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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촉매연구팀

I. S-Oil 관심 주제
1. 중점 추진 기술 개발
(1) 친환경 수소제조 신기술 개발 (10년내 상업화 가능한 기술 개발)
- 기존 천연가스/Naphtha로부터 수소 생산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 제조 기술
- 현재 당사는 태양광으로부터 수소 제조 전극 개발 연구과제 수행 중
(UNIST 장지현 교수, 전극 수율 목표 : 10% 효율 (8.1 mA/cm2 for 1cm2),
저가형 금속을 이용한 고효율 전극 개발)
- 고효율 및 안정성이 우수한 새로운 전극 개발
(저가형 금속 대비 효율/안전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전극 개발)
. ex)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전극 개발

2. 당사 생산 부산물 또는 제품 고부가치화 기술 개발
(1) C3/C4 to BTX 전환 기술
- 현재 상업화 된 기술은 Cyclar process (UOP/BP사)이며, 당 기술 대비하여
Fuel gas 생성의 최소화하고 BTX를 최대 생산 기술 개발 필요
(Low coke-formation 및 long cycle length 포함하는 촉매 개발)
- 또는, 상기 기술외 새로운 route 개발 (from C3/C4)

(2) C2= to p-X 전환 기술 개발
- Naphtha외 light olefin으로부터 p-X 제조 신 기술 개발 (경제성 확보 필요)
- 상기 방법은 2012년 JACS에 보고된 이후, 현재 demo-plant나 상업화 실적 없음.

(3) RFCC 공정 Slurry Oil 활용 기술
- 현재 High-Sulfur Bunker-C로 Blending하여 판매 중이며, 향후 IMO 규제 이후
(0.5% S) LSD와 Blending하여 0.5%S LSFO로 판매 예정임.
- 0.5%S LSFO 가격 하락시, CBFS (Carbon Black Feed Stock)으로 판매 가능함.
- 따라서, 상기 LSFO 및 CBFS외 고 부가화 방안 필요
- Slurry Oil 물성 분석 결과 참조 (첨부1. 참조)

(4) RFCC 폐 촉매 활용
- 현재 시멘트 배합 재료로 활용외의 특이 기술 없음.
- RFCC 폐촉매 구성 성분
. Ni/V 각각 2500ppm/3500ppm 함유된 Re-USY zeolite 임 (비표면적은 약 150m2/g)
. 분말 형태 (40um이하)로 발생되며, Coke 함유량은 거의 없어 폐촉매라기보다는
분말 형태의 촉매 가루임 (RFCC 공정에서 cyclone에서 미 포집된 분말 촉매)
- 촉매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 필요 (용도 개발 위주)

3. 에너지 사업 관련 미래 기술 개발
(1) 미래 에너지 자원 개발
- 미래 에너지 자원 기술 (정유/석유화학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기존의 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은 제외)

(note) 상기 내용은 당사의 아이디어이며, 개선된 의견이 있으면 반영 가능하며,
상기 기술외에 에너지/화학 사업과 관련된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연구 제안 가능함.

II. 과제 규모 및 연구 개발 방향
1. 과제 규모 : 1억원/과제 (1단계, 과제 선정 : 2 item 내외)
2. 연구 개발 방향
. 1단계 : 2년내외 기초 연구 진행 및 핵심 기술 확보 : 특허 목표 2건 이상
. 2단계 : 상업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scale-up 연구 및 이에 필요한 추가 연구 진행
-

Pilot scale 또는 Demo-plant 단계 연구 (상업화 가능성 평가, 시제품 제작)

. 3단계 : 기술 개발 수준 및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상업화 진행

* 10년내 상업화 가능한 Project를 위주로 중점 추진.
(최종 상업화를 위한 (Demo-Plant까지) 연구 기간, 예상 비용 등에 대한 계획서 포함 필요)

끝.

첨부1. Slurry 물성
항 목

결 과

API

2.5

Specific Gravity(@15.6℃)

1.0560

Sulfur, wt%

0.57

Viscosity (@100℃)

32.98

Metal, wtppm

Sim-Dis, ℃

끝.

Ni

0.1

V

0.2

IBP/5%

215/330

10%/20%

370/407

30%/40%

432/454

50%/60%

475/496

70%/80%

518/543

90%/95%

579/612

FBP

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