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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금촉매 공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 PET 고상중합공정을 대상 –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남 성 현

많은 산업분야에서 백금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촉매사용에 있어 효율 및 재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PET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백금촉매가 PET의 성형가공 개선, 친환경 물질사용 등 기능성을 부여한 차별화 제품을

생산하면서 촉매의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을 이론 및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수명과

기능이 다한 폐촉매에서 백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촉매자체의 활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차별화 PET를 생산하는 공정은 지금까지 생산해왔던 범용 PET와 달리 생산공정에서

산소(O2)와 접촉 시, 제품의 Color가 급격히 Yellowish되었고, 제품의 Color를

제어해주는 정색제 투입을 하지 않아 촉매반응에 필요한 산소(O2)를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

결과로 차별화 PET를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백금촉매는 산소부족에 따른

백금촉매의 Coking 현상으로 활성도가 저하되었고,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활성도를

향상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활성이 저하된 백금촉매를 별도의 공정(제품을 생산하지 않는)에서 충분한

열량과 산소(O2) 공급을 통해 충분한 산화반응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촉매에

고착되었던 Ge(게르마늄) 등 촉매표면에서 제거되었다.

결과적으로 백금촉매의 활성을 98%까지 회복시켜 제조Cost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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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촉매란 반응물과 접촉하여 자신은 화학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화학반응을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매개하여 반응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물질이다.

촉매는 석유화학공업, 석유정제산업, 식품 및 제약회사, 고분자중합, 자동차촉매변환기, 

무기화학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며, 고온에서 수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흡착되고, 사용 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촉매층과 담체의 산화알루미늄, 납층 등이 녹아

촉매의 유효면적이 감소하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수명이 다 되어서 촉매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폐촉매(spent catalyst)로 구분되어 폐기된다[1].

폐촉매에는 귀금속으로서 유기성의 희유금속 및 여러 종류의 금속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촉매는 함량이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광물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매우 귀중한 금속 자원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술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폐촉매로부터 Pt, Pd, Rh 를 추출·회수하고 있지만,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폐촉매의 재활용 처리비율이 높지 않으며, 기타처리가 가장 높다. 

기타처리는 해외로 수출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수출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내의 유가금속 회수 기술수준이 낮고, 경제성 낮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고가의 귀금속을 함유된 폐촉매를 일본 등지에 헐값으로 수출하고 다시 고가의 고순도

백금족을 수입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4].

범용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ET를 생산하기 위해 공정에서 백금촉매를 사용하고 있다. 

백금촉매도 장기간 사용 또는 악조건 상황에서 촉매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명을

다할 경우, 폐촉매로 처리되어 백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은 신규 촉매를

구입하여 공정에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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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PET에 대해서 기능성을 강화한 차별화된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것은 촉매활성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부분 화학공장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연속 가동되는 생산 설비가 촉매 교체 등의

사유로 멈출 경우, 불량제품의 생산, 생산 Loss, 작업비용(공사 및 인건비), 촉매

구입비용 등 생산손실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PET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백금촉매의 활성저하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폐기되는 백금촉매를 생산공정을 이용하여 활성도를 회복시켜 촉매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진행하였다.

1.2 연구내용

폴리에스터(Polyester)는 분자구조 중 main chain의 반복단위에 ester기(-COO-)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로써,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가 대표적인 폴리에스터 이다.

PET는 main 원료로 TPA(Terephthalic acid), EG(Ethylen Glycol)을 이용하여,

용융중합, 고상중합을 거쳐 Polyester를 만든다.

고상중합(Solid State Polymerization)은 PET와 같이 결정성 폴리에스터의 용융중합

공정만으로 분자량을 목표치까지 올리기 어려운 경우, 고상중합을 통해 분자량을 추가로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상중합은 용융중합(Melt Polymerization)에서 생산된 비결정 고분자 Pellet(낮은

점도)에 고온의 흐르는 N2를 통과시켜 중합반응을 진행하고, 결정화된 높은 점도의

Pellet을 생산하게 된다.

고상중합을 통해 고점도 폴리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아세트 알데히드, 

에틸렌클리콜, Oligomer 등)이 발생하며, 이를 제거해야 양질의 최종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

반응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백금촉매를 이용한 산화반응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여 반응공정 외부로 배출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백금촉매는 장기운전 및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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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오염)로 수명이 제한되고, 재이용이 불가하다.

본 연구는 PET 고상중합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설비(백금촉매를 이용한 산화반응

설비)에 사용되는 백금촉매의 불활성화(deactivation)의 원인을 규명하고, 촉매로서

수명이 다한 폐촉매를 PET 고상공정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성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정량화 하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연구의 배경 및 내용을 서술한 1장을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촉매의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PET 고상중합공정에서의 촉매역할 및

해당공정에서의 비활성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금속촉매의 비활성화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PET 고상중합공정에

사용되는 백금촉매의 활성저하를 일으키는 영향인자를 도출하였으며, 또한 활성이

저하된 폐촉매를 개선하는 테스트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작성에

참조하였거나, 도움을 준 참고문헌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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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백금촉매이용 공정

2.1 촉매공정의 이론적 고찰

촉매(Catalyst)란 화학반응에 소량 첨가하여 열역학적으로 가능한 화학반응을

가속시켜 주면서 그 자신은 변하지 않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촉매에 의한 이와 같은

작용을 “촉매작용” 또는 “촉매현상”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Catalysis”라고 한다. 이

말은 1835년 스웨덴 화학자 Berzeliu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Catalysis”란

그리스어 “καταλύειν”에서 파생된 용어로 “분해하다” 또는 “ 파괴하다”라는

뜻이다[6,9].

촉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첫째로 화학반응의 반응속도를 높이는 “활성”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의 기능은 특정한 반응만을 일으키는 “선택성”이다.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촉매반응은 무촉매반응에 비해 활성화에너지가

작다는 것을 뜻한다. 같은 온도에서 활성화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동일 온도에서

반응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촉매를 사용할 경우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화학반응과 동일한 반응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반응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즉, 촉매반응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부산물을 적게 생산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응물로부터 여러 생성물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여러 반응경로 중에서 원하는

특정 생성물이 얻어지는 반응경로의 활성화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할 경우

특정생성물에 대한 선택도(selectivity)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촉매를 사용할 경우

화학반응의 전체 반응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특정 생성물의 선택도를 높일

수 있다[3].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에 따르면 “촉매란

반응과정에서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물질”로 정의되고 있다[12].

그러나 촉매의 기능은 사용함에 따라 서서히 활성이 저하되어 어느 시점 에 이르러서는

촉매의 사용이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때까지의 시간을 촉매의

“수명”이라고 한다. 촉매가 가지고 있는 “활성”, “선택성”, 및 “수명”은 촉매의 세 가지

특성으로 좋은 촉매란 활성과 선택성 이 좋고 수명이 긴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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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의 종류를 하나의 원칙에 의해 구분하기는 어렵다. 촉매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촉매재료, 촉매의 기능, 촉매의 재료와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구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정의 촉매반응계는 균일계 촉매반응과 불균일계 촉매반응으로

구성된다. 

균일계 촉매(Homogeneous catalyst)는 반응물, 생성물 및 촉매가 하나의

상(Phase)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불균일계 촉매(Heterogeneous catalyst)는 이들이

2개 이상의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불균일계 촉매반응의 경우 액상반응물-고체촉매 혹은 기상반응물-고체촉매계가

대부분의 석유화학공정을 차지한다. 

불균일 촉매는 반응물과 다른 단계에서 작용한다. 대부분의 이종 촉매는 액체 또는

기체 반응 혼합물에서 기질에 작용하는 고체이다. 흡착이 일어나는 방식에 따라

표면에서의 반응에 대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다[3].

[그림 2.1]불균일 촉매반응의 메커니즘

[그림2.1]은 가장 일반적인 불균일계 촉매반응계인 고체촉매 – 기상반응물계에서의

촉매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불균일계 고정상 반응기에서 기상 반응물질이 고체촉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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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여 생성물을 만들기까지의 7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반응물 A가 벌크상에서 촉매표면까지 이동하는 단계

2단계 : 반응물 A가 촉매표면의 기공 입구에서 기공 속으로 확산 이동하는 단계

3단계 : 반응물 A가 촉매 기공 내의 표면 활성점에 흡착하는 단계

4단계 : 흡착된 A가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 B로 바뀌는 표면반응 단계

5단계 : 생성물 B가 촉매표면에서 탈착하는 단계

6단계 : 생성물 B가 세공내의 표면에서 세공 입구까지 확산 이동하는 단계

7단계 : 생성물 B가 촉매표면에서 벌크상으로 이동하는 단계

본 연구에서 논의할 백금촉매는 불균일계 촉매로서 PET 고상합공정에서 사용되며,

상기 반응단계와 같이 기체상태의 반응물인 EG(Ethylene glycol), AA(Acetaldehyde)가

촉매 표면에서 흡착, 반응을 통해 생성물인 물(H2O)과 이산화탄소(CO2)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PET 고상중합공정에 사용되는 백금촉매는 분류 상 불균일계 촉매이자, 귀금속

촉매이다. 

귀금속 촉매란, 백금족 금속인 팔라듐(Palladium, Pd), 백금(Platinum, Pt), 

로듐(Rhodium), 루테늄(Ruthenium), 이리듐(Iridium), 오스뮴(Osmium) 등을 지지체에

담지한 촉매, 검은 가루상태인 초미립자 금속촉매, 이들 금속의 산화물, 염화물 또는

착물(着物) 촉매를 말한다[2].

귀금속 촉매는 온도와 압력이 높은 아주 극심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촉매 반응이

진행되며, 선택성이 아주 높다. 더불어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높고 부산물도 적다. 

다만, 귀금속의 생산량이 적고, 장식품이나 금속으로서 가치가 높아 투기대상이 되기도

하며 다른 금속에 비해 100배 이상 비싸다. 이런 이유로 화학공업에서는 귀금속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활성과 수명 등 활용 기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촉매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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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ET 고상중합공정의 촉매역할

PET 고상중합공정에서 N2는 반응에 필요한 열을 전달해 주는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공정에서는 고온의 N2가 반응기, Filter, 히터 등을

배관을 통해 흐르고 있다.

[그림 2.2] 고상중합공정 Flow

그리하여 저분자의 폴리머는 고온의 N2를 통해 반응열을 이용하여 고점도의 폴리머로

반응하며, 반응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흐르는 N2를 통해 이동된다.

고상중합공정에는 반응 중 발생된 부산물(EG, AA)을 N2로부터 제거하기위한 설비가

있으며, 설비는 밀폐된 Vessel에 백금촉매(Pt-Catalyst)가 충진되어 있다. 

부산물이 포함된 고온의 Process N2에 적정량의 O2를 공급해주고 백금(Pt)촉매가

충진 된 Vessel을 통과되면서, 반응식(1.1), (1.2)와 같이 산화반응이 진행되어

부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되고 공정 외부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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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C�� + 2��� .................... (1.1)

(AA)   (Pt-Cat)

������ +
�

�
�� → 2C�� + 3��� .....................(1.2)

(EG)     (Pt-Cat)

2.3 PET 생산제품에 따른 백금촉매 비활성화 현상

생산기술 및 설비의 발달로 PET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전세계적으로 과잉공급에

의한 경쟁력 재고가 대두 되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PET의 개질을 통한 차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체 무해성 및 성형가공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부원료가

첨가 또는 대체되고 있다.

<표 2.1>에서는 일반 PET와 개질 PET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PET에는 주원료로 TPA, EG를 사용하고, 부원료로 안티몬(Sb), 코발트(Co)를

사용하지만, 개질PET의 경우, 주원료에 CHDM을 추가하거나, 유해성(중금속, 

유해화합물질)이 있는 안티몬, 코발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표 2.1>”A”사 PET 생산 기준정보

일반 PET 개질 PET 1 개질 PET 2

목 적 - 성형용이, 신규용도 유해화합물질 최소화

용융 중합 주원료 TPA, EG TPA, EG, CHDM TPA, EG

부원료 Sb, P, Co Sb, P, Co Ge, P 

(Sb, Co free)

고상 중합 과량 O2 공급

(품질 영향

적음)

품질 중 특히 Color를 관리하기 위해 O2 

공급량이 제한적임

(O2 과잉으로 제품 자체 산화발생, Yello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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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질 된 PET는 일반(범용) PET대비 고가로 판매되지만, 생산측면서, 품질 특히, 

색(Color)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개질PET1의 경우, CHDM(Cyclohexanedimethanol)을 첨가한 Co-Polyester 로서, 

기존 PET 대비하여 결정화 속도가 느려 두께 1.5mm 보다 약 3배이상의 두꺼운

Sheet(4~6mm)의 투명한 가공이 가능하고,  투명성, 광택성, 성형성이 높아 복잡한  

디자인 연출에도 우수하다.

[그림2.3]은 개질PET1을 이용하여 만든 광고판 및 대형생수통으로 범용 PET로 만들

수 없는 용도이다.

          [그림 2.3]CHDM 첨가한 개질PET의 용도, 간판, 대형 생수통

다만, 개질PET1의 경우 CHDM 성분으로 인해 고상중합반응 단계에서 일반 PET

대비 산소(O2)에 의한 산화가 쉽게 진행되어 색(Color)이 일반PET대비 Yellowish 되는

경향이 강한 특징이 있다.

                    

개질 PET2는 열에 견디는 성질이 우수하여 고내열성을 요구하는 용기성형에 사용되며, 

특히 용융중합공정에서 반응촉매로 사용하는 Sb(안티몬, 유독물)을 사용하지 않고, 

Ge(게르마늄)을 투입하며, 색(Color)을 제어하는 Co(코발트/유해화합물) 사용을 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다.

[그림 2.4]와 같이 높은 내열성 및 친환경성으로 뜨거운 상태에서 충진을 요하는

내용물 용기에 적합하며, 일본에서 수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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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뜨거운 상태의 음료를 용기에 충진모습, 녹차음료, 주스 등

하지만, 개질 PET2는 색(Color)을 제어하는 Co(코발트)를 첨가하지 않기에 bluish

한 색(color)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개질PET1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산소(O2) 

농도를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온의 고상중합 반응단계에서 PET에 과잉의 산소(O2)가 공급되면

PET의 색(Color)을 Yellowish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색(Color) 관리가 어려운 이유와 이번 연구에서 설명할 백금(Pt)촉매의 비활성화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2.2>,<표2.3>은 하나의 PET 생산Line에서 일반 PET와 개질 PET1과 2를 교차

생산한 연도별 생산량 및 백금 촉매 구입량(교체량)을 보여준다.

<표2.2>에서 차별화 PET는 2001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나, 2006년부터 생산비중이

급격히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2.3>에서는 2007년부터 백금촉매 구입(교체)량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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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2> “A”사의 연도별 생산 실적

<표2.3> “A”社 연도별 백금촉매 구입량



- 12 -

<표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7 ~ 2013, 7년간 9,160리터의 백금촉매를

사용하였다.

구매한 백금촉매의 규격상 백금의 함량(COA 기준)은

- Pt 함량 관리 : 1.8 ± 0.2 g/L (평균 : 1.8)

- 중량관리 기준(Bulk Density) : 710 ~ 770g/L (평균 : 740) 

따라서, 신규 촉매의 Pt 함량 범위 : 1.8/0.74 = 2.43 Pt-g/Cat-kg 이다.

7년간 구매한 촉매의 중량은 6,778 Cat-kg(9,160L x bulk density 740 Cat-g/L)으로

약 12.8억원 (구매단가 JYP 14,088 /L, 환율 9.9원/JYP 기준) 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6,778 Cat-kg 의 백금촉매 중에 Pt 회수 예상 금액은 아래(실제 견적기준)와 같다.

매입(예상견적) 금액은

a. 백금촉매(폐촉매) 수량 : 6,778 Cat-kg

b. 폐촉매 중 Pt 예상 회수량 : 85±5% (신품 기준대비, 평균 85%)

c. Pt 회수율 : 95%

d. Spec. 상 회수 Pt 량 : 6,778 Cat-kg x 2.43 Pt-g/Cat-kg

                     = 16,471 Pt-g ....................................................(2.1)

e. 사용 촉매 중 Pt 예상 회수량 : 16,471 Pt-g x 85%

                            =  14,000 Pt-g ......................................(2.2)

f. 회수율 감안한 Pt 예상 회수량 : 14,000 Pt-g x 95%

                             = 13,300 Pt-g ......................................(2.3)

g. Pt 가격 : JYP 3,182/Pt-g ....................................................................(2.4)

         (백금시세 USD 908 / Troy Ounce, 환율 108.99 JYP/USD 기준)

h. 예상 총 Pt 금액 : JYP 42,320,600 ........................................................(2.5)

i. 회수공정 전처리 비용 : JYP 585/Cat-kg x 6,778 Cat-kg

                     = JYP 3,965,130 .................................................(2.6)

j. 회수공정 정제비 : JYP81/Pt-g x 13,300 P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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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P 1,077,300 ........................................................(2.7)

k. 물류비 : JYP 400,000 (한국 → 일본 공장 물류비)..................................(2.8)

l. 일본현지 수입관세 : 없음(무관세) 

따라서, 매입(예상) 금액은 h-(i+j+k) 이기 때문에 약 3.65 억원(JYP 36,878,170 / 

환율9.9원/JYP 기준)에 불가하다.

폐촉매 9,160리터에서 백금(Pt)을 회수하여 얻을 수 있는 비용효과는 약 3.65 억원이며, 

실제 9.15 억원(구입비용 12.8억원, Pt 회수예상금액 3.65 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연간으로 보면 1.3억원이 신규 백금촉매를 구매하는데

사용된 것이고, 향후에도 유사한 금액의 지출이 예상된다.

상기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PET 생산 대비 개질 PET 생산에 따른 백금촉매 교체는

개질PET 생산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질 PET생산량이 일반PET 생산대비

2배가 될 경우, <표 2.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4> “A”社 백금촉매 사용 현황

일반 PET만 생산 개질 PET 1, 2 병행 비 고

백금촉매 사용 약 5년 사용 약 0.5년 사용 PET 생산량

-200톤/일, 350일 기준

백금촉매 교체수량 1,000리터/회

백금촉매 구매비용 1.5억원 1,000리터 기준

따라서, 개질PET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백금 촉매의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고가의

백금촉매 추가 구입이 빈번히 발생되어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을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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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백금촉매 활성화

3.1 금속촉매의 비활성화 원인

금속촉매의 비활성화는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고체 촉매 비활성화(catalyst deactivation) 메커니즘은 <표3.1>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0].

                      <표 3.1> 고체촉매 비활성화 메커니즘

Mechanism Type Brief definition/description

Poisoning Chemical Strong chemisorption of species on catalytic sites 

which block sites for catalytic reaction

Fouling

(coking)

Mechanical Physical deposition of species from fluid phase 

onto the catalytic surface and in catalyst pores

Thermal 

degradation

Thermal Thermally induced loss of catalytic surface area, 

support area, and active phase-support reactions

Vapor

formation

Chemical Reaction of gas with catalyst phase to produce 

volatile compound

Vapor–solid 

and 

solid–solid 

reactions

Chemical Reaction of vapor, support, or promoter 

with catalytic phase to produce inactive phase

Attrition/

crushing

Mechanical Loss of catalytic material due to abrasion loss of 

internal surface area due to mechanical-induced

crushing of the catalyst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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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고상공정의 운전은 타 화학공정 대비 가혹한 조건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조건이며, 반응물질이 다양하지 않고,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 아니다. 촉매에

유입되는 기체상 물질(부산물 : AA, EG) PET 고상공정의 촉매비활성화 요인으로는

<표3.1>의 고체촉매 비활성화 요인 중 Poisoning과 fouling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Poisoning은 촉매의 활성 부위에 불순물의 화학 흡착으로 인한 촉매 활성의 손실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그림3.1]에서와 보이는 바와 같이 강하게 흡착된 황의 원자가 물리적으로

금속(촉매)을 차단하고, 또한, 반응물(여기서 에틸렌)이 화학적 결합으로 인접한

금속(촉매 활성)에 가장 가까운 원자를 전자적으로 변형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5].

즉, 원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활성저하의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PET 고상공정의 고분자물질, 중금속, 인 화합물, 일산화 탄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3.1] 에틸렌 수소화 반응에서 금속 표면의 황 원자에 의한 Poisoning 의

           개념적 모델

Fouling(Coking) 이란 촉매표면, 촉매기공(pore)에 흐르는 유체로부터 물리적인

물질의 증착(Physical deposition) 이다.

예를 들어 [그림3.2]와 같이 금속 결정체(metal crystallite, 촉매)에 Carbon이 덮어진

경우, 촉매와 반응물이 만나지 못하게 되어 산화반응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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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는 반응 중 생성되는 물질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8].

[그림 3.2] 탄소 증착으로 인한 금속촉매의 Fouling, 미립자 캡슐화 및 기공 막힘의

개념적 모델

PET 고상공정에서는 대부분이 [그림3.2],[그림3.3]과 같이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생산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화되지 않은 탄소가 침적된다.

               [그림3.3] coking에 의한 오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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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탄소침적이 발생한 촉매의 경우, [그림3.4]와 같이 촉매표면이 검은색으로

보여진다.

[그림3-4] coking에 의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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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ET 고상중합공정에서 비활성화 영향인자

앞서 설명한 고상중합공정에서의 백금촉매는 부산물(유기물)과 산소(O2)의 반응을

도와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산소(O2)만 요구되어지기에 부산물이

완전히 산화반응을 하지 못해 백금촉매 표면에 Coke가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에서 사용하고, 기능이 상실된 백금촉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많은 양의

C(탄소)가 발견되고, 특이한 점은 용융중합 공정에서 사용된 Ge(게르마늄) 촉매의

잔량이 많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3.2>는 백금촉매 제조사(일본)에서 고상중합에서 사용 중 활성도가 저하된

폐촉매의 시료를 [그림3.5] 백금촉매 Vessel의 각 부위에서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3.5]고상중합공정의 백금촉매 Vessel 및 sampling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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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표준 및 폐촉매의 분석결과

  *1 : Metal Surface Area, based on chemical adsorption of carbon monoxide

  *2 : n-Hexane combustion rate at 200℃

  *3 : n-Hexane combustion rate at 200℃ after chemical cleaning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표준(Fresh한 백금촉매) 대비 C(탄소)에 의한 Fouling(coke), 

Ge에 의한 poisoning을 의심할 수 있고, 촉매 활성test를 보면 50%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이 개질 PET를 생산하는 고상중합공정에서 백금촉매

비활성화를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고상중합공정의 백금촉매 역할에 대해 확인했듯이 백금촉매는 고온에서 유기물, 즉

탄화수소류(Hydrocabon)의 산화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ET MSA*1 C P Ge Sb HX*2 HXR*3

m2/g-cat. m2/g-Pt wt% wt% wt% wt% % %

fresh 160±15 99 - 116 0.09 0 0 0 ≧90

Sample1 144 17 0.81 0.3 5.93 0.17 15 98

Sample2 153 15 6.78 0.21 2.92 0.07 46 99

Sample3 161 13 3.36 0.31 2.46 0.02 54 98

Catalyst property
Elemental

analysis
XRF (as oxide)

Impurity analysis

Measurement of

catalyst activity

(Model ga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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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생산에서 주요 탄화수소류인 AA, EG에 대한 분석 DATA는 [그림3-6], 

[그림3-7]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11].

         [ 그림3-6] EG, Ethylene Glycol Oxidation Performance curve 

[ 그림3-7] AA, Acetaldehyde Oxidation Performance curve

상기 data로 220 ~ 250℃ 부근에서 99% 이상의 연소효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PET 고상중합공정에서 사용되었던 불활성 백금촉매의 경우, 고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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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반응을 통해 Coke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공정에서

재생테스트를 시행하였다. 

3.3 촉매 재생테스트

백금 촉매 재생Test는 PET Pellet이 없는 고상중합공정 Process에 백금촉매(활성

저하된) 291kg 충진하여 재생test를 시행하였다.

[ 재생 Test 준비 ] 

                <표3-3> 고상중합공정에서의 재생Test 준비 조건

촉매 충진량 Air 보충 N2 보충 촉매 온도 N2 

순환유량(1)

N2 

순환유량(2)

291kg Zero 50Nm3/hr 300℃ 1,980Nm3/hr 840Nm3/hr

                     

      [ 그림3-8] 고상중합공정에서의 촉매재생 공정도



- 22 -

[ 재생 운전 조건 ]

<표 3-4> 재생Test 실험 조건

Test 1~3 : Heater-3(pre Heater로 Process 온도하고 할 수 있음) 에 공급되는 유량이

적어 overheating 발생, test 종료

Test4 : 순환유량을 test1의 2/3로 감소하였으나, 백금촉매 Vessel 내온 345℃ 이상

상승하지 않음

Test5 : 순환유량을 test1 대비 늘려로 백금촉매 Vessel 내온 상승하지 않음.

Test6 : CO2  Max 도달 후, 2,560ppm 일때 test 종료, 약 97hr 소요

   Unit Test1 Test2 Test3 Test4 Test5 Test6

Make up [m3/hr]

   Air 0 -> 6 6->35 zero 35 35 36+by pass

N2 50 15미만 150 15미만 15미만 15미만

Circulation [m3/min]

SRB1 33 33 0 22 40 33

SRB2 14 14 0 8 16 14

Temperature [℃]

NCH 388.5 392 390 390 409.3

PTR inlet 380 382 381 382 399

PTR 356.3 359.7 345 345 378.1

PTR outle 320 320 320 321 335

SRB1 180 200 200 205 220

Outlet gas

CO [ppm] 0 0 - 0 0

CO2 [ppm] max. 3850 4270 - 2750 8070

O2 [%] 1.4 9.5 - 13.3 13.4

Space velocity [m/s] 0.152 0.152 0.087 0.17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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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생한 촉매 평가 전/후 비교

3.4.1 촉매 겉보기 비교

폐촉매와 재생촉매의 표면과 절단면을 비교한 결과, [그림3.9]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은 상대적으로 검은색(전, 폐촉매)에서 회색(후, 재생촉매)으로 변하였고, 절단면의

경우 어두운 검은색 및 회색(전, 폐촉매)에서 흰색(후, 재생촉매)에 가깝게 변한 것을

확인 하였다.

    [ 백금촉매 표면 ]                     [ 백금촉매 절단 면]

[그림3.9] 재생한 촉매 겉보기 사진

3.4.2 탄소 침적량 분석(TGA 분석)

재생 전 촉매(폐촉매)와 재생한 촉매의 TGA 분석결과, 재생 전 촉매의 평균 무게

변화량은 [표3.5]와 같이 6.4wt%이며, 재생한 촉매의 평균 무게변화량은 [표3.6]와

같은 3.0wt%로 분석되었다. 

[그림3-8]재생공정에서의 O2 농도가 13.4%에서 확인 한 결과로 평균 3.5wt%의

불순물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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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폐촉매 절단면 및 중량

[표 3.6]폐촉매 재생 후 절단면 및 중량

3.4.3 Ge, Pt 함량 분석 (Pt 촉매 내 잔존량, XRF분석)

재생 전 촉매(폐촉매)와 재생한 촉매의 Ge 함량은 [표3.7]에서와 같이 약 80%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침적된 탄소가 연소에 의해 제거되면서 탄소와 함께 촉매에 흡착된 Ge이

산화반응에 따른 탄소가 제거되면서 물리적으로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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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폐촉매 재생 전, 후의 금속측정 결과

         

3.4.4 재생촉매 성능/특성 평가(by 전문업체)         

   [표 3.8] 폐촉매 재생후 성능평가 결과

촉매제조사(일본) =  Model gas : 340ppm n-hexane in air, SV : 12,0000/h, temp: 200℃

국내평가 업체   =  Model gas : C3H6/C3H8 mixture, SV : 50,0000/h, temp: 350℃

실험 및 측정결과를 통해 PET 고상 중합공정에서 사용하는 백금촉매의 불활성화

원인(Coke, Poisoning)에 대한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활성이 떨어진 폐촉매를 고온의 산소를 공급하여 충분한 Oxidation 시행으로 신규

구매한 촉매대비 98%의 활성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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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해 PET 고상중합 공정에서 사용된 폐촉매(백금촉매)를 물리적, 화학적

처리에 따른 귀금속(백금) 회수를 통한 재활용(recycling)이 아닌 생산설비를 이용한

촉매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여 재이용(reuse) 할 수 있다는 아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차별화 PET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폐촉매에 대해 백금(귀금속)을 회수하지 않고, 

생산공정에서 활성화 및 재이용함에 따라, 회수 및 추가 구매에 따른 비용(약 9.15 억원) 

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연간 촉매구입 비용 1.3억원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제품제조원가(생산량 200톤/일, 생산일수 350일/년 기준)에 있어서 1.9원/PET-kg 정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생산해 왔던 일반적인 PET가 아닌 기능성이 추가된 차별화 PET를

생산할 경우, PET 고상중합에 이용되는 백금촉매는 운전 및 생산제품 품질제어 특성에

의해 충분한 Oxidation이 이루어 지기 어려워 Poisoning, Coke의 이유로 활성이 급격히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활성이 저하된 폐촉매는 귀금속(Pt, 백금)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을 할 수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효율성이 낮아 헐값으로 처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성이 저하된 폐촉매를 백금의 회수가 아닌, 생산공정 설비를 이용하여

활성도를 신규촉매 대비 98%까지 향상시키는 프로세스 운영방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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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inum catalysts are used in many industrial fields, and studies on the 

efficiency and regeneration of catalysts are actively underway.

This study explores the theoretical and analytical study on the shortening of the 

catalyst lifetime by producing differentiated products, such as improving the molding 

process of PET and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latinum catalyst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PET.

The recovery of the activity of the catalyst itself, rather than the recovery of 

platinum in spent catalysts with different PET lifetime and function, was studied.

Unlike general-purpose PET that has been produced so far, the process of 

producing differentiated PET has been rapidly yellowish when the product comes in 

contact with oxygen (O2)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 coloring agent for 

controlling the color of the product is not added. It is inevitable to supply only 

limited oxygen (O2).

As a result, the activity of the platinum catalyst us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ifferentiated PET was lowered due to the coking phenomenon of the platinum 

catalyst due to the lack of oxygen, and the activity could not be improved in the 

normal production process.

Therefore, a sufficient amount of heat and oxygen (O2) were supplied to the 

platinum catalyst with reduced activity in a separate process (not produc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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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and sufficient oxidation reaction was performed. In this process, the 

catalyst surface such as Ge (germanium).

As a result, the activity of the platinum catalyst was restored to 98%, which 

helped to improve the manufactur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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