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 저공해 소형 에틸렌 생산공정 기술

 

값 싼 원료를 전환하여 고부가가치의 연료나 물질을 생산하는 일은 정유 및 화학공
정에 있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유발한다. 비균일 촉매반응기의 활용도 이러한 목적
을 지닌 것의 하나이다. 지난 수십년간 저분자량의 탄화수소를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
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촉매와 반응기가 연구되어 왔다. 그 동안 대두된 문제 중 중대
한 것은, 반응기에서 원료의 전환율이 높아지면 원하는 물질의 생산성(선택도)이 따
라서 감소하여 전체 공정의 경제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화공과의 L.D. Schmidt 교수 연구팀이 발포단
판(foam monolith) 촉매반응기를 활용하여 에틸렌 생산공정에 획기적인 진보를 가
져오는 개가를 올렸다[Science, 285, 712-715 (1999)]. 기상반응물이 매우 빠른 
유속으로 950℃로 가열된 반응기를 통과하면서 생성물로 전환되었다. 빈응물의 반
응기 체류시간은 천 분의 1초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하였다. 촉매로 Pt-Sn을 사용하
였을 때, 원료인 에탄이 에틸렌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상용화된 에탄스팀분해장치 보
다 우수하였다. 중간체로서 에틸렌의 수요가 가장 클뿐 아니라 폴리에틸렌 시장도 성
장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할 것이다.  



 

그림. 상용화 에탄분해 공정(A)과 새로운 산화탈수소화 공정(B).  

연구팀은 과거 수년간 유사한 촉매와 반응기를 사용하여 에탄의 산화와 산화탈수소
화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는 매우 특이하고 주목
되는 것이다. 에탄/산소/수소 2/1/2의 원료를 950℃에서 반응기에 투입하자 1 ms만
에 70%의 에탄 전환율이 달성되었다. 에탄분해장치가 약 1초의 체류시간을 지니므
로 연구팀이 사용한 반응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에탄-공
기 혼합물에 과량의 수소를 첨가하자 Pt-Sn 촉매반응의 선택도가 향상되고 탄소 산
화반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에틸렌 선택도는 85%에 달하
였으며 COx의 생성은 5%에 불과하였다.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수소의 양은 공급된 
양보다 많아졌다. 수소:산소 비율이 2:1임에도 불구하고 에탄과 섞이어 화염이나 폭
발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순수한 균일상 반응 메카니즘으로는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연구팀은 확신하고 있
다. 높은 에틸렌 선택도와 낮은 COx 생성은 Pt-Sn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표면



의 화학과 촉매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높은 온도에서 열역학적으
로 유리한 COx가 아닌 비평형 생성물인 에틸렌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수소의 산화와 에탄의 탈수소화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되 서
로 화학적 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Pt-Sn 촉매의 효과와 조작조건에서 발생하
는 전달현상을 분리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응기내에서 발생하는 
열과 물질의 전달과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수소의 산화는 발열반응인 반
면 에탄의 탈수소화는 흡열반응이다. 또한 수소는 다른 반응물보다 빠르게 확산한
다. 열 및 물질 전달과 반응이 서로 비선형적으로 복합되면 표면온도가 기상온도보
다 매우 높아져서 수소화 반응의 평형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추
측된다. 또한, 조작온도조건에서 반응기가 달아오를 만큼 뜨거운 상태이므로 비균일 
및 균일상 반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반응기내 온
도분포와 균일상 반응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반응기의 구조설계와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촉
매 활성점의 안정성, 국지온도의 분포와 변이에 의한 열응력, 그리고 화염과 폭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혼합과 제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상기한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외에도 경제적 관점도 중요할 것이다. 비록 새로운 반응기의 크기가 기
존 에탄분해기 보다 매우 작긴 하지만, 촉매의 대체와 폐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몇 가지 기술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온과 짧은 체류시간의 특성
을 지닌 반응기를 개발하고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화학반응을 발견함으로써, 
본 연구팀은 성숙단계의 산업으로 평가되어온 분야에 새로운 발견과 엔지니어링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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