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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에테르로부터 알콜을 분리하기 위한 투석증발 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에테르로부터 알콜을 분리하기 위한 투석증발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투석증발막이 증류 단위장치의 상류측에 위치하는, 본 발명에 에테르화 공정 개략도. 

제  2  도는  투석증발막이  증류  단위장치에  결합되어,  액체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과  함께  사용되는, 
본 발명의 에테르화 공정 개략도.

제  3  도는  투석증발막이  증류  단위장치와  결합되어,  그  상류측에  배열되는,  본  발명의  에테르화 공
정 개략도. 

제  4  도는  투석증발막이  증류  단위장치와  결합되어,  그  상류측에  배열되는,  본  발명의  에테르화 공
정 개략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투석  증발막(pervaporation  membrane)을  사용하여  에테르로부터  알콜을  분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에테르화  공정의  에테르  생성물류중에  존재하는  알콜을  제거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삼급-알킬  에테르는  4  내지  7탄소원자의  삼급  올레핀과  일급  알콜을  적합한  촉매상에서  반응시켜 생
산될 수  있음이 널리 공지되어 있다.  모타 연료 옥탄 증진제로서 상당히 상업적 가치가 있는 두가지
의  이와  같은  에테르는  메틸  3급-부틸  에테르(MTBE)와  3급-아  메틸에테르(TAME)이다.  이들은 이소
부틸렌과 이소펜텐을 각각 메탄올과 반응시켜 얻는다.  

상기  에테르화반은은  발열적이며  평형-제한된다.  이와  같은  반응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두개의 고
정층(fixed  bed)  촉매반응기에서  액체  상태에서  실시되며,  열은  외부  열  교환기를  통해  액체를 순환
시켜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촉매는  Rohn  and  Hass  Co.에서  상업  시판되는  "Amberlyst  15"와  같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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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이온  교환수지이다.  다른  적합한  촉매는  설폰기와,  소량의  팔라듐을  갖는  거대다공성의  강  산성 
양이온 교환제 또는 ZSM-5 또는 ZSM-11과 같은 선택적 제올라이트 촉매인 이작용성 촉매이다. 

이  에테르화  촉매는  특정의  공급원료(부타디엔  및 C3-C 4  아세틸렌  등)에  존재하는  디올레핀, 카르보

닐 화합물 및  기타 다른 파라핀이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삼차 올레핀-메탄올 반응에 대하여 매우 선
택적이다.

삼차  올레핀의  전환는  과량의  메탄올를  사용하는  하나의  반응시스템에서  90  내지  96%의  범위로 일반
적으로 제한된다.  보다 높은 전환을 얻기 위하여,  2  내지 20%의  과량을 메탄올을 사용하는 2단계 반
응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과량의  알콜은  또한  다이머  및  트리머로  올레핀의  중합을 
억제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나,  MTBE  또는  TAME공정에서  과량의  메탄올은  반응기로의  재순환을  위해 
그리고  고순도  에테르  생성물  및 C 4  내지 C 7  추출찌꺼기를  위해서  제거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메

탄올은 이 에테르 및 C 4  내지 C 7  추출찌꺼기와 함께 공비 혼합물을 형성한다.  통상의 증류에 의한 분

리는 매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에너지 및 자본의 집약적이다. 

에테르화 생성물로부터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한 몇가지 기술이 공개되어 왔다.

미합중국  특허  제  3,726,942호는  MTBE  유출류가  먼저  증류  컬럼으로  보내져서 C4 추출찌꺼기(상부 생

성물)로부터  MTBE(하부  생성물)가  분리되는  MTBE  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조  MTBE  생성물은 수세정되
어  메탄올이  제거된다.  조 C4 추출찌꺼기가  또한  수세정되어  메탄올이  제거되며;  그렇지  않으면 분자

체가 사용되어 메탄올이 제거된다. 메탄올-물은 증류에 의해 분리되어 MTBE 반응기로 재순환되다. 

미합중국  특허  제  3,846,088호는  증류  컬럼  바닥부로부터의  조  MTBE생성물을  수세정하고 파라핀(C5-

C10)과 혼합하여 잔류물을 퇴척케하는 유사한 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118,425호는  그  반응기로부터  조  MTBE/TAME를  수세정하고  증류시켜  상부의 C4-C5

추출찌꺼기와 저부의 순수한 MTBE-TAME 생성물을 생성시키는 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302,298호는  반응  유출  혼합물이  증류  컬럼에  공급되어  MTBE  저부  생성물이 생
성되도록  R하는  MTBE  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상부  증기를  압축하고  수세정하여  완류시키기  전에 메
탄올을 제거하며, 이어서 메탄올-물을 증류에 의해 분리한다. 유사하게, 미합중극 특허 제 
4,324,924호는 제 2의 반응/증류순서후 수세정 단계를 포함하는 MTBE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334,964호는  수세정  단계를  사용하여  반응  유출물로부터  메탄올을  회수하고 재
순환하는  MTBE/TAME  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메탄올-물  분리는  사이드  드로우(side  draw)를  가지고 
증류컬럼에서  수행되어  삼차  알콜이  제거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  4,544,776호는  상술한  바와  유사한 
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409,421호는  알칸올과  삼차  알킬  에테르가  증류후,  합성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
하는  흡착에  의해  분리되는  순수한  삼차  올레핀의  제조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447,653호에서는  흡착분리  단계를  증류  컬럼의  상부  추출찌꺼기류로부터  메탄올을 제거하며(수세
정);  재생은  고온  재순환  이소파라핀이  다량  존재하는  스트림을  흡착제에  통과시킴으로써  달성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  4,465,870호는  상기와  비슷한  공정을  개시하였는데,  이  공정은 C 4 추출찌꺼기로부

터 메탄올과 MTBE를 제거하기 위해 타입 5A의 흡착제 또는 13X분자체의 흡착제를 사용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  4,605,787호는  증류  컬럼의  조  MTBE  저부류로부터  메탄올/MTBE의  분리를  위한 소
공극  제올라이트(3A,  4A,  5A와  캐버자이트)를  사용하는  MTBE  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EP-205562에서 
메탄올을  제올라이트(공급  크기  약  4A)의  Na양이온  형태를  사용하여  증류  상부  조 C 4 추출찌꺼기로

부터  제거되며:  흡착층은  고온의 C4-C 5  탄화수소  공급물류를  반응기에  도입하기  전에  통과시킴으로써 

재생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  4,218,569호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하기  위하여  글리콜을  사용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405,409호는  유기  액체와  물의  혼합물을  탈수하기  위한  막  방법  및 장치
를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물의  예로는  에탄올/물,  이소프로판올/물,  에틸아세테이트/믈  및 피
리딘/물이 있다. 막 재료의 예는 변형된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  4,547,530호는  에탄올/헥산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폴리-2-옥사졸린과  열가소성 
중합체의  블랜드  또는  얼로이를  함유하는  투석증발막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590,098
호는  물/에탄올  투석증발  분리에  유용한  폴리이미드  수지의  집층과  실리콘  수지를  교차-결합시켜 
복합막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591,440호는  액체  분리,  특히 에탄올
/물의 분리를 위한 주로 폴리(부치환된 아세틸렌)막을 청구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570,026호는  산성  양이온  교환  수지의  고정층에  대하여  증기  MTBE-함유류를 접
촉시키고  메탄올  및  비반응된  TMBE로부터  이소부텐을  증류  컬럼에  의해  분리함으로써,  MTBE분해에 
의한 고순도 이소부텐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하나의  구체화에서,  본  발명은  생성물류로부터  알콜을  제거하기  위해  에테르화  반응기의  하류측의 
정제구획에  하나  이상의  투석증발막  단계를  결합시킴으로써,  에테르의  제조,  특히  메틸  t-부틸 에테
르(MTBE) 및 t-아  메틸 에테르(TAME)의 제조를 위한 개량된 에테르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에테르화  반응에서는,  에테르는  적합한  촉매에  대하여  반응기에서  올레핀과  알콜을 반응시
켜서  제조된다.  반응기로부터의  생성물류는  알콜이  에테르  및  탄화수소  추출  찌꺼기와  함께  공비 혼
합물을  형성하는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기이다.  탄화수소  추출찌꺼기는  통상의  증류에 의
해  원하는  에테르  생성물로부터  분리된다.  본  발명은  생성물류로부터의  알콜을  제거하여  고순도의 
에테르  생성물을  얻은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에테르화  반응기로부터의  액체 알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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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기  는  공비물질을  파괴하며  알콜에  대한  고  유속(flux)  및  고  선택성을 가
질 수  있는 투석증발 막을 통과하여 기체상 알콜 투과류 및  액체상 에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기 비
투과류가  얻어진다.  기체상  알콜투과류는  에테르화  반응기로  재순환되어  추가의  올레핀  공급물과 반
응하는  한편,  액체상  에테르/  추출  찌꺼기  비투과류는  증류  컬럼에  통과되어  추출찌꺼기류와  고순도 
에테르 생성물류가 생성된다.

증류단위  장치의  상류측에  알콜-선택성  투석증발  막을  위치시키는  것에  부가하여  또는  그  대신에 하
나이상의  이와  같은  막이  증류  단위장치로부터  막으로의  액체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을  가지고서 증
류  단위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증류로부터  회수된  에테르  생성물류  또는 
상부 추출찌거기류로부터 알콜을 제거하기 이해 증류 단위 장치의 하류측에 위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에테르화  방법은  대표적인  에테르화  방법에서  생성된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기   
혼합물로부터  알콜회수를  위한  낮은  에너지  및  낮은  자본의  방법을  제공한다.  90%  이상의  과량의 알
콜이  반응장치로부터  회수되는  한편  수세정  또는  글리콜  세정  단계,  또는  흡착  분리  또는  비말동반 
및 추출형 공비증류와 같은 기타 복잡한 종래 기술단계가 배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화에 있어서,  고  순도 알켄을 제조하기 위한 에테르 분해 공정에서 생성된 분해 
생성물류로부터  알콜이  분리  및  회수될  수  있다.  에테르는  반응기의  산성  양이온  교환  수지의 고정
층에서  분해되어  분해  생성물류를  생성하여  증류  컬럼을  통과한다.  증류  컬럼의  하류측에  배치된 하
나  이상의  투석  증발막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과  함께  증류  컬럼을  사용하여  알콜이 생성물류로부
터 분리된다.

하나의  구체화에  있어서,  본  발명은  에테르를  생성하기  위한  합성  반응기의  하류측의  정제구획에 하
나  이상의  투석  증발막  단계를  결합함으로써  에테르  및  탄화  수소  추출찌꺼기로부터  알콜을 분리하
여  생성물류로부터  알콜을  회수하는  개선된  에테르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에테르화 방법에서
는,  과량의  알콜은  알켄  공급물과  혼합되어  해당하는  에테르  생성물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반응으
로부터의 생성물류는 에테르 생성물, 과량의 알콜 및 일부의 비반응탄화수소 추출찌꺼기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탄화수소  추출찌꺼기는  주로 C4-C7 알칸  또는  알켄으로  이루어지지만, 광

범위한  다른  탄화수소가  일부의  비-탄화수소  성분과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  과량의  알콜은  에테르 
생성물  및  과량의  탄화수소  추출찌꺼기와  함께  공비물질을  형성하기  쉽다.  본  발명은  에테르/알콜 
공비물질을 파괴시키는 유효한 방법을 제공하여 정제된 에테르 생성물 및 알콜 재순환류를 
회수하며,  그리고  또  특정의  구현예에  있어서는  탄화수소  추출찌꺼기로부터  알콜을  분리하여  정제된 
추출  찌꺼기류와  제  2알콜류를  얻어  이러한  알콜류를  원래의  반응  단계로  재순환시켜  알켄공급물과 
혼합시킬 수 있다.

에테르화  반응을  위한  본  발명의  한가지  구체화의  일반적인  설명이  제  1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결합된  알콜과  알켄공급물류(10)이  알콜  재순환류(32)와  혼합되어  스트림(13)을  형성하여, 에
테르화  반응기(14)에  도입되어  이곳에서  알콜과  알켄  혼합물이  적합한  촉매와  접촉하여  해당하는 에
테르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에테르를  생성하도록  반응할  수  있는  어떠한  적합한  알콜과 
알켄이  이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두개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메틸  t-부틸 
에테르(MTBE)를  형성하기  위한  메탄올과  이소부텐의  반응  및  t-아  메틸  에테르(TAME)를  형성하기 
위한  메탄올과  이소펜텐의  반응이다.  이어서,  에테르  생성물은  과량으로  첨가된  비반응  메탄올  및 
탄화수소  추출찌꺼기와  함께  에테르화  반응기(14)로부터  제거된다.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
기(22)에서  과량의  알콜은  거기에  존재하는  에테르생성물/및  추출찌꺼기와  함께  공비물질을 형성하
기  쉽다.  결과적으로,  에테르/알콜  공비물질  및  추출찌꺼기/알콜  공비물질  둘  모두를  파괴시킬  수 
있는  막이  사용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막이  이러한  조작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의 
예로는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CA),  폴리비닐알콜(PVA),  폴리설폰,  실리콘  고무  및  폴리-치환된 아
세틸렌이  있으며,  바람직한  막은  CA  및  PVA이다.  투석증발막  분리  단위장치(24)는  하나의  막  장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배관  및  조작되는  몇개의  막 
장치,  예컨대  그  막  단위장치  여러  단들  사이에서  내부  재순환류를  갖는  멤브레인의 캐스캐이드
(cascade)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  막장치  모듈(module)로  제조되는데,  그  각각은 투과
를 위한 특정의 막 면적과 투석증발로 인한 냉각 효과를 보상하기 위한 적합한 열교환기를 갖는다.  

막  단위장치의 조작 압력은 약 1  기압 내지 50기압 또는 그 이상일 수 있고,  온도는 약 35내지 250
℉이다.  일반적으로  그  온도  및  압력이  임계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막에  대한  공급물,  즉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기(22)가 액체 상태가 되도록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석증발막  분리  단위  장치(24)는  공급물류를  분리하여  알콜이  많은  투과  증기상류(26)과  에테르/ 
추출  찌꺼기  비투과류(34)를  형성한다.  대표적으로  약  75%의  알콜을  함유하는  고농도  알콜류(26)은 
압축/냉각장치(30)에서  압축  및  냉각되어  압축  액체알콜  재순환류(32)  및  알켄공급물류(10)을 형성
하고  상기의  재순환류(32)는  재순환되어  알콜과  결합하고  상기의  알켄공급물류(10)은  스트림(13)을 
형성하여  에테르화  반응기(14)에  도입된다.  투석증발막  분리  단위장치(24)의  투과  측부에는  더  좋은 
투과가  달성되도록  투과측부상의  증기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위프(sweep)스트림  또는 운반유
체를  제공하는  수단,  진공펌프  또는  응축기가  구비될  수  있다.  이  모든  기술은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사용되는 특정막의 가장 효율 있는 조작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사용될 수 있다.

투석증발막  분리단위장치(24)로부터의  비투과류(34)는  과량의  탄화수소  추출찌꺼기와  함께  주로 에
테르생성물을  포함한다.  에테르/추출  찌꺼기  비투과류(34)는  열교환기(36)에서  가열되어 스트림(3
8)을  형성하고  이  스트림(38)은  증류  컬럼(40)에  도입된다.  에테르/추출  찌꺼기는  증류 컬럼(40)에
서  처리되어  상부  추출찌꺼기류(42)와  정제  에테르  생성물류(44)가  형성된다.  대표적으로,  정제된 
에테르  생성물류(44)는  알콜  오염물이  전혀  없거나  또는  거의  없으며  추출찌꺼기가  없는  95%  이상의 
농도를 갖는다. 

제  2  도는  본  발명의  대안의  구체화를  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비물질은  파괴되고,  알콜은 추출
찌꺼기로부터  에테르를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증류  컬럼으로부터의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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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되는  투석증발  막을  사용하여  에테르  및  추출찌꺼기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흐름도에  따르면, 
알콜  및  알켄  공급물류(10)은  액체상  알콜  재순환류(58)과  결합되어  결합  공급물류(11)을  형성하며, 
이  공급물류(11)은  에테르화  반응기(14)에  도입된다.  알콜  및  알켄은  에테르화  반응기(14)에서 적합
한  촉매와  접촉하여  에테르  생성물을  형성하여,  과량의  알콜  및  일부의  탄화수소  추출찌꺼기와  함께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기류(22)로서  반응기로부터  회수한다.  이러한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기류(22)는  그  추출찌꺼기로부터  에테르를  분리시킬  수  있는  증류  컬럼(40)에  직접 도입된
다.   

알콜/에테르/  추출  찌꺼기나  함유된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46)은  증류컬럼(40)으로부터  회수되어 알
콜/에테르  및  알콜/추출  찌꺼기  공비물질을  파괴하기  위한  적합한  막  분리단위  장치(돌(47)로 도입
되어  그  혼합물로부터  알콜이  분리된다.  그  알콜은  증기상의  투과물류(52)로서  분리되고 압축/냉각
기(57)에서  응축되어  액체상  알콜  재순환류(58)을  형성하여  재순환하고  인입  알콜  및  알켄 공급물류
(10)과  결합하여  결합  공급물류(11)로서  에테르화  반응기(14)에  공급된다.  막  분리  단위 장치(47)로
부터의  비투과물류(54)는  에테르  및  추출찌꺼기를  포함하며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이  회수되는 것보
다  낮은  증류  트레이에서  증류  컬럼(40)에  귀한된다.  결합된  에테르/추출  찌꺼기는  증류 컬럼(40)에
서  더욱  더  처리되어  상부  추출찌꺼기류(42)로서  추출찌거기가  분리되고  증류  컬럼(40)의 하부로부
터의  정제  에테르  생성물류(44)로서  에테르  생성물이  회수된다.  이  공정에  의하면,  에테르화 반응기
(14)로부터의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  찌꺼기류(22)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알콜이  회수되어  알콜 
및  알켄공급물류(10)으로  다시  재순환된다.  또한,  추출찌꺼기가  없는  95%농도의 C4-C7 에테르가 함유

된 생성물이 회수된다. 

본  발명은  MTBE  또는  TAME  공정에서  공비  혼합물  분리의  장기간  지속되온  문제를  해결한다.  통상의 
에테르화  공정에서는,  이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즉  많은  비용  및  에너지  경비를  치르고서 
C4 /메탄올  공비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메탄올을  회수하기  위한  수세정이  사용된다.  다른  문제  즉, 

MTBE/메탄올의  공비  혼합물은  많은  양의  공비  혼합물이  반응  장치에  재순환되고  많은  양의 에너지
(스팀)이  이용되는  2-단계  증류에  의해  해결된다.  대조적으로,  본  발명은  투석증발  막  장치를 이용
하여  고선택도를  가지고서  90%  이상의  과량의  메탄올을  회수하므로써,  종래의  기술에  비해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C4/MTBE 증류를 더욱 효과적이게 만드는 간단한 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화는  에테르  분해에  의해  고순도  알켄을  생성하는  공정에서  에테르  및/또는 
탄화수소로부터  알콜을  분리하기  위한  투석  증발  막을  사용한다.  제  4  도는  MTBE의  분해에  의해 고
순도  이소부텐을  생성하는  공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본  발명은  다른  에테르  분해  반응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불순한 C4 공급물류(70)은  메탄올  공급물류(71)  및  결합된  메탄올류(72)와  결합되어  MTBE  합성 시스

템(74)에  공급된다.  MTBE  합성  시스템(74)는  MTBE생성물류(76)을  생성한다.  MTBE생성물류(76)중 일
부분이  최종  MTBE생성물류(78)로서  수거되는  한편,  MTBE생성물류(76)중  또  다른  부분이 스트림(80)
으로분리되어  열교환기(81)에서  가열  및  증발된  후  산성  양이온  교환  수지의  고정층을  함유하는 분
해  반응기(82)에  공급된다.  분해  반응기(82)는  MTBE공급물을  분해시켜,  이소부텐/메탄올/MTBE를 함
유하는  유출류(83)을  생성하며,  이  유출류(83)은  열교환기(84)에서  냉각  및  응축되어  액체 혼합물
(85)를 생성한 후 투석증발 막장치(86)에 공급된다.

이소부텐/메탄올/MTBE혼합물은  투석  증발  막  장치(86)에  의해  분리되어  고  순도  메탄올 투과증기상
류(87)과  메탄올-고갈된  액체농축  비투과물류(88)이  생성된다.  고  순도  메탄올  투과  증기상류(87)은 
막  장치로부터  회수되어,  필요하다면  냉각  및  응축되고,  결합된  재순환  메탄올류(72)로서  MTBE합성 
반응장치(74)에  재순환된다.  투석  증발  막장치(86)으로부터의  메탄올-고갈된  액체  농축 비투과물류
(88)은  증류  컬럼(89)으로  공급되어  분리된다.  고  순도  이소부텐스트림(90)은  상부  생성물로서 회수
되어, 고순도 MTBE류(91)의 하부 생성물로서 회수되어 MTBE분해 반응기(82)로 재순환된다.

이소부텐/MTBE/메탄올이  함유된  액체  사이드  드로우는  증류  컬럼(89)로부터  스트림(93)으로 회수하
여  투석증발  막  장치(94)에  도입되어  이곳에서  분리되어  고순도  메탄올증기상  투과류(95)와 이소부
텐/MTBE  비투과류(96)을  형성한다.  이어서,  고순도  메탄올  증기상  투과류(95)는  제1투석  증발 막장
치(86)으로부터의  메탄올  투과류와  결합되어,  결합  및  재순환된  메탄올류(72)로서  MTBE합성 장치
(74)에  재순환된다.  투석  증발  막  장치(94)로부터의  이소부텐/MTBE  비투과류(96)은  증류  컬럼(89)로 
재순되어 더욱 더 분리된다.

제  4  도에  설명된  흐름도  및  상기  설명은  투석증발  막  장치가  MTBE분해  반응  장치에  결합되는 하나
의  특별한  구체화를  설명하지만,  에테르분해  공정을  위한  여러가지의  다른  구체화  및  흐름도가 알콜
/탄화수소  및/또는  알콜/에테르  공비물질을  파괴하도록  투석  증발  막을  사용하는  본  발명에  따라 설
계될  수  있다.  예컨대,  상술한  흐름도에서,  두개의  투석  증발  막장치가  특별히  언급되는데,  하나는 
증류  컬럼의  하류측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액체의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을  사용하는  증류  컬럼과 존
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두개중  단지  하나의  막  장치가  사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화는 나머
지  장치의  특정  반응  조건과  농도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특별히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도면에서 
나타내는  스트림중  어느  것이라도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사용되는  특정  반응  조건과 목
적 생성물의 특정 순도의 압력에 따라서 임의적인 압축기, 팽창기, 밸브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설명된  모든  장치에  있어서,  상기  공정도는  가장  효과적인  유형의  분리가  달성되도록 
내부  사이클  및  유사한  변화와  병행하여,  하나  이상의  개개의  막  또는  막  단위  장치를  포함하는 투
석 증발 막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작업  과정을  예시하기  위하여,  투석증발  실험을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막을  사용하여 실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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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은 하기 표 1에 나타나 있다.

분자인자(α)는 다음과 같다 : 

[표 1]

CA 멤브레인-투석증발

CH3OH/MTBE

*CH3OH/MTBE-헥산(50/50중량)

α값은  MTBE/메탄올의  이성분계에서  광범위한  공급  메탄올의  농도,  온도  및  막의  종류에  의존하여 
14  내지  400의  범위에  있다.  7471까지의  아주  높은  α값이  MTBE/헥산/메탄올의  삼성분계에서 관찰된
다.  메탄올이  MTBE  및/또는  헥산보다  더욱  투과성이  높은데,  이것은  메탄올이  멤브레인 매트릭스에
서  보다  쉽게  용해되어  막을  통해  더  빠르게  확산되는  더  작은  분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증류에 의한 공비물질 분리의 어려움이 쉽게 극복된다. C 6  또는  다른  추출찌꺼기 성분(C 4 내

지 C7)의 존재는 실제적으로 전체 메탄올 유속을 실제적으로 증가시키며 그 선택성을 향상시킨다. 

[실시예 2]

에테르화  공정을  위한  본  발명의  공정을  증류  단위  장치의  하류측에  위치한  일련의  투석증발  막  및 
액체사이드  드로우  공급물을  가지고서  증류  단위  장치의  함께  사용된  단일  투석증발  막을  사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했다.  적합한  촉매  존재하의  반응기에서  메탄올과  이소부틸렌을 반응
시켜  제조한  메틸  t-부틸  에테르  생성물로부터  메탄올을  분리시키기  위한  공정을  실시했다.  그  실시 
공정이  제  3  도에  예시되어  있다.  제  3  도와  관련하여,  공급  메탄올류(100)은  재순환류(620)  및 C 4 

공급물류(12)과  혼합되어  혼합  공급물(130)을  형성한다.  혼합  공급물(130)은  각각  열교환기(150)  및 
(210)  및  단간  냉각기(160)과  연결된  반응기(140)  및  (200)에  공급된다.  140℉에서  약  5중량%의 메
탄올을  함유하는  반응기  유출류(220)은  막(230)  및  (250)을  포함하는  2-단계  투석증발  장치(240)에 
공급되어  투과  증기상류(260)으로서  55%의  과량의  메탄올이  회수된다.  막의  고선택성으로  인해, 투
과  증기상류(260)은  약  94중량%  의  메탄올을  함유한다.  그  증기는  냉각기(28)  및  펌프(300)에서 냉
각  및  진공  응축되어  투과  응축물류(320)이  생성된다.  이어서  투과  응축물류(320)은  다른  귀환 메탄
올류(580)과  혼합되어,  액체류(600)을  생성하며  이것은  핌프(610)을  통해  핌핑되어 재순환류(620)으
로서  반응  자치에  재순환된다.  86℉에서  막  단위  장치로부터의  액체  응축물류(340)을  가열 교환기
(360)에서  153℉까지  가열되고  공급물류(380)으로서  증류컬럼(400)에  공급된다.  공급물류(380)은  약 
2.4중량%의  메탄올을  함유한다.  증류컬럼(400)은  75psia에서  조작되고  27개  이론단을  포함한다. 액
체  사이드  드로우  스트림(460)을  공급  트레이  아래의  증류  컬럼(400)으로부터  얻어져서 열교환기
(480)에서  104℉까지  냉각되어  약  5중량%의  메탄올을  함유하는  스트림(500)을  형성한다. 스트림
(500)은  1-단계  투석증발  장치(530)에  공급되어  재순환을  위하여  증기상  투과물류(520)으로서  33%의 
과량의 메탄올이 제거된다.

증기상투과물류(520)은  냉각되어  진공핌프(570)과  함께  진공하에  응축기(560)에서  응축되어 98중량%
의  메탄올을  함유하는  액체  메탄올류(580)이  생성된다.  액체상  메탄올류(580)은  투과 응축물류(32
0)과  혼합되어  재순환류(620)으로서  재순환된다.  4%의  메탄올을  함유하는  1단계-투석증발  막 장치
(530)에서  액체상응축물류(540)은  열교환기(480)에서  가열되어  액체  사이드  드로우스트림(460)을 취
하는  트레이  아래의  트레이  스트림(550)으로서  증류  컬럼(400)에  귀환된다. C4 추출찌꺼기는 증류칼

럼(400)으로부터 상부류(420)으로서 회수되고, MTBE 생성물은 스트림(400)으로서 바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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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며,  열  교환기(360)에서  냉각되어  99.1%  순도의  최종  MTBE  생성물류(470)이  생성된다.  이러한 
공정을 위한 공정 조건에서의 물질 발란스는 하기 표 2와 같다. 

[표 1]

제 3 도의 질량 발란스

투석  증발  막  장치를  이용하는  상기  에테르화  공정은  종래의  공정에서  요구되는  통상의  메탄올  정제 
컬럼을  배제시키므로써,  스팀  소모를  약  10-30%만큼  감소시키며  자본  비용도  5-20%만큼  감소시킨다. 
또한,  재순환메탄올류에서  에테르  생성물은  같은  공급물을  사용하는  통상의  종래  방법에  비하여 현
저히  감소된다.  막  단위장치에  의한  알콜의  고선택성으로  인해,  그  개선된  방법은  높은 메탄올/알켄
비율(즉〉1.5-2.0)가  합성  반응기에  대한  공급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고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올레핀을  알콜과  반응시켜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찌꺼기류(22)(여기서으  알콜은  에테르  및 추출
찌꺼기와  함께  공비  혼합물을  형성함)를  생성시키고  증류에  의해  상기의  에테르를  추출찌꺼기로부터 
분리하는 에테르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a)공비 물질을 파괴할 수  있으며 알콜에 대한 고  유속 및  고 
선택성을  가지는  투석증발  막  분리단위  장치(24)상에  액체상태의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찌꺼기
류(22)를  통과시켜  알콜  풍부  통과  증기상류(26)  및  액체  에테르/추출찌꺼기  비투과류(34)를 생성시
키고,  b)알콜  풍부  투과  증기  상류(26)를  에테르화  반응기(14)에  재순환시켜  추가의  올레핀 공급물
가  반응시키고;  (c)액체  에테르/추출찌꺼기  비투과류(34)를  증류  컬럼(40)에  통과시켜  상부 추출찌
꺼기류(42)와 정제된 에테르 생성물류(44)을 생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에테르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정제된  에테르생성물류(44)를  투석증발  막  분리  단위  장치에  통과시켜  상기 생성
물류중에 존재할 수 있는 알콜을 증기상 투과물로서 더욱 분리시키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이소부틸렌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메틸 3급-부틸 에테르를 형성시키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이소펜렌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3급-아  메틸 에테르를 형성시키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찌꺼기류(22)중에  존재하는  50%  이상의  알콜을  알콜 
풍부 투과 증기상류(26)으로서 투석증발 분리단위장치(24)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액체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46)을  증류  컬럼(40)으로부터  회수하고  막  분리 단위
장치(47)에  통과시켜  투과물류(52)로서  알콜을  제거하여  비투과물류(54)을  얻고,  이것을  증류 컬럼
(40)에 귀환시키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막  분리  단위장치(47)상에  그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46)을  통과시켜  생성한 투과
물류(52)를 에테르화 반응기(14)에 재순환시키는 방법. 

청구항 8 

올레핀을  알콜과  반응시켜  알콜이  에테르  및  추출찌꺼기와  함께  공비  혼합물을  형성하는 알콜/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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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탄화  수소  추출찌꺼기류(22)를  생성하고  상기의  에테르를  증류에  의해  추출찌꺼기로부터 분리하
는  에테르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a)추출찌꺼기로부터  에테르를  분리시킬  수  있는  증류컬럼(40)에 알
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찌꺼기류(22)를  통과시키며;  b)알콜,  에테르/추출찌꺼기를  포함하는  액체 
사이드  드로우  공급물(46)을  증류  컬럼(40)으로부터  회수하여  그  공급물을  막  분리  단위장치(47)에 
통과시켜  증기상투과물류(52)과  비투과물류(54)을  얻으며;  c)투과물류(52)을  에테르화  반응기(14)에 
재순환시키며;  그리고  d)  비투과물류(54)을  증류  컬럼(40)에  다시  통과시켜  상부 추출찌꺼기류(42)
과 정제된 에테르 생성물류(44)을 생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에테르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이소부틸렌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메틸 t-부틸 에테르를 생성시키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이소펜텐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t-아 메틸 에테르를 생성시키는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알콜/에테르/탄화수소  추출찌꺼기류(22)에  존재하는  50%  이상의  알콜을 투과물류
(52)으로서 막 분리 단위장치(47)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정제된  에테르  생성물류(44)을  투석증발막에  통과시켜  상기  생성물류에 존
재할 수 있는 알콜 증기 투과물로서 더욱더 분리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증류  컬럼(40)에서  생성된  상부  추출찌꺼기류(42)을  투석증발  막에  통과시켜 상
기의 생성물류에 존재할 수 있는 알콜을 증기상 투과물로서 더욱더 분리하는 방법. 

청구항 14 

에테르를  분해시켜  알콜이  에테르  및  알켄과  함께  공비  혼합물을  형성하는  액체상 알콜/에테르/알켄
혼합물(83)을  형성하고  이  혼합물로부터  증류에  의해  상기의  알켄을  분리하는,  에테르의  분해에 의
한  고순도  알켄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a)공비물질을  파괴할  수  있으며,  알콜에  대한  고  유속  및  고 
선택성을  갖는  투석  증발  막장치(86)상에  분해  단계로부터의  액체상  알콜/에테르/알켄  혼합물(83)을 
통과시켜  고순도  알콜투과  증기상류(87)과  알콜-고갈  액체상  응축물  비투과류(88)을  생성하고; 그리
고  b)알콜-고갈  액체상  응축물  비투과류(88)을  증류  컬럼(89)에  통과시켜  고순도  에테르류(91)과 고
순도 알켄류(90)을 생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알켄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에테르  합성  장치(74)중에서  알콜(71)과  알켄(70)을  반응시켜  에테르류를 초기
에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액체  사이드  드로우  스트림(93)을  증류  컬럼(89)으로부터  회수하고  투석증발  막 
장치(94)상에  통과시켜  고순도  알콜  투과  증기  상류(95)로서  알콜을  제거하여  액체  에테르/알켄 비
투과물류(96)을 얻고, 이것을 증류 컬럼(89)에 귀환시키는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고순도  알콜  증기상  투과물류(95)를  에테르  합성  장치(74)에  재순환시키는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고순도  알콜  투과  증기상류(87)  및  (95)를  에테르  합성  장치(74)에 재순환시키
는 방법.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알켄이 이소부텐 또는 이소펜텐인 방법.

청구항 20 

에테르를  분해시켜  알콜이  에테르  및  알켄과  함께  공비  혼합물을  형성하는  액체상 알콜/에테르/알켄
혼합물(83)을  형성하고  이  혼합물로부터  상기의  알켄을  증류에  의해  분리하는,  에테르의  분해에 의
한  고순도  알켄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a)액체상  알콜/에테르/알켄  혼합물(83)을  알켄으로부터 에테
르를  분리시킬  수  있는  증류  컬럼(89)에  통과시키며;  b)알콜/에테르/알켄을  포함하는  액체  사이드 
드로우  스트림(93)을  증류  컬럼(89)으로부터  회수하여  그  스트림을  투석증발  막  장치(94)에 통과시
켜  고순도  알콜  증기상  투과물류(95)과  액체상  에테르/알켄  비투과물류(96)을  생성하며;  그리고  c) 
액체상  에테르/알켄  비투과물류를  증류  컬럼(89)에  다시  통과시켜  고순도  에테르류(91)과  고순도 알
켄류(90)을 생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에테르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에테르  합성  장치(74)에서  알콜(71)과  알켄(70)을  반응시켜  에테르를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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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고순도  알콜  증기상  투과물류(95)을  에테르  합성  장치(74)에  재순환시키는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알켄이 이소부텐 또는 이소펜텐인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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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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