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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p,p-비스페놀 A를 용융상태로부터 증류시켜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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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수득한 p,p-비스페놀 A 용융물은 고도의 열 안정성, 저장 안정성 및 착색 안정성이 있으면, 고비점 성분이 

없고, 표면 활성제, 증류되지 않은 물질, 염, 산 또는 중합체 성분과 황 섬유 성분을 전혀 함유하지 않으며, o,p-BPA 

및 페놀이 제거되었고 저비점 성분은 극미량이 검출될 뿐이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초순수 비스페놀 A(p,p-BPA 함량이 99.98% 초과인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Mol 402, 트

리스페놀, 스피로인단 및 인단 등과 같은 고비점 이성체, 금속, 금속 분말, 금속/알칼리 금속 이온, 염, 산성 성분, 올리

고머, 중합체[이들은 임의로 작용성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면활성 화합물이 제거된다.

비스페놀 A(BPA)는, 예를 들면, 공지된 문헌[참조: US-A 제4 912 263호에 상응하는 DE-A 제3 727 641호]에 따

라 임의로 개질된 이온 교환 수지의 존재하에 아세톤 및 페놀로부터 제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비스페놀 A는

추가의 정제없이 기타 중합체(예: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단량체 단위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비스페놀 A로부터 제조된 중합체가 특정 순도로서 높은 수준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 이미 고순

도로 제조된 비스페놀 A라도, 예를 들면, 비스페놀 A/페놀 부가물을 결정화시킨 다음 페놀을 제거함으로써 추가로 정

제시켜 야 한다[참조: DE-A 제4 105 428호 및 DE-A 제4 313 872호].

이러한 방식으로 고도로 정제된 비스페놀 A의 순도는 p,p-BPA 함량이 99.60 내지 99.90%이고 하젠 컬러(Hazen co

lour)가 20이다(flake). 166℃에서 1.5시간 동안 측정한 시험(하젠)에서 컬러 지수는 50이다.

고비점 성분, 저비점 성분 및 증류되지 않은 성분을 연속 분리하면서 진공하에 분별증류하는 경우 훨씬 우수한 컬러 

지수(하젠 0 내지 5)를 갖는 고순도 비스페놀 A를 수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

본 발명은

(a) 통상적인 BPA 제조공정으로 수득하거나 BPA의 플레이크, 분말 또는 펠릿을 용융시켜 제조하며, p,p-비스페놀 A

의 함량이 90% 이상이고 페놀 함량이 10% 미만인 비스페놀 A 용융물을 추출물로서 사용하여 증류시키고,

(b) 이러한 용융물의 증류를 안정화제를 가하지 않고 불활성 조건하에 수행하며,

(c) 증류를 p,p-비스페놀 A의 분해를 통한 손실이 0.5% 미만으로 되도록 수행하고,

(d) 증류를 220 내지 250℃의 온도에서 수행하며,

(e) 증류를 1 내지 50mbar의 진공하에 수행하고,

(f) 증류를 2단계로 수행하며,

(g) 먼저,

(g,1) Mol 402, 인단 및 트리스페놀과 같은 고비점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g,2) 금속 분말, 금속 이온 및 미량의 염, 미량의 산, 촉매의 중합체성 잔사, 촉매의 올리고머성 잔사 및 기타 비증류

성 고분자량 화합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g,3) 표면 활성 화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어서

(g,4) o,p-BPA, 알킬페놀, 미량의 페놀과 같은 저비점 성분 및 머캅토프로피온산과 같은 황 함유 저비점 성분을 제거

한 다음,

(g,5) 저비점 성분, 페놀 및 고비점 성분을 함유하며 p,p-비스페놀 A 함량이 92% 초과인 농축 BPA 용융 용액을 재순

환 스트림으로서 공정으로 반송시키고,

(h) 저비점 성분을 함유하는 농축 BPA 용융 용액 5% 이하 및 고비점 성분을 함유하는 농축 BPA 용융 용액 10% 이

하를 공정으로 이송하며,

(i) p,p-BPA와 혼합된 이송 생성물에 함유된 저비점 성분 및 고비점 성분을 재순환 스트림으로부터 공정으로 반송시

키고 재배열한 다음 부분적으로 회수하며,

(j) 증류된 p,p-비스페놀 A를 기타 물질이 제거된 안정한 저부 생성물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후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초순수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정제된 초순수 비스페놀 A는 p,p-비스페놀 A 함량이 99.98% 초과인 순도를 갖는다. 주요 불순물 o,p-BPA, 고비점 

성분 및 비증류성 성분을 BPA 공정으로부터 완전히(10ppm 미만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이는 용융물에서 하젠 지수

가 5 미만으로 낮은 열 색 안정성(thermocolour stability)을 가지며, 용융물에서 장기 열안정성(200시간 초과)에 의

해 특징지워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미 정제된 BPA를 사용하고, 비스페놀 A의 예비 정제는 먼저 BPA-페놀 부가물을 결정화시킨 다

음 부가물을 여과시키고 후속적으로 페놀을 탈착시킨 다음 BPA 용융물을 증류시킴으로써 수행한다.

증류 방법은, 특히 제조된 비스페놀 A에서 주요 불순물인 o,p-BPA의 함량이 10ppm 미만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점



등록특허  10-0375082

- 3 -

을 특징으로 한다. 저비점 성분은 150ppm 미만으로 감소된다.

본 발명에 따라 고순도로 증류된 BPA는, 알칼리성 용액에서 표면 활성을 지니고 특히 열안정성이 있으며 o,p-BPA의

비율이 10ppm 미만이라는 점에서 고순도 결정화 BPA와는 상이하다. 본 발명에 따라 증류된 용해 비스페놀 A를 함

유하는 NaBPA 용액은 진탕 또는 기체가 도입되는 경우에도(예: 질소 버블링) 발포를 형성하지 않는다(높은 표면장력

).

분별증류에 의해 정제되는 비스페놀 A는, 고비점 성분 및 비증류성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고 o,p-비스페놀 A가 10pp

m 미만의 함량으로 제거되며 저비점 성분 및 페놀이 150ppm 미만의 함량으로 제거된다는 점에 있어서 통상의 대규

모 재결정화에 의해 용매 또는 페놀로부터 수득한 비스페놀 A보다 우수하다.

저비점 성분으로서 지칭되는 물질은 비스페놀 A(p,p-BPA: 220℃, 5hPa) 보다 비점이 낮은 물질이며, 예를 들면, o,p

-BPA, 페놀, 알킬화 페놀 및 크로만 등이다. 고비점 성분으로서 지칭되는 물질은 비스페놀 A 보다 비점이 높은 물질

이며, 예를 들면, Mol 402, 트리스페놀, 인단, 스피로인단 또는 분자량이 200 초과인 기타 화합물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정제된 p,p-비스페놀 A는 이송가능하며 16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보관 가능하고 열안정성이 있으

며, 중합체용 액체 중간 생성물로서 보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증류시, 비스페놀 A의 함량이 90중량% 이상이고 이성체의 함량이 10중랑% 미만인 비스페놀 A를 불

활성 기체하에 진공중에서 용융물로부터 분별 증류한다. 증류는 액체 분리기 또는 기체 분리기가 장착된 컬럼을 사용

하여 뱃치식으로 수행하거나, 기술적으로 고안된 2개의 컬럼에 의해 고비점 성분과 저비점 성분을 연속적으로 분리시

키는 연속식으로 수행한다.

진공하에 연속식으로 작동되는 2개의 컬럼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선 고비점 성분, 비증류성 성분 및 불안정성을 유발

하는 성분(제1 컬럼의 저부)을 제거한 다음 저비점 성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이의 이점은 화학적 재배열

또는 분해 공정에 의해 고비점 성분 및 비스페놀 A로부터 컬럼의 저부에서 형성될 수 있는 임의의 저비점 성분이 추

출물에 존재하는 저비점 성분과 함께 제2 컬럼의 상부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압력은 0.1 내지 10mbar이고, 컬럼 저부의 온도는 220 내지 250℃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황 함유 고비점 성분(올리고머성 설페이트 등), 머캅토프로피온산의 잔사 및 기타 황 함유 저비점 

성분이 비스페놀 A로부터 제거된다.

본 발명에 따라 정제된 비스페놀 A는 비스페놀 A의 함량이 99.99중량%에 이르고 이성체의 함량이 100ppm 미만이

며 하젠 컬러는 5 미만(166℃에서 1.5시간 동안 열안정성)이다. 이와 같이 정제된 p,p-BPA는 230℃에서 20시간 이

상 동안과 170 ℃에서 200시간 이상 동안 색 안정성을 지닌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 사용가능하며 비스페놀 A/페놀 부가물의 결정화에 의해 이미 정제된 비스페놀 A는 이성체

와 페놀을 10% 미만으로 함유한다.

고순도에 더하여 탁월한 컬러 지수, 및 특히 대규모로 제조되는 비스페놀 A 용융물의 고비점 이성체, 저비점 이성체 

및 비증류성 성분의 제거 뿐만 아니라 의외의 높은 열 색 안정성과 같은 개선점은 예기치 못한 결과인데, 이는 일반적

으로 비스페놀 A가 승온에서 분해되어 이성체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 비스페놀 A의 증류시 중요한 

결함으로 간주되었었다.

증류된 비스페놀 A의 조성은 극소량의 o,p-BPA(10ppm 미만)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타 방법에 의해 정제된 비스

페놀보다 우수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용융 축합시 사용하기 위한 생성물로서, 증류된 비스페놀 A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p-BPA는 용융 공정에서 연쇄정지제 및 색 훼손 성분(분해하는 경향)으로 간주된다.

하나 이상의 결정화 단계에 의해 용매 또는 페놀로부터 수득한 고순도 비스페놀 A는, 각각의 재결정화 단계에서 발생

되는 모든 이성체의 농도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BPA 용융물 중에 비록 소량(모든 이성체에 대해 1 내지 50p

pm 미만)으로나마 항상 존재하며, 특히 현재 시판 중인 고순도 비스페놀 A 생성물의 주요 불순물인 o,p-비스페놀 A(

20ppm 초과)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고순도 증류된 비스페놀 A와는 상이하다.

비스페놀 A의 대규모 재결정화는 또한 증류보다 기술적으로 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재결정화 공정에 요구

되는 용매의 대량 이동 및 탱크 용적 또한 단점이다. 추가로 결정화는 에너지 단점도 갖는다.

방해를 덜 받는다는 점 이외에도, 불연속 결정화에 비교하여 증류의 또 다른 이점은 연속 작동방식이다. 이러한 이점

으로 인해 BPA 용융물이 일정한 순도를 지니는데, 즉 용융물의 높은 색 안정성 및 순도는 제조된 나트륨 비스페놀레

이트 용액 뿐만 아니라 플레이크 또는 펠릿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효과는 고도로 투명하고 고

도로 순수한 중합체(중축합물)의 일정한 품질을 결정한다.

고순도 비스페놀 A 원료는 또한 색 민감성 중합체(예: 특정 유형의 폴리카보네이트)에 요구되는 색 안정화 첨가제의 

양을 감소시킨다.

고순도 결정화 비스페놀 A에 비해 고순도 증류 비스페놀 A의 추가 이점으로는 나트륨 비스페놀레이트 용액(NaBPA)

의 형성시에 발포 없이 용해되는 저발포성이 있으며, NaBPA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시 출발물질로서 다량 사용된다.

이는, 증류 비스페놀 A를 함유하는 NaBPA 용액의 표면활성이 낮다는 것, 즉 표면 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

수 불활성 공정, 이송 공정(펌핑 공정 또는 탱크 및 파이프 라인에서의 보관) 및 처리 공정(반응기 내의 반응조건)에서

공업적으로 발생하는 이들 용액의 발포 활성은 크게 감소된다. 이로 인해 안정한 유액의 형성이 방해를 받는다. 또한,

고순도 결정화 비스페놀(99.90 내지 99.98% p,p-BPA)은 NaBPA 용액에서 증류된 고순도 비스페놀의 매우 높은 표

면장력값을 수득할 수 없다.

또한, BPA 용융물의 여과 공정에서 지금까지 요구되던 과정은 컬럼의 저부에 서의 제거에 의해 생략된다(Fe, Ni, Cr 

함유 금속 분말의 제거). 비스페놀 A가 단일 조작(2개의 컬럼 방식 조작: 제1 컬럼)으로 증류되므로, p,p-BPA 용융물

에서 추가의 미립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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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의 분석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갖는다: o,p-BPA 또는 알킬페놀과 같은 재배열이 가능한 극소량의 이성

체가 증류 도중 형성된다. 고비점 성분이 주로 o,p-BPA, 페놀, 알킬페놀로 분해된다. 전체 공정에서 p,p-BPA의 손실

은 0.1% 미만이다.

본 발명에 따른 증류에 의해 정제된 비스페놀 A는 160℃ 초과의 온도에서 보관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안정하다

. 따라서, 액체 형태로 보관될 수 있으며, 이송 가능하다. 이는, 기타 중합체,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이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설폰, 폴리에테르케톤, 블럭 공중합체, 공중합체 등의 제조시 예비 냉각없이 직

접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비스페놀 A의 실험실 증류(불연속식 시험)

불연속 실험실 시험의 실험조건

직경 d가 10mm인 유리알로 0.5m가 채워진 길이 1.2m(내부 직경 50mm)의 이중 자킷 유리 컬럼에서 시험을 수행한

다. 사용된 증류 헤드는 기체 분리기 또는 액체분리기이며, 이는 저비점 성분의 축합을 위해 변형된다. 저비점 성분은 

배출점으로부터 약 200mm 위에서 물로 냉각시킴으로씨 고정시킨다. 증류물의 축합은 글리세롤을 사용하여 160℃에

서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증류는 컬럼 출구에서 측정한 압력이 약 0.5mbar인 상태에서 수행한다. 배출점에서 컬럼 상부의 온도는 

200℃이고, 비스페놀 A의 증기압 곡선을 기본으로 취하고(참조: 부록 1), 이는 약 1.5mbar의 압력을 나타낸다. 환류

비는 1.5:1로 조절된다(증류시간: 8시간 미만). 에너지의 공급은 컬럼의 저부의 가열 자킷에 의해 수행된다. 전체 장

치는 우선 질소를 사용하여 철저하게 불활성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증류과정 중에, 질소는 모세관을 통해 연속적으로

취입된다.

불연속 실험실 시험에 사용되는 방법

BPA 용융물의 분별증류를 수행하기 위해, BPA 플레이크(예: 초기 순도 99.72% p,p-BPA 함량)를 통상적인 기체 분

리기 헤드를 갖는 장치에서 증류시킨다.

환류비가 2.1이고 압력이 1 내지 1.5mbar인 상태에서, 약 10% 및 20%의 2개의 제1 유출물을 분리하고, p,p-BPA 

함량이 99.95 내지 99.96%인 주요 분획으로서 약 50%를 분리한다.

기체 분리기를 사용하여 보다 고품질의 증류물을 수득할 수는 없으며, 저비점 성분 및 이소프로필리덴페놀의 이량체

는 컬럼의 상부에서 충분하게 고정되지 못하고 증류물에 유입된다.

상당히 개선된 결과가 변형된 액체 분리기를 사용하여 수득되며, 이 장치에는 컬럼 상부위에 수 냉각기가 장착되어 

있다. 사용된 BPA 플레이크(순도 99.80% p,p-BPA)는 1.5:1의 환류비에서 증류된다.

이러한 조건하에 약 30%의 제1 유출물이 나온 후, 순도 99.985%의 p,p-BPA 함량을 함유하는 분획(44%)이 분리된

다(측정 방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픽 노치 ASTM 방법). 불순물을 정량하면 페놀 10ppm, 알킬페놀 40ppm, 크로만 50

ppm 및 p,p-Me-BPA 50ppm이다. 저비점 성분 및 o,p-BPA가 제1 유출물로 제거되고, 고비점 성분인 트리스페놀 

및 Mol 402는 컬럼의 저부에 완전히 잔류된다.

최적화 이후 액체의 제1 단계 증류에서의 중량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제1 유출물 10.6% 및 22%; 주요 분획 49.2%; 컬

럼 상부의 증류물 7.1%; 컬럼 보유물: 0.8%; 저부: 9% 및 진공 시스템을 통한 손실 1.3%.

분석 결과 p,p-BPA의 손실은 1% 미만이다.

증류된 BPA 용융물의 열 색 안정성

[바그노 시험에 의한 평가]

주요 분획을 바그노 시험(166℃, 90분)에 의해 이의 열 색 안정성을 시험하였다. 모든 분획의 하젠 컬러 지수는 5 이

하로 나타났다.

바그노 시험

p,p-BPA(고체) 150g을 160℃로 유지되는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조절되는 오일욕 중에서 비-불활성 유리관에서 1.

5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유리관을 상부(개구)에서 열고 자유롭게 통기시켰다. 1.5시간 후, 용융된 BPA의 컬러를 하젠

스케일로 측정하였다. 비교 시험을 다른 BPA 플레이크에 대해 항상 병행해서 수행하였다.

BPA 플레이크에 대한 컬러 시험

증류된 BPA 플레이크를 표준 BPA 플레이크(BPA 순도는 99.63 내지 99.92% p,p-BPA이다)와 비교 시험하였다. B

PA 플레이크를 96시간 동안 순수 산소 분위기에 연속적으로 노출시켰다(500ml 유리 플레이크, BPA 플레이크 150g,

연속적으로 약 100ml/h; O  2 흐름, 일광). BPA의 순도와 시간 및 일광의 영향에 따라, 모든 BPA 플레이크를 육안으

로 비교해 볼 때 많거나 적은 별개의 황변이 관찰되었다. 본 발명의 증류된 BPA 물질은 96시간 후에도 황변이 일어나

지 않았다.

NaBPA 용액을 사용한 표면장력/발포 시험의 측정

(증류된 BPA, 결정상 BPA, 비교용의 통상적인 BPA)

표면장력을 낙하 중량법(drop-weight method)에 의해 측정하였다. BPA 플레이크를, 수산화물을 0.2% 과량 함유하

는 14.5% NaBPA 용액(실내에서 확립된 표준)에 도입하여 용해시켰다. 비스페놀 A 플레이크, 통상적인 비스페놀, 재

결정화 비스페놀 및 증류된 비스페놀을 발포 시험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시험하였다. 증류된 고순도 BPA는 가

장 높은 표면 장력을 나타내고 발포 높이 측정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BPA 증류에 대한 연속 시험(연속 증류)

연속적인 2단계 증류에 의해, 비스페놀 A의 순도가 99.98 내지 99.99% p,p-BPA로서 수득되었다(하젠 지수 5 미만)

.

실험적인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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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컬럼

유입속도: 400ml/h; R/E: 0.5; 저부의 배출속도 20ml/h; Duschi 가열기: 250℃

제2 컬럼

R/E: 10; 저부의 배출속도: 360ml/h; 증류물 20ml/h; Duschi 가열기: 240℃

증류는 2 내지 3mbar의 작동압(202 내지 210℃)에서 수행한다. 생성물 공급라인을 160℃로 가열하고, 컬럼의 내부 

온도 또한 160℃이다. 단열 자킷을 예열을 위해 250℃로부터 165℃로 감온한다. 용융물용 콘테이너(증류 리시버)의 

온도는 200℃이다. BPA 장입물을 질소로 플러싱하고, 제1 컬럼내로 펌핑되기 전에 배출시킨다. 리시버가 재충전되

는 경우 다량의 액체가 존재해야 한다.

GC 분석: 제1 컬럼의 저부:

제1 컬럼의 상부: 부록 참조

제2 컬럼의 상부:

제2 컬럼의 저부:

* = 환류/배출 (R/E)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통상적인 BPA 제조공정으로 제조하거나 BPA의 플레이크, 분말 또는 펠릿을 용융시켜 제조하며, p,p-비스페놀 A

의 함량이 90% 이상이고 페놀함량이 10% 미만인 비스페놀 A 용융물을 추출물로서 사용하여 증류시키고,

(b) 이러한 용융물의 증류를 안정화제를 가하지 않고 불활성 조건하에 수행하며,

(c) 증류를 p,p-비스페놀 A의 분해를 통한 손실이 0.5% 미만으로 되도록 수행하고,

(d) 증류를 220 내지 250℃의 온도에서 수행하며,

(e) 증류를 1 내지 50mbar의 진공하에 수행하고,

(f) 증류를 2단계로 수행하며,

(g) 먼저,

(g,1) Mol 402, 인단 및 트리스페놀과 같은 고비점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g,2) 금속 분말, 금속 이온 및 미량의 염, 미량의 산, 촉매의 중합체성 잔사, 촉매의 올리고머성 잔사 및 기타 비증류

성 고분자량 화합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g,3) 표면 활성 화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어서,

(g,4) o,p-BPA, 알킬페놀, 미량의 페놀 및 미량의 크로만과 같은 저비점 성분 및 머캅토프로피온산과 같은 황 함유 

저비점 성분을 제거하거나 크게 감소시킨 다음,

(g,5) 저비점 성분, 페놀 및 고비점 성분을 함유하며 p,p-비스페놀 A 함량이 92% 초과인 농축 BPA 용융 용액을 재순

환 스트림으로서 공정으로 반송시키고,

(h) 저비점 성분을 함유하는 농축 BPA 용융 용액 5% 이하와 고비점 성분을 함유하는 농축 BPA 용융 용액 10% 이하

를 공정으로 이송하며,

(i) p,p-BPA와 혼합된 이송 생성물에 함유된 저비점 성분과 고비점 성분을 재순환 스트림으로부터 공정으로 반송시

키고 재배열한 다음 부분적으로 회수하며,

(j) 증류된 p,p-비스페놀 A를 기타 물질이 제거된 안정한 저부 생성물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후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초순수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조된 초순수 비스페놀 A가 p,p-BPA 함량이 99.98중량%를 초과하며 o,p-BPA 함량이 10ppm 미

만이고, 용융물 또는 고체 형태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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