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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디메틸카보네이트와 디페닐카보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용할 촉매로서 CeO2(X)-

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를 공침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상기 

촉매의 몰비 변화가 촉매의 반응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촉매의 결정상은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촉매의 산-염기 특성이 반응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의 

승온탈착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eO2(X)-ZnO(1-X) 촉매의 산량과 

염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eO2(0.7)-ZnO(0.3) 촉매의 산-염기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니켈 옥사이드를 함량 변화에 따라 함침법으로 담지한 XNiO/CeO2(0.7)-

ZnO(0.3) (X=0, 1, 5, 10, 15) 촉매를 제조하였다. XRD 및 ICP-AES 분석을 통하여 

촉매가 성공적으로 제조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산 및 염기 특성은 각각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의 승온탈착실험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 결과, 상기 

촉매 역시 산량과 염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상기 실험 결과로부터, 촉매의 산량 및 

염기량과 반응 활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본 반응에 적합한 촉매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iii 

다음으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용할 촉매로서 균일계 살렌 

촉매를 제조하였다. 먼저 용매 및 반응물에 대한 용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스포늄염이 결합된 살렌 리간드에 다양한 중심 금속을 결합한 M-

salen(PPh3)Cl (M=Ti, Zr, Co)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상기 촉매들은 1H-NMR 

분석을 통해 분자 구조를 확인하였다. 반응 실험 결과, 티타늄이 중심 

금속으로 결합된 Ti-salen(PPh3)Cl 촉매가 가장 높은 반응 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디페닐카보네이트에 대한 선택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Ti-salen(PPh3)Cl 

촉매에 t-butyl기를 치환하여 입체적 장애 효과를 부여하였다. 또한, 중심 

금속의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브릿징 그룹을 변화시켜가며 촉매를 

제조하였다. 1H-NMR 분석을 통해 상기 촉매들이 성공적으로 제조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XPS 분석으로 브릿징 그룹의 변화에 따른 중심 금속의 전자 

밀도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심 금속의 전자 밀도가 가장 낮은 Ti-(t-

butyl)salphen(PPh3)Cl 촉매가 가장 높은 루이스 산 특성 및 반응 활성을 보였다. 

또한, 반응 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반응 온도, 반응 압력, 그리고 반응 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을 위한 최적의 촉매 반응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주요어 : 이산화탄소, 디메틸카보네이트, 디페닐카보네이트,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 산-염기 특성, 살렌 촉매 

학번 : 201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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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환경문제는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로 55%에 달하는 기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지속될 경우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전환하여 디메틸카보네이트 및 디페닐카보네이트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것은 종래의 기술과는 차별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신공정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디메틸카보네이트는 반응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성이 없고 

생분해성이 빠른 친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1]. 대표적으로는 독성 및 부식성이 높은 디메틸설페이트 및 메틸할라이드와 

같은 메틸레이션 반응물, 또는 포스겐과 같은 카르보닐레이션 반응물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1-3]. 또한, 분자 내 높은 산소 함량으로 인해 

가솔린의 옥탄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연료첨가제뿐만 아니라 높은 

용해력과 낮은 점성을 바탕으로 2차 전지의 전해질로도 사용되면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4].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제조 공정으로는 유독한 포스겐으로부터 합성하던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메탄올 산화반응 [5], 메틸나이트라이트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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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스테르교환법 [7,8] 등이 있으나, 이러한 공정들 역시 인체에 해로운 

반응물의 사용 및 다단공정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메탄올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메틸카보네이트를 제조하는 직접 합성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13]. 상기 반응은 반응물의 독성이 없고 저렴하며, 단일 

공정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친환경적 공정이라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을 위한 촉매로는 산-염기 특성을 

가지는 세륨옥사이드 기반의 불균일계 촉매가 우수한 반응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19]. 따라서 세륨 기반의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을 

제조하고 제3의 물질을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향상된 산-염기 특성을 가지는 

촉매를 제조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촉매의 반응 활성 향상뿐만 

아니라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근원적 접근 및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륨옥사이드 기반의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및 CeO2(0.7)-ZnO(0.3) 지지체에 니켈옥사이드가 담지된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를 제조하여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용하였다. 또한, 촉매의 산 특성과 염기 특성에 대한 관찰 및 

디메틸카보네이트 직접 합성 내 반응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촉매의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디페닐카보네이트는 각종 화학산업에서 카르보닐화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폴리카보네이트 제조를 위한 포스겐의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20,21]. 현재까지 디페닐카보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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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카보네이트와 페놀의 에스테르교환법 [22], 디알킬옥살레이트와 페놀의 

에스테르교환법 [20], 그리고 페놀의 직접 산화 카르보닐화법 [23]이 있으나 

상기 공정들의 경우 열역학적인 한계로 수율이 매우 낮고, 다단 공정 및 유기 

금속 촉매의 사용, 그리고 유독 물질의 사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이 가능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4,25].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을 위한 촉매로는 불균일계 촉매의 경우 보고된 

바가 없으며, 균일계 촉매로는 루이스 산 특성을 가지는 할로젠화물 혹은 

살렌 촉매가 보고된 바 있다 [26,27]. 할로젠화물의 경우 반응성의 조절이 

어렵고 반응 후 염화수소와 같은 부반응물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물질로 살렌 촉매가 주목받고 있다 [27]. 그러나 

아직까지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합한 반응성을 보이는 살렌 

촉매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사용될 살렌 촉매의 중심 금속을 탐색하고, 상기 촉매의 반응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치환기를 결합시켜가며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반응에 적합한 살렌 촉매를 제시하였다. 또한, 반응 조건 

변화에 따른 촉매 활성을 조사함으로써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조사하고,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열역학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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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및 배경 

2.1. 메탄올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메틸카보네이트 직접 합성 

디메틸카보네이트는 통상적으로 포스겐과 메탄올을 반응시키는 

포스겐법을 통하여 제조되었으며, 해당 반응은 다단공정으로서 높은 수율을 

보인다 [1]. 그러나 인체에 유독한 포스겐이 반응물로 사용되고, 반응장치를 

부식시키는 염산이 생성되는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수반한다. 

따라서 상기 공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대체 

공정들이 제시되어 왔다. 

Enichem 공정으로도 알려진 메탄올 산화법은 메탄올과 일산화탄소, 

그리고 산소를 반응물로 하며 염화구리 촉매 하에서 반응이 진행된다 [5]. 

상기 반응은 슬러리 반응기 내에서 진행되며, 강한 발열반응의 특성과 

염화구리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일정 농도 이상의 산소가 잔존하게 되면 

폭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반응물로 염산이 생성되어 반응기의 

부식을 수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UBE 공정으로 알려진 메틸나이트라이트법은 대표적인 다단 공정으로, 

먼저 메탄올과 일산화질소를 산소 하에서 반응시켜 생성된 

메틸나이트라이트를 팔라듐 촉매 하에서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 

디메틸카보네이트를 생성한다 [6]. 그러나 상기 공정 역시 각 반응 단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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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사용되고, 반응 중 Pd/NO/O2 혼합물의 

폭발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에스테르교환법은 최근 국내에서 디메틸카보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해 

도입한 상용 공정으로, 해당 공정은 고압에서 에틸렌옥사이드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에틸렌카보네이트를 제조한 후 촉매 하에서 메탄올과 반응시켜 

디메틸카보네이트를 제조하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7,8]. 이 공정은 앞선 

공정과 달리 유독한 반응물을 사용하진 않으나, 저압에서 에틸렌 

카보네이트의 역반응으로 인해 에틸렌 옥사이드와 이산화탄소로 쉽게 

분해되므로 전환율을 감소가 심하다. 또한, 부반응물로 에틸렌글리콜이 

형성되므로 생성물의 분리 정제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제시된 메탄올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 

공정은 값싸고 독성이 없는 원료의 사용 및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그리고 

단일 공정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상기 공정들을 대체할 친환경적 신공정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9-13]. 그러나 해당 반응의 열역학적인 한계로 인하여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 수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촉매 반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메탄올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사용될 

촉매로는 균일계 및 불균일계 촉매가 제시되어 왔다 [28]. 균일계 촉매의 경우, 

불균일계 촉매에 비해 활성은 좋으나 분리 및 정제를 통한 재사용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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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부반응물인 물에 의해 쉽게 비활성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28]. 불균일계 

촉매의 경우, 비록 균일계 촉매보다 반응 활성은 낮으나 촉매의 회수가 쉽고 

재사용이 간편하며, 탈수 공정을 도입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28]. 

특히 불균일계 촉매의 경우 반응 메커니즘에서 금속 산화물 촉매 표면의 

산점과 염기점이 활성점으로 작용하여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9]. 이에 따라 산-염기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금속 산화물 촉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29,30], 

아직까지 높은 수율로 디메틸카보네이트를 합성할 수 있는 촉매 반응 

시스템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염기 촉매 하에서 진행되는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확립되어 있으며, 이를 Fig. 2.1.1에 

나타내었다 [9]. 반응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촉매 표면에 존재하는 

금속 활성점은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낮으므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루이스 

산점으로 작용하고, 금속 사이의 격자 산소는 전자 밀도가 높으므로 전자를 

제공하는 루이스 염기점으로 작용한다. 먼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가지는 

메탄올의 탄소 부분이 염기점에 끌려오면 주변의 하이드록실기와 반응하여 

메톡시기로 흡착되고 부반응물인 물이 생성된다. 그리고 흡착된 메톡시기는 

근처의 다른 염기점에 의해 끌려온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메톡시카보네이트를 형성한다. 이때 주변에 산점이 존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가지는 메탄올의 산소가 산점에 의해 흡착되면서 메틸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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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톡시카보네이트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디메틸카보네이트를 형성한다. 

산점에서 일어나는 상기 반응은 속도결정단계로 알려져 있다. [14-19] 그러나 

촉매에 브뤤스테드 산점이 일정 이상 존재할 경우, 메탄올이 디메틸에테르로 

전환되는 부반응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루이스 산점의 

비중이 높은 촉매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반응에서는 금속 산화물 촉매의 

루이스 산점 및 염기점이 중요한 활성점으로 작용하며,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2.1.1.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대한 열역학적 계산 

메탄올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은 열역학적 

제약을 크게 받으므로 각 반응 조건에서의 이론적인 평형전환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정 반응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이론적인 

생성량을 예측할 수 있다면, 현재 제조된 촉매가 반응속도론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는 지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역학적인 계산을 통해 각 반응 조건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 시 생성되는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이론적인 양을 계산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때, 

평형 상태에서의 디메틸카보네이트 생성량을 구하기 위한 식은 하기의 (2.1)-

(2.4)을 사용하였으며, 열역학적 데이터는 Table 2.1.1과 같다 [ 31].  

Table 2.1.1의 열역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볼 때, 298 K에서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대한 표준 반응열 


0Hr 은 -27.90 kJ/mo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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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반응임을 알 수 있으며,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량 


0Gr 는 26.21 

kJ/mol로 비자발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합성을 수행하는 반응 온도는 170 ˚C, 반응 압력은 60 bar이므로 식 (2.1)과 

(2.2)를 이용하여 계산한 깁스 에너지 변화량 KrG443 는 35.16 kJ/mol, 식 

(2.3)을 이용하여 계산한 평형 상수 K는 0.000072로 확인되었다. 평형 

상태에서의 조성을 구하기 위해 반응물과 생성물의 조성을 초기량과 

반응진척도 및 식 (2.4)를 통해 계산하였다.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은 이상 

기체 및 이상 용액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퓨가시티 계수와 활동도 계수에 대한 

계산은 고려하지 않았다. 상기 계산의 결과, 170 ˚C 및 60 bar의 반응 조건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이론적인 

생성량은 3.29 mmol/g-catalyst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조된 촉매의 반응속도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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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Mechanism for the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from methanol 

and carbon dioxide over acid-base bifunctional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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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Thermodynamic data of various substances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from methanol and carbon dioxide  

 

2CH3OH  +  CO2  →  (CH3O)2CO  +  H2O 

 

Substances 


fH  

(kJ/mol) 



fG  

(kJ/mol) 



PC  

(J/mol∙K) 

CH3OH (l) -239.10 
-166.60 

81.59 

CO2 (g) -393.51 -393.38 37.10 

(CH3O)2CO (l) -613.78 -464.23 109.50 

H2O (l) -285.83 -237.14 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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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페놀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페닐카보네이트 직접 합성 

디페닐카보네이트는 일반적으로 페놀과 유독한 포스겐을 반응시켜 

제조하였으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체 공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공정으로는 디메틸카보네이트와 페놀의 

에스테르교환법 [22], 디알킬옥살레이트와 페놀의 에스테르 교환법 [20], 

그리고 페놀의 직접 산화 카르보닐화법 [23]이 있다. 그러나 상기 공정들의 

경우 열역학적인 한계로 수율이 낮고 다단 공정 및 유기 금속 촉매의 사용, 

그리고 유독 물질의 사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이 가능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합성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4,25]. 

페놀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합성은 단일 공정일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구조 분해 없이 낮은 에너지로 화학적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해당 반응의 경우, 열역학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반응이므로 생성되는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반응 활성을 가지는 촉매가 요구된다. 

디페닐카보네이트를 직접 합성하기 위한 촉매 중 불균일계 촉매의 경우 

보고된 바가 없으며, 균일계 촉매로는 할로젠화알루미늄, 할로젠화징크 [26], 

그리고 전이금속이 결합된 살렌 촉매가 보고된 바 있다 [27].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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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젠화물의 경우, 반응 후 염화수소와 같은 부반응물이 형성되므로 반응 

시설의 관리가 어렵고, 생성물의 분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살렌 촉매는 

살리실알데하이드와 에틸렌다이아민이 결합된 형태로 분자 내 각 부분에 

다양한 기능성 그룹을 결합시킴으로써 반응성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살렌 

촉매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 산화-환원 반응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와 같이 비대칭 반응을 통해 특정 분자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생성하기 위한 반응에 주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루이스 산 특성을 보이는 

중심 금속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기 반응에 적용할 경우 할로젠화물과 같은 

기존의 루이스 산 촉매보다 우수한 반응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조촉매의 경우에는 K2CO3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반응물인 

페놀의 활성화를 도와 속도결정단계에 관여함으로써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생성을 돕는다. 

문헌조사 결과, 페놀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합성에서 살렌 촉매 및 용매로 메탄올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반응 

메카니즘은 Fig. 2.3.1과 같다 [26,27]. 먼저 페놀이 살렌 촉매의 중심 금속에 

배위되어 페녹사이드 형태로 활성화되면, 중심 금속에 결합된 산소가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겨 삽입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페닐카보네이트 형태의 

활성중간체가 형성된다. 그러나 활성중간체는 살리실산 형태의 활성중간체로 

형성되거나 재배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최종생성물의 형태가 달라진다. 

페닐카보네이트 형태의 활성중간체는 메탄올과 결합하여 메틸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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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네이트를 형성한 다음에 페놀과 에스테르교환을 통해 디페닐카보네이트를 

형성한다. 또한, 살리실산 형태의 활성중간체의 경우 메틸살리실레이트를 거쳐 

페닐살리실레이트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목적 생성물인 디페닐카보네이트를 

생산하기 위해 적합한 루이스 산 세기를 가지는 중심 금속과 적절한 기능기가 

결합된 살렌 리간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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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Mechanism for th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from phenol 

and carbon dioxide over salen catalyst in the presence of the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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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촉매 제조 

3.1.1. 시약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를 제조하기 위한 금속의 전구체로서 

Ce(NO3)3ᆞ6H2O, Zn(NO3)2ᆞ6H2O, Ni(NO3)2ᆞ6H2O, Ti(OCH(CH3)2)4, 

Zr(OCH2CH2CH3)4, Co(CH3COO)2·4H2O를 사용하였다. 또한, 살렌 리간드 제조를 

위해 살리실알데히드, 에틸렌다이아민, o-페닐렌다이아민, (R,R)-1,2-

다이아미노사이클로헥산, 트라이페닐포스핀, 그리고 3-t-뷰틸-2-하이드록시 

벤즈알데히드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사의 시약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염산 수용액 (35~37%),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35%), 

암모니아 수용액 (28~30%)은 Samchun사의 시약 제품을 사용하였다. 촉매 제조 

및 세척을 위한 용매로는 에탄올, 헥산, 톨루엔, 아세틸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3.1.2.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의 제조 

세륨옥사이드-징크옥사이드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는 암모니아 수용액을 

이용한 공침법으로 제조되었다. 촉매 제조는 Ce(NO3)3ᆞ6H2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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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NO3)2ᆞ6H2O를 각 몰수 비에 해당하는 양으로 정량한 다음 하나의 비커에 

담아 일정량의 에탄올에 용해시켰다. 전구체가 완전히 용해되면 암모니아 

수용액을 pH 10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주입한 후, Ce4+의 생성률을 

높이기 위해 50 ˚C 에서 약 3 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교반하여 남아있는 금속 

전구체를 완전히 침전시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감압여과하면서 증류수로 

세척하여 남아있는 암모니아 수용액을 제거하고, 건조 시 용매가 

빠져나오면서 기공이 수축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탄올로 추가 

세척하였다. 세척된 침전물은 100 ˚C의 오븐에서 24 시간동안 건조시켰다. 

건조 후 남은 생성물은 가루형태로 만든 후, 공기 분위기 하에서 500 ˚C의 

온도까지 분당 5 ˚C로 승온한 뒤 3 시간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상기에서 

제조된 촉매는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로 기재되었다. 

3.1.3.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의 제조 

니켈 옥사이드가 담지된 촉매를 제조하기 위하여, 상기 3.1.2에서 제조된 

촉매 중 반응 활성이 가장 우수한 CeO2(0.7)-ZnO(0.3) 촉매를 지지체로 

사용하였다. 비커에 니켈 전구체인 Ni(NO3)2ᆞ6H2O를 담지할 적정량만큼 

증류수에 용해시켰다. 전구체가 완전히 용해되면 미리 제조한 적정량의 

CeO2(0.7)-ZnO(0.3) 촉매를 상기 비커에 넣은 후, 60 ˚C에서 증류수가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 교반시켰다. 상기 고체 침전물은 100 ˚C 오븐에서 24 시간동안 

추가적으로 건조시켰다. 건조 후 남은 생성물은 가루형태로 만든 후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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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하에서 500 ˚C의 온도까지 분당 5 ˚C로 승온한 뒤 3 시간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상기에서 제조된 촉매는 XNiO/CeO2(0.7)-ZnO(0.3) (X=0, 1, 5, 10, 

15)로 기재되었다. 

3.1.4. M-salen(PPh3)Cl (M=Ti, Zr, Co) 촉매의 제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을 위한 균일계 살렌 촉매들의 제조 방법은 

하기와 같으며, 제조된 촉매들의 분자 구조를 Fig. 3.1.1에 나타내었다. 

포스포늄염이 치환된 살렌 리간드에 중심 금속이 결합된 M-salen(PPh3)Cl 

(M=Ti, Zr, Co) 촉매의 제조법은 다음과 같다. 비커에 35~37 wt% 염산 수용액을 

담은 후, 35 wt%의 포름알데히드와 살리실알데히드를 몰비가 1:1이 되도록 

상기 염산 수용액에 주입하여 상온에서 약 24 시간 정도 교반시켰다. 이후, 

상기 혼합물 내에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한 다음 물로 세척하여 고체에 묻은 

염산 수용액을 제거하고 분홍색의 고체 생성물을 얻었다. 세척된 침전물을 60 

˚C에서 헥산에 완전히 용해시킨 후, 상온으로 다시 냉각하여 

재결정화함으로서 포름알데히드, 살리실알데히드, 클로라이드 및 불순물들이 

제거된 침전물을 얻었다. 재결정화된 침전물을 여과한 후 완전히 건조하여 

흰색 고체 생성물인 5-클로로메틸-2-하이드록시벤즈알데히드를 얻었다. 그리고 

둥근플라스크에 톨루엔을 넣고 5-클로로메틸-2-하이드록시벤즈알데히드와 

트라이페닐포스포늄을 몰비가 1:1이 되도록 하여 혼합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100 ˚C에서 10 시간동안 교반하여 침전물을 얻은 후, 여과한 다음 건조하여 



 18 

흰색 고체 생성물인 (3-포르밀-4-하이드록시페닐)메틸 트라이페닐포스포늄 

클로라이드를 얻었다. 또한, 둥근플라스크에 에탄올을 넣은 후 적정량의 (3-

포르밀-4-하이드록시페닐)메틸 트라이페닐포스포늄 클로라이드를 용해시켰다. 

다음으로, 에틸렌다이아민을 상기 (3-포르밀-4-하이드록시페닐)메틸 트라이페닐 

포스포늄 클로라이드와 몰비가 2:1이 되도록 하여 상기 혼합물에 주입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에탄올의 끓는점인 78 ˚C 이상으로 가열한 후, 2 시간동안 

환류시켜 노란색의 액상 혼합물을 얻었다. 그리고 40 ˚C까지 냉각한 후 

개봉하여 용매인 에탄올을 완전히 증발시켜 고체 침전물을 얻었다. 침전물에 

디클로로메탄을 넣고 35 ˚C의 온도에서 완전히 용해한 후, 디클로로메탄과 

동일한 양의 아세트산에틸을 주입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45 ˚C에서 증발시키면, 

디클로로메탄이 우선적으로 증발됨에 따라, 남아있는 아세트산에틸에 고체 

침전물이 재침전된다. 노란색의 고체 침전물을 40 ˚C의 진공오븐에서 건조시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살렌 리간드인 NN’-비스{5-[(트라이페닐포스포늄) 

메틸]살리실리덴}-1,2-에테인다이아민 클로라이드를 얻었다. 중심 금속을 

결합하기 위하여 비커에 디클로로메탄을 넣은 다음, 상기 생성물과 금속 

전구체를 몰비가 1:1이 되도록 하여 주입한 후, 금속 전구체의 산화를 막기 

위해 상온의 무산소 분위기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여 주황색의 혼합물을 

얻었다. 혼합물을 진공오븐에서 건조시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M-

salen(PPh3)Cl (M=Ti, Zr, Co) 촉매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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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브릿징 그룹 변화에 따른 Ti-(t-butyl)salen(PPh3)Cl 촉매의 제조 

브릿징 그룹 변화에 따른 Ti-(t-butyl)salen(PPh3)Cl 촉매의 제조 방법은 

하기와 같으며, 제조된 촉매들의 분자 구조를 Fig. 3.1.1에 나타내었다.  

브릿징 그룹 변화에 따른 Ti-(t-butyl)salen(PPh3)Cl 촉매의 제조는 다음과 

같다. 비커에 3 ml/파라포름알데히드(g)의 35 내지 37 중량% 염산 수용액을 

담은 후, 35 중량%의 포름알데히드와 3-t-뷰틸-2-하이드록시벤즈알데히드를 

질량비가 1:3이 되도록 상기 염산 수용액에 주입하여, 상온에서 약 48 시간 

정도 교반시켰다. 이후, 제조된 액상 생성물을 디에틸에테르로 3회 추출한 

다음, 탄산수소나트륨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염산 

수용액을 중화시키고 이를 3회 반복하였다. 추출된 액상 생성물은 황산 

나트륨을 넣고 10 분간 교반하여 수분을 흡수시킨 다음, 여과하여 

진공오븐에서 완전히 건조하여 주황색의 액상 생성물인 3-t-뷰틸-5-클로로메틸-

2-하이드록시벤즈알데히드을 얻었다. 비커에 10 ml/트라이페닐포스핀(g)의 

벤젠을 담은 후, 상기 3-t-뷰틸-5-클로로메틸-2-하이드록시벤즈알데히드와 

트라이페닐포스핀의 몰비가 1:1이 되도록 상기 벤젠에 주입하여, 80 ℃에서 약 

1 시간 정도 환류시켰다. 이후, 생성된 침전물을 디에틸에테르로 세척하면서 

여과한 다음, 진공 오븐에서 완전히 건조하여 3-t-뷰틸-5-포르밀-4-

하이드록시벤질(트라이페닐포스포늄) 클로라이드를 얻었다. 또한, 

둥근플라스크에 5 ml/에틸렌다이아민(ml)의 에탄올을 넣은 후, 적정량의 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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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틸-5-포르밀-4-하이드록시벤질(트라이페닐포스포늄) 클로라이드를 용해시켰다. 

이때, 브릿징 그룹 변화에 따라 에틸렌다이아민, o-페닐렌다이아민, 그리고 

(R,R)-1,2-다이아미노사이클로헥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에틸렌다이아민을 3-t-뷰틸-5-포르밀-4-하이드록시벤질(트라이페닐포스포늄) 

클로라이드와 몰비가 2:1이 되도록 하여 상기 혼합물에 주입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에탄올의 끓는점인 78 ˚C 이상으로 가열한 후, 2 시간동안 환류시켜 

액상 혼합물을 얻었다. 그리고 40 ˚C까지 냉각한 후, 개봉하여 용매인 

에탄올을 완전히 증발시켜 고체 침전물을 얻었다. 침전물에 5 ml/고체 

침전물(g)의 디클로로메탄을 넣고 35 ˚C의 온도에서 완전히 용해한 후, 

디클로로메탄과 동일한 양의 아세트산에틸을 주입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45 

˚C에서 증발시키면, 디클로로메탄이 우선적으로 증발됨에 따라 남아있는 

아세트산에틸에 고체 침전물이 재침전되었다. 노란색의 고체 침전물을 40 ˚C의 

진공오븐에서 건조시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살렌 리간드인 NN’-비스{3-t-

뷰틸-5-[(트라이페닐포스포늄)메틸]살리실리덴}-1,2-페닐렌다이아민 클로라이드 

를 얻었다. 

비커에 5 ml/NN’-비스{3-t-뷰틸-5-[(트라이페닐포스포늄)메틸]살리실리덴}-

1,2-페닐렌다이아민 클로라이드(g)의 디클로로메탄을 넣은 후, 적정량의 상기 

NN’-비스{3-t-뷰틸-5-[(트라이페닐포스포늄)메틸]살리실리덴}-1,2-페닐렌다이아민 

클로라이드를 완전히 용해시켰다. 상기 혼합물에 금속 전구체인 

Ti(OCH(CH3)2)4)를 NN’-비스{3-t-뷰틸-5-(트라이페닐포스포늄)메틸]살리실리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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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닐렌다이아민 클로라이드와 몰비가 1:1이 되도록 하여 주입한 후, 

티타늄 전구체의 산화를 막기 위해 상온의 무산소 분위기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40 ˚C의 진공오븐에서 건조시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브릿징 그룹의 변화에 따른 Ti-(t-butyl)salen(PPh3)Cl) 촉매를 얻었다. 

 

 



 22 

 

 

O

N N

O

M

R3 R3

R2R2

R1 R1

Z

 

 

Entry Catalyst M Z R1 R2 R3

1 Ti-salen Ti (OiPr)2 H H H

2 Zr-salen(PPh3)Cl Zr (OPr)2 H CH2PPh3Cl H

3 Co-salen(PPh3)Cl Co OAc H CH2PPh3Cl H

4 Ti-salen(PPh3)Cl Ti (OiPr)2 H CH2PPh3Cl H

5 Ti-(t-butyl)salen(PPh3)Cl Ti (OiPr)2 H CH2PPh3Cl t-butyl

6 Ti-(t-butyl)salphen(PPh3)Cl Ti (OiPr)2 (R,R)-C4H4 CH2PPh3Cl t-butyl

7 Ti-(t-butyl)cysalen(PPh3)Cl Ti (OiPr)2 (R,R)-C4H8 CH2PPh3Cl t-butyl
 

 

Fig. 3.1.1. Scheme for molecular structure of the salen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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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촉매 특성 분석 

3.2.1. XRD (X-Ray Diffraction) 

제조된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의 결정상을 확인하고 결정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M18XHF-SRA, MAC Science, Cu-Kα 

radiation (λ=1.54056 Å), 50 kV and 100 mA). 

3.2.2.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제조된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의 화학적 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ICP-

AES 분석을 수행하였다. (ICP-1000IV, Shimadz) 

3.2.3. N2 adsorption-desorption mesurement 

제조된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의 표면적 및 기공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소 흡·탈착 실험을 수행하고, BET (Brunauer-Emmett-Teller) 방법을 적용하여 

촉매의 표면적을 측정하였다. (ASAP-2010, Micrometrics) 

3.2.4. NH3-TPD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제조된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들의 산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승온탈착 분석 (NH3-TPD)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0.2 

g의 촉매를 석영 반응기에 넣고 200 ˚C에서 1 시간에 걸쳐 20 ml/min의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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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하에서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상온으로 식힌 후, 암모니아를 1분에 20 

ml씩 10 번에 걸쳐 주입하여 촉매 표면의 암모니아 흡착량을 포화시켰다.  

그리고 물리 흡착된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하여 50 ˚C에서 1 시간 동안 

진공처리하였다. 그 다음, 분당 5 ˚C의 속도로 900 ˚C까지 승온시키면서 10 

ml/min 속도의 헬륨 하에서 탈착되는 암모니아의 양을 관찰하였다. 탈착되는 

암모니아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로 측정되었다 (GC-Mass 6890N-

5975, Agilent). 

3.2.5. CO2-TPD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제조된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들의 산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승온탈착 분석 (CO2-TPD)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암모니아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상기의 암모니아 승온탈착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3.2.6.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제조된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의 산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리딘을 

흡착시켜 적외선 분광 분석법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30 

mg의 촉매를 확산 반사 보조 장치에 넣은 후 200 ˚C에서 1 시간에 걸쳐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때, 이동상 기체로서 헬륨을 40 ml/min의 유량으로 

흘려주며 전처리와 시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를 상온으로 식힌 후, 피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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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를 1분에 20 ml씩 10번에 걸쳐 주입하여 촉매 표면의 피리딘 흡착량을 

포화시켰다. 그리고 물리 흡착된 피리딘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 ˚C에서 1 시간 

동안 헬륨 흐름 하에 유지시켰다. 그 다음, 분당 5 ˚C의 속도로 200 ˚C까지 

승온시키면서, 흡착전 상온에서의 시료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하여 100 ˚C일 때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을 기록하였다. (Nicolet 6700, ThermoFisher Scientific) 

3.2.7. 1H-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제조된 균일계 살렌 촉매들의 분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400 MHz 

세기의 액체용 수소 핵자기공명법(1H-NMR)을 수행하였고, 촉매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는 중수소가 결합된 CDCl3를 사용하였다. (JNM-LA400, JEOL) 

3.2.8.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제조된 균일계 살렌 촉내의 중심 금속과 결합 원소인 질소의 결합 

에너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AXIS-HSI, KRATOS, Mg-

Kα radiation, 4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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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메틸카보네이트 직접 합성 반응 

3.3.1. 디메틸카보네이트와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 반응 시스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메틸카보네이트와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 

반응 시스템은 Fig. 3.3.1의 개략도와 같다. 배치 반응기 내에 액상 반응물을 

넣은 후, 제조된 촉매와 내부표준물질을 넣고 반응 장치를 완전히 잠근다. 

그리고 반응기 내부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퍼지시킨 후, 이산화탄소를 일정 

압력까지 주입한다. 반응기의 온도는 가열 자켓에 의해 반응 온도까지 

올라가며, 반응이 종료되면 온도를 상온으로 낮춘 후 가스 벤트 라인을 통해 

내부 기체를 완전히 제거한다. 반응 후 생성물은 샘플링을 통해 HP-5 칼럼이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치(FID, HP 5890 II)로 정량분석하였다.  

3.3.2. 촉매를 통한 디메틸카보네이트 직접 합성 반응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상기 3.3.1의 반응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탄올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을 수행하였다. 또한, 반응 

조건으로는 본 연구실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Table 3.3.1의 조작 

변수를 적용하였다 [15]. 액상 반응물이자 용매인 메탄올의 경우, 피펫으로 

정확히 30 ml를 정량하여 반응기에 공급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조된 

촉매를 0.7 g만큼 넣고, 정확한 정량 분석을 위해 내부표준물질인 벤젠을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0.5 ml만큼 주입하였다. 이때, 반응기는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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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잠궈 밀폐하였다. 또한, 상온에서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주입 후 다시 배출하는 퍼지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하여 반응기 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 약 20 bar에 

가까이 주입하여 온도 설정을 하고, 반응 온도 도달 시 모자라거나 초과되는 

압력은 적절히 조절하여 60 bar로 맞춰주었다. 반응물은 마그네틱바를 

사용하여 교반시켜주었으며, 반응물과 촉매 간의 외부물질전달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600 rpm의 빠른 교반 속도를 유지하여 총괄반응속도가 

표면반응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디메틸카보네이트 직접 합성은 170 ˚C에서 60 bar를 유지한 상태로 3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반응 시간이 종료되면, 가열 장치를 끄고 냉각 라인을 

작동시켜 반응기의 온도를 상온으로 낮춰준 후 가스 벤트 라인을 열어서 내부 

압력을 상압까지 떨어뜨렸다. 이렇게 상온, 상압이 된 반응기를 해제한 후, 

반응기 내부에 잔존하는 생성물을 필터링하여 고체 촉매와 분리시킨 다음 

샘플링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은 내부표준물질인 벤젠과의 상대감응인자를 

고려하는 내부표준법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3.3.3. 촉매를 통한 디페닐카보네이트 직접 합성 반응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상기 3.3.1의 반응 시스템을 이용하여 페놀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을 수행하였다. 또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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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조건으로는 Table 3.3.2의 조작 변수를 적용하였다. 피펫을 이용하여 

용매인 메탄올을 15 ml만큼, 50 ˚C 이상에서 액상으로 녹인 페놀을 10 ml만큼 

정확히 정량하여 반응기에 차례로 주입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조된 

촉매를 2.1 mmol, 조촉매인 K2CO3를 1.4 mmol만큼 넣고 정확한 정량 분석을 

위해 내부표준물질인 디뷰틸에테르를 0.5 ml만큼 주입하였다. 이때, 반응기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잠궈 밀폐하였다. 또한, 상온에서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주입 후 다시 배출하는 퍼지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하여 

반응기 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 

약 40 bar에 가까이 주입하여 온도 설정을 하고, 반응 온도 도달 시 

모자라거나 초과되는 압력은 적절히 조절하여 60 bar로 맞춰주었다. 반응물은 

마그네틱바를 사용하여 교반시켰으며, 반응물과 촉매 간의 외부물질전달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600 rpm의 빠른 교반 속도를 유지하여 

총괄반응속도가 표면반응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디페닐보네이트 직접 합성은 100 ˚C에서 60 bar를 유지한 상태로 8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반응 시간이 종료되면, 가열 장치를 끄고 냉각 라인을 

작동시켜 반응기의 온도를 상온으로 낮춰준 후 가스 벤트 라인을 열어서 내부 

압력을 상압까지 떨어뜨렸다. 이렇게 상온, 상압이 된 반응기를 해제한 후, 

생성물을 샘플링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 (FID, HP 5890 II)로 정량 분석하였다.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은 내부표준물질인 디뷰틸에테르와의 상대감응 

인자를 고려하는 내부표준법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이때 페놀의 전환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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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페닐카보네이트의 선택도 및 수율은 탄소 평형을 고려한 아래의 식 (3.1)-

(3.3)으로 계산되었다. 

 

Conversion of phenol (%) = 100
supplied phenol of moles

reacted phenol of moles
                     (3.1) 

Selectivity for DPC (%) = 100
reacted phenol of moles

formed DPC of moles2



                     (3.2) 

Yield for DPC (%) = 100
supplied phenol of moles

formed DPC of moles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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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Scheme for the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and diphenyl 

carbonate reactor system. 

 

Vent line
CO2 inlet

Pressure gauge

Cooling line

Teflon liner

Autoclave (75 ml)

Thermometer

CO2

Magnetic bar

 

 

 



 31 

 

 

 

 

Table 3.3.1. Reaction condition for the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from 

methanol and carbon dioxide 

Operation variables Setting value 

Reaction temperature 170 ˚C 

Reaction pressure 60 bar 

Reaction time 3 h 

Agitation speed 600 rpm 

Reactant 30 ml methanol 

Catalyst 0.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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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Initial reaction condition for th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from phenol and carbon dioxide in the presence of methanol 

Operation variables Setting value 

Reaction temperature 100 ˚C 

Reaction pressure 60 bar 

Reaction time 8 h 

Agitation speed 600 rpm 

Solvent 15 ml methanol 

Reactant 10 ml phenol 

Catalyst 2.1 mmol 

Promoter 1.4 mmol K2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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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를 

통한 디메틸카보네이트 직접 합성 반응 

4.1.1.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의 제조 및 

결정 구조 확인 

공침법에 의해 제조된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의 결정상을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륨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의 결정상을 나타내는 fluorite 결정 구조와 wurtzite 결정 구조의 

특성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피크의 이동이나 새로운 상의 형성을 

나타내는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세륨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가 

고용체를 형성하지 않고 각각의 고유한 결정상을 유지하면서 분산된 형태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륨옥사이드의 조성이 감소함에 

따라 fluorite 결정상 피크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징크옥사이드에 해당하는 

wurtzite 결정상 피크의 높이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성 변화에 따른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의 제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 4.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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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에 BET 실험을 통해 측정된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의 표면적을 같이 나타내었다. 징크옥사이드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비표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과 비표면적 사이의 주시할 만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4.1.2.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대한 반응 활성 

제조된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를 이용한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 결과를 Fig. 4.1.2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디메틸카보네이트 이외의 다른 생성물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제조된 

촉매의 디메틸카보네이트에 대한 선택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CeO2(X)-ZnO(1-X) 촉매 내 세륨옥사이드의 몰비에 

따라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은 화산형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CeO2(0.7)-ZnO(0.3) 촉매를 사용한 경우 2.73 mmol/g-catalyst로 가장 

높은 반응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조된 촉매의 조성에 따라 반응 

활성이 달라지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승온탈착실험을 수행하였다. 

4.1.3. 촉매의 산 특성과 반응 활성 사이의 상관관계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의 암모니아 승온탈착 

곡선의 분석 결과를 Fig. 4.1.3에 나타내었으며, 승온탈착 곡선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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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으로부터 계산된 산량을 Table 4.1.1에 나타내었다. 세륨옥사이드의 몰비가 

감소함에 따라 산량 (피크의 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CeO2(0.7)-

ZnO(0.3) 조성에서 최대량을 보인 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량과는 달리 산세기 (피크의 위치)의 경우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4.1.4는 직접 합성 반응을 통한 디메틸카보네이트 생성량과 촉매의 

산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을 살펴보면, 촉매의 산량이 

증가할수록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 역시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제조한 

촉매 중 가장 산량이 많은 CeO2(0.7)-ZnO(0.3) 촉매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반응 활성을 보였다. 상기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촉매의 산점은 메탄올이 

메틸기로 흡착되어 메톡시카보네이트와 결합함으로써 디메틸카보네이트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많은 산량을 가지는 촉매일수록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합한 촉매라고 판단된다. 

4.1.4. 촉매의 염기 특성과 반응 활성 사이의 상관관계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1.0) 촉매의 이산화탄소 

승온탈착 곡선의 분석 결과를 Fig. 4.1.5에 나타내었으며, 승온탈착 곡선의 

피크 면적으로부터 계산된 염기량은 Table 4.1.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염기량 

(피크의 면적) 역시 산량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CeO2(0.7)-ZnO(0.3) 

조성에서 최대량을 보였다. 그러나 염기세기 (피크의 위치)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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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는 직접 합성 반응을 통한 디메틸카보네이트 생성량과 촉매의 

염기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촉매의 염기량이 

증가할수록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염기량이 가장 

많은 CeO2(0.7)-ZnO(0.3) 촉매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디메틸카보네이트 

생성량을 보였다. 상기 2.2에서 촉매의 염기점에 흡착된 메탄올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메톡시카보네이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과 상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촉매의 산점뿐만 

아니라 염기점도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서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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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XRD patterns of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and 1.0)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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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Surface area and acidity of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and 1.0) catalysts  

Catalyst 
Surface area 

(m2/g)
a 

 

Acidity 

(μmol-NH3/g-catalyst)
b 

 

Basicity 

(μmol-CO2/g-catalyst)
c 

 

ZnO 7.9 0.40 2.05 

CeO2(0.1)-ZnO(0.9) 31.4 1.13 2.14 

CeO2(0.3)-ZnO(0.7) 33.2 1.19 2.54 

CeO2(0.5)-ZnO(0.5) 56.2 2.28 3.32 

CeO2(0.7)-ZnO(0.3) 56.8 2.69 4.74 

CeO2(0.9)-ZnO(0.1) 69.2 1.74 3.23 

CeO2 78.2 1.42 2.92 

 

a Calculated by the BET (Brunauer-Emmett-Teller) equation  

b Determined by NH3-TPD measurement 

c Determined by CO2-TP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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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Catalytic performance of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and 1.0)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from methanol and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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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NH3-TPD profiles of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and 

1.0) catalysts. 



 41 

 

 

 

0.5 1.0 1.5 2.0 2.5 3.0

0

0.4

0.8

1.2

1.6

2.0

2.4

2.8

3.2

 

 

CeO2(0.7)-ZnO(0.3)

CeO2

CeO2(0.5)-ZnO(0.5)CeO2(0.9)-ZnO(0.1)

CeO2(0.3)-ZnO(0.7)

CeO2(0.1)-ZnO(0.9)

ZnO

A
m

o
u

n
t 

o
f 

D
M

C
 (

m
m

o
l/

g
-c

a
ta

ly
st

)

Acidity (mmol-NH3/g-catalyst)
 

 

Fig. 4.1.4. A correlation between acidity and catalytic performance of CeO2(X)-

ZnO(1-X) (X=0, 0.1, 0.3, 0.5, 0.7, 0.9,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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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O2-TPD profiles of CeO2(X)-ZnO(1-X) (X=0, 0.1, 0.3, 0.5, 0.7, 0.9, and 

1.0)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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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A correlation between basicity and catalytic performance of CeO2(X)-

ZnO(1-X) (X=0, 0.1, 0.3, 0.5, 0.7, 0.9,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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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를 통한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 

4.2.1.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의 제조 및 결정 

구조 확인 

상기 4.1에서 제조된 CeO2(X)-ZnO(1-X) 촉매 중 반응 활성이 가장 높았던 

CeO2(0.7)-ZnO(0.3) 촉매의 산-염기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니켈옥사이드를 

담지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의 

결정상을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Fig. 

4.2.1에 나타내었다. 모든 촉매에서 세륨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에 해당하는 

결정상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니켈옥사이드가 5, 10, 

그리고 15 wt% 담지된 경우, 벌크 니켈옥사이드의 결정상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담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피크의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담지량이 1 wt%인 경우에는 피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적은 양의 니켈옥사이드가 골고루 분산되어 담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4.2.1의 ICP-AES 분석 결과를 볼 때, 제조된 모든 촉매들의 

담지량이 이론적 담지량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분석 

결과들로부터 성공적으로 촉매가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4.2.1에 

제조된 제조된 촉매들의 BET 실험으로 측정한 표면적을 같이 나타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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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4.2.2. 디메틸카보네이트 직접 합성에 대한 반응 활성 

제조된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들을 이용한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 결과는 Fig. 4.2.2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디메틸카보네이트 외에 다른 생성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제조된 

촉매들이 디메틸카보네이트에 대하여 높은 선택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를 볼 때, 니켈옥사이드의 담지량 변화에 따른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은 화산형 곡선을 나타냈으며, 5NiO/CeO2(0.7)-ZnO(0.3) 촉매를 사용한 

경우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은 3.05 mmol/g-catalyst로 가장 높은 반응 

활성을 보였다. 또한, 이는 2.2.1에 나타난 열역학적 평형에서 이론적인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인 3.29 mmol/g-catalyst에 근접한 수치이므로 

반응속도론적 관점에서 우수한 촉매임을 의미한다. 

4.2.3. 촉매의 산 특성과 반응 활성 사이의 상관관계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의 암모니아 승온탈착 

곡선의 분석 결과를 Fig. 4.2.3에 나타내었다. 승온탈착 곡선의 피크 

면적으로부터 계산된 산량을 Table 4.2.1에 나타내었다. 니켈옥사이드의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산량 (피크의 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5NiO/CeO2(0.7)-

ZnO(0.3)에서 최대량을 보인 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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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기 (피크의 위치)의 경우 150~250 ˚C 부근에서 나타나며 그 차이는 

미비하였다. 니켈옥사이드가 담지된 모든 촉매들의 산량이 CeO2(0.7)-ZnO(0.3) 

촉매보다 많은 것을 볼 때, 니켈옥사이드가 산 특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촉매에 브뤤스테드 산점이 일정 이상 

존재하게 되면 메탄올이 디메틸에테르로 전환되는 부반응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조된 촉매의 산점 종류를 조사하기 위하여 적외선 분광 분석법을 수행하여 

Fig. 4.2.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된 모든 촉매에서 

브뤤스테드 산의 특성 피크 (1540 cm-1)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루이스 

산의 특성 피크 (1446 cm-1)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때, 루이스 산의 피크 

면적은 암모니아 승온탈착곡선에 의해 측정된 산량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표면 하이드록실기에 물리흡착한 피리딘의 특성 피크는 물리흡착 제거 

후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조된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는 모두 루이스 산 특성을 가지므로 본 반응에 적합한 

촉매로 확인되었다. 

Fig. 4.2.5는 디메틸카보네이트 생성량과 촉매의 산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촉매의 산량이 증가할수록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 역시 증가함을 보여주며, 가장 산량이 많은 

5NiO/CeO2(0.7)-ZnO(0.3) 촉매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반응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상기 2.2에서 언급된 반응 메커니즘 중 산점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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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한다. 따라서,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서 촉매 표면의 산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산량을 가지는 촉매일수록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합한 촉매라고 판단할 수 있다. 

4.2.4. 촉매의 염기 특성과 반응 활성 사이의 상관관계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의 이산화탄소 승온탈착 

곡선의 분석 결과를 Fig. 4.2.6에 나타내었으며, 승온탈착 곡선의 피크 

면적으로부터 계산된 염기량은 Table 4.2.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염기량(피크의 면적) 역시 산량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5NiO/CeO2(0.7)-ZnO(0.3)에서 최대량을 보였다.  

Fig. 4.2.7는 직접 합성 반응을 통한 디메틸카보네이트 생성량과 촉매의 

염기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촉매의 염기량이 

증가할수록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염기량이 가장 많은 5NiO/CeO2(0.7)-ZnO(0.3) 촉매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생성량을 보였다. 상기 2.2에서 촉매의 염기점에 흡착된 메탄올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메톡시카보네이트를 생성하므로, 충분한 염기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촉매의 산점뿐만 아니라 염기점도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서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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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XRD patterns of XNiO/CeO2(0.7)-ZnO(0.3) (X=0, 1, 5, 10, and 15)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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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NiO content, surface area, acidity, and basicity of XNiO/CeO2(0.7)-

ZnO(0.3) (X=0, 1, 5, 10, and 15) catalysts 

Catalyst NiO content  

(wt%) 

Surface area 

(m2/g)
b
 

Acidity 

(mmol-NH3/g-

catalyst)
c 

 

Basicity 

(mmol-CO2/g-

catalyst)
d 

 

CeO2(0.7)-ZnO(0.3) 0 (0)
a
 56.8 2.69 4.74 

1NiO/CeO2(0.7)-ZnO(0.3) 0.9 (1)
a
 28.1 3.36 6.58 

5NiO/CeO2(0.7)-ZnO(0.3) 5.1 (5)
a
 43.4 5.95 8.43 

10NiO/CeO2(0.7)-ZnO(0.3) 10.4 (10)
a
 36.2 4.94 6.79 

15NiO/CeO2(0.7)-ZnO(0.3) 14.7 (15)
a
 39.1 3.25 4.77 

 

a 

Designed value of NiO content in the XNiO/CeO2(0.7)-ZnO(0.3) catalysts 
b 

Calculated by the BET (Brunauer-Emmett-Teller) equation 
c 

Determined by NH3-TPD measurement 
d 

Determined by CO2-TP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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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Catalytic performance of XNiO/CeO2(0.7)-ZnO(0.3) (X=0, 1, 5, 10, and 

15)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from methanol and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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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NH3-TPD profiles of XNiO/CeO2(0.7)-ZnO(0.3) (X=0, 1, 5, 10, and 15)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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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FT-IR spectra of pyridine adsorbed on XNiO/CeO2(0.7)-ZnO(0.3) (X=0, 1, 

5, 10, and 15) catalysts. B: Brönsted acid bound pyridinium ion; L: Lewis 

acid bound py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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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A correlation between acidity and catalytic performance of 

XNiO/CeO2(0.7)-ZnO(0.3) (X=0, 1, 5, 10, an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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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CO2-TPD profiles of XNiO/CeO2(0.7)-ZnO(0.3) (X=0, 1, 5, 10, an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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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A correlation between basicity and catalytic performance of 

XNiO/CeO2(0.7)-ZnO(0.3) (X=0, 1, 5, 10, an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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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salen(PPh3)Cl (M=Ti, Zr, Co) 촉매를 이용한 디페닐카보 

네이트의 직접 합성 

4.3.1. 촉매의 제조 및 분자 구조 확인 

제조된 살렌 촉매의 분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H-NMR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3.1 및 Fig 4.3.2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하여 

H2-salen 및 H2-salen(PPh3)Cl 리간드의 분석 결과를 추가하였다. 피크의 

위치로부터 결합된 수소의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피크의 면적 비율로부터 

수소의 양을 계산하였다. 중심 금속이 결합될 경우, 살렌 리간드의 –OH 

그룹에 해당하는 피크는 사라지고 중심 금속의 치환기에 해당하는 피크가 

생성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상기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살렌 촉매 모두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3.2.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대한 반응 활성 

살렌 촉매의 중심 금속의 변화에 따른 촉매의 반응 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M-salen(PPh3)Cl (M=Ti, Zr, Co) 촉매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3.1에 나타내었다. 반응 후 생성물은 액상의 

디페닐카보네이트와 페닐살리실레이트가 검출되었으며, 기상 생성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비교를 위해 Ti-salen 촉매의 반응 결과를 Table 4.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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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먼저 Ti-salen(PPh3)Cl 촉매를 사용한 경우, 포스포늄염이 결합되지 

않은 Ti-salen 촉매에 비해 크게 향상된 3.58%의 디페닐카보네이트 수율을 

보였다. 이는 이온성 및 소수성 특성을 보이는 포스포늄염이 결합된 살렌 

리간드가 페놀-메탄올 혼합 용액에 대하여 우수한 용해도를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6]. 또한, 중심 금속 변화에 따른 반응 활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포스포늄염이 결합된 살렌 리간드에 중심 금속으로 티타늄, 지르코늄, 

그리고 코발트를 결합시켜 M-salen(PPh3)Cl (M=Ti, Zr, Co) 촉매를 제조하였다. 

상기 금속들은 살렌 촉매 내 중심 금속으로서 루이스 산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금속들로 선정되었다. 반응 실험을 수행한 결과, Ti-salen(PPh3)Cl 

촉매를 사용할 경우 가장 높은 디페닐카보네이트 수율을 보였다. Zr-

salen(PPh3)Cl와 CoIII-salen(PPh3)Cl 촉매의 경우, 페닐살리실레이트는 미량으로 

생성되었으나 디페닐카보네이트는 전혀 생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반응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중심 금속으로 티타늄이 결합된 Ti-salen(PPh3)Cl 촉매가 

페놀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가장 적합한 

루이스 산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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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alen

1H NMR (400 MHz, CDCl3): = 1.12 (s, 14H), 4.38 (s, 4H), 

7.16-7.78 (m, 8H), 8.06 (s, 2H).

Ti-salen(PPh3)Cl

1H NMR (400 MHz, CDCl3): = 1.24 (s, 14H), 3.47 (s, 4H), 

5.41 (d, 4H), 6.94-7.78 (m, 36H), 8.07 (s, 2H).

Zr-salen(PPh3)Cl

1H NMR (400 MHz, CDCl3): = 0.91 (s, 14H), 3.58 (s, 4H),

5.57 (d, 4H), 7.52-7.71 (m, 38H).

Co-salen(PPh3)Cl

1H NMR (400 MHz, CDCl3): = 2.23 (s, 3H), 4.45 (s, 4H), 

6.03 (d, 4H), 7.45-7.66 (m, 36H), 9.65 (s, 2H).

 

 

Fig. 4.3.1. 1H-NMR spectra of Ti-salen and M-salen(PPh3)Cl (M=Ti, Zr, and Co)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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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Catalytic performance of Ti-salen and M-salen(PPh3)Cl (M=Ti, Zr, and 

Co) catalysts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from phenol 

and carbon dioxide in the presence of the methanola 

Catalyst 
Conversion of 

phenol (%) 

Yield (%) 
Selectivity for 

DPC (%) 
DPC PS 

Ti-salen 0.71 0.43 0.28 60.4 

Ti-salen(PPh3)Cl 5.64 3.58 2.06 64.5 

Zr-salen(PPh3)Cl 0.03 0.02 0.01 57.4 

Co-salen(PPh3)Cl 0.01 0 0.01 0 

a Reaction condition: 15 ml methanol, 10 ml phenol, 2.1 mmol catalyst, and 1.4 mmol K2CO3 at 

100 ˚C and 60 bar for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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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브릿징 그룹 변화에 따른 Ti-(t-butyl)salen(PPh3)Cl 촉매를 

이용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 

4.4.1. 촉매의 제조 및 분자 구조 확인 

제조된 살렌 촉매의 분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H-NMR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4.1 및 Fig 4.4.2에 나타내었다. 피크의 

위치로부터 결합된 수소의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피크의 면적 비율로부터 

수소의 양을 계산하였다. 제조된 촉매들의 1H-NMR 분석 결과로부터, 중심 

금속의 치환기와 각각의 브릿징 그룹들에 대한 피크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기 결과로부터 살렌 촉매들이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4.2.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대한 반응 활성 

상기 4.3.2에서 반응 활성이 가장 우수했던 Ti-salen(PPh3)Cl 촉매의 선택도 

및 반응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butyl기와 다양한 브릿징 그룹을 

결합시킨 촉매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Table 

4.4.1에 나타내었다. 문헌에 따르면, 살렌 리간드 내 t-butyl과 같은 치환기를 

결합하면 입체적 장애 효과를 일으켜 중간체에 대한 선택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2]. 그러므로 상기 4.3.2에서 반응 활성이 가장 



 61 

우수했던 Ti-salen(PPh3)Cl 촉매에 t-butyl기가 결합하여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합성에 적용하였다. 반응 실험 결과, t-butyl기가 결합된 촉매들의 경우 Ti-

salen(PPh3)Cl 촉매에 비해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선택도가 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butyl기가 결합될 경우 입체적 장애 효과로 인해 

카보네이트 형태의 활성중간체의 생성률이 높아져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Ti-(t-butyl)salen(PPh3)Cl 촉매는 Ti-

salen(PPh3)Cl 촉매에 비해 선택도는 증가하였으나 전환율은 약 0.2%만 

증가하였으므로 수율의 증가율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선택도는 유지하면서 

중심 금속의 루이스 산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살렌 리간드의 브릿징 그룹을 

변화시켜가며 제조한 촉매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합성에 적용하였다. 

반응 실험 결과, 브릿징 그룹에 페닐기가 결합된 Ti-(t-butyl)salphen(PPh3)Cl 

촉매를 사용할 경우 선택도는 유지되면서 전환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브릿징그룹에 사이클로헥산이 결합된 Ti-(t-butyl)cysalen(PPh3)Cl 촉매의 

경우, 오히려 전환율과 선택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4.3. 중심 금속의 전자 밀도 특성과 반응 활성 사이의 상관관계 

브릿징 그룹 변화에 따라 제조한 Ti-(t-butyl)salen(PPh3)Cl 촉매의 중심 

금속의 루이스 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Fig. 4.4.2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중심 금속인 티타늄과 살렌 리간드 내 

질소의 결합 에너지는 Ti-(t-butyl)salphen(PPh3)Cl > Ti-(t-butyl)salen(PPh3)Cl >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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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utyl)cysalen(PPh3)Cl 순서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문헌에 따르면, 브릿징 그룹에 살펜기가 결합될 경우 페닐기와 

이민기의 컨주게이션 현상이 발생하므로  전자가 확산되어 안정화되는 

비편재화 현상이 발생한다 [33,34]. 따라서 살렌 리간드 내 이민기의 전자 

밀도는 감소하게 되고, 이는 질소의 결합에너지가 증가한 사실과 일치하였다. 

또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하여 강한 전기음성도를 가진 질소가 중심 

금속의 전자를 끌어 당기게 되므로 티타늄의 전자 밀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결합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전자쌍을 수용하는 루이스 산 

세기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중결합이 없는 사이클로헥산이 

결합된 Ti-(t-butyl)cysalen(PPh3)Cl 촉매의 경우, 컨주게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이와 반대로 결합에너지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브릿징 그룹을 결합할 경우 중심 금속의 반응 활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는 브릿징 그룹에 페닐기가 

결합된 Ti-(t-butyl)salphen(PPh3)Cl 촉매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4.4. 반응 조건 변화에 따른 반응 실험 결과 

반응 조건 변화에 따른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기 4.4.2에서 가장 우수한 활성을 보였던 Ti-(t-butyl)salphen(PPh3)Cl 촉매를 

이용하여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을 수행하였다. 주요 변수로 반응 

온도, 반응 압력, 그리고 반응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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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를 Fig. 4.4.3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반응 

온도가 증가하면서 페놀의 전환율은 증가하지만,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선택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은 화산형 

곡선을 보였으며, 90 ˚C 에서 5.44%의 최대 수율을 보였다. 상기 결과로부터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카보네이트 형태의 활성중간체보다 

살리실산 형태의 활성중간체로 재배열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가 증가함에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선택도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페닐살리실레이트의 생성 속도에 대한 활성화에너지가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생성 속도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 압력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를 그림 4.4.4에 나타내었다. 이때, 반응 

압력은 이산화탄소의 주입으로 조절되었다. 반응 압력이 증가할 경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선택도는 일정하였으나, 수율과 페놀의 전환율은 

증가하여 80 bar에서 최대 수율인 6.11%를 보였다. 이는 반응 압력이 

증가할수록 열역학적 평형전환율이 증가하게 되고, 반응물인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로 인해 반응 속도 역시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80 

bar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초임계상태로 상변이되므로 용매 내 용해도 및 

물질전달이 크게 향상되어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 증가폭이 더욱 

증가하였다. 그러나 90 bar에 도달 시 오히려 수율은 일정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용매 내에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페놀의 농도가 감소하는 희석 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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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시간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를 그림 4.4.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초기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페놀의 전환율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은 빠르게 증가하다가 12 시간이 경과할 경우, 약 

6.67%의 최대 수율을 보이면서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시간에 따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선택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디페닐카보네이트는 평형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생성 속도에 비해 

페닐살리실레이트의 생성 속도가 느려서 평형에 도달하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실험 결과들로부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가장 적합한 반응 온도, 반응 압력, 그리고 

반응 시간은 각각 90 ˚C, 80 bar, 그리고 12 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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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alen(PPh3)Cl

1H NMR (400 MHz, CDCl3): = 1.24 (s, 14H), 3.47 (s, 4H), 

5.41 (d, 4H), 6.94-7.78 (m, 36H), 8.07 (s, 2H).

Ti-(t-butyl)salen(PPh3)Cl

1H NMR (400 MHz, CDCl3): = 1.19 (s, 14H), 1.92 (s, 18H),

3.98 (s, 4H), 5.39 (d, 4H), 7.02-7.67 (m, 34H), 8.01 (s, 2H).

Ti-(t-butyl)salphen(PPh3)Cl

1H NMR (400 MHz, CDCl3): = 1.18 (s, 14H), 2.47 (s, 18H), 

5.42 (d, 4H), 6.77-7.62 (m, 38H), 8.43 (s, 2H). 

Ti-(t-butyl)cysalen(PPh3)Cl

1H NMR (400 MHz, CDCl3): = 1.17 (s, 14H), 1.81 (s, 18H), 

4.00 (m, 2H), 5.53 (d, 4H), 7.24-7.71 (m, 42H), 8.02 (s, 2H).

 

 

Fig. 4.4.1. 1H-NMR spectra of Ti-(t-butyl)salen(PPh3)Cl catalysts containing various 

bridg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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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1. Catalytic performance of Ti-(t-butyl)salen(PPh3)Cl catalysts containing 

various bridging groups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from phenol and carbon dioxide in the presence of the methanola 

Catalyst 
Conversion of 

phenol (%) 

Yield (%) 
Selectivity for 

DPC (%) 
DPC PS 

Ti-salen(PPh3)Cl 5.64 3.58 2.06 64.5 

Ti-(t-butyl)salen(PPh3)Cl 5.88 4.12 1.77 69.9 

Ti-(t-butyl)salphen(PPh3)Cl 7.22 5.11 2.10 70.8 

Ti-(t-butyl)cysalen(PPh3)Cl 5.79 3.94 1.86 67.9 

a Reaction condition: 15 ml methanol, 10 ml phenol, 2.1 mmol catalyst, and 1.4 mmol K2CO3 at 

100 ˚C and 60 bar for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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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XPS spectra of N 1s and Ti4+ 2p3/2 of Ti-(t-butyl)salen(PPh3)Cl catalysts 

containing various bridg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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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the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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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4. Effect of reaction pressure on the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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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5. Effect of reaction time on the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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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고부가가치의 디메틸카보네이트와 

디페닐카보네이트를 직접 합성하기 위한 촉매 개발을 수행하였다. 먼저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용하기 위하여 CeO2(X)-ZnO(1-X) (X = 0, 0.1, 

0.3, 0.5, 0.7, 0.9, 1.0) 촉매를 공침법으로 제조하였고,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촉매의 결정성을 확인하였다. 반응 실험 결과,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은 

촉매 내 조성 변화에 따라 화산형 곡선을 보였다. 또한, 촉매의 반응 활성과 

산-염기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 

승온탈착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산량과 염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응 활성이 가장 

높았던 CeO2(0.7)-ZnO(0.3) 촉매의 산-염기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니켈옥사이드를 담지한 XNiO/CeO2(0.7)-ZnO(0.3) (X=0, 1, 5, 10, 15) 촉매를 

제조하였다. 상기 촉매는 XRD 및 ICP-AES 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제조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담지량 변화에 따라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은 

화산형 곡선을 보였으며,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 승온탈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산량 및 염기량이 증가할수록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산량 및 염기량이 가장 많은 5NiO/CeO2(0.7)-ZnO(0.3) 

촉매의 경우, 이론적인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생성량에 근접하는 우수한 반응 

활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디메틸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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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촉매의 반응 활성과 산-염기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 합성에 적용할 촉매로는 균일계 살렌 촉매를 

제조하였다. 포스포늄이 결합된 살렌 리간드의 경우 용해도가 가장 높았으며 

반응 활성도 가장 우수하였으므로, 상기 살렌 리간드에 다양한 중심 금속을 

결합한 촉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촉매는 1H-NMR 분석을 통해 분자 구조를 

확인하였다. 반응 실험 결과, 중심 금속으로 티타늄이 결합된 Ti-salen(PPh3)Cl 

촉매의 반응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 및 선택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촉매에 t-

butyl기를 결합한 후, 다양한 브릿징 그룹을 결합한 촉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촉매를 반응 실험에 적용한 결과, 브릿징 그룹에 페닐기가 결합된 Ti-(t-

butyl)salphen(PPh3)Cl 촉매의 반응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촉매의 반응 

활성과 루이스 산 세기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브릿징 그룹에 페닐기가 결합될 경우 티타늄의 전자 

밀도가 낮아져 루이스 산 세기가 증가하게 되므로 반응 활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응 조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기 Ti-(t-

butyl)salen(PPh3)Cl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 온도, 반응 압력, 그리고 반응 시간 

변화에 따라 반응 실험을 수행한 결과,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반응 조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종래에 보고되지 않았던 고수율로 디페닐카보네이트를 제조할 수 

있는 촉매 반응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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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atalysts for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and Diphenyl Carbonate from 

Carbon Dioxide 

Ki Hyuk Kang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atalysts for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and diphenyl carbonate from 

carbon dioxide were developed in this work. A series of CeO2(X)-ZnO(1-X) (X = 0, 0.1, 

0.3, 0.5, 0.7, 0.9, and 1.0) catalysts were prepared by a co-precipitation method with a 

variation of CeO2 content (X, mol%), and they were applied to the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from methanol and carbon dioxide. Successful formation of CeO2(X)-

ZnO(1-X) catalysts was well confirmed by XRD analysis. Acidity and basicity of 

CeO2(X)-ZnO(1-X) catalysts were measured by NH3-TPD and CO2-TP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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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to elucidate the effect of acidity and basicity on the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reaction. Amount of dimethyl carbonate increased with increasing both acidity and 

basicity of the catalysts. In order to modify the acid-base properties of CeO2(0.7)-

ZnO(0.3), XNiO/CeO2(0.7)-ZnO(0.3) (X = 0, 1, 5, 10, and 15) catalysts were prepared by 

a wet impregnation method with a variation of NiO content (X, wt%). Successful 

formation of XNiO/CeO2(0.7)-ZnO(0.3) catalysts was confirmed by XRD and ICP-AES 

analyses.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catalyst with the largest acidity and basicity showed 

the best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reaction. Thus, both acidity and basicity of the 

catalysts played important roles in determining the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direct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from methanol and carbon dioxid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from phenol and carbon dioxide was carried 

out in the presence of methanol and various metal-salen catalysts. M-salen(PPh3)Cl (M = 

Ti, Zr, and Co) catalysts were prepared, and they were applied to the direct synthesis of 

diphenyl carbonate from phenol and carbon dioxide. Among the catalysts tested, Ti-

salen(PPh3)Cl containing central titanium atom in the phosphonium-substituted salen 

ligand showed the best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reaction. It was found that 

introduction of phosphonium group into the salen ligand enhanced the catalytic activity 

due to its high solubility in solvent-reactant mixtures. To increase the catalytic activity of 

Ti-salen(PPh3)Cl, Ti-(t-butyl)salen(PPh3)Cl complexes containing t-butyl substituent and 

various bridging groups in the salen ligands were prepared. Molecular structures of 

prepared catalysts were confirmed by 1H-NMR spectroscopy. Among the catalysts tested, 

Ti-(t-butyl)salphen(PPh3)Cl containing phenyl group in the salen ligand exhibited the best 

catalytic performance. XPS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an aim of determi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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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electron density of central titanium atom on the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reaction. Yield for diphenyl carbonate increased with decreasing electron density of cetral 

metal, which demonstrates that lewis acid strength of the catalysts was increase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electron density of central metal of the catalysts was served 

as a crucial role in this reaction. Optimum reaction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by 

conducting the reaction at various reaction temperatures, reaction pressures, and reaction 

times. Yield for diphenyl carbonate increased with increasing reaction time, while an 

appropriate reaction temperature and reaction pressure were required for efficient 

production of diphenyl carbonate. 

 

Keywords : Carbom dioxide, Dimethyl carbonate, Diphenyl carbonate, Mixed metal 

oxide catalyst, Acid-base property, Salen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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