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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프로젝트는 Para-Xylene을 원료로 생산되는 석유화학 아로마틱계 

제품인 Purified Terephthalic Acid을 생산하는 공정의 산화반응 

시스템을 Aspen plus Simulator를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산화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해석을 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Para-Xylene의 산화반응은 교반이 일어나는 연속 

반응 공정 설비인 산화반응기에서 발생하며, Acetic Acid를 용매로 

사용하여 액상 상태에서 Para-Xylene과 산소의 산화반응으로 

Terephthalic Acid을 생산한다. 이러한 산화반응 과정에서 공기 중의 

산소는 반응하고 질소는 Off-gas로 배출된다. (이 Off-gas는 Solid 

제품 이동 풍송용으로 재사용되기도 함) 그리고 주성분이 질소인 Off-

gas 성분을 측정하면, 일부 CO2 성분이 측정된다. Para-Xylene과 공기 

중 산소의 반응에서 부반응으로 CO2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CO2는 상업 

운전 사업장의‘공정 배출’온실가스로 산정되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발생 추세를 공정 변화 조건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서 상업 생산 공정에서 운전하는 반응 조건으로 Aspen plus 

Simulator 모델링을 하였다. 다시 말해, 상업 운전 data에 근접한 

Simulation 구현하기 위하여 해당 운전 data룰 가지고 반응식을 이루는 

반응물의 실질적인 생성물로의 전환율을 계산하고 이를 Simulator에 

적용하여 운전 조건 변경에 따른 CO2 발생 변화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산화반응의 CO2 배출량은 반응 압력 조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압력이 클수록 CO2 발생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Simulation 결과는 1kg/㎠g의 압력이 증가할 때 마다 CO2 발생량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연간 약 11백만원 증가하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실제 상업운전에서는 기준보다 높은 고압의 운전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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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의 문제로 운전되지 않으나, 이 프로젝트는 Aspen plus을 이용한 

Simulation Modeling을 통해 반응 압력, O2 투입량, 반응기 Overhead 

Stream의 열교환 상태 등의 운전 조건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이 되는 CO2 발생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산화반응, 파라자일렌(Para-Xylene), Aspen plus. 

학  번 : 2017-2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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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INTRODUCTION 

 

 

제 1 절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생산 산업 

 

Terephthalic Acid은 Polyester 섬유의 주원료가 되는 Aromatic 

carboxylic acid 이다. Terephthalic Acid의 순도를 높여서 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으로 생산하게 되면 음료수병으로 사용 

되는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의 주 원료로 쓰이고 산자용 

원사 및 페인트 원료로도 사용된다. 가장 보편적인 범용 석유화학 제품 

이다. 국내의 PTA 산업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몇몇 석유화학업체 

에서 생산하고 있다. 원료인 Para-Xylene 생산과 PTA를 원료로 쓰는 

PET 생산공정 간에 수직계열화된 생산 방식이 생산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원료 Para-Xylene의 이성질체인 Meta-Xylene을 사용하여 

산화반응을 통해 Isophthalic Acid를 생성하고 순도를 높여서 PIA 

(Purified Isophthalic Acid)을 생산하기도 한다. PIA의 경우 범용 

플라스틱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Meta-Xylene의 산화반응도 Para-Xylene의 산화반응기 Mechanism과 

동일하며 생산 Process 운전 조건도 유사하다. 국내에서는 ㈜롯데 

케미칼 울산사업장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Terephthalic의 대표적인 생산 공법은 Air와 함께 주원료인 Para-

Xylene를 Acetic acid 용매로 하여 Co, Mn, Br 혼합의 촉매에 의해 

반응시키는 공법이다.  

지금까지의 산업에서는 Terephthalic Acid 생산 최대화에 집중해 

왔었고 반응기 운전과정에서 산화반응의 관찰 지표로서 CO2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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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O2 농도가 측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응 관점에서의 O2 농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적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반응 

공정에서의 CO2 배출량이 해당 업체의 생산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CO2의 발생량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산화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인 CO2 배출량을 중심으로 반응, 생성물질과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물질의 상업적 특성 

 

    Terephthalic Acid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와 반응 물질의 상업적인 

특성은 원료 Para-Xylene의 산화반응 공정 및 이에 따른 CO2 

발생을 이해하는 정보가 된다.  

 

1. 원료 Para-Xylene 

 

 

[그림 1-1] 원료 Para-Xylene 

 

Para-Xylene은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및 Poly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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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 기초 원료이다. 

Crude Oil로부터 분리된 Naphtha를 가지고 Cracking 과정을 

거치면 Mixed Xylene을 얻을 수가 있다. 이 Mixed Xylene은 

Para-Xylene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Aromatic 계열의 탄화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Para-Xylene 생산 업체는 Mixed 

Xylene을 원료로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Para-Xylene를 흡착하는 

공정을 통해 원료로부터 분리하여 생산한다.  

상온에서 무색 투명한 액체이며, 어는점이 13℃ 이기 때문에 저장 

및 이송할 때 보온 상태가 중요하다. 벤젠의 유도체로서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분류한 1군 발 

암 물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Para-Xylene은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에 이어서 PET 

(Poly Ethylene Terephthalate)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물질이다.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과 

PET (Poly Ethylene Terephthalate)를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울산 

사업장이 국내 최초의 Para-Xylene 생산 업체이다. 

Para-Xylene의 경우, 다른 이성질체 보다 Melting point가 높다. 

때문에 겨울철에 결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송 배관 및 저장 탱크

에는 Steam tracing과 같은 방식의 보온 처리가 되어 있어야 액체 

상태로 보관 및 이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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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물 Terephthalic Acid 

 

 

[그림 1-2] 생성물 Terephthalic Acid 

 

 Terephthalic Acid은 TPA 라고도 불리우며, TPA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을 거쳐서 고순도의 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로 생산된다. PTA를 생산하는 공법은 AMOCO 공법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08년 지금의 한화석유화학이 

최소 생산을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Polyester 섬유의 

원료로 대부분 사용되어 주요한 석유화학 제품이지만, 2014년 

이후부터 중국 내 PTA 생산공장의 신설이 많아 공급과잉이 

진행되면서 중국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PTA 산업은 

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3. 용매 초산(Acetic Acid) 

 

[그림 1-3] 용매 초산(Acetic Acid) 

 

Terephthalic Acid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 Para-Xylene과 촉매를 

모두 용해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용매이다.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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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가 Liquid 상태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화반응 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한 Acetic Acid의 Burning은 CO2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온실가스 CO2  

 

 

 

[그림 1-4] 온실가스 CO2 

 

CO2는 대기를 이루는 여러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직접 온실 가스①  중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열을                                                                                                                                                     

흡수하는 능력에 대한 상대 평가로서 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정의하는데, CO2의 경우 GWP의 

기준이 되는 값 1을 갖는다. 그리고 연소반응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CO2-eq② 값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①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6종(CO2, CH4, N2O, PFCs, HFCs, 

SF6)의 기체를 직접 온실가스로 규정하였음 
② Carbon dioxide equivalent, 기타 온실가스를 GWP 기준으로 CO2로 환산 값.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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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Process 

 

 1.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생산 공법 

 

Para-Xylene의 산화반응을 일으켜서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를 생산하는 방식은 1953년 Scientific Design Company가 

개발한 Mid Century 산화법을 1958년 AMOCO사에서 공정 특허를 

구매하여 보완한 것이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테레프탈산 (Tere 

phthalic Acid) 생산 공법이다. 고순도의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는 1965년 Amoco Che mical Co.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 Amoco process는 PET 제조에 요구되는 높은 순도의 

Terephthalic Acid 를 생산하기 위해 각각의 단계에 따라 Crude 

Terephthalic Acid 를 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장 

널리 쓰이는 생산 공법이며 다른 공법들도 개발되어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림 1-5] Terephthalic Acid 생산공정 Schematic layou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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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및 CO2 발생 Process 

 

산화반응기에 원료인 Para-Xylene Feed가 투입되면 발열을 

일으키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Terephthalic Acid의 대부분은 

용매에서의 낮은 용해성 때문에 반응하게 된다. 이때 반응기 

내에는 아래의 물질이 존재하게 된다.    

 

- Terephthalic Acid crystals  

- Solvent with some dissolved Terephthalic Acid  

- Vapor(주로 질소로 이루어짐)  

- Acetic Acid(반응물의 용매)  

- Water 그리고 미량의 Oxygen, CO2 

 

반응기의 Overhead Vapor는 주로 질소로 이루지고 일부 CO2도 

포함하고 있으며 열교환기에 의해 응축된다. 이 Condensate는 

반응기에 재투입된다. 응축과정에서 생성되는 스팀은 다른 공정의 

열원으로서 사용된다. [8] 

반응기는 Bromine과 Acetic Acid의 높은 부식성을 견디기 위해서 

티타늄으로 내부 코팅되어 있다.  

산화반응기에 사용되는 촉매는 다원자 중금속이다. 일반적으로 

Co와 Mn은 다원자 중금속 촉매이고 Br은 유리기에 대해 재생할 

수 있는 소스이다. 이러한 촉매는 원료 Para-Xylene의 손실을 

방지 하면서 산소와 Para-Xylene의 산화반응을 일으킨다. 다양한 

Co-Mn 촉매가 사용될 수 있고 Br을 제공하는 소스로 HBr, 

NaBr 또는 Tetrabromoethane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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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인 Acetic Acid에 들어있는 수분과 불필요한 부산물은 제거되 

어야 한다. 그래서 용매인 Acetic Acid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용매 Recovery tower에서 Centrifuge부터 나온 Mother liquor를 

정제한다. 이 Tower의 상단에서 정제된 Acetic Acid는 반응기로 

재 투입되고 순수한 Acetic Acid와 혼합된다. Tower의 Bottom 

제품은 촉매 재생 공정에 투입된다. 산화반응에서 발생한 Vents 

물질은 Gas Scrubbing Tower로 보내지고 이 후 탈수 Tower로 

보내진다. Overhead 물질은 폐수처리 공정으로 보내진다. 가장 

보편적인 Terephthalic Acid 생산의 AMOCO ③  공법은 

Polymerization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순도를 맞추는 정제 공정을 

가지고 있다. 

 

 

제 4 절 온실가스 관리 – 탄소배출권과 탄소세 

 

산화반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2)에 배출량을 해석하고자 하는 

배경은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의 심각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 및 

관리 규제 방안을 위해 노력하면서 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 하고자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당사국④으로서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③ Terephthalic Acid를 생산하는 공법 중 하나이며 Acetic Acid 용매로 사용하

여 Liquid 상태에서 원료 Para-Xylene와 촉매 혼합물을 Feed로 함 
④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

국이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 -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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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여, 기업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주체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외 

에서는 탄소배출권제도 뿐만 아니라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세의 경우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 

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 

세는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 성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화석연료 

생산 및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올려 자발적인 탄소 배출 

절감을 유도하려는 발상이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 

했고 현재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산화탄소를 1ton 배출할 때마다 168달러, 노르 

웨이는 50~70달러, 스위스는 68달러, 핀란드는 48달러, 덴마크는 

31달러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달러, 멕시코는 

1~4달러, 일본은 2달러 수준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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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Para-Xylene Oxidation  

 

 

제 1절 산화 반응기(Oxidation Reactor) 

 

1.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생성 산화 반응 

 

 

 

[그림 2-1] Terephthalic Acid 생성을 위한 Para-Xylene의 산화 

반응 Mechanism 

 

AMOCO공법의 위 Mechanism에서 Para-Xylene 1Mole당 

Terephthalic Acid 1Mole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Para-Xylene 1kg 당 Terephthalic Acid 1.56kg의 생성을 

의미하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미량의 부산물 생성과 CO2로의 연소 

및 Vent 되는 손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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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화반응기의 CO2 배출 

 

[그림 2-2] 산화 반응기 Schematic layout 

 

Para-Xylene, Acetic Acid 및 촉매(Cr-Mn-Br)로 구성된 

Liquid-Phase의 Feed는 Mixing Drum에서 혼합되어 균일한 

용액으로 반응기에 투입된다.  

대기중의 공기는 Air Compressor에서 압축되어 다수의 공급 

Line을 통해 반응기 아래 부분으로 공급되어 Bubbling을 일으킴 

으로써 Mixing이 잘 이루어 지도록 한다. 

Para-Xylene 산화 반응에 필요한 O2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를 반응 

압력까지 압축하여 반응기로 공급하며 이때 대기중의 수분은 

제거되고 반응에 소모된 O2를 제외한 나머지 Off-gas인 N2는 

공정에 Solid 제품 운송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원료 Para-Xylene의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 고온의 열이 발생 

하고 이 열은 Solvent인 Acetic Acid가 기화하면서 기화열에 의해 

제거된다. 이때 기화된 Acetic Acid Vapor는 Reactor 상부에 

설치된 Condenser에서 응축되는데 일부는 Reactor로 Reflux되고 

일부는 Solvent 회수 System에서 회수되어 공정에 재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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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 Vapor가 응축되면서 Condenser에서는 고온, 고압의 Steam을 

생산하게 되어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반응 과정에서 나오는 N2와 소량의 O2, CO2 성분의 Off-gas는 

반응기 Over Head Line에 설치된 Analyzer에 의해 Vol%의 단위로 

측정된다. O2 의 Vol% 값은 산화반응의 척도가 된다. Off-gas의 

주성분은 99% 공기중 N2 이며 산화반응으로 인해 CO2가 발생한다. 

이런 CO2  측정값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주요 증빙 자료인 

활동 자료로서, PTA생산 공정의 공정 배출원인 산화반응기의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다. (산화반응기에서 발생하는 CO2의 발생량을 

실시간 측정하는 Mass 계측기가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나, 국내 모든 해당 생산공정에서는 이를 위해 

고가의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 운전에 필요한 기존의 

Vol% 측정 Analyzer를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을 보고하고 있다.) 

 

 

3. Para-Xylene Oxidation(Terephthalic Acid 생성)의 Kinetics 

     

 

[그림 2-3] Para-Xylene의 Terephthalic Acid 생성 산화반응  

Kinetics에 대한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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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처럼 1 mole의 Para-Xylene은 3 mole의 산소와 반응

하여 Terephthalic Acid로 생산된다. 이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Para-Xylene은 [그림 2-3]과 같이 4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이러한 Para-Xylene의 산화반응 Kinetic model은 아래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4]. 

 

 

 

rj (mol·L-1·min-1) 는 [그림 2-3]의 j th 반응 rate을 나타낸다. 

kj 는 온도와 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 반응속도 상수이고 βi, di 

그리고 ε는 실험에 의해 구해지는 data 이다. 

 

[표 2-1] Para-Xylene oxidation kinetics 식에 대한 Model  

parameters [4, 24] 

Parameter kj /min-1 β di/mol-1L ε 

i=1 3.15 1 26.7 

0.235 
i=2 2.94 0.700 10.7 

i=3 0.208 1 4.94 

i=4 1.42 0.979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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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산화 반응 – 상업운전 조건 

  

 1. 산화반응의 반응/생성물  

    

[표 2-2] 상업생산의 산화반응 반응/생성물 조건 

구분 물질 수량 단위 비고 

Feed 

Para-Xylene 21 wt% 
 

Air 110 Ton/hr O2: 21 Vol% 

Water(H2O) 12 wt% 
 

Solvent Acetic-Acid 65 wt% 
 

Catalyst Co-Mn-Br 1,400 ppm Liquid 상태 

Product Terephthalic Acid 
   

By-

product 

4-CBA - 
  

H2O - 
  

Off-gas 

CO2 1.38 Vol% Normal 평균 

O2 5.61 Vol% Normal 평균 

 

원료 Para-Xylene은 위와 같은 조건 하에 산소와 반응하여 거의 1:1 

반응 몰수비에 해당하는 Terephthalic Acid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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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기 Specification 및 운전 조건 Data 

 

[표 2-3] 상업생산 산화반응기 Specification 및 운전 조건 

구분 Value 단위 비고 

Size 442 ㎥ 국내 L사 조건 

반응기 내 

Temperature 
188 ~ 192 ℃  

반응기 내 압력 13~15 kg/㎤g 
Design Value 

: 24 kg/㎤g 

반응 열량 326 kcal/mol  

반응 용량

(Charge) 
90 %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Terephthalic Acid 생성조건 대한 많은 연

구 결과 Acetic Acid 용매로 Co-Mn-Br의 일정 비율 촉매 조건에서 

최적의 Terephthalic Acid 생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 조건은 다양한 실험 논문[4, 8, 20]을 통해 보고되었으며, 현재 상

업생산 공정에 적용되어 Feed되는 Para-Xylene이 Terephthalic 

Acid로 전환되는 비율은 0.989로써 높은 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3. PX:TA 반응 결과가 반응식 몰수비(1:1)에 근접할 수 있는 이유 

 

[그림 1-1]과 [그림 1-3]처럼 Para-Xylener과 Terephthalic Acid 

의 Aromatic Ring은 매우 안정적인 화학 구조이므로 반응과정에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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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형되지 않는다. 또한 Aromatic Ring에 치환된 Methyl Groups은 

Aromatic Ring 보다 산화되기 쉽다.  

그리고 용매에 녹아 있는 Liquid 상태의 Feed에서 생성된 Tere 

phthalic Acid는 침전으로 추출되어 생산 수율이 높다 [14]. 

이러한 이유로 Para-Xylene 산화반응으로 Terephthalic Acid 이 생

성되는 반응식의 몰수비가 1:1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제 3절 산화 반응 – 일반적 사실 

 

반응기의 Simulation을 위한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산화 반응에 대한 

실험실 실험 및 상업 운전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Acetic Acid 용매 조건의 반응은 Catalyst 종류 및 비율의 영향을  

   받지만 촉매의 절대적인 양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2. Semicontinuous 실험 논문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기 Stirring rate

의 차이는 생성물의 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3. Para-Xylene 산화반응에 대한 논문은 대부분 Batch or Semi-

continuous 실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최대 수율 조건하의 연속 

공정인 상업 생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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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 생산 공정 Normal mass balance 

     Terephthalic Acid 생산을 위한 Para-Xylene의 산화반응은 앞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업생산을 하고 있다.   

 

[표 2-4] 상업생산 공정의 산화반응기 Mass balance 

구분 PX TA AA Air CO2 

Input(kg/hr) 47,700 - 146,000 240,000  

Output(kg/hr) 20 73,600 - - 1.3vol% 

분자량

(kg/kmole) 
106.16 166.13 60.05 28.98 44.01 

몰수 229 221    

 

위의 생산 공정 실제 Mass balance가 의미하는 것은 Terephthalic 

Acid가 생성되는 Para-Xylene의 산화반응은 불순물의 비율이 매우 

낮고 전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Para-Xylene 산화반응식의 몰수비에 

따라 Para-Xylene 1kg이 반응하면 Terephthalic Acid 1.56kg이 

발생해야 하지만, 부반응으로 인해 Para-Xylene가 Terephthalic 

Acid로 전환되는 비율은 1이 아니라 0.98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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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CO2 발생 반응 - Over Oxidation  

 

 

제 1절 산화 반응 – CO2 발생 반응 

 

  1. Unwanted Chemistry(CO2 발생) 

    

     원료 Para-Xylene이 산소와 반응하여 Terephthalic Acid를 생산

하는 반응은 생성물과 용매의 손실(Material Loss)을 일으키는 일

부 원하지 않는 반응이 발생한다. 이러한 반응은 촉매의 성질로 부

터 설명할 수 있다.  

    Co-Mn-Br으로 이루어진 반응 촉매의 Co-Mn은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산화반응 과정에서 용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17]. 

    이 촉매는 Co, Mn, Br이 이온상태로 용매에 녹아있다 

 

M⁺⁺⁺ + CH₃COOH → M⁺⁺ + CH3 · + CO₂ + H+ 

 

2. CO2 발생 Mechanism 

 

원료 Para-Xylene의 산화반응 과정에서 CO2를 발생시키는 반응

은 ‘Burning side reactions’에 의해 발생한다. PTA공정 자료 및 관

련 논문[4]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Burning side reactions은 

Radical chain reaction mechanism을 따르는 반응으로 반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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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Oxidation”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카르복실기(RCOO-)를 가지는 반응 물질의 탈탄산반

응(decarboxylation)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Over- 

Oxidation이 발생한다. 즉, 카르복실기(RCOO-) 가지는 생성물 

Terephthalic Acid와 용매 Acetic Acid의 Over Oxidation 으로 인

해 CO2가 발생하게 된다. 

 

CH3-COOH →(via oxidative breakdown) → CO2 + CH3· 

 

               

 

             

[그림 3-1] CO2 발생 Over-Oxidation 화학 반응식 

  

 

3. Over oxidation의 Kinetics  

     

     다른 관련 논문에서 Para-Xylene의 산화반응을 Batch 반응 공정

의 실험을 통해 CO2 발생의 Over oxidation의 Kinetics 대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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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4]. 

    해당 실험 결과에 따르면 Para-Xylene의 Oxidation과 Over 

Oxidation 사이에는 Stimulative and Competitive 관계가 존재하고 

burning side의 Over oxidation kinetics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여기서 Ci 는 반응물의 mole concentration(mol·L-1)이고 ri 는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Para-Xylene 산화반응 단계에 해당하

는 rate 이다. 

    위 식을 통해 Rate rCO2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표 3-1]에서는 

Over Oxidation의 Kinetics에 대한 Model parameters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상업운전에서는 Para-Xylene의 산화반응기는 Steady state에

서 연속공정으로 가동되고 [그림 2-3]에서 보여주는 모든 Para-

Xylene의 반응 rate가 거의 동등(equivalent) 하다. 그리고 중간 반

응물의 농도가 매우 낮아서 C1, C2, C3 ,C4 의 합은 Call <<ε으로 충

족되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위 식은 산화반응기의 Off-gas 속의 CO2 volume fractions을 계산



 

 21 

하기위 사용되기도 한다 [4]. 

 

    [표 3-1] Over oxidation kinetics 식에 대한 Model parameters  

[4] 

α1/mol·L-1 α2 β ε/ mol·L-1 

0.0769 0.0298 0.248 0.12 

 

     위에서 언급한 Kinetics 식에 대한 정보는 Batch 공정에서 실험을 

바탕으로 구한 값들이다. 해당 실험 조건들은 실제 상업 운전 조건

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반응의 kinetics 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만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Aspen plus simulator를 이용하여 실제 

운전 조건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업 운전 data를 이

용한 Simulation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의 제4장 제2절에서

는 다른 연구 결과의 실험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정 산화

반응 System과 일치하는 결과의 Data 값을 도출하기 위한 

Simulation을 실시한 것을 설명한다. 

 

 

 

4. 상업 생산에서의 CO2 발생률 

 

상업 운전에서는 Reactor 내에서 CO2 발생 반응 상태를 알 수 있

는 척도로서 Vent Off-gas 중의 CO2 부피 함량을 측정하는 

Analyzer 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적 운전 조건에서 1.3 Vol% 정도

로 측정된다. 이러한 Vol%의 측정값을 가지고 Mass 단위로 환산하

여 해당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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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O2 1.3 Vol%를 Mass 단위로 환산하는 식 

(산화반응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중 하나) 

         

식. tCO2/hr=A(CO2 kmole/hr)/1000×CO2 분자량(44.010) 

 

여기서 A는,  

측정된 CO2(vol%)×Air 투입량(ton/hr) / Air 분자량(28.95)

× 공기중 질소 함량(0.79) / 배출된 N2 (vol%)×1000 

       

[표 2-4]의 Data를 가지고 위의 식을 계산하면 CO2 1.3 Vol%

는 3.8 ton/hr의 발생량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업 운전 조

건으로 볼 때, 투입되는 Acetic Acid과 발생하는 Terephthalic 

Acid를 적용하면 CO2 전환율은 0.0044임을 알 수 있다. 

 

 

제 2절 CO2 발생 및 경제적 중요성 

 

1. Para-Xylene이 산화반응을 통해 Terephthalic Acid로 전환되는 과

정은 Acetic acid 용매 조건하에 Liquid 상태에서 원료 및 Cr-Mn-

Br 촉매를 반응시켜서 반응식 조건에 해당하는 1:1 몰수비에 근사한 

높은 수율을 얻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높은 수율의 조건하에서도 

Terephthalic Acid 와 Acetic Acid의 미량은 CO2 를 발생시키는 물

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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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산화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서 22,000원/CO2-eq (2018년 6월 기준)로 거래되고, 사업장은 배

출권 부족시 이를 매수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배출권 구매 비용은 제

품 Terephthalic Acid 의 판가 대비 매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상

업생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비용을 

발생하게 만드는 부분임이 분명하다. 또한 용매인 Acetic Acid은 보

통 외부 구매 물질로서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때문에, Acetic Acid의 

CO2 생성은 금전적 손해가 된다. 

 

3. Simulation은 촉매의 영향은 무시하고 반응 결과에 따른 실제 공정

의 전환율을 적용하여 압력, 산화반응기 투입 산소 조건, 산화반응 

System 내 열교환 조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 변화량을 도출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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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산화반응 System Simulator Modeling 

 

 

제 1절 Aspen plus Simulator Set-up  

 

이 프로젝트에서는 Aspen plus를 사용하여 Para-Xylene과 O2의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 내에서 제품 Terephthalic Acid를 생산

하는 반응과 Solvent인 Acetic acid, Terephthalic Acid의 Over-

Oxidation으로 인한 CO2 생성 반응의 Simulation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정 조건에 따라 CO2 배출량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

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Silmulation Modeling 과정에서 실제 공정 운전 조건을 반영하기 위

해 상업 운전 Feed 조건과 반응 System 운전 Specification을 적용

하였다. Kinetic factor을 구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지는 않고 이미 

알고 있는 반응식의 상업 공정 전환율을 통해 반응기를 설정하였다.  

 

1. Aspen plus의 반응기(Reactor) Modeling 

    

     반응(Reactions)은 화학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적으

로 저가의 물질(반응물)을 고가의 제품(생성물)으로 전환시키는 

Process이다. 이러한 반응을 일어나는 반응기는 적합한 설계와 운

전을 통해 원하는 반응물을 최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반응기 

설계는 반응에 적합한 열역학과 화학 운동량, 전환 반응식의 양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Aspen plus의 반응기 Simulation을 하기 위해서

는 이 Simulator가 반응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여러 개의 화학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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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델 반응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1] Reactor Diagram 

 

일반적으로 Simulator에서 보여주는 반응기는 위의 [그림 4-1]과 

같이 반응물질이 반응기로 투입되는 Stream과 생성물이 나오는 

Output Steam으로 표시되며 선택적으로 반응열 Heat duty를 표시

할 수 있다.  

몇 가지 Aspen plus의 반응기 종류 및 특징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1 RGibbs 

 

RGibbs Reactor는 상세한 화학량론이나 Yield을 고려하지 않

아도 반응 계산을 제공한다. 

이 반응 Calculations은 이 System에 대한 Gibbs energy를 최

소화하는 것에 기준하여 계산된다. 위의 Reactor block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Input과 Output을 취하고, 선택적으로 Heat 

Input과 Output Stream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Reactor 

block은 Phase와 화학 평형을 계산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고 

Aspen plus의 Setup | Specifications form에서 Specific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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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와 도달하는 Temperature의 평형상태의 값을 얻을 수 있

게 한다. RGibbs Reactor block은 또한 Multiple output streams

이 사용될 때, Aspen plus의 the Setup | Products and Setup | 

Assign Streams forms에서 각 Phase에서 성분들이 표현하는 

Phases 수(Number)를 제공하여 준다. 그리고 Outlet streams

의 Phase을 어떻게 표현할 것 인지 나타내준다. 

RGibbs Reactors는 상평형 또는 동시 상(Simultaneous Phase), 

화학 평형을 다루며, 고용체(Solid solutions)과 Vapor-liquid- 

Solid의 상평형에 대해 Simulation 한다. 

 

1.2  RCSTR and RPlug 

 

Reactor의 조금 더 자세한 Simulation이 필요할 때, RCSTR과 

RPlug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CSTR과 RPlug은 

Specific conditions 조건에서 실행되는 Reactor를 Simulation할 

때 사용된다. CSTR에서 두 가지 Design 변수(Pressure와  

Temperature 또는 Heat duty)와 Valid Phases의 조건 그리고 

반응기 조건이 필요하다.  

반응의 Arrehenius 방정식[ki = ki0 exp(-Ea/RT)]을 알고 있다면 적

용이 가능하고 어떠한 Type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Specification (Temperature, 열전달계수 등)이 다양해 지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Reaction type은 반응에 대한 kinetics과 평형상태, 

LHHW(Langmuir-Hinshelwood Hougen-Watson) kinetics를 

Aspen plus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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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stoic (Stoichiometric reactor based on known fractional 

conversion) 

 

반응의 화학반응 양론을 알고 있으나 반응 kinetics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반응기 모델이다. 선택적으로 water 

decant 표시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양론

적 계수를 입력하여 반응식을 완성할 수도 있으며, Multiple 반응

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한 "Reactions occur in series" 

으로 진행하면 반응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 Simulator가 계산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입력된 반응은 병행하여 계산된다.   

만약 입력된 반응이 연소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연소 공정으로 

계산되게 할 수 있으며, 완전 연소(complete combustion)로 가

정하여 Simulation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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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Aspen plus Simulation – 반응기 System Modeling 

 

1. Specification of Component 

 

     Aspen plus Simulator를 실행하여 ‘Chemicals with Metric Units’ 

Template를 선택하여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산화반응기에 Feed 

Component인 반응물과 생성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Components를 

찾아 불러 올 수 있다. 

 

    [표 4-1] Aspen plus Simulator Setup 

Chemical Simulation with Metric Unit ℃, kg/㎠g, kg/hr 

Property Method NRTL 

Flow basis for input Mass 

Stream report composition Mass flow 

 

석유화학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Metric Unit 단위과 실제 공정의  

계기를 통해 확인하는 Mass 단위를 적용하여 Setup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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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Components specifications 반응물, 생성물 선택 

Component 

ID 
Type Component name Alias 

AA Conventional ACETIC-ACID C2H4O2-1 

H2O Conventional WATER H2O 

N2 Conventional NITROGEN N2 

O2 Conventional OXYGEN O2 

CO2 Conventional CARBON-DIOXIDE CO2 

TA Solid TEREPHTHALIC-ACID C8H6O4-D3 

TA(AQ) Conventional TEREPHTHALIC-ACID C8H6O4-D3 

PX Conventional P-XYLENE C8H10-3 

 

Aspen plus 에는 Components의 Parameters Data를 가지고 있으

며 이를 적용하여 Modeling을 시작한다. 

 

 

 2. Selection of property Method 

 

어떠한 Method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 Stream 결과가 도출될 

수 있거나 오류 또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러가지 

적합한 Method를 선택하여 Simulation을 한 결과, 아래의 조건들에 

고려해야한다. 

 

- Specify process type : Chemical Process  

- Carboxylic acid  

- Organic acids(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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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quid 상태의 반응물  

- Liquid-Vapor 상태의 반응 결과물  

- 비극성의 Hydrocarbon  

- Light gas 상의 CO2 

 

 

3. 반응기의 선택 – Rstoic(Stoichiometric reactor based on known 

fractional conversion) 

    

Aspen plus로 산화반응 System을 Simulation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반응기 중 실제 화공양론적 반응식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반응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산화반응 Mechanism 대한 화학양론과 전환율(fractional 

conversion)을 알고 있기 때문에 RStoic (Stiochiometric reactor 

based on fractional conversions) 반응기를 선택한다.  

실제 공정 값을 도출할 수 있는 Arrehenius equation을 구하기 어

렵다면, 공정 Operating Data를 알기 때문에 반응에 대한 화학양론

과 전환율(fractional conversion)을 Aspen plus 적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Flow sheet에서 반응기를 선택하여 산화반응 공정의 설비 

및 Stream를 가지고 Simulation을 시작한다.  

 

 

4. Terephthalic Acid 및 CO2 생성 반응 입력 

 

앞서 언급하였듯, 원료인 Para-Xylene과 산소가 반응하여 [그림 

3-1] 같은 반응식으로 Product인 Terephthalic Acid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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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응열로 인한 Over Oxidation로 인하여 CO2가 발생하는 부반

응이 발생한다. 이를 [그림 4-5]와 같이 선택한 반응기 Sheet의 

Reactor-Setup-Reactions 에 입력할 수 있다.  

또한 각 반응에 대해 제3장 제1절에서 계산한 상업운전 결과를 반

영한 Fraction conversion을 반응식에 적용할 수 있다.  

 

·Fractional conversion 0.989 of compoenet PX 

       ·Fractional conversion 0.0044 of compoenet TA/AA 

 

[표 4-3] Aspen plus의 Reactions 입력 반응식 

Rxn 

No. 

Specification 

type 
Stoichiometry 

1 
Frac. 

conversion 
PX  + 3 O2  ->  TA(AQ) + 2 H2O 

2 
Frac. 

conversion 
TA(AQ)  + 7.5 O2  ->  8 CO2 + 3 H2O 

3 
Frac. 

conversion 
AA(MIXED)  + 2 O2  ->  2 CO2 + 2 H2O 

 

5. 산화 반응 공정 Modeling 

 

산화 반응 공정은 반응기뿐만 아니라, 반응기에 투입되는 반응물

Feed Drum과 Vapor 상태의 생성물이 온도는 낮추어 Recycle 하

는 Over Head 열교환기 등 반응기를 중심으로 전/후단의 설비들이 

있다.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산소는 실제 공정처럼 공기의 투입으로 

Stream을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직접 O2는 Zero 이지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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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O2 Enrichment가 가능한 만큼 두가지 O2 투입 Stream를 표

시하였다. 이를 [그림 4-2]와 같이 Modeling 하였다.  

 

 

 

[그림 4-2] 산화반응 System Simulation Schematic layout 

  

 

5.1  FEED Stream 조건 Modeling 

 

상업 생산의 연속 운전 조건을 반영하여 Feed 량의 21wt%는 

Para-Xylene으로 입력하고, Solvent인 Acetic Acid는 65wt%, 

Water는 12.5wt%로 feed 조건을 설정한다.  

산화반응기를 거쳐서 Recycle 되는 물질 중 일부 Para-Xylene

과 Terephthalic Acid가 Feed 중에 포함되는 연속 공정이기 때

문에 나머지를 성분을 입력한다. 또한 생성물인 Terephthalic 

Acid는 Soild 상태 및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염

(Salt)의 반응을 Properties – Chemistry에서 [그림 4-3]과 같

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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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반응기 FEED Stream  

 Value Unit 

Temperature 52 ℃ 

Pressure 1 Atm 

Total flow basis Mass - 

Total flow 225,000 kg/hr 

Composition 

Acetic Acid 0.651 

Mass Frac Para-Xylene 0.212 

Water 0.137 

 

 

 

   [그림 4-3] Terephthalic Acid Specifying Chemistry 설정 

 

 

5.2  Reactor 운전 조건 Modeling 

 

산화반응기의 운전 조건은 실제 상업 운전 압력 조건으로 [표 

4-5]과 같이 입력한다 

Terephthalic Acid 생성 최적화 상태인 실제 상업운전 조건이다. 

반응열의 계산은 선택사항임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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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산화반응기(RStioc) 운전 조건 

 Value Unit 

Pressure 13.8 kg/㎠g 

Duty 0 Gcal/hr 

Valid phases Vapor-Liquid - 

 

 

5.3  산화반응기 Over head 열교환기 조건  

 

산화 반응 공정에서는 반응 후 Vapor 상태로 나오는 반응물

을 열교환을 통해 응축시키는 것이 중요한 공정이다. 이는 원료 

및 제품 Terephthalic Acid가 Vapor 상태로 계 외로 빠져 나가

는 손실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열교환시 반응기의 Vapor 열원은 공정용 Steam을 생산하는 열

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1차 열교환기를 통해 5 kg/㎠g 의 압력

의 Steam을 생산할 수 있고 나머지 열원으로 2차 열교환기에서 

1.5 kg/㎠g의 Steam을 생산할 수 있다. 발생한 Steam은 타 공

정 열원이나 Steam Turbine으로 투입되어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다. [표 4-6]과 같이 산화반응기 Over head 1차 열교환기의 

Hot Stream Outlet 온도와 압력 운전 조건 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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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산화반응기 Over head 1차 열교환기 설정 

 Value Unit 

Flash Type 
Temperature 172 ℃ 

Pressure 13.65 kg/㎠g 

Valid phases Vapor-Liquid - 

     

..[표 4-7] 산화반응기 Overhead 2차 열교환기 설정 

 Value Unit 

Flash Type 
Temperature 141 ℃ 

Pressure 13.5 kg/㎠g 

Valid phases Vapor-Liquid - 

 

[표 4-7]과 같이 산화반응기 Over head 2차 열교환기의 Hot 

Stream Outlet 온도와 압력 운전 조건 값을 설정한다. 상업운전 

조건과 동일하게 입력하여 Simulation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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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Conclusion 

 

제 1절 조건에 따른 CO2 변화 Trend  

 

상업생산 공정의 운전 조건을 적용하여 반응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

응 공정 System을 Simulation Modeling하여 운전 Data의 변화에 따

라 CO2 발생 변화를 도출하였다.  

 

  1. 산화반응 System Simulation Stream 결과 

 

[표 5-1] 산화반응 System Simulation Stream 결과_Normal 조건 
 

kg/hr wt% kg/hr wt% kg/hr wt% kg/hr wt% kg/hr wt%

Para-Xylene 47700 0.212 47700 0.212 0 0 0 0 512 0.001

Terephthalic Acid 0 0 0 0 0 0 0 0 72423 0.073

H2O 30825 0.137 30825 0.137 0 0 0 0 186279 0.188

N2 0 0 0 0 0 0 184080 0.767 184110 0.186

O2 0 0 0 0 0 0 55920 0.233 10398 0.011

CO2 0 0 0 0 0 0 0 0 3648 0.004

146475 0.651 146475 0.651 0 0 0 0 531101 0.537

kg/hr wt% kg/hr wt% kg/hr wt% kg/hr wt% kg/hr wt%

Para-Xylene 501 0.001 161 0.000 59 0.000 289 0.001 11 0.000

Terephthalic Acid 0 0.000 0 0.000 0 0.000 0 0.000 72423 0.339

H2O 164015 0.212 99139 0.244 38776 0.328 26099 0.105 22264 0.104

N2 183690 0.237 20 0.000 9 0.000 183660 0.736 420 0.002

O2 10367 0.013 2 0.000 1 0.000 10361 0.042 31 0.000

CO2 3634 0.005 3 0.000 2 0.000 3607 0.014 14 0.000

412601 0.533 307463 0.756 79542 0.672 25596 0.103 118500 0.555

Liquid,Slurry

Pressure(kg/㎠g)

Vapor Liquid Liquid Vapor

Unit

성

분

Acetic Acid

State

Temperature(℃)

State

Temperature(℃)

Pressure(kg/㎠g)

STREAM No.

Service

STREAM No.

Unit

Service

성

분

Acetic Acid

Liquid Liquid Gas Gas Liquid,Vapor

1 2 3 4 5

FEED FEED→Reac O2 Enrich Air→Reac Reac Out 

6 7 8 9 10

Reac OVHD EX1→Reac EX2→Reac EX2 Out Reac BTM

13.8 13.7 13.7 13.7 13.8

22 - 16.4 13.81

52 51.3 - 164 197

190 172 141 14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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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의 상업운전 Data를 적용하여 산화반응 System의 Feed 

Stream 값과 반응기 온도, 압력 조건 값 그리고 산화반응기 Over- 

head Condenser 열교환기 Performance을 Simulation을 하였다. 

[그림 4-2]에 표현된 산화반응기 System의 주요 Stream 결과는 

[표 5-1]과 같으며, 제2장 3절에서 보여준 실제 생산되는 운전값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Stream No. 5에 해당하는 CO2 값이 산화반응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으로 산정되어 상업운전 사업장에서 연간 보고되는 수치이며, 일반

적인 운전에서는 Air 외에 외부에서 O2를 추가 투입하지 않는다.  

 

 

 

2. 반응 압력 변화에 따른 CO2 발생 변화 

 

산화반응기의 압력은 Process Control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압력에 따라 반응 온도를 변화 시킬 수도 있다. 실제 상업운전에서

는 반응기 Out Flow의 Control Valve의 유량 조절을 통해 반응기 

내 압력 을 조절한다. 반응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운전 변수는 압력

의 변화이다, 압력에 따라 온도 역시 비례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CO2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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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압력에 따른 Terephthalic Acid & CO2 변화 

 

 

[그림 5-2] 압력에 따른 O2 & CO2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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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압력에 따른 Acetic acid & CO2 변화 

 

 

[그림 5-4] 압력에 따른 N2 & CO2 변화 

 

Terephthalic Acid 생산 상업운전 조건인 반응 압력 13.8 kg/㎠g을 

기준으로하고 압력 변화에 따른 CO2 발생 변화는 반응기 디자인 압

력인 24 kg/㎠g까지 설정하였으며, 압력이 높아질수록 발생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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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최적 조건에서 압력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Terephthalic Acid와 용매인 

Acetic Acid의 Burning 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응기 압력은 11 kg/㎠g 미만으로는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Simulation 결과가 계산되지 않았다.  

Off-gas 중 CO2의 변화는 반응하는 O2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투입된 공기에 포함된 N2의 발생량은 CO2와 무관하고 압력에 

상관없이 일정하였다.  

상업운전에서 측정되는 CO2발생량은 Terephthalic Acid 생산량의 

약 0.04% 정도이며 위의 결과는 실제 공정과 근사한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적 생산의 상업운전에서는 압력을 높이는 조절

은 절대 하지 않고 있으나, 산화반응기 Over head 설비의 Outlet 

stream의 Control Valve가 오작동으로 Opening 값이 낮아질 경우 

공정 Trouble은 물론 위의 결과 같이 CO2 발생량이 증가하여 원료 

손실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금전적 손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압력 변화에 따른 Terephthalic Acid 감소 및 CO2 증

가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2.1 압력 변화에 따른 CO2 배출 비용  

 

산화반응기 운전 압력 13.8 kg/㎠g을 기준하여 위의 Simulation 

결과를 바탕으로 1 kg/㎠g 증가할 때 마다 발생하는 CO2 발생

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

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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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비용 계산 운전 조건 및 거래 단가 

·압력 범위 : 11 `~ 25 kg/㎠g 

·tCO2-eq 거래 단가 : 22,000원 

(거래가격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상반기 KAU⑤ 

평균 거래 가격 적용) 

·압력 범위 내 CO2 발생 관련 관계식 

f(x) ≒ 5.0556x + 3578.7 

x = 반응압력(11~25kg/㎠g),   f(x)=CO2  Mass flow 

            z = 22000*∆ f(x),   z=tCO2 거래 증가 비용(원) 

·1 kg/㎠g 압력 증가 시 CO2 거래 증가 비용 

        

  압력과 CO2 발생의 비례 관계를 고려할 때, 도출된 위의 식을 

적용하면 1 kg/㎠g 압력 증가 시 CO2 발생량은 시간당 약 0.06 

tCO2 증가하며, 매년 보고되는 CO2 발생량에 따른 거래 비용은 

11백만원 증가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3. O2 추가 투입(Enrichment)시 변화 

 

상업운전에서는 Para-Xylene의 완전 산화반응으로 Terephthalic 

Acid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O2 Enrichment를 시황

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Simulation의 O2 추가 투입 Stream을 변화

                                            
⑤ KAU: Korea Allowance Unit, 국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등의 할당

대상 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으로 할당량(KAU)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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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보았을 때 [그림 5-5]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5-5] O2 Enrichment시 Terephthalic Acid & CO2 변화 

   

일반적인 정상 조업에서 O2를 추가 투입하는 운전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PTA의 시황적인 영향으로 원가 비중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Simulation의 결과는 O2를 추가 200 ton/hr 투입할 경우, Tere 

phthalic Acid 생산량은 약 2% CO2는 1.1% 증가하게 되었다. 

Simulation 상으로 200 ton/hr이상 투입 조건에서는 반응 System 

Mass Balance 오류가 발생하였다.  

 

 

4. 산화반응기 Over head 열교환기 Trouble 발생 조건 변화 

 

[그림 4-6] 산화반응 공정 Simulation Schematic layout 를 보

면 산화반응기에서 발생하는 Off-gas를 Water를 사용하여 응축시

켜주는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다. Off-gas속의 Acetic Acid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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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ephthalic Acid이 포함되면 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반응기에 재투입할 수 있게 응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응축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열교환기 Hot 

stream Outlet 온도 변화에 따른 CO2 발생 변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5-6] 열교환기 Outlet 온도에 따른 Terephthalic Acid & 

CO2 발생 

 

일반적으로 상업생산 공정에서 산화반응기 Over head 열교환기는 

Shell & Tube 열교환기를 사용하며 Shell Side로 Cold Stream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Cold Stream의 Water 투입 System의 문제

가 발생하거나 열교환기 설비적 Trip으로 산화반응기 Over head 열

교환기 Outlet 온도가 증가할 경우, Terephthalic Acid 생산량은 줄

어들고 CO2 발생량은 증가하게 된다. Recycle되는 응축 Stresm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기 내 Over Oxidation이 발생하기 쉽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정상 Hot Stream Output 운전 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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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보다 더 낮은 운전 조건을 갖추면 Terephthalic Acid 생량이 

소폭 증가하고 CO2 발생량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상업운전 공정에서는 반응기 Over Head 열

량을 최대로 회수하기 위해 추가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등의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 2절 프로젝트의 제약 및 의의  

 

   Para-Xylene의 산화반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Mechanism에 대한 

Kinetic factor와 관계식를 batch 또는 Semi-contious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8, 16, 20] 이러한 연구들에서 

Para-Xylene의 산화반응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실험들은 실제 상업운전인 연속반응 공정 조건과 

실험 결과는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산화반응의 CO2 발생에 대해 실

험으로 상업운전 조건에 가까운 Kinetic 식을 구하는 실험 연구는 없

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Kinetic factor를 활용한 

Aspen plus Simulation을 실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실

제 상업 운전 data를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시행된 Simulation은 실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

과가 다르게 실제 운전되는 상업 공정의 최적 운전 Data와 함께 이미 

알려진 반응식과 그 결과인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Fractional 

conversion 값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Aspen plus simulator에서 

Kinetic factor 모를 때 적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Rstoic(Stoichio 

metric reactor based on known fractional conversion)를 적용함을

써 상업운전 결과와 유사한 Simulation을 구현하였다. 또한 실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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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공정 조건을 변화시켜서 CO2 발생 추세를 Simulation 한 것이

다. 

그리고 시행된 이 Simulation은 반응기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산화

반응 전, 후단의 Feed Drum, Overhead Codenser 등의 설비를 적용

하여 산화반응 전체 System을 표현하였고 기업에서 진행하는 산화반

응기의 온실가스(CO2) 공정 배출량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Mass값을 

계산하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실험이 동반된 화학(산

화) 반응 중심이 아닌 상업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한 산화반응 시스템

의 유량, 압력, 온도를 토대로 하여 여러 결과를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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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ation Modeling 

Analysis of Greenhouse 

gas(Carbon dioxide) Produced by 

Para-Xylene Oxidation of the 

Purified Terephthalic Acid Product 

Process 

 

KYUNG JOO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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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port is analysis of greenhouse gas(Carbon dioxide) 

quantity produced by Para-Xylene oxidation of the Purified 

Terephthalic acid (that is Aromatic product in petrochemical 

process) product process plant through using Aspen plus simulation 

modeling. 

The oxidation of Para-xylene in petrochemical plant occu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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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with agitator that is equipment in continuous reaction 

process and uses Acetic acid as solvent to produce Terephthalic 

acid in a liquid state that is intermediate product in the Purified 

Terephthalic Acid product process. Oxygen in the air is reacted in 

the reaction process and nitrogen in the air is vented as off-gas. 

(The off-gas is reused to transfer any solid product in the petro-

chemical plant) The off-gas with main component nitrogen has a 

little carbon dioxide because there is by-reaction that produces 

carbon dioxide.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by-reaction should be 

reported as a greenhouse gas that is classified as“Process 

Emission” 

This Aspen plus simulation modeling has executed to check the 

trend of Carbon dioxide by applying commercial process operating 

data of reaction system. In other words, this report has a result of 

the trend of carbon dioxide according to changing value of reaction 

system by considering actual commercial operating data that is 

fractional conversion of reactants (Para-Xylene, Terephthalic Acid, 

Acetic Acid). As a result,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oxidation 

reactor for Terephthalic Acid is most affected by reaction pressure 

of reactor. This simulation shows that the higher the pressure is, 

the more carbon dioxide generates proportionately and allows of 

calculation for the cost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The cost is that if reactor pressure increases 1kg/㎠g, the annual 

cost will increase ￦11,000,000(unit cost: ￦22,000/tCO2-eq). 

In fact, Commercial product process is not operated on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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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than normal and optimum pressure, because it can lead to 

a negative yield of Terephthalic Acid. But above all things, the 

results of this simulation though the Aspen plus simulator report 

that you can make sure how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reaction 

pressure, amount of feed oxygen etc. affect the producing carbon 

dioxide.   

 

Keywords : Terephthalic Acid, Greenhouse gases-GHGs, CO2, 

Oxidation, Para-Xylene, Aspen plus. 

Student Number : 2017-2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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