로 물질천달 계수는 0.03 - 0.16 cm3 lID / s.g 으로 백금.PTFE

촉매보다 다소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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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금.PS. 촉매

80 - 100 mesh 의 다공성 PS 업자 1.66 gm 을 hexachloro-pla펴mc

acid 의 아세톤 용액에 함청한다. 건조한 수소기류중에서 200 0 C 로 하여 8사칸

환원환다. 백금함량은 0.5 wt % 어다. 물질전달 계수는 18 - 44 cm3 lID/s.g

으로 우수하였다.

5) 백금.카본 촉매

비다공성 1/4 인치 ceramic sad벼e 에 열경화성 끈끈이 실리콘 첩착쩨，

Dow Corning 40 C 률 도포환다. 이 카본가루는 28 - 150 mesh 의 소수성 카

본 으로 0.45 wt % 의 백금을 합유하고 있다. 약하게 불어 있는 가루를 진공 오

본에서 1시깐 100 0 C 쳐리하여 잔여 용매를 제거한다. 총 5g 의 수지와 가루가

38g 의 세라믹에 침착하여 통청 백금함량은 0.02 wt % 이다. 물질전달 계수는

0.08 - 0.149 cm3 lID/s.g 으로 다소 우수하다.

6) Rh여ium.PTFE 촉매

8.7 g 의 PTFE(다공성) 정육면체를 rh여ium trichloride 의 아세톤용

액과 수소로 처리하여 로륨 0.09 wt % 의 촉매률 제조한다. 물질 천달 계수는

0.007 - 0.017 cm3 HD/s.g 이었다

상가한 여러 촉매중 백금.PTFE 촉매와 백금.PS 촉매가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

내었는데， 본 보고서 의견으로는 백금.PS 가 더 우수환 결파를 낸 것은 80 - 100

mesh 의 미셰입자률 담체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TFE 촉매는 3 mm 청

육면체로 체조되었으므로총괄 표면척이 착고 Knu똥n 확산거려가 더쭉 킬기 때

‘ 문에 PS 입자 촉매보다 성능이 나쁜 것으로 나왔다.

한편 PS 측매는 입자촉매이므로 concurrent 조착으로 낸 실시예 결파이므로，

실용성 측면에서는 n ‘F‘E 촉매가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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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utler 의 훌매 집합체

Butler 는 앞에 기술한 Stevens 의 촉DD와 Rolston 의 촉매률 깨량하였

다.[2-8， 2-11] Butler 는 그의 특허에서 촉매내 수소 동위원소 교환 반용속도

는 수소 기체 / 수중거의 교환과 수중기 / 물 과의 교환 반용중 더느련 반용에

의해 지배 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즉， Rolston 의 방법으로는 수소 / 수중기

반용속도는 중가하지만， 수중기 / 물 교환반용속도는 제한된다는 것을 주장하였

다. Butler는 이와같이 수중기 / 물 교환 반용올 촉진하는 소수성 촉매집합체를

발명하였다. Butler 의 발명의 핵섬은 촉매작용올 하지 않는 충전물질의 친수성

표면으로 액체상 풀이 훌러내라는 보다 낳은 통로를 제공합으로써 물이 측매척오

로 활성안 표변에서 일부 물리척으로 분리되게 끔 하는태 았다.

충전물의 친수성 표면은 가급척 척당히 거훨게 하여 습융 표면척율 중가시켜야

환다. 친수충전물온 임의 또는 충충으로 삽입될 수 있다. 천수성 충전물은 수중

기 / 물 평행의 95% 이내되는 두께로 한다. 친수충의 두쩨눈 0.64 em ceramic

saddle 에 STP 수소유속 1 IIνs 얼때는 20 em 보다 작케한다. STP 수소휴속이

20 mls 이상일때는 60 em 이하 되게 두께률 설계한다. 촉매체 충 두쩨는 수소

/ 수중기 교환 반용에 대한 촉매 활성도에 반버혜 한다.

예로 0.37 % 백금.탄소.PTFE 촉매에서 STP 수소유속 1 mls 힐때， 촉매충 두

께는 10 em 룰 초파해서는 안된다.

1) 친수 충전물의 영향

먼저 다옴과 같은 전술환 Stevens 의 촉해릅 제조한다. 죽， 3.2 mm

알루미나 멜렛에 0.5 wt % 백금을 첨학 시킨다. 이것에 Siloxane Polymer 인

Dow Coming 773 을 피복 시킨다. 단면적 쟁3 mm2 인 유리컬럼에 촉매체를

채워 깊이 0.1 m 의 촉매충전상 집합체를 만든다.

천연청쩨수소(110 ppm) 와 중수(1140 때m) 를 역방향 접촉 시킨다.

또다른 실험에서는 천연수044 ppm)와 농축수소 ( 250 때m) 올 접촉시쳤다.

먼져 수소기체는 컬렴하부에서 벼촉매충올 통과하며 포화훨다. 물질전달 계수

kya 는 초당 및 촉매 충전상 집합체의 입방미터당， 표준상태에서의 HD 의 입방

미터로 다옴식과 같아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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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kya = ( - In(l-eta) ] (6)

V

여기서， F = 표준상태에서의 수소의 표면척 유속 rnls

A = Column 의 단면척， m2

V= 촉매충천상 접합체의 부피， m3

eta= (n-ni)/(ne-피)

여기서 띠 = 주입수소농도， ne = 평형농도， n = 출구 놓도 실협은 액혜유속

0.69 kg/m2.s, 기체유속 0.1 rnls 에서 했다. 접합체내의 촉매부피를 100 - 16.5

% 까지 변확시키며， kya 률 측정했다. 중요한 것은 백금량 당의 천달 계수이므

로， kyapt 다읍과 같이 청의하였다.

측， ky짧t =kya / ( 촉매충전상 집합혜의 m3 당 백금의 kg ). 실험결파 kya=
0.087 - 0.194 까지 변하으로， 한수성 충전물야 많을 수록 단위 백급당 효율이 높

아집어 밟혀 졌다.

2) 비촉매 충전물의 형태 및 표변성철의 영향

친수성 충전체가 소수성표면보다 반용속도에 물론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작용 충전물이 효과가 좋옴이 예상대로 밝혀 졌다

3) 탄소촉매와 거체 유속의 명향

백금 10 wt % 의 탄소분말올 직경 4.6 mrn의 거천 구형 ceramic 위에

퇴적시킨다. 부학액으로는 PTFE 물 emulsion 올 쓴다. PTFE 는 Du Pont 30 을

쓴다.

촉매체의 백금합량은 0.32 wt % 된다. 여기서도 친수성 충천물이 삽입되면

kya가 중가하였다. 또환 상온상압(298.2 K, 0.108 MPa)하 컬럼(짧o mm2, 0.208

m)에서 촉매 : 비촉매 =50:50 집합체에서 물의 유속 2.4 않/s.m2°1 일정하게

하여 다옴과 같이 기체유속의 영향을 관활하였다. 기쳐l유속이 0.324 - 0.956 m/s

으로 중가하면서 kyaPt 도 0.71 - 0.90 m3/s.pt kg 으로 중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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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촉매

천항보다 다소 큰 6.1 nun 거찬구형 ceramic 에 백픔탄소를 Du Pont

30 으로 피복시킨 실험올 수행하었다.

결과척으로 촉매부룰 55.5 % 로 혼합했융 때， 1.8 배의 좋은 효파률 얻는 다론

것이 또 다시 업중 되었다.

5) Intalox 새들촉매

이번에는 Norton 사의 ~2 mm Inta10x 새들에 백놈 0.38 wt %촉매를

체조하였다. 나머지 50% 는 천수성 12.7 nun Intalox 새들로 혜웠다. 실험용

단면척 2,160 mm2
인 컬럼에서 수행하였다. 이번에도 약 1.9배의 좋은 효과률

얻었다.

6) 고온고압의 영향

온도 싫3 K, 압력 5.27 MPa, 컬럼직캠 0.1 m, 집합체깊이 1.52m 의 비

교척 큰 컬럼에서 전항의 Intalox 새들 촉매롭 실험하였다. 물의 유속윤 2.43

kg/m2.s 이고 표준상태 수소 유속은 5 - 17 m/s 로 변화시켰다. 이번에도 마옴

세 청우의 충전물 영향을 관찰하였다. 촉매체를 부피로 50% 및 25% 합유하는

첩합체의 고유 활성도는 촉매체 100 % 경우보다 각각 2.6 및 4.0 배썩 컸다.

촉때체률 부피비 25% 함유하는 정우 매우 크게 백금 벼용이 절갑됨올 알 수

있다. 혹매체 25% 일때 HZ 의 STP 유속여 5.14 - 16.94 mls 일때 kya 는

0.77 - 1.49 m3/m3.s 만큼 변했다. 충전체가 다풍성일때논 액상 holdup 이 종대

되어 정상상태 도할시간이 매우 걸어전다. 즉 20 em 깊이의 컬렴에서 3 - 4 분

이면 될 것어， 다공성 답책에서는 4 - 5 시간이나 걸린다. 상기한 첫번째의 알

루미나 담체를 썼을 때， 정상상태 도달시간이 매우 길었음이 관찰되었다.

즉， 합수성이 없는 담체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충천물로는 구행체，라쉬

링 , 례싱 링 ， P하디tion 링 , BeTI Sad버es， Intalox Saddles, SUJ풍r Intalox Sad버es，

Flex-뇨피gs Tellerettes, Pall Rings, Dixon Rings 및 Sulzer Packing 둥야 가능

하다.
-49-



때로는 상어환 형태의 충전체툴 혼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올 수도、있는데， 예로

구형체 촉매를 Saddle 형 찬수성 충전물파 혼합시키면， 구형체가 Sad버es 내에

끼워져서， 빽빽해 자므로 전쩨 수소이동속도률 낮추게 하는 청향이 생기기 때분

이다. 그러나 Sulzer CY 팩킹 충에 구형 백급 Ceramic 촉매충율- 꺼워 만틀‘ 집

합쩨에는 매우 이상적일 수도 있다.

7) 친수 표면적의 영향

담체로 칙정 x 높이， 3 x 3~ 100 mesh gauze 의 Dixon Ring 을

쓴다. Dixon Ring 온 London 의 Gri짧n 없d George Sales Limited 의 쩨품이

다. 촉매는 Du Pont 30 의 water emulsion 으로 Dixon Ring 에 접합 시킨다.

총 백금함량은 결과적으로 0.41 wt % 된다. 천수성 Dixon 닮ng 은 아세론으

로 표면지방을 세혀하고， 1070 K 공가중 가열환다. 산화표면은 천수성이 강화되

기 때문이다.

혹매체가 100 % 인 집합혜의 kya 는 기체유속의 0.11 숭으로 증가하는데 비혜，

촉매체 50% 의 집합체의 kya 는 기체유속의 0.20 숭으로 증가한다. 액체유속

2.0 - 2.73 kg/m.s 의 범위에서는 액체유속은 kya 에 별 영향이 없었다. 71체

유속 0.3 - 1.2 mls ( STP ) 의 범위에서 50% 집합체는 100 % 촉매체 보다

빼ya 가 2.2 - 2.4 큼이 판찰되 었다.

따라서 친수충전물은 좋은 작용올 함이 또 확인 되었다. Dixon 퍼ng 올 담체

로 한 것이 앞의 구형 세라막 담체보다 높윤 촉매 활성을 보였다.

8) 종이담체촉매

상가 여러 실시예를 통해 보면， 단위 부피당 친수표면적이 크게， 또한

단위 부피당 백금 도포면적아 넓어지면 물철천달 속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

번에는 촉매체로 백금탄소입자를 다공성 종이담체 위에 Du Pont 30 으로 첩착시

킨 후， 2x4mrn 초각으로 만들었다. PTFE 는 건조후 cured 되었다. 백금 3.2

wt %, PTF‘E: 탄소분말 == 1.2 : 1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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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는 산화 Dixon Ring 과 무착위하게 섞어 만들었다. 수소의 STP 유속

0.101 - 0.624 mls 의 범위에서 kya = 1.64 - 2.91 m3/m3.s 로 상거의 모둔 실시

，예보다 유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촉매체가 매우 앓기 때문에 집합체내에

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작아， 상대적으로 친수성 Dixon Ring 의 부붐이 ’켜지기

때푼이다. 다공성 총어 대선 다공성 천올 쓸 수도 있다.

이상의 여러 실험결파， 주릅잡힌 앓온 금속판 또는 gauze 률 혼합하거나 또는

주륨팝힌 것올 혼합하여 충전시키되， 이때 짧은 환들 사이에 유페가 통파할 틈올

만들어 주며， 한편 앓은 판 일부에는 백픔탄소 촉매를 첨척 시키고 PTFE 로 이

를 결합시키고， 여기서 남아있는 앓은 판으로는 친수 구조률 이루케 하는 것이

좋다. 촉매부와 천수충전부의 최적화 조합이 필요하다. 다른 집합혜는 앓은 판들

올 합께 발아서， 서로 맞대어 첩쳐 쌓은 원통형으로 만든다. 또한 담체로 플라스

틱올 사용할 수도 있다.

9) 삼충수소 훈리촉매

탄소입자를 구형 cerarmc 에 Du Pont 30 을 이용 피복한 촉매를 제조

환다. 천연수소(D떠 = 118 ppm, T.쩌 = 2E - 16) 와 삼중수(5.70 uCi!g , T.쩌

= 1.76E - 9) 률 counter current 첩촉시킨다. 이 삼중수는 중수를 함유 (D죄 =
1043 ppm) 하여， T 뽑만아니라 D 의 분리도 동시에 측정활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상태에서 0.3 mCν'rn3 (T/H = 1.2E - 10) 을 합유하는 건조상태의 유출수

소률 연소기 내에서 75 % 산소 아르곤의 흐르는 기채를 써서 산화시켜 물을 만

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율 액체 질소 포집기에 모으고， 액체 섬팡 계수기로

3중수소함량올 결청한다. 계산에 사용한 HT 와 물간의 동위 원소 교환명형 상

수는 298 K 에서 7.00으로 하였다.

- 상온.상압 상태에서 STP 수소유속 0.273 -1.260 mls 변화시켰올 때 kya (m3

STP/m3.s) 는 삼중수소의 청우 1.17 - 1.46, 중수소의 정우 0.733 -1.016 으로

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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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수성 촉매제조

Butler 둥은 상기환 촉매충전물 집합쩨의 특허에 이어 유사환 특허률

풍록한 바， 여기에는 보다 상세허 소수성 촉매제조법이 71술되어 있다.[2-1α2-11]

가) Stevens 촉매 고찰

Stevens 는 백금.Carbon Black 분발촉매를 P'fFE Colloid 현맏액에

slurry 화 하여， 이 현탁액을 다꽁성 세라믹에 입히었다. Stevens 의 혹매는 탄

소의 담체에의 접착력과 동위원소 교환효율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Butler

의 본 발명에서는 촉매체 내의 백금탄소 분발 함량율 조절하여 촉매 활성과 같=명

흘 크게 할 수 있었다. PTFE: 백금탄소 의 비옳올 조절해 소수성파 활성올

강화할 수 있다.

나) Engelhard 촉매

otto ]. A버h앙t 와 Sa띠 G. Hinder (Engelhard Mineral 'sand

Chemicals Corp.) 은 1975년 5월 16일 독일특허 25 21 잃4 번올 훌휠하고 이것은

. 1975년 12월 4얼 공개되었다. 이들의 촉매체는 불활성 담체와 그것올 엎어 쩌용

소수성 고분자 피막으로 구성된다. 이위에 백금.탄소 분말을 함유한 소수성 고봄

자 피막올 덧 씨워 만든다. 측 소결쳐I (Calcined spheres) 에 PTFE 피막을 입혀

다옴 용액얘 담근다. 이 용액은 4 g 의 25% 백금 함량의 탄소를 합유한다. 이

용액은 6ml 의 PTFE 회석 emulsion(P1‘FE는 150 mg/ml 로 회석됩 ) 과 0.3 wt

% 농도의 20 ml methylcellulose 용액을 함유환다. 여기서 2차피막의 PTFE 와

탄소의 비율은 0.0225 - 0.225 : 1 정도 된다. °1 촉매의 성능은 괄목할 만 하지

만， 끓는 물에 장기간 첩촉하면 활성야 섬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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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utler 의 ‘고찰

Butler의 촉매는 다공성 PTFE 속에 빽금탄소가 분산되어 만들어

진다. 다공성 PTFE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동위원소 교환속도는 느려진다.

반변 PTFE 함량이 상대척으로 적으면 촉수에 의한 활성저하가 초래된다.

또다룡 Butler의 축매는 담체에 촉매를 피복하는 것이다. 담체는 세라믹， 섬휴，

합생수지， 스탠레스 gauze ring~ 주룹진 금속 또는 gauze 둥이 가능하다. Butler

의 착안윤 동위원소 교환반용은 수소 / 수중기 수중기 / 물의 두 단계로 얼어난

다는데 었다. 즉 Stevens의 혹매에서논 R 합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떤 한계에서

는 수중기 / 물 반용이 조절단계가 되므로 전체반용 속도는더 이상 중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촉매는 소수성 다공질 답쩨 내에 또는 바 다공성 답체 표면에

분산시켜 제조환다.

라) 세라믹 랍체의 PTFE Pre-coa파19

람체는 칙청 0.6 cm 구형이다. 이것올 PTFE 희박용액 (7.5 - 15.0 %

고형분) 에 담근다. PTFE 는 Du Pont 의 Teflon 30 이다. 아 구행체를 653K

로 가열하여 PI'FE 연속 소수충올 형성케환다. 이러한 pre-coa따19 은 탄소분말

이 다공성 세라믹구에 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올 환다.

마) 촉매 피복

이제 Du Pont 의 Teflon 42 와 백금탄소분발의 emulsion 올 준버한다.

물의 유화제로 J.T. Backer Chemical Co. 의 Triton X - 100 올 쓴다. NH40H

올 챔가하여 pH 10 이상올 휴지환다. PTFE 를 부드렵게 저으며 emulsion 애

가한다. 전항에서 pre-coating 된 담체률 적심 또는 분무로 피복환다. 이것을 공

기중에서 말라고， 다옴에 473 K 와 oven 에서 건초하고， 최종적으로 633K 의

muffle furnace 에서 처리한다. 유화제는 473 K 에서 열분해되어 잃3K 에서 완

전히 쩨거된다. 물론 emulsi펴er 가 완전하 제꺼되야 소수성피막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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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F‘E 분산액으로는 Du Pont 의 Teflon 30 의 청우 ρl 미 유화체가 섞여 었으

므로， 별도의 유화제를 때때로 생략활 :수 있다. ‘ 즉ι ‘Teflon 30 속에는 6 %

Triton X - 100 이 합유되어 었다. 완성된 4.6 rom 직경의 ’C없mic 、구의 청우，

총 PTFE 6 wt % 를 합유한다. 아중 ~3 % 는 pre-coa파19 에 나머지 3% 는

최종 피북에 사용된 것이다‘

바) 제초공청 1

거친표면의 다공성 cerarmc 구를 PTFE 분산액에 1분간 담근다. 이 분

산액은 Teflon 30, Teflon 잃 의 20% 고체， 17 % 고체 둥이 었다. 과다한 액은

떨어내고.373 K 꽁기로 1시칸 오본에서 건조한다. 다옴 473 K 에서 1시간 더

건조한다. PTFE 는 잃3K 의 muffle 로에서 30분간 cured 된다.

별도로 100 ml 의 물， 1.0 m1 58 wt % 의 암모니아 수와 30 ml 의 Teflon 42

분산액올 만든다. 여기에 백금탄소가루룰 서서히 주입하여 섞는다. 주입후 1시

간 동안 초옴파 교반으로 안정된 분산액올 만둔다. Canadian Tire Corporation

의 aerosol 분무기로 이 분산액을 뿌린다. 충분혀 뿌려서 육안으로 봐서 잘 헛은

상태이면， 이것올 오본에서 110°C 로 가열해서 물을 중발시킨다. 원하는 수

준까지 백금함량율 높이기 와해 이 피복과정올 반복한다. 이쩨 이 촉매혜률

muffle 로에서 잃3 K curing 환다. 이 온도에서는 유화체가 완전허 체거된다.

더욱 가열환다면 탄소가 부분연소 될 것이다.

사) 체조공청 2

다음과 같여 0.1 wt % 백금 합유한 4.6 rom 직경의 cer없me 구형체

100 g 촉매률 제조한다. Rotary 충발기에서 10 wt % 백금의 탄소가루 1.0 g 올

소량의 물 약 5ml 와 섞는다. 여기에 5.0 g 의 PTFE 를 가하여， PTFE 와 카

본의 무게비가 3:1 되게 한다. 부드렵게 교반하여 분산액을 만들고， 96 g 의 4.6

rnm 직경 cerannc 구형체를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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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발기는 서서히 회전하면서 균일한 탄소 PTFE 코탱을 환다. 너무 오래동안

중발시키면 담체위에 촉매 쿄령의 용집이 열어난다. 증발후 3시간 공기건조 시

킨다. 이어서 423 K 가열 건죠 시킨다. PTFE curing 운 않3K 의 muffle 로에

서 한다. 아 과정에서 Triton X - 100 이 쩨거되고， Teflon 30 의 따πing 야 완

성된다. 표면은 이체 단단해지고 카본가루는 흐르지 않는다. 백금농도는 현탁액

내 카본함량 조절로 조정된다.

아) 제조공정 3

표면척이 큰 당체률 션갱하였다. 즉， 종이나 천， 합성수지， 철판이나

gauze 둥이다. 이담체에 쩍심 또는 분무법으로 펴복한다. 특허 스텐헤스 패xon

Rings (100 mesh gauze, 직갱 x 높이 = 0.32 x 0.32 cm)올 쓴다. aceton 으로

표면의 기름과 불순물을 먼저 쩨거하고 1070 K 로 가열 건조한다. 이 Rings 올

분산액에 담근다.

분산액은 물 50 mI, Du Pont 30 ( 60 wt % solids ) Teflon 액 18 ml 에 백

금탄소를 가혜 만둔 것이다. 백금탄소는 pt 10 wt % 찌리이다. 이 분산액에서

PTFE: 카본의 무게비는 3:1 이다. 처리된 Dixon Ring 은 공71중 30 분간 건

조한다. 반복하여 적심으로써 백금합량올 조절환다. 373 K에서 1시간 가열해

더욱 건조시칸다. 수소 분위기에서 633 K cutin용 한다. 반약 공기중에서 curing

하면 탄소산화 위험이 있다. 이제 촉배는 wrre gauze 에 단단히 결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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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합채 고분자촉매 체법분석

(1) SDBC 고분차 촉매

공종합체 계열촉매 관련 특허 기술은 카나다의 Stevens가 1970년대 초에

소수성 고분자 체안한 이후， 일본은 Shim없l가 중심이 되어 폴리스티렌 뎌비닐땐

첸 공중합쳐I률 당체로 사용한 촉매를 개발하여 왔다. [2-1]

스티핸 디비닐 벤젠수지 (styrene divinyl benzene copolymer, SDBC)는， 소수

성으로， 태플론 둥에 비해서 벼표면적이 큰 다공질의 특질을 갖고 있다. 이 성질

을 이용해서， 물-수소교환반용용 촉매담체에 SDBC률 사용하고， 극히 고성능인

소수성 백금촉매를 개발했다. 그러나， SDBC는 통상， 원료언 단량체률 현탁중합

시켜서 채조하기 때문에， 그 형상은 일반척으로 1 mm 이하의 미렵자 형상이다.

따라서， 교환반웅의 스케일업한 반용탑 중의 충전촉매로서는부척당한 형상이다，

그래서 최초로 SDOC의 높은 활성윷 개발환 住購이 개발한 SDBC률 폴리프로필

랜 훨에 융착시키는 방법， 中根 둥이 검토환 반용기구 규명 실험에 있어서 자체.

의 구형화 및 압출성형으로 십자모양 또는 관형의 연속제초법 또는 SDBC 를 하‘

니캄형 담체에 도포하논 방법 둥에 관해서， 여러가지의 촉매담체률 시작하고， 또

각각에 대해서 백금답지의 방법도 검토했다.

동 연구에서는 답체의 물성개량에 역점올 두고" 백금담지에 대해서는 광학 또

는 전자 현미경으로 검색했다. 그 결과 SDBC 系 촉매는 물-수소간 중수 또는

교환반용용 소수성촉매로서， 실용가능한 고활성의 상태를 가전 것을 알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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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DBC

1) SDBC의 특색

SDBC는 스타렌과 다비닐벤젠의 공중합체이기 때문에， 3차원網텀(그

물눈) 구조률 이루고 있다. 통상， SDBC는、 그 기공 구성에 따라 투명부터 백잭

까지 잭 변화하고， 거의 균일한 고분자상올 이루고 었다고 해도 좋다. 이 기공의

표기나 분포는， 스티랜파 디비닐뺀첸과의 버융 및 원료로서 이용하는 회석쩨의

종류나 배합 버율에 따라 결갱되어지고， 더우기 중합온도나 중합도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

다비닐뺀첸에는 I 0-, m-, p-의 이성체가 존채하고， 그 종류에 있어서 기초 고

환자 모체구효가 다료다. 스티렌 -p-디벼날벤첸의 공중합체의 구조는 춤춤하게

연결한 핵옳 이루고， 이것과 비교해서， 스타렌 -m-다비닐벤젠 공중합채는， 바교

척 폭 넓게 볼포한 3차원 網目구죠롭 형성한다. 또， 스치웬-0- 디비닐벤켄에

있어서는， 가교 중합체는 형성할 수 없다. 아것툴의 이성체가 혼합훤 시판 디비닐

벤젠의 농도는， 약 56%야고， 나머지는 에틸벼닐뺀젠 둥이다.

SDBC는， 소수성의 다공철로， 비표면척이 큰 특성때문에. 지금까지 크로마토그

래피용의 컬럼 충전체 둥， 주로 분석용에 이용되어 왔고， 공업적 생산규모의 교환

반용 탑내의 충전물로서는 부척당한 형상이다. 그래서， 이 미립자상의 SDBC률，

여러가지 다른 형의 혹매담체로서， 그 고성눔을 평가한 住顧동은， SDBC 미렵자

에 백금올 담지한 것올 폴리프로필랜 짚의 표면에 융학시켰다.

여기에서는， 中根 둥이 교환반용규명의 실협올 행하는 가훈데 재발한 SDBC 촉

매구상화， 압출성형， 및 하니캄 구성체 둥에 대해서 말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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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DBC의 제조

SDBC 자체를 미렵으로부터 구형의 촉매답체로서， 그것에 백급을 갖

케 하는 제조공정 및 SDBC의 물성울 각각 그림 2-} 및 표 2-1에 나타내었다.

제조방법은 담채를 만드는 공정 1) - 6)까지와， 백금담지의 공청 7), 8)과의 2개

로 대별된다.

다음에 각 단위조작의 포인트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1) 원료조합

촉매담체로서의 물성요소인 벼표면적， 포아분포， 강도， 및 표면상태를 거

의 결정하는 공정이다. 기본적으로는， 공중합체와 친화성이 있는 팽윤제와， 친화

성이 작은 침전제를 모노머와 혼화하는 조작이다.

2) 현탁중합

현탁질을 분산시칸 물 속안에 포노마를 분산시카고， 중합시키는 주요한

공청이다.

3) 水洗 (물로 씻음)

4) 체로 나눔

체에 의해서 필요한 입도 ( 1- 6mm )를 얻도록 한다‘

5) 회석제 추출세척

원료로서 가해친 희석제를 용매로써 세척 추출하는 조작이고， 희석제와

SORe와의 친화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활 필요가 있고， 추출이 불충분환 정우， 촉

매활성이 저하하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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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조

담체를 가온한 상태로 고순도의 불활성가스를 흘리고， 휘발성분을 제거하

는 공정으로， 담체가 변질하지 않는 한 고온이 바람직하다. SDBC 의 내열환계

는 찮)()'C이다.

7) 백금담지

염화백금산의 아세톤 또는 알콜 용액을 담체에 합침시켜 담체에 염화백금

산을 부착한다.

8) 환 원

충분히 건조된 염화백급산이 부착한 담체를 컬렴에 넣어， 가열하면서 고

순도 수소가스를 흘려서， 염화백금산을 백금으로 환원환다.

Q

υ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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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화활첸 단브l날 베첸

족합

줄합

순젠

-챈록난효，

흰켈첸호출젠캘

좌조

뱀.효죠초죄

효족

Hι휠· ~월

첼」풀

그 립 2-1 촉 매 체 조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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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담체의 물성

바표면적

평균공경

공용적

곁보기 비중

내열한도(장기사용시**)

400-많Om2jg

200-750A
2-3mνg

O.2-0.25g/ml

360(230**) "c

3) 구형 SDBC 의 성질과 촉꽤활성

snBC 의 구상화애 있어서 업자경을 결정하는 인자로서논， 중합과정에

서의 교반방법， 분산제의 종류와 첨가량 및 모노마 혼액의 점도나 표변장력 둥이

다. 미립상의 쪽이 촉매활성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당초 예상한， 비표면적이

큰 것은 그렇게 활성에 좋은 경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매활성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은 포아 분포야고， 포아의 명균정을 수백 -1，아)()A 정

도로 하면， 거계 강도는 조금 저하하지만， 활성은 높아진다.

(나) 압출 성형담체에 의한 촉매의 시작

구형 담체생산의 실용회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소정의 구형을 얻는

收率이다. 담체의 원료혼합물을물로 분산 현탁시킬 때， 쓸모없는 업자가 상당량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입자 사이즈가 작을수록 교환반용탑의 충전충에서， 수소， 수층기 및 액체수의

원활한 통과를 방해하고， 압력손실이나 물의 범람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구형

의 경우로 찰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용화 때의 연속생산의 점도 서로 생각하여，

원통형， 반원통형， 및 십자형을 선택했다.

다음에， 물성에 대해서 보면， 압출성형의 담체는， 구형의 것과 벼교해서， 셰공용

적， 평균 가공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착아진다. 이것은 성형시의 압축， 또는 각 체

조공청 중의 회석체의 휘산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연속생산보다

처라속도수가 많다면 그 차가 적어진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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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축매활성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입자의 기하학적 표면쩍(S)와 체적

(V)와의 비 (SN비)를 구하여， 상대활성(k’)와의 상관을 조사했다. S!V가 높은

만큼 결국 형상이 복참한 만콤， k'도 높은 정향이 보여지지만， 압출성형품은 직

선부분야 많기 때불에 충전충내에 밀접하고， 가스의 유퉁을 방해하고， 혹매활성을

저하시켜는 것도 되므로 형상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를 요구한다.

치금까지의 구형 및 압출성혐의 실협에 있어서， 기체， 액체 교환반용 컬i럽의 촉

매층의 합력손실에 의한 영향이 큰 것을 알고， 하니캄 구조체에 주목하고， 그 활

용올 검토했다.

당초， SDBC 하니캄 구조 담체의 시작을 검토했지만， 여하튼 기계강도에 문체

가 남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 활용촉매의 담체로서 이용되어지

는 하니캄 형 무가질 기쩨률 이용하고， 그렇게 SDBC률 도포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 결파， 벗겨 떨어질 염혀도 없고， SDBC를 굵일하게 도포할 수 있고， 촉매활성

kya 도 35.9 sec-
1에 달하는 하니캄혐 소수성 백금촉매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했

다. 그때， 기채-액체 분리의 교환반용 칼람의 조작에 있어서 ， 5cm 촉매충고로

l m.mAq Om/sec H2 gas)이하의 압력손실이 있었다. (30't측정}

표 2-2 촉매활성(기상법〉

형식 크기(mm) 활성 kya(sec-1
) 압력강화(mmAq)

구형 3.3-4.7 48 4
4.0-핍.7 21 1

원통형 1.3*3L 80 62
3*5L 40 8

4*5L z1 5
십자형 2T*6W*5L 31 26
반훤통형 6 *112*5L 14 3
하나캄형 3O*50H 36 <1*

또， SDBC의 하니캄 구조에의 도포에 있어서， 담체의 흡수성이 그 부착력에 커다

란 영향을 차지하는 것올 알 수 있었다. 더우기， 하니캄 구조체의 벽의 펴치의 크

고 작옴은， 촉매활성과， 물의 용축 둥에 의한 눈막협과의 양면을 고려하여， 척당

한 폭올 결정할 필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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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압출성형 및 하니캅 형의 대표적인 활성 측청치와 압력손실을 결론내려

보면， 표 ，，2-2와 같이 된다.

(다) 백금담지량과 촉매활성

백금담지량은， 백금촉매가 다량으로 펼요하다고 추정되는 중수의 교환법

에 의한 공업척 생산을 생착하면， 가능한 한 적은 것이 바람직하고， 벼표면척이

콘 SDBC담체에， 높용 분산도에서 백금을 담지시키는 것이， 그 목척에 부용하다

는 것은 발할 필요도 없다.

촉매활성(Kya)와 백금담지량과의 관계룰 조사해 보면， 백끔담저량올 많게 하

면， 촉매활성은 향상된다. 한편， 백금상당의 촉매활성은 반대로 져하한다. 극도로

백금량을 내려면 백금상당의 활성은 크게되지만. kya가 내려가고， 촉매담체가 다

량으로 되어， 촉매탑의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백금담지량 0.2판.3%가 l합리적이

라고 생각되어진다.

구형과 압출성형과는 포아분포가 비슷하기 때문에， 백금랍지량과 촉매활성과의

판계는 같은 청향올 나타낸다. 한편， 하니캄형으로는， 0.3% 백금담치에서 기상법

에 의한 촉매활성은. kya의 I경균치 24 sec-1
을 얻을 수있다.

(라) 전자현미경에 의한 백금담지의 검색

SDBC담체에 백금을 담지시칸 경우， 백금의 분산성의 상태를 아는 것은，

촉매활성을 판단하는 단서가 되고， 나아가서 최척의 백금담지법을 아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구형 또는 압출성형 촉매에 대해서 전자현미경에 의한 검색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촉매의 활성도를 백금의 미세한 담지상태에서 명시하는데는 이르지 않았지

만， 청향을 파악할수 있다. 즉 당체 SDBC의 비교적 큰 포아에 수십 A의 백금

미립자가 답지 되어쳐 있는 것이 활성이 높다. 또， 구형촉매에 있어서는 표충에

백금담지한 편이 활성이 높은 것을 확인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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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성 백금측매 ’

일본 후겐의 신형전환 중수로 에서는 스티렌·디버닐벤젠 공중합체 촉매률

재벌 사용하였다. [2-16] 원래 물-수소 동위원소 교환 반웅운 이중온도탑에서 70

℃와 2OO'C에 20 기압 청도로 운전될 수 있을 것이다. SDB는 3OO'C까지 소수성

을 나타낸다고 한다. 촉매 및 시스댐운 Shoko 通商주식회사 정밀화학품부， 통력

로 핵연료 개발사업단， 공업기술원 북해도 공업개발시협소， 이화학연구소， 동청공

업대학 원자로 공학연구소， 昭和電I(주>， 日揮(주)둥의 71 업어 참여하여 개발 하

였다.

, (3) 폴리스티렌 고분자혹매와 특성

여러가지 소수성촉매 담체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 스티렌(PS)계 률 중

점척으로 연구하였다. 그 야유는 PS 계 담체는 쩨조가 비교척 용이 하고 다른

고분자 담체에 비하여 기공크기나 촉매입자 크기 둥의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이

다. [ 2- 1 ] 또한 고분자 담체를 채조환후 백끔을 담지시키고 이를 수소분위기

하에서 환원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온도가 휴지되어야 하는데 대부푼의 고분

자들은 혼도에 매우 약한 반면 PS-DVB (폴리 스티렌-디벼닐 벤젠

(divinyl-benzene» Copolymer 는 온도에 비교적 강한것으로 알려져 었다.

PS 계 담체는 일상용으로 널리쓰이는 이온교환수지이며 상용으로 쓰이논 것

온 이미 이옹교환기가 불어있어 매우 친수성이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맞는

소수성 촉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순수한 PS 담체의 제조가 필요하다. 스티렌을 고

훈자 합성시킬때 그 기계적 강도를 중가시키가 위해서 주로 디벼닐 벤젠(DVB)으

로 copolymer 률 만들어 쓰는데 이때 DVB 의 함량이 높고 척당한 용매률 사용

하면 쩨조된 촉매는 거시 71공 형태 (macrore다ell없r type) 의 PS 촉매로 합성되며，

이러한 거시기공형태의 많 폴라머는 용매 훈위기 아래서 팽윤 현상이 거의 일어

나지 않으며 색깔도 불투명하고 기계적 강도가 작다.

거시기공 형태의 폴리머에 상반되는 개념의 폴리머로서 첼형태(g러띠ar type)

의 폴리머가 있는데 이 정우 척당한 용매분위기 하에서 팽윤현상이 일어냐며 미

세 기공툴올 많이 포합하고 있다. 그러나 젤형태의 폴라머는 팽울되지 않을정우

거의 기공야 냐타나지 않는다. 이들의 특성을 표 2-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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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성 촉매를 주로 사용하는 시스댐의 분위기는 물이므로 따라서 소수성올 휴

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기공 형태의 답체가 필요하다. 즉 첼 형태의 폴리머를 담

체로 사용할 경우 담체가 소수성이며 분위기가 물이기 때문에 이련 폴리머논 평

윤되지 않고 따라서 기공도 형성되지 않으며 결국 촉매로서의 역활율 할 수 없게

된다.

PS 의 특성을 결청하는 인자는 여러까지가 있다. 계면활성제， 수용액상파 유

기용매상의 버， 모노머 (monomer)/용매의 비， 교반기의 회전 속도동윤 고분자 입

자의 크기를 결청한다. 이에 반하여 용매의 총류 및 용매중 팽윤체 (solva파19

agent)1첩전체 (non-solvating agent or preci띠tator)의 벼 는 기공의 크기 및 분산

올 결청한다.

Miller 둥은 툴루엔(toluene) 을 I행윤제로， 훨탄(b맹떠ne) 을 약한 첨전체로 사

용하였올 때 사이클로 헥산(cyclohexane) 의 reg외n 을 거시 기공이 형성되었는

자를 알수있는 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기공이 형성되는 메카나즘을 설명하

였다.

실험결과 거시기공이 행성되는 범위로서 가교도(cross파lkage) 가 20 일때 휴기

용매상에 포함되어 었는 모노머의 분율이 0.6 이하， 가교도가 40 일때 휴기용매

상에 포합되어 있는 모노머의 분울이 0.8 이하 청도가 됨율 보였다. 즉 바꾸어

말하면 유기용매상에서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거시기공이 생성됨을

의미하며 또한 가교도가 커질수록 유기용매 상에서 용매가 차지하는 버율이 작을

수 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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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첼 형태와 거시기공 행태의 고분자 담체 특성

륙성 첼 형태 거시기공 형태

-가교도 낮 다 높 다
- ’I'

’
기재척 강도

갑작스러운충격 높 다 낮 다

지속척언 충격 낮 다 높 다

화학혀 안청성 낮 다 높 다

용 량 (이온 교환시) 높 다 낮 다

척 용 좋운 I명울제가 좋은 맹융째7}

었울때 없을때 액상반용

액상반웅

기상반용

한편 이에‘ 대한 메카니즘온 다옴파 칼이 젤명하였다. 즉 툴루엔과 같온 팽울

체 불철은 고분자반용이 일어나는 동안에 고분자 체인(ch때1) 을 용매상에 충본

허 녹아 틀어 가게 하여 핵(nuclei) 이 척게 엉클어지거1](얹1않ngle) 된다. 결과척

으로 유기용매상에서 용매가 차지하는 부분이 중자할 수록 체인이 점검 더 긴 길

이를 가지게 되며 궁극척으로 용매를 제거하면 핵의 크기와 분리되는 정향에 따

라 핵칸의 채인(intemud없r ch떠n) 이 붕피하게 된다. 만일 가교도를 위한 DVB

의 포함된 분율과 용매상의 분율이 충분히 크면 체인의 붕피는 용매가 완전히 제

거되기 전에 핵끼리 접촉하게 되며 실제 기공은 잔여 용매의 체거에 의해 결정된

다.

용매가 첨천쩨일 정우 모노머 자체가 팽윤쩨이기 때문애 부분척으로 상훈리가

얼어나게 된다. 네트월 체인(network ch외n) 이 형성됩에 따라 이들은 더이상

확장하지 않게 되며 체인은 팽윤되지 않고 핵안에 뭉쳐지게 된다. 결과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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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황게 엉클어진 핵들용 비교척 작은수의 핵칸의 체언에 의해 연결되고 고분자

상과 용매상은j분려된다. 결국 용매틀이 포화되어 있는 copolymer 는 챙윤되어

었는 첼상돼가 될 수 없으며 극단척으로 핵간의 체인이 척으면 적을수록 핵돌은

덜 단단해지고 따라서 copolymer 는 잘 부수어진다.

이와같은 해석방법 이와에 기공형성의 때카니즘올 사용된 용매의 solva피ng

power 의 개념올 도입하여 껄명활 수 있다.

툴루앤-사이를로헥사놀(cyclohex하lOl) 혼합물을 용매로 사용할 청우 전체 기공

옳은 모노머안에 포함되어 있는 DVB 농도가 중가하면 커지고 용매안에 첨전쩨

의 합량이 많을수록 solvating power가 중가하여 기공율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성된 SDB의 기공구조는 고분자반용이 완성된후 건조하는 과청에서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건조된 상태의 copolymer 는 실제 반용사 얻어진 기공구

조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2-e강lylhexyl phth떠ate(DOP)를 용매로 사용하였율 청우， 용매인

DOP가 없올 때는 고분자반용 시스템에 상분리의 진행중 일찍 상 분리가 일어나

며 DVB의 양을 중가시키니까 상분리가 첼화보다 번져 일어나 200-500A의 기공

이 합자기 생성되는 것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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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려의 정도는 가교화합물의 농도， 용매의 종류 및 농도，‘반용온도 둥에‘따라

달라지는데 고분자 합성의 경우 다공성 물질을 체조하는데 쓰이논 용매에는 다음

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었다.

@ 툴루엔이나 dichloroethane과 칼은 팽윤제-

® n-heptane이나 n-buthylalcohol 둥과 깥은 침전제

3 폴리 스티렌과 칼은 선행 고분자 물질

이 경우 툴루엔과 같은 용매를 션택활 청우‘ 그 특성온 기콩이 차지하는 부피는 ’

작고 내부 표변척윤 커지며 기공의 적청(크가)는 작다. 침천쩨를 용매로 사용하는

청우 끼공이 차지하는 부피는 커지고 내부 표면적은 보다 줄어들며 S청균 71공 크

기는 커진다. 세번째 선형 고환자 물질올 사용환 경우는 매우 큰 기공야 생성

되며 반대로 내부 표면쩍은 작아진다.

Miller 둥이 제시한 기공구조가 형성되는 과청을 좀 더 발전시키면 다옴 3단

계로 나눌수 있다. 쳐옴 단계에서는 분자간에 가교된 고분자 microgel들이 형성

되고 이는 모노머-용매 시스템에 녹아질 수 있다. 용매로 작용하는 모노머가

고분자로 전환되면 고분자 체인은 잘 팽올되지 못하고 계속된 고분자 반웅에 의

하여 entangle 된다. 이것은 Sederel 과 Dejong 이 제서한 빽이 된다.

두반째 단계에서 entanglement는 계속되며 핵들은 작은 입자형태로 풍쳐전다.

세번째 단계에서 작은 입자는 다시 뭉쳐지며 어들은 큰 기공에 의해 분리됨다.

이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그림 2-2 에 나타내었다.

이외에 고분자 업자의 생성시 형성되는 입자크기 분포에 대해서는 유기용매상

과 수용액상의 부피비， 교반속도. arnomc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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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않p Me대하디sm Dimensions

1 agglomeration of polymer -
chains

2 nuclei 50 ,- 200 A
(es따nation)

‘

3 microspheres 600 - 5;αJOA

(electron microscope)

4 beads 100 - 1α7 A
(micrometer)

그림 2-2 고분자 생성 메카냐즘

%



2. 촉매반용탑의 구조분석

촉매반용탑의 구초는 전 항에서 소개한 불소수지계열의 촉매률 사용하는 카나

다의 척하충 구조와 일본의 친수충과 소수촉매충올 분리한 개념의 분리형 구조의

두가자로 대별된다. [2-1 - 2-11 ]

상기 참고문헌외 제안된 특허들을 조사하였다.

가. 교환반F용탑

이 발명은 소수성 촉매 몇 천수성 충전물올 사용하여 물-수소간의 수소동위

체 교환반용올 시키는데 유효한 교환반용탑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 종수 농

축의 정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다른 수소동위체 농축 또는 쩨거 process

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이다.[2-12]

수소동위체 교환반용은 소수성 촉매의 표면에서

HD (g) + Hz 0 (g) = H2 (g) + lIDO (g) ------------ (1)

(1) 로 되는 기상반용이 일어나고， 다읍에

lIDO (g) + H2 0 (.e) = H2 0 (g) + lIDO (.e) ----------- (2)

(2) 와 같이 수중기와 물과의 수소원자에 의하여 기액명형이 일어나서 수소중의

중수소원자를 수중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종래에 공업적으로 가장 일반척얀

기액첩촉장치， 즉 그렴 1 에서 보는 바와 칼이 소수성 담체에 백금을 부착사킨 촉

매를 충전고쟁상2 에 었는 교환반용탑1 에서， 수소를 하방에서 상방으로， 물을 상

방에서 하방으로 흐르게 하여， 기액향류로 접촉시킬 경우에 액의 흐릅이 불균일

하게 되는 경향올 보아며， 접촉충 단위용적당의 중수소 교환반용 효율이 저하되

는 것 및 flooding 을 일으키기 쉬운 결첩이 있다. 최근에는 소수성 촉매에 친수

성 입자를 혼합하여 교환반용 속도정수를 크게 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었다.

-70 -



(J. T. Enright, Can. Chern. Eng., vol. 56, 246, 1978) 그러나 이 방법에는 소

수성 촉매가 물에서 잡기는 확율이 높기 때문에 (1)의 반용이 져해되고 또 소

수처라한 촉매상에 직접물이 접촉하는 확율이 높은 것 부터 촉매의 소수성능의

저하가 일어나기 쉽게 수명이 짧게 되는 결컴올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목객으

로 하는 바는 탑내에 소수성 촉매와 친수성 입자률 따로 분리 배치하고， 소수성

홉매충에서는 주로 (1)의 반용율， 친수성 충전충 및 재분산기에서 (2)의 반용올

진행시키는 것에 의해서 (1) (2)의 반용을 원활하게 진행시켜서 촉매충 단위 용적

당의 중수 교환 반용율올 높이논 것 및 소수성 촉매충중에논 수중기률 함유함 수

소률， 친수성 충전총 중에는 물을 주로 흐르게 하여 flo띠mg 속도률 높게 하여，

물 및 수소의 유량범위를 크게 하는 것 둥이다.

즉 본 발명은 고정상올 액의 하강류 부분과 수소의 상숭류 부분으로 분활하고

각각에 물과 수소률 주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천수성 충천물과 소수성 촉매률 교

대로 배치하여 친수성 충전물충에는 주로 물율 흐르게 하고， 소수성 촉P~층에는

수중기률 합유환 수소를 주로 흐르도록 하여， 소수성 촉매층에서는 주로 (1)의 반

용올， 천수성 충전물충에서는 (2)의 반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파 동시에

floo버ng 속도를 높이는 교환반용탑이다. 소수성 촉매로서는， 예률 들면 스티헨

디 버닐 벤젠 공중합체， 폴리사불소에틸렌 혹은 소수 처리한 알루며나-카본 둥의

담체에 액금을 답지시킨 것이다. 친수성 충전물로서는 형상 및 크기가 소수성

촉매와 동둥한 것이 좋다. 예를들변 소수처리한 r-알루미나-카본-백금의 웰혜

트형 소수성 촉매와 r-알루미나멜혜트의 친수성 촉매이다.

충수농축에 용용한 청우의 정적 효과를 첼명환다. 탑청 IDem tp , 물철교환 반용

부의 한 구간의 걸어 20cm로 5충으로 하고， 소수성 촉매충과 친수성 충전물충의

두쩨률 각각 1 em로 하였다. 친수성 충전물충에는 r-알루미나헬례트， 또 소수성

혹매충에는 백금-카본-폴리사불소에틸렌 - r-알루미나- 실리론계의 웰혜트를

사용하였다.

본 발명에 있어서 교환반용 속도청수 Kya는 종래의 충전고청상의 정우보다도

2-3 배， 소수성 촉매와 친수성 업자의 혼합물의 충전고정상의 검우 보다도 약

1.4배 크게 되고， 본 발명의 교환반용탑에서 교환반용탑이 크게 되는 것은 분명하

다. 예를 들면 수소가스 션소도 0.5 m/sec 에서 H. E. T. P.(이론단수 1단에 상

당한 충전층의 높이) 는 종래의 충전고정상의 정우 O.57m, 그리고 본 발명의 정

우 O.강n 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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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반용탑의 탑길이는 H. E. T.P. 와 이론단수의 적으로 표시되며 이론단수는

중수의 농축도로 부터 결정되는 값야다. ~ 탑청은 가스 선속도로 부터 결정한

다'- 촉매의 펼요량은 탑경과 탑길이의 적으로 표시되므로 수소가스 선속도가

O.5rn/sec 인 경우에 중수농축에 필요한 본 발명의 촉매량은 종래의 충전고정상의

1/2.5 배， 그리고 소수성 촉매와 천수성 업자의 혼합물의 충전고정상의 1/1.75 배

로 충분하고， 촉매량의 저감화 및 교환반용탑의 컴팩트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

소수성 촉매와 친수성 압자를 분리배설하고， 각각의 배셜입자중에 수소와물을 주

로 흐르도록 하여， 종래의 충전고정상에 비해서 플래이텅 속도는 크고 또 안쟁한

운전조작범위는 넓게 되는 풍의 우수한 효과를 가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관한 다단 교환 반용탑에 의하면 종래의 충전고청상에

비해서 교환반용 효율은 상숭하고 촉매의 필요량은 저감화 되는 것과 동시에 교

환반용탑은 컴팩트화 시칸다. 더구나 중수쩨조의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했지만

본 발명에 판한 다단교환반용탑온 중수채조 뿐만 아니라 중수중의 삼중수소 제거

혹은 경수중의 삼중수소제거에도 사용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소수성촉매 조제법

이 발명은 기액상간의 화학반용의 촉진， 특히 물-수소가스간의 수소동위체 교

환반웅의 촉진에 아주 적당한 소수성촉매의 조제법에 관한 것이다.[2-13J

현재 실용적인 견지에서 주목되고 있는 기액상간의 화학반용으로서 기체상의

수소화합물과 액체상의 수소화합물간에 있어서 수소동위체 교환 반용이 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경수( H2O )중에 마량 함유된 중수소( D ), 삼중수소 ( T ), 및

중수 ( D20 ) 중에 미량으로 함유된 삼중수소 ( T ) 를 분리， 회수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물-수소가스간의 수소동위체 교환반용이 유망해 보이고 있다. 이 방법

에서는 다음의 (1)- (3) 식에서 보여주고 있논 교환반웅의. 반용속도틀 촉진할 목

적으로서 소수성촉매를 사용하며 촉매금속표면에서는 다음의 (4)-(6)식에 보여

주고 있는 수중기와 수소가스간의 기상반용을 진행시킨다.

H20 ( f)

H20 ( €)

+

+

lID (g)

HT (g)

HDO (~)

lI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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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2 (g) --‘----- (2)



D씬 ( Q)

H20 (g)

H20 (g)

D웠 (g)

+

+

+

+

DT (g)

HD (g)

HT (g)

DT (g)

DTO (Q)

HDO (g)

HTO (g)

DTO (g)

+ D 2 (g) -------- (3)

十 H 2 (g) -------- (4)

+ H 2 (g) -------- (5)

+ D 2 (g) -------- (6)

(g) : 기상 ( e) : 액상

촉매담체가 소수성으로 있기 위해서 알루미나， 실리카 둥의 찬수성담체

를 사용활 때 일어나는 포화수중기의 모세관용축에 의해서 촉매표면어 물로 덮어

씌워져서 촉매활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원리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소수성촉배의

조체법으로서는 종래 다공성의 소수성담체에 촉매 금속염， 주로 염화백금산의 알

콜용액올 함침서칸 후 알흘을 중발시켜서 염화백금산을 당쩨표면상에 담지시킨

후 200t 전후의 수소가스기류중에서 염화백급산올 백금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일

반척이다. 그러나 촉매답체로서 폴리사불소에틸렌 같윤 표면이 불활성이고 또한

형활한 소수성채료를 적용한 경우에는 합첨후 건조과정에서 얄콜에 용해시킨 염

화백금산이 폴려사불소에틸헨 담체표면에 균일하게 중발， 석출되지 않고 국소척

으로 용집， 석출되기 때문에 미세한 백금입자를 담체표면에 균일하체 분산， 답지

시키는 것이 어렵다. 투과형 전자현미경， X선 Microanalyzer에 의한 판찰결과

대부분 (전 백금표면적의 70 - 90%)의 백;금업자는 다수의 업자가 용접되어 0.1

때I (l(뻐A)-lpm 의 cluster를 형성하고 냈는 것이 확언되었다.

이때문에 종래법에서 조제 된 폴리사불소에탤렌계의 소수성촉때는 초기의 활성

은 비교적 높지만 친수성을 가진 백금입자 duster중의 세꽁에 수중기가 모세관용

축올 일으키기 때문에 촉매활성이 셔간파 함께 서서히 처하되는 결점이 었다.

한편 백금입자의 분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계면활성제률 챔가환 귀금속입자

콜로이드액을 합칩， 담지시키는 방법이 알려져 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소수성

촉매를 조제할 때 처럼 하면 소수성담채표변에 직첩 부착된 계면활성제 및 당체

표면에 부착된 백금입자표면의 계면활성제 때문에 담체 본래의 소수생이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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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소수성촉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와 찰은 계변활성제의

분해방법으로서 친수성담체 (일반적으로 무기물) 경우에논 열분해법이 고려되어

지고 있다· (特開昭56-155645) 그러나 열분해법을 소수성담체 (일반적으로 유기

물) 에 척용하면 loot 정도의 비교적 져온에서 계면활성제 뿔만 아니라 촉

매작용에 의해서 담체표면도 분해되어서 촉매의 소수성이 또한 저하된다는 푼채

가 었다‘

이 발명의 목적용 고활성으로 또한 활성이 저하퇴치 않는 다공성 풀려사불소에

틸렌계의 소수성촉매 조제법올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발명에서는 계면활성체의 분해법으로서 질산율 사용하여 처온에서 분해하는

것올 실험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래 산에 강한 다공성 폴리사불소에틸렌 답체가

질산놓호가 높은 경우에는 담체표면상와 백금업자의 촉매작용에 의해 표면부분이

분해되어 소수성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한편， 담체표변에서의 백끔입자의 탈리도

많게 되는 것， 그러나 질산농도흘 충분히 저하시커는 것애 의해서 촉매금속입자

표면상의 계면활성체만올 선택적으로 분해가능한 것，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촉

매는 다꽁성 폴리사불소에틸렌 담쳐} 본래의 소수성을 가지는 것위에， 백금입자의

답지율도 분해전과 거의 변하지 않운 것을 보여주어 본 발명을 창작함에 이르렀

다. 본 발명의 특정은 계면활성제로 코팅시칸 촉매금속업자를 함유한 알콜액을

소수성담체에 함첨시키는 과정과 계면활성체로 코팅시킨 촉매금속입자를 소수성

담체표변에 석출시키는 과정과， 촉매금속입자 표변의‘계면활성제률촉매금속입자

의 촉매작용하에서 담체자신이 산화，분해되는 속도가 계면활성제의 r 산화， 분해속

도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에 의해 담체 본래의 소수성을 손상하

지 않고 분해하는 과정 둥에 의해서 소수성촉매를 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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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I

염확빽금산 7.5g 율 메틸알콜 90cc에 용해시킨 것과 폴리비닐피로리돈 (중

합도360) 3.3g 올 메털알콜 150cc에 용해시칸 것율 혼합시킨 후 혼합액올 약 30

분간 가열하여 환류환다. 그 후 수산화나트륨 3g 을 메틸알콜 l00cc에 용해시킨

것올 상기 혼합액에 척하시킨 후 stirrer 에서 혼합액을 교반하면서 가열하， 환류

환다. 환류개시후 약 40분애서 혼합액이 갈잭에서 혹색으로 급변하여 빽금롤로이

드가 생성한다. 그 후 다시 10분칸의 환류툴 행한다. 투파형 전자현미경에 의환

관활결과 얻어진 백급롤로이드의 명균 입경은 약 30A 이었다. 다옴에 상거

백금롤로이드의 메타놀용액중에 기공율 50%의 실린더 狀 (내청 6mm rp , 외갱 8mm

ψ ， 높이 7mm) 다공성 폴리사붙소에틸렌을 침적시키고 초읍파진동기에 의해 가진

시키면서 약 10시간 합침시킨다. 그 후 철소가스크로하에서 약 120'C로 l시간

교반시키면서 건조시킨다. 투과행 전자현미청에 의한 판활결파 폴리사」불소에틸

렌 담체표면상에 2O-l(뼈A의 백금입자및 백금입자 cluster 가 람일하께 분산되

어 있고， 2000A 이상의 cluster 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옴에 상기 건조된 축

배를 1 - 13.5 규정농도의 질산용액에 첨척시켜서 분해시켰다. 분해소요시간

및 분해완료후의 백금입자의 탈리융 [(분해전의 백금담지량 - 분해후의 빽금

담지량)/(분해전의 백금담지량)] 률 분해용도의 함수로서 살뼈 보면 질산농도가

7규쩡농도 보다 높은 경우에는 강한 산화력 대문에 촉매금속입자표변의 계면활성

체만으로 이루어지고 촉매입차와 다공성 폴리사불소에틸랜 표면의 접촉부에서도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꽁성 폴리사불소에틸렌 표변에서의 백금입자의 탈라가

일어나는 동시에 담체의 소수성도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것으로 부터 아래에서

분해조건으로서 상기 건조촉매를 4퓨청농도의 질산수용액에 첩척 시키고 90t에

서 약 2시칸 분해시칸 후에 촉매를 충분히 세청시킨 다음 질소가스 흐름하에서

약 lOOt:에서 1시갇 건조시켜서 최총척인 촉매률 얻었다. 이와 갈이 하여 얻어

진 촉매의 소수성은 담체의 그것과 거의 바뀌지 않았다. 또 팩금업자의 분해상

태도 분해전과 거의 같았지만 차라리 입해적언 빽금입자 cluster는 명균적 (다공

성 폴리사불소에틸랜 표딴에 단충으로 부착) 으로 되는 청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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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본 설서예에서는 계면활성제로서 중합도 360의 폴리비닐피로리돈을 사

용하였으나 이 이상의 중합도를 가진 폴리비닐 피로리돈， 혹은 폴리메탈비널에데

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백금콜로이도의 생성초기

부터의 환류시간올 10분으로 하였지만 콜로야드업점이 환류시칸파 함께 중가하므

로 환류시간의 체어에 의해서 콜로어드입경을 입의로 제어가 가능하다. 예를 들

면 콜로야드 생성후의 환류시칸 10시간일 때 콜로이드입경은 대략 JOOA이다.

• ‘ 예 2

실시예1 과 같져만 소수성담체로서 거공율 50%의 다공성 폴리사볼소에틸렌

댐신에 다공성 폴리사불소에틸렌중에서 3Owt%의 불화탄소를 첨가하였다. 거공율

50%의 불화탈소에 다공성 폴리사불소에틸렌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인 촉매에 있

어서 백금업자의 분산상태는 순수한 다공성 폴랴서불소에틸렌을 사용한 경우와

같지만 불화탄소입자의 부분에는 20 - l00A 보다 미세한 백끔입자 및 백금

cluster가 다공성 폴리사불소에딸웬 표면보다 고밀도로 분산， 답지된다는 것을 인

지하였다.

• 예 3

예 1 파 같지만 메털알콜 대선에 이소프로필알콜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수

산화나트륨의 어소프로필알콜용액 첩가후 약 20 - 60분에서 백금콜로이드가 생

성한다. 그러나 메틸알콜을 이용할 때 보다도 콜로이드의 안전성이 나쁘고 일부

는 첨전올 생성하지 않는다. 상동액중의 백끔콜로이드의 평균입경은 약 50A이

다. 이소프로필알콜의 경우 폴로이드액어 다공성 폴리사불소에틸렌 담체중애 합

침시키기 쉽고 떼틸알콜에 비해서 합침에 요하는 시간을 1/5정도로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최종적인 촉매에 있어서 백금입자의 분산상태는 메틸알콜외 경

우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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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 4

예1 과 같져만 염화백굽산의 메틸알콜용액 대신에 염화백금산 5g 과 염화로

륨 2g 의 혼합메털알콜용액을 사용하였다. 야 경우 수산화나트륨의 메틸알콜용

액 첨가후 ·약 5 - 20분에서 백금 및 로륨콜로이드가 생성한다. 그 후 1시간동

안 환류시킨다. 백금콜로이드， 로륨콜로이드의 평균입경은 약 30A이다. 최종쩍

인 혹매에 대환 백금업자의 분산상태는 예1 과 거의 같다.

(1)식의 좌방향의 반용에서 생성된 lID농도를 촉매충전칼람의 출구에서 가스크

로마토그라펴에 의해서 측정하고 촉매활성의 목표로하였다. 활성치는 단위 귀금

속에 대해서 규격화하여 창대치로 표시하였다. 소수성답체로서 스’티렌 디비닐벤

챔 공중합쳐I (이하 SDB 라고 칭한다) 처렴 소수성이 다공성 폴리사불소에틸렌

보다 약하고 또한 표면의 불활성도가 약한 재료툴 사용한 정우에는 종래법에 의

해서도 빽금입자의 균일분산화가 가능하고 초기활성도 안정하다. 그러나 강소수

성재료인 폴리사불소에틸렌올 사용한 경우에는 초기훌륭성운 SDB 촉배의 녕청도

로 낮고 또 운전과 동시에 활성이 서서히 처하환다. 이것에 때하여 본 발명에 의

한 폴리사불소에틸렌촉매의 경우에는 초기활성이 2-3 째로 향상됨과 동시에 운

천에 의한 활성저하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다시 폴리사불소에틸랜촉매의소수

성이 SDB 촉매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촉매충전칼랍중에서 물안재가 용집， hold

되는 비윷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옮전초기의 활성처하도 적지 않다. SDB 촉매의

청우 보다， 퍼 유효하게 촉매활성올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폴리사불소애틸

렌 표면이 불활성이기 때문에 SDB 촉매에 바해서 수중의 불순물에 의환 표면오

염이 되지 않게 처리수의 전처리를 간략화 할 수 있논 플랜트구성상의 여점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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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예 1

계면활성체의 분해방법으로서 산소가스 분위기에서 열척으로 분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랴나 소수성담체로서 다공성 폴리사불소에틸렌을 이용한;’ 경우에는

촉매금속입자의 존재하에서 계면활성쩨 (폴리비닐피로리돈 또는 폴리메틸비닐에

데르) 의 분해온도 ( 230-250t ) 가 다콩생 폴리사불소에틸렌 담체의 용융온도

( 약 240 "C ) 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t 담체를 변질 시키지 않고 산소가스 농도l

의 조청에 의해 계면활성제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것온 어렵다•

• 변형예 2

화학적 산화제로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산화수소의 분

해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용액중의 파산화수소 농도의 초청에 의한 산화력의 제

어는 어렵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꾀하의 효과를 얻올 수 있다.

1. 촉매의 초기활성이 종래법의 촉매애 비해서 2-3 배 향상된다.

2. 소수성담체상의 촉매금속입자 ·cluster 중에서 수중기의 모세판 용축에 가인한

촉pH활성처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그림2 는 본 발명의 각 실시예와 종

래 방법과의 효파룰 비교한 것이다.

이 발명에 의하면 고활성에서 또한 활성저하가 없는 다공성 폴리사불소에틸렌

계의 소수성촉매 조체법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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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수소동위혜 교환반용촉매

여 발명은 물 - 수소계의 동위체 교환반용에 의하여 수소동위체를 농촉하기

위하여 유효한 촉매에 관련된 것이다·[2-14] 중수로의 감속재로 사용되는 중수

의 제조 혹윤 뼈연료 채처려 공장의 배수중에 함유된 삼중수소 제거에 대하여 수

소동위체의 농축71술확립이 시급한 형편이다. 수소동위체릅 농축할 가장 유력향

방법으로 이중온도 교환법이 있다. 이 방법은 물 - 수소계의 경우

H2 0 ( Q) + HD (g) = HDO (t) + H2 (g) ----“-‘-- ( 1 )

의 반용에 있어서 평형정수 K의 온도에 의한 변화를 이용하여 수소동위체를 농

축하는 것이다. (1)식의 동위체 교환반용은 반용속도를 대단히 빠르게 하기 위해

서 촉매존재하에서 진행사킨다. 그러나 종래 사용하였던 친수성 촉매 예를 들면

알루미나담지 백금촉매에는 액상의 물이 촉매표면흘 뒤덮도록 하기 위해 기체성

분의 촉매표변에의 확산이 곤란하게 되고 촉매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가 없

었다. 따라서 (1)식의 반용을 효흩좋케 하기위한 촉매로서 소수성촉매의 개발이

펼요하다. 소수성촉매는 표면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은 촉매표면의 전체률 도

포하게 되고 따라서 기체성분도 쉽게 확산되어 반용이 진행된다.

최근에 폴리사불소에틸렌둥의 소수성답체에 백금둥의 성분을 담지환 촉매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수성담체는 통상 다공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담

체의 내부는 반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용활성점이 조금 낮기 때문에

촉매의 성능은 충분하지 않은 결점이 었다. 물-수소동위체 교환반용에 있어서

담체의 구명구조에 판해서는 종래에 사용되고 없던 활성탄， 알루미나퉁이 가진

공청이 수 A - 수 l00A 이므로 소수확쳐리가 곤란하므로 세공내의 촉매표면윤

물로서 도포되어지고 만다. 또 이와 같은 미셰공에서는 물질이동이 충분하게 진

행되지 않기 때문에 세공내의 촉매 성분은 반용에 기여하지 않게 된다. 이 발명

은 이러한 종래의 촉매의 결점올 개량하고 똥위쩨 교환반용애 대하여 높은 활성

을 가진 소수성촉매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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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본 발명은 0.1 - 100,um 의 孔性을 가진 다공질의 폴리사불소에틸

렌올 답체로 이용하가 혹윤 그 위에 백금， 팔라륨， 로륨， 루테늄의 1종， 또는 2종

이상의 성분을 0.01 - 10 중량% 담지한 물 ‘ 수소동위체 교환반용용 촉매를 처l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다공질의 폴리사불소에틸렌은 통상 시판되

고 있논 불소수지 ( 듀풍사체 테플혼， I껴I社체 고프택스 풍 ) 가 었고 백금， 팔!

라륨， 로륨， 루테늄은 염화물 혹은 활로겐화물둥 유기용매에 가용성인 것으로서

전기의 소수성혹매에 l종 또는 2종 이상을 담지한다. 여 발명의 실시 예률 야래

에 상술한다.

• 예 1.

0.05, 0.1, 50, 100, 때OJLl1l의 공경을 가진 폴리사불소에틸렌을 각 5mm，두께 lmm '

로 한담체에 염화백금산을 용해환 아세톤용액을 含홉하고 건조후 2OO'C 에서 수

소를 환원하여 촉매률 조제한다. 담쳐l상의 백금 답지량은 어느것도 0.5 중량%이

다. 활성시험은 내경 30 9>의 스테인레스판에 촉매률 높이 IOem 충전하고 반용관

상부로 부터 10% D20 를 4cc/mm, 하부에서 H2 가스률 32/mm로 향류 접촉시켠

다. 반용이 평형에 도달한 시점에서 출구가스중의 HD 농도를 가스크로마토그라

피에 의하여 측정한다. 반용온도는 50L;, 반용알력은 1071압 이다. 반용율 η 를

아래 식과 같이 정의한다.

Xo - XL

η --

Xo - Xe

여기서 Xo는 업구가스중의 HD 농도， Xt 는 출구가스중의 HD 농도， Xe 는

HD의 이론평형값이다. 표 1 에는 상기 촉매의 η 값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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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청 및 η 값

n
No. 공 청 (μm)

훌리사불소에틸렌

l 0.05 0.40
2 0.10 0.72
3 1 0.82
4 50 0.75
5 100 0.65
6 200 0.50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갇이 거대공을 가진 소수성담체률 사용하면 동위체 교환반

용에 대하여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안다. 또한 표 1 로 부터 0.1때 이하 혹은

100때 이상의 공청에서는 η 값이 저하한다. 따라서 최적풍경의 범위는 0.1 

100j.llJ1 이다.

• 예 2

공청 1JQ1l 를 가전 실시예 l과 같은 ’형상의 폴리사불소에틸렌에 백금， 팔라

륨， 로륨， 루태늄을 1총 또는 2종 이상을 용-해시킨 아세톤용액을 합침하고 천조후

200'C에서수소를 환원한다. 상기 촉매의 활성율 표 2 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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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 촉매성분파 담지량 및 η 값

No. 촉매성분 담치량 ( % ) η

1 pt 0.5 0.82
2 Pd 0.5 0.72
3 Rh 0.5 0.75.
4 Ru 0.5 0.78
5 pt 0.2 0.76

Pd 0.3
6 Pt 0.25 0.70

Rh 0.25
7 Pt 0.25 0.80

Ru 0.25

표 2 로 부터 백금， 팔라륨， 로륨， 루테늄 단독 혹은 흔합물은 높은 활성올 가지

고 었다.

• 예 3‘

공경 5OJ.lIll 를 가진 실시예 1 과 동월한 행상의 폴리사불소에틸렌에 백금을

0.005, 0.01 , 1, 5, 10, 15중량% 담지시컨 촉매를 실시예 I 파 같은 방법으로 하여

조체한다. 상71 촉매의 활성을 표 3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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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공청 5OJ.llIl의 백금담지량에 따른 ? 값

No. 공정 (μm) 촉매성분 담지량 ( % ) n

1 50 pt O.αE , 0.30
2 g pt 0.01 0.55
3 50 pt 0.10 0.70
4 50 pt 1 0.80
5 50 pt 5 0.88
6 50 pt 10 0.91
7 50 pt 15 0.91

표 3 에서 보면 백금답지량이 충가함에 따라 활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10중량%

이상에서도 효파가 나지 않으므로 0.01 - 10중량%의 범위가 좋다. 이상의 실시

예에서 보는 바와 칼이 공경 0.1 - 100때 의 거대공올 가진 소수성의 다공질담

체에 0.1-10종량%의 백금， 팔라륨， 로율， 루테늄을 담지시킨 촉매는 수소~물동

위체 교환반용용 촉매로서 매우 유효하다.

라. 동위체 교환반용 장치 [2-1되

이 발명은 동위체 교환반용 장치， 특히 중수감속형 원자로 (중수로) 에 사용되

는 중수중에 합유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동위체 교환반용 장치에 관한 것이다.

중수로에 사용되고 있는 중수는 중성자를 조사 받아서 삼중수소를 함유하게 된

다.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약 12년으로 킬기 때문에 중수중의 삼중수소 농도는 종

수로의 훈전시감에 버혜해서 중대한다. 중수가 펌프，밸브 둥오로 부터L 누설되는

것울 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피폭저감 및 삼중수소의 환;셜방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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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하기 위해서는 중수중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고 중수중의 삼중수소 농도를

아주 낮게 억체할 필요가 있다. 중수로 부터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동위체 교환반용과 액화증류법을 조합한 방법이 있다.

소수성 촉매는， 예툴툴면 폴리에틸렌과 같이 불에 렷지 않는 담체에 백금을 당지

시킨 것올 사용한다

이 촉래로 부터

DTO (R,) + D2 (g) • D2 0 ( £ ) + DT (g) --•--- (1)

(1)에 표시된 동위헤 교환반용올 진행시켜서. 삼충수소 함츄중수 (DTO) 중의 삽

중수소는 채거한다.

그런데 중수중의 삼중수소를 효율적으로 채거하기 위해서는 소수성 촉매의 성

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환 과제이다. 촉매의 성능에 직접 영향올 주는 언자

는 촉매충에서 액의 유동상태에 있요며， 촉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액

이 촉매충을 균일하게 유동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 된다. 그러나 소수성 촉매는

그 표면이 물에 횟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었기 때문에 액이 뿔균일하게 측매충

올 흐른다. 이흔바 channelling 현상이 생기가 쉽다. 이 때문에 촉매의 성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혹은 불안정 하게 된다. 측매의 성능이 저하되면 중수중의 삼

중수소률 효과척으로 제거하기 곤란하고 동시에 교환반용탑 출구의 D2 가스중

의 DT농도가 낮게 되며， 후단의 액화종류탑의 용량올 미리 크게 할 필요가 있

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결점을 없애고 소수성 촉매의 반용효율

올 향상시킨 동위체 교환반용 장치를 제공하는 것올 목적으로 하며 소수성 촉매‘

의 존재하에서 중수중에 혼입된 삼중수소률 동위채 교환반용에 의해 제거하는 장

치로서 소수성 촉매충내에 친수성 충전체를 혼합시키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것이

다. 즉 본 발명은 소수성 촉매총내에 친수성 충전체률 혼합시킨 것에 의해서

channelling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수성 촉매의 반용효융을 향상시킨 것으로

서 특히 소수성 촉매와 찬수성 충전체와의 혼합벼 y 가 각각의 둥가직청을 d1 ,

d 2 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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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d1 <1 의 경우는 r < 2 - 2 (d2 /d1 - 1 )2

d2 /d1 늘 1 의 정우는 r < 2 ’- ~(d2 Id1 ‘ 1 )2 ------- (2)

인 경우에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7 률 크게 하면 친수성 충전체의 영향으로 액이 channelling 현상울 일으키는

확률율이 척어서 성농은 향상되지만， r 를 크게 하면 충전층의 킬여가 얼청하기

때문에 소수성 촉매의 충전 비율이 작게 되며， 액이 촉매와 접혹하는 확률이 작

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동위체 교환반용은 1차반용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교환반용기 하부의 가

스중와 삼중수소 농도는 매우 낮다고 생각되어치기 때분에 이 청우의 반웅속도

정수 K는 다음파 같이 표시활 수 있다.

K 2.3 x

F ay

x - ----------------------------- (3)

h x

여기서 F: 가스 선속도 (eml않것d

h: 충천충 높이 (em)

a : 분라계수 ( - )

x: 교환반용기 상부의 중수중의 삼중수소 농도 (ppm)

y: 교환반용기 상부의 가스종의 삼중수소 농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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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식으로 부터 F , h, x 를 얼청이라고 하면 a는 온도에 의해서 결청되

는 정수이묘로 K는 y어1 바혜한다는 것올 알았다.

이 식으로 부터 F , X , Y 률 얼정이라고 하면 h 는 K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았다. 즉 교환반용기 출구 까스중의 삼중수소 농도를 어느 월정치로 하는 것

은 K값이 를 만큼 충전충의 높이는 낯게 된다.

이 발명에 의하면 다옴과 같은 효과가 었다.

- 촉매충의 반용효율올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치의 compact 화가 가능하

다 ..

- 소수성 촉매량올 저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

- 친수성 충전체에 의해 불순불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촉매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다.

3. 혹매형 중수숭급기

가. 후첸 종수숭급기 깨요

중수는 천연수중에 약 α015% 밖에 폰재하지 않고， 원자로의 갑속재로서， 사용

할 수 있는 원자로급 중수 (99.7% 이상) 이 되기 위해서는， 다단식의 농축탑인

대규모 중수쩨조 플랜트률 필요로 하고， 높은 가격인 물건으로 되어 었다‘ 또，

우리나라에는 중수체조 플랜트는 없고， 중수의 초달은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

고， 게다가 법규제상 국제규제물질로 되어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중수의 열화 (경수가 혼입하고 중수농도가 원자로중수 보다

도 저하 하는 것) 및 누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생환 열화중수를 정체 (원자로급

중수에 다시 농축하는 것) 해서 다시 이용하는 기술 〈이하 [중수 recycle 기술] )

의 확립이 중요하다.

[후겐]에 있어서는， 중수계통에 대해서， 중수의 열화 및 누설방지를 고려한 셜

계를 행하는 동시에， 2 종류악 중수정제 플랜트를 설치하고， 중수 recycle 기술의

확립을 도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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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단계로서， 고농도 열화중수 (중수농도가 95%이상의 것) 의 정제 때문에，

수전해법에 의한 중수청제 플랜트 (중수청제장치 1) 를 설치했다. 중수전해법에

의한 중수정제 플랜트는， 농도가 높고， 정재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경체척으

로 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얼본에서는 일본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중수로의 중

수제조에 척용된 질적이 었다.

제 2 단계는， 저농도열화중수 (중수농도가 95%보다 낮윤 것) 의 정체 때문에，

불.수소동위체교환반용법에 의한 중수제조 품랜트 (중수정채장치 ll) 를 셜치했다.

소수성백금담체를 이용한 물.수소동위체교환반용법의 개발은， 상막중앙화학연구

소， 북해도공업시험소，이화학연구소둥에 위탁하여， 기초적 개발을 행하고， 실용화

개발은 [후겐] 에 pilot 시험장치를 설치하끄， 각종 특성시험을 거쳐 플랜트를 설

계 건설했다.

중수정체장치 R의 운용을 통하여 [후젠]에서 발생하는 열화중수의 거의 모든

전체량을 다시 이용활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해외에서의 중수구입아 펼요하

지 않게 되고， 중수 recycle 기술을 확립할 수가 있었다. [ 2-17 ~ 2-29]

냐. 후겐 원자력발전소의 중수운용

[후겐] 에 대한 중수운용기본 cycle 은 다음과 같다.

중수 계통내에 장전 되어져 있는 중수량은 약 l OOt 이고， 그 순도는 중수농도

99.7% 이상으로 유지되어 었다. 중수관련계통에 관해서는， 경수의 혼업에 의한

열화의 방지 및 누젤 방지의 설계 동을 세울 수 았는데， 다움같온 원자로의 운천

에 동반한 작업에 있어서 열화중수가 발생한다.

1) 중수정화계의 이온 교환수지의 교환

2) 중수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sampling. 분석

3) 중수계 기기의 개방점검동의 관리

열화중수의 대부분은 t 1)의 중수정화계 이온교환수지의 교환시의 경수화와 중수

화에 의해 발생환다.

열화중수는， 중수 recycle 에 의한 운용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고농도열

화중수와 저농도열화중수로 분리해 저장하고， 고농도열화중수는 중수정제장치 I

에서， 저농도열화중수는 중수갱제장치 II 에서 각키 정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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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화충수의 청제

표 2-7온 중수정제장치 I 및 중수정체장치 n 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2-7 충수정체장치 사양

내 용 중수전해장치 물.수소 교환반용 ‘

운전방법 뱃취 끊천 연속훈천

주요기기 무격막 갑용식 전해조 기액분리형 교환반용탑

체라중수

처리량 5 t / 년 10 rn3
/ 년

• 가동시갇 8000 h /년 7000 h /년
• 표준중수농도 95wt% 30 wt %
삼중수소표춘놓도 12 Ci/l 4 Ci /1

제품중수

생산량 4.4 t / 년 이상 2.4 m3
/ 년 이상

중뚫도 99.8 wt % 이상 99.8 wt % 이상

천도도 5 μ S/cm 이하 5 μ S/cm 이하

배수 삼중수소 놓도 - 1 μ Ci/l 이하

‘ (재결합수를 100배 회석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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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천해법에 의한 중수정제장치 I

(가) 수전해법의 원려

정수 (중수) 는， 전기분해 (이하 I전해] 라 한다) 에 의혜 수소 (중수소)

와 산소로 불해한다. 경수와 중수를 포함한 물올 전해하는 반용은， 다옴 식으로

나타낸다.

I-hO + 않o + 2e- • H2 + 20D- (1)

H20 + D떼 + 2e- • D2 + 20H- (2)

이 반용에 있어서 수소 (H) 와 중수소 (D) 의 과전압이 동일조건하에서는D쪽이

크기 때문에， 일정량의 열화중수를 전해해 가면 HZ{) 쪽이 빨리 분해되고 H2 가

스가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被 쪽으로 중수가 농축된다. 또， 실제의 정체훈전에

서는， 멸화중수의 도전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해질 (이하 [ 전해조제] 라 한다)

를 용해하고 전해하고 있다. 본장치의 경우， 전해에 의해서 발생한 수소 및 산소

가스는 활라륨용매에서 다시 결합되고， 회수중수로서 회수하고， 다시 농축된다.

수천해법은 에너지소비가 큰 단점올 갖고 었는 반면， 농축효율 (분리계수) 가 큰

이첨윷 갖고 있어서， 버교적 처리량이 적은 고농도 열화중수의 농축에 이용되어

져 왔다. 본 장치의 목적은 고농도중수률 원자로곱 중수짜지 다시 놓촉 활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계수가 큰 수전해법의 특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장치의 개요

전의 처리계의 청류탑에서 중수 중에 합유되는 방사성 핵종이나 버휘발성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정류중수에 전해조체인 알차리 (K£O:VKOH = 9515 =
8.4%) 룰 첨가하고 배취로 전해처려한다. 수소와 중수소의 파전압이 동일조건하

에서는 중수계 쪽이 크기 때문에， 중수계는 수소보다 가스가 되기 어렵고， 중수는

被 쭉으로 농축한다. 전해조의 중수농도가 소정농도에 달한 시점에서 천혜를 정

지하고， 후처리계의 중류탑으로 이송하고， 충류조작에 의해， 알카리와 제품중수로

분리한다. 더구나， 분해에 의해 생성한 중수 및 산소는， 다시 결합째에서 다시

결합된 회수중수로 취하여지고， 다샤 원료종수로서 농축처리하고 있다.

이 회수중수는 중수농도가 전해농축처리의 효융작농도 ( 60-80%) 이하가 될

때까지 다탄으로 처리 하고 있다.

(다) 훈전실척

중수정체장치 I 은， 년간 5t 의 열화중수 (95%) 를 처리하고 4.4t 의 체품

중수 (99.8%) 를 정제하는 설비능력을 유지하고. 1979년 4월청도 [후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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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화중수의 청체운전올 개시했다. 열화중수 약 56tOOO% 중수환산량)를 처

리하고， 약 44t (lOO%중수환산량)의 체품종수를 갱게했다. 그러나， 중수청체장치

I 은， 훈전재시후 약 1년을 정파 한， 시점에서 분리계수가 점차로 처하 하는 현상

을 경험했다. 조사결파， 전해초내의 전해액중으로 크롬이온이 용출하고 전해붐리

-’성능올 저하시켜 가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률 위해， 크롬 용출대책으로서 전해조

에 전기쩍인 방식처리을 했다. 현재에서는 켈계성놓을 충봄히 만족하고 순조롭

게 운전올 계속하고 있다.

(2) 물.수소동위교환반용법에 의한 중수청체장치 n
(가) 물.수소통위쩨교환반용법의 원리

물.수소동위혜교환반용법은， 물과 수소의 사이에서 수쇼원자가 옳겨지는

반용올， 수소동위체분리에 용용하는 방법이다.

이 반용올 식으로 나타내면 (1)식 처럽된다.

이 반용은， 수소와 수충기의 반용과 수중기와 물외 기액평형이 연속해서 얼어난

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l)식은 수소와 수충거의 반용 (2)식과 수중기와 풀의 기

액평형 (3)식으로 붐려 된다. 더우기 (2)식의 반용은 무촉매에서는 대부분 진행

되지 않고， 백금 둥의 촉매의 존재하에서 촉진된다. 또I (3)식의 기액평형에는 물

효륨이 !좋은 충전재가 사용된다. 불.수소동위체교환반용법용， 이 반용올 이용하

고， 수소중의 중수계률 물쪽ξ로~ 이동시키는 것 에 의해 중수의 분리. 농축을 일

오키는 i방법이다.

(나) 개발의 경위

물. 수소동위체교환반용은， 1930년대에 각 나라에서 연구률 했는데， 당시

사용되고 었던， 백금촉매는 친수성의 것으로， 백금표면이 물에 의해서 덮어져 버

려 동위혜교환반용이 지속하지 않는 문제가 었었다. 1970년대가 되어， 소수성백

금촉매가 고안되고. 물의 폰채하에서도 교환반용을 지속할 수 있는 가농성올 보

였다.

동연사업단이， 같은 방식을 수소동위체분리에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일에 착안

하고， 19껴년에 상목중앙화학연구소， 북해도공업개발시험소， 이화확연구소둥에 기

초적 개발올 위탁하는 일과 함께， 개발울 진행했다. 개발의 정위를 표2-8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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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교환반용탑의 개발

개발내용 71 간 성 과

기술조사 1970 - 1974 불.수소 동위원소

쿄환 반용법의 선정

실용촉매의 개발 1974 - 1980 소수성 백금혹매의 개발

(상목 중앙연구소)

(북해도 공업개발시험소)

(이화학 연구소)

교환탑의 구조개발 1977 - 198Q 기액 분리형 교환탑의 개발

(이화학 연구소)

Dl-일롯트 1981 - 1983 중수정제시스댐 설종

시험장쳐에 의한 실중실험 촉매의 내구성 확인

상용공장 1984 - (설계) 기술의 실종

1잃4 - 1986 (천셜)

1않회6 - (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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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와 교환반용탑 (20단)， 전해조 및 채결합기로 구성훤 파일렷트 시험장치률

이연에 설치하고， 트리티융을 거와 포함하지 않은 중수를 사용한， 분리. 농축사헝

올 실시하고 양호한 기초특성올 얻올 수 있었다. 더우기 파일렷트 시험장치를

트리트용을 포합한 중수률 사용한 셔험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고 [후겐]에 이설하

고， 트리티용올 함유한 각총 중수농도의 열화·중수률 이용해서， 분리.농축실중시험

및 촉매 내구성의 확인풍의 실용확에 이어지는 시스댐의 평가률 실시했다. 이것

툴의 개발성과에서， 본 시스댐아 [후겐]의 저농도열확중수률 청제하는 품런트에

객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수정제장치 II 로서 젤계. 건설했다.

열화충수는， 앞의 쳐리계에서 이온교환수지， 활성탄， 필타에 의해 처리되고， 트

리티율 이외의 방사성 물질 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중수농도에 상용하는 교

환반용탑 중간부의 위치 ( 원료중수농도 보다 공급위치를 변경) 에 주입된다. 열

확충수는， 탑내률 훌러 내려가는 사이에 물. 수소교환반용에 의해 농축되고 전해

조로 보내전다. 전해조내의 중수는， 일부논 후처리계로 보내지고， 남논 것은 전

기분해된다. 천기분해 된 산소는， 재결합기로 보내지고， 중수소 가스는 교환반용

랍에 공급된다.

아 중수소 가스는， 랍내률 상송해 가는 사이에 물흡요로 야동하고， 물혹의 수소원

자는 가스혹으로 옮겨가는 동위체교환이 행해지고， 탑올 나온 수소가스는 전기분

해에 의해 발생한 산소와 채결합 되어 획수물이 된다. 이 회수물은 환류수로서

사용되고， 일부는 계외로 배출된다. 천해조에서 후처리계로 보내전 중수는， 중류

탑에서 전해조체로서 첨가되어지고 있는， 수산화 칼륨 (약 15%)를 붐리하고， 중

수농도 99.8%이상， 전도도 5μS / em 이하의 제품중수로서 청체된다. 본 장쳐는

열화중수의 공급파 채품중수， 회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연속척으로 운전되고， 년칸

10 m3 의 처농도열화중수 (30%)률 처리하고， 2.4 m3
어상의 제품중수 (99.8%이

상)올 청체하도록 젤계되어 었다.

다) 운전실척

중수쩡쩨장치 n 는 1975년 1월에， 건셜어} 확수하고， 1976년 8월에 철치하

고， 공사률 완료， 경수률 사용한 시험올 한 후， 시스템 총합성농， 플랜트 특성둥올

확인하고， 1976년 12월에 처농도열화중수의 정제률 행하는 운전을 개시했다.

실용품전개시이래， [후겐]에서 발생한 3가지 종류의 얼화중수 (45%. 76%, 84%)

툴 처려했다‘ 시훈전가간중의 체품중수도 포함해서， 1989 3월 까지 열화중수률

늘려， 약 16.4t 올 처리하고， 약 11.1t 의 체품중수률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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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용용

신형전환로원형로 f후젠]에 대한 중수훈용은， 중수정체 플랜트의 도업에 있어

셔 열화중수의 리사이클율 이용활 수 있게 되고， 새로울 중수의 구입이 불휠요하

게 되는 동， 합리척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중수정제장치 I (수전해법)의 도입. 운용실쩍의 축척에 있어서 중수천해기술

의 신속성어 실종된 것， 및 중수정제창치 n (물.수소동위체교환반용법)의 도업.

운용에 었어서는， 소수성백금옵 이용환 기액분리형 교환반용탑 시스댐에 의한 수

소동위체분리기술의 실용규모에서의 실증이 되는 성과률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중수 리사이클 기술의 확럽의 핵심인 중수청제장치 n 의 수소동위쩨봄리

기술은， 중수중의 트리티융 분리. 농축， 청수 배수중의 트리티융 쩨꺼 품에 대해

서， 기기. 사스댐구성의 변청에 용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용용볍위의 확장

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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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철 공중합처l 합성 빛 표면측정 설협

1. 공중합체의 합성 특성

소수성 촉매를 주로 사용하는 서스댐의 분위가는 물이므로

따라서 소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사기공 형태의 담체가 필

요하다. 즉 첼 형태의 폴리머를 담체로 사용할 경우 담체가 소수

성이며 분위기가 불이기 때문에 이런 폴리며는 팽윤되지 않고

따라서 71공도 형성되지 않으며 결국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된다.

거시기공(macroporous) 형태의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채

(copolymer)의 합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고분자의 물성 조절이

비교척 용이한 편이고， 현재까지 여러가지의 설험적인 결과와 제

조와 관련된 일반적언 개념이 버교적 잘 연구되어 왔다* 스티렌

一디비닐벤젠 공중합체의 합성시에 고분자 담체의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교체로서 디비닐벤젠을 사용하는 것과 모노

벼 상을 일정한 조건으로 희석시키기 위해 적당한 용매를 사용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3-1， 3-21 그림 3-1에

스타렌-디버닐벤젠 공중합체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내였다. 그립

에서 보인 바와 같이 폴리스티렌의 사슬에 다비닐벤젠이 가교

모양으로 연결되어 스티렌의 사슬과 사슬을 여어주는 구조를 이

루고 있다. 따라서 고분자 담채 network의 구조를 조절하는 가

장 중요한 인자는 가교도 및 용때의 종류와 양， 그리고 팽윤제

(good solvent)!침전제 (poor solvent)와 비 이 다. 또한 모노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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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줌합체의 화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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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비， 계면활성제， 유기용액상/수용액상의 벼 몇 밀도， 점도，

그리고 교반기의 구조 및 회전 속도 동은 고분자 담체의 제조서

담체의 형성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3-3].

일반적으로 담체 제조시에 사용되는 용매중에서 팽윤제는 작

은 기공들을 형성하고 침전제는 큰 기공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응기구(mechanism)는

Miller 등[3-5. 3-6]에 의하면 팽윤제는 고분자 중합반웅이 일어

나는 동안애 고분자 사슬(chain)을 용매상에 충분히 녹아들어 가

게 하여 핵 (nuclei)이 적게 엉클어지게(entangle) 된다. 결과적으

로 유지용매상에서 용매가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할수록 고분자

사슬이 점점 더 긴 길이를 가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용매를 제거

하게 되면 핵의 크기와 분리되는 경향에 따라 핵간의 사슬

(internuclear chain)이 붕괴하게 된다. 만일 가교도률 위한 DVB

의 함유 분율과 용매상의 분율어 충분히 크면 사슬의 붕괴는 용

매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핵끼리 접촉하게 되며 실제 기공의

형성은 찬여 용매의 제거에 의해 결정된다. 용매가 모노머 자체

가 팽윤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분려가 일어나게 된다. 네

트월 체인(network chain)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은 더이상 확장

하지 않게 되며 체인은 팽윤되지 않고 핵안에 뭉쳐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커다량게 영클어진 핵들온 비교적 작은수의 핵간의

체인에 의해 연결되고 고분자상과 용매상은 분리된다. 결국 용

매들이 포화되어있는 공중합채는 팽윤되어 있는 젤상태가 될 수

없으며 극단적으로 핵간의 체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핵들은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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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해지고 따라서 공중합체는 잘 부수어진다-

Kun 둥[3-7]이 제시한 기공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더 발전

시키면 다음 3단계로 나눌수 았다. 처음 단계에서는 분자간에

가교된 고분자 microgel들이 형성되고 이는 모노머-용매 시스템

에 녹게될 수 있다. 용래로 작용하는 모노머가 고분자로 전환되

면 고분자 체인은 찰 팽윤되지 못하고 계속된 고분자 반웅에 의

하여 entangle 된다. 이것은 Sederel 과 Dejong 이 제시한 핵

[3-8]이 된다.

두번째 단계에서 entanglement 는 계속되며 핵툴은 작은 입자형

태로 뭉쳐진다.

세번째 단계에서 작은 입자는 다사 뭉쳐지며 이들은 큰 기공에

의해 분려된다. 아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그렴 3-2에 나타내었

다.

2. 중합방법

중합반응과 그 반응기구에 대하여는 실제로 생산적으로 응용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합방법에 따라 반웅기

구 또는 중합체의 생성기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고 중

합체의 성질에 있어서도 영향올 주게 된다. 따라서 얻고자 하는

중합체룰 얻을 수 있는 중합방법의 선택이 실험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중요한 운제이다. 여러가지의 중합방법중에서 우리가 얻

고자 하는 고분자촉매 담체가 bead 형태의 것을 추구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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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고분자 중합체 생성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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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중합에 적합한 현탁중합법을 。}용하였다.

가. 현탁 중합법 (Suspension Polymerization)

현탁 중합법은 모노머를 물과 같은 비용매 중에서 기름

상으로 현탁시켜 입상의 고분자 담체를 얻는 방법으로서， 이 중

합을 일으킬 수 있는 모노머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고 버접

이 높아야 하고， 환산매는 모노머와 고분자 답체에 대하여 불활

성이어야 한다. 현탁 중합법은 일명 perl polymerization 또는

bead polymerization 이라고도 한다. 만약 물에 가용성의 개시

져~ <initiator)를 사용하변 중합반응은 포노머 방울과 불과의 경

계변에서 진행된다. 개시제는 모노머에 가용성인 benzoyl

peroxide 또는 수용성인 과산화 염을 사용한다[3-9].

현탁 중합은 중합 반웅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입상의 모노머

속에서 진행되지만 일부분은 수용액 부분에서도 반웅이 진행된

다. 모노머는 보통 지름이 0.01 - 0.5 em의 방울로서 분산시켜

교반하고 수용성 안정제를 챔가하여 기름방울이 합일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탁과 분산을 균일하게 하여 안정한 분산계를 유지

시킨다. 안정제에는 기계적으로 덩어려가 용결되는 것을 방지

하는 불용성의 유기 및 무기물질 또는 상사이의 경계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전해질 그라고 수용액 상의 점도룰 증가서키는 수

용성 고분자 등 이 알려져 었다.

이러한 중합방법은 딱딱한 유리상의 폴리스티렌， poly(methyl

methacrylate), poly(vinyl chloride) 및 polyacrylonitrile 둥의

-102-



vinyl polymer 의 공업적 제조에 이용된다. 생성되는 당체의

입자 크기는 모노머의 종류， 교반상태， 온도， 안정제， 물의 양

둥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중합 설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중합반웅 방법은 구형의 입자를 형성시

키는데 유리한 현탁 중합법(suspension polymerization)[3-10]을

이용하였다.

스티렌 모노머와 DVB 모노머는 중합 억제제(inhibitor)가 첨가되

어 있어 실제 고분자 반응을 시킬때는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3-11]. 이를 위해서 NaOH 10% 용액을 만들어 3번씩 섞어서

중합 억제제를 제거하고 이를 다셔 증류수로 3번 셋었다. 그 후

처리된 시약들은 고분자 중합 반응에 사용하기전에 냉장고에 보

관하였다'l

중합 개시제로 사용된 것은 Benzoylperoxide 로서 이도 역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고분자 중합 반응에 필요한 용매들은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구입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분자 중합반응 방법은 우선 계면활성제를 적당량 취하여 반

응기에 넣고 증류수를 넣는다(수용액상)， 그 후 전처리된 스티

렌 모노머와 디비닐벤젠 모노머에 중합 개시제를 넣은 용액과

적당한 용매를 섞어(유기상} 이를 반응기에 첨가한다. 교반기의

위쪽 날은 유기상과 수용액상의 경계변에 위처하도록 놓고， 아래

쪽 날은 수용액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도록 고정 시킨다.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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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를 반응기로 계속 흘려보내어 반응거내의 분위기를 질소로

유지한다. 01후 폰도를 올리지 않은 양태에서 교반기플 돌리며

수용액/유기용액의 혼합불이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련다(약 I 시

간 아상). 이후 온도를 85°C로 천천히 올려 12시간 이상 반웅시

킨다. 고분자 중합반응에 이용된 반응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3-3

에 나타내었다.

고분자 중합반웅 이후 생성된 고분자 입자는 에탄올 빛 아세

톤으로 씻어서 필터로 걸러낸다. 걸러낸 고분자 입자들을 에탄올

과 함께 Soxhlet 장차에 넣고 4시간 이상 가열하여 고분자 입자

의 겨공에 남아 있는 용매를 제거한다. 그 후 진공 건조기에

넣어 약 Bot로 12시간 이상 말린다. 처리된 입자들은 망체로

걸러서 업자의 크기별로 구분한 다음 직경이 약 1 mm 이상의 입

자들만 모아서 저장한다. 이렇게 하여 채조된 고분자 업자들은

BET 장치 (Autosorb-6, Quantachrome)를 이용하여 BET 표면적

[3-12]과 탈착 곡선을 이용하여 B]H 방법 [3-13]으로 기공의 크

기분포， 기공의 부펴등을 구한다.

3. 실혐 컬과 몇 고활

가. 담체의 기공특성

(1) 가교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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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고분자 중합반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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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교는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며， 따

라서 구조상 업체적인 그물눈의 구조를 까지게 된다. 스티렌은

그 화학적 구조상 가교점 (crosslinked point)이 풍부한 편이므로

척절한 가교제를 이용하여 자교를 이루기가 용이한 편여다. 이

러한 가교는 고분자 담체 자체를 용해성의 감소와 함께 용융점

의 증가 그리고 강성야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3-14].

본 연구중와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에서도 가교도가 증

가할수록 고분자 사솔과 사슬을 연결하는 화학적 결합의 증가에

의하여 입자의 장도가 증가하고 비표면적이 증가하논 경향이 았

다. 그러나 비표면적 증가에 따른 평균 가공크기가 작아지고 따

라서 금속 촉매를 담지시컬 때 담지효율이 캄소할 뿐만 아니라

작은 기공크기로 언하여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응시 저항이 발생

하여 촉매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았다. 특히 물

분자들은 약 100 개 정도의 분자틀이 수소결합에 의해 웅집되어

었다[3-15]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웅을 위한

소수성 촉매의 제조사 그 답체의 기공이 비교적 큰 것들이 형성

되어야 하며 또한 촉매금속 입자들이 답지될 수 있는 비표면적

이 넓어야 한다.

까교도가 40 % 얼 때의 스티렌-디비낼벤젠 공중합체 재조시 공

중합체의 비표면적을 향상 시키는 것과 더불어 기공의 크기도

가교도가 20 % 일때의 기공크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

는 제조방법을 얻기 위하여 여랴가지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랩 3-4와 3-5는 각각 가교도를 변화시켜 공중합체 제조시의 누

一 106-



SDBC0427(40‘Yo)
SDBC0608(40%)
SDBC0609(40‘Yo)
SDBC0615(40‘Yo)
‘'SDB05 t 0(20%)
JSDB0519(200/o )
JSDB0530(2001O)

•
‘--&

디

o

300

250

200

ιs

oo

150

100

50

(
。~
E
σ
m
)
g
ω

1000

누적표띤적·계 대한 가교도의 영향

100
Pore Radius(angstrαns)

一 107 -

3-4. 담체의

o
10

그림



1000100
pore radius{angstroms)

.002

0.000
10

.010

• SDBC04찍40%{
ιi SDBC0608C400k

• SD8C0609(40%)
.008 l- \ 1\ A JSDBO510((2200%%))

。 JSD80530

I 백I \ ~

‘-
.006

흔〉1

.004

:"'1 렴 3-5. 가·꼬도 변화시 답채의 71공크거에 따른 dV/dr

-108 -



적 표면적 변화 및 담채의 기공크기에 따른 dV/dr을 보인 결과

이다. 가교도가 높은 것(40 %)들이 낮은 것 (20 %)들보다 누척

표면적이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가교도

에서도 표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용매의 종류 등 다른 제

조조건에 의한 결과이다. 하지만 담체의 비표면적에 가장 큰 영

향을 갖는 인자는 가교도의 변화암을 알 수 있다.

(2) 용매의 영향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제조서 생성되는 고분자 업

자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차들을 고청시키고 용매

의 종류를 변화셔 켜 중합반응시

용매의 변화에 대한 공중합체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

여러가지 용매들은 밀도 점도 등의 특성이 다르며 특히

Poinescu 등[3-16]에 의해 해석된 용매의 solubility parameter

값아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고분자 담체의 기공특성이 크

게 달라지게 된다. 그림 3-6 및 3-7 은 용매의 변화시 고분자담

체의 누적 표면적 변화와 담체의 기공크기에 따른 dV/dr을 보였

으며 같은 가교도(40 %)로 제조된다 할지라도 용매의 변화에 의

한 담처l 의 표면적 변화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용매의 종류로는 toluene/ 2-ethyl hexanol을 사용한

SDBC0609의 버표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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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처리 방법의 영향

고분자 담제를 제조한 다읍 후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

제까지의 방법은 이들 고분자 업자들을 보통의 Oven에서 직접

건조를 시키는 방법과， 이 고분자들을 Soxhlet 에서 methanol 또

는 ethanol 로 고분자 업자들의 기공에 남아었는 용매를 제거한

후 진꽁 건조기에서 80°C의 온도로 진공 건조시킨 후 이들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Soxhlet을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진공

건조시킨 결과가 더 큰 비표면적을 보였음을 이미 이한수 둥

[3-17]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다. 서

Hradil 등[3-18]은 glicidil methacrylate-ethylene

dimethacrylate 및 styrene- DVB 둥의 거시기공 고분자

(macroporous polymer)에 여 러가지의 good solvent를사용하여

팽윤(swelling)사킨 다음 상온에서 진공 건조시켜 공중합체의 가

교도 및 용매의 변화에 따른 비표면적의 변화를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의 실험 결과에의하면 가교도가 낮은 공중합체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공중합체의 팽윤되는 정도가 달라

기공들의 구조 맞 크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공중합체

의 비표면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팽윤

효과애 대한 용매 (good solvent)의 영향은 공중합채의 가교도가

증가할수록 상대척으로 감소함을 보였으며 따라서 공중합체의

비표면적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도 가교도가 40 % 인 공중합체에 대하여 용매인

1,4-dioxane 을 사용하여 약 24 시간 동안 팽윤시킨 후 상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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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건조하는 방법으로 후처리를 변화시켜 보았지만 Soxhlet

처리 후 80 DC 에서 진공 건조하는 방법에 의한 결과와 그리 달

라지지 않았음을 보였다. 이들의 결과를 거공크기에 따른 누적

표면적의 변화 및 기공크기분포의 변화를 그림 3-8 및 그렴 3-9

에 보였다. 그림에서 SDBC0609 는 Soxhlet 에서 용매 제거

후 80 DC 에서 진공건조한 결과이며， SD0609TR 은 l ,4-dioxane

으로 24 시간 동안 팽윤사킨 후 methanol 과 diethyl ether 로

세척한 후 상온에서 진공건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분자 담체에 대한 용매의 팽윤 효과에 의해서 고분자

담체에 존재하는 기공들의 크기 및 형태의 변화나 기공크기 분

포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이고 었다. 따라서 Poinescu 둥

[3-16]도 지척하였듯이 가교도가 40% 정도로 강하게 crosslinke

된 공중합체에서는 가교제(divinylbenzene) 함량 증가에 따른

porous network 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매화 효

과(solvation effect)가 감소하여 거의 팽윤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에 의한 후처리 변화를 설험하여 이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즉 고분자 담체의 제조 후 담체의 거공 및 표

면에 남아있는 용매 및 각종 첨가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담

체의 기공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는 적절한 후처리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다른 방법의 변화를 사도하였다. 표 3-1운 고분자 담

체의 제조 후 동일한 시료를 나누어서 각각의 방법에 의한 후처

리 결과이다. 첫번째 시료는 Soxhlet을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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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후처리 방법의 변화시 처리 조건

Sample I.D. 후처리 방법 BET비표면적 Principal 기공 부피

(m2/g) Pore Radius(A) (cc/g)

sα509-27SN Soxhleν~2 purge 415

S0609-27SV SoxhleνVacuum Drγing 432

S0609-27WN Washing/N2 purge 433

η
μ
η

η

1.40

1.48

1.44

후 건조시에는 질소 개스를 이용하여 230"C 의 온도에서 약 10시

간 동안 purge룹 시칸 결과이다(S0609-27SN). 이때의 질소 개

스 유속은 분당 3배의 시료 양으로 설시하였다. 또한 온도를 상

온에서 230°C 로 올릴 때는 약 5시간에 걸쳐 서서히 온도를 올렸

다. 두번째 시료는 표 Soxhlet을 사용하여 용매뜰 제거한 후 건

조사에는 진공오븐에서 80
a

C 의 온도로 약 12 시간 동안 건조시

켰다(S0609-27SV). 세번째 서료논 담체 제조 후 에탄올과 온수

(90-95 °C)로써 세척을 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에탄올과 온수의

양은 매회 시료양의 5배 되는 양으로 각각 5회씩 교대로 세척을

실시환 다음 건조시에는 질소개스를 이용하여 230°C의 온도에

서 10 시깐동안 purge를 실시하였다. 이때의 조건은

S0609-27SN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S0609-27WN). 하지만 이

들의 결과는 표에서 나타내었듯이 모두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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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고 이틀의 결과가 이전에 가장 효과적인 후처리 방법으로

여겨쳤던 soxhlet 처리 후 진공오븐에서 건조시키는 방법과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야는 것으로 보아 위 3가지 후처리 방법 모두

가 답체의 기공 및 표면에 남야 있는 용매 및 첨가채들을 효과

척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를 그

렴 3-10과 3-11에 후처리 방법의 변화시 누적표면적 및 기공크

기 분포의 변화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위 3가지 후처리 방법에 의한 누

적 표면적 및 기공크기분포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나. 담체의 크기분포

(1) 교반조건의 영향

일반적으로 중합반응시 모노머/용매의 벼， 계면활성제의

첨가량， 유기용액상/수용액상의 비 및 밀도 점도 그리고 교반조

건 등은 고분자 형성시에 입자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유기용액상/수용액상의 버에서 수용액상이 차지하는 분

율이 착을수록 또 계변활성제의 양이 척을수록 담체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젤라틴 등의 수용성 고분

자 안정제의 첨가로 인하여 수용액의 점도가 증가하면 이들 인

자에 의한 담체의 크기분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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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후처리 방법의 변화시 dV/d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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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반조건이라 함은 교반기의 구조， 교반 속도， 반응기의 구

조 및 적경 뚱i을 포함하는데 동일한 교반 조건하에서 교반속도

만을 변화시켜 생성된 입자뜰의 크기분포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

과를 표 3-2에 나타내었다.

PS0531 과 PS0615를 비교하여 볼 때 이들의 다른 제조 조건

은 동일하게 하고 교반속도만을 달리한 경우이다. PS0531은 교

반속도(분당회 전속도)를 117로 하였으며 PS0615는 76으로 하였

는데 같은 조건하에서 교반속도를 낮게 하는 것이 고분자 생성

시 좀더 큰 업자틀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수용액상

표 3-2. 업자크기분포에 대한 교반속도의 영향

없mple Stirring Cross- it. of Volume it. of % polymer on mesh sieve size

# s際d Ii따age Mono뾰r of Aq. Product

rpm % g Phase , me g 85야lIII< 850때-20 2-4 l1li 41111< lump

PS0531 117

엄0615 76

20

20

56

56

350 47.2 64.9

350 36.6 14. 9

28.3

19.5

6.2 - 0.7

37.0 28.6

PS0730 75

PS0804 69

PS0802 60

%

m
ω

m
ω

%

%

%

350 51.2 6.1

350 51. 0 10.3

350 닮.4 15.0

44.9 32.8 16.2

18.0 27.1 -- 44.6 --

11.0 14.8 9.9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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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속도가 증가함에 따위에서 현탁되어 있는 모노며 방울돌이

풍쳐져 있던 모노머 방울들이 분산됨과 더불어 방모노머라서

울들 끼리의 합쳐짐이 어렵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PS0730 과 PS0804 그리고 PS0802 역시 같은 조건하에서 교반

낮계교반속도룰달리한 경우인데

할수록 생성되는 고분자 업자들이 커짐을 알 수

결과 역시이들의속도반을

그려나었다.

알맞는낯은 교반속도는 제조목적에너무경우처럼PS0802 의

적절한 조젤을교반속도의

통하여 생성업자의 크기를 조절해야 하였다.

형성되어형태로덩어리크기보다는

(2) 계면활성체의 영향

고분자입상의현탁중합 방법에서계변활성제라 함은

기륨상으로중에비용매모노머를 물 동의얻기 위해담 체를

현탁시킬 때 상사이의‘ 계면장력을 조절하여 생성되는 담체의 입

이반적으로 수용액 속에 계자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크기가 작아방울들의형성되는첨가량이 많을수록면활성제의

져서 중합반웅이 완료되었을 때 생성된 고분자담체의 입자 크기

나타내었는데에3-3표보기를이의된다.작아지게가

를모농sulfate의sodium dodecyl계면활성제인O
'--JSDB0923

5.54 X 10-7
M로 유지를 한 경우야고， jSDBIOI0 은 계면활성채

10-5 M로 유지룡 한 경우이다.의 농도를‘ 100배로 하여 5.54 x

이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고분자담체의 입자 크기분포에 있어서

감입자 크기분포는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121-

계면활성제의



3-3. Effe<많c다:t 。아f S돼u버I납1ac다t떠an따t on particle S되lZ똥e d비IS앞tribut디:ion띠(lυ)..

sample Surfactant &

# Concentration,

M

CrossIi따cage Wt. of

% Product,g

% polymer on mesh sieve size

1 mm> lmm-2mm 2-4mm 4mm<

lump

JSDB0923 SDS* 5.54 x10 I 20

JSDBl010 SDS 5.54 x1- ;) 20

”hu

i”
1

닮

쩌
%

3.6 7.5

2.7 21.7

11.0 3.6 74.3

29.3 9.1 '51.2

* sodium dodecyl sulfate

소하는 것을 관찰활 수 었다. 하지만 표 3-4 에서 살펴 보자면

PS0610 빛 PS0609 그리고 PS0611은 계면활성제로서 sodium

dodecyl sulfate를 사용하여 점차 농도를 증가시킨 경우이고，

PSI014 및 PSI013 그리고 PSI019는 계면활성제로서 sodium

dodecyl benzene sulfonic acid를 사용하여 이의 농도를 점차 증

가시킨 경우이다. 이들의 결과는 생성된 고분담체의 업자크기

분포를 비교할 때 표 3-3 에서와는 달리 계면활성체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슴을 알 수 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분자담체의

중합반응시에 중합 안정제로서 수용액의 점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수용성 고분자언 젤라틴을 사용하게 되논데 표 3-3 에 나타

난 실험 결과들은 젤라틴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이고， 표 3-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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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Effect of surfactants on particle size distribution(2).

sample

#

Surlactants &

Concen없다on，

M

Crosslinkage 'Wt. of

% Product,g

lump

% polymer on mesh sieve size

잃OtLID> 850tLID - 2빼 2-4111111 4111111<

PS0610 SDS* 55tt x10-6

PS0609 SDS 1.11x10 5

PS0611 SDS 5.54 x10'5

PSI014 SDBS**6.89X10-5

PS1013 SDBS 918 x10-5

PSI019 SDBS 1잃 X 10-4

m
ω

m
ω

때

m
ω

때

m
ω

42.9

42.9

42.7

50.8

49.7

482

69.7

65.9

624

249

17.2

14.0

12.2

18.6

12.3

11.4

104

12.1

2.8 - 15.3 -

5.5 10.0 -

53 - 20.0-

230 잃.5 122

26.6 19.6 26.2

36.6 24.3 12.9

* sodium dodecyl s비fate

** sodium dodecyl benzene sulfonic aCId

나타낸 실험 결과들은 중합반응시에 모두 일정량의 젤라틴을 첨

가한 경우이다. 이로써 중합반응시에 용액의 점도가 콜 때는 생

성되는 고분자담체의 입자크기 분포가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영

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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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체표변의 SEM 촬영

제조된 고분자담체의 표면특성을 적첩적으로 확언하기 위

해 담체의 내부 표변 부분 및 담체의 내부 표면부분과 외부 표

면부분 사이의 경계부분올 SEM을 이용하여 확대 촬영하였다.

분석기기는 electronic probe microanalyzer, ]EOL

JXA8600<]apan)을 사용하였다. 그립 3-12 는 담체의 내부 표면

부분과 외부 표변부분 사이의 경계부분을 촬영한 결과이고， 그림

3-13 은 담체의 대부 표변 부분을 촬영한 결과이다.

그림 3-1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담체의 내부 표변은 고분자

를 구성하는 핵 <nucleD틀이 서로 엉클어져 있어서 이들 핵과 핵

사어와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가공들이 형성되어 있슴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형태가 벼교적 균일한 모양을 하고 있솜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13 에서 살펴 보자면 담체의 내부

표면과 외부 표변의 경계변에서 약간 깊숙한 안쪽은 그림 3-12

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게 고분자의 핵과 기공의 형성된 형

태가 비교적 균일한 모습을 보아고 았지만 담체의 경계변 바깥

쪽으로 대략 수 μm 정도의 두째를 갖는 껍질층은 오히려 많은

기공들을 갖는 porous한 구조보다는 기공이 그리 많지 않은 구

조를 이루고 있슴을 확언 하였다. 야러한 구조는 담체에 촉매

금속을 담지시킬 때에 담지 효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어 나

아가서 촉매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의 형성 원인을 조사하고 구조 개선을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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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촉매금속 담지 후의 기공 특성

고분자 담체의 BET 비표변적이 크고 기공 특성이 우수하

다 할지라도 담체 자체가 열에 의해 쉽게 열화된다면 이것은 촉

매로서의 이용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왜냐하면 촉매의 완성을

위해서 고분자 담체의 제조 후 HzPtCl6 를 알코올에 녹여

evaporator를 이용해 담체에 HzPtC16 용액을 담지시킨 다음 담

체에 담지된 분자들 중 순수한 Pt 금속만을 남기기 위해 230°C

의 고온하에서 수소를 흘려보내어 약 12시간 동안 환원시키게

된다. 촉매 담체가 열에 약하다면 이렇게 고온 조건하에서 장

시간 노출될 때 열화되어 즉 담체의 기공 구조가 깨지거나 변형

이 생기게 되어 이곳의 기공에 담지되어 있는 Pt 금속이 노출되

지 않거나 기공의 변형으로 인하여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웅을 위

한 반웅분자들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촉매의 활성에 지장을 초

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촉매담체의 요건중 고온환원시에 대

한 내열성도 담체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도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에 대한 담체상태 및 촉매 완성을 위환 환원 후의 상태를 표

3-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즉 동일한 시료에서 담체상태일 때와 Pt금속올 담지하여 고온환

원사킨 상태의 BET 비표면적 및 기공의 부피 크기 둥을 비교하

였는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공부피에 있어서 담체상태일

때가 약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채외하고는 이틀의 결과가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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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담체상태와 촉매상태띄 71공특성 비교(가교도 40 %)

Sample I'.D. , BET 버표면적 기공 부피 Principal Pore

(m2/g) (cc/g) Radius(A)

",'> '

S뻐09-19.. 423 1.14 15.3

S0609-19ir 430 1.07 17

는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가 230 'C 의 창시간 환원 조견하

에서도 가공특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 충분한 내열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결과를 그렴 3-14 및 3-15

에 누적표면적과 기공크기분포의 변화로 나타내었다. 두 결과

모두 담채상태일 때와 촉매상태일 때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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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성형 중합 및 촉배 명가 실혐

1. 성형 중합

가. 고분자 촉매의 담처l 제조 방법

고분자 담체블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분자 단량체를 중

합 또는 축합하여 고분자물질올 제조하여야 한다. 이때 고분자

물질의 제조사스렘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표 4. 1. 1은 나뉘어진 시스템의 장단점

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고분자반웅을 단량체 그대로 하는 것을 벌크 폴리머라이제이션어

라 하는데 condensation polymerization 같은경우 널리 쓰인다.

그 이유는 비교적 발열량이 작고 대부분의 고분자 반웅이

mixture가 아적 접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혼합 열전달 및 버블이 용이하게 제거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고분자 반웅은 비교적 콘트롤이 용이하다.

비닐단량체의 고분자화 반응을 벌크로 하려는 것은 좀 더 어렵

다. 그 이유는 반응이 매우 높은 발열반응을 나타내며， 대체적으

로 열에 분해되는 깨시제가 사용되고 그 반응 속도가 영에 상당

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열전달과와 같이 상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 이유는 점도가 반웅이 진행됩에 따라 초기에 급

격히 증가하고 이것은 따라서 콘르홀하기가 쉽지 않고 국지화된

hot spot나 runaway 현상을 진행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n
<
U끼J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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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thyl methacrylate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닐 폴리머의 경

우는 벌크폴리머리쩨이션의 방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

나 polystyrene 여나 polyviny!chloride동은 가끔 벌크폴리머리제

이션 방법이 사용된다.

비닐 고분자 계열의 폴리머들은 용매를 리플럭스시키는 방법으로

열을 쉽께 제거하는 장점이 았는 용액 고분자화 반응이 유리하지

만 다음의 두가지 단점올 가지고 있다. 즉 첫번째로 체인

transfer 같은 반웅에 영향이 관계되는 용매의 선택이며 두번째로

는 고분자 자체가 용액에서 사용되는 것이 더 좋은 경우이다.

즉 polyvinyl acetate가 polyvinyl alcohol로 전환되는 것 같은 경

우를 말한다.

heterogeneous polymerization와 경우는 앞서 표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기산반용을 이용한것， polymer precipitation을 이용한

bulk polymerization 풍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suspensIOn

polymerization 과 emulsion polymerization이 다. suspensIon

polyerization 이란 수용액 상에서 단량채를 분산시키고 결국 이

것어 분산된 고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방법은 개시제의

위치와 kinetic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emulsion polymeri

zation과 구별된다.

emulsion polymerization은 다음의 두가지 면에서 suspensIon

polymerization과 닿라지는데 그것은 개시제가 수용액상에 존재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분자 업자의 크기가 0.1 mm정도로

suspension polymerization의 경우보다 약 10배 내지 100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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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는 것이다.

나. 성형 중합

1) 성형 제조법

성형제조법이란 여러가지의 polymer processing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olymer

processIng은 compression molding , 또는 injection ffi，어ding，

rotational molding등 molding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주 작게 형

성된 고분자 업자들을 원하는 형태의 틀에 주입하여 열이나 압력

을 가하여 원하는 형태를 얻는 방법을 발한다. 그랴나 단량체로

부터 바로 고분자 중합을 얻기 위해서는 액체상태의 단량체를 다

루어야 하는데 이 방법이 성형제조법(casting)이다.

thennosetting의 경우 reSIn이 아직 용해될 수 있고 액상얼 때

까지 중합을 시킨 후 이를 mold에 넣어 오본에 처리한다.

2) 성형 중합 실험 장치및 설험 방법

성형제조법을 이용하여 고분자 펠렛을 제조하기 위해 다음

그림 4. 1. 1에 나타낸 장치를 이용하였다. die의 재질은 테플론으

로 제작하였으며 4 mm ψ rod 형태의 hole을 가치고 있다. die

의 양쪽은 볼프를 죄어서 모노머 용액이 새지 않게 하였으며 die

의 hole에 모노벼 용액을 채운 후 이를 온도 조절이 가능한

water bath에 넣어 온도를 조절하여 중합반응을 수행하였다. 중

합반응의 완료후 형성된 고분자 rod는 적당한 길야로 잘라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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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기공에 남아있는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이를 soxylet 장치

및 진공오븐에서 처리하고 다시 Quantachrome사의 Autosorb 장

치를 이용하여 비표면적과 기공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3) 성형 중합에 의한 고분자 담체악 물성

가) 용매의 양에 따른 변화

고분자 담체의 비표면적은 용때와 종류 몇 용매의 양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용매의 종류는 첨전제와 팽윤제로 나

뀔 수 있논데 침전제의 양이 많율 수록 거시기공이 많이 형성되

고 ，반대로 팽윤제가 많을 수록 작은 기공이 형성되며 더 나아가

서는 첼상태로 된다.

한편 용매의 종휴뿐만 아니라 용매의 양도 촉매 담체의 비표면적

및 촉매담채의 기계적 강도에 영향을 마치게 되는데 따라서 용매

의 양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 경향을 표 4. 1.2에 나타

내였다.

이상의 실험 결파에서 나타났듯아 용매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생성되는 고분자 rod가 접접 부드러워 점용 알 수 있었다.

또한 용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비표딴척에는 그다지 영향을 보

이지 않았다. 단지 마지막의 pl010-X의 경우 비표면적이 갑자겨

크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실혐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용

매의 양이 아주 적을 때와 비교하면 어느정도 용매의 양이 있어

야 버 표면적도 증가할 것이므로 용매/모노머의 비가 약 2배정도

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136 -



이와같은 조건으로 재실험 한 결과를 표 4. 1.3에 나타내었다.

이를 표 4. 1.2와 비교해 볼 때 팽윤=M， 침천=M 인 경우 표 4. 1.2

에서는 비표면적이 75.1 m2/g, 표 4. 1.3에서는 110 m2/g, 팽윤， 침

전=10/7.5*M어 경우 표 4. 1.2에서는 77.3, 표 4. 1.3에서는 113, 팽

윤，침전=15/7.5*M의 경우 표 4.1.2 에서는 75.1 , 표 4.1.3에서는

64.2,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전，팽윤=20/7.5*M 의 경우 표 4.12에

서는 103, 표 4. 1.3에서는 113 rn2/g으로 나타났다. 즉 팽윤， 침전

의 양이 작은 경우(= M, 10/7.5)에는 표 4. 1.2와 표 4. 1.3의 값이

다르고 팽윤，침전의 양이 클 경우 표 4.1.2와 표 4. 1.3의 값이 같

았다. 이 렇게 값들이 변한 이유는 아마도 rod의 길이방향으로

고분자의 물성이 약간씩 달라서 즉 고분자외 중합시 용매의 분포

가 달라져서 각 위치마다 그 물성이 조금씩 다르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용매의 양이 증가한 경우 비표면적에

크게 영향을 마치지 않고 단지 그 기계적 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된다.

나) 용매의 비에 따른 변화

앞서 용매의 양이 모너머의 양보다 점점 많이 될수록

생성되는 고분자의 rod가 점점 부드러워 지며 비표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였다. 용매의 양은 향상 일정하고 침전제와 팽

윤제의 비율이 변할 때 비표면적에 마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표 4. 1.4에 나타내었다.

이상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역시 팽윤제가 용매의 반이상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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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면 그 결과 바표면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녔다.

즉 결론적으로 팽윤제의 최대 첨가양:은 침전제와 같으며 이보다

더·많이 첨가될 수록 비표면척은 감소한다.

다) 가교도에 따른 변화

가교도 즉 스티렌 디벼날 벤젠이 전체 모노머에 포함

되는 분율을 가교도라 할 때 가교도가 졸가할 수록 벼표면적이

중가한다눈 경향은 이미 알려진 사실아다. 그러나 가교도가 증

가하는데 따라서 어느정도의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또한 그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촉매로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 어느정

도의 가교도가 필요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4.1.5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교도가 증가할 수록 비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비표면적이 적어도 300 ID2 이

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교도가 약 33%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4. 1.2와 같다. 가교

도가 증가할 수록 버표면적이 증가하는 원언을 잘펴보기 위혜서

각 경우의 기공의 분포를 측정하여 그 경향을 그림 4.1.3에 나타

내였다‘ 그림에서 보면 가교도가 작거나 크거나애 관계없이 거

시기공의 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가교도가 증가할 수록 미시

기공의 분포가 증가함올 확인힐 수 있었는데 따라서 가교도의 증

가에 따른 버표면적와 증가의 원인은 미시기공의 증가에 가인한

것으로 판단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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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교도가 증가할 수록 체언을 연결하는 디바닐벤젠의 양이 상

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야것이 체인의 뭉쳐지는 현상울 방해하

며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미세 기공이 형성된다고 생각된다.

라) 중합전 모너머 및 용매의 혼합물을 처리함에 따른 변화

보통 모너머와 용매， 그리고 개시제를 혼합할 경우 모

너머가 냉장고 안에서 50C 정도로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혼합

물의 온도는 실온보다 낮다. 따라서 처음 혼합물을 제조할 당시

에는 거의 고분자 중합반응이 이루어 지지않을 것으로 상각된다.

이러한 모너머 혼합물을 머리 온도를 올려서 처려한 후 계속 중

합반응을 샤킬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다음의 실

함 결과 표 4. 1.6에 나타내 었다.

점점 온도를 증가시켜서 미리 전처리흘 한 결과 그다지 크게 비

표변적에 변화를 미친 것칼지는 않았다. 다만 온도를 80aC로 올

린 후 30분간을 혼합한 경우 그 혼합물의 점도거 높아져서 펴멧

으로 처려할 수 가 없었다. 그 이유는 갑지가 중합반응이 얼어

나면서 점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전체적인 중합반

응이 온도가 80°C 인 경우 30분 안에 그 반응이 시작환다는 첫을

알 수 있었다.

마) 중합개시제의 양에 따른 변화

다음의 표 4.1.7은 중합개시체의 양에 따른 물성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면 같은 조건일 때 중합개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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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적을 수록 비표면적 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개시제의 양이 적을 수록 초기의 핵이 생성되는 것어 작

아져서 전체적으로 생성된 고불자가 homogeneous하다는 데 었

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중합개시제의 양야 매우 많은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 경우 중합 반응이 시작될 때 만뜰어지는 고분자

와 표면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날 것아다. 즉 외부로부터 열이 전

달되기 때문에 표면부터 반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개시제의

함량아 많을 경우 표면에서 보다 더 많은 핵이 생성되게 되고 따

라서 표면에서의 반응이 급격히 빨라지게 환다. 따라서 표면에

서의 점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내부로의 열전도의 방해

가 휠 뿐만 아니라 반웅의 진행도 느려지게 되어 전체적으로 표

면에만 고분자 반응이 집중되어 heterogeneous할 수 있게 된다.

즉 반응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생성풀 내부에는 아직 반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결과척으로는 미반웅 모너머

가 있게 되고 이는 추후 용매로 처리할 경우 전부 용해되어 제거

되어버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반웅된 것이 있게 된다.

이러한 미반응 모너머의 양등 실제로 확인할 수 없고 야것이 전

체의 비표면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 여러한 heterogeneity때문에 점체적인 비표면적이 약간 감

소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결과만으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유추하기에는 미

홉한 점이 었어 전체적으로 보충실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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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후처리 용매로서 l，4-dioxane의 사용에 따른 변화

l，4-dioxane은 강력한 용매로서 특히 sewlling시 고분

자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20%의 가교

도를 가진 고분자를 1 ，4-dioxane의 분위기에 놓아둔 경우 그 고

분자가 거의 녹아 마치 powder가 용해되어 있는 것같이 변한다

고 알려져 있다. 표 4. 1.8은 용매를 이러한 강력한 용매의 하나

인 1 ，4-dioxane을 사용한 경우 그 결과률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력한 용매인 1 ，4-dioxane을 사용한 경

우 비표면적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용내로 후처리를 한 경우 약한 체인의 경우 녹여서 전체적으로

기공이 붕괴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 성형중합 고분자담체에의 백금 답자 및 수소 환원

고분자를 성형 중합하여 이를 담체로 백금을 담지시켰다.

그 결과 환원후의 촉매 색깔이 표면에는 검게 되어 백금이 입혀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내부는 비교적 색깔이 짧어져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백금이 촉매의 표변에만 담지까 되고 촉매의

내부로는 잘 침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표면를 SEM

으로 조사하여 그 대표적인 것을 그림 4.1.4 및 그렴 4. 1.5에 나타

내었다. 그림 4. 1.4은 촉매의 표면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 1.5는

촉매의 단변을 칼로 절단하여 이를비교한 것이다. 그림 4. 1.5에

서 보듯이 촉매의 껍질부분(shell)이 가공이 거의 없이 매끈한 것

으로 보인다. 즉 촉매표변에서 내부로의 통하는 기공이 없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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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촉매의 불성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이의

분제해결이 필수적으로 생각된다.

가) 백금 담지후의 버표변적의 변화

백금을 담지할 경우 그 작은 기공내로 백굽 용액이 들

어가서 담지가 된다면 담지 전괴 답지 후의 비표면적은 많은 차

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1.9는 이러한 백금의 답지 후

의 비표면척을 측정하여 담자 전과 답지 후률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백금을 답지한 후에는 그 비표면적이 현저

히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감소된 비율은 302/447 = 0.68 로서 원

래의 비표면척에서 약 68%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l ，4-dioxane으로 처리한 경우 백금 담지후의 비표면적

의 변화

표 4. 1.10은 강력한 용때인 lA-dioxane으로 처리한 고

분자 비드를 백금으로 답지하였을 때의 버교를 보언 것이다.

상기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 백금올 담지한 후에는 그 비표

면적이 감소되었다. 감소된 비율은 291/:싫4=85%로서 알코올로

처리한 경우에 비해서는 척게 줄어들었지만 그혜도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알코올로 처리된 것보다 덜 줄어들은

이유는 1，4‘dioxane이 강한 용매제로서 비교적 작은 기공틀을 이

미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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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매평가 실험

가. 화학 홉착의 특성

1) 물리홉착과 화학홉착의 비교

홉착(Adsorption)어란 계변에서 물칠이 농축되거나 고갈되

는 현상으로 정의되며[4-1] 가끔 Sorption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

는데 Sorption이 란 넓은 의 미 에서 홉착(Adsorption), 홉수

(absorption) , 웅축(Capillary Condensation)을 포함하여 설명 된

다. 홉착은 계면에 척용봐는 힘에 따라서 물리 홉착과 화학 홉

착으로 구별된다. 화학홉착이란 홉착활 경우 화학적 결합에 가

까운 홉착에너지가 환계되며 이는 분광학적이나 전자 스핀 공명，

자장측청둥에 의하여 표면과 가체 휴은 액체들의 계변과의 화학

결합이 존재한다는 첫이 밝혀졌다. 화학홉착은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이는 화학 반용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훨

요하므로 따라서 일정한 온도이상에서만 발생활 수 있다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학홉착여 물리홉착과 다른점은 화학홉

착윤 홉착체의 제한된 부분에서만 발생활 수 있다는 점이다. 아

와는 달리 물리홉착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4-2].

1..，일반적으로 낮은 홉착열을 수반한다.

2. 화학홉착과는 달리 여러층에 걸쳐서 발생한다(Multilayer).

3. 높은 온도에서는 거와 발생하지 않는다.

4.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반용이 매우 빠르다.

5. 반용이 가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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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홉착채의 특별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적으로 전 범위에 걸쳐 작용한다.

2) 금속에의 수소홉착

선택적으로 홉착하는

자채에는담체에 담지된

되지 않으나 곰속에는

금속의 표면적은 담체

기체를

거의 홉착

이용하여 홉

아루어져 있으면 그 표면적을 구하기 위하여

착량을 계산하여 추정할
/
T 있다. 물론 촉배가 전부 금속으로

물려홉착올 이용하

거나 화학홉착올 이용하거나 별 푼제가 되지 않으나 얼반적으로

따라촉매는 넓은 표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담체를 사용한다.

서 선택척인 기체의 사용은 필요하다.

화학홉착의 경우 기체와 금속간의 화학 반용 결합식이 매우 중요

또한 단위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표면적에서

하다. 죽 모노 례이어에서의 Chemisorption Stoichiometry에 관

존재하는 금속 원

자의 갯수도 중요하다. 단결정의 금속의 경우 이는 표면 결정구

조로부터 쉽게 구활 수 있으나 실제 금속들이 단결정상태로 존재

표면 원자 갯

표각 금속들에 대한 다결정 상태에서의있다.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척당한 가정을 통해서

수룰 추정할 수

변 원자 갯수를 표 4.2.1에 나타내었다[4-31

이 표의 값과 모노 레이어에서희 홉착량， Stoichiometlγ에 관한

정보로부터 금속의 표면적을 구할 수 있다.

수소는 금속에 홉착되는 것뿔 아니라 홉수 몇 하여드라이드 형태

로 반용할 수 있다. 수소가 금속에 홉수되는 경우는 주로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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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늄，크롬，몰려브데늄，텅스탠，철，코발트，니켈，방간，구리，은

백금퉁이며 이때의 용해도는 온도가 중가 할 수록 증가하지만 대

체적으로 그 변하는 기울기가 낮다. 하이드라이드의 형태를 이

풀 수 있는 것은 알칼리나 알칼리토금속둥인페 이들은 수소와 결

합하여 염 형태의 하이드라이드를 반든다. 예를 를변 NaH,

C삶-12 둥이다. 전이금속과도 하여드라이드의 형태를 이루며 티

타늄， 지르코니움， 토려움， 바나디움， 란타니움， 희귀금속 그리고

팔라디옵둥이 그것이다. 이 경우의 수소홉수량은 온도에 따라

반비례한다.

수소가 일반적인 급속과 홉착할 경우 그 급속의 결정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플라티눔이나

니켈에 홉착활 때늪 전 금속 표변에 고르게 반용 할 수 있는 것

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수소가 금속의 표변에 모노래이어로 홉착

할 수 있으며 그 홉착반웅 속도 또한 매우 빨라서 수초 내지는

수 분간에 걸쳐 반용이 거의 다 이루어 진다고 생각되어진다

[4-3,4-4]. 물론 이 경우 모노레이어라고 정의하는 것은 수소와

금속의 Stoichiometry가 2인 경우에 한해서이다. 즉 금속 원자 1

개가 수소 원자 1개와 반용 홉착할 때까지를 말한다-

모노레이어에 홉착하는 수소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대개 홉착량의 변화가 단저 압력의 변화에

느리게 변하는 부분의 압력범위에서 실행한다. 만일 압력의 변

화에 거의 홉착량여 변화가 없다면 이곳이 바로 포화되어있는 지

점이다. 압력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Langmuir 홉착둥온관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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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데 이때 모든 수소는 분해되어 수소원자의 상태로 홉착

한다고 가정한다. 어정우의 관계식은 다음과‘같이 표현된다.

홉착량 =
(모노레이어 홉작량) * b * (압력)1/2

1 + b * (압력〉 ν2

수소의 압력에 따른 홉착량올 설협으로부터 얻어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고 이를 extrapolation 하면 모노레이어의 홉착량올 얻올

수 있다.

3) 화학 홉착량의 측청방법

화학홉착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까지가 있다. 즉 홉착전

과 홉착후의 기체의 부피변화룰 이용하는 방법 [4-5]. 기체의 유

통시스탬올 이용하는 방법[4-6], 홉착하는 고체의 무계의 중가를

측정하는 방법 [4-7]. 방사화학적 방법 [4-8]둥이 었다. 이밖에 기

폰의 방법틀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훤다는 점에서 이흘 개선

한 펼스를 이용한 방법[4‘9] 빛 수소의 홉착에만 관섬을 두어 수

소-산소 적정법을 이용한 방볍[4-1이도 있다. 이중에서 보통 많

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운 지체의 부픽변화활 아용하는 방법이다.

이방법은 장치가 간탄하고 압력을 밝을 수 있는 압력계만 필요함

으로 설험도 벼교척 간단하다. 또한 채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형에 이르는 시간이 걸고 또한

매 실험할 때마다 시스탬을 진공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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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를 그립 4.2.1에 나타내었다. 기체

의 유통사스템을 아용하는 방법은 불활성 기체와 홉착기체를 섞

어 홉착제에 흘려보내는 방법인데 이에는 거체크로마토그라피퉁

분석장비가 핑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장치에

대한 개념도를 그림 4.2.2에 나타내었다.

나. 화학홉착 측정장치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화학홉착 장치의 개념도를 그림 4.2.3에

나타내었다. 전체의 시스댐은 유리로 되어 있으며 진공은 rotary

펌프에 의해서 약 10-2 torr 를 유지활 수 있으며 유리로 제작한

확산 펌프에 의해서 10-8 torr 를 얻올 수 있다. 수소의 홉착측

정올 위해서는 고진공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확산펌프까지 작

동시켜 고진공을 유지하였다. 각깎의 압력은 cold cathod

ionization gauge 로 측정될 수 있었으며 0.1 torr 부터 1α)() torr

까지의 압력은 MKS의 Baratron Meter로 측청하였다. 표 4.2.2

에 사용된 장치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시스템의 manifold의 부피를 측쩡하끼 위하여서 미리 부피를 알

고있는 reference 벌브를 시스템에 부착하였다. reference 벌브의

부펴는 수은으로 측정하였는데 부피는 84.4 ml 로 측정되었다.

이 미 알고있는 reference 의 부피를 이용하고 헬륨가스를 사용하

여 그림에 나타난 manifold 의 부피를 측정활 수 있었는데 이의

부펴는 73.3 rnl 로 측정되었다. 최근 1995년 3월 21 일 시스템의

라안을 교쩡하면서 manifold volume이 약간 변하였다. 다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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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훤 manifold volume의 크가는 69.90 ml 로 나타났다.

설린더와 연

않은 가스의

수소， 질소，헬륨의밸브를 통하여시스템은 각각의

결되어 있으며 만약 유해한 가스나 재고량이 많지

추가로 부착하였다.있도록 Gas Bulb를저장할 수。l를취급시

경우

셜쳐하였으며‘ 철소

수소의

Molecular Sieve 트랩과 산소제거용 Trap을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Molecular Sieve Trap을 설치하여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수소 및 질소의 경우 가체의

기체내

앓고
헬룹의 경우는 구업시

추가로Trap을별도의

의 수분의 합량을 최소화 하였다.

구압하였으므로%)를 부착하지(99.995

않였다.

수소의 화학홉착을 위한 실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고분자먼처

진공도 10-5분위기 하에서촉매를 샘플포트에 넣어 약 80 C의

t!l
:x이는 촉매 담체torr 여하로 유지하여 12시간 정도 처리한다.

표면을 깨끗이 하가 위한 것이다.

금속 산화물을 수소로 환원시킬 때의 온도가 230 C 였으므로

온도는 고분자 담채금속의

의

연결시

사용되는 Ground Joint 에 고전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공그리스

를 이용하는데

있었으나， 샘플포트와 시스템의약 200 C 까지도 올렬수

이 진공그리스가 온도가 150 C 이면 열분해가 되

기때문에 약 100 C 의 야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진공처리되어 표면이 깨끗해진 고분자 촉매는 헬륨기체를 이용하

야는 추후 수소를 이용하여 홉여 샘플포트의 부피를 측정한다.

계산하7} 위해서 쌍플포트에 홉착하지할때 홉착량을

않고 평형으로 존재하는 기체의 양을 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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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헬륨으로 부피툴 측정한 후 다시 시스탬을 고친공으로 유져하여

헬륨가스를 제거환 후 수소를 야용하여 홉착실험을 행한다. 설

혐의 범위는 Langmuir 식에서 작선의 거동을 보기 위해서는 매

우 낮은 범위의 압력범위로 체한되어야 하므로 최대 약 10 toπ

정도로 하였다. 이 범위는 그밖의 다른 수소홉착을 연구한 연구

물과 거의 홉사하다[4-1 1，4-12].

수소의 홉착실협이 끝난 후 다시 시스탬올 전공으로 유지하여 수

소룹 시스탬 및 생플로부터 체거한 후 헬륨을 약 대기압정도로

이는 샘플의생플포트에 채워 넣는다. 무게를 촉쩡하기 위해서

생플 및 생폴포트콜 시스댐으로부터 본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생

플포트가 진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시스댐으로부터 분리하기

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며 포 한가지의 이유는 만일 생풀이 수분

의 홉습성이 강한 것， 예를 틀어 설려카， 제올라이트둥，온 무게를

측정시 점점 수분의 홉수로 말미암아 무게가 증가되어 무케측정

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소홉착이 끝난 후 그 실혐데이타와 생폴포트의 부피 및 생플의

무게로부터 압력-부피의 관계식올 이용하여 수소의 홉착량올 계

산한다.

다. 고분자 담체에 담지된 백금의 화학적 홉착 거동 해석

1) 고분자 담체의 표변적 변화에 따른 화학홉착

고분자 담체는 그 제조 조건에 따라 표면적이 많이 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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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물론 표면적이 넓어지면 금속이 답지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담체의 표면적어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록 금속

의 표면적도 증가활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고분자 담채의 표면

적에 따라서 일정한 금속의 함량올 유지할 때의 수소의 홉착량을

측정하였다.

가) K0519판

0) 샘플은 담체의 표면적이 121 m2 이며 주요 기공의

크기는 18.9 A으로 나타났다. 이 고분자 담체에 약 0.6%의 백급

촉매를 담지 시칸후 이에 수소홉착을 측정하였다. 표 4.2.3은 수

소홉착을 하기 전의 헬륨을 이용한 부피측정의 자료이며 표 4.2.4

는 수소 홉착의 결과이다. 수소 홉착의 결과콜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4.2.4어다.

그림 4.2.4에서 절편과 기울기는 각각 0.0620과 0.0154로 나타났

다. 비교적 데이타돌아 직선에 잘 일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나) 10-6

이 샘플은 담체의 표면적이 323 m2 이며 주요 기공의

크기는 19.0 A으로 나타났다. 여 고분자 담체에 약 0.6%의 백금

촉매를 담지 시킨후 이에 수소홉착을 측정하였다. 표 4.2.5은 수

소홉착을 하거 전의 헬륨을 이용한 부펴측정의 자료이며 표 4.2.6

는 수소 흡착의 결파이다. 수소 홉착의 결과를 그렵으로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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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립 4.2.5이다.

그렴 4.2.5에서 철편과 기울기는 각각 0.293과 0.015로 나타녔다.

비교적 데이타틀이 직선에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었다.

다) K0609-6

이 샘플은 답체의 표면적이 458 m2 이며 주요 기공의

크기는 15.4 A으로 나타났다. 이 고분자 담체에 약 0.6%의 백금

촉매를 담지 시킴후 이에 수소홉착을 측청하였다. 표 4.2.7은 수

소홉착을 하기 전의 헬륨을 이용한 부피측정의 자료이며 표 4.2.8

는 수소 홉착의 결과이다. 수소 홉착의 결과를 그렴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4.2.6이다.

그림 4.2.6에서 절편과 기울기는 각각 0.266과 0.017로 나타났다.

비교적 데이타들이 직선에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었다.

다음 표 4.2.9는 이틀의 i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그림 4.2.7은 이틀

의 경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표면적이 어

느정도 이상인 K0609와 J06b의 홉착능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이며 표면적이 낮은 K0519 의 경우만 수소의 흡착능이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

4.2.9에 작각의 담체의 표면적， 주요 기공의 크기， 수소홉착곡선의

기울기 및 철편을 나타내었다.

야 표에서 보면 세가지의 샘플의 경우 표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323 m2으로 증가할 때까지만 절편 즉 모노레이어의 홉착량이

증가하고 그이상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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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금결정의 크기는 한계가 있어서 ‘더이

상의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비슷한 결과가

실려카룰 담체로 한 경우 보고된 청우가 있다[4-13].

이 결과졸 이용하여 본 연구애서 제조된 생플의 경우의 백급 크

리스탈의 크기를 구하면 표 4.2.10과 같다.

여기서 첫번째 컬펌 BET 면적은 Quantachrome 사 채품올 사용

하여 액체 질소의 분위기에서 행하였다. 두번째 컬럽의 값은

그림 4.2.7의 철편으로부터 얻어전 것이며 이는 단위 촉매무게당

의 수소 홉착량을 나타낸다. 셰번째 컬럽에서는 촉매의 체조사

사용된 백금의 합량과 실제 홉착한 수소의 양의 비로 구해칠 수

있논데 여기에서는 백금 원자 1 개 단 홉착하는 수소의 원자갯수

를 1로 가정하였다. 이 가청은 백금의 분산도가 비교적 좋을 경

우에는 무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3J. 너}번째 컬럼의 값은 순수

한 백금 금속이 모노레이어로 분산되어 있을 때의 면적이 276

m2/g 이라는 근거하혜서 계산되었다. 한편 마지막 컬렴을 계산

하기 위해서 백금의 크려스탈이 d의 갈이를 가진 육면체로 가청

하고 이때 백금의 밀도가 21.45 g/cm3와 데이타를 야용하였다

[4-14].

2) 백금의 함량에 따른 화학 홉학의 특성

앞서 측정된 결과들은 모두 백금의 함량을 0.6%로 고정시

켜 놓고 촉매를 제조하였다. 백금의 합량을 변화시켜서 촉매를

제조한 후에 이들의 화학홉착의 거동올 살펴보았다.

-152-



가) K0609-3

K0609-3은 K0609-6과 같은 담체를 사용하여 단지

백금의 답지량을 0.3%로 낯춘것이다. 이의 헬륨에 의한 부피 측

정 및 수소 홉착의 결과를 표 4.2.11과 표 4.2.12에 요약하였다.

그립 4.2.8은 이흘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이때의 절편은 0.124

로， 기울기는 0.013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 K0609-9

K0609-9은 K0609-6과 같은 담체를 사용하여 단지

백금의 담지량을 0.9%로 높인 것이다. 야의 헬륨에 의한 부피

측정 및 수소 홉착의 결과를 표 4.2.13파 표 4.2.14에 요약하였다.

그림 4.2.9은 야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이때의 철편은 0.316

로， 기울기는 0.034로 각각 나타났다.

표 4.2.15는 K0609 시리즈의 샘플을 요약한 것이며 그림 4.2.10은

이들의 종합， 버교하기 위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면 백금의 함량이 높을수록 절편 즉 수소의 모노레이

어 홉착능이 높아점을 알 수 있다. K0609-6의 경우 k0609-6의

경우보다 백금의 함량을 약 두배 증가시켰는데 철편의 값도 약

두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0609-9의 경우

K0609-3의 경우보다 3배의 백금함량을 담지했으나 그 절편의 크

기는 3배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들의 경우 각 백금의 크리스탈 의 크거를 산출하면 다음의 표

4.2.16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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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을 보면 백금의 담지 함량에 거의 무관하게 백금 크리스탈

의 크기가 분포됨을 알 수 있다. 단지 백곰의 함량을 0.9%로‘ 하

였을 경우가 크리스탈의 크기가 약간 증가했는데 이는 백금의 함

량이 높윷 수록 백금의 분산효율이 저하된다는 여러 결과와 일치

한다[3]. 그러나 표 4.2.16의 결과가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할수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의 보강적인 실험이더 훨요

하다. 단지 문헌에 의하면 백금의 함량이 약 0.5%일때가 가장

백급의 효율여 좋다고 되어 았으나 그 결과도 역시 경향이 있을

뿐이지 뚜렷하게 션을 그어서 결정을 내리가는 어렵다. 따라서

백금의 함량은 증가시키는 것이 좋으나 이는 경제성올 고려하여

같이 생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훤다.

3) 환원 시간에 따른 화학 홉착의 특성

가) plOll-!-2H(O.6 Wt% Pt)

pl011-1-2H는 0.6%의 백금을 담지한 것으로서 백금

용액애 답체를 함침시켜 완전히 액산올 제거한 다옴 이를 수소

분위기 하에서 2서간 동안 환원시칸 것이다. 이것의 헬륨에 의

한 부피 측청 및 홉착 실험 결과를 표 4.2.17 및 4.2.18 에 나타내

었다.

나) plOl1-I-4H(O.6 Wt% Pt)

plOl1-I-좌f는 0.6%의 백금올 담져한 것으로서 백금

용액에 담체를 함침시켜 완전히 액산을 제거한 다음 이를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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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하에서 4시간 동안 환원시킨 것이다. 이것의 헬륨에 의

한 부피 측정 및 홉착 실험 결과를 표 4.2.19 및 4.2.20 에 나타내

.였다.

다) pl0ll-I-15H(0.6 Wt% Pt)

plOll-I-I5H는 0.6%의 백금을 담지한 것으로서 백금

용액에 담체를 함침시켜 완전히 액산을 제거한 다음 이룰 수소

분위기 하에서 15시간 동안 환원시킨 것이다. 이것의 헬륨에 의

한 부피 측정 및 홉착 실험 결과를 표 4.2.21 빛 4.2.22 에 나타내

었다.

그림 4.2.11은 이틀의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

로 취한 샘플로서 p1011-1의 비표면적은 404 m2/g 으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이들의 0.6 wt% 함침된 샘플을 보면 원통의 벽면

에 새까말게 백굽이 함침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

대로 원통의 위 아래의 둥근 면적은 백금 함칩이 정상적으로 된

것 같았다(백금의 환원 후 색깔이 열은 회색으로 변해있었슴).

그힘 4.2.1 1에서 보면 2시간을 환원할 때 보다 4시칸 환원을 한

경우가 오히려 수소 홉학율이 더 낮다. 또한 15시간 환원한 결

펙도f ‘2시간 환원한 결과에 비해서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환원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할 수

없다. 설혐 결과가 이렇게 나온이유중의 하나는 먼저 생플을 수

소로 환원시켜서 스 밖에 홉착되어 있는 산소를 전부 제거해야

하는데 이 실험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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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산소가 많이 홉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표면의 백금의

활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표변에 홉착하고 있던 산소가 수소와

홉착하여 초기의 수소 소모량올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촉매의

활성도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일련의

실험을 반복해 볼 필요가 있다.

4) 수소로 미리 표변의 활순물을 제거시칸 후의 화학 홉착의

E ι4
-，。

앞서의 실험결과에서 촉매를 수소로 환원시킨 후 이것을 수

소 홉착실험을 행할 때 수소로 미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미리 수행 함으로서 불순물의 효과를 없애 그 효과를 보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샘플은 106이었으며 어것의 비표면적은 323

m2/g 이때의 결과를 표 4.2.23에 나타내였다. 수소로 미리 산소

같은 뿔순물을 채거하기 위하여 번저 약 80 C에서· 전공으로 처

리해서 10-5 torr 정도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소를 약 600 一700

torr로 홉착시칸 후 30분 정도 방치한 후에 다사 이것올 진공으

로 뽑가 시잣하여 마지막으로 10-5 torr 이하가 된 후에 정식으

로 수소 홉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2.12. 아다. 절편이

0.1536 으로서 따라서 홉착량은 0.1536 mνg 임올 측정하였다.

여것파 먼저번에 행한 j06과의 흡착량， 0.29를 비교하면

0.29/0.1536==1.89 으로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었다. 수소로 전처리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그

-t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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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작은 이유는 앞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끔속의 표면에

미리 홉착되어 있는 산소때문이며 따라서 주입된 수소가 미리 홉

착된 산소와 반웅하여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값은

0.1536 mVg 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이경우의 분산도를 계산하면

담체의 g당 0.6%의 백금이 입혀져 있으므로 담지된 총 백금량은

0.006 g이 된다. 이를 백금의 원자량인 195로 나누면 3.077e 一5

mole이 된다. 한편 0.1536ml 의 수소 홉착량은

0.1536/22400=6.857e-6 mole 이 되고 이 것은 수소 원자 몰 수로

환산할 때 이것의 2배가 된다. 따라서 분산도는

D = 6.857e-6*2/3.077e-5 = 0.446 으로서

4.6% 가 된다.

또 다론 샘플을 수소 전처리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서 선택하

여 수소 전처리를 수행한 후 다시 수소홉착을 수행하여 이를 표

4.2.24에 나타내었고 이를 그림 4.2.13에 나타내었다. 생플은

p0609TR이였으며 이것의 비표면적은 458 m2/g이고 수소의 홉

착량은 0.27 mνg어었다. 이 설혐의 결과로 측정된 수소의 흡착

량은 0.2181 mνg으로서 수소로 전처리 하지 않은 것 0.27 mνg

과 비교해보면 그다자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오차는 0.27/0.2181

=1.24로서 이전의 j06에 비해 그다지 큰 오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소홉착의 특성으로 볼 때 수소의 전처리 과정은 반도시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분산도를 계산하면

D = (0.2181*2/22400)/(0.006/195) = 0.633

으로서 63.3%의 분산도를 보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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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간드 교환법에 의한 촉매의 금속담지

가. 폴리비닐피리딘으로부터의 팔라륨 담지

1) 폴리비닐피리딘 비드의 제조

폴리비닐피리틴(polyvinylpyridine)도 폴리스티렌의 제조

와 거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 즉 4개의 입구가 잇는 플라스

크에 질소의 분위지하에서 현탁중합법에 의하억 제조가 가능하

다. 4-vinylpyri바Ie과 일반적인 디비닐벤젠을 혼합하고 이에 개

시제로서 AIBN을 첨가한 후 이를 수용액상에서 suspensiOn서킨

다. 이때 수용액상은 계면활성제와 표면안정제로서 젤라틴을 첨

가한다.

비드 형태률 얻기위하여 혼합물들은 40 C에서 30분 가량 교반한

후 80 C로 온도를 올려 15 시간정도 반웅시킨다. 그 후 혼합물

들은 냉각되어 고체를 필터로 따로 결러낸다음 증류수와 메탄올

로 씻어내고 건조사켜 보관한다.

2) 금속의 결합

paladium dichloride 용액은 PdC12 가루를 증류수에 녹인

후 rotaty evaporator에서 70 C로 10 시간 가량 처리한다. 그 후

PVP 비드를 용액에 첨가하여 90 C로 10 시간 가량 반웅시켜 색

깔이 진한 노란색을 띄게 한다. 제조된 버드는 불과 메탄올를

교대로 사용하여 씻은 후 건조시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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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1 폴라머라이제이션 시스템의 비교

Type

Homogeneous
Bulk (Batch)

Bulk(Cont.)

Solution

Heterogeneous
Suspension

Emulsion

· 、 ,
장점

Minimum contami
nation. ’

Simple equipment
for making

castings.

Lower conversion
per pass leads to

better heat control
and narrower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 i

Ready control of
heat of polymeri
zation. Solution
may be directly

usable.

Ready control of
heat of polymeri
zation. Suspen
sion or resulting
granular polymer
may be directly

usable.

Rapid polymeri
zation to high

molecular weight
and narrow distri
bution , with ready

heat control.
Emulsion may be
directly u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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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Strongly Exothermic
Broadened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at high conversion.
Complex if small
particles required.

Requires agitation ,
material transfer ,
separation. and

recycling.

Not usful for dry
polymer because of diffi

culty of complete
solvent removal

Continuous agitation
required. Contamination

by stabilizer possible.
Washing , drying ,

possibly compacting
required ‘

Contamination with
emulcifier , etc. , almost
inevitable , leading to
poor color , and color
stability. Washing.

drying. and compacting
may be required.



표 4. 1.2 용매의 양에 따른 고분자 답체의 비표면적의 변화

실험 10 제초조건 벼표면적 비고

(m2/g)

p1010- S 5 g 75.1 가교도 17%
DVB 2.6 g 이 실험에셔 가장

HOH 7 ‘ 6g 단단합

ODCB 7.5 g 침전=모너머 (M)

BPO 0.1 g 팽윤=모너머 (M)

plOIO-III S 5 g 77.3 가교도 17%
OVB 2.5 g pl010- 보다 무름
HOH 10 g 침전 = 10/7.5*M

OOCB 10.2 g I뱅윤= 10/7.5*M
BPa 0.09 g

plOl0-II S 5 g 75.1 가교도 17%
DVB 2.5 g pl0l0- III 보다
HOH 15 g 해명

aDCB 15.1 g 침 전 = 15/7 .5*M
BPa 0.11 g 팽윤= 15/7.5*M

p1010-X S 5 g 103 가교도 17%
DVB 2.6 g pl0l0- II 보다
HOR 22 g 해뾰

onCB 22 g 두부를자르는풋매우

BPO 0.07 g soft함

침전 =20/7.5*M

I맹윤=20/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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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3 용매의 양에 따흔 고분자 담체의 바표면척의 변화(채실험)

실험 ID 제조조건 비표면적 벼고

(m2/g)

pl019-III S 5 g 110 가교도 17%
DVB 2.5 g 이 실험에서 가장

HOH 7.5 g 단단합

。DeB 7.5 g 침전=모너머 (M)

BPO 0.075 g 팽윤=모너머 (M)

p1019-II S 5 g 113 가교도 17%
DVB 2.51 g p1019-III 보다 무룹
HOH 10 g 침전= 10/7.5"'M

ODCB 10.0 g 1뱅윤= 10/7.5"'M
BPO 0.076 g

p1019-0 S 5 g 64.2 가교도 17%
DVB 2.5 g p1019- II 보다
HOH 15 g 해매

ODCB 15.0 g 침전= 15/7.5*M
BPO 0.075 g 팽윤= 15/7.5"'M

pl019-I S 5 g 113 가교도 17%
DVB 2.5 g plOl9- 0 보다
HOH 20 g -tj「fEi프「

ODCB 20 g 두부를자르는듯 매우

BPO 0.075 g soft함

참 전 =20/7.5*M
팽윤=20/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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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4 용매의 비에 따른 고분자 담체의 벼표면적의 변화

실험 ID 제조조건 벼표면척 벼고

(m2/g)

pl012-III S 5.14 g 323 가교도 33%
DVB 9.9 g 첨전 =1/2*M

HOH 7.53 g 팽윤= 1/2*M
ODCB 7.52 g
BPO 0.15 g

pl012-X S 5 g 330 가교도 33%
DVB 10.01 g p1012-III과

HOH 7 、 55 g 같은조천

ODCB 7.54 g
BPO 0.157 g

pl012-II S 5.01 g 159 가교도 25%
DVB 5.01 g 침전 =8/10*M

HOH 7.99 g 팽윤= 12/10*M
ODCB 12.00 g
BPO 0.151 g

pl012-1 S 4.99 g 2.5 가교도 25%
DVB 5 ‘ 00 g 첨전 = 1/2*M
HOH 5.01 g 팽윤=15/10*M

。DCB 15 g
BPO 0.1 g

p1012- S 5.0 g 0 가교도 25%
DVB 5.00 g 참전 =O*M

I탱윤=20/10*M

ODCB 20 g
BPO 0.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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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5 가교도에 따른 고분자 당체의 비표면척의 변화

실험 ID 제조조건 비표면적 비고

(m2/g)

p1010- S 5 g 75.1 가교포 17%
DVB 2.6 g
HOH 7.6 g

ODCB 7.5 g
BPO 0.1 g

pl011- SSg 182 가교도 25%
DVB 5 g

HOH 10 g
ODCB 10.0 g
BPO 0.11 g

plOl1-X S 5 g 344 가교도 33%
DVB 10 g
HOH 15 g

ODCB 15.0 g
BPO 0.15 g

pl010-X S 5 g 404 가교도 40%

DVB 20 g
HOH 25 g

ODCB 25 g
BPO 0.2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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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6 전처리 조건에 따른 고분자 담체의 비표면적악 변화

실험 ID 제조조건 비표면적

(m2/g)
벼고

pll02-1 Styrene 380 500e로 30분

DVB Mixing
2-E thylhexane

Toluene
BPO

pll03 pI102-1 393 600e로 30분

과같은조건 Mixing

plllO pl102-1 382 70°C로 30분

과같은조건 Mixing

pI114 pl102-1
과같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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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e로 30분

Mixing



표 4. 1.7 중합개시제 양에 따른 고분차 담체의 비표면적의 변화

실헝 10 제초조건 비표면척 비고

(m2/g)

pl019-X SSg 436 CL 44%
DVB 20 g 개시제 모너머의

HOH 25 g 1%
ODCB 25 g

BPO 0.25 g

p0206 S 10.01 g 493 CL 44%
DVB 40.08 g 개시제 모너머의

HOH 50 g 약 0.1%

ODCB 50 g
BPO 0.077 g

p0207 S 14.08 g 447 CL 40.7%
DVB 39.98 g 개시제 모너머의

HOH 50.03 g 약 0.1%
ODCB 50.01 g
BPO 0.05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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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8 후처리 용매에 따른 고분자 답체의 비표면척의 변화

실험 ID 제조조건 비표면적 버고

(m2/g)

p0207 S 14.08 g 447 CL 40.7%
DVB 39.98 g 개사제 모너머의

HOH 50.03 g 약 0.1%

。DeB 50.01 g 후쳐려 용매로는

BPO 0.050 g 메탈올

p0208 p0207과 344 CL 40.7%
같은제조조건 개시제 모너머의

약 0.1%
후처려 용매로는

lA-dioxane

-166 -



표 4 ‘ 1 ‘ 9 백금담지에 따른 고분자 담체의 버표면적의 변화

실험 ID 제조조건 비표면적 비고

(m2/g)

p0207 S 14.08 g 447 CL 40.7%
DVB 39.98 g 개시제 모너머의

HOH 50.03 g 약 0.1%
。DCB 50.01 g 백금담지 전

BPO 0.050 g

p0207-ir p0207과 302 CL 40.7%
같은제초조건 개시제 모너머의

약 0.1%
액금 담치 후(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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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10 백금답지에 따른 고분자 당체의 버표면쩍의 변화

<l，4-dioxane을 사용한 경우)

실험 ID 제초초건 비표면적 벼고

(m2/g)

p0208 S 14.08 g ’ 344 CL 40.7%
DVB 39.98 g 개시째 모너머의

HOH 50.03 g 약 0.1%
ODCB 50.01 g 액금담지천

BPO 0.050 g

p0208 ‘ lT p0208과 291 CL 40 ‘ 7%
같용쩨조조건 개시제 모너머의

약 0.1%

빽금 담지 후(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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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Number of Surface Atoms per Unit Area of
Poly Crystalline Surface

Metal

Chronium
Copper
Iron
Nickel
Palladium
Platinum
Rhodium
Ruthenium

Concentration of Surface
AtomsOO19 m-2 )

1.63
1.47
1 ‘ 63
1.54
1.27
1 25
1.3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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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BET 장치에 사용된 측정기 및 기기의 사양

압력계

압력계 전원공급 및 출력 표시기

진공계 및 측정계

진공펌프

확산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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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Baratronmeter

Type 122B
max. 1000 torr
output 0 - 10 V

MKS
PDR-D-l

Hastings
Cold Cathod Gauge
진공측정 10-7 torr

Oil Rotary Vacuum
Pump

GDV-050 A

유리 몇 텅스렌 와아어로

제착

실리론 오일 이용



표 4.2.3. 헬륨드로의 부피측정 (K0519-6)

Pm (torr) Ps(torr) Pe(torr) V(m])

10 .4 o 9.1 10 .471
20.1 9.1 18.6 11.574
29.9 18.6 28.3 12.091
40.0 28.3 38.4 11 ‘ 612
49.9 38 ‘ 4 48.3 11.847

avg. 11. 591

표 4.2 .4. 수소 홉착의 실험 결과(K0519-6)

Pm Ps Pe del n sum n V(STP)
(torr) (torr) (torr) (mole) (mole) (mI/g)

1.0 0 0.5 1.662e-6 1.662e-6 0.0597
2.0 0.5 1.6 8.95ge-7 2.558e-6 0.0918
2.9 1.6 2.7 1.070e-7 2.665e-6 0.0957
4.2 2.7 3.8 8.95ge-7 3.561e-6 0.128
5.0 3.8 4.7 6 ‘ 255e-7 4.187e-6 0.150
7.1 4.7 6.7 3.381e-7 4.525e-6 0.162

10.1 6.7 9.4 1.088e-6 5.612e-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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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헬륨으로의 부펴측청 (JO-6)

Pm(torr) Ps(torr) Pe(torr) V(m})

10.0
20.1
30.2
40.2
50.3

6
4
4
6

0
8
mm
%
%

8.6
18 .4
28 .4
38.6
48.5

avg.

11.933
12.715
13.194
11.498
13.327

12.533

표 4.2.6. 수소 홉착의 실험 결과(JO-6)

Pm Ps Pe del n sum n V(STP)
(torr) (torr) (torr) (mole) (mole) (mI/g)

1.0 o 0.2 3.031e-6 3.031e-6 0.227
2.0 0.2 1.5 1.09ge-6 4.130e-6 0.309
3.0 1.5 2.7 3.753e一7 4.505e-6 0.338
4 .4 2.7 4.1 2.39ge-7 4.745e-6 0.355
5.1 4.1 4.9 2.502e-7 4.995e-6 0.374
7.3 4.9 6.9 2.297e-7 5.225e-6 0.391

13.0 6.9 12.0 5.066e-7 5.732e-6 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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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헬륨으로의 부펴측정(K0609-6)

Pm(torr) Ps(torr) Pe(torr)

10.0 0 8.7
20.2 8.7 18.6
30.1 18.6 28.7
40.2 28.7 38 .4
50.2 38 .4 48 .4

avg.

V(m l)

10.953
11.846
10.160
13.602
13.194

11.951

표 4.2.8. 수소 홉착의 실험 결과(K0609-6)

Pm Ps Pe del n sum n V(STP)
(torr) (torr) (torr) (mole) (mole) (ml/g)

1.0 0 0.2 3.027e-6 3.027e-6 0.188
2.1 0.2 1.5 1.531e-6 4.558e-6 0.283
3.0 1.5 2.7 4.116e-7 4.96ge-6 0.308
3.9 2.7 3.6 6.045e-7 5.574e-6 0.346
5.0 3.6 4.8 1. 716e-8 5.591e-6 0.347
6.8 4.8 6.4 5.488e-7 6.140e-6 0.381
8.2 6 .4 7.9 2.187e-7 6.358e-6 0.395

10.0 7.9 9.8 -4.330e-7 5.925e-6 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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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담체의 표면척에 따른 수소홉착 영향

sample

K0519-6
JO-6

K0609-6

area
(m2/g)

121
323
458

pore
size(A)

18.9
19.0
15 .4

intercept

Cml/g)

0.062
0.293
0.266

slope

0.015
0.015
0.017

표 4.2.10. 백곰 금속의 분산도 및 금속의 크기

sample BET H2 No. of Surface Pt

Surface Adsorbed H2 Atom Area of Crystal

Area Amount per Pt Size
(m2/g) (m l/g) Pt Atom (m2/g Pt) (A)

K0519-6 121 0.062 0.18 50.0 47
JO-6 323 0.293 0.85 235 10

K0609-6 458 0.266 0.77 2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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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 ‘ 헬륨으로의 부펴측정 (K0609-3)

Pm(torr) Ps(torr) Pe(torr) V(m})

10.2
20.2
30.1

’ 40.1
50.1

3
6
7
5

0
8
mm

m삶Mm

8.8
18.6
28.7
38.5
48.5

avg.

11.661
11.967
10.160
11.967
11.728

11 .497

표 4.2.12. 수소 홉착의 실험 결과(K0609-3)

Pm Ps Pe del n sum n V(STP)
(torr) (torr) (torr) (mole) (mole) (ml/g)

1.2 o 0.7 1.552e-6 1.552e-6 0.0882
2.1 0.7 1.7 9.672e-7 2.51ge-6 0.143
3.2 1.7 2.9 4 .447e-7 2.964e-6 0.169
4.0 2.9 3.8 2.340e-7 3.198e-6 0.182
5.1 3.8 4.9 1 ‘ 093e-7 3.307e-6 0.188
7.0 4.9 6.6 5.305e-7 3.838e-6 0.218

10.2 6.6 9.6 5.150e-7 4.353e-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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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3. 헬륨으로의 부펴측정(K0609【9)

Pm(tofr) Ps(torr) Pe (torr)

10.1 0 8.8
19.9 8.8 18.3
30.2 18.3 28 .4
40.4 28 .4 38.7
50.0 38.7 48 .4

avg.

V(m l)

10.828
12.345
13.063
12.098
12.091

12.085

표 4.2.14. 수소 홉착의 질험 결과(K0609-9)

Pm Ps Pe del n sum n V(STP)
(torr) (torr) (torr) (mole) (mole) (ml/g)

1.2 0 0.3 3.366e-6 3.366e-6 0.212
2.1 0.3 1.4 2.053e-6 5A1ge-6 0.341
3.0 1.4 2.5 1.261e-6 6.680e-6 0 .420
4.1 2.5 3.8 3.391e-7 7.01ge-6 0 .442
5.1 3.8 4.8 5.348e-7 7.554e-6 0 ‘ 475
7.1 4.8 6.5 1.265e一6 8.81ge-6 0.555

10.0 6.5 9.3 9 .434e-7 9.763e-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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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5. 당체의 표면적에 따른 수소흡착 영향

sample Pt
Loading

area
(m2/g)

pore
size(A)

intercept slope
(m1/g)

K0609-3
K0609-6
K0609-9

0.3 %
0.6 %
0.9 %

458
458
458

15.4
15 .4
15 .4

0.124
0 ‘ 266
0.316

0.013
0.017
0.034

표 4.2.16. 백금 금속의 분산도 및 금솜의 크기

sample BET HZ No. of Surface Pt

Surface Adsorbed H2 Atom Area of Crystal

Area Amount per Pt Size
(m2/g) (m l/g) Pt Atom (m2/g Pt) (A)

K0609-3 458 0.124 0.72 199 12
K0609-6 458 0.266 0.77 213 11
K0609-9 458 0.316 0.61 16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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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7. 헬륨오로의 부피측정 (pl011-1-2H)

Prn(torr) Ps(torr) Pe(torr) V(rn})

‘ 10.0 0 8.5 12.935
20.1 8.5 18 .4 12.587
30.3 18 .4 28.7 11.386
40 ‘ 1 28.7 38.3 13.744
50.1 38.3 48.3 13.194

avg. 12.769

표 4.2.18 ‘ 수소 홉착의 실험 결과(p1011-1-2H)

Pm Ps Pe del n sum n V(STP)
(torr) (torr) (torr) (mole) (mole) (ml/g)

1.1 0 0.6 1.581e-6 1.581e-6 0.126
2.1 0.6 1.7 8.331e-7 2 .414e-6 0.193
2.9 1. 7 2.7 1.031e-7 2.517e-6 0.201
4.0 2.7 3.7 5.030e-7 3.020e-6 0.242
5.0 3.7 4.7 5.030e ‘ 7 3.523e-6 0.282
7.1 4.7 6.8 -2.632e-7 3.260e-6 0.261

10.0 6.8 9.6 -3.50ge-7 2.90ge-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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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9 ‘ 헬륨으로의 부피측정 (pl011-1-4H)

Pm (torr) Ps (torr) Pe(torr) V(rn})

10.2
20.1
30.2
40.0
50.3

7
4
4
5

0
8
m
m경mg

8.7
18 .4
28 .4
38.5
48.6

12.638
12 ‘ 846
13.194
10.886
12.338

avg. 12.380

표 4.2.20. 수소 홉착의 실혐 결과(p101'l-I-4H)

Pm Ps Pe del n sum n V(STP)
(torr) (torr) (torr) (mole) (mole) (ml/g)

0.9 o 0.5 1.275e-6 1.275e-6 0.100
2.0 0.5 1.8 -7.902e-8 1.196e-6 0.094
3.0 1.8 2.7 5.978e-7 1.794e-6 0.141
4.1 2.7 3.9 -1.080e-8 1.783e-6 0.140
5.1 3.9 5.1 -8.187e-7 9.643e-7 0.076
7.2 5.1 6.9 -1.620e-8 9 .481e-7 0 ‘ 075

10.1 6.9 9.7 -2.945e-7 6.536e-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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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1. 헬륨으로의 부피측청(p1011-I-15H)

Pm(torr) Ps(torr) Pe(torr) V(m!)

10.2 0 8.8 11.661
20.1 8.8 18.5 12.091
30.2 18.5 28.6 11.612
40.0 28.6 38 .4 11.967
50.3 384 48.5 13.063

avg. 12.079

표 4.2.22. 수소 홉착의 실험 결과(p1011-I-15H)

Pm Ps Pe del n sum n V(STP)
(torr) (torr) (torr) (mole) (mole) (m l/g)

1.0 0 0.6 1.221e-6 1.221e-6 0.087
2.2 0.6 1.8 8.198e-7 2.040e-6 0.145
3.1 1.8 2.8 5 .481e-7 2.588e-6 0.184
3.9 2.8 3.8 -2.626e-7 2.326e-6 0.165
5.0 3.8 4.7 6.148e-7 2.941e-6 0.209
7.1 4.7 6.6 7.576e-7 3.698e‘ 6 0 ‘ 263

10.1 6.6 9.5 4.950e-7 4.193e-6 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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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표 4.2.23. 수소 전처리의 효과(Jo6)

Adsorbea
amount(ml/g)

3.5
8.72

14.83
22.67
34.38

0.1460
0.1680
0.1845
0.2001
0.2188

표 4.2.24. 수소 전처리의 효과(p0609TR)

Pe

13.14
18.33
30.82
39.71
4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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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bed
amount(ml/g)

0.2207
0.2451
0.2663
0.2802
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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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으로 찍은 촉매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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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으로 찍은 촉매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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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무기계담체 합성실험

수소-물 동위원소 교환반용에 이용되는 소수성촉매의 개발은

크게 나누어 알루미나 포는 활성탄 갈온 친수성 담체에 소수화체인

PTFE(Polytetra- fluoroethylene) 둥올 코팅시키는 방법과 PTFE 와

SDBC(Styrene divinyl benzene) 같은 유기고분차를 직첩 소수성담체로

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올 두고 개발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촉매들용 유기 고분자 물질융 사용하는데 기인한 얼안정성과 기계척강

도 둥에 있어서 결정올 보일 수 었으며， 국텅막올 통해 확산해 툴어간

수중기의 용촉요로 인해 촉매수명이 감소될 수 있으며 유기고분자를

담체로 사용하였올 때 표면척이 척다는 결점이 있다. 또환 Butler[5-1J

풍의 연구컬과에 따르면 ceramic 구조체에 wet-proofed PtlC따bon 올

입힌 촉매가 활성이 가장 큰 것올 보여주었다. 즉， 알루미나 같온 매우

친수성인 담체와 테프론 같은 pH우 소수성인 담체가 활성탄 같은 중간

정도의 we한:ability 를 갖는 담체에 비해 활성어 떨어진다는 것올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중간정도의 wettability 를 갖는 다른 담체가

Pt/Carbon 촉매보다 활성이 좋올 수 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융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담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석유

화학공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청성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인 제올라이트

(zeolite, molecular sieve) 는 친수성으로써 수분 홉확제로도 사용되지

만 제옳라이트의 친수성 특정은 그 구조차체의 고유한 북정이 아니라

알루미늄의 함량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 즉 Si!Al 의 벼가 크면 소수성

올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동안

에 개발되어진 소수성 촉매들에서 발생활 수 있는 문제접들올 개선하

고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옹에 좋은 활성올 가지는 소수성올 갖논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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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11 (inorg없ric) 담체를 개발하고차 한다.

1. 제올라이트의 특성

가. 제올라이트의 일반점인 톡성

제올라이트는 홉착제나 촉매로써 다양한 용도를 갖기 때품에 광

범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공업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휘초의 제올라이트인 천연제옳라이트가 발견된이래 1930년대 제옳라이

트의 구조가 밝혀지고 그 특이한 구조에 기인하는 분자체 효과가 알려

졌으며 1940년대에 이르러 수얼합성법에의하여 mordenite 를 합성하는

데 성풍함으로써 본격척으로 제올라이트 합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1950 년대 제율라여트 A, X, Y 풍이 합성되었고 제올라이트의 선택

적 홉수， 홉착성과 이온교환성에 대한 기초척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낮

온 sνAl 비에 따른 열척 불안정성올 해소하기 위하여 높온 Si!Al 비의

체올라이트를 합성하는데 초점율 두게 되었으며 1970 년대에 Mobil Oil

사에셔는 탄화수소전환반용용 촉매로써 실리카 함량이 매우 높은

ZSM-5 라는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다.

제옳라이트란 Al0 4 와 Si04 로 이루어진 알루미노셜리쩨이트 결정으

로 Al04- 와 Si04 의 두개의 tetr따Ie바a 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3차원적

으로 연결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 두개의 tetr밟Ie따a 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정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전하률 띠게 되

므로 구조속에는 I, n 족의 양이온들이 결정구조내에 존재하게 된다.

제올라이트를 어루는 성분들중에는 tetr;와1때ra 의 중심위치에 존재하

고 있는 T site 의 원소(Si.Al) 들은 각기 다른 성분으로 대치 가놓하

며， 단위 격자당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Mx/o [(Al02)x(Si02)y]zH20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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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식에서 n은 전하， 그리고 x,y 및 z 는 각각 임의의 청수를 나

타내며 (x+y) 는 단위격자내의 tetr하1외ra 의 수를 나타내는데， y/x 의

비는 체올라이트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값올 갖는데 쩌l올라이트 A

는 y/x=l, X 는 l<y/x<l ‘5, Y 는 1.3<y/x<3 이며 ZSM ‘ 5 촉매의 경우

는 5<y/x< ∞ 이다.

제올라이트 A 는 Si 와 Altetr빼어ra가 결합하여 cuboctah빼ron 올

이룬 sodalite(양uncated octahe따al) 단위가 겹사각형 고리(double

4‘ ring) 를 만들면서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제올라이트 X나 Y는

겹육각형고려(double' 6-ring 포는 hexagonal prism) 흘 만들면서 이루

어진 구조이다. 제올라야트 A 의 셰공입구눈 8개의 산소로 이루어져

물이나 암모니아처럽 작은 분자만이 홉확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올라

이트 Y 의 셰공업구는 12채의 산소고리로 이루어져 있어 벤젠이냐 크

실렌 같은 분자도 홉학된다.

대부분의 제올라이트 계혈의 촉매는 Na 염의 형태로 제조되는데 야

러한 양어온 형태의 제올라이트를 다룬 양이온으로 교환시켜 촉매의

고유 복성인 산도 및 활성율 가지게 해야 한다. 이처럼 촉매로서의 활

용자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온교환청도 및 교환속도는 교환될 양이

온의 종류， 크기 및 원자가， 이온교환 온도， 이온교환시간， 교환회수， 양

이온 용액의 농도 그리고 제올라이트 구조속의 양이온의 위치동에 따

라 달라진다. 대체로 촉매제조에 있어서 많이 이용되는 아온교환은 암

모늄 이온(NIL+) 교환이다. 암모늄으로 이온교환하여 열분해시키면 산

성올 갖게되어 축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올라이트는 촉매로 사용하기 전에 소성(calcina다on)하여 활성화 시

키는 것이 통례인데， 소성올 합으로써 몰리홉착된 물이 제거되고， 제올

라이트 구조속에위치한 알카리금속 양이온들이 재분산되어 다음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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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교환시 그들와 제거가 용이해진다.

ZSM-5 는 큰 기공을 가지는 fa띠aSl않 혹은 작은 기공올 가지는

Linde type A 와는 달리 독특한 chmmel 구조를 가지며 이로 언해 형

상 선돼성올 나타내는 촉매종의 하나이다[5-2]. 이 ZSM-5 는 독특한

촉매 특성과 높은 얼척 안정성올 가져고 었다. ZSM-5 의 격자구조는

tetrahedra 가 새로운 행태로 연결되어 있고 8 개의 5-membered 파19

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ZSM-5 구성 단위들윤 edge 로 연결되어

ch려n 올 형성한다. 이 chain 들은 sheet 를 형성하고， 이 sheet 툴이

다시 연컬되어 3 차훤의 격자구조를 이룬다. ZSM-5 의 격자는 무재의

channel 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001] 면에 평행하게 있는 sinusoidal

channel 이고 다른 하나는 [010] 면에 i영행하게 있는 straight channel

이 다. straight channel 의 free diameter 는 약 5.6x5.3 A 이고

sinusoidal channel 의 free di따neter 는 약 5.1 x 5.5 A 이다. 이때결정

온 격자 상수가 a::::20.1, b=19.9, c:::13.4 A 인 orthorhombic 형태의 단

위 격자를통해 이루어지며 때로는 nlOnoclinic 형태로도 나타내어진다.

그리고 2SM-5 촉매에 소성 이온교환r 또는 홉학둥의 처리를 했올 때

이 두 형태는 서로 가역적인 변환이 일어난다. 산화물의 몰 비로 나타

낸 ZSM-5 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0.9+ O.2My'nO:W203:5-100Y02:zH20

여기서 M: 양이온

n: 그 양이온의 원자가

W : a1따ninum

Y : silicon

z : 0-40

한편， Union Carbide 사에서는 Si 만으로 격자구조가 이루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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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lite 를 합성하였다[5-3] . 이 러한 silicalite ’ 는 구초척으로 ZSM-5

와 같으나 알루미늄 합량이 거의 없으며， 산소이온의 10-파19S 로 정의

된 intersecting channels 의 3차원 구조로 되어있어서 직경이 6 A 청

도의 붐자를 홉착할 수 있다.

나. 제올라야트의 소수성 특성

Chen [5-4] 용 일련의 알루미늄올 제거한 mordenite 에 대해 알

루미늄 합량이 감소합에 따라 홉착되는 몰의 양이 선형적으로 감소합

올 보여준 바 았다. 즉， 알루미늄올 제거하기 이전의 mordenite 에서

물과 탄화수소에 대한 홉확용량온 거와 같았으나 알루미늄이 제거됨에

따라 탄화수소 분자는 홉확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물붐자는 silica

합량이 많윤 시효에서는 홉확용량이 급격혀 갑소하였으며， 실제로

SiOν퍼203>80 인 dealuminated morde띠te 는 물올 거의 홉확하지 않

옴올 확인함으로써 이틀 실리카 함량이 많은 제올라이트는 소수성흘

나타냄율 보여주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알루미늄여 제거됨으로써 물

분자가 홉착할 수 있는 aluminum 않tr;삶1영ra와 cation centers 의 수가

감소하고 동시에 소수성을 나타내는 르Si-O-Si르 결합의 수가 중가하

논데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쩨올라이트에서의 dealumination

은 산을 사용하므로 그 구조에 영향올 미칠 수 있는 매우 조심스려운

파청이다.

Olson 퉁[5-5]은 ZSM-5 의 몰려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룰 수행한

바 있다. ZSM-5 의특성틀어 그 조성 즉I Si()y'Ah03 비에 따라 변화하

는데 이온교환용량， 촉매활성， 빛 소수성퉁이 조성에 따라 변화하는 반

면에 X-ray diffraction pattern, 기공크기， 기공용적， 및 refractive

index 둥은 조성에 따라 기봉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그 구조에 의존

한다. 그들의 연구 결파 2SM-5 는 흑이한 소수성올 가지므로 물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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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소의 분리에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aluminum 함량이 적

올수록 이온교환 용량이 감소하고 수분홉착량이 적어지므로 이러한 소r

수성의 정도는 SiOV'Al2OJ 비에 의존함을 보여 주었다. 또다른 ZSM-5

의 소수성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5-6] 에 따르면 Siα/Alz03>400 에서

극성화합물(물，때탄올)보다버극성화합물(benzene， cyc1ohexane) 올 더

잘 홉착합올 보여주었다.

Flanigen[5-3] 둥의 연구에 의하면 Sl섭calite 는 소수성이며 수중에서

유기물질올 선택적으로 홉착함올 보여주었다. 그틀의 연구에 의하면

silic와ite 는 홉착 셰꽁크기가 거의 6A 정도이며 포화 세공홉착 부피가

O.19cm3/gr 올 갖는 홉착제이다. 따라서 상온에서 벤젠 정도 크기의 분

자( kinetic diameter 5.85A) 는 홉작하나 6A 보다 큰 분자인 네오펜탄

같은 분자(kinetic 버없neter 6.2A) 는 홉착하지 않는다. 물과 다론 극성

분자에 대해 극히 높은 친화성올 갖는 알루미노실리케이토 제올라이트

의 표면에 비하여 silicalite 는 올 흡착에 대해 매우 낮은 선택도를 가

지며 제한된 세공크기보다 작은 유기물 분자는 매우 잘 홉확한다.

silicalite 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볼분자와의 강한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물분자를 silicalite 의 바찰에 액채로 머물게 한다. silicalite

에 소량의 물이 홉착하는 것은 아마도 precusor 에서 유기이온올 열제

거한 후에 남아있는 hydroxyl 기와 관련될 것이다.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제올라이트의 강한 친수성 특성은 양이옹파 hydroxyl 기 같은 극성기

의 intracrystalline void space 의 존재와 tetrahedral framework 에서

silicon 올 알루미늄으로 치환함으로써 생성되논 field gradients 에 기

인한다. silicalite는 구조내에는 알루미늄과 양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무기담체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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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ZSM-5 의 제조

2SM-5는수열합성법올 사용하여 제조한다. 이는 유기 양이온 즉

templa파19 agent가 존채하는 반용물올 척청온도의 자생 압력에의한 수

열과정(hydrothenn떠)에 의해 결정화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다[5-7).

합성순서는 다음과 같다.

1) silica source 로써 colloidal silica(Ludox HS-30) 와 물융 균일한

상태가 될때까지 잘 교반한다.

2) 여기에 NaAlOz 훌 물에 녹인 수용액올 팎의 용액에 넣고 균일한

상태겨 될 때까지 잘 교반한다.

3) 이 용액에 TPABr(TetraPropylAmmonium Bromide) 수용액올

templating agent 로 넣고 혼합이 잘 되도록 교반한다.

4) 잘 혼합된 용액올 Autoclave 에 넣고 150-170 0C 의 온도에서 적

정 속도로 교반하면서 자생척언 압혁에의해 결청화 셔킨다.

5) 생성된 결정올 종류수로 여러차례 여과와 세척올 한 뒤 1100 C

의 온도에서 건조한다.

6) 건조된 결정을 많0
0 c 의 꽁기붐위기에서 12시칸 동안 소성한여

NaZSM-5 를 제조한다.

7) 만들어진 NazSM-5 를 70 0C 에서 1M NH4Cl 용액올 사용하여

Na+ 어온올 H+ 로 이온교환한다. (3번)

8) 또다시 여과와 셰척， 및 건조한 후에 550
0

C 에서 소성하여

HZSM-5 를 채조한다.

9) 이러한 과청올 통해서 만틀어진 ZSM-5 를 야온교환 또는 합침법

올 사용하여 Pt-2SM-5 를 만톤다.

ZSM-5 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번와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시

약온 다음과 같다. TPABr(Tetrapropylarrunonium bromide) : 31.21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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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 : 1.3 gr, NaAl02: 1.6 gr, H20 : 200 n피， LUDOX HS-30 :

38.17 gr.

최초에 시도한 합성실험에서논 용액 혼합시에 첨전이 발생하였으며

준비부족과 autoclave 작동 실패둥으로 인하여 결정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그림5-1). 두번째 시도에서는 용액합성과정에서 첨전이 발

생하지 않았으나 불순물이 다량 유입되어 이것 역시 결정형성이 제대

로 되지 않았읍올 보이고 있다(그립 5-2,5-3). 이러한 합성실패의 경험

을 바탕으로 다시 제조하였올 때는 용액합성시의 교반상태가 매우 좋

았으며 불순물의 참업도 없었다. 결정화 과정 이후의 x-ray 검사결과

는 그림 5-4 와 같은데 그립 5-2와 유사하다. 그러나 calcination 과 이

온교환 과정올 거친 후의 X-ray 검사결과(그림 5-5)는 ZSM-5 의 고

유특성과 매우 유사하였다.

이와같이 만들어진 ZSM-5 는 소수성올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H

type 으로 생각되며， BET 장치를 이용하여 표면적올 측청한 컬과 414

m2jgr 으로 매우 큰 표면적올 나타내었으며， 기공크기는 17A 과 90A

근처에 가장많이 분포함올 알 수 있었다(그림 5-6).

나. Silicalite 의 합성

silicalite 의 제조는 [5-8] ZSM-5 의 제조방법과 같이 수열합성

법올 사용한다. 그러나 알루미늄 성분을 갖는 시약올 넣지 않는다. 합

성순서는 다음과 같다.

1) Silica source 로써 colloidal silica CLudox HS-30) 와 TPABr

(Tetra Propyl Ammonium Bromide) 수용액을 templating agent 로 넣

고 혼합이 찰 되도록 교반한다.

2) 이 용액에 NaOH 수용액올 미량씩 넣으면서 교반하여 용액이

균일하게 섞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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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얼하게 혼합된 첼 상태의 용액올 Autoclave 에 넣고 zoot
에서 72시간동안 자생척인 압력에 의하여 결정화 시킨다.

4) 생성된 결청올 중류수로 여러차례 세척한 후、 여과한다.

5) l00 "C 의 oven 에서 건조한다.

6) 건조된 결정올 600''C의 공기분위기에서 l시간동안 소성하여

silicalite 를 제초한다.

ZSM-5 제초의 경험올 바탕으로 silicalite 를 제조하였다. 합성에 사

용된 시약은 Ludox HS-30 44 gr, TPABr 2.4 gr, NaOH 1.4 gr H20

25 gr 이었으며 Aluminum source 는 캠가되지 않았다. 체조된

silicalite의 XRD 분석옳 통해 결청구조를 확인하였다. 제조된 silicalite

의 XRD 자료를 문현상에 나타난 silic외ite 의 특성 자료와 비교함으로

써 silic려ite 가 잘 합성되었옵올 알 수 있었다. 제조된 silicalite 의

BET 표면적은 450m2/gr 이었다. 따라셔 표면척이 넓고 다공성이며 소

수성올 갖는 무기담체인 silicalite 률 제조할 수 있였다.

silicalite 의 제조시 투여된 합성사약툴과 합성방법올 변화시켜 제조

한 시료의 XRD 결파를 그림 5-7(S1), 5-8(52), 5-9(53) 에 나타내었으

며 Sl여 가장잘 만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에는 계속 51 의

방법에의해 silic려ite 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silicalite 의 소성시간올 1

시간， 2시간， 3셔깐， 4시간으로 변화시켜서 제조한 사료의 XRD 분석결

파를 그림 5-10(Sl-11), 5-11(S-12), 5-12 (S1-13), 5-13(Sl-14) 에 나

타내었다. 소성시간의 변화는 silicalite 결청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옳

미치지 못하는 것올 알 수 있었다.

다.수붐홉착실험

제조된 ZSM-5 와 silic와ite 는 pellet 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수중

에 담글수가 없으므로 수중기 홉착실험올 수행하여 각 담체의 소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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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해 보았다·. 활성탄， ZSM-5, .silicalite 를 각각 무게흘 달고 포화

수중기 상태에 놓이도록 밀폐된 용기안에 시료틀올 넣은 후 가끔씩 무

게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홉습설험 첼과는 그림 5-14 와 같다. 시료 gr

당 홉착한 수분의 양올 비교해보면 활성탄(Activated Ca호bon) 의 경우

가장많윤 양의 수분올 홉작하며 그다옴 ZSM-5 와 silic려ite 의 순서로

수볼올 홉확합율 볼 수 았다. 제조된 silicalite 의 경우 거의 수붐율 홉

착하져 않는 것으로보아 수소동위원소교환반용의 소수성 담체로 활용

될 수 있는 불질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내독성 복합 금속 촉매체 개발

Stevens 에 의해 개발된 소수성 촉매는 bithermal system 에서는

안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백금(Pt) 촉매는 1 mole 의

중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15000-20000 mole 의 수소가 공급되어야 하

며， NH3, CO, H2S 둥에 의하여 쉽게 펴독되어 촉매의 피독현상이 심각

할 우려가 었다.그러나 Nickel-chrorrria 촉매는 불순물에 대하여 강하고

백금촉매보다 더 쉽게 재생되며[5-91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그러

나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수성 Nickel-chromia 에 대한 연구결파

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성올 갖는 Ni-Cr 촉매의 개발온

수중에서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용이 가농한 내독성 촉매의 개발이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올 것이다. Ni-Cr 촉매는 nickel carbonate 와

chromium carbonate 를 공칩시킨 후 세혀， 건조， 분쇄， 공기중에서 소

성 (615K) 시켜서 제조하며， 제조된 nickel-chromium 산확물 분말올

phenyl ethyl triethoxy silane(PETES}, phenyl trimethoxy

silane(PTMS), phenyl ethyl trimethoxy silane<P많、MS)， 빛 까nyl

σiethoxy silane(VTES) 같은 alkoxy silane 과 혼합하고 그 slurry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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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후 수소로 환원시켜 소수성을 갖는 Ni-Cr 촉매를 제조할 수 있

다.

Bhattacharya [5-10] 퉁온 Nickel-chromia 촉배를 이용해 기상파 액

상에서 수행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파에 의하면 최적 chromia 의 함량

온 15 mole% 로 밝혀졌으며， 소수화된 촉매는 phenyl trimethoxy

silane 으로 처리된 띠ckel oxide-chromium oxide 분말융 수소로 환원

시켜서 얻올 수 있었다. hydrophobic layer 는 기상에서의 반용속도를

변화사키지 않았으며 수중기가 multilayer 가 아닌 monolayer 로 홉착

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와 액쳐l 중수소사이의 H-D exchange 를 촉진하

논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소수성을 갖는 충은 압력 106 Pa, 온도 373K

까지 안청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nickel-chromia 촉매

는 내독성이 강하긴 하지만 백금 촉매에 비하여 수소동위원소 교환반

용에 대한 활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실제 용용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면혜서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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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무기계 촉매 제조 실험

1. 촉매의 체조방법

원하는 반용공정에 사용될 촉매의 금속성분과 담체가 결정되고 나면

담체의 표변에 금속올 어떻게 얼마나 담지할 것이며 또한 담져됨 금속

성분올 어떠한 조건에서 건조 소성 및 환원시킬 것인가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데 이러한 과정올 촉매채조파청이라고 한다.

가. 금속의 담지방법 (Loading)

금속율 담체에 당지시킬 때 담지된 금속왼자가 잘 붐산되어 값

비쩔 귀금속율 최대한으로 촉매반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금속성분을 무기계 담체에 답지할 때 주로 이온교환법

(ion exchange), 함첩법 (impregnation) 그리고 첨전법 (precipitation)이

사용되고 있다.[6-1 - 6-6]

이온교환법온 홉학법아라고도 불리우는 데 답지시키고자 하는 금속

염 (주로 양이온의 금속성분을 포함한 질산염 및 염산염 둥야 많이 쓰

임)의 수용액중에 담쩨를 분산시켜서 양이용의 급속성분야 담체 표면

의 양이온 (Na+ 풍)과 이온교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온 금속올

담체 표면에 거의 100%에 가까운 분산도를 갖도록 담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담체내 이온교환점이 한청되어 있으므로 담지량올 증가

시키는 데에 한계7t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촉매의 예로는

PtJZeolite가 대표척야다.[6-2]

참천법은 이온교환볍파 같이 담체를 금속염의 수용액에 분산시캄 후

에 용액의 pH를 조절합으로써 금속염이 미세한 입자로 첨전되면서 분

산됨 담체의 표면에 누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온 금속담지량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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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할 수 있는 장정이 있지만 금속입자가 담체 내부의 세공까지 잘

분산되져 않는 문제첨이 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답쳐l외 원료와 급속

염올 모두 물속에 녹인 뒤에 pH 또논 온도죠철 동에 의하여 담체와 금

속입자가 동시에 석출하면서 뭉치게 하는 공침법 (coprecipitation) 도

있다. 이 경우 금속입자들의 일부가 답체속에 묻혀버려서 촉매작용을

못하가 때문에‘ 침전조건의 조절에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참전법에 의

해 제조되는 대표적인 촉매는 Ni/Alumina 풍이 있다.[6-3]

합휩법은 금속염의 수용액 (알콜 및 약세톤둥와 용매를 사용하는 경

우도 있옵)에 담체훌 분산시킨 후에 수용액종의 물을 서서허 중발시킴

으로써 금속염의 결정이 담헤표면에 석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어느정도의 분산도를 유지하면서 ’금속의 담지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

점이 었다. 이 방법은 실험실 규모의 촉매채조에 많이 사용되고 었으나

제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단점이 있다. 합침법에 의해 쩨조되는 대표

적인 촉pH논 PtJSilica 둥이 있다.[6-4 ， 6-5, 6-6J

냐. 담지된 금속성분의 소성 및 환원

담채표면에 담지된 금속성분은 이온상태， 칠산염 및 염산염의 결

정형태 또는 금속산화불로 존재하게 된다그러나 01와같온 금속성분이

촉매활성올 갖기 위해서는 대부분 순수한 곰속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개의 금속담지 촉매는 담지 후에 소성 (calcina디on) 및 환훤

(reduc디on) 과정올 거치게 된다.

우선 금속담지과청에서 사용된 수분 (또는 용매)올 증발시키기 위하

여 100 - 120t의 오븐에서 약 l시간 건조사킨다. 건조가 완료되면 금

속염올 분해시키기 워하여 산소， 공기 및 수소둥의 분위기하에서 금속

염의 분해온도까지 가열하는 데 야를 소위 소성 (calcina피on)이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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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금속염플온 200 ‘ 똥o't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주위 기혜에 따라 생성되는 금속성훈 (대개의 경우 산확묻)의 딴청

성이 좌우되고 붐해속도에 따라 금속입자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소성과

정온 매우 정교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NaY어l 담지된 백금

촉때의 제조시 수소보다는 산소붐위기가 그리고 분해속도가 느릴수록

금속업자가 잘 분산되어 그 크기가 작아진다고 보고된바가 있으며 Fe,

co 및 Ni 둥과 같이 환원하기 어려운 금속은 분해과정부터 계속 수소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아 최종 환원도를 높이는 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금속염올 소성한 후에 수소분위기 하에서 환휠시키는 과정올 거치게

환다. 귀금속의 경우에는 쉽게 환원이 일어나지만 귀금속이 아닌 경우

에는 환원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비교척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환원반

용올 시켜야 환다. 그러나 환원온도를 너무 높일 경우 금속입자끼리 소

결되어 표면척이 감소하거나， 금속이 담체에 둘러 싹이거나， 또는 촉매

활성올 잃어버리는 수가 있으므로 너무 높은 온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2. 촉매의 제초 및 특성

기액간의 수소동위원소교환반용에 활성이 크고 열적 안청성이 크다

고 알려진 Pt-Silicalite-Teflon계 소수성촉매의 개발은 우선 빽금의 담

지량과 분산도가 큰 분발상태의 PtlSilicalite 촉매를 제조하고 이 촉매

봄말율 Teflon 수용액과 혼합하여 무기계 충전물 (Berl saddle,

Raschig ring, Pall ring 둥)의 표변에 코텅하는 기술이 필수척이

다.[6-7]

카나다의 Wanke[6-8]풍은 silicalite 에 백금올 이온교환시켜 담지량

이 큰 Pt/silicalite 를 제조하였다. 그들의 연구결파에 의하면 HzPt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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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백급 시약으로 하여 합침법올 이용하여 백금올 담지 시쳤올 때 매

우 낮은 백금볼산도를 보였으나， Pt(N1-Ll)4Cb 릅 백금시약으로 하여

silicalite 를 이온교환 시켰올때는 백금담지량이 약간 중가되고 분산도

도 포한 약간 중가되었다. 그러나 이온교환 과정에서 암모니아수로 pH

·를 10.5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을 때논 백금담지량이 7 wt% 이상， 분산

도툴 80% 이상 얻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백금은 w+-없nmonia

complex 릅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잉의 암모니아를 첨가하면

Pt-ammonia-silicalite 의 surface complex 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는것

으로 생각하였다. 그블은 또한 TEM 분석올 통한 업자직경으로부터 백

금 분산도를 계산하였는데 수소.홉착법에 의한 것보다 훨씬 작았다.

HlPt 값이 큰 것은 hydrogen spillover 또는 TEM 에의해 검출되지 않

온 찰 분산된 백금 (즉I silicalite 셰공내에 존재하는 백금) 이 존재하는

데 왼인이 었다. 그플은 또한 고온에서 산소쳐리에 의한 소결혈상에 대

해서도 관찰하였는데 고온(700l: )에서 산소로 처리하면 silicalite 결청

의 내부에서 외부로 백금의 이동이 일어나며， 내부로부터의 백곰이

silicalite의 외부표면에서 크기가 큰 결정으로 뭉쳐지는 것올 확인하였

다.

그툴은 또한 Pνsilicalite 촉매를 태프론을 binder로 이용하여

ceramic sphere 에 코팅시킴으로써 수소-물 동위원소 교환반용에 이용

할 수 있었다. 태프론 코팅에 의해 장당부분의 백금이 손실되지만 처리

조건과 과정올 찰 조절하여 테프론이 균얼하게 코팅되면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용에 활성이 상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환 수소-물 동

위원소 교환반용 실험올 수행하여서도 기존의 Pt-tef1on-carbon 촉매에

상당하는 물질전달속도 상수를 얻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ilicalite 에 많은 양의 백금을 답지시키고 분산도를 좋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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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다른 연구결과[6-9]에 외하면 silicalite 에 백금올 담져사커가 전에

silic밍ite 를 NaOH 나 NI-~OH 갚은 엽기로 처리한 후 Pt(N1tJ)예C뇨 용

액에서 합첩법으로 백금융 담지시키면 백금담지량이 8wt% 이상， 붐산

도가 60% 이상 얻어진다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silicalite 의 합성시 백

금시약， Pt(N!-h)4(N03h 를 주입하여 합께 합성하는 방법[6-10]도 소개

된 바 있으나 그 촉매의 특성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백금의 담지량과 분산도가 큰 Pt/SiIicalite 촉매의 개

발올 위하여 촉배제조 과정의 금속담지 조건 빛 처리조건올 변확시켜

가면서 촉매를 체조하고 이들의 백금 분산도를 조사하였다.

가. 백금의 담지

왈루미노실리케이트 제올라이트의 음이용교환눔력은 없으며 양

이온교환농력은 SνAl의 합량버가 높올수록 감소하여 AI 함량이 O언

실리카라이트의 경우는 양이용교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

나[6-11] 최근 ZSM-5 제올라이트에서 AI과 무관환 얄부의 SiO- 그룹

에서 이온교환되는 현상여 관찰되었다.[6-1낌 따라서 실리카라이트에

백금올 답지시키기 위하여 함첩법은 불론 이온교환법올 사용하였으며

이 때 백금업과 용매의 종류를 달리하였는 데 이 답지 순서는 각각 다

음과같다.

1) 합칩법에 의환 백급 답지

가) α01M의 백곰용액올 제조하논 데 있어서 사용된 백금

염은 HzPt;C16 와 Pt(N뀔)4Ck 이고 용매는 2차중류수와 에탄올올 각각

사용하였다.

나) 실리카라이트 Ig파 O.OIM 백금용액 27ml (백금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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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비로 5%)를 혼합하는 데 이 때 실리카라이트는 합성 후 소성한 것

과 이릎 sot:의 2M NaOI-I 용액에서 1시간동안 교반한 후 2차중류수

로 세척 (염기쳐리)한 것올 사용하였다.

다) 이 혼합용액중의 설리카라이트 덩어려가 잘 분산되도록

교반처리둥올 한 후 rotary evaporator에서 용매를 서서히 중발시키면

금속염의 결정이 실리카라이트 담체 표변에 석출되는 데 중발에 소요

되는 셔칸은 수용액의 경우 aspirator를 이용하여 70t에서 10시간이었

으며 에탄올용액의 경우 70t에서 6시감이었다.

라) 함첨법에 의해 백금이 달지된 실리카라야트는 용매의

제거를 위하여 loot의 oven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2) 이온교환법에 의한 백금 답지

가) 0.06 M Pt(NI월)-aCh 수용액 53 m1에 실리카라이트 1 g

율 넣고 magnetic stirrer 를 이용하여 살리카라이트 텅어리를 분산시

킨다.

나) 암모니아수를 첨가하여 혼합용액의 pH를 약 10.5 로

조철하고 72시간동안 천천히 교반하는 꽤 pH를 10.5이상으로 유지시키

기 위해서 암모니아수를 가끔 첨가시켜야 한다.

다) 이 용액을 여파하고 2차중류수로 여러변 세척한 후 100

℃의 oven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라) 실리카라이트에 당지된 백금의 함량은 원액과 여과 빛

셰척한 후 생긴 여액과의 백금합량 차이를 붐석하여 산출하거나 직첩

백금담지 실리카라이트 촉매률 적절한 용매로 용해하여 분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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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생 및 환현처리

실리카라이트에 담지된 백금염올 분해하고 순수한 백금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원처리가 필요한 데 금속의 분산도를 높이기 위하

여 환원처리 전에 소성처리를 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소성과 환원처리

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소성 및 환원처리

가) 백금 담지 후 건조됨 실리카라이트 0.5 - 1.0 g을 flow

reactor에 넣고 산소를 흐르게 한다. 이 때 산소의 유량윤 실리카라야

트 19당 1 lit많lmin 이 다.

냐} 산소효릅하에서 반용71의 온도룰 페0'C까지 서서하 옳리

고 W.5 't /min) 3OO"C에서 3사깐이상 유지사킨다.

다) 3OO"C에서 산소공굽올 중지하고 질소를 1 literIrnin의 유

량으로 2시간이상 흩려 실리카라이트에 홉착된 산소를 탈학시킨 후 질

소공급올 중지하고 환원처리를 위해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라) 이 상온의 flow reactor에 고순도 수소를 셜리카라이트

19 당 100 mVmin 의 유량으로 훌려보낸다.

마) 수소호름하얘서 반웅기의 온도를 300't까지 서서히 올랴

고 (1 t/min) 않)()'C에서 3시간이상 유지시킨다.

바) 3OO'C에서 수소공굽율 중지하고 질소률 1 litεr/min의 유

량으로 2시감어상 훌려 설리카라이트의 백금에 홉착된 수소를 탈착시

칸 후 질소공곱을 중지하고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2) 환원처리

가) 백금 담지 후 건조된 실리카라이트를 소성처리 없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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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환원시킬 경우 0.5 - 1.0 g의 실리카라이트를 flow reactor에 넣는

다.

나) 소성 빛 환원처리의 라) ‘ 바)의 과쟁과 동일하다.

다. 채조된 Pt/Silic외ite 촉매의 종류

백금의 담지， 소성 및 환원처리 조건의 변화애 따라 제조된

pνSilicalite 촉째는 다음과 같다.

1) SWC5: 백금함침(HzPtCL> 수용액) • 소성 • 환원

2) SWR5: 백금함침(HzPtC싫 수용액) • 환원

3) SAC5: 백금합침(HzPtCLi 알콜용액) • 소성 • 환원

4) SAR5: 백금함첨(HzPtC1t> 얄활용액) • 환원

5) SNOM5: 백금함침 (Pt(N뀔}4C1z 수용액) -. 소성 • 환원

6) SN2M5: Silic떠ite의 영기처리 • SNOM5와 동일

7) S모T: 백금이온교환(Pt (NI-!J)4Ch 수용액) • 소성 • 환휠

라. 백금의 분산도

1) 백금의 분산도 측정 원리

금속담지촉매에서 금속의 분산도 D (%) 는 픔속입자들의 총

원자수중 업자표변의 금속원자수로 청의된다. 즉，

D = (# of metal surface atoms) / (total # of metal atoms) * 100

로 표시할 수 있는 데 금속의 함량이 일청할 경우 촉매반웅의 활성점

(active site)의 수에 비례한다. 이 분산도는 금속입자의 크기와 반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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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강l를 가지는 데 백금의 결청 빛 표면구조를 고려할 경우 촉매내

백금업자의 평균 직경 d (A) 는 분산도 D (%) 에 대해서

d( A) = 800/0(%)

의 관계를 갖는다. 특히 수소동위원소교환반용은금속입자의 크기 및

표면 결청구조가 촉매의 반용성에 영향융 미치지 않는 structure

insensitive reaction이므로 백금의 분산도는 촉매의 반웅성농과도 비례

한다고 할 수 있다.

금속입자들의 표면 원자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수소 빛 일산화탄소

풍여 담체가 아닌 금속에 선택척으로 홉확하는 성질을 이용한

selective chemisorption, 촉매에 홉작된 물질의 탈착온도가 홉학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율 이용한 Temperature Programm어 않sorption

(TPD), 홉착된 물질의 원자특성율 IR, ESCA둥의 기기붐석율 통해 정

량화하는 spectroscopic method 둥이 었다.[6-1퍼

백금촉매의 경우 수소의 화학홉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이는 수

소원자가 백금원차에만 강한 홉착 포는 화학홉착 (strong adsorption

"'or chemisorption) 이 일어나고 담체에는 약한 홉작 또는 몰려홉학

(w않k adsorption ot phy낭isorption) 아 ‘얼어나는 원리률 이용환 것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6-13] 백급담지 촉매는 담체

표면과 백금업자물의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백금표변에 대한 수

소의 화학홉착둥온션은 그림 6-1의 (a)와 같이 평형 수소압력의 중가에

따른 홉착량이 급격허 증가하다가 백금표면에 수소원자가 monolayer를

형성하면 포화를 이루는 Langmuir type여며 백금원자 1개당 수소원자

1개가 홉착된다고 가정하면 이 포화홉착량으로부터 백금표변의 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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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팩급담지촉매의 수소홉착풍온션

(a) 백금표면의 화학홉착퉁온선 (b) 담체의 몰려홉확둥온션

(c) 촉매의 홉착둥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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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담체표변에 대한 수소의 몰려홉착둥온션

은 .:::l..렴 6-1의 (b)와 찰이 수소홉착량이 평행 수소압력에 비례하게된

다. 따라서 백금답지 촉매의 홉착둥온션은 백금과 담체표변의 홉착둥온

선의 합 즉 (a) + (b) 가 되므로 그림 6-1의 (c)와 같이 얻어지게 된다.

홉학풍운션 (c)는 백금의 화학홉착이 포화까 되는 평형 수소압력보다

큰 범위에서는 직선올 나타내는 데 이 직선과 y축파의 교점이 백금의

포화 화학홉착량과 일치한다. 결흔적으로 백금담지 촉매의 수소홉착풍

온선으로부터 백금표변에 대한 포화 수소홉확량과 백금표변의 원자수

를 구할 수 있으며 백금의 총훤자수로 나누어 주면 백곰의 분산도를

구할 수 있다.

2) 수소홉착 실험

pνSilicalite 촉매의 수소홉학 살혐순서는 다움과 같다.

가) 백금담지， 소성 및 환원， 그리고 질소로 머지되어 상온으

로 냉각된 PtlSilicalite 촉배릅 flow reactor에서 꺼내어 ‘ 채빨리 무제를

달고 cell어l 넣은 뒤 그림 4.2.3 의 수소흡착실험장치에 연결환다.

나} 대기와 접촉한 촉매는 이미 산화 또는 수중거둥이 홉학

되었으므로 수소에 의한 재환윈파 탈착처려 과청이 펼요하다.

。Cell내의 공겨 몇 촉매내의 수중기둥의 탈확을 위해

상은에서 전공처리 (lxlO-4 Torr) 한다.

。Cell내에 수소를 500 Torr 청도 채우고 120'C까지 1

시간가량 셔서히 가열한 후 그 온도에서 진공처리 (lxlO-4 Torr) 한다.

。Cell내에 수소를 500 Torr 정도 다시 채우고 많삐℃까

지 1시간가량 서서히 가열한 후 그 온도에서 진공처리 (lxlO-4 Torr)

한 후 상온으로 냉각시켜 수소홉착실험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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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Hydrogen adsorption isotheml program list

program h2ads
dimension pa(lO).pb(10) , ta(10). lb(IO).dn(10) , sumn(10)
dimensIon ha(5) ， hh(S) ， r녕 tio(S)

character*8 A(4)
open(unlt=2.flle= ’ d:WIN.DAT ’. status= ’01 <1 ’)
open(unit=3 , file= ’d : \fOUT. DAT ’. status= ’old')
r:=62361
vd=69.9
read(2 ,90) (A(J) , j=I.4)
write(3 , 190) (A(J) ， j~I.~)

read(2 ,*) NH , NV
do 1 i=I , NH
read(2 , 502) pa(!) , ta(l) ‘ po(i), tb(l)
wr i te (3 ,100) i. pa (1) •ta "i) •pb ( 1) , t b(1)
ta(i)=ta(i)+273.15

1 tb(i)=tb(I)+273.15
90 format(4A4)

190 format(1112x. ’ S'\~PlE : ‘ , 4A4.118x , ’ PI ’, 6> • ’T1 ’, 6:< , ’ P2 ’ .6x. ’12 ’)
100 format(2x.i2.4F8.2)
502 format(2(f6.2 ， Ix ， f4.1 ， μ»

503 format(f6.2 , lx , f6 ‘ 2)
write(3.400)

400 format (l.2x , ’ VOLU씨E CALIHRATION DATA' ， 118κ. ’ PI ’, 6x , ’ P2 ’)
5rat10=0.
do 4 i=l ,nv
read(2 ,503) ha(1).hb(1)
wrlte(3 , IDO) i.ha(i).hb:i)
ratio(l)=ha(l)/hb(l)

4 sratlo=sratlo+ratio(l)
avr=sratio/nv
vt=vd*avr
vc=vt-vd
pwo=pa( I)*vd/ ta (I)*tb( I l/vt
dn(l)=(pwO-pb(I»*vtJrJtb(l)
sumn(l )=dn(l)
write(3 , ISO)

150 format (l 2X , ’** HYDROGEN ADSORPTION ISOTHERM **‘,/ /9x.
1 ’ P(Torr) H2-mole ’)
write(3.200) pb(1) ,5umn(1)
do 2 1=2 ,nh
i1 =i-1
pwo=(pb(11)*VC/tb(11)‘ pa(i)*vd/ta(l»*tb(l)/vt
dn(i)=(pwO-pb(i))*vt/r/tb(i)
5umn(1)=sumn(il)+dn(i)

2 write(3 ,200) pb(i) , sumn(l)
200 format(7x , f8.2 ,3x.e12.5)

sto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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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소홉착실험장치의 dead volume내 수소를 20-30

Torr 청도 채우고 정확한 수소압력파 대기온도훌 기록한다.

라) 진공 cock를 열어 dead volume내의 수소릎 cell내로 팽

창시켜 홉착평형이 일어나도록 2시간정도 기다린 후 첫번째 1명형 수소

압력과 대기온도를 기록한다.

마) 전공 cock를 닫고 dead volume내 수소를 다)의 수소압

력보다 10 Torr 정도 높은 압력으로 채우고 정확한 수소압력과 대지온

도률 기록한다.

바) 친공 cock를 얼어 dead volume내의 수소률 cell내로 팽

창시켜 홉착평행이 일어나도록 1시간정도 기다린 후 두번째 명형 수소

압력과 대기온도률 기록한다.

사) 다섯번째까지의 평형수소압력과 대기온도률 기록하기

위하여 마)와 바)의 파정올 반복한다.

아) 헬륨으로 cell의 부피흘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진공처리

한 후， dead volume내에 헬륨윷 100-200 Torr 채우고 진공 cock를 열

어 헬륨올 cell 내로 팽창시킨 후 팽창 전후의 합력올 기록환다.

자) 홉착이 일어나지 않올 경우 I명형 수소압력간에는 야상

기체의 법칙 (PV=nRT)이 성립하므로 각 단계별 mole수의 차이를 산

출하면 홉확량을 산출할 수 았다. 이의 계산를 위해 표 6-1과 같이 감

탄한 FORTRAN 프로그램올 작성하여 수소홉착둥온선올구하였다.

3) 수소홉착 실험결과

체조된 PtJSilicalite 촉매에 대한 수소홉착실험 데이타 및 프로

그랩에 의해 계산한 수소홉확량올 표 6-2에 수록하였다. 촉매의 홉학풍

온선은 x촉올 수소의 명형압력 (Torr), y촉올 수소홉착량 (mol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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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Hydrogen adsorption experimental results
for various Pt/Silicalite Catalysts

SAMPLE : SWR5

14

”
4

1
」
A
암

PI
36.05
44.49
48.47
52.41

Tl
18.30
18.40
18.20
18.00

P2
26.74
40.20
46.43
50.97

VOLUME CALIBRATION DATA

1
2

PI
666.77
636.81

P2
510.00
487.13

T2
18.40
18.20
18.00
18 .. 00

** HYDROGEN ADSORPTION ISOTHERM **

P(Torr)
26.74
40.20
46.43
50.97

H2-mole
0.42458E-05
0.46966E-05
0.50184E-05
O.51905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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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Hydrogen adsorption experimental results
for various Pt/Silicalite Catalysts (con며nu어)

SWC5SAMPLE

T2
22.00
22.50
22.20
22.70
22.20

P2
10.61
16.52
21.60
27.04
31.98

T1
21.30
22.00
22.50
22.40
22.80

PI
14.35
18.40
23.22
28.75
33.60

14

『
ι

1
」A‘
I

R4

DATACALIBRATION

P2
125.41
116.04

PI
164.23
151.95

VOLUME

l
2

HYDROGEN **ISOTHERM

H2-mole
0.18620E-05
0.21939E-05
O.22659E-05
O.25190E-05
0.25524E-05

ADSORPTION

, P(Torr)
10.61
16.52
21.60
27.04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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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Hydrogen adsorption exIlE강imental results
for various PνSilicalite Catalysts (continu때)

SAMPLE : SAR5

1
2
3
4

PI
16.63
22.12
28.13
35.14

Tl
19.00
19.50
20.00
20.00

P2
12.64
19.88
26.16
33.00

VOLUME CALIBRATION DATA

I
2

PI
324.34
318.65

P2
247.66
243.36

T2
19.50
20.00
20.00
20.00

** HYDROGEN ADSORPTION ISOTHERM **

P(Torr)
12.64
19.88
26.16
33.00

H2-mole
0.40757E-06
0.57473E-06
0.67551E-06
0.76359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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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Hydrogen adsorption experimental resul압

for various Pt/Silicalite Catalysts (continu어)

SN2M5SAMPLE

T2
24.90
25.40
25.50
25.80
25.70

P2
21.44
36.86
47.63
58.04
67.47

Tl
23.80
25.00
25.40
25.50
25.80

--

PI
29.80
40.54
50.15
60.41
69.69

14

껴
ι

3
」A
“
l

R
」

DATACALIBRATION

P2
130.89
157.07

PI
160.55
192.69

VOLUME

1
2

**ISOTHERM

H2-mole
0.13577E-04
0.14504E-04
0.14873E-04
0.15179E-04
0.15384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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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PTION

P(Torr)
21.44
36.86
47.63
58.04
67.47

HYDROGEN**



표 6-2. Hydrogen adsorption experimental results
for various Pt/Silicalite Catalysts (continued)

SNOM5SAMPLE

T2
24.20
24.60
24.60
25.00
25.00

P2
23.43
37.36
52.44
62.53
73.07

Tl
23.00
24.20
24.70
25.00
25.00

P1
32.13
40.80
55.99
64.94
75.52

14

’
ι

1
」A‘.
R
」

DATACALIBRATION

P2
136.97
277.64

PI
168.11
340.67

VOLUME

1
2
.

/

**ISOTHERM

H2-mole
0.13221E-04
O.14491E-04
0.14887E-04
0.15390E-04
0.15598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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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PTION

p(Torr)
23.43
37.36
52.44
62.53
73.07

HYDROGEN**



표 6-2. Hydrogen adsorption experimental results
for various PtlSilicalite Ca없lysts (con따lUed)

SIETSAMPLE

T2
26.30
26.00
26.00
26.00
25.70

P2
21.00
37.35
49.35
59.68
69.64

T1
26.00
26.30
26.00
26.00
26.00

--

PI
32.48
41.30
52.16
62.13
72.04

14

꺼
‘1J

A
‘
I

R
」

DATACALIBRATION

P2
136.34
336.35
589.32

PI
167.06
412.31
721.94

VOLUME

14

껴
‘1J

**ISOTHERM

H2-mole
0.25376E-04
0.26195E-04
0.26589E-04
0.27045E-04
0.27305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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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ADSORPTION

P(Torr)
21.00
37.35
49.35
59.68
69.64

**



한 그래프이며 이 홉착동온선의 직선부분과 y축과의 교접이 바로 백금

표변에 수소가 monolayer로 화학홉착된 수소의 양이다. 이러한 홉착동

온선올 그림 6-2 부터 그림 6-7에 도시하였는 데 평형 수소압력이 20

Torr이상에서 직선상에 실험치가 나타남올 확인할 수 있으며 실협치릅

1차식으로 regressIOn 하여 y축의 절편올 구하였다. 이 때 얼어지는 수

소의 포화홉착량은 Hz-moles 이므로 이를 촉매량으로 나누면

Hz-moles!촉매-g을 얻올 수 있으며 백금원자에 수소원자가 한개씩 홉

착된다고 가정하변 촉매의 백금합량으로부터 분산도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테 제조된 7개의 Pt!Silicalite 촉매에 대한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온교환에 의한 SIET률 제외한 나머지

Pt/Silica1ite 촉때의 백금합량은 5%어며 SIET의 경우는 1%인 데 이는

함침법의 경우 백곰의 함량올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5%로 일정

히 금속올 담지하였으나 이온교환법의 경우는 최대로 담지할 수 있는

백금 함량이 담체내 아온교환 site의 수에 의해 체한되기 때문에 5%로

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SIET의 이온교환시 0.06 M의 고농도

Pt(NIL)4Cb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카라이트의 모든 SiO- site 에 백

금이온아 모두 교환되었올 것이라는 점올 고려할 때 이온교환법으로

담지， 제조할 수 있는 PtlSilicalite 촉매의 최대 백금함량이 1%청도로

판단된다.SIET의 경우 백곰의 분산도가 120%로 매우 높게 나타녔는

데 이는 이온교환법에 의해 제조된 촉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붐산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과 잘 일치한다. 다른 PtlSilicalite 촉매의 백금분산도

는 모두 16%이하로 야하로 낮은 수준이었는 돼 이는 백금이 실라차라

라이트 세공내에 작은 입자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마한다. 일반적

으로 백금여 약 lOA 정도의 작은 엽자가 형성된 경우 XRD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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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pt dispersion of Pt/Silicalite catalysts

Sample!) Pt Hz-moles D(%)2)

(wt %) per sample-g

SWR5 5.0 5.36xlO-6 4.2

SWC5 5.0 4.93xlO~6 3.9

SAR5 5.0 5.15xlO-7 0.40

SAC5 5.0 5.28x10-7 0.41

SNOM5 5.0 1.78xlO-5 14

SN2M5 5.0 2.02x10-6 16

SIET 1.0 2.78xl0-5 120

1) SWC5: 백곰합첨 (H;?tC1B 수용액) • 소성 • 환원

SWR5: 백끔합칩(H;?tC1i 수용액) • 환원

SAC5: 백금합첨 (HzPt;Cls 알콜용액) • 소성 • 환원

SAR5: 백금함첨(H;?tCls 알콜용액) • 환원

SNOM5: 백금합첨(Pt(Nlli )4Cb 수용액) • 소성 • 환원

SN2M5: Silicalite의 염기처리 • SNOM5와 동일

SIET: 백금이온교환(Pt(Nlh)4Clz 수용액) • 소성 • 환원

Hz-moles x 2 x 100

2) D(%) =

sample-g x (Pt wt%)/100 x 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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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adsorption for SW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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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2. SWC5 촉매의 수소홉착둥온선 (2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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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adsorption for SW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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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SWR5 촉매의 슈:소홉착퉁온선 C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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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adsorption for S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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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SAR5 촉매의 수소홉착풍온선 (23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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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adsorption for SN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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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5. SNOM5 촉매의 수소홉착둥온선 (23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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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adsorption for SN2M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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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SN2M5 촉매의 수소홉착둥온션 (2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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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adsorption for S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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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SIET 촉매의 수소홉착풍온선 (2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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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백금결정의 구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6-8]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uK a radiaion을 이용하여 살리카라이트와 백금답자 셜리카라이트해

대한 X선 회철분석 결과를 그립 6-8에 도시하였다. 실려카라이트에

비해 Pt!Silicalite 촉매의 경우 2θ=39.8。 에서 Pt(l11) line올 보이므

로 실려카라이트 세공이 아닌 와부 표면에 40A 이상의 큰 백금 업자

가 형성된 것올 알 수 있었다. 한편 백곰촉매의 백금분산도는 음이용형

태의 HzPtClo 용액에 비해 양이온 형돼의 Pt(NH3)4Ch 용액의 합침여

매우 유리하였는 례 이는 실리카라이트내에 SiO- 에 양이운이 교환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금의 분산도는 HzPt;Clti 의 함침시 용매로 에탄

올보다 물이 유리하였으며 산소에 의한 소성처라의 영향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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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촉매 접합체 제조 실험

1. 연구배경

중수는 중수형 발전로의 갑속재 및 냉각재로 사용되는 값비싼 액

체로써， 현재 국내에는 생산이 불가하여 외국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

다. 한국은 2006년까지 An로이 4거의 중수형 발전소률 건옐활 계획어

며， 이때 매년 22Mg의 보충용 중수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충수형 발전로 및 갑속재를 중수를 사용하는 다목척 연구로

(Korea Multipurpose RI않않reh Reactor) 꾀 가동에 따라 중수가 중성자와

반용하여 유해 방사눔 물질인 삼중수소가 생성됨으로써 야를 효슐척으

로 처리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중수생산 및 삼중수소 체거를 위한 공정으로 중류법 및 전기 붐해법

풍의 여러가지 공정률이 었으나， 붐리계수 및 운전의 효용성 둥올 고려

해 볼때 촉매탑에서 촉매를 이용한 수소와 물 사이의 수소 동위웰소

교환 방법이 효파적인 방법으로 밝혀졌다[7-1]. 그러나， 이 공정에서 사

용되어지는 촉매논 물과 접촉하면 촉I깨의 활성이 감소 되어지므로 물

에 렷지 않는 소수성 촉매의 개발이 요구되어져 왔다.

소수 촉매를 제조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표면적이 큰 활성탄 및

Zeolite 풍의 친수성 담체에 pt풍올 분산셔키고， 소수성 촉매를 만들기

위하여 FπE 및 Silicon둥파 같판 소수성 고분자를 혼합시켜

Pel1etization하논 방법 [7-2,7-3] 및 여 러가지 형태의 PI웰 및 SDBC

(Stylene-divinylbenzene) 또는 Polyesters 둥과 같은 휴기고분자에 pt훌 답

지시켜 제조하는 방법 둥이 었다[7-4].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제조

휠 소수성 촉매들온 제한된 열적 안전성 및 시간에 따른 촉매 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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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등L
'L.-이와 같은 현상은 활성탄 같은 표면적이단점이 있으며감소 둥의

고분자와 물리적으로 Mixing 하면 표면장담체를 PTFE 과 같은 소수성

인한 있으나 전체

없으므로 활성이 서서히 감소되

Acti,ve_ιι,막을c9ndensation은Water감소로력의

surface에 대한 수분 홉학을 막을 수는

기 때문요로 나타났다.

Silica및W.H. Stevens은 AluminaAECL의촉매로써人{서

::.L.. " C:I첫번째

촉매를 답지한 촉매.

표면에 가스와 수중기만 통과할 수 있는 볼포화 풀레핀수지 및 실리콘

하나 이상의8족 금속중주기율표의담체에둥의

촉매 반용 중 물이 침투되수지막으로 코팅하여유기 소수성수지풍의

코팅촉매를 처음 개발하였다 [7-5]. Stevens의 획기적인지 않은 소수성

다콩성담체 자체를Rolston퉁윤이어개발에촉매의에 의한 소수성

pπE로 하는 백금올 담지한 소수성 촉매를 채발하였고 또한 백금이 담

지된 다공성 Carbon powder를 소수성 Silicon 수치를 이용하여 비다공성

촉매를 개발하였다[7-6].까‘ /ι λ.-1

」‘"0Coating 시킨’11 II Ceramic berl-saddle에

수소 동위원소 교환반응 속도는 수소 기체와 수또한 Butler는 촉매 내

느련 반웅에 의해 지교환반용 중 더교환과 수증기와 물과의중기의

표친수성충전물질의촉매작용을 하지 않는점올 착안하여배된다는

물제공함요로써좋은 통로를보다흘러내리는물이액체상의면으로

촉하는분리되게끔물리적으로일부활성인 표면에서

매 집합채를 개발하여

촉매적으로이

촉매를 개Stevens 및 Rolston 동에 의 해 개발된

량하였다[7-2].

표면적올 최대한담체또한 A.D. Belapurkar둥은 앓은 고분자 막으로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발산Co source로 부터

있도록덮어서 동시에

담체에 홉착된 PTFE monomer를 Glass cel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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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r -ray를 이용하여 Radiation induced polymerization에 의 한 방법요

로 활성탄， Zeolite 및 Alumina퉁과 같은 여러가지 담체 Substrate에 0.1

μm의 앓고 일정한 PTFE film올 Deposit 하는데 성공하였다[7-7].

본 연구의 목적은 촉매탑에서 수소와 몰 사이의 수소 동위원소 교환

반웅에 의한 중수 생산 및 삼중수소 제거를 위한 소수성 고분자 촉매

개발 연구 과체에서 촉매를 담지하는 촉매 담체를 소수성 수지를 이용

하여 버표면척이 넓은 Body에 효옳적으로 Coating 시키는 가술올 연구

개발합으로써 촉매 공정에서의 촉매 입차에 물이 들어가 촉매 활성이

감소되는 것올 방지하고 촉매와 반응 성분 사이의 접촉올 증가 시킴요

로써 촉매공정의 효율올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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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매 집합체 제조

촉매 집합체는 보통 주촉매 ( Catalyst agent ), 담체 ( Support )및 촉매

를 담지한 담체를 Raschig 마19， Berl-saddle 둥과 같은 Body 표면에

Teflon 및 Silicon파 같은 Coating agents들올 이용하여 일정하게 부착 및

소결시켜 제조되어진다.

촉매집합체의 수소동위원소 교환 반용에서의 성능올 높이기 위해 촉

매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촉매， 담체， Body 및 Coating agents들올 적절한

선태과， 담체에 주촉매률의 담지방법 및 환원기술올 비롯하여， 담체를

Body표면에 소결시키는 온도， 시간둥과 같은 반웅조건 및 제조방법풍

의 개선으로 촉매의 활성도( Activity), 선택도( Seleti찌ty )빛 안전성(

Stability )풍올 재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았다. 수소동위원

소 교환올 위한 액상교환 반용 촉매도 이려한 관점에서 여러가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수성올 지닌 흑성때뭄에 촉매산업에 다양하케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로 제조기술온 know-how로써 감추어져 있다.

가. 소수성 촉매집합체의 구성요소.

(1) 주촉매 ( Catalyst agent )

촉매 활성을 가진 원소는 주지울표의 VIll족에 해당되는 금속으

로서 Pt, Pd, Ni, Rh풍이 사용될수 있으나 수소동위원소 분리흘 위해서

는 pt와 Pd이 많여 사용되고 있다.

(2) 담체 ( Support )

촉매의 활성도는 활성점의 농도에 비례하므로 담체는 일반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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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표 면척이 넓용 것율 사용하고 었다. 또한 담체에 Active metal

이 담지되어 Sintering 또는 Aggromeration 으로 언한 활성점 손실이 생

기지 않으므로 촉매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표면점이 너

무 넓은 담체는 많은 세공올 가지게 되어 반웅불이 활성점까지 확산해

가논데 대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용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

택되어야 하며 야때 물리적 형태， 화학적인 안정성， 기계적인 특성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촉매의 담체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생성물 또

는 탄소화합물로서 Silicate, Activated carbon 풍올 들 수 있고， 둘째는

일반적 인 무기물 담체로서 Silica, Alumina, Magn않la와 그들의 혼합물，

Zeolite퉁올 들 수 있으며， 세째는 새로운 형태의 담체로서 Honeycomb

Cεramic， Carbon Moiecular Sieves 그리고 Polymer둥이 사용되고 있다.

또 Powder를 담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보다 더 큰 담체(

Car더er )와 물리척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촉배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소소동위원소 분리용 소수성 촉매는 소수성 polymer 를 직접 담체

로 하는 경우와 Activated Carbon 올 Support로 하고 Ceramic 퉁올

Carrier로 하는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Body 및 Coating Agent

촉매 집합체 제조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Body로써 Raschig ring

및 Bed -saddle퉁과 같은 충전물이 사용되어지며. 보풍 Body는 촉매충

전탑에서의 반용물질인 액체인 불과 수소가스의 흐름에대한 저항이 척

은 버다용성아면서 표면적이 넓은 총전물이 사용되어지며 또한 담체가

Body표면에 잘 Coating 되어지기위해 Coating agents 들과의 젖음도(

wettability )를 고려하여 충전물의 재질， 형태 및 크기가 선택되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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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oating agents 플로는 PTFE (Teflon )및 Silicon J>~lymer 둥과 같은

소수성 물질이 주로 사용되어지며 이중 門"FE는 까r장. 안청와어 있올뿔

아니라 사용기술이 잘 발달되어있어 가장 1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Silicon polymer 는 이온화방사선 ( Ionising radiation )에 의 해 활성저하

가‘일어날 경우 많이 이용되고 있다 [7- 8,1- 9,7- 10 ].

나. 주촉매 ( Pt, Pd, Rh ) 들의 담체에 담지방법 및 환원기술

- 촉매는 보통 주기율표의 VllI족에‘ 해당하는 Pt, Pd, M , Ni 둥과 같은

촉매활성이 좋은 굽속올 Activated carbon , Silica 및 ALumina동과 같은

비표면적이 넓은 담체에 담지시켜 사용되어지며， 주촉매를 담체에 담지

및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촉매 용액올 고온의 수소 분위기에서 증발시

키며 환원시켜 다콩성 담체에 침착시키는 방법과 금속촉매 입자를 슬

러려 또는 콜로아드 현탁액내에 분산시켜 이것들올 다공성 담체에서

증발법으로 침착시키는 방법으로 더우기 금속 화합물 또는 컴플렉스의

r환원도 Hydrazine 이나 불용성금속 하이브리드로도 할 수 있다.

(1) pt의 담지 및 환원

Rolston에 의한 여려가지 담체에 Pt을 담지 및 환원시키는 실례는

다음과 같다[7-6].

(가) Pt . PTFE 촉때

한변이 3mm 정육면체이고， 25 gram 인 다공성 PTFE 를 백금

화합물의 아세톤 용액에 담근다. 백금 화합물은 PTFE 를 적시는 것으

로써 HexacWoro platinic acid 둥이 사용되었다. 용액이 기공을 채i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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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용액은 다른 그릇에 옮긴다. 담체내 용액은 공기 바람으로 중발

시킨다. 이 과정은 백금이 0.5% 침착될 때까지 반복한다. 화합물은 3시

간동안 300''C 의 수소기류속에서 환원시킨후 상온까지 냉각한다.

(나) pt . PE 촉매

상기 방법에 의해 액금이 담지된 촉매 25g 올 125 "C 에서 16시간

환원가켜 제조한다. 백금함량은 1.3%(wt‘.) 로 물질전닿 계수는 백금

PTFE 촉매보다 다소 저조하다.

(다) pt . PS 촉매

80 - 100 mesh 의 다공성 PS 입자 1.66 gm 올 Hexach1oroplatinic

acid 의 아세톤 용액에 합침한다. 건조한 수소기류중에서 200 "C 로 하

여 8시간 환원한다. 백금함량은 0.5 wt % 이다.

(라) pt . 카본 촉매

비다꽁성 1/4인치 Ceramic berl saddle 에 열경화성 끈끈이 시리콘

접착제， Dow Corning 40°C 졸 포함한다. 이 카본가루는 28 - 150 mesh

의 소수성 카본으로 0.45 wt % 의 백금올 합유하고 있다. 약하게 불어

있는 가루를 진공 오븐에서 1시간 lOO "C 처리하여 잔여 용매를 제거한

다.

총 Sg 의 수지와 가루가 38g 의 세라믹에 침착하여 통칭 백금함량은

0.02wt% 이다.

(2) Pd의 담지 및 환원.

K . Dubey둥은 수소와 물사이의 중수소 교환 반용에 의한 중수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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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에서 Pd올 Activated charcoal에 답지서켜 사용하였다. 담지 방법으

로는 먼저 Palladium chloride ( Pdch H2o ) 용액에 일정량의 Activated

charcoal을 넣어 충분히 혼합시킨후， Mass를 일정하게 교반시키면서 물

올 천천히 중발시켜 자유로이 주촉매가 담체에 흐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촉매가 담체에 일정하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그후 150°C 의 Oven에

서 2일동안 전조사킨후 150°C -200°C 에서 수소분위기하에서 환원사켜

사용하였다.

(3) Rh의 담지 및 환원

Rolston은 8.7g의 PTFE (다공성) 정육면체를 Rodium 며cho꺼de의 아

세톤용액에 담체를 넣어 충분허 혼합시키고， 용액이 기공이 채우고 남

은 용액은 다른 그릇에 옮기고 담체내 용액은 공기바람으로 중발시킨

다. 그후 수소분위기하에서 환원시켜 뻐odium-PTFE 촉매를·만들었다

[7-6].

다. 촉매집합체 제조

소수성 촉매집합체를 pt둥의 주촉매금속야 담지된 담채를

Emulsion 상태의 Teflon 이나 Silicon둥의 소수성 수지용액에 넣어 충분

히 혼합시킨후. Berl - saddle 둥의 Body를 주입하여 혼합시켜 담체가

Body표면에 균일하게 Coating 되도록 한후 Body표면에 Coating 된 담체

를 대기 또는 저온의 Oven에서 충분히 건조시키고 전기 용융로 (

Electrical Furnace ) 에서 담체를 Body 표면에 소결 시 켜 채조한다.

Rolston 둥은 백금이 담지된 다공성 Carbon powder 를 소수성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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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훌 이용하여 바다공성 1/4“ Cera.mic berl-saddle 에 Binding시킨 소수

성 촉매 집합체툴 개발하였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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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고찰

가. Teflon 수지의 열 특성

Activated Carbon올 소수성 Teflon Emersion올 이용하여 Ceramic

her! saddle과 칼은 body어11 Coating 시켜 촉매 집합체를 제조하는 연구

과정에서 먼저 실험 온도범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수성 C<뭘ting 수지

로 사용할 Teflon의 열분해 특성 빛 몰리적 특성올 검토하였다. Teflon

수지의 열분해 특성올 알기 위해 πiA(Thermal Geometric Analysis) 분석

올 수행하였다. ’fGA 분석결과 그립 7-1에서 알 수 있듯이 Teflon수지는

450t까지 열분해 (pyloysis)가 생기지 않용 것으로 밟혀졌다. 일반적으

로 고분자의 열분해 온도는 고분자를 구성하는 가창 약한 Bond 의

Dissociation energy와 연관 퇴어지며 수지 중량의 반이 열붐해 되어지는

온도 즉 T~은 식(1)파 같이 나타낼 수 있다[7-8].

T닝 (k) = 1.61싫5 + 140 (7-1)

T~ (k) = Temperatures of haU' decomposition

f실iss = Bond dissociation energy in KJ/mol

또한 Teflon 수지의 몰리학적 성질·온 표6-1에 나타나 었다[7-9]. 상기

Teflon의 얼붐해 특성 및 몰려적 특성융 고려해 볼때 Teflon 수지를 야

용한 촉매 집합쩨 제조률 위한 실협 가능 온도범위는 Teflon 수지의 I청

형 용용온도인 331°C에서 열분해가 일어나져 않는 450t까지 가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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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Teflon의 물리 척 성 질 (Physical Properties of Teflon)

Parameters Unit Value

- Melting

Melting Peak Temp. ℃ 335 -- 345
‘

Equililrium Melting Temp. ℃ 331.7

Entropy of Melting JK-1 mor1 477

- Heat Capacity KJ kg-J k-t

100 oK 19.37 (Crystaline)

300 oK 45.09 ( ’
500 oK 61.62 ( ’
700 oK 73.30 ( n

- Heat of Formation KJ O1orl 813

- Intrinsic Viscosity 011 g-l 300 ~ 2000

- Critical Surface Tension Nm- I 18.6mNm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k- t

o ~ 25t 200

2S~ SO t: 124

25~150t 135

2S-2S0t: 218

- Contact Angle deg

Advancing 116

Receeding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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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액계면 특성

고체인 Body 표면에 Emulsion 상에의 소수성 고분자가 일정하

게 잘 Coating 되어지가 위해서는 먼저 고체표면에 액체상태의 고분자

의 젖읍도(Wettability)가 좋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Wetting이 얼

어나기 위하여 고액간의 첩촉각이 작고 액체보다 고체의 표면장력이

뎌 커야 한다.

(1) 고액간 접촉각

고체 표면에서 액적이 접촉하면 가체-액체-고체의 삼상의 접촉

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접촉점에서 액적은 고체와 표변에 대하여 계면

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접촉각올 가진다. 그림 7 - 2에서와 같이 고체

와 액체가 고액간의 계면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접촉하는데 고

액간의 접촉각이 착올 수록 액체인 L1이 고체표면에 잘 Wet 되며 ‘접촉

각이 0° 일때 완전히 젖게된다. 그러나 접촉각이 90。 이상이 되면 액체

가 고처l표면에 젖치 않고 표면애 액적이 흘러내리고 작온 기공에는 들

어가치 않는 상태가 된다.

、

、

\

s

---,
는=:Lj

}--‘ )”’(

그림 7 - 2. 고체표면에서의 액체물의 접촉각

- 275-



접촉각올 측정하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평판 위에서 액적의 접촉각

올 Goniomete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거나 액적의 변형에 따른

(Sessible/Clinging drop or bubbles)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또는 커지거

나 작아지는 액적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전진 및 후진 (Advancing and

Receeding) 각도를 측정한다. 그밖에 경사판을 이용하거나 기공올 이용

하여 측정하기도 한다.

(2) 고액간의 계면장력

계면은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두 상이 접촉하면 형성된다.

어떤 분자들은 이 중간지대를 선호하고 아 지역의 불성을 안정시킨다.

그러나 두 상과는 다룬 성질올 나타낸다. 단순한 두 상간의 중칸적인

것이 아니라 두 상에서도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기도 한

다. 벌크상보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선기적인 포텐껄이 생기며 벌크와는

다른 점탄성이 발생한다. 고체인 Body에 액적 고분자가 잘 Coating 되

기 위하여 고액간의 Wettability가 좋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액 간의

접촉각이 작올수록 액체가 고체 표변에 잘 Wet 된다. 고체에 대한 액

체의 접촉각의 평형은 아래와 같은 Young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rlcas e = (rs - rs!) - (r3 - rsv) :::: (r3 - rsl) - π eq ~ rs - rs----(7-2)

여기서， rJ . 액체의 표변장력

ι : 고체의 표면장력

다l 고액계변에서 표면장력

rsv 액체의 포화 증기압과의 평형상태에서의 고체의 표면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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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eq 아 - rsv) 평 형 Spreading 압력

B : 고액간 접촉각

여기서 Nonnal한 Polymeric surface 대하여 π 여 = 0 라 가정한다. fl cos

8 는 정확장력 (Adhesion tension)이며 cosB 이 l 이 되는 즉， 접촉각이 O

。가 되면 완전혀 액체가 고체 표면에 완전히 헛게 된다. 액체가 고체

에 Wetting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고액간의 계면 자유 에너지 (Interfacial

free energy)가 비교적 작고 고체에서 표변 에너지 및 표면장력이 크고

이에 비해 액체에서의 표면 에너지 및 표면장력이 작올수록 Wetting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점착현상(Adhesion phenomena)올 이해하기 위

하여 r 5 및 r5 1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Fox 및 Zisman은 이 문제를 위해 중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주어진

고체 표면에 거의 Homologous한 액체들에 대하여 cos B 및 fl를 plot 한

결과 일반적으로 직선올 나타냄올 발견하였다. Zisman은 cos B 가 " }"인

수평선올 가지는 casB 및 rt의 plot에서의 절편에서의 rl 값올 Wetting

올 위한 임계 표면장력 reT라 청의하고 액체의 표면장력 fl이 r랴보다 작

을때 고체 표변에 잘 wet 된다고 밝혔다. 수치적으로 reT는 f5와 거의 같

다. 또다른 연구로써 Girifalco 및 Good를 아래와 같은 rs, rI 및 r51 사이

의 중대한 관계식올 유도하였다.

f51 = rs - rl - 2φ (rSrI)~

4(V5VI)~

여기서 φ = ” ” ‘

(V5
저 + V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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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I = 액체의 Molar volume

Vs = 고체의 Molar volume

식 ( 7 - 2 ) 및 식 ( 7~ 3 )를 결합하면

[rI(l +cos e)+ π 여]2

s t 4 π2r1 l

(1 +cos e)2

4φ2
( 7-4 )

%
f3 ~ πeq f s

cos8 = 2φ -- -1- =2φ -- - 1 ( 7-5 )
rI fl fI

식 (7 - 4)에서 고액간의 접촉각을 측정함으로써 고체의 표변장력올 계

산 할수 었다. 만약 rs가 알려지면 식 (7--3)로 부터 계면장력 rs올 구할

수 있다. 또한 고액간의 접촉각은 식 (7 - 5)에서 예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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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실험올 위한 고려 사항

촉매를 담지한 담체를 Body의 표면에 얼쩡하게 부확 및 소결

시키는 실험올 수행하여 촉매 집합체률 제조하는 실험에서 고려될 λ}

향으로써 먼저 Teflon 및 Silicon 풍의 C(뻐바19 agents 틀파의 헛옴도

(Wettability)가 좋은 Body 채질 선정이 중요하며 또한 Body로 사용되어

질 Packing material의 단위 부펴당 많은 량의 촉매 담체를 c<뻐디ng 시키

기 위하여 Surface area7t 크고 또한 촉매탑에서의 유체의 흐릅에 대한

저항이 척온 Packing의 형태 선태에 중요하다. 여러가지 형태의 Pac해ng

들의 목성올 표 6-2에 나타나 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써 사용될 담체

의 Size, 재질 및 소수성 Coating agents 들의 접착성질(Cohesive

property) 및 열특성 풍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나. 실험장치

실험에 사용된 예버 실험장치는 그림 7-3 에서와 같여 PIO 온도

제어거에 의해 제어되는 Electrical furnace 내에 시험관으로 3cm id X

28cm height의 Pyrex glass test columm이 설치되어 있고 실험중 시협관

에서 발생하는 Gas의 Trap 및 진공올 유지시카기 위하여 N2-air trap 및

진공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실협을 위한 주 실험장치는 그림 7-4 에 나

타나 있듯이 실험중 시험관( 7.5 cm id x 120 cm length 댄뻐rtz tube)내의

온도 Accuracy가 +3 °c 이하로 유지시킬수 있는 π뾰e zone type 까100

furnace 빛 서험관내 전공도를 10울 Torr 이하로 유지 시켜 줄수 있는

Di많lsion pump system 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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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2. 충전훌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Packings)

Nominal Wall o.d. and Approx. Approx. Approx.
Packing type SIze. t삐ckness. length. number per weight per surface area.

tn. tn. m. cu. ft. cu. ft. (lb.) sq. ft.}αJ. ft.

1/4 1/16 85,600 60 217

Ceramic Raschig rings 1(2 3(32 1/2 10,700 55 112
3}4 3}32 3}4 3.090 50 74

\/8 1.350 42 58
1/4 1/16 1/4 85 ，아m 46 212

Carbon Raschig rings 112 1{16 1/2 10,600 27 114
3/4 1/8 3/4 3,140 34 75

1/8 1,325 27 57
1(2 lβ2 11,400 75 122
1(2 1/16 1/2 10,900 132 -‘‘‘ 11

Steel Raschig rings 5/8 1/32 5/8 6.130 62 103
3/4 1{32 3{4 3~340 52 81
3/4 1{16 3/4 3,140 94 75

1/16 1,310 71 56

Ceramic Pall rings
2 1/4 2 164 38 29
3 3/8 3 49 40 20

518 518 5,930 37 104

Steel Pall rings
1,405 30 63

1% 1% 377 26 39
2 2 171 24 31

5/8 518 6,050 7Xf 104
PolyprφIylene Pall rings 1,420 5% 63

1% 깨ν 385 4% 39

1/4 107 ，아)() 56 274

Ceramic Berl saddles 1(2 16,700 54 142
3/4 5，아)() 49 87

2,180 45 76

1/4 117,500 54 300

Ceranic Intalox saddl않
1(2 20,700 45 190
3/4 6,500 44 102

2,385 44 78

Low-density polyethylene 1,125 10 76TeUer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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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l
j

에‘‘,,,‘.‘

t톨J (4]

그립 7 - 3. 예비 실험장치 : 1) Pill 온도제어기， 2) 전가용융로，

3)시험관，4)질소-공기 Trap 설비， 5) 진공펌프

[2)

[1]

。 QOQ

n 11’ fio

그립 7 - 4‘ 주 실험장치 : 1) πuee Zone Tube F파Dace， 2) Di뚫lSion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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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내용 및 방법

먼저 예비 실혐오로 Ceramic 재질로 된 Bed-saddle에 Teflon

emulsion올- Coating agent로 사용하여 Activated carbon올 Coating 시키는

실험올 수행하였다. 실협방법으로 먼저 Teflon emulsion올 lOOml 비 이커

에 적당량올 취하여 일정량의 Activated carbon 분말을 넣어 충분허 혼

합 시킴 후， 혼합액에 Body를 넣어 Body 표면에 일정한 Carbon film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혼합시킨다. 그후 Body에 Coating환 촉매담체를 대

기 상태 및 낮은 용도의 Dry oven을 이용하여 촉매 집합체에 포함된

수분올 완전히 처}거시킨 후 고온의 Elecπical furnace 안의 시험관에 넣

어 촉매 담체를 Body표변에 소결시켰다.

라. 실험결과 및 고찰

Teflon emulsion에 혼합된 Activated carbon을 Ceramic bed

saddle 동의 3가지 형태의 Body 표변에 Coating시켜 고분차 촉매집합

체를 제조하는 실험에서 소결온도， Body형태 및 표면의 위치에 따른

Coating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수행 하였다.

(1) 실험에 사용된 Body의 형태 및 표면 위치

실험에 사용된 Body는 Ceramic berl-saddle , Pyrex glass & Stainless

steel raschig-ring 및 육면체 형태의 Ceramic packing 올 사용하였고 실험

에 사용된 Body의 형태 및 표면 위치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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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곡면

i) Bed-saddle ii) Raschig-ring iii) 육면체형 Pac퍼ng

(2) Ceramic berl-saddle올 이용한 Coa따Ig 특성

(가) 소결옹도에 대한 명향.

먼저 Ceramic bed-saddle올 Body로 사용하여 Activated carbon올

Coating 시키는 실험에서 실험온도 범위는 Tetlon의 ’fGA붐석 결파에 따

른 평형용융온도 빛 얼붐해 온도블 고려하여 330°C - 450t 법위에서

반용샤간은 5서간 - 8시간 법위에서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그립 7-5 빛 그림 7-8의 Sem사진 분석결과에서 얄수 있듯

이 Body의 상부의 소걸온도가 높올수록 더 많운 Crack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야는 시험관에서의 온도가 높올수록 Body표면에서의 온도분

포가 일쩡하지 못하여 Body 표면에서의 용도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으

로 Body표변에서 더 많은 Crack이 발생합올 알 수 있었다.

(나) Body 형태 및 표면위치에 따른 영향

(1)항의 Ceramic berl-saddle 의 표면위치에 따라 촉매담체가 body

표면에 Coating되어지는 륙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7-5, 그림 7~6 및

그림 7-7의 Sem사진 분석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Body상부 및 측면에서

는 비교적 시헌관내에서의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천달야 일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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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빼상부에서는 표면의 균얼이 다른 부위에 비해 척게 나타녔으나，

Body의 굴곡부위에서는 표면의 소결온도가 얼청하지 않아 표면전체에

많온 다ack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볼때 Body표면의 형태

및 표면위치에 따흘 Coating의 영향온 Body의 형태 및 각 표면 루위에

따라 소결 반웅중 각 표면 부위의 열전탈 륙성이 다르게 나타남으로

C없따18 agent들의 소결 반용온도가 다르게 나타남으로 Body 표면의

Coa.낀ng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수 있었다 ..

(3) 꺼rex 밍없s raschig ring융 이용한 Coating 륙성

(가) 소결 온도에 대한 명향

C<빼ng agent로서 Teflon 수지룹 이용하여 촉매 담체언 Activated

않rbon올 Raschig - ring표면에 Coa파19시켜 촉매집합체를 제조하는 실험

에서 실험온도범위를 Teflon수지의 열특성을 고려하여 330t -450t 범

위내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온도에 따를 Coating의 명향온 소결 온도가

높올수록 그림 7- 9 및 그립 7-10의 Sem 사진에서와 강이 소결 반용온

도가 높율수록 Body 표변에서와 온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 많온 Crack

이 발생 하였다.

(나) Body 형태 및 표면 위치에 따른 영향

Body의 행태에 따른 C않.ting의 C생향은 그림 7- 9 및 그림 7-11 의

Sem사진 분석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없schig..;따g ring 상부에서 많온

Crack이 발생하였고， B여y표면에 담체인 Activated carbon이 일쩡하게

C(져뻐g 되어 지지 않았다. Body의 풀례에서는 일부의 CrackOJ 발생하

였고， 담체인 Carbon이 덩어리져 coa파19되어 실험시 Teflon Emu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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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담체의 혼합비 및 혼합도에 따라 Body의 표면에 담체의 균일

Coating어l 명향있음올 알수 있었다.

(다) 채질에 따른 영향

꺼rex glass 및 Stai며ess 앙eel 채 질의 동일한 형태의 Rascig ring용 이

용하여 C(뻐.ting에 대한 Body재질의 C생향올 조사 하였다. 그림 7-11 및

그림 7-12의 Sem 사진 분석 결과에서 얄수 있듯이 Coo다ng agent언

Teflon 수지와 헛옴도가 좋지 않은 Stainless steel 재질의 경우 Body 둘

례에 Carbon이 균얼하게 Coating 되어지지 않았다.

(4) 육변체 형태의 Packing 에 대한 Coating 특성

직육면체. 형태의 packing올 Body를 사용하여 (2) 빛 (3) 항에서의 유

사 실험조건하에서 홉매담체를 Body표면에 Coa바19 시켜 촉매집합체를

제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7-13 및 그렴 7-14의 Body의 상부

및 측면체에서의 sem사진결파에서 알수 있듯이 Body 상부에서는

Binding agent 빛 담체의 혼합이 일정하지 봇하여 담체가 Body에 일청

하게 Coating되지 않였고 body상부에서의 일후 Crack 이 발생하였다.

Body표면에 담체인 Activated earblon0 1 일청하게 Coating 되어 지지 않

았다.

5. 결 론

C(빼ng agent로서 Teflon 수지를 이용하여 촉매 담체인 Activa때

Carbon올 충전몰 표면에 Coating시켜 소수성 고분자 촉매집합체를 쩨조

하논 실험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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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에서의 소결 온도가 높올수록 Body 표면에서의 소결 올도가

일정하지 못하여 많은Crack 이 발생 하였다.

- Body 로 사용된 충전물의 형태 및 표면 위치에 따라 Coating 륙성

이 다르게 나타 났다. 즉 충전물의 상뿌 및 측면 에서는 시험관내 북사

에 의한 혈전탈이 비교척 일정하여 Body 표면에 Crack이 비교척 적게

나타난 만면， 굴곡부위에서는 표면의 소결온도가 일정 하지 못하여 표

면 전체에 많용 Crackol 발생 하였다.

- Body로 사용되는 충전물의 채질의 명향온 Teflon수지와 Wetability

가 비교척 좋은 Ceramic 채질이 GIa잃 빛 S때피ess steel 재절에 버하여

Coating이 잘 되었다.

-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때 고볼자 집합체 제쪼를 위한 충전물

온 사용되어지는 Coating agent 와의 Wetability가 좋은 재질율 선택하고

, 또한 충전물의 표면어 균일하고 ，굴곡이 없고， 표면척이 넓용 충전몰

아 척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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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 5. Body ( Berl-Saddle) 상부에서의 표면분석을 위한 Sem사천

( 소결 온도 및 시간 : 350°C , S hr., 상부 x 35 , 하부 :x2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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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 6 B여y ( Bed-Saddle) 측면에서의 표면분석올 위한 Sem 사진

( 소결 온도 및 시간 : 350°C, 5 hr., 상부 x 35 , 하부 : x ooס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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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 7. Body ( Bed-Saddle ) 곡면에서의 표면분석을 위한 Sem사진

( 소결 온도 및 시간 : 350 'C, 5 hr., 상부 x 35 t 하부 : x 2(뻐)(»

-289-



그림 7 - 8. Body ( Bed-Saddle) 상부에서의 표면분석올 위한 Sem사전

( 소결 온도 및 시간 : 380"C, 8 hr., 상부 x 35 , 하부 :x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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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 9. Body( Glass Raschig-Ring)상부에서와 표면분석올 위한 Sem

사전( 소결 온도 및 시간 : 350''C, 5 hr., 상부 x 35 , 하부 : x

15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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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 10. Body(Glass Raschig-Ring)상부에서의 표면분석올 위한 Sem

사진( 소결 온도 및 시간 : 400°C, 5 hr., 상부 x 35 , 하부 : x 15(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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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 11. Be파~(Glass Raschig-Ring)툴혜에서의 표면분석올 위한 Sem

사진( 소절 온도 빛 시간: 350"C, 5 hr., 상부 x 35 , 하부 : x 15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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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령7-12. Body(Stai피없 8t않:l Rase피g-뻐ng) 툴레에서의 표면분석올위한

Sem사진( 소결 온도 및 시간 : 350t, 5 hr., 상부 x 35 , 하부 : x

15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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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13. Body(육면체형 Pac때19)상부에서의 표면분석올 위한 Sem

사진( 소결 온도 및 시간: 350 "C, 8 hr., 상부 x 35 , 하부 : x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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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7 - 14. Body(육면체형 Packing) 측면에서의 표면분석올 위한 Sem

사진 ( 소결 온도 및 시간 : 350t, 8 hr., 상부: x 1500 , 하부 :x

ooס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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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 촉ul풍정에 의한 중수분려설혐

1. 축매 성능흡정 실험

가. 촉매 성농측정 설협장치

고분자 촉매의 성농을 흘쩡하기 위꽤 그립 8-]과 같은 혜쇄회로의 기액

순환탑을 사용하였다. 원료 기체는 APel 또논 Matheson 사의 99.5 % 충수소를，

물은 Millipore 정수박과 이온교환수지를뚱과한 148 ppm (D/D+H) 의 초순수를 사

용하였다. 설험초기， 계롱에 불파 충수소뜰 주입하고， 펌프와 압축기로 각각 향

류 접축하도륙 순환시킨다. 유량은 펌프와 압축기의 구동 천동기 회천수에 따

라 조절되었다. 반웅은 내경 24.3 mm , 놓이 500mm 의 아크럴 컬혐내에서 수행

되었다. 물온 세깨의 구명이 있는 액체 분싼기률 롱해 촉매척으로 완천히 벼활

성인 충천총율 지나 첼판 그러드 훼에 지지훤 소수막 촉때를 롱해 펼프로 순환된

다. 중수소는 반웅식 (]-3) 과 같이 점차 물로 이통되면서 원료수논 명형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충수화 된다. 여기서 비활생 충첼탑은 축매내에서 생생된 충수 중

기를 액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8-1]

나. 혹매성농 측정

(1) 물질전탈 채수 휴정모헬

촉때생놓은 다음과 같야 물질전달 계수 kya를 축정하여 가늠한다. 혜쇄

회로(c1osed loop) 반용기에서 기상에서 액상으로 충수소가 이통된 양만큼， 지쳐I

내 충수소 체류량은 감소하므로 다읍 삭이 생럽한다.

- V gas

dy

dt

= kya ( y - ye) Vcat (8-1)

- 299 ‘-



여기서 명형농도 ye와 액상농도 X 와는 분리계수 a 의 정의에 따라

x

ye =
x + α (I -x)

여기서， x « 1 얼때 (8-2) 식은 깐략하체，

. (8-2)

ye = x 1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

분리계수 a 는 온도의 합수로

a =exp ( - 0.2143 + 368.9/T + 27870/T2
) • •••••••. (8-4)

반용가내 총 중수소량은 초기에 수충과 지상의 것융 합하면，

( xO ) (
d Vliq

M

) + (YO)(

P Vgas

R T

) ....... (8-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중농도는 초기 XO 에샤 X 로， 기상농도는 YO 에서 y로 변

한다. 상온， 상압에서 수소의 용해도와 물의 증기압은 매우 작으므로， 용존수소

와 수증기내 충수소를 무시하면， 업의시간에서 반웅기내 총 충수소량은

x (

d Vliq

M

) + y (

P Vgas

R T

. (8-6)

반웅꺼내 총충수소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8-5 ), (8-6) 식에 동호를 취해서

d Vliq R T
y = YO + ( xO - x ) .. .. . .. .. . .. .. .. ... (8-7)

M P Vgas

OJ제 (8-3) , (8-7) 식어I서 ye 와 y 률 각각 x 의 함수로 해서 (8-1 ) 식에 대입하

딴 (8-1 ) 식은 다음 식으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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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A = kya ( B - ex) (8-8)
dt

d Vliq R T
여기서 I A ;;;

MP

xO A

B = ( yO + ) Vcat
Vgas

A 1
c =( + -- ) Vcat

Vgas a

다시 (8-8)식은 척분하여，

A B - C x

- ---- In = kya t ‘ . • ‘ . • • • • . . • • . . . . •• (8-9)
C B - C xO

실험으로 시캄 t 에서의 총수놓도 X 를 측챙하여， 몰철천달 계수 kya를 구한다.

(2) 충수분석

카나다에서는 mass spectrometry. infrared spectrometry, 그리고 Ii앙lt

refraction 으로 충수분석한다. 농도 법위， 샘플량과 정확도에 따라 선택한다.

600 때m 이하에서는 M. S. 이 가장 좋다. 대깨 불과 수소의 samples도 따라온

다. 물 sample은 급속 수증거 천환기를 지나 뜨거운 우라늄에서 수소가 되어 질

량 3과 2의 비가 축정된다. Hot probe가 충요하다. IR 툴 혹정시 순도가 충요

하다. 0.8 ~ 아하 포는 99.5 ~ 이상에셔는 f뼈에 캉하게 흡수되는 파장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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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청밀도는 챔풀과 표준악 두 cell율 싹셔 얻는다. 충칸농도 범위에서는

세개의 파장에서 혹쩡한 광밀도 차로 농도를 구한다. 0.3 - 99.7 % 인 경우 온

도조절 0.01 0 c 굴철 index 측정 가능하다. 이 때도 물의 순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수분석을 해하여 Infrared Spectrophotometer률 사용하였다.

기기는 FT-IR Perkin Elmer model 1725X 이다.

(가) 표준시료의 조체

실험에 사용하는 충수는 대개 5000 ppm (D I D+H) 이내로 계측에논

4000 - 5000 ppm의 표준시료가 필요하다. 충수는 Aldrich 의 99.9 atom % D 를

2차중류수 148 atom ppm D 에 희색하여 처I조하였다.

(나) 시료의 밀도와 농도환산

시료충수의 농도환산은 100 % 중수와 100 % 경수의 25· C에서 다읍

물생치흘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4]

。 분자량 MHzO =18.01571 용Igmole

’ ~O = 20.02836 g/gmole

o 밀 도 dHzO =0.997058 g/m}

(다) 기기 셰팅

,
dDzO = 1.10451 g/ml

최고의 정벌도률 위해 Back Ground 시료에는 0.15 mm 스페이셔률， 축정사

료 스페이서는 0.2 mm 률 샤용하였다. 해상도는 16, 1 회 측정에 9 스켄을 3회 이

상 반북하였다. IR 2500 cm-l에서 측정하였다. 꼬정은 96T 값의 인접 2 점간의 자

연대수관계 생럽을 인쩡하여 계산하였다. 예로 그럽 8-2와8-3은 각각 148 ppm 과

1472 ppm 시료의 g 변화률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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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량분석 71

정밀분석을 위혜 수소 또는 수중의 수소동워원소 비율은 질량환적기률 사

용하여 측정학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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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람유촉의 축청

찬수충현탑의 가습성농자료 생산율 휘하여， 셰라믹 벌 새들 ( 10 血， 두

쩨 3mm) 율 19 mm 관에 50 em 높이로 채우고 불과 수소홀 대류접촉시키며 법랍

유숙홉쩡 얼험올 수행하였다.

다융 표는 불의 유량에 대한 범람 유축이다.

물 유량 ( eelm ) 유축 ( m/s )

68 0.8235

141 0.3647

178 0.247

타당한 팩청 언자 Fp 의 값을 구하여 보면， 충천탑 범람식 세로축은

G2Fp rP μ0.2

y =
PaP Ig

--

G2
. Fp. (I)( I)

(0.00519)(62.3)(32.174)

위의 설협치와 가장 찰 얼치하는

Fp = 1750 m-1

으로 나타빠다.

참고로 페리 핸드북의 세라믹 벌 새틀의 Fp 값은 6 mm • 13 mm 충펀룰에 대해 각

각 2950 . 790 m-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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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캘렴반웅실험결과 및 고찰

가. 설협결과

가스홈 순환을 위하여 Gast Diaphragm Compressor DOA-PIOI-JH (최대 1. 85

nl/h, 최대 4.3 bar)를 사용하였다. 물의 순환은 Blue White Chern-Feed Pump

C-I7125 LP3 (최대 14 gph, 최대 10 psi)로 하였다.

가스축 용척 =총 574 ar!, 물의 총용척 =65 ar! 이었다. 앞의 (8-9) 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론 충수 농도변화룰 혹쩡하여 물질천탈 계수 kya를 구하였

다. 다용 표 8-1 은 쩔렴반웅 설혐의 얼부 결과이다. 여기셔 kya의 단위는 rd

HO/nl Bed.sec, kyaPt 의 단위는 rrl HD/kgPt. sec 이다.

나. 컬럼반웅 셀험 고촬

컬렴반용에서 물질 천달계수 kya =o. 004 - 2. 295 nlHDI nlBed. sec까지 분

포하여 축배나 조작조켠에 따라 촉매생능이 크게 변함율 알 수 있었다. 백급

이용률로 보아， kyaPt =최대 4.54 rd뻐IkgPt.sec률 기혹하여 우수한 생농윷 보

업이 확인되었다.

(1) 모헬삭의 확인

혹매 Kl 율 사용한 반용 U30-U34, U36-U38, U40, U44 및 U46 의 실험 결과

를 그럼 8-4 에 나타내었다. 셜선인 모텔식 (8-9)와 풍근 점의 실험결과가 매

우 찰 웰치하는 것율 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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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컬렵반웅 결과 (Results of the Column Reaction)

반용
Gas유량 물유량 시간 중수농도

kya kyaPt 촉매
(lpm) (cc/m) min) (ppm)

S10 4.4 26 25 닮47 0.192 (형행부근) E9

S l1 14.7 26 25 5210 0.166 (평형부근) E9

512 7.9 26 5 a행6 0.316 2.86 E9

513 7.0 26 3 2574 0.449 4.06 E9

S14 15.8 26 3 잃49 0.398 3.00 E9

S15 28.0 26 3 2닮7 0.433 3.92 E9

520 13.0 26 3 2267 0.570 3.89 HOI

521 20.5 26 3 2230 0.558 3.81 HOI

522 5.3 26 3 1758 0.412 2.81 HOI

530 15.4 26 3 4671 0.48 4.54 HI

531 5.9 26 3 4139 0.39 3.69 HI

532 18.4 26 3 3832 0.34 3.22 HI

540 6.3 12 5 1803 0.587 1.32 H21

(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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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숙)

반웅
Gas유량 t 물유량 샤간

(l pm) (cc/m) (min)

841 19. 7 12 5

842 3.7 12 5

843 2.6 12 5

850 2.6 26 2.5

S51 5.9 26 65

S52 6.3 67 2.5

S53 19.'1 67 2.5

S54 19.1 67 2.5

S60 7.9 26 3

S61 19.7 26 3

충수농도
kya kyaPt 혹매

(ppm)

---

1586 0.500 1. 12 H21

1481 0.368 0.99 H2l

1331 0.324 0.90 H21

4693 1. 66 - H31

6003 0.114 (명형) H31

3780 1. 15 - H31

3435 1. 00 H31

3525 1. 03 - H31

522 0.762 0.15 H41

432 0.575 0.16 H41

(2) 기체유속의 영향

그럼 8-5 에 반용 S10계열， 반웅 S20계열， 반용 S30계열의 기체유혹에

따른 불질전달 계수의 변화를 그려보았다. 기체유촉이 중가하면 외부저항이 작

아지묘로， 총괄 천탈계수가 커지는 것율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홈매

E9, HOI , HI 촉매는 각각 탄소함량 5%차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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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금 이용 효율

810 - 554 반용까지의 혹매는 모두 0.5 wt% Pt-C인 반면， 860 - 561 반

웅의 H41 혹매는 5 wt% Pt-C률 사용 해작한 것이다. 560 ‘ S61 의 kyaPt 가 륙

별히 작은 것은， 앞에서의 Batch 반용에서도 관찰한 것갈이， 낮은 빽금농도일빼

백급분포가 좋으므로， 상대척으로 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백금 함량의 영향

반웅 voo - 반용 W53 까지의 실험에 사용된 촉때는 소수생인 門FE-C 나

SDBC 에 H2PtC16 률 답지하여 제조한 것야다. 환원은 고순도 수소를 230 deg.C

분위기에서 유혹 8.4 cm/s 로 12 시칸 이상 수행한다. 그럽 8-6은 빽급함량에

따른 물질천달계수 (kya. kyaPt) 의 변화률 보여 주고 있다.

정량척으로 백금합량을 0.2 - 1. 647 wt ‘ 96Pt 까지 변화 서켰다. 실험결과는 반

웅 W30( 촉매 KIO = O. 2 % Pt ), 반웅 W50(혹DH K14 =0.362 % Pt) , 반웅 W52(촉

매 KIl = 0.4513 % Pt) , 반웅 W5I(축매 KI5 = 0.585 % Pt) , 반웅 W32(혹매 KI2 =

0.75 % Pt ), 그려고 반용 W53(촉매 KI3 = 1.647 % Pt)와 같다. 물철천탈체수

kya( 단위: nlHD/ nlBed. sec) 는 백급함량이많아집에따라 증가하지만， 약 I % 이

상 되면 증가세가 현저히 줄어 드는 것을 알수 있다. 반면에 단위 백금량당

룰질천달계수 kyaPt (단위 : nlHD/생Pt.sec)는 빽금함량이 작율수록 유려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답체표면의 백금분산이 저함량시 좋기 때푼인 것오로 알려져 있

다. 실험결과로 불때 백금합량은 약 0.5 wt.% Pt 일 때가 칙척치인 것으로 판단

된다.

3. 현연수소.펀연수 반웅결과

가. 분리질증촉매질험

충수분리 설증설험으로 천연수(1 48 聊 중수소원자수/수소 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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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gm과 천연수소(92 ppm 충수소 원자수/수소원자수)률 K22 고분자 혹꽤상에서

반웅시켜 명혐농도인 350 ppm까지 농촉되는 것율 확인하였다. 장치는 그럼 8-1

의 촉매한웅탑 반웅기 중앙에 놓이 10 em의 촉DR충과 그 상하에 각각 15 em 옳이

의 가습 및 탈습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장전된 펀연수는 혜쇄 순환된다. 천

연수소는 1 e1터STPI분의 혹도로 계숙 송풍기 방출홈으로 주입된다. 반웅이 같

난 수소는 웅촉기(O deg. C.) 에셔 체습되어 이 건조 수소충 얼부는 재순환되고

일부는 탈충수소의 형태로 외기로 방출된다. 반용은 상온상압에서 수행하였다.

그럽 8-8 은 반용결과이다. 가로축은 천연수소의 사용량이다. 수소 l병은

47 리터， 120 기합이다. 수소 3 명 란웅 후， 펀연수는 초기 148 ppm 으로 부터，

명형농도인 350 ppm 까지 농축펀 것이 확언되고 었다. 수소 7 뱅까지 반용 시키

었다. 그렴 8-9는 수소 5병 반용 후 분석한 저놓도 350 ppm중수의 FT-IR 자료이

다.

나. 천기분해 놓촉반용설험

일단 촉매반용으로 농축된 저놓도 중수(350 ppm)룰 니켈천극 전해초에서

천해법으로 재농축율 셔도하였다. 져급중수 1006.1 그랍을 천해질 탄산촬륨

82.38 그합과 섞어 40 압꽤어로 천해 후， 용액 180 그람을 취하였다. 중류하여

분석하니 1241 ppm 의 져급충수가 생생되었슴이 확언되었다. 그림 8-10 은 천해

농축장치이다. 그림 8-11는 lR 분석자료이다.

다. 다단계 천해놓축실험

일단계 펀해로 제조된 1241 ppm의 충수는 이단계 천해농축으로 12265 ppm

(1. 23 %) 가 되었다. 이것율 삼단계 천해법으로 7.6 % 까지 놓축할 수 있었다.

다A1 사단계 천해농축을 설사하여 34.1 % 의 저급 충수를 만툴 수 있었다. .::1럼

8-12에 단체적 천해 농축 양상을 나타내었다.

- 314-



•

‘-
•
-

기~ -•

• 웅축기

醫繼

냉각수

순환펌프f-

• •

-A

반용탑

→핸 •

송풍기 rL.., •
Ie그

표핍 i 톰늪 ‘ --+

물 순환펌프 분석기

~ -~J →
00

즈느끼、

--. -‘-

그림 8--7 촉매 반용탑

‘ 315 -



“---..“-,...
--‘0--.. __

-、、- ~
‘ ............. g-.-----

200 ‘

]>to -:

150 -

1BO -

:loa -

iJ 20 -

Jba -

J tC -

1Do

]70

211a

390

?caa)

C&PEE-rc&U

'r-11<1

n

’

농축반용 결과

- 316-

Bl'tlhll{fo}

8-8 천연수

r

1

그렴

U



E곽seAl'\! SF'652445

핀
’l’i
|
;

￡
，
，
메l
i
-
-

꾀
「
‘
@
!
l

l’
띄i
i렉
」
∞

%T

249。

f
2495싫펀2505ε51。

20,

10,

。 C ---l

2516。

FT-IR 자효

CM-l

저농도 똥o ppm의

-317 -

8-9그림



건조수소건초산소

「→
J [
융축기

] [
-•

•

수소: →뜩-

냉각수조•••

산소

냉각수

순환펌프

口

분석기-+

r-- -
r--

놓촉수정화

•

。--그o ..,

농축수

--•

----
------------ ----

I •
I •

I •

’ •
’’l
l

•!
’’
’
’•
‘l
l

’

---------------- ----
I •

’ I •
I •

’l
l
l

’‘
l

l

l

’•
’

--
-------------- ----

’ ·I •

‘ •’ ·
’’
--
‘l
l

l

’’’
’’l
’

양극

+

직류천원

8-10 전해 장치

-318-

그렴



펙

엉9c

1

2495

--‘

-
뺀

SCANSP

양~

5'\0; 29

---,.
2f;1 。

-”-‘I
，
「
i
1

펙
‘
!

，
찍
!

t

ψ,‘‘
il

한

i’
l‘,
T
l
t

쉰
|
|
심
‘

@

갇51S 。

f"".'、

--
21840

:-:W 1

8-11 1247 ppm의 F1'-IR 분석자료

-319-

그렴



n
U

4

30
/’-、

εe
、‘-./

디
。

....예

-• J
띠 20~
→」

섭
φ

U
되
。

o
10

o ir--γ---1-r/

0 「tJJ 3 4 5

Numbers of Electrolysis

그렴 8-12 다단계 천혜농축

-320-



랴. 충수전해분리

(1) 충수제조 개요

충수소는 Urey교수팀이 1931년에 최초로 발견하였으며[8-14]， Urey와

Washburnol 물을 천기분해하여 중수률 농혹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어 다읍해에 Lewis와 Macdonald가 20리터의 물을 전기분해하여 0. 3cm3의 순수한

충수률 제초하는데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펀기분해방법이 공업척으로 충수롤 제

조하는 최초의 공정이었다. 그후에 Urey교수팀이 충수채조률 체계척으로 연구

하여 물 증류공정， 전기분해공정 및 화학교환 반웅둥융 실용화하였다. 설제로

물의 분별중류공정과 H20-H2의 축매교환반웅공청이 초기 농축공정으로 채택되었

고， 최종척인 농축공정으로 전기분해공정이 채택되었다. 그후 천기분해에 관한

연구가 지숙되어 현재 전극과 격막 풍에 많은 륙허률 해륙한 천해조 천문쟁산회

사， 예를 툴면 노료웨이의 Norsk Hydro Electrolysers AS. 미국의 Teledyne
Energy Systems. AIltech Associates , Inc. 풍은 Hydrogen Generator률 상품화하

여 판매하고 었다. 노르훼이와 갈이 동력비가 저렴한 나라에서는 전기분해에 의

하여 충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허유리공업회사는

flemion[8-15] 이라는 천해격막을 혜발하였눈데. 그 두쩨가 O.I-0.2mm 로셔 불소

충합체로 강화되었다. 이 격막율 사용한 전해조설협( 11OoC. 70Adm-2 )에서 천해

조 천압은 1. 7V 이고 99.9%순도의 수소를 생산한 것요로 보고되어 충수 전해실험

에 활용하는 것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충수가 처음으로 상용화되거 시작한 것

은 노르웨이 Rjukan에 있논 대큐모 합모니 아쳐1초용 수소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

한 것이며， 이 공장의 생산용량은 1942년에 연산 1. 7~이었다. 이 공장은 제1농

축공정에서 천기분책공정과 수소-불 교환공정을 병행해서 1단계 농축율 하고제2

농축공정에서 현기분해딴으로 충수를 생산했다.

1944년에 가동되기 시작한 카나다의 Trail공장은 쩨l농축공정에서 수소-불

교환공정을 주공정으로 하고， 전기분해공정을 부공정으룰 하여 2.37%까지 농축하

고 제2농축공정에서 천기분해만으로 99.8% 증수률 생산하였다. 미국의 Morgan
Town에 았는 중수공장은 재I농축공정에서 물을 중류하여 87-91%까지 농축사키고，

제2놓축공정에세 철거분혜만으로 중수를 생산하였다. 한면 소련， 스위스， 인도애

서는 전기분해공쩡으로 I차농축사키고， 이 농축된 수소룰 수소의 중류공정의 원

료원으로사용하였다. 이 밖에 중수형원자로에서 순도가 낮아진 중수롤승급시키

는대 전기분해공쩡이 아용되고 있다- 툴의 천기분해공정은 통력벼가 과다하여

만얼공정의 충수쩨조공정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묘로 충수체초공;혐의 초기농축풍정

이나 최총농축공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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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해원리 및 중수놓축[8-16]

천해조에 순수한 물을 넣고 전해질율 낼은 다읍에 양극과 음극에 통천하면

물이 천략표면에서 천기분해되어 양극에서 산소가 발생되고 읍극혜셔 수소가스가

발생펀다. 천기분혜륨 계축하면 경수가 충수보다 약찬 먼저 분혜되므로 물중외

수소가스가 먼저 방출되고 충수는 전해액충에 잔류되어 놓축된다. 이러한 공쩡

율 반북하여 농촉된 충수률 생산한다. 천기분해시 툴질의 이동량은 Faraday법칙

으로 부랴 양론척으로 계산한다. [8-17]

Faraday의 법칙

M

W := - 18 (1 )
nF

(1)식율 학간 변형하면，

I W 1
i := --- ~ nF ( --- ---) (2)

A M 8A

여가셔 W: 물질이통량 [Kg]

8 : 시간[h)

M: 분차량[kg/kg-mole]

I : 천류[A]

n : 전하여통수
F : 따라떼이정수(26.8xIOAh/kg-eq)

A : 전극 유효연척 [m2
]

i : 천류멜도[Am깐

V: 반용좁도[kg-mole m-il기

측 롱천량 18[Ah]에 대하여 다른 물리적 화학척 손설이 없다면 (1)식에서 정확하

께 물철이통량을 계산 할 수 있다.

(3) 천해격막

전해격막은 읍국과 양국의 양극실간에 물철이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국설

사이에 셜치하는 것이 좋다. 척막율 셜치하면 천압강하를 유발하거나또는 발혈

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격막션택혜 있어서 화학척 생철 이외에 툴리척인 륙생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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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ullin은 몇가지 종류의 다공절 채료로 천해격박충을 만틀어 천해액의

통과시 저항과 전기져항을 측정하고 호륨이 Poiseui lle 흐릅이라고 가정하고

Kozeny-Carman식으로 부터 격막의 세공경에 대한 루과율에 관한 관계식을 유도하

였다.

m2 R
= x - (3)

P Ro

여기셔 m ( =E/s ) : 세공경 (공극율/표면척 )[em]

E : 공극율

S : 표면척 [em2
]

P : 루과슐

R : 격막대의 천해액의 저항 [0]
Ro : 격막이 없는 경우의 천해액저항、 [0]

이 R/Ro 에 대해서 Mededith는 척막아 비전도생 샘유의 2차원 방북구조로 되어

었다고 가정하고 셈유의 용척올과 상대도천율의 관계식율 유도하였다.

( 2 - f ) ( 1 - f )

Km = - (4)

( 2 + f )

여기셔

f : 섬유의 용척옳

KIl ( = Ho/R ) : 상대도전율

{4) 가스의 효과

음국 및 양극에서 가스가 발생되는 전기화학반웅은 물의 천기분해시 처읍

에 발생된 가스는 전극의 근처에 정체하기도 하고 혹은 천해질내로 분산되어 챈

기천도률 방해한다. 측 천극표면에 정처1된 기포는 천극의 유효면척율 갑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때문에 전합이 상승되고 전기저항이 증대되어 천해효율이 저하

된다. 또한 천해액을 상승하는 기포는 부근의 전해액을 동반하여 상승하기 때

문에 전극파 전해액의 접촉율 방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혜률 피하기 위해셔

천해조의 저당한 위치에 하강구률 만률면， 천해액은 전해도중에 설채로 격렬하게

순환시켠다. 전해액충에 기포가 분산되면 천해액의 버저항 p악 증가는 Tobias식

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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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 기포롤 함유한 전해핵의 비저항 [Q]

PO : 기포가 없는 천해액의 벼저항 [Q]

£ : 기포함유율

3. 충수 전해방법

펀연수충에는 충수가 약 0.0596 정도 합유되어 있으므로 이률 견해하여 농축

시키는 공정은 1-1096 짜지 농혹시키는 단계언 전해농축법과 바교척 농도가 놓은

20-30%와 충수로 부터 99. 7'16까지 회수하는 공정인 회수전해법이 았다. 불과 충수

의 끓리척 성철은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착이를 01용하여 주로 물리

척인 조작에 의하여 불러농축시킨다.

그런데，

H20 + HDO + 2e- • H2 흩 OH- + OD

H20 + HI찌 + 2e- • HD + 20H-

위의 2가지 양극반웅의 숙도계수의 비가 양극채질에 따라서 닿라지므로 H 및 D의

원자분율을 d라고 하면 (6)식으로 정의된다.

( HID )쩔

tt = ....... (6)

( HID ).ater‘

천해분리율이 큰 금숙을 양극으로 사용활 경우， 전해액충의 종수농도는 펀연수중

의 농도보다 놀께 된다. 여기서 많은 단수를 통과시켜서 중수률 농축시킨다. 걷

기분해공정때서는 천해철로서 KOH 또는 K2C03 롤 주로 사용한다. KOH률 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천기분해공정이 같난 후어11 an 를 가하여 K2C03 로 침천시키모

충수는 증발시켜서 얻게 된다. K2C03를 사용한 경우에는 CO2 률 첩가할 필요 없

어 직접 K2C03 로 첨천시키고 충발시격서 중수률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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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국내 중수 수요량올 중수형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예측해 보고， 세계의 중수

분리역사， 공정 및 생산용량올 조사하였다. 또한 각종 중수 분리공정의 기술적

특성을 버교 검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적합활 것으로 판단되는 고분자촉매공

정에 사용되는 藏水性 촉때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반옹 실험을 통해 중수분리가

·가능함을 실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론온 다음과 같다.

- 한국은 2006년까지 새로이 4기의 중수형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데， 보충중

수량은 매년 22 M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에 적합한 중수생산공정은 고분자촉매공정으로 판단된다. 이 공청

은 분리계수가 커서 장치비 빛 에너지 비용이 작은 것이 장점이며， 우라냐

라에는 산업수소가 풍부하므로 특히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분자촉매공청의 필수소재는 촉매담체이다. 이 담체는 소수성이면서도 다공

성인 특성을 가지고 었다. 이러한 특성은 높은 비표면척의 촉매 담체로서 수

중 반용에서도 고활성을 나타나게 하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렌-디비닐

벤젠 공중합체를 합성하여 촉매담체로 사용하였다. 다양하게 가교도， 용배 동

의 실협조전을 변화시켜 450 m 2/g 의 높은 비표변척을 갖는 현탁중합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 반용 실험에서는 가스는 compressor 로 물은 펌프로 순환시키면서 시간에

따른 중수농도 변화를 측청하여 물질전달계수 kya를 산출하였다.

컬럼반용 결과 kya = 0.004-2.295 mJ HD/mJBed.sec 까지 분포하여 촉매 나

조작 조건에 따라 촉매 성능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촉매

들은 기체유속에 따라 전달계수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외부저항

이 기채유속이 중가하면，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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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함량이 낮은 촉매의 청우， 백금결정의 분포효울이 좋기 때문에 백금 이

용 효율이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험결과 최적 백금함량은 약 0.5 wt.%

인 것으로 나타녔다.

- 제조된 고훈자 촉매를 사용하여 저급중수를 분려활 수 있었다. 천연수와 천

연산업수소를 고분자촉매하에 반용시켜 350 때m 의 처급중수를 제조하였다.

이는 천연수중 중수함량이 약 2배 보다 높온 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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