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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 및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

부타디엔의 중합방지제 및 이것을 투입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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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우수한 중합반응 억제 내지 파울링 방지 효과를 갖는 중합방지제에 의하여 기체 및 액체 상태의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1,3-부타디엔의 중합을 억제함으로써 고순도의 1,3-부타디엔 제품을 추출 증류할 수 있고, 파울링으로 인

해 야기될 수 있는 1,3-부타디엔 제조공장의 비상시 가동정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4-터셔리-부틸카테콜, 디에틸 히드록실아민 및 유기용매로 이루어지고, 상기 유기용매는 탄소수가 3 ~ 5개인 알콜류로

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혼합비율이 9.0 ~ 30.0중량%의 4-터셔리-부틸카테콜, 50.0 ~ 90.0중량%의 디에틸 히드록실아민 및

1.0 ~ 20.0중량%의 유기용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알콜류는 이소프로필 알콜 또는 이소부틸 알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제.

청구항 5.

추출 증류 컬럼에서 혼합 C4 유분으로부터 1,3-부타디엔을 추출 증류함에 있어서, 4-터셔리-부틸카테콜, 디에틸 히드록

실아민, 및 탄소수가 3 ~ 5개인 알콜류로부터 선택되는 유기용매로 조성된 일액형 중합방지제를 상기 추출 증류 컬럼 내

에 투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혼합비율이 9.0 ~ 30.0중량%의 4-터셔리-부틸카테콜, 50.0 ~ 90.0중량%의 디에틸 히드록실아민 및

1.0 ~ 20.0중량%의 유기용매인 일액형 중합방지제를 투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5항 있어서, 상기 알콜류는 이소프로필 알콜 또는 이소부틸 알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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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제 및 이것을 투입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1,3-부타디엔의 제조시 파울링의 생성을 차단, 방지하기 위한 신규한 중합방지제 및 이것을 추출 증류 컬럼에 투입하여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에 관한 것이다.

혼합 C4 유분(Mixed C4) 중 각종 고무 및 합성수지 원료가 되는 1,3-부타디엔(1,3-Butadiene) 제조공장 뿐만 아니라 스

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및 이소프렌(isoprene) 제조공장 등에서는 생산 제품이 불포화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자

체가 쉽게 중합이 가능하여 정상 운전 중에도 공정 내에 유기물 파울링(fouling) 문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예

를 들면, 추출 증류 컬럼에서 생성된 파울링은 추출 증류 컬럼내의 트레이를 막히게 하여 컬럼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상부

콘덴서의 유로를 폐쇄하여 전열효율을 감소시키거나 기기장치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

상기 파울링의 생성기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기물 파울링은 자유 라디칼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 자유 라디

칼, 즉 전자 하나가 부족한 원자 내지 원자의 그룹은 부족한 전자를 보충하여 안정한 전자쌍을 이루려는 성질을 가지므로

자유 라디칼 반응의 반응성은 매우 크다. 자유 라디칼은 열, 과산화물 또는 산소와의 반응 또는 금속의 촉매 작용으로 생성

된다. 이렇게 생성된 자유 라디칼은 불포화 탄화수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수지 또는 고무형 폴리머를 형성하게 되며, 고온

이거나 체류시간이 길어져 반응이 계속 진전되며 분자랑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자유 라디칼 중합(polymerization)은 두개

의 라디칼이 충돌하거나, 자유 라디칼과 반응성이 큰 화합물과 만나면 중합 반응이 종료되며, 활성이 없는 매우 안정된 화

합물을 형성하여 공정 내에서 파울링을 유발한다.

1,3-부타디엔 제조공장의 추출 증류 단계에서의 파울링은 상기와 같이 주로 자유 라디칼에 의해 팝콘(popcorn) 형태의 폴

리머가 생성된 유기 파울링이다.

다시 말해 1,3-부타디엔 제조시 폴리머 생성반응은 자유 라디칼 반응으로써 과산화물 및 산화철 라디칼로 개시되며, 제조

공정 내에 존재하는 산소, 산화철 등에 의하여 촉진되어 팝콘 형태의 폴리머가 생성된다.

이러한 유기 파울링의 생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비의 정기 보수시에 화학 처리를 통한 잔류산소 및 금속성분을 제거

한다. 또한 정상 운전시에는 4-터셔리-부틸카테콜(4-tertiary-butylcatechol, 이하 'TBC'로 칭함), 디에틸 히드록실아민

(N,N-Diethyl hydroxy amine, 이하 'DEHA'로 칭함) 및 안정화된 자유 라디칼 (Stable free radical , 이하 'SFR'로 칭함)

과 같은 파울링 방지제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단일 성분의 중합방지제는 공정 내에서 기상 및 액상 환경에서 폴리머 생성 방지 기능이 미비하고, 이

미 진행된 폴리머의 제거에는 효과가 없다. 또한,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및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은 제품 특

성상 85중량%의 수용액으로 제조됨에 따라 공정내에 불필요한 수분이 도입됨으로 인해 파울링이 유발되는 부작용이 뒤따

른다.

구체적으로 상기와 같은 단일 성분의 중합방지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팝콘 형태의 폴리머는 기체 상태에서 발생되는데 반해 4-터셔리-부틸카테콜(TBC)은 낮은 증기압을 가지므로

TBC 단독으로는 기체상태의 공정부분에서는 중합방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없다. 또한, TBC 단독으로는 이미 생성된 팝

콘 형태의 폴리머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고상인 TBC는 15중량%의 물에 녹여서 사용되므로 제품 특성상 물에 의

하여 자유 라디칼 반응이 촉진되어 폴리머가 증진되고 파울링이 오히려 더 잘 생기게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정 부분내의 산소 제거가 가능해서 기체 상태의 공정 부

분에서는 일정 효과가 있으나, 액체 상태 및 기체-액체의 공정 부분에서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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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정화된 자유 라디칼(SFR)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극성의 반응 종료제이므로 TBC에 비해 액체 상태에서 더욱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기체 상태에서는 팝콘 형태의 폴리머 생성 방지 효과가 없으며, 고가인 단점도 있다.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설비, 운전 및 정비 기술의 발달로 정기 보수 주기를 장기화하여 많은 생산성 및 경제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유기 파울링을 방지하기 위한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상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정기 보수 주기까지의 안

정적인 운전을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대량의 유기 파울링에 의한 예상치 못한 공장의 정지 등으로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설비의 폭발위험까

지도 있다. 1,3-부타디엔 제조 공장의 가동 정지는 석유화학산업의 계통도상 상부와 하부 공장의 가동율에 주는 파급 효과

가 대단히 크므로 1,3-부타디엔 제조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중합방지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순도의 1,3-부타디엔을 수득하기 위한 1,3-부타디엔 제조공정의 추출 증류 단계

중 기상 및 액상의 광범위한 온도환경에서 자유 라디칼, 과산화물, 물 및 산소를 제거하여 1,3-부타디엔의 중합을 억제하

고 폴리머 생성을 차단함으로써 파울링을 방지할 수 있는 중합방지제 및 이것을 투입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파울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1,3-부타디엔 제조 공장의 비상시 가동정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간 안전운전

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고순도의 1,3-부타디엔 제조공정 중 추출 증류 단계에서 1,3-부타디엔 화합

물의 제조시 생성되는 팝콘형 폴리머 즉, 파울링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상기 팝콘형 폴리머의 활성을 제거하여 고순도

의 1,3-부타디엔 제품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합방지제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1,3-부타디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추출 증류 단계에서 추출 증류 컬럼에서 C4 혼합유분으로부터 1,3-부

타디엔을 추출 증류함에 있어서, 4-터셔리-부틸카테콜(4-tert-butylcatechol, 이하 'TBC'로 칭함) 및 디에틸 히드록실아

민(Diethyl hydroxy amine, 이하 'DEHA'로 칭함)을 유기용매와 혼합하여 조성된 일액형 중합방지제를 추출 증류탑에 투

입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은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 및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

부타디엔의 중합방지제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중합방지제를 추출 증류 컬럼의 기체 및 액체가 공존하는 증류부에 투입시 증류 상부의 유체

와 혼합되어 자유 라디칼, 산소와 같은 중합개시제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이미 진전된 폴리머의 활성을 제거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중합방지제의 혼합비율은 9.0 ~ 30.0중량%의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50.0 ~ 90.0중량%의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 및 1.0 ~ 20.0중량%의 유기용매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기용매는 중합방지 역할을 하는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및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에 대한 우수한 용해

도를 가지면서도, 최종 생성물인 1,3-부타디엔의 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매로부터 선택된다. 상기 유기용매는 바람직

하게는 탄소수가 3 ~ 5개인 알콜류로부터 선택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하기 일반식 1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이소부틸 알

콜(Isobutyl alcohol, 이하 'IBA'이라 칭함) 또는 하기 일반식 2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이소프로필 알콜(Isopropyl alcohol,

이하 'IPA'이라 칭함)로부터 선택된다.

(일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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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 2)

상기 이소부틸 알콜(IBA) 및 상기 이소프로필 알콜(IPA)은 4-터셔리-부틸카테콜 및 디에틸 히드록실아민 성분을 모두 용

해시킬 수 있으며 공정이나 제품에 영향이 없는 용매로서 사용된다.

상기 4-터셔리-부틸카테콜(TBC)은 하기 일반식 3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일반식 3)

상기 4-터셔리-부틸카테콜(TBC)의 분자식은 C6H3(OH)2C(CH3) 3 이고, 상태는 백색 내지 담황색의 고체로서 비점은

285℃, 융점은 53℃이며, 비중은 1,049/60℃이고, 점도는 36cps/60℃이다. 단독으로 액상 1,3-부타디엔 및 스티렌 제품

의 중합방지제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카테콜, 이소부틸렌, p-터셔리-부틸페놀, 염소, 가성소다를 원료로 하여 제조

되는 바, 카테콜을 루이스산계 촉매의 존재 하에서 이소부틸렌으로 부틸화하여 TBC를 제조하는 카테콜법에 의하여, 혹은

p-t-부틸페놀(PTBP)을 염소화하여 2-클로로-4-터셔리-부틸페놀을 얻은 다음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염소를 수산기로

치환하는 p-터셔리-부틸페놀(PTBP)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4-터셔리-부틸카테콜(TBC)은 낮은 증기압을 가지므로 액체 환경의 공정부분에서 중합방지 효과를 잘 발휘한다.

상기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은 하기 일반식 4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일반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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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의 분자식은 (C2H5)2NOH 이고, 상태는 액체이며, 보일러수 및 석유화학공정에서 탈산

소제로 많이 사용된다.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은 공정 부분내의 산소 제거가 가능하므로 기체 상태의 공정 부분에서 중합방지 효과를 발휘

한다.

또한, 본 발명은 1,3-부타디엔의 제조시 추출 증류 단계 내에서 1,3-부타디엔의 폴리머 생성을 억제하여 중합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기상 및 액상 환경에서 폴리머 생성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미 생성된 폴리머의 활성을 제거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을 제공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추출 증류 컬럼에서 혼합 C4 유분으로부터 1,3-부

타디엔을 추출 증류함에 있어서,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 및 유기용매로 조성된 일액

형 중합방지제를 상기 추출 증류 컬럼 내에 투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유기용매는 4-터셔리-부틸카테콜 및 디에틸 히드록실아민 성분을 모두 용해시킬 수 있으며 공정이나 제품에 영향이

없는 용매로서 탄소수가 3 ~ 5개인 알콜류가 사용된다. 특히, 상기 알콜류는 이소부틸 알콜(IBA)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

(IPA)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중합방지제가 주입되는 공정을 포함한 1,3-부타디엔 생산을 위한 추출 증류 공정도이다. 도 1과 함께 본

발명에 의한 1,3-부타디엔 제조공정 중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에서 보듯이, 추출 증류 컬럼(1)은 61단의 트레이와 2단의 침니 트레이(1-a 및 1-b) 형태로 되어 있다. 상기 추출 증

류 컬럼(1)에 투입되는 혼합 C4 유분은 기체상으로써 1,3-부타디엔(83 ~ 84중량%), 비닐 아세틸렌(Vinyl Actylene), 에

틸 아세틸렌(Ethyl acetylene), 1,2-부타디엔(1,2-Butadiene), 메틸 아세틸렌(Methyl acetylene) 및 C5 유분으로 구성

되며, 혼합 C4 유분 투입처(2)를 통해 추출 증류 컬럼의 제 1 침니 트레이(1-a) 내로 27 ~ 28톤/시간으로 투입된다. 또한,

추출 용매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Dimethylformamide)는 추출 증류 컬럼(1)의 11단 트레이에 형성된 디메틸포름아마이

드 투입처(3) 내로 45 ~ 47톤/시간으로 투입된다.

본 발명에 의한 중합방지제는 중합방지제 저장 탱크(4)로부터 중합방지제 주입 펌프(5)에 의해 이송되어 추출 증류 컬럼

(1)의 상부 이송관에 투입 및/또는 디메틸포름아마이드 주입관에 투입되어 추출 용매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와 함께 디메

틸포름아마이드 투입처(3)를 통해 추출 증류 컬럼(1)내로 투입된다.

추출 증류 컬럼(1)에 투입된 상기 혼합 C4 유분 중 추출 용매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에 용해도가 낮은 1,3-부타디엔은 1차

정제되어 추출 증류 컬럼(1) 상부로 이동한다. 추출 증류 컬럼(1) 상부에서의 1,3-부타디엔의 농도는 95 ~ 98%이다. 또

추출 증류 컬럼(1) 상부의 온도와 압력은 각각 36 ~ 38.5℃, 3.10 ~ 3.15㎏/㎠G이다.

반면, 혼합 C4 유분 중 1,3-부타디엔과 비점이 비슷하면서도 추출 용매(디메틸포름아마이드)에 대한 용해성이 좋은 비닐

아세틸렌, 에틸 아세틸렌, 1,2-부타디엔, 메틸 아세틸렌 및 C5 유분은 상기 디메틸포름아마이드에 용해되어 추출 증류 컬

럼(1) 하부로 이동한다. 추출 증류 컬럼(1) 하부에서의 1,3-부타디엔의 농도는 5.3 ~ 5.5%이다. 또 추출 증류 컬럼(1) 하

부의 온도와 압력은 130 ~ 130℃, 3.9 ~ 4.0㎏/㎠G 이다.

추출 증류 컬럼(1) 상부에서 나온 정제된 C4 유분은 응축기(6)에서 액체로 상변화가 되며, 응축드럼(7)에서 일시 정지한

다. 이어서 4ℓ 용량의 환류 펌프 스트레이너(8)로 이동하여 정제된 C4 유분 중에 생성된 1,3-부타디엔 중합물(파울링 물

질)이 제거된다. 이어서 환류 펌프(9)에 의해 일부의 정제 C4 유분이 추출 증류 컬럼(1)내로 재투입되어 추출 증류 컬럼(1)

상부에 존재하는 혼합 C4 유분 중 1,3-부타디엔의 농도를 95 ~ 98%로 제어하고, 한편 대부분의 정제 C4 유분은 후속의

1,3-부타디엔 정제 공정(가)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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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출 증류 컬럼(1) 하부에서 나온 디메틸포름아마이드, 1,3-부타디엔, 비닐 아세틸렌, 에틸 아세틸렌, 1,2-부타디

엔, 메틸 아세틸렌 및 및 C5 유분 등의 혼합물은 탑저 스트레이너(10)로 이동하여 1,3-부타디엔 중합물(파울링 물질)이 제

거된다. 이어서 추출 용매와 혼합 C4 유분의 혼합물 중 잔류한 5.3 ~ 5.5%의 1,3-부타디엔을 회수하기 위하여 후속의

1,3-부타디엔 회수 공정(나)으로 압력에 의해 이송된다.

추출 증류 컬럼(1)의 내부 상태는 평상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평상 운전시 개방이 가능한 환류 펌프 스트레이너(8) 및 컬

럼 하부 스트레이너(10)에서 생성되는 폴리머의 상태 및 축적량이 추출 증류 컬럼의 1,3-부타디엔의 중합 및 파울링 정도

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만약,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출 증류 컬럼(1) 상부 또는 하부에 1,3-부타디

엔의 중합으로 인해 발생한 수지형 또는 고무형의 폴리머(파울링 물질)가 추출 증류 컬럼(1)을 봉쇄함으로써 추출 증류 컬

럼(1)의 폭발 또는 가동 정지, 심지어 연계 공장 가동을 정지시키게 된다.

본 발명의 중합방지제를 공급 수단에 의하여 추출 증류 컬럼(1)의 상부에 투입시 증류 상부의 유체(기체 및 액체)와 바람직

한 조성비로 혼합되어야 추출 증류 컬럼(1) 상부에 존재하는 자유 라디칼, 산소와 같은 중합 개시제 및 진전된 폴리머의 활

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추출 증류 컬럼(1) 하부에서 발생되는 1,3-부타디엔의 중합 및 진전된 폴리머의 활성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1,3-부타디엔의 중합방지방법에 있어서, 혼합비율이 9.0 ~ 30.0중량%의 4-터셔

리-부틸카테콜(TBC), 50.0 ~ 90.0중량%의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 및 1.0 ~ 20.0중량%의 유기용매를 혼합한 일

액형 중합방지제를 추출 증류 컬럼(1)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의 구체적 구현예로서

예시적인 것을 뿐이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시예 1

15중량%의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75중량%의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 및 10중량%의 이소부틸 알콜(IBA)을

혼합하여 이루어진 중합방지제 30ppm(혼합 C4 투입양 대비)을 중합방지제 주입 펌프를 통해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추

출 증류 컬럼의 상부로 투입하고, 축적된 폴리머의 상태 및 축적량을 주기적으로 시험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2

중합방지제의 조성 및 혼합비율이 15중량%의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75중량%의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 및

10중량%의 이소프로필 알콜(IPA)인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폴리머의 상태 및 축적량을 주기적

으로 시험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 실시예 1

중합방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폴리머의 상태 및 축적량을 주기적으로 시

험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 실시예 2

TBC 단독의 중합방지제 30ppm(혼합 C4 투입양 대비)을 중합방지제 주입 펌프를 통해 추출 증류탑의 상부로 주입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폴리머의 상태 및 축적량을 주기적으로 시험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

었다.

비교 실시예 3

DEHA 단독의 중합방지제 30ppm(혼합 C4 투입양 대비)을 중합방지제 주입 펌프를 통해 추출 증류탑의 상부로 투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폴리머의 상태 및 축적량을 주기적으로 시험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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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폴리머 축적량 폴리머 상태 공정 상황

실시예 1 1ℓ/14개월 유동성 고무형 정상 운전

실시예 2 1ℓ/13개월 유동성 고무형 정상 운전

비교 실시예 1 1ℓ/0.5개월 수지형 2개월후 비상 가동정지

비교 실시예 2 1ℓ/2개월 고무형 17개월후 비상 가동정지

비교 실시예 3 1ℓ/1개월 수지형 11개월후 비상 가동정지

(평가 결과)

1,3-부타디엔의 추출 증류 공정에서 1,3-부타디엔의 중합반응 진행정도에 따라 폴리머(파울링 물질)의 상태는 분자량이

작은 유동성 고무형, 분자량이 중간 정도인 고무형, 분자량이 큰 수지형으로 나타난다. 생성된 폴리머(파울링 물질)의 분자

량이 작을수록 1,3-부타디엔의 중합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교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중합방지제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 빠른 속도의 수지형 폴리머의 생성으로 2개월 이후 추출 증

류 컬럼의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공장의 비상 가동 정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비교 실시예 2에서와 같이 4-터셔리-부틸카테콜(TBC)만을 단독으로 투입한 경우, 고무형 폴리머의 생성으로 17개월 이

후 추출 증류 컬럼의 압력 상승이 발생하였으며, 1,3-부타디엔 공장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비상 가동 정지하였다.

또한 비교 실시예 3에서와 같이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만을 단독으로 투입한 경우, 수지형 폴리머 생성으로 11개월

이후 추출 증류 컬럼의 압력 상승이 발생하여 공장의 비상 가동 정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실시예 1 ~ 2에서와 같이 4-터셔리-부틸카테콜(TBC), 디에틸 히드록실아민(DEHA) 및 이소프로필 알콜(IPA) 또

는 이소부틸 알콜(IBA)과 같은 알콜류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본 발명에 의한 중합방지제를 투입한 경우, 비교 실시예 2 및

3에서와 같은 종래의 단일 성분의 중합방지제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액상 및 기상 환경에서 동시에 탁월한 1,3-부타디엔

의 중합방지효과를 나타내어, 3년 후 정기 보수를 위해 가동을 정지할 때까지 추출 증류 컬럼의 안정적 연속운전이 가능하

였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우수한 중합반응 억제 및 파울링 방지 효과를 갖는 본 발명에 의한 중합방지제는 혼합 C4 유분 중 각종 고무

및 합성수지 원료가 되는 1,3-부타디엔을 분리 생산하기 위한 제조공정 중에 액상 및 기상의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1,3-부타디엔의 중합을 억제함으로써 고순도의 1,3-부타디엔 제품을 추출 증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중합 방지방법은 파울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1,3-부타디엔 제조 공장의 비상시 가동정지를 미

연에 방지하고, 장기간 안전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중합방지제가 주입되는 공정을 포함한 1,3-부타디엔 생산을 위한 추출 증류 공정도이다.

※ 도면 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추출 증류 컬럼(Extrative distillation column)

1-a: 제 1 침니 트레이(First Chimney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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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제 2 침니 트레이(Second Chimney Tray)

2: 혼합 C4 유분 투입처(Mixed C4 injection point)

3: 디메틸포름아마이드 투입처(Dimethylformamide injection point)

4: 중합방지제 저장 탱크(Polymerization inhibitor storage tank)

5: 중합방지제 주입 펌프(Polymerization inhibitor injection pump)

6: 응축기(Condensor)

7: 응축드럼(Reflux drum)

8: 환류 펌프 스트레이너(Reflux pump strainer)

9: 환류 펌프(Reflux pump)

10: 하부 컬럼 스트레이너(Column bottom strainer)

11: 제 1 재비기(Reboiler)

12: 제 2 재비기(Reboiler)

가: 1,3-부타디엔 정제 공정(1,3-Butadiene distillation unit)

나: 1,3-부타디엔 회수 공정(1,3-Butadiene recovery unit))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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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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