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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성 리간드가 도입된 철 촉매로 CO2를 고리형 카보네이트 제조
연구 배경

CO2와 에폭사이드의 고리형 카보네이트 제조 공정은 Zn, Co, Al, Nd 등의
중심 금속을 사용해왔는데, 이 중에서 고온에서 진행되는 CO2 전환 반응은
CO2 저감효과가 상쇄되어 저온과 저압에서의 전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주요 성과

그린 폴리머 플랫폼 생산 공정은 유기성 폐자원과 CO2의 화학전환으로
고리형 카보네이트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철 중심 금속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CO2 화학전환을 위한 다기능성 리간드-철 촉매 기술

지속가능한 철-다기능 리간드
착물 촉매로
저온, 저압의 CO2 전환 반응 개발

주요 기술

다기능 이종 리간드 철 착물 촉매는 수소결합주개와 전자쌍주개 작용기를
내포하여, 0.050 mol% 철 착물을 이용해 60℃에서 고리형 카보네이트를 제조함
철 촉매를 통한 반응은 수율 99%로 부산물과 불순물이 거의 없는 반응이며,
저온 및 저압 조건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열적 안정도가 낮은 바이오 유래
화합물을 포함한 제조공정에서도 적용 가능함
CO2 전환율을 높여 기존의 CO2-바이오매스 유래 폴리우레탄 소재의 그린탄소
함량이 18 wt%에 불과하였으나, 본 기술을 통해 개발한 폴리머 플랫폼은
51 wt%로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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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고리형 카보네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의 원료로, PC는 내열
성, 내충격성 및 투명성이 좋기에 상품 플라스틱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리
대용 플라스틱으로 사용되며 광저장매체 소재의 원료까지 사용될 수 있는 고기
능성 플라스틱임
세계 폴리카보네이트 시장 규모는 Grand View Research 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약 6.9%의 성장률을 예상하여 `24년 약 431억 달러의 규모를 예상하며,
고기능성 폴리우레탄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가격 및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세계 폴리카보네이트 시장 규모 (출처 : Grand View Research)

기업과의 협업

실증 사업으로 Scale-up 기술 구현 가능성 검토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극대화하
기 위해 촉매 지지체의 성능 최적화 진행 후 구현을 위한 협업 예상

지재권 현황

그린 폴리머 플랫폼 제조 관련 연구에 대한 1건의 특허와 1편의 연구논문을
발간하였으며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음

향후 계획

철 촉매와 다기능성 리간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다기능성 리간드를 이용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한
리간드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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