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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에틸렌카보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조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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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exhaust gas, Carbon dioxide which  is a  causative  factor  in greenhouse  effect. We  study  for  synthesis 
of  ethylene  carbonate with  carbon dioxide which  is  captured and utilized  in  commercially valuable. The Experiment 
was proceeded as pilot  scale with using homogeneous organic  catalyst which  is able  to produce  ethylene  carbonate 
in  commercial  and  reaction  conditions.  Optimization  condition  for  concentration  of  catalyst  and  reaction 
temperature, pressure was  studied. We  confirm  that  this process  is eco‐friendly method and  commercial application 
due  to  the mild  condition  and  also  catalyst  has  a  competitive  price,  re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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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

인이며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거

나, 생성을 감축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독성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화합물로 변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Lee et al. 2011; Geoffrey et al. 2004)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풍부한 탄소원료의 근원이기에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실용 재료를 제조하는 연구도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Y. 

Hwang et al. 2006)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유기화합물 변환은 환경을 보호하고, 

석유의존도가 높은 화학산업에서 자원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활용 이라 할 수 있다. (Kember et 

al. 2011; Tahani et al. 2017)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매년 2백

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고 한다. (Kim and Ryu et al. 

2015)

이산화탄소는 우레아, 메탄올, 카보네이트류, 옥사졸리디

논계 등 여러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이 중 에틸렌카보네이트는 카보네이트 용매 중 

가장 높은 분극화 능력을 제공하여 리튬염의 용해를 용이하

게 한다. (Michael et al. 2016; Zhao et al. 2008; Hong et al. 

2018; Bhanage et al. 2002) 또한, 전기화학적, 안정성, 낮은 

점도와 어는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튬이온 이차

전지용 액체전해액으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에틸렌카보네이

트는 디메틸카보네이트 합성에 있어서 맹독성과 부식성이 강

한 포스겐의 대체물질로 사용이 가능하며, (Hong et al. 2002; 

Han et al. 2007) 디메틸카보네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의 합성

원료와 친환경 유기용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에틸렌옥사이

드와 고리부가반응 시켜서 에틸렌카보네이트를 합성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에틸렌카보네이트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

한 설비를 구축하기 전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균일계 유

기촉매 사용조건 및 공정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실험 및 결과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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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ynthesis process of ethylene carbonate with using Carbon Dioxide.

Catalyst NO. NO. 1 NO. 2 NO. 3

Structure

Molecular Weight (g/mol) 498.5 470.4 530.5

Purity (%) > 99% > 99% > 99%

Table 1. Ethylene Carbonate Synthesis Catalyst

2. 실험 및 방법

2.1 실험 물질

에틸렌카보네이트 합성을 위한 에틸렌옥사이드는 한화토

탈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99.9% 이상의 순도를 사용

하였다. 파이브라인을 통해서 공급받는 에틸렌옥사이드는 별

도의 저장탱크에 보관을 하고, 파일롯 실험 시 외부에 노출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99.999%)는 

molecular sieve 5A/12X (Aldrich)의 충진 컬럼을 통과시켜 

수분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촉매는 Table 1. 

과 같으며 충북대학교 촉매연구실에서 제조하여, 에틸렌카보

네이트 합성이 충분히 검증된 아민계 유기촉매를 사용하였

다. (M Hong et al. 2016)

2.2 합성 장비

에틸렌카보네이트 합성은 1 L 용량 SUS 304재질의 설계

온도 200°C, 설계압력 100 bar의 교반이 가능한 고온, 고압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전기를 이용한 가열용 맨틀을 사용하

여 승온을 시키며, 반응기 내부 바이메탈 온도계가 연결되어 

있고, 냉각수를 반응기 내부 코일에 공급할 수 있어 온도 조

절이 가능하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파일롯 실험실로 공급 

되는 에틸렌옥사이드는 별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장용기 

(SUS 304)에 받을 수 있어 소수점 첫째 자리 저울로 정량 확

인이 가능하다. 

합성된 에틸렌카보네이트의 순도 확인은 가스크로마토그

래피 (동일시마즈, GC-2010, FID)를 이용하였으며 DB-WAX 

(30 m × 0.25 mm × 0.25 um) 컬럼을 사용하였다. 

2.3 실험 방법

촉매를 반응기에 넣고 실험에 사용될 이산화탄소를 사용

하여 반응기 기 상태 확인 및 치환을 하였다. 에틸렌옥사이

드는 에틸렌옥사이드 저장용기에서 450 g (10.21 mol)을 정

량하고 반응기에 사입 후 교반 및 승온을 시작하였다. 반응온

도에 도달하였을 때, 이산화탄소를 반응기 압력과 동일하게 

40 bar의 압력으로 주입하면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최적의 공정조건 확인을 위하여 에틸렌카보네이트 합성은 

촉매종류, 촉매농도, 반응시간, 반응온도 별로 진행하고, 반응

이 완료되면 60°C로 냉각 후 질소를 이용하여 미반응 에틸렌

옥사이드를 제거 후 반응물의 질량을 확인하고, 가스크로마

토그래피로 순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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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카보네이트 (분자량: 88.06 g/mol) 1 mol은 에틸렌

옥사이드 (분자량: 44.05 g/mol)와 이산화탄소(분자량: 44.01 

g/mol) 각 1 mol이 반응하여 합성된다. 위와 같이 진행된 실

험에서 원료로 사용된 에틸렌옥사이드 450g (10.216 mol)에 

동일한 몰 비율로 이산화탄소가 반응된 이론치 에틸렌카보네

이트의 생성량 899.6g (10.216 mol) 대비 실험으로 회수된 반

응물의 질량 비율로 전환율을 계산하고 비교해 보았다. 전환

율 계산에서 실험으로 회수된 반응물의 질량은 가스크로마토

그래피로 확인된 에틸렌카보네이트의 순도로 보정한 값을 사

용하였다.

합성에 사용한 실험 장비는 Fig. 2와 같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ynthesis apparatus.

3. 결과 및 고찰

상업적 생산에 적용 가능한 에틸렌카보네이트 공정 조건

을 연구하기 위하여 촉매종류, 촉매농도, 반응시간, 반응온도

에 따라 합성실험을 진행하고 확인된 전환율을 이용하여 결

과를 비교해 보았다.

실험결과 반응시간이 증가될수록 전환율은 높아졌으며, 반

응 3시간 후 촉매종류, 촉매농도, 반응온도 조건에 따른 에틸

렌카보네이트 합성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순도분석결과 모두 98.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3가지 촉매 모

두 반응시간과 마찬가지로 촉매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에틸렌

카보네이트의 전환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촉매 별 농도, 반응온도에 따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

여 Table 3과 같이 반응 3시간 후 에틸렌카보네이트의 전환

율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결과 Catalyst NO. 2 농도 0.2 mol%를 사용하여 150°C

에서 에틸렌카보네이트를 합성할 경우 가장 높은 98%의 전

환율이 확인되었으며, Catalyst NO. 2, NO. 3 촉매를 이용하

여 반응온도 130°C 이상에서 촉매농도 0.1 mol% 이상 사용

하였을 경우 90% 이상의 전환율이 확인되어 충분히 공정에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Catalyst NO. 3의 경우 80°C 저온에서는 가장 높은 전환율

을 보였지만, 온도가 130°C이상일 경우 Catalyst NO. 2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촉매의 Phenol 기에 

치환된 Ether 그룹의 열 안정성이 떨어져 고온에서 일부 분해

가 진행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합성된 에틸렌카보네이트를 온도 150°C, 진공 (5 torr이하) 

조건에서 증류시켜 에틸렌카보네이트와 촉매를 분리시킬 수 

있었다. 회수한 촉매의 재 사용시 성능 확인을 위하여 회수시

킨 촉매와 반응에 사용하지 않은 촉매를 9:1 비율로 혼합 사

용해서 에틸렌카보네이트를 합성하고 전환율을 확인해 보았

다. 회수시킨 촉매와 반응에 사용하지 않은 촉매 9:1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농도를 0.2 mol%, 반응온도 150°C, 반응시간 

3시간으로 총 2회 촉매 재사용 실험을 하였으며, 그 외 실험

조건은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전 실험과 같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순도분석

결과 모두 98.5%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론치 에틸

렌카보네이트 생성량 대비 반응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

석된 순도로 보정한 생성물의 질량 값의 비율로 전환율을 확

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atalyst NO. 1, NO. 2의 경우 합성 후 회수한 촉매를 2회 

재사용하여 에틸렌카보네이트를 합성에 사용한 결과 촉매를 

처음 사용하여 합성한 에틸렌카보네이트의 전환율 대비 90% 

이상의 전환율을 보이며, 재 사용 전 촉매의 성능을 거의 유

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talyst NO. 3을 재

사용 실험 한 결과 촉매를 처음 사용하여 합성한 에틸렌카보

네이트의 전환율 대비 1차 재사용의 경우 91%, 2차 재사용의 

경우 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talyst NO. 3의 경우 에틸렌카보네이트 합성 실험 시 저온

에서는 Catalyst NO. 2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전환율

을 보였지만, 고온에서 전환율이 낮아지는 결과와 마찬가지

로 고온에서 촉매의 열분해로 인한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와 

동일한 이유라고 판단되며, 고온반응 공정에서 촉매를 재 사

용시 반응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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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thylene carbonate conversion rate by reaction condition.

Catalyst Conc. 
(mol%)

Reaction Temp.
(°C)

Reaction Time.
(hour)

Ethylene Oxide 
Weight (g)

Catalyst Weight
(g)

Product Weight
(g)

Purity
(%)

Conversion
(%)

0.05

80

3 450

2.5463

501 99.1 55

130 656 99.2 72

150 680 99.4 75

0.1

80

5.0925

620 99.1 68

130 773 99.3 85

150 810 99.2 89

0.2

80

10.1850

593 98.6 65

130 805 98.7 88

150 850 98.5 93

a) In case of using catalyst NO. 1

Catalyst Conc. 
(mol%)

Reaction Temp. 
(°C)

Reaction Time. 
(hour)

Ethylene Oxide 
Weight (g)

Catalyst Weight 
(g)

Product Weight 
(g)

Purity
(%)

Conversion
(%)

0.05

80

3 450

2.4027

557 99.2 61

130 770 99.3 85

150 799 99.0 88

0.1

80

4.8054

748 89.9 75

130 845 99.1 93

150 864 99.1 95

0.2

80

9.6109

732 98.5 80

130 870 98.7 95

150 895 98.6 98

b) In case of using catalyst NO. 2

Catalyst Conc. 
(mol%)

Reaction Temp.
(°C)

Reaction Time.
(hour)

Ethylene Oxide 
Weight (g)

Catalyst Weight
(g)

Product Weight
(g)

Purity
(%)

Conversion
(%)

0.05

80

3 450

2.7097

620 99.1 68

130 738 99.2 81

150 728 99.4 80

0.1

80

5.4194

735 98.9 81

130 815 99.0 90

150 847 99.1 93

0.2

80

10.8383

772 98.7 85

130 841 98.6 92

150 871 98.5 95

c) In case of using catalyst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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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NO.

Recovered
CatalystWeight

(g)

Fresh 
Catalyst

Weight (g)

1st. Reaction
1st. Catalyst Recycling 

Reaction
2nd. Catalyst Recycling 

Reaction

Product (g) Conversion (%) Product (g) Conversion (%) Product (g) Conversion (%)

NO. 1 9.1665 1.0185 846 93 819 89 783 85

NO. 2 8.4698 0.9611 899 98 888 97 865 94

NO. 3 9.7545 1.0838 875 95 795 87 673 73

Table 4. Synthetic conversion rate by catalyst recycling.

Catalyst Concentration 
(mol%)

Reaction Time. Reaction Temp.(°C)
Conversion (%)

Catalyst NO. 1 Catalyst NO. 2 Catalyst NO. 3

0.05 3 hour

80 55 61 68

130 72 85 81

150 75 88 80

0.1 3 hour

80 68 75 81

130 85 93 90

150 89 95 93

0.2 3 hour

80 65 80 85

130 88 95 92

150 93 98 95

Table 3. Ethylene carbonate conversion by reaction condition after 3 hours reac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스케일로 성능이 확인된 알킬렌카

보네이트 합성용 아민계 유기촉매를 사용하여 파일롯 스케일

로 촉매종류, 촉매농도, 반응시간, 반응온도에 따라 에틸렌카

보네이트를 합성하고, 전환율을 확인하여 에틸렌카보네이트

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공정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반응시간을 오래하고, 반응온도, 촉매농도가 높

아짐에 따라 전환율이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talyst NO. 2의 경우 촉매농도 0.2 mol%, 반응온도 150°C

에서 98%의 높은 전환율을 보이며, 촉매농도 0.1 ~ 0.2 

mol%, 반응온도 130 ~ 150°C에서 94% 이상의 전환율로 에

틸렌카보네이트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에틸렌카보네이는 증류공정을 통하여 촉매를 제거

할 수 있었으며 회수된 촉매를 재사용하여 성능 확인한 결과 

재사용 전 합성 시 전환율 대비 95%이상의 전환율이 확인되

어 공정 적용에 적합한 촉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에틸렌카보네이트 제조에 적용 가능한 

공정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업적 생산을 위한 반응

기, 증류기 등의 제조시설 설계 및 운전 조건을 구축하는데 

참고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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