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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연간 3억톤 이

상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

필렌 등의 폴리올레핀 제품이다. 폴리올레핀은 이

중 결합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슬형 혹은 고리

형 불포화 탄화수소의 중합체인데, 본고에서는 이중 

결합을 1번 탄소에 1개만 가지고 있는 사슬형 불포

화 탄화수소의 중합체인 폴리(α-올레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폴리올레핀은 다른 소재 대비 가격

이 낮으면서도 물성이 뛰어난 장점 때문에 그 소비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

한 각국 기업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한 상황이다. 폴

리올레핀의 원재료로 국내 기업들은 납사(naphtha)

를 주로 이용하지만, 북미 기업들은 셰일 가스(shale 

gas), 중동 기업들은 천연 가스, 중국 기업들은 석탄 

등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은 기술력으로 원가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다. 폴리올레핀 제조를 위해서는 폴리올레핀 구조 

설계 기술, 중합 촉매 기술, 중합 공정 기술 등이 필

요하며, 대표적인 폴리올레핀 중합 촉매에는 라디칼

(radical) 촉매, 지글러-나타(Ziegler-Natta) 촉매, 크

로뮴(chromium) 촉매, 메탈로센(metallocene) 촉매

가 있다. 그 중에서 메탈로센 촉매는 그 구조에 따

라서 폴리올레핀의 분자 구조를 정밀 제어할 수 있

고, 그에 따라 폴리올레핀 성능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 범용 폴리올레핀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다우케미칼(Dow Chemical), 엑슨모빌

(ExxonMobil) 등은 1990년대 초반부터 메탈로센 촉

매 기반 폴리올레핀 제품 출시를 시작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메탈로센 폴리올레

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G화학의 메탈로센 폴리

올레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촉매 및 공정 기술을 선도하는 LG화학 기초

소재연구소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연구센터

LG화학은 메탈로센 폴리올레핀이라는 고성능 신

제품 시장에 경쟁 기업들보다 10년 이상 늦은 1993년

에 R&D 팀을 발족하며 뛰어 들었다. 당시는 메탈로

센 촉매의 원천 특허를 경쟁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

어서 기술 장벽이 높고, 국내 기술 개발 능력에 회의

감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LG화학은 1997년 업계 

최초로 슬러리 공정에 독자적인 메탈로센 촉매 기술

을 적용하여 회전 성형(rotomolding) 제품 개발에 성

공하면서 연구 및 개발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독

자 개발한 신물질 메탈로센 촉매를 기반으로 고부

가 냉온급수관용 폴리에틸렌(PE-RT, polyethylene of 

raised temperature resistance)을 2005년 출시하였고,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polyolefin elastomer)

를 2008년 출시하였다. 2011년 LG화학은 아무나 만

들 수 없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LG화학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제품군을 ‘루

신(LUCENETM)’이라는 제품명으로 특화하였다. LG

화학은 크로뮴 촉매 혹은 지글러-나타 촉매에 최적

화된 기존 폴리올레핀 공장에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

면서, 메탈로센 촉매로의 교체를 통하여 고부가 폴

리올레핀을 생산하는 ‘Drop-in Technology’ 전략으로 

LG화학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기술

이기수 

leekisoo@lgchem.com 

LG화학 기초소재연구소



30 … NICE, 제35권 제1호, 2017

신사업 소개

기술 장벽을 극복하였다. 이러한 R&D 성과들을 바

탕으로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R&D 전문화를 위해서, 

LG화학 기초소재연구소 내에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연구센터를 2015년 발족하였다. 대전에 소재한 LG화

학 기술연구원(그림 1) 내에 위치한 메탈로센 폴리올

레핀 연구센터에서는 80여명의 연구원들이 실험실 

단계부터 파일럿 단계를 거쳐 양산 단계까지의 폴리

올레핀 구조 설계, 메탈로센 촉매, 중합 공정 R&D에 

매진하고 있다(그림 2).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연구센

터에서 독자 개발한 메탈로센 촉매 및 공정 기술을 

통하여 LG화학은 경쟁사 대비 훨씬 다양한 영역의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제품 군을 보유하고 있으며(그

림 3), 전남 여수와 충남 대산에 위치한 4개의 폴리에

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공장에서 2016년 연간 36만톤

의 메탈로센 폴리올레핀을 생산하여 약 5,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그림 4). 본고에서는 독자들의 이

해를 돕고자 제품 출시 순 보다는 메탈로센 폴리올

레핀을 밀도별로 분류하여 저밀도 제품부터 밀도 순

서로 그 제조 기술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독자 촉매 및 공정 기술로 폴레올레핀 엘라

스토머 및 폴리올레핀 플라스토머 상업화

폴리올레핀은 밀도가 낮을수록 합성 고무와 유

사한 탄성(elasticity)을 지니기 때문에 초저밀도  

(밀도 0.885 g/cm3 이하)의 폴리올레핀을 폴리올레

핀 엘라스토머라고 하고, 그 보다 높은 밀도(밀도 

0.885~0.915 g/cm3)의 폴리올레핀은 탄성보다는 가

소성(plasticity)을 지니기 때문에 폴리올레핀 플라스

<그림 1. LG화학 기술연구원 전경>

<그림 2. LG화학 메탈로센 촉매 개발 모습>

<그림 3. LG화학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영역>

 (a) (b) (c) (d)

<그림 4. LG화학 공장 (a) 여수 슬러리 폴리에틸렌 (b) 대산 슬러리 폴리에틸렌 (c) 대산 용액 폴리에틸렌 (d) 대산 괴상 폴리프로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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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POP, polyolefin plastomer)라고 칭한다. 폴리올

레핀 엘라스토머 및 폴리올레핀 플라스토머는 고온

(130℃ 이상)에서 고활성이면서도 에틸렌과 공단량

체(comonomer)의 공중합성이 뛰어난 메탈로센 촉매 

기술 및 저밀도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은 제품이다. LG화학은 기존 회사와 차별화된 독

자적인 메탈로센 촉매 기술을 바탕으로 충남 대산에 

위치한 기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용액 공정을 

개조해 독자적인 공정 기술로 2008년 세계 4번째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LG

화학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는 경쟁사 제품 대비 가

공성이 뛰어나고 충격강도와 탄성이 우수하여, 차량 

내외장재의 물성 보강제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신발 

밑창용 소재, 전선 배합(compound)용 소재, 차음재, 

압출 코팅(extrusion coating)용 소재 등 넓은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본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그림 5). LG화학 폴리올레핀 

플라스토머는 경쟁사 제품 대비 인장 강도(잘 안 찢

어지는 성질)와 저온 실링(비닐을 하나로 붙여 주는 

작업) 강도가 우수하고, 투명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

며, 음료팩용 필름이나 식품 포장용 필름 등 다양한 

필름 용도로 적용하고 있으며, 본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그림 6).

이렇게 LG화학이 후발 주자로 뛰어들며 시장 점

유율을 높여나가자,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미쓰이화

학(Mitsui Chemicals)과 다우케미칼은 2009년 각각 특

허 침해 금지 소송을 LG화학에 제기하였다. 하지만 

미쓰이화학이 2010년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다우케

미칼이 2012년 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LG화학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및 폴

리올레핀 플라스토머 제조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

는 계기가 되었다. LG화학에서는 폴리올레핀 엘라

스토머 및 폴리올레핀 플라스토머를 2016년 연간 약 

9만톤 생산하였으며, 그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

라 2018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량을 연

간 29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메탈로센을 이용한 고부가 폴리에틸렌 국내 

최초 상업화

LG화학은 기존 회사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혼

성 담지(hybrid supported) 메탈로센 촉매 기술을 바

탕으로 충남 대산 및 전남 여수의 기존 고밀도 폴

리에틸렌 슬러리 공정을 개조해 독자적인 공정 기

술로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mLLDPE, 

metallocen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밀도 

0.915~0.925 g/cm3), 메탈로센 중밀도 폴리에틸렌 

(mMDPE, metallocene medium density polyethylene, 

밀도 0.926~0.940 g/cm3), 메탈로센 고밀도 폴리에틸

렌 (mHDPE, metallocene high density polyethylene, 

밀도 0.941 g/cm3 이상) 각각의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LG화학은 공중합 성능이 뛰어나고, 팽윤

(swelling)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메탈로센 촉매 기

술을 바탕으로 2008년 세계 2번째로 슬러리 고충격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상업화에 성공하

였다. 본 제품은 공단량체 분포와 분자량 분포를 각

각 조절하여 기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대

 (a) (b)

<그림 6. LG화학 폴리올레핀 플라스토머 적용 예 (a) 음료팩 (b) 
식품 포장>

 (a) (b) (c)

<그림 5. LG화학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적용 예 (a) 차량 내장
재 (b) 차량 외장재 (c) 신발 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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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충격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며, 저밀

도 폴리에틸렌(LDPE, low density polyethylene)과 혼

련성(compatibility)도 우수하며, 본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에는 개

선된 메탈로센 촉매 및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고가

공성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상업화에

도 성공하였다. 본 제품은 공단량체 분포 및 긴 가지

(LCB, long chain branching) 분포를 각각 조절하여 

고충격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대비 투명

도가 뛰어나며,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혼련할 필요가 

없도록 가공성을 대폭 개선한 제품이며, 본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LG화

학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중포(heavy 

duty) 필름 및 스트레치(stretch) 필름 등의 산업용 포

장, 기저귀 백시트(backsheet) 및 책 포장용 필름 등

의 소비자용 포장, 냉장 및 냉동용 필름 등 각종 식품 

포장, 농업용 필름, 사출 성형(injection molding)용 및 

압출 성형(extrusion molding)용 블렌드 수지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그림 7).

LG화학은 고분자량 폴리에틸렌에 공단량체를 

많이 함유하면서 분자량 분포가 넓은(BOCD, broad 

orthogonal comonomer distribution) 폴리에틸렌을 제

조할 수 있는 메탈로센 촉매 기술을 바탕으로 2005

년 세계 최초로 중밀도 영역의 슬러리 냉온급수관용 

폴리에틸렌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단일 반응기 

슬러리 공정에서 기존 크로뮴 촉매를 대체하여 냉온

급수관용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상업화에 성공한 세

계 최초의 사례이며, 이를 통하여 냉온급수관용 폴

리에틸렌 제조를 위하여 다단 반응기가 필요하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LG화학 냉

온급수관용 폴리에틸렌은 분자량 분포 및 밀도를 정

밀 제어 함으로써 기존 제품 대비 가공성이 우수하

고 내압 특성이 탁월하다. 특히 가교가 필요 없고, 시

공이 간편하여 냉온급수관용뿐만 아니라 난방용, 라

디에이터용, 도로 결빙 방지 시스템용, 알루미늄 복

합관용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그림 8). 냉

온급수관용 폴리에틸렌 파이프(pipe)는 내압 특성

에 따라서 타입-I과 타입-II로 나뉘는데, LG화학 타

입-I 냉온급수관용 폴리에틸렌은 중국 시장을 석권

하고 있으며, 타입-II 냉온급수관용 폴리에틸렌은 유

럽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이 인정

되어 2007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2010년 산업자원부 지정 세계 일

류화 제품에 선정되었다. 

LG화학은 분자량 분포가 좁은 폴리에틸렌을 생

산할 수 있는 고활성 메탈로센 촉매 기술을 바탕으

로 2009년 세계 최초로 고밀도 영역의 슬러리 메탈로

센 폴리에틸렌 고강력사(high tenacity fiber)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LG화학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고강력사

는 분자량 분포를 좁게 조절하여 기존 고밀도 폴리

에틸렌 대비 인장 강도(tear strength), 인열 저항(tear 

resistance) 및 연신률(stretching ratio)이 우수하다. 특

히, 강도(tenacity)를 기존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5 g/

데니어(denier)에서 10 g/데니어로 개선하여 최종 제

품을 경량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로프, 어망, 

 (a) (b)

<그림 7. LG화학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적용 예 (a) 
중포 필름 (b) 스트레치 필름>

 (a) (b)

<그림 8. LG화학 (a) 냉온급수관용 폴리에틸렌 파이프 (b) 냉온급
수관용 폴리에틸렌 시공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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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소개

타포린(tarpaulin)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그림 9).

독자 촉매 및 공정 기술로 메탈로센 폴리프

로필렌 상업화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mPP, metallocene 

polypropylene) 역시 고활성, 입체규칙성 메탈로센 

촉매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은 제품이다. LG화학은 기존 회사

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메탈로센 촉매 기술을 바탕

으로 충남 대산에 위치한 기존 폴리프로필렌 괴상

(bulk) 공정을 개조해 독자적인 공정 기술로 2014년 

세계 4번째로 사출 성형용 및 스판 본드(spun bond)

용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각각의 상업화에 성공

하였다. LG화학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은 분자량 

분포 및 입자 형상을 정밀 제어하고, 입체 규칙성

을 개선하여 기존 폴리프로필렌 대비 가공성 및 인

장 강도가 우수하며, 자일렌 용출(xylene soluble) 비

율이 적고, 차량 내장재용 유럽 규격(VDA 277)으로 

검사 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30 ppm 이하로 낮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LG화학 사출 성형

용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은 유럽과 국내에서 차량

용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LFT, long fiber 

thermoplastic) 용도로 신규 진입하였으며, 차량 경량

화를 통해 연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자동차 부품 산

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10). LG화학 스판 본

드용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은 뛰어난 물성을 바탕

으로 부직포(non-woven fabric) 적용 시 무게를 절감

할 수 있다(그림 10).

메탈로센 기반기술로 차세대 신제품 개발 

가속화

현재는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된 신물질 메탈로센 

촉매의 대량 생산 기술에 이르기까지 촉매 연구 및 

개발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접착용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초고강도 메탈

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초고내압 메탈로센 

중밀도 폴리에틸렌, 사출 성형용 메탈로센 고밀도 

폴리에틸렌, 합사(multifilament)용 메탈로센 폴리프

로필렌, 극성기 부여 기능성 폴리올레핀 등을 개발 

완료하여 조만간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속적

인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공장 증설 및 신설을 통하

여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생산량을 2021년에는 연간 

100만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고객 관점

의 차별화된 제품 출시로 ‘first mover’ 로 자리매김하

여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다가올 메탈로센 폴리

올레핀의 다원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

 (a) (b) (c)

<그림 9. LG화학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고강력사 적용 예 (a) 로프 (b) 어망 (c) 타포린>

 (a) (b)

<그림 10. LG화학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적용 예 (a) 장섬유 강
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b) 부직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