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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수열안정성이 우수한 

중기공성 결정성 분자체를 제조하는 개량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은 사용할

수 있는 실리카의 종류가 다양하고 4차 암모늄 수산화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열적 성질이 우수하고 큰 비표면적을 가

지면서도, 중기공성 결정성 분자체를 제조하는 단계에 세정단계를 두고 또는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기공두께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수열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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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중기공성, 결정성, 분자체, 계면활성제, 에탄올 산용액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최종생성물의 X-선 회절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에 따라 제조된 최종생성물의 X-선 회절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기공두께가 크고 수열

안정성이 우수한 중기공성 결정성 분자체를 제조하는 개량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공성 무기재료는 촉매 또는 물질의 분리와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어 온 것으로써, 이들은 미세세공

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큰 비표면적을 나타내며 분자가 흡착되어 머무를 수 있는 자리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수

많은 촉매 활성자리를 제공시켜 준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다공성 물질은 미세구조 측면에서 무정형 담체, 결정 성 분자체, 및 층상 물질의 층간에 금속산

화물과 같은 조각들을 삽입하여 지주화시킨 개질 층상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그 미세구조면에서 

각기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하여 흡착 또는 촉매적 거동에 있어서 그 물질만이 갖는 독특한 선택성을 나타

나게 된다. 또한 비표면적, 기공크기, X-선 회절양상 및 전자현미경상에 나타난 외형적 형태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차

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무정형 실리카 및 무정형 알루미나 담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형성된 틈새가 기공을 형성하므로 균일한 

기공을 가지지 못하며, 주로 20∼200Å 영역에서 넓은 기공분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제올라이트와 같이 규칙적인 

결정성을 갖는 물질은 매우 좁은 기공분포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제올라이트는 3∼10Å의 한정된 크기의 기공을 갖

고 있으므로, 기공크기를 확장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중기공성 분자체가 합성되기 시작하였다. 모빌(M

obil)사에서 처음으로 20∼100Å 영역내에서 균일하게 세공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중기공성 물질을 성공적으

로 합성하여 MCM-41으로 명명하였고, 이에 대한 합성방법, 합성에 필요한 반응물질, 조성, 물리적 성질 및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는 미국특허 제5,108,725호, 제5,102,684호, 제5,098,684호, 제5,057,296호, 제5,102,643호, 제5,67

2,556호, 한국특허 제256914호 등 다양한 문헌에 개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미국특허 제5,102,643호에서는 계면활성제 외에 테트라메틸암모늄실리케이트(tetramethylammoni

umsilicate) 용액과 같은 4차 암모늄 수산화물을 이용하여 고압반응기에서 100∼150℃을 유지하면서 2∼7일동안 다

공성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기 방법은 고압에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많 은 유기물을 사용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특허 제5,672,556호에는 숙성된 비-이온성 실리콘 전구체를 준비하고 물, 유기-공동

용매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가수분해제를 포함하는 비-이온성 아민 템플레이트의 균일용액을 준비하여 

이들을 혼합반응시키고 실리케이트 조성물에서 20Å의 기공크기를 갖는 템플레이트를 분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합성 결정성 실리케이트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 발명과 전혀 다른 반응메카니즘을 갖는다.

이러한 종래기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에 의해 발명된 미국특허 제6,096,287호의 방법(대응 한국특허

제158759호)은, 경제적으로 단시간내에 모든 종류의 실리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불화수소 용액을 사용하여 25∼80

℃ 온도영역에서 6시간 내에 실리카 원료를 사용하여 중기공성 분자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실리카의 종류가 다양하고 4차 암모늄 수산화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열적 성질이 우수하고 큰 비표면적을 갖는 중

기공성 분자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 미국특허 제6,096,287호를 포함하여 다른 종래기술들에 의해 제조된 중기공성 분자체는 여전히 표면에 

실라놀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기공두께가 10∼20Å정도로 비교적 얇아 수증기이나 물에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

고 있으며 수열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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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발명자들은 상기 종래기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여 개선된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할 수 있는 실리카의 종류가 다양하고 4차 암모늄 수산화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열적 

성질이 우수하고 큰 비표면적을 가지면서도, 기공두께를 향상시킬 수 있고 더욱 우수한 수열안정성을 갖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은, a) 5∼50% 농도의 불화수소 용액 100중량

부에 대하여 실리카 단독 또는 금속염이나 금속 알콕사이드와의 혼합물 (Si/금속 몰비가 10이상) 2∼20중량부를 용

해시켜 제1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b) 증류수 100중량부에 대하여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2∼12중량부를 용해시켜 제2

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c) 상기 제2용액에 제1용액을 1∼2 : 1의 중량비(제2용액:제1용액)로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

시킨 후 진한 암모니아수 20∼3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준)를 가하여 25∼80℃에서 10∼18시간 숙성

시킨 다음 여과시키고 건조시켜 분말을 제조하는 단계; 및 d) 에탄올 산성용액 200∼30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

중량부 기준)에 상기 분말을 부가하고 300∼600℃에서 2∼4시간 동안 하소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은, a) 5∼50% 농도의 불화수소 용액 1

00중량부에 대하여 실리카 단독 또는 금속염이나 금속 알콕사이드와의 혼합물 (Si/금속 몰비가 10이상) 2∼20중량부

를 용해시켜 제1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b) 증류수 100중량부에 대하여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2∼12중량부를 용해시

켜 제2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2용액에 제1용액을 1∼2 : 1의 중량비(제2용액:제1용액)로 첨가하여 균일

하게 혼합시킨 후 진한 암모니아수 20∼3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준)를 가하여 25∼80℃에서 10∼18

시간 숙성시킨 다음 여과시키고 건조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또한 d) 에탄올 산성용액 200∼30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준)에 상기 분말을 부가하고 300∼600℃에서 2∼4시간 동안 하소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5∼50% 농도의 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실리카 단독 또는 금속염이나 금속 알콕사이

드와의 혼합물을 2∼10중량부로 용해시킨다. 여기서 불화수소 용액의 농도가 5% 미만이면 실리카의 용해도가 낮아

서 충분한 양의 실리카를 녹일 수 없는 문제가 있고, 50%를 초과하면 불화수소 용액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뿐만 아니

라 침전공정에서 암모니아 소모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불화수소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온 상압

에서 매우 짧은 시간내에 다량의 실리카를 용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리카의 종류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잇점이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실리카 용해제로서 불화수소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실리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금속염으로는 Al(NO 3 ) 3 , Al(SO 4 ) 3 , AlCl 3 및 NaAlO 2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금속염

을 사용할 수 있고, 금속 알콕사이드는 티타늄(IV) 알콕사이드, 알루미늄 알콕사이드 및 실리콘 알콕사이드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금속 알콕사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티타늄(IV) 이소프로폭사이드를 들

수 있다.

상기 제2용액은, 증류수 100중량부에 대하여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2∼12중량부를 용해시

켜 준비한다.

이 때,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탄소수 10 이상의 탄화수소 사슬을 갖는 알킬트리메틸암모늄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대

표적인 것이 세틸트리메틸 암모늄브로마이드(cetyltrimethylammoniumbromide) 또는 세틸트리메틸 암모늄클로라

이드이다. 또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에틸렌옥사이드(EO) 5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옥틸펜

옥시폴리에틸렌알코올(4-octyl-phenoxypolyethylene alcohol)이다.

양이온계 계면활성제와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모두는 증류수 100중량부에 대해 2∼12중량부의 첨가량이 바람직한데,

2중량부 미만인 경우에는 목적하는 미셀 템플레이트 형성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고, 12중량부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미셀 템플레이트의 형성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잔류 계면활성제의 다량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계면활성제 분자들이 물에 녹으면서 형성되는 하전을 띤 미셀 

콜로이드 표면에서 실리카 및 실리카 알루미나 결정체를 유도하는 것으로, 후술할 세척단계를 수반함으로써 표면에 

존재하는 친수성 기능기를 제거함으로써 기공두께를 크게 하고 수열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비이온

성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수화된 실라놀(silanol)과 에틸렌옥사이드 사슬의 수소결합에 의하여 실리카 및 실리카 알루

미나 결정체를 유도하는 것이며, 상기 결정체는 강열에 의해 결합이 가능하며 산소를 사이에 두고 Al과 Si 사이에 분

자적 차원에서 가교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 제조된 물질은 세공크기가 균일하고, 500∼1100m 2

/g의 큰 비표면적을 갖고, 골격 구성은 SiO 2 및 SiO 2 /Al 2 O 3 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양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결정성 분자체의 형성메카니즘이 다르다. 양이온계의 반응메

카니즘은 이온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빠르게 결정 성장이 일어나서 결정 성장이 바로 멈추는 반면에, 비이온계의 

반응메카니즘은 분자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기공

벽의 두께가 증가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세척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기공

두께가 크고 수열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후술할 에탄올 산용액의

세척단계를 포함함으로써, 표면에 존재하는 친수성 기능기를 제거함에 따라 수열안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수열안정성이 약한 분자체의 경우에는, 100℃ 끓는 물에 분자체를 넣으면 하이드록실기 또는 실라놀기

가 유출되면서 기공두께가 얇아지고 끓는 물에의 리플럭스 시간이 길어지면(끓는 물에 오래동안 있게 되면) 기공이 



등록특허  10-0408006

- 4 -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촉매 및 흡착제로서 주로 사용되는 상기 분자체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원에서 수열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끓는 물에 리플럭스 시간을 길게 하여도 기공두께 및 크기가 

변치 않음을 의미한 다.

상기와 같이 준비된 제2용액에 제1용액을 1∼2 : 1의 중량비(제2용액:제1용액)로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시킨 후 진

한 암모니아수 20∼3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준)를 가하여 강렬하게 교반시켜 균일하게 혼합시킨 후에 

25∼80℃에서 10∼18시간 숙성시킨 다음 여과시키고 건조시켜 분말을 제조한다. 이 때 상기 숙성온도가 상기 범위

를 벗어나면 고압반응기에서 반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장치설계와 운전관리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진한 암모니아수의 농도는 25∼30% 농도가 바람직하다.

제조된 결정체의 분말을 1∼2N 농도의 에탄올 산성용액 200∼30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분)에 부가하

여 계면활성제와 친수성 기능기를 제거한 후 300∼600℃에서 2∼4시간 동안 하소하여 본 발명에 따른 중기공성 구

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를 얻을 수 있다. 상기 에탄올 산성용액은 에탄올에 HCl, H 2 SO 4 , 또는 HNO 3 등의 산을

용해시켜 준비된다. 상기 분말을 에탄올 산성용액에 부가하는 세정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반응에 사용된 계면활성제

를 일부 제거함으로써 다음의 하소단계에서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과도한 하이드록실(hydro

xyl) 그룹의 이탈로 기공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열, 수증기 또는 충격에 강한 물질을 제조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에탄올 산성용액으로 인해 표면에 존재하는 친수성 기능기를 제거하게 되어 수열안정성을 높

인다. 상기 에탄올 산성용액의 농도가 1N 미만인 경우에는 친수성 기능기를 표면 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으며, 2N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성이 너무 강하여 알루미나 등이 녹아 나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첨가량이

200중량부 미만이면 친수성 기능기의 세정이 완전히 되지 않아 표면에 남아 있는 문제가 있으며, 300중량부를 초과

하면 산폐수가 많이 발생하여 폐수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제조된 중기공성 분자체는 SiO 2 로만 된 것, Si자리를 일부 Al 또는 Ti이 차지한 구조를 가지며, 이 때 Si/

Al 또는 Si/Ti의 몰비는 10 이상이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시료에 대한 X-선 회절 분석은 일본 리가쿠(Rigaku)사의 X-선 회절분석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분석조건은 Cu Kα타켓(target)과 Ni-필터를 사용하여 15mA, 35kV의 출력으로 회전각도(2θ) 1.5∼20°범위를 

측정범위 (count range) 5000 cps로 하여 상대강도를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비표면적의 측정은 액체 질소온도(77K

)에서 질소흡착 등온선을 구한 다음, 5∼100torr 범위의 자료를 BET(Brunauer Emmett Teller) 식으로 분석하여 비

표면적을 산출한 것이다. 흡착장치로는 마이크로메티스(Micrometries) ASAP 2100을 사용하고, 모든 시료는 300℃

진공에서 4시간 동안 탈기시킨 후 N 2 흡착실험을 하였다. 기공크기의 분포는 BJH(Barrett Joyner Halenda)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와 같이 X-선 회절분석과 비표면적을 측정한 결과 d-스페이싱이 35∼50Å으로 중기공성 분자체로서, 비표면적은 

800∼1100 m 2 /g이었고, 기공크기는 35∼40Å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기공의 두께는 20∼30Å이고, 끓는 물에 

대해 리플럭스 시간을 길게 하여도 기공두께 및 크기가 변치 않아 수열안정성이 월등히 향상된다.

하기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만, 이에 본 발명의 범주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폴리에틸렌 비이커에 24% 불화수소 용액 100g을 취하고 실리카(zeosil 155, Rhodia Kofran Co.) 3g을 완전히 녹여

불화규소 용액인 제1용액을 제조하였다. 별도의 비이커에 증류수 100g을 취하여 세틸트리메틸 암모늄 브로마이드 4

g을 녹여 제2용액을 제조하였다. 제2용액에 제1용액을 1:1 중량비로 넣고 교반하여 준다. 여기에 28%의 진한 암모니

아수(Jin Chemical) 25g을 가하여 60℃에서 10분간 맹렬히 교반한다. 건조기에서 16시간 동안 70℃ 온도를 유지하

면서 숙성시킨 후 여과하여 침전을 회수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상기 분말을 1.2N 농도의 에탄올 HCl 산성용액 300

g을 이용하여 세척한 후, 600℃에서 3시간 동안 하소하였다. 하소된 시료의 X-선 회절양상은 첨부된 도 1과 같으며, 

여기서 43.4Å의 d-스페이싱(spacing)을 갖는 상대적으로 강한 신호는 MCM-41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BET식으로

부터 얻어진 비표면적은 950m 2 /g 이었으며, 기공크기는 35Å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또한 시료의 수열안정성 

실험을 하기 위해 시료 1g을 1000g 증류수에 넣고 100℃에서 12 및 24시간 동안 리플럭스(reflux) 시킨 다음 여과, 

세척, 건조하였고, 이의 분석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2

실리카 대신에 실리카 3g과 금속염 Al(NO 3 ) 3 ·9H 2 0 0.279g의 혼합물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이 때 Si/Al 비는 50이었다. 시료의 X선 회절양상은 도 1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결

과를 얻었고, 여기서 45.9Å의 d-스페이싱을 보여주며 비표면적은 850 m 2 /g 이었고, 기공크기는 38Å에 집중적으

로 분포되었다.

실시예 3

실리카 대신에 실리카 3g과 금속알콕사이드 티타늄(IV) 이소프로폭사이드 (Titanium isopropoxide) 0.284g의 혼합

물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이 때 Si/Al비는 50이었다. 시료의 X선의 회

절양상은 도 1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고, 여기서 43.9Å의 d-스페이싱을 보여주고 비표면적은 900m
2 /g 이었으며, 기공크기는 37Å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실시예 4

계면활성제로서 4-옥틸펜옥시폴리에틸렌 알코올 4-(C 8 H 17 )(C 6 H 4 O-(CH 2 CH 2 O) 12 CH 2 CH 2 OH) 

7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이 때 X-선 회절양상은 도 2와 같고, 육각형

의 중기공성 구조로 되어 있으며, d-스페이싱은 46Å를 보였다. 비표면적은 1020m 2 /g 이었으며, 기공크기는 35Å

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또한 시료의 수열안정성 실험을 하기 위해 시료 1g을 1000g 증류수에 넣고 100℃에서 1

2 및 24시간 동안 리플럭스 시킨 다음 여과, 세척, 건조하였 고, 이의 분석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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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폴리에틸렌 비이커에 24% 불화수소 용액 100g을 취하고 실리카(zeosil 155, Rhodia Kofran Co.) 3g을 완전히 녹여

불화규소 용액인 제1용액을 제조하였다. 별도의 비이커에 증류수 100g을 취하여 4-옥틸펜옥시폴리에틸렌 알코올 4

-(C 8 H 17 )(C 6 H 4 O-(CH 2 CH 2 O) 12 CH 2 CH 2 OH) 7g을 녹여 제2용액을 제조하였다. 제2용액에 제1용

액을 1:1 중량비로 넣고 교반하여 준다. 여기에 28%의 진한 암모니아수(Jin Chemical) 25g을 가하여 60℃에서 10분

간 맹렬히 교반한다. 건조기에서 16시간 동안 70℃ 온도를 유지하면서 숙성시킨 후 여과하여 침전을 회수하여 분말

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료의 X-선 회절양상은 첨부된 도 2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며, 여기서 43.4Å의 d-스페이싱(

spacing)을 갖는 상대적으로 강한 신호는 MCM-41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BET식으로부터 얻어진 비표면적은 1015

m 2 /g 이었으며, 기공크기는 35Å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또한 시료의 수열안정성 실험을 하기 위해 시료 1g을 

1000g 증류수에 넣고 100℃에서 12 및 24시간 동안 리플럭스(reflux) 시킨 다음 여과, 세척, 건조하였고, 이의 결과

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1

폴리에틸렌 비이커에 24% 불화수소 용액 100g을 취하고 실리카(zeosil 155, Rhodia Kofran Co.) 3g을 완전히 녹여

불화규소 용액을 제조하였다. 별도의 비이커에 증류수 100g을 취하여 세틸트리메틸암모늄 브로마이드 4g을 녹인 후 

상기 불화 수소 용액에 넣고 교반하였다. 여기에 28% 암모니아수 25g을 가하여 60℃에서 10분간 맹렬히 교반하였다

. 건조기에서 16시간동안 70℃ 온도를 유지하면서 숙성시키고, 여과하여 침전을 회수한 뒤 600℃에서 4시간 동안 하

소하였다. 합성된 시료를 수열안정성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료 1g을 1000g 증류수에 넣고 100℃에서 12 및 24시간 

동안 리플럭스 시킨 다음 여과, 세척, 건조하였고, 이의 분석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리플럭스 시간 비표면적
집중적 분포에서의 기공 지표 (

Å)
* 기공두께 비 고

실시예 1
12 957 35 25.2

24 960 34 25.2

실시예 4
12 1020 35 28.8

24 1030 36 28.8

실시예 5
12 1015 35 29.7

24 1025 35 29.7

비교예 1

12 1001 33 19.5

24 750 24.3 -
기공파괴로 기공두께의 계산이 

안됨

* 기공두께 계산법

상기 식에서,

T = 기공두께,

d 100 = 100면에서 d-스페이스 값,

d 1 = 집중적 분포에서의 기공 지름이다.

상기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종래방법의 비교예 1보다 기공두께가 크게 커졌으며, 

끓는 물에 대한 리플럭스 시간이 24시간 경과함에 따라 기공이 파괴되어 비표면적 및 기공지름이 감소하여 불안한 수

열안정성을 나타내는 비교예에 비해 리플럭스 시간이 경과하여도 두께 등이 전혀 변하지 않는 등 우수한 수열안정성

을 나타내었다.

발명의 효과

상기 실시예 및 비교예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중기공성 분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 실리

카의 종류가 다양하고 4차 암모늄 수산화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열적 성질이 우수하고 큰 비표면적을 가지면서도, 기

공두께를 향상시킬 수 있고 더욱 우수한 수열안정성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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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50% 농도의 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실리카 단독 또는 금속염이나 금속 알콕사이드와의 혼합물 (S

i/금속 몰비가 10이상) 2∼20중량부를 용해시켜 제1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b) 증류수 100중량부에 대하여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2∼12중량부를 용해시켜 제2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c) 상기 제2용액에 제1용액을 1∼2 : 1의 중량비(제2용액:제1용액)로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시킨 후 진한 암모니아

수 20∼3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준)를 가하여 25∼80℃에서 10∼18시간 숙성시킨 다음 여과시키고 

건조시켜 분말을 제조하는 단계; 및

d) 에탄올 산성용액 200∼30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준)에 상기 분말을 부가하고 300∼600℃에서 2∼

4시간 동안 하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염은 Al(NO 3 ) 3 , Al(SO 4 ) 3 , AlCl 3 및 NaAlO 2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

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알콕사이드는 티타늄(IV) 알콕사이드, 알루미늄 알콕사이드 및 실리콘 알콕사이드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틸트리메틸암모늄 브로마이드 또는 세틸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탄올 산성용액은 에탄올에 HCl, H 2 SO 4 , 또는 HNO 3 을 용해시켜 1∼2N 농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6.
a) 5∼50% 농도의 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실리카 단독 또는 금속염이나 금속 알콕사이드와의 혼합물 (S

i/금속 몰비가 10이상) 2∼20중량부를 용해시켜 제1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b) 증류수 100중량부에 대하여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2∼12중량부를 용해시켜 제2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2용액에 제1용액을 1∼2 : 1의 중량비(제2용액:제1용액)로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시킨 후 진한 암모니아

수 20∼3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준)를 가하여 25∼80℃에서 10∼18시간 숙성시킨 다음 여과시키고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d) 에탄올 산성용액 200∼300중량부(불화수소 용액 100중량부 기준)에 상기 분말을 

부가하고 300∼600℃에서 2∼4시간 동안 하소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4-옥틸펜옥시폴리에틸렌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

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염은 Al(NO 3 ) 3 , Al(SO 4 ) 3 , AlCl 3 및 NaAlO 2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

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알콕사이드는 티타늄(IV) 알콕사이드, 알루미늄 알콕사이드 및 실리콘 알콕사이드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에탄올 산성용액은 에탄올에 HCl, H 2 SO 4 , 또는 HNO 3 을 용해시켜 1∼2N 농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기공성 구조를 갖는 결정성 분자체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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