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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Dimethyl terephtalate (DMT)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응 부산물로부터 고순도의 Methyl 4-formylbenzoate 
(MFB)를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반응 부산물에 포함된 MFB의 알데하이드 작용기와 메탄올을 반응시켜 아
세탈 화합물로 전환하여 분리하고, 연속적으로 산 촉매 하에 가수분해하여 90% 수율로 MFB를 얻을 수 있었다. 얻어
진 MFB는 1H NMR 및 13C NMR로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GC 분석을 통해서 99% 이상의 순도를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a purification method yielding high purity of MFB produced from DMT production process. Aldehyde 
functional group of MFB included in side-products were converted to acetal compound via reacting with methanol and further 
separated. Hydrolysis process of the acetal product was continued under acidic condition and highly pure MFB were obtained 
with 90% yield. The structure of MFB was analyzed by 1H NMR and 13C NMR spectroscopy. Also, the purity of MFB was 
estimated to be over 99% by G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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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Dimethyl terephthalate (DMT)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성형제품 등의 
제조를 위한 폴리에스테르 고분자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합
물이다[1]. 다양한 DMT의 제조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이 중 가장 널
리 쓰이는 방법은 p-xylene을 출발물질로 하여 산화와 esterification 과
정을 거치는 방식이다[2].

이러한 DMT 제조 공정에 있어서, 각 단계별 반응이 100% 완결되
지 않기 때문에 미반응물 또는 반응 중간물 등의 부산물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된 반응 부산물은 폴리에스테르 제조 시 중합 정지제로 작
용하기 때문에 DMT 제조 공정 중 DMT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단계가 필수적이다[3-4]. 정제 후의 부산물에는 DMT (14%), Methyl 
4-formylbenzoate (MFB, 80%), Methyl p-toluate (MPT, 6%) 등을 포함
하고 있다(Figure 1). 현재까지 부산물인 crude MFB를 재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소각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5]. 다
가올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 물질의 저감 공정 기술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폐기물인 MFB를 회수하
여 자원화, 고순도화하는 기술은 고부가 자원화의 청정기반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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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고순도의 MFB를 다양한 용도의 정밀화학 제품의 출발물질

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종의 target 제품을 탐구하였으며 Figure 2에 가
능한 정밀화학 제품이 제시되었다[6].

현재까지 문헌과 특허에 의하면 MFB를 이용한 정밀화학 제품의 
개발은 Eastman kodak사에 의하여 한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는 정도
이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부가 정밀화학 제품의 원료로 용
도가 예상되는 MFB를 DMT 제조 공정의 부산물로부터 친환경적으로 
분리, 정제하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기기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화합물인 crude MFB는 (주)SK사에서 공급

받은 것을 사용하였고, methanol (99.0%), hexane (96.0%), triethyl 

amine (99.5%), hydrochloric acid (36.0%), sodium carbonate (99.0%)

는 대정화금사에서 구입하여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NMR 분석 

용매로는 Aldrich사의 DMSO-d6를 사용하였다.

합성한 물질의 구조분석을 위해 1H, 13C nuclear magnetic resonance 

(400 MHz, 75 MHz, Bruker)를 사용하였고, 순도는 GC (YL6100GC, 영

린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 

: HP-1 capillary GC columns (30 m, 0.25 mm, 0.25 µm, 초기온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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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sidues after DMT separation.

Figure 2. Various fine chemicals from MFB.

Figure 3. MFB purification process.

Figure 4. c-MFB purification scheme.

℃, 승온속도 : 10 ℃/min, 최종온도 : 280 ℃, 분할비 1 : 50, 주입부 

온도 : 280 ℃, 검출기 온도 : 280 ℃).

2.2. MFB 회수 및 정제 방법

온도계와 reflux condenser를 장착한 500 mL 3구 플라스크에 crude 

MFB (100 g)과 methanol (100 g)을 투입하고 50 ℃에서 30 min간 용

해시킨다. 완전히 용해된 반응물에 36% hydrochloric acid (0.01 g)을 

투입하고 2 h 동안 반응시켜 MFB를 아세탈 화합물로 전환시킨다. 반

응 완료 후 triethyl amine (0.21 g)을 투입하고 1 h 동안 교반하여 중화

한다. 반응 용제인 methanol을 증류 회수(60.0%)하고, methanol이 제

거된 잔류물에 hexane (100 g)을 투입하고 약 0 ℃로 낮추어 DMT를 

석출시킨다. 여과를 통해 DMT를 분리하고, hexane (10 g)으로 세척한

다. 상기 여액에서 hexane을 증류하여 회수(80.5%)하고, 물(100 g)과 

36% hydrochloric acid (0.01 g)을 투입하고 약 80 ℃에서 1 h 동안 반

응시킨다. 반응이 완료되면, 10% sodium carbonate 수용액(42 g)을 가

하여 pH를 8로 조절한다. 상기 반응액에 hexane (250 g)을 투입하고 

60 ℃에서 1 h 동안 교반한다. 층분리를 실시하여 물층은 제거하고, 

온도를 천천히 5 ℃까지 낮추어 결정화를 유발시킨다. 여과를 통해 

MFB를 분리하고 hexane (25 g)으로 세척하고 50 ℃에서 건조한다; 
1H NMR (400 MHz, DMSO-d6) δ 10.1 (s, 1H), 8.06 (m, 4H), 3.93 

(s, 3H); 13C NMR (400 MHz, DMSO-d6) δ 193.3, 166.0, 139.6,134.8, 

130.3, 130.1, 53.0. mp. 63-65 ℃.

3. 결과 및 고찰
 

기존에 알려진 MFB 정제 방법으로는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황산염을 이용한 방법 및 하이드록실 아민을 이용한 방법 등이 알

려져 있다. 아황산염을 이용한 방법은 MFB를 아황산염 부가물로 전

환하여 분리하고, 이를 정제한 후 산 혹은 알칼리 조건의 가수분해를 

통하여 MFB를 회수하는 공정(Old process)은 제조 중간 물질인 MFB 

아황산염 부가물의 순도가 낮기 때문에 고순도의 MFB를 얻기 위하여

는 중간 물질의 정제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더욱이, 반

응 중간체인 MFB 아황산염 부가물을 산이나 알칼리 조건에서 가수 

분해해야 하는데, 산 가수분해 시에는 유독가스인 아황산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알칼리 가수분해 시에는 다량의 무기 아황산 염의 폐수가 

발생하여 환경 오염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가수 분해 시 수

율이 낮아서 다량의 분리 여액이 유기물 함량이 높은 폐수로 배출되

므로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8-9].

하이드록실 아민을 이용한 방법(MHB process)은 crude MFB에 하

이드록실 아민과 반응시켜 옥심화하여 MHB를 제조한 후, 산을 이용

한 work-up 과정을 통해 MFB를 회수한다. 이 공정은 높은 수율

(92.0%)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MHB에서 MFB로의 전

환에서 항상 소량의 MHB가 잔류하기 때문에 순도가 비교적 낮고

(96.5%) 이를 제거하기가 힘들다. 또한 고가의 하이드록실 아민 사용

과 낮은 회수율 등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10].

따라서 종래에 알려진 방법에 비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부산물로부터 보다 고순도의 MFB를 제조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11]. Figure 4에 본 연구에 사용된 MFB의 정제 공정 diagram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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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의 DMT 부산물에 methanol을 투입하고 산을 가하면 MFB가 

갖고 있는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methanol과 반응하여 아세탈 화합물

로 변환된다. 매 시간마다 GC로 잔류하는 MFB의 함량을 분석한 결

과, 2 h 이후로는 MFB 잔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MFB가 아세탈 

화합물로 전환이 완료된 후, triethyl amine을 투입하여 중화시킨다. 중

화과정을 생략하고 메탄올을 증류 회수하게 되면 역반응이 일어나 

MFB의 함량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중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Methanol

을 증류 회수하고(methanol의 회수율은 85%이고, 재사용해도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잔류물에 비방향족 탄화수소 용제인 hexane을 

투입한다. MFB는 hexane에 용해도가 없지만 acetal 화합물로 전환되

면 극성이 낮아져 용해도가 증가한다. 상기 반응물을 저온으로 낮추

면, hexane에 용해도가 낮은 미반응의 DMT는 결정으로 석출되므로, 

여과하여 DMT를 회수한다. DMT를 건조한 결과, 13.2 g (94.7%, 순

도 97.8%)을 얻었다. 이렇게 DMT가 분리된 여액에서 hexane을 증류

하여 회수하고, 이 여액에 물을 투입하고 산 촉매 존재 하에서 환류시

켜 아세탈 화합물을 MFB로 전환시킨다. 반응 완료 후, 10% Na2CO3 

수용액을 투입하여 중화시킨다. 중화가 완료되면 hexane을 투입하고 

MFB의 석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60 ℃에서 층분리를 실시한다. 상기

의 hexane층을 저온으로 유지하면 MFB가 결정으로 석출되며, 이를 

여과하여 고체로 순수하게 회수한다. 이렇게 회수한 MFB를 건조 후 

GC로 분석한 결과, 72.1 g (90.1%, 순도 99.5%)을 얻었다. 또한 사용

된 hexane은 증류하여 82.0%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재사용이 가

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폐기물의 자원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2차 오염(second pollution)의 최소화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공정은 사용한 용매를 전량 회수하여 재 사용

하게 함으로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친환경 공정을 DMT 제

조사인 (주)SK공정팀의 검토 결과 MHB process보다 친환경적이며 

상용화가 가능한 경제성을 갖춘 유용한 공정으로 판명되었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DMT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하여 고

순도의 MFB를 얻는 정제 공정으로, 수율 90.1%, 순도 99.5%의 MFB

를 얻을 수 있었고, 하이드록실 아민을 이용한 기존 공정(3,170 원/kg)

보다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2,666 원/kg)을 개발하였다. 

반응 용매로 사용된 methanol과 hexane은 각각 85.0, 82.0%의 회수율

을 보였으며, 회수한 용매를 재사용하여도 순도 및 수율에 전혀 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부분의 화합물들이 공정 내에

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유독 가스 및 폐수 발생량이 적으므로 환경오

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공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연구에서는 고순도의 MFB를 출발물질로 하는 정밀화학 제품을 

개발하여, 고부가 자원화에 기인한 청정기반 생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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