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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핀 제조를 위한 열분해공정에서의 잔유(PPRO)를 원료로 황산화 반응을 통하여, polynaphthalene sulfonate formaldehyde 

condensate (PNS) 반응 공정에 비하여 좀더 단순한 공정으로 2 h 이내의 반응시간에도 우수한 성능의 무기물 분산용 분산제

(NPS)를 제조 하였다. 합성한 분산제의 자외선 흡수 곡선은 PNS와 비슷하여 다양한 나프탈렌 유도체의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NPS는 시멘트, 산화철 및 탄산칼슘 등 무기입자들의 분산계에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Dispersants were prepared from petroleum pyrolysis residual oil (PPRO) through sulfonation. Without employing a conven-

tional polynaphthalene sulfonate formaldehyde condensate (PNS) process, the dispersants (NPS) were synthesized by a simpler 

process only in 2 h. The chemical structure of new dispersant, which has various naphthalene derivative groups, was similar 

to PNS conformed by UV-visible spectroscopy curves. The new dispersants demonstrated high dispersing ability in inorganic 

suspension ; cement, Fe2O3, and Ca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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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석유 증류분의 정제에는 이전부터 진한 황산으로 세정하는 황산 정

제법을 행하였다. 이것은 석유 제품의 저장 안정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함이며 특히 고급 윤활유, 변압기유, 유동 파라핀의 제조시 행하였

다. 이때, 석유 성분의 일부가 황산화, 술폰화되어 용해되어 있는 황산

처리액을 중화한 것을 석유 술포네이트(petroleum sulfonate, PS)라 부

르고, 이것은 물 및 광유에 용해되고, 분산성도 양호하며 방청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 졌다[1]. 이것은 분자량, 순도, 술폰산율, 중화하는

데 사용한 양이온 등이 영향을 준다. 분자량은 원칙적으로 600∼700 

정도의 큰 것이 400∼500 정도의 작은 것보다 우수하고, 고분자량의 

술포네이트에 저분자량의 것이 혼재하면 현저히 효과가 떨어지고, 불

순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역으로 녹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2].

  석유 술포네이트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

국의 Bryton Co.에서는 구조가 판명된 합성 술포네이트도 공급하고 

있다. 그 제조법은 알킬 벤젠, 알킬나프탈렌의 경우와 같이 알려진 구

조의 탄화수소를 발연 황산으로 술폰화한 제품이다[1].

  석유 술포네이트의 주 원료는 방향족 화합물이고 황산화 반응은 친

전자성 치환반응으로 가역적이다. 일반적으로 황산화제는 농황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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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황산, chlorosulfonic acid, fluorosulfonic acid 등이 사용된다[2,3]. 이

를 중화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분리 정제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사

용하였고, 분산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석유계 분산제가 

합성되어졌다[4-6].

  석유화학공정 폐⋅부산물을 이용하여 우수한 콘크리트 유동화제 

개발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는 1950년 naphthenic acid oil을 이용한 합

성을 시작으로 1976년 Suzyki 등[8]의 핏치를 이용한 합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열분해 잔유와 포

름알데히드와의 축합반응을 통한 계면활성제를 개발, 페놀-아세톤 생

산 공정에서 다량 산출되는 페놀 화합물 폐액을 포름알데히드와 축합 

반응시켜 콘크리트 유동화제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9].

  또한 올레핀 생산을 위한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상 잔유의 

일부 반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는데[10] 이들을 원료로 계면활성

제를 제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산제는 주로 석유화학에서 분리, 정제된 순수

물, 또는 특정 비점 온도 범위의 물질들을 추출하여 사용함으로 인하

여 상대적으로 원료비가 높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분산제 제

조에 있어서 고급 AE (air entraining, 공기 연행) 감수제로 알려진 나프

탈렌 설폰산 포름알데이드 축합물계(polynaphthalene sulfonate form- 

aldehyde condensate, 이하 PNS)의 합성반응은 황산화 반응 및 복잡한 

축합반응을 포함하며 20여 시간 이상으로 긴 단점이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올레핀 제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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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paration of dispersant by the sulfonation of naphthalene 

derivatives.

한 열분해공정에서의 나프탈렌 유도체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점 

160∼400 ℃인 액상 잔유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원가가 크게 

절감되며, 반응에 있어서 축합공정을 제거하여 PNS 반응 공정에 비하

여 2 h 이내의 짧은 반응시간에도 우수한 성능의 PS 계(new petroleum 

sulfonate, 이하 NPS)의 무기입자용 분산제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2. 이    론

  일반적인 방향족 술폰산은 다음의 일반 반응식과 같이 방향족 화합

물에 황산을 가함으로 제조할 수 있다[12].

  RH + H2SO4 ⇄ RSO3H + H2O                              (1)

  위 식 (1)에서 R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디에틸 벤젠, 페

놀, 크레졸 키실렌올, 클로로페놀, 메톡시 벤젠, 디히드록시 벤젠, 나

프탈렌, 메틸 나프날렌, 클로로나프톨, 나프톨, 안트라센, 아닐린, 나프

틸아민, 아미노페놀, 놀루이딘, 니트로 벤젠, 디에틸 벤젠, 디부틸 아

민, 키놀린, 트리아릴아민, 메틸나프탈렌, 도데칸, 디헥실 아민들 중 1

종이 될 수 있다.

  과량의 황산을 사용한 경우 다음 식 (2)에서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

게 된다. 

  RH + 2H2SO4 ⇄ RSO3H + H2SO4⋅H2O                   (2)

  본 연구에서의 주원료인 올레핀 제조를 위한 납사의 열분해 잔유를 

이용한 황산화 반응은 Figure 1의 반응 과정이 예상된다.

3. 실    험

  3.1. 원  료

  합성에 사용한 원료는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공정의 석유 열분해 

잔유(이하 PPRO)로서 다핵 방향족 화합물, 특히 나프탈렌을 주로 한 

화합물이 대부분 농축되어 있다[13]. PPRO의 성분분석을 가스크로마

토그래프/질량분석계(GC/MSD HP-5972)로 분석한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PNS는 콘크리트 유동화제, 염료 분산제 등으로 가장 범용적으로 

이용되며, 순수한 나프탈렌을 원료로 황산화 반응 및 축합반응을 통

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나프탈렌 및 그의 유도체로 주로 구성된 PPRO 

역시 콘크리트 유동화제 등의 분산제로의 합성이 가능하였다.

  3.2. 합성

  500 mL 가열 환류 교반 반응기의 내부 공기를 질소로 충분히 치환

시킨 뒤, PPRO를 40 g 투입하였다. 반응기의 내부 온도를 80 ℃로 가

온한 후 황산(H2SO4, Junsei Chemical. Co., 95%)을 10 min간 서서히 

적가하여 황산화 반응한 후 10∼50% 수산화 나트륨(NaOH, Kanto 

Chemical Co., 98% 이상) 수용액을 서서히 적가하면서 중화하여 pH

가 7.5∼8.5가 되도록 하였다. 황산화 및 중화 공정은 전체적으로 

No. RT (min) Mw CAS. No. Name %

1  6.25 130 21290 Indene  8.07

2  6.50 130 21268 benzene(1‐methyl‐2‐propenyl)  1.50

3  6.94 128 19903 Naphthalene 26.59

4  9.33 142 30112 1‐Methyl naphthalene 19.61

5  9.69 142 30135 2‐Methyl naphthalene 16.02

6 11.24 154 40978 Biphenyl  5.00

7 11.62 156 42811 1‐Ethyl naphthalene  3.37

8 13.70 154 40965 Acenaphthene  4.83

9 20.33 178 63062 Phenanthrene  9.86

10  others    5.15

Figure 2. GC-MS peak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pyrolysis 

residue oil from H-chemical Co. at Yeosu chemical industrial complex. 

2 h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반응 후 생성물은 상온으로 냉각하여 5∼

10 ℃에서 정치하여 망초(Na2SO4⋅10H2O)를 결정화시켜 제거하였다.

  3.2.1. 황산 첨가량에 따른 변화

  PPRO 40 g의 몰수는 0.31이고, 이에 대한 황산의 첨가량은 몰 비 

1.8∼2.8로 변화하여 투입하였다. 황산화 시간은 30 min으로 고정하여 

황산 첨가량 변화에 따른 합성을 한 후 PPRO에 대한 최적 황산 첨가

량을 결정하였다.

  3.2.2. 황산화 반응 시간에 따른 변화

  황산화 반응에 따른 최적 황산 첨가량을 결정한 후 황산화 반응 시간

을 10∼60 min으로 10 min 간격으로 변화시켜 반응 시간을 결정하였다.

  3.2.3. 반응 온도에 따른 변화

  분산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최적 황산 첨가량, 반응시간을 결정한 

후 반응온도는 70∼120 ℃로 10 ℃ 간격으로 변화시켰다.

  3.3. 물성 확인 

  3.3.1. Mini-slump test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의 mini-slump test를 위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D사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비이커에 시멘트 100 g을 취하고 

별도로 물에 준비된 분산제 시료를 일정량 첨가하여 전체 40 mL가 

되게 한 다음, 이것을 미리 준비된 시멘트에 가한다. 2 min 30 sec간 

충분히 교반 후 미니슬럼프를 측정하였다. 미니슬럼프는 상부 내경이 

20 mm, 하부 내경이 40 mm이며 높이가 50 mm인 콘(cone)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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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ini-slump test for NPS prepared from a different contents 

of sulfuric acid.

  3.3.2. 제타 전위 측정

  탄산 칼슘을 분산질로 하여 제타 전위를 측정하였다. 탄산칼슘은 

Aldrich Co.의 98%, 평균 직경은 40 µm를 사용하였다. 측정기기는 

Malnern 사의 Zeta Potential Analyzer (Zetasizer 3000 HS)를 이용하였다.

  0.5 g의 탄산칼슘 물에 녹인 현탁 용액에 각각의 분산제를 탄산칼

슘의 2 wt%를 투입하여 100 mL가 되게 한 후, 10 min간 교반하여 

시료의 제타 전위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 온도는 25 ± 0.1 ℃, 전류는 

0.1 mA, pH는 5.5 ± 0.1, capillary electro cell을 사용하여 시료의 제타 

전위 값을 측정하였으며, 시간은 2 min 30 sec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3.3.3. 산화철 입자에 대한 분산성 시험

  분산제의 무기물에 대한 분산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화철 

(Fe2O3, Aldrich Chemical Co., 99% 이상)에 첨가하였다. 측정 방법은 

Stephen 등이 제시한 것[14]과 같이 분산제를 3 ppm 첨가한 500 mL 

용액에 300 mesh를 통과한 산화철 0.5 g을 첨가하여 1 h 교반 후 30 

min 정치한 후 시간에 따른 분산제의 분산능을 자외-가시선 분광기

(UV-Vis. spectroscopy, Sinco, S-3150)을 이용하여 660 nm에서 투광

도를 측정하였다.

  3.3.4. 자외-가시선(UV-Visible) 분광분석

  제조한 분산제(NPS)는 나프탈렌 및 그 유도체를 술폰화한 화합물

이므로 나프탈렌 술폰산 구조를 갖는 전자 전이에 따른 흡광도를 자

외선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PS 및 PNS를 0.10 wt%로 한 후 증

류수로 100배 희석하여 자외-가시선 분광기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Mini-slump test

  시멘트 슬러지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mini- 

slump test를 하는 것이다. 분산제의 시멘트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동

일한 물/시멘트 비의 콘크리트 제조 시에 유동성을 증가시켜 작업성

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11]. 따라서 동일한 첨가량에서 

mini-slump test를 실시하여 분산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황산화 반응에서의 황산 첨가량은, 원료인 PPRO는 phenyl기를 포

함한 alkyl화된 나프탈렌 유도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료의 

Figure 4. Mini-slump test for NPS prepared from a various reaction 

time.

양을 나프탈렌으로 가정하고 몰수를 계산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료에 대한 황산의 반응 몰 비를 1.8

∼2.8로 증가함에 따라 미니 슬럼프 측정값도 10.5∼13.8 cm로 증가

하였다. 특히 몰 비 2.2에서는 12.0 cm의 미니 슬럼프 값을 나타내었

으나, 몰 비 2.5에서는 13.6 cm로 약 23%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몰 

비가 2.8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니 슬럼프의 증가는 단지 0.2 

cm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황산의 최적 첨가량은 원료인 PPRO와 

황산의 몰 비는 2.5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량 첨가된 황산의 

경우 중화 공정에서 첨가되는 수산화 나트륨과의 부산물인 망초 

(Na2SO4⋅10H2O)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Figur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시간을 10∼40 min까지 증가하였

을 때, 미니 슬럼프의 측정값이 10.5∼13.8 cm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20 min에서 미니 슬럼프 값이 11.3 cm이었으나, 30 min에서는 13.2 

cm로 약 14% 정도 증가하였다. 반응시간 40 min에서의 미니슬럼프는 

13.8 cm로 가장 우수하였다. 그러나 반응시간 80 min에서의 미니 슬

럼프 값은 11.0 cm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황산화 반응은 식 (2)

와 같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생성물인 H2SO4⋅H2O 양의 증가에 의

하여 역반응이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반응 시간에 따

른 때 최적 반응 시간은 40 min이었다.

  Figure 5에 반응온도에 변화에 따른 분산제의 시멘트 페이스트에 

대한 미니슬럼프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응온도를 70∼100 ℃로 

증가하였을 때 미니슬럼프 값이 11.6∼13.0 cm로 증가하였으나, 110 

℃ 이후에서는 오히려 슬럼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

산화 반응은 격렬한 발열반응이므로, 황산 투입 개시 후 2∼3 min 이

내에 반응기 내부의 온도는 황산 초기 적하 온도 보다 20∼50 ℃ 정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온으로 인해 

원료인 나프탈렌 유도체 중 일부의 분해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에서의 급격한 황산화 반응에 따른 점도 상승에 의한 균일한 반응의 

저해 등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합성한 분산제의 상대적인 성능을 확인하고자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분산제인, PNS와 NPS의 mini-slump test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

었다.

  시멘트 분산제의 사용량은 PNS는 0.3∼1.0 wt%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NPS의 적용 농도 범위도 동일하게 하여 실험하였다.

  PNS의 경우 0.4∼1.0 wt%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10.4∼1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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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temperature for Min-slump test of NPS.

Figure 6. Mini-slump according to the addition amount of dispersants.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PNS 역시 첨가량이 1.0 wt% 이상일 경우 고

체상과 액체상의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11].

  NPS의 경우 역시 0.4∼1.0 wt% 첨가 시에는 측정치가 8.5∼16.5 

cm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PNS에 비하여는 7.8∼18.3% 정도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어 PNS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4.1.1. 제타 전위 측정

  무기 입자에 대한 분산제의 흡착 및 분산거동에 대한 조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입자들과 용매 간에 반응을 하지 않는 알루미나, 실리카, 

티타늄, 그라파이트, 운모 등을 사용하고 있다[15-17].

  본 연구에서 제조한 분산제는 시멘트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벽돌 

기타 제조시의 분산제, 염료 분산제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CaCO3의 

무기 입자를 원료로 하여 제타 전위를 측정하여 Table 1 및 Figure 7

에 나타내었다.

  PNS를 첨가한 시료의 제타 전위가 -32.8 mV로 가장 큰 값을 나타

내어 탄산 칼슘 입자 표면에 PNS의 특성기인 술폰산기(-SO3

-
)의 강한 

음전하를 부여하여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한 강한 분산효과를 나타내

었다.

Table 1. Zeta Potential of CaCO3 Particles Added Dispersant (Zeta 

Potential of CaCO3 Particles = 0.3 mV)

Dispersant Zeta potential (mV)

PNS

NPS

- 32.8

- 31.2

Figure 7. Zeta potential of CaCO3 particles added NPS.

  NPS의 제타 전위는 -31.2 mV로 PNS에 비하여는 다소 낮게 측정되

었다.

  名和 등은 시멘트의 주 구성광물 중 C3A와 C4AF의 제타 전위는 각

각 +23 mV와 +44 mV로 양 (+) 전위를 나타내며 C3S는 -12 mV로 음 

(-) 전위를 나타내므로 시멘트의 수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멘트 

현탁 용액의 제타 전위는 양성 (+) 전위에서 음성 (-) 전위로 변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탁 용액의 제타 전위 값이 -15 mV 

이상인 경우 입자간 정전기적 반발력이 충분하여 현탁 용액의 안정성

이 유지된다[18]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NPS는 PNS와 거의 같은 정도의 큰 제타 전위를 나타내

고 있으며, 분산성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제타 전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4.1.2. 산화철 입자에 대한 분산성 실험

  산화철 입자에 분산제를 처리 유무에 따른 결과를 Figure 8에 나타

내었다. 산화철 분산계를 정치한 후 투광도를 측정한 결과, 3 h 경과 

후 분산제를 처리하지 않은 산화철 분산계의 투광도는 67.06%이고, 

PNS의 투광도는 10.29%이었다. 이에 대한 NPS의 투광도는 2.96%로

서 낮은 값을 나타내어 그 분산능이 매우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4.2. 합성 분산제의 분석

  4.2.1. 자외-가시선(UV-Visible) 분광분석

  분산제만을 첨가한 용액과 시멘트에 분산제를 처리한 용액의 자외-

가시선 분광분석기의 흡광도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NPS의 경우 분산제만을 첨가한 용액 및 분산제를 시멘트에 처리한 

여액에서 자외선 200∼320 nm 영역에서 특유의 흡광도 peak가 나타

났다.

  이는 나프탈렌을 원료로 황산화 및 축합 반응하여 합성한 분산제인 

PNS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나프탈렌 구조를 갖는 분자의 흡수 띠인 

것[19]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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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transmittance change with increasing time in Fe2O3- 

dispersants suspension system.

Figure 9. UV-Visible absorption curve of PNS and NPS.

5. 결    론

  올레핀 제조를 위한 열분해공정에서의 잔유(PPRO)를 원료로 황산

화 반응을 통하여, 20 h 이상 그리고 황산화 및 축합 반응이 요구되는 

PNS 반응 공정에 비하여 2 h 이내의 황산화 및 중화 공정만을 수행하

여 우수한 성능의 무기물 분산용 분산제(NPS)를 제조하였다.

  최적 반응 조건은 PPRO와 황산의 몰 비는 1 : 2.5이었고, 반응 시간

은 40 min이었다. 또한 황산화 반응은 100 ℃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분산능이 감소하였다.

  NPS의 초기 미니 슬럼프 값은 PNS의 90% 정도의 유동성을 나타내

었고, 제타 전위는 PNS는 -32.8 mV, NPS는 -31.2 mV로 나타났다. 산

화철 입자의 분산성 시험에서는 NPS의 분산능이 PNS보다 우수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광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열분해공정에서의 액상 잔유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분산

제(NPS)는, 2 h 이내의 짧은 반응시간에도 불구하고, 나프탈렌계의 대

표적인 분산제인 PNS의 성능에 필적하는 분산제로서의 성능을 가졌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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