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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셰일가스의 개발로 프로판, 부탄과 같은 경질알칸으로부터 프로필렌, 부텐, 부타디엔과 같은 올레핀을 제조하는 
탈수소 공정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직접 탈수소화 반응의 열역학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화
적 탈수소 또는 선택적 수소 산화 반응과 같이 산소를 활용한 기술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거나, 실제 공정에 적용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질알칸의 탈수소 반응을 위한 산소활용기술의 최근 연구동향을 가스 
상의 산소를 활용하는 방법과 고체산화물의 격자산소를 활용한 기술로 나누어 정리하고, 산소활용기술의 현황과 연구
개발 방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반응물의 반응성에 따라 기체상 산소의 적용이 용이한 경우와 반응성의 
조절을 위해 격자산소를 이용하는 기술로 분류할 수 있었고, 전환율을 높이면서 선택도를 낮추지 않는 기술의 개발이 
주요한 목표가 되었다.

Abstract
Due to the great development made in converting the shale gas into the more valuable products,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for production technology of olefins like propylene, butenes, butadiene from light alkanes have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Especially the technology using oxygen like oxidative dehydrogenation or selective hydrogen combustion to overcome thermo-
dynamic limit of direct dehydrogenation conversion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and some cases of applying this technology 
to the plant scale was reported. In this review, we have categorized the technology into two parts; gas phase oxygen utilization 
technology and lattice oxygen utilization technology. The trends, result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technolog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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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의 셰일가스 혁명은 미국과 OPEC, 그리고 비OPEC 국가 간의 

시장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3각 힘겨루기 속에서 저유가의 또 다

른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시장의 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사실

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셰일가스 및 오일 생산을 

위한 시추공의 수는 적어지면서도 그 효율은 증가하고 있고, 미 에너

지부장관의 셰일오일 생산량 확대 공표는 셰일가스의 생산과 영향력 

확대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셰일가스는 셰일오일에 동반되어 

생산되며, 그 매장량이 현재의 천연가스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의 

활용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셰일가스는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성분인 메탄 외에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경질알칸 성분이 주를 

† Author: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RCCT, Anseong, Gyeoggi-do 17579, 
Republic of Koreas
Tel: +82-31-670-5410  e-mail: hlkoh@hknu.ac.kr

pISSN: 1225-0112  eISSN: 2288-4505 @ 2016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이루고 있어[1],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활용한 올레핀 및 BTX 등의 

화학원료전환기술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 나프타 유래 화학

원료시장이 에탄, 프로판, 부탄과 같은 좀 더 경질의 알칸을 활용한 

원료물질의 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질알칸에서 

올레핀을 생산하는 기술의 경우 기존에 몇 개의 탈수소공정이 개발되

어 상용화되고 있으나, 최근 이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

발하고, 그중에서도 산소를 활용하여 전환율을 높이고, 발열반응의 에

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 시도는 실제 몇몇 상용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산학연의 여러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용화된 알칸의 탈수소반응공정은 프로판의 탈수소에 의한 프로

필렌의 제조, 아이소부탄의 탈수소에 의한 아이소부텐 제조, 그리고 

부탄의 탈수소에 의한 부타디엔 제조를 들 수 있다. 알칸의 탈수소반

응은 전통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직접 탈수소반응이 상용화되

고 있다. 직접 탈수소반응은 흡열반응으로서, 열역학적으로 높은 온도

를 필요로 하고, 평형전환율이 제한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

한된 평형전환율을 향상시키고, 반응열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산소를 도입하여 일부의 산화반응을 유도하고, 평형을 변화시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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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K)
Ethane Propane

Dehydrogenation Oxydehydrogenation Dehydrogenation Oxydehydrogenation

400 < 1 100 < 1 100

600 < 1 100 1 100

800 7 100 25 100

1000 51 100 87 100

aStoichiometric mixture of alkane and oxygen for oxydehydrogenation

Table 1. Percentage Conversions at Equilibrium for Dehydrogenation and Oxydehydrogenation of Ehthane and Propane at Atmospheric Pressurea[2]

Figure 1. Marcellus shale gas composition[1].

율을 높이는 연구개발이 많이 축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소의 이

용기술은 기체상태의 분자산소를 이용하는 기술과 고체산화물의 격

자산소를 이용하는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알칸의 

탈수소 반응을 통한 올레핀 생성반응공정 및 촉매에서 기체 산소나 

격자산소를 활용한 연구의 최근 동향과 실제 공정 적용 사례에 대하

여 살펴보고, 향후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기체 산소 활용 탈수소 연구 동향

2.1. ODH (oxidative dehydrogenation : 산화탈수소) 반응공정

지난 수십 년간 직접탈수소반응 외에 가장 많이 연구되었던 탈수소

반응공정법은 산화탈수소반응공정이었다. 예를 들어, 프로판의 산화

탈수소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3H8 + O2 → C3H6 + H2O (1)

이러한 산화적 탈수소는 이중결합을 생성시키는 매력적인 대안으

로 현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직접탈수소반응은 기본적으로 평

형전환율에 좌우되는 제한된 반응인데, 산화적 탈수소반응은 이러한 

제한을 제거시켜 이론적으로 100%의 전환율이 가능하다. Table 1에 

에탄, 프로판의 산화적 탈수소반응에서의 계산된 평형전환율과 직접

탈수소의 계산된 평형전환율을 비교하였다[2].

산화적 탈수소반응에서는 수소를 생성하는 대신 물이 생성됨으로

써 촉매작용가능한 모든 온도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평형전환율의 제

한을 제거할 수 있다. 동시에 프로판과 에탄의 산화적 탈수소는 상용

화 규모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도 존재한다. 파

라핀과 산소의 혼합물을 다루어야 하는 점은 이 혼합물이 어떤 농도

에서는 폭발성을 띨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 다른 문제점

은 올레핀으로 적절한 선택성을 가지고 전환되어야 하는 점이다. 올

레핀보다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열역학적으로는 더욱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COx로 반응이 더욱 진행되기 전에 올레핀에

서 반응이 멈추는 촉매를 찾아내야만 한다. 또한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경우, 상업적으로 스팀 크랙킹 공정과 경쟁해야 하므로, 올레핀에 대한 

선택도는 매우 높아야 한다. 스팀 크랙킹 공정에서의 에탄 전환율 54%

에서 에틸렌의 선택도는 84%를 (800 ℃, 0.3 kg 스팀/kg feed, 0.79 s 

체류시간, 그리고 154 kPa 탄화수소 부분압 조건), 그리고 78%의 선택

도를 에탄전환율 69%에서 (833 ℃, 0.3 kg 스팀/kg feed, 0.75s 체류시

간, 154 kPa의 탄화수소 부분압 조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산화탈수소에서 달성해야 되는 선택도의 목표가 높음을 알 수 있다[3]. 

산화적 탈수소기술의 현재까지 연구결과 및 동향에 대해 에탄의 산화

적 탈수소와 프로판의 산화적 탈수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1. 에탄의 산화적 탈수소

에탄의 산화적 탈수소를 통한 에틸렌 생성반응에 대해서는 주로 

300∼500 ℃의 온도범위에서는 환원될 수 있는 금속산화물을 사용하

여, 그리고 600 ℃ 이상의 더 높은 온도에서는 대부분 비환원성 금속

산화물과 일부 환원성 금속산화물을 촉매로 사용하여 연구개발이 이

루어졌다. 높은 온도에서의 금속산화물촉매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메탄 산화적 커플링(oxidative coupling of methane : OCM)반응의 관

찰결과에서부터 비롯되었다[2-5]. 메탄의 산화적 커플링반응에서는 

에탄과 에틸렌이 주요 생성물인데 에틸렌은 에탄으로부터 만들어지

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2-5]. 그러므로 에탄의 산화적 탈수소에 의한 

에틸렌의 생성 또는 직접탈수소에 의한 에틸렌의 생성반응은 이러한 

촉매들 위에서 반드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OCM반

응에 대한 최종 선택도가 높기 때문에 에틸렌에 대한 선택도도 높아

야만 한다. 이러한 두 방향의 산화물 연구 외에 최근에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백금과 백금-주석을 모노리스 담체위에 담지한 촉매를 이용

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300∼400 ℃의 낮은 온도 범위에서의 에탄 산화적 탈수소반응은 

주로 바나듐을 함유한 환원성 금속산화물상에서 수행되어지고 연구

되어진 반면에, 650∼800 ℃의 높은 온도 범위의 에탄 산화적 탈수소

반응은 매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연구되었는데, 대부분은 바나듐

이나 몰리브데늄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낮은 온도에서의 산화적 

탈수소에서는 부반응물이 같이 생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높은 

온도 공정에서는, 비록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크랙킹 반응에 의해 메

탄이 생성되지만, 주로 탄소 2개인 생성물로는 에틸렌만이 생성된다. 

COx 외에 다른 산화 생성물은 거의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러한 산화생성물이 이런 높은 온도에서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반응물은 산소와 촉매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COx가 아닌 산화생성물이 존재하기가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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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Temperature (℃) O2 Conversion (%) Selecitivty for H2O (%) C3H6 selectivity to COx (%) Ref.

In2O3/siO2 500 95 95 3 [14]

Bi2O3/SiO2 500 95 100 0.9 [14]

PbOx/SiO2 500 25 75 40 [14]

In2Mo3O12 500 24a 99 - [16]

Bi2MoO3O12 500 14a 99 - [16]

V2O5 500 15a 11 - [16]

Ce0.9W0.1Oy 600 23b 97 - [17]

Ce0.9La0.1Oy 600 44b 34 - [17]

Pt/Al2O3 500 99.6 - 4.1 [20]

Pt/SiO2 500 ~100 - 7.6 [20]

Pt-Sn/Zn-Al-O 500 96 93 - [21]

Au/TiO2 550 ~100 85 10 [22]

PtSn/SiO2 550 97 100 0 [23]

Cu/ZSM-5 550 ~100 86 - [24]

SiCu/ZSM-5 550 ~100 75 - [24]

aactual maximum catalyst wt% loss of a given oxide upon reduction with hydrogen
bmol% fraction of lattice oxygen atoms available for oxidation, compared to the theoretical limit when all the cerium ions are reduced to Ce3+

Table 2. Catalytic Performance for Selective Hydrogen Combustion Reported in Literature

2.1.2. 프로판의 산화적 탈수소

현재까지는 높은 전환율과 높은 선택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프로판 

산화적 탈수소반응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많은 실험과 연구결

과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프로판의 산화적 탈수소를 통

해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방법이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문제

점들 중에 하나는 프로필렌이 프로판보다 좀 더 쉽게 산화된다는 것

이다. 그래서 전환율에 따라 선택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

다. 또 다른 문제는 약 7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프로판 크랙킹이 매

우 심해져서 프로필렌 외에 많은 다양한 생성물들이 생성된다는 것이

다. 프로필렌 선택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700 ℃ 이하의 온도에서 더 

선택적인 촉매를 찾으려는 실험에 집중되었고, 또한 더 높은 온도에

서는 멤브레인 반응기와 주기적-운전 반응기들을 활용하려는 연구들

이 있었다.

최근에 700 ℃ 이하에서 다양한 프로판 산화탈수소용 촉매가 연구

되어졌다[6-12]. 이 중에서도 특히 프로필렌으로의 높은 선택도가 돋

보이는 연구는 바나디아-실리카-지르코니아를 사용한 University of 

California, 버클리의 Rulkens와 Tilley의 결과이다. 이 연구자들은 분

자 전조물 경로를 사용하여 18/36/46 V2O5-SiO2-ZrO2 촉매를 제조하

였는데, 이 촉매는 550 ℃에서 8%의 프로판 전환율과 81.5%의 프로

필렌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지르코늄의 존재는 고 선택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바나디아의 분산성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Polytechnic University of Milan의 Ranzi와 동료들, 그리고 

National chemical laboratory of India의 Choudhary와 동료들은 높은 

온도에서 촉매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프로판 산화적 

탈수소반응을 실험하였다.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합한 올레핀으로의 

선택도는 50-80% 수준으로 얻을 수 있었다. 프로판의 전환율은 이 조

건에서 90%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율과 선택도 수준은 아

직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2.2. SHC 반응에 가스 산소 이용

선택적 수소 연소(SHC : Selective Hydrogen Combustion)반응은 탈

수소반응 중에 생성되는 수소만을 선택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여 연소

시켜 탈수소반응의 평형을 정반응방향으로 유도하여 평형전환율을 

높이고, 수소 연소시의 연소열을 반응열로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

이고자 하는 반응이다.

C3H8 → C3H6 + H2 (2)

H2 + O2 → H2O (3)

Table 2에 문헌에 보고된 선택적 수소 연소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촉매의 활성 결과를 정리하였다. 기상 가스 산소를 활용한 경우와 격

자 산소를 활용한 실험들의 결과를 종합하였다. 적절한 산화물과 산

소를 활용할 경우 CO나 CO2로의 부반응을 줄이면서 수소만 산화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독일의 Uhde사는 튜브형 탈수소 반응기를 통과한 생성물 

흐름을 다시 SHC 반응기를 통과시켜 프로판의 전환율을 올리고, 발

열반응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Figure 2는 

Uhde사의 STAR공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반응기가 oxyreactor와 연

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13]. oxyreactor란 수소를 산화시키는 

목적과 이렇게 수소가 일정부분 제거된 반응물흐름이 계속해서 탈수

소촉매층과 접촉하여 추가적으로 반응이 더욱 진행되어, 전환율을 높

일 수 있는 반응기이다. 이러한 기술은 Uhde사의 암모니아 공장의 이

차 리포머의 개념과도 유사한 기술이다.

이러한 선택적 수소 연소반응은 에틸벤젠의 탈수소반응에서 UOP

와 Lummus가 SMART (styrene monomer advanced reheat technology)

라는 이름으로 상용화한 공정에서도 적용된 기술로서, 백금촉매를 사

용하여 수소를 선택적으로 산화시켜 에틸벤젠의 전환율을 기존대비 

10% 이상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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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argram of main reactor for dehydrogenation and 
oxyreactor for SHC and additional dehydrogenation reaction in Uhde 
STAR process[13].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DH + SHC redox process mode 
operation[15].

이러한 SHC에서 분자 산소를 활용하는 기술은 산화적 탈수소화 기

술에서처럼 프로판과의 비율에 따른 폭발의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

다. 이에 비해 고체산화물의 격자산소를 활용할 경우 직접 기체산소

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안전성이 향상되고 선택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연구 분야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3. 격자 산소 활용 탈수소 연구 동향

3.1. ODH 반응에 격자산소 활용

스웨덴의 Lulea University of Technology의 Creaser과 동료들은 

V-Mg-O 촉매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운전을 통한 프로판

의 산화적 탈수소 반응을 연구하였다. 주기적 반응기에는 산소와 프

로판이 교체되면서 촉매를 통과하여 흐르고, 이렇게 되면 산소와 프

로판이 혼합되어 정상상태로 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프로필렌 선택

도가 510 ℃에서 상당히 향상된다. 주기적 반응기에서는 프로판과 산

소의 비율이 1 : 1인 경우 4.3%의 프로판 전환율에서 프로필렌 선택

도가 78%를 보이는 데 비해, 프로판과 산소를 혼합하여 주입하는 경

우 프로판 전환율이 5.5%인 수준에서 프로필렌 선택도가 55%를 보여

주어 주기적 반응기의 선택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주기적 운전은 기체산소를 활용한다기보다는 반응중에는 바나듐

의 격자산소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격자산소를 활용할 

경우 프로판이나 프로필렌의 직접 산화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프로필

렌 선택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2. SHC 반응에 격자산소 활용

앞 절에서 설명한 선택적 수소 연소반응(SHC)에 기체 산소를 사용

하지 않고, 고체산화물의 격자산소를 활용하는 연구들은 크게 금속산

화물을 활용하는 연구와 복합금속산화물을 활용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고,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3.2.1. 금속산화물 계

Grasselli와 그 동료[14-16]들은 수소의 산화에 Bi2O3촉매의 격자산

소를 활용하여 백금촉매와 혼합하여 반응시킴으로써 초기 수율이 비

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생횟수를 늘림에 따라 

그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었다. Figure 3은 도식적으로 나타낸 Grasselli

가 제안한 DH+SHC의 레독스 프로세스이다.

Grasselli는 이 연구에서 Bi2O3/SiO2를 백금촉매와 1 : 1의 무게비율

로 충진하고 반응온도 550 ℃, 상압, WHSV 2h-1의 조건에서 초기 5 

min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첫 사이클에서 전환율 44.4%를 보이고 있

고, 이것은 DH반응만 이루어졌을 때의 수치 19.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또한 이 값은 평형전환율 대비 130%의 수치였다. 수율계산

상에 의하면 첫 5 min 동안 반응에 의해 85 cc의 수소가 생성되고, 이

것을 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3.8 mg의 원자격자산소를 필요로 하

게 된다. Bi2O3/SiO2 촉매 1 g당 2.7 mg의 원자격자산소를 가지고 있으

므로, 격자산소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2.7/3.8 즉 71%의 수소만이 격

자산소에 의해 연소되는 것이다. 만약에 격자산소가 수소와 반응하지 

않고, 탄화수소와 반응하여 COx를 생성하는 부반응이 일어난다면 수

소연소비율은 71%보다 낮을 것이다. 이 실험을 레독스 사이클을 130 

min으로 길게 하였을 때에는 초기의 수율상승 후에 수율감소가 일었

났다. 이에 반해 레독스 사이클을 2.8 min으로 단축하고, 재생 후 반응

실험을 반복하는 두 번째 실험에서는 프로필렌 수율이 48.2%의 수치

를 보였다. 이 수치는 레독스 사이클을 백금촉매와 Bi2O3 촉매를 물리

적으로 혼합하지 않고, DH → SHC → DH의 순차적 시행을 통해 수

율을 늘리는 실험대비 이론적으로 2내지 2.5배 높은 값에 해당하는 수

치이다. 그러나, 이렇게 반응시간인 사이클 타임을 단축했음에도 재생

이 반복될수록 활성은 감소하여 10번의 재생 후에는 수율이 33.0%로 

회당 2.2%씩 감소함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i2O3의 환원은 약간의 비

가역적인 재구조화를 완전히 멈추기에는 여전히 매우 심한 조건이 된

다는 증거이고, 실리카 상에서 활성상 분산이 줄어들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Bi2O3/SiO2 시스템의 활성이 감소하더라도, 

선택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는 Bi2O3 격자산소의 방출을 

늦추어 주기 위한 도핑의 방법 또는 SHC/DH 촉매의 비율의 증가방법 

등을 적용한다면 더 나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2. 복합금속산화물계

Rothenberg와 그 동료들[17]은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rechargeable 

solid oxygen reservoir를 수소의 산화반응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세륨

산화물과 세륨계복합산화물(CexM1-xOy)들은 다용도의 고체 산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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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hematic drawn to scale showing the fluorite structure of

pure CeO2 (A), and the vacancies present in the doped Ce0.9W0.1Oy 

reservoirs when fully charged (B) and after releasing 30% of its 
oxygen atoms (C)[17].

Figure 5. Propylene selectivity with HGM compared to without HGM 
in propane dehydrogenation process Catofin. PS means standard 
chromia catalyst for dehyrogenation[18].

자로 알려져 있다. 레독스 사이클 Ce3+ ⇄ Ce4+ + e-은 결정의 형석구

조(fluorite)에서 산소의 저장과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이 물질들이 자동차 삼원촉매작용이나, 탄화수소 연료전지와 같은 직

접 산화 응용에 이상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Figure 4는 세륨계 복

합금속산화물을 사용한 SHC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순수한 CeO2의 수소산화 선택도는 낮지만, 도핑된 세륨산화물의 레

독스 특성은 결정결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약간의 Ce이온들을 

크기나 전하가 다른 이온들로 치환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위 연구

자들은 CeO2 물질을 기본계로 하여 열 가지 원소들을 치환하여 복합

금속산화물을 제조하고 이를 수소의 산화반응에 적용하여 격자산소

의 활용성과 수소산화반응으로의 선택도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테스

트한 결과 세륨텅스텐산화물이 가장 높은 수소산화촉매로 밝혀졌고, 

코크도 매우 적으며, 열적 안정성도 좋고, 수소산화에 대한 선택도도 

97%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용매를 사용하는 침전법을 적용

한 복합산화물의 제조방법을 대신하여, 몇 가지 복합산화물의 제조에

서는 질산염의 전조물들을 갈아서 잘 혼합한 후, 진공에서 끓게 하여 

직접 제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제조하였다. 그리고, 반응은 에탄 탈

수소의 반응생성물을 모사하여 이 물질들에 feed로 주입한 후 수소산

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에탄 탈수소 후의 배출물을 모사한 feed의 조

성은 20% v/v C2H6, 20% C2H5, 5% H2, 그리고 He을 바탕가스로 활용

하였다. 반응온도 600℃에서 19번을 수소산화반응과 재생을 반복시

키면서 성능의 안정성과 격자산소의 재충진율을 실험하였다. 그러나, 

탈수소반응의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는 나타내지 않았다.

제조된 Ce0.9W0.1Oy 복합산화물의 격자산소는 수소산화에 대한 선

택도가 다른 탄화수소의 산화선택도에 대해 97%의 높은 선택도를 보

였다, 총 격자산소중에서 활용가능한 격자산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평

균활성은 23% 정도로 높지 않으나, 탈수소반응에서는 먼저 목적생성

물에 대한 선택도가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세륨텅스텐복합산

화물이 더 선호될 수 있다고 하겠다. 

Rothenberg는 그들의 앞선 연구에서 IIIA, IVA, 그리고 VA 족 금속

들의 금속산화물을 담지시켜 에탄 탈수소에서의 수소 산화에 대한 잠

재적인 촉매로서의 활성과 안정성, 선택도를 600 ℃에서 테스트하였

었다. 그 결과 납,인듐, 탈리윰 산화물이 가장 높은 선택도(99.9% 이

상)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담지량이 낮을수록 더 높은 산소 교환 

능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금속들의 담지되지 않은 벌크

형태의 산화물은 600 ℃의 온도에서 액체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리고, 이들의 활성은 소결현상에 의해 급격하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비표면적이 낮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Rothenberg 등은 

이 산화물들을 실리카 등의 담체에 담지하여 수소산화반응을 관찰하

였다. 앞에서 Grasselli은 그들의 연구에서 활성금속점은 그들의 산화

상태에서 고립전자쌍을 통해 수소분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가설을 세

웠었다[15]. IIIA-VIA족의 후-전이금속들을 모두 이러한 조건을 만족

하지만 이 세트 중의 몇 개의 원소들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거나(Po : 

폴로늄), 녹는점이 매우 낮거나(Al, Ga, Ge, Sn, cf : 반응온도 450∼

650℃ 수준), 또는 후보로 검토하기에 매우 독성이 있는 비소(As)와 

같은 원소들이 있어서 Rothenberg 등은 이들을 제외하고 In, Sb, Tl, 

Pb 그리고 Bi의 다섯 개 금속들을 후보로 하여 알루미나와 실리카 담

체 위에 담지하여 실험하였다. 이들은 초기습식함침법을 좀 더 시간

효율적이며, 재현성 있게 제조하기 위하여 랩에서 인-하우스의 초기

습식함침법 제조장치를 만들어서 촉매를 제조하여 적용하였다. 이러

한 SHC 반응에 격자산소를 이용하는 접근법은 기체산소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안전성이 높아지고 선택도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계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3. 격자산소를 열발생에 활용

최근에 독일의 Sud-Chemie社는 탈수소반응에 HGM(heat generat-

ing material)이라는 기술을 개발, 적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18]. 

Figure 5에서와 같이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반응온도를 낮추어 줄 수 

있어, 같은 전환율에서 더 높은 선택도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 기술이 적용되는 Catofin공정에는 환원단계와 코크의 산화단계

가 탈수소반응단계와 함께 주기적으로 운전되는데, 환원단계동안에 

아래의 식 (1)과 같은 반응에 의해 금속산화물이 환원되면서 열이 발

생하고, 촉매의 재생단계에서 코크가 산화되면서, 식 (2)와 같은 반응

이 동시에 일어나서, 환원된 금속이 금속산화물의 형태로 다시 바뀌

어지면서 추가적인 열이 발생하게 된다.

MeOx + H2 → Me + H2O       ΔH <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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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 O2 → MeOx              ΔH < 0 (5)

Catofin공정의 경우 탈수소반응에 필요한 많은 양의 반응열을 촉매

의 코크를 산화시키면서 얻고, 또한 추가적을 촉매를 재가열하게 되

는데, 촉매층이 부피가 많아질수록 촉매가열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즉, 재생단계 동안에 촉매의 코크제거 후 뜨거

운 공기를 촉매에 불어넣어 주어 열이 공급되는데, 이러한 재생단계

의 시간이 비교적 짧아서, 층의 유입부가 층의 방출부보다 훨씬 뜨거

운 경향이 있으나, Catofin 공정에서 전체 사이클 타임의 밸런스를 위

해서 촉매층의 열 평형을 이룰 시간이 없게 된다. 따라서, 반응물 탄

화수소가 다시 반응기로 공급될 때 촉매층의 방출구역은 촉매층의 유

입 구역보다 온도가 더 낮은 채로 유지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촉매층

의 유입부에서의 너무 높은 온도는 부반응을 증가시켜 부산물의 형성

이 증가하고, 반응이 목적하는 올레핀의 선택도 및 수율을 감소시키

게 된다. 또한, 촉매층 출구에서의 너무 낮은 온도는 평형전환율의 감

소를 야기하여, 또한 올레핀 수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공정상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발생물질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Figure 

5에서 열발생물질을 탈수소촉매와 혼합한 경우에 선택도가 상승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반응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전환율

에서 프로필렌 선택도가 2∼3%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발생물질의 개념은 아니지만, Catofin공정에 사용되는 크롬촉매

와 같이 사용하여 전환율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물질로서, 수소수용

체(hydrogen acceptor)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intermetallic com-

pound의 연구가 수행되어졌었다[19]. Zr2Fe를 사용하여 크롬촉매와 

함께 470 ℃에서 이소부틸렌의 탈수소반응을 수행하였을 때, 초기 수

율이 45%까지 상승하여, 이론 평형전환율인 25%의 거의 두 배에 가

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Zr2Fe는 수소와 결합하여 Zr2FeH2.6의 안

정한 수소화물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메탈릭 컴

파운드가 수소화물로 전환된 후에는 이소부탄의 전환율이 20% 정도

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물질은 격자산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

지만, 격자산소를 수소의 제거에 이용하듯이 수소제거의 전환율 상승

의 장점을 이용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4. 결론과 전망

본 논문에서는 탈수소반응공정에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산소

를 활용한 연구동항과 개발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체상

태의 산소나 고체산화물의 격자산소를 탈수소반응에 활용하여 전환율

의 상승을 도모하거나, 발열반응의 반응열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최근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분야이다. 특

히, 기체산소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 외에도 고체산화물의 격자산소를 

이용하는 기술은 기체산소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에 비해 안전성이 높

고, 반응성이 좀 더 마일드하여 반응의 선택성이 높은 측면이 있어 격

자산소의 이용기술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근의 해외에서의 적용사례 외에도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과 연구소, 학

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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