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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올레핀 (들) 의 기상 중합용 장치에 관한 것이고, 상기 장치가 필수적으로 유동층 반응기 및 단리 밸브가 제

공된, 중합체를 인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도관을 포함하고, 로크 호퍼에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연결시키며 상기 

도관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동안에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벗어나고, 그리하여 상기 도관의 각 부분이 수평면과 35

˚내지 90˚의 각 A 를 형성한다. 또한 유동층 반응기에서 올레핀 (들) 의 연속적인 기상 중합방법에 관한 것이고, 인

출 도관을 경유하여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으로부터 로크 호퍼 내로 중합체를 인출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하여 인출

도관내의 중합체의 모든 흐름이 수평면과 중합체의 리포즈 각 b 와 적어도 동일하고 90˚ 를 초과하지 않는 각 A 를 

형성해서 아래 방향으로 생산된다. 본 발명은 로크 호퍼의 충진도를 향상시키고 중합체와 함께 인출되는 기체의 양을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발명에 따른 중합체 인출용 장치를 포함하는 기상 올레핀 중합용 장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제 2, 3 및 4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 중 인출 장치의 대체 형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제 5 도는 제 1 도에서 나타낸 것과 동일하고 약간의 바람직한 추가 장치를 포함하는 장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

제 6 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중합체를 인출하기 위한 단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제 7 도는 본 발명의 방법의 대체 형태를 따라 중합체를 인출하기 위한 단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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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반응기 2 : 반응기의 상부

3 : 챔버(chamber) 4 : 유동화 그리드(fluidization grid)

5 : 외부 도관 6 : 열교환기

7 : 열교환기 8 : 압축기

9 : 입구 챔버 10 : 공급 도관

11 : 관로 12 : 도관

13 : 단리 밸브 14 : 로크 호퍼 (lock hopper)

15 : 방출 도관 16 : 방출 밸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제조된 중합체의 인출을 향상시키는 장치를 갖춘, 유동층 및 임의적 기계적 교반층에서 올레핀(들)의 기상 

중합용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동층과 수직 측면 벽을 갖는 반응기에서 대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 기상에서 하나 이상의 올레핀을 중합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는데, 중합된 올레핀을 함유하고 상향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반응 기체 혼합물에 의해 반응기 내에서 형성

된 중합체 입자가 유동화 그리드 위에서 유동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분말 형태로 제조된 중합체는 일반적으로 반응기

로부터 유동화 그리드 위의 반응기의 수직벽을 따라 위치한 하나 이상의 측면 방출 도관에 의해 인출되고 그 다음 감

압과 탈기 단계로 보내진다. 유동층 반응기의 상층부를 경유하여 통과하는 반응 기체 혼합물은 압축기가 제공된 외부

순환 도관을 매개로 하여 유동화 그리드 아래의 반응기 하부로 되돌려진다. 되돌아가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중합 반

응동안 발생된 열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 순환 도관에 제공된 하나 이상의 열교환기의 도움으로 반응 기체 혼합물이 

냉각된다. 중합은 유동층 내로 유입된 촉매 또는 촉매 시스템의 존재하에서 수행된 다. 이미 여러 해 동안 공지된, 고(

高)활성의 촉매 및 촉매시스템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다량의 중합체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중합체 내의 

촉매 잔류물의 제거 단계를 피할 수 있다.

중합체가 반응기로부터 빠져 나올 때, 반응기 내의 압력하에서 존재하는 반응 기체 혼합물을 동반한다. 인출된 중합

체와 함께 동반되는 반응 기체 혼합물의 비가 일반적으로 높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인출된 중합체의 감압과

탈기를 위한 대형 장치와, 중합체와 함께 인출된 반응 기체혼합물을 회수하고 재(再)가압하여 대부분의 기체 혼합물

을 중합 반응기 내로 재순환시키기 위한 알맞고 저렴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장치는

회수용 로크 호퍼(lock hopper)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단리 밸브가 장치된 인출 도관 옆의 유동층 반응기 측면 벽에 

연결된다. 또한 로크 호퍼는 그 자체로 단리 밸브를 갖춘, 방출 도관 옆의 감압 및 탈기 챔버에 연결될 수 있다. 대부분

의 경우에 인출 도관은 상기 벽에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즉, 수평면) 반응기의 측면 벽을 통과한다. 그 다음, 미합중

국 특허 제4,003, 712호, 프랑스 특허 제 2, 642, 429 호 또는 유럽 특허 제 188, 125 호에 서술되어 있듯이, 그것은 

동일한 수평면에 있는 동안에, 또는 유럽특허 제 71, 430 호에 서술되어 있듯이, 엘보우를 형성한 후 수직으로 하강하

는 동안에 로크 호퍼에 도달한다. 또한 인출 도관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동안 그리고 수평면과 비교적 작은 각(예 : 프

랑스 특허 제 2, 599, 991 호의 제 1 도에 나타나 있듯이 18˚)을 형성하는 동안에 반응기의 측면 벽을 통과하여, 엘

보우를 형성한 후 수직으로 하강하는 동안에 로크 호퍼에 도달한다. 모든 경우에, 인출된 중 합체를 동반하는 반응 기

체 혼합물의 비가 비교적 높아서, 결과적으로 상기의 단점들이 관찰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특허 제 

71, 430 호는 밸브를 포함하고, 분리기 내의 중합체로부터 분리된 기체를 반응기 뒤쪽으로 배출하기 위한 유동층 상

부 근처의 인출 도관 위의 지점에서 유동층 반응기에 회수용 분리기를 연결하는, 배기 도관 시스템을 포함하는 중합체

회수용 분리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일한 제안이 유동화 촉매 크래킹(FCC) 방법에서 유동층 반응기로부터 

촉매를 인출하기 위해 프랑스 특허 N˚2, 164, 500에 제시되어 있다. 유체와 촉매의 혼합물은 반응기의 바닥으로부

터 반응기의 레벨 아래에 위치한 분리기 내로 인출되고, 거기에서 유체는 촉매로부터 분리되며, 밸브를 갖춘 배기 도

관을 경유하여 유동층 상부 근처인 반응기 상부로 재순환된다.

올레핀(들)의 기상 중합용 장치와 방법은 상기의 단점을 피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유동층 반응기와 임의의 

교반층 반응기에서 제조된 중합체를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출 시스템을 막는 

것을 피하면서 상기의 특허에 나타나 있는 배기 도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여 중합체와 함께 인출된 반응 기

체 혼합물의 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주제는 하부에 유동화 그리드를 갖춘, 수직 측면 벽을 가진 유동층 반응기, 유동화 그리드 아래의 하부에 

반응기의 상부를 연결시키고 압축기 및 하나 이상의 열 교환기를 포함하는 반응 기체 혼합물의 외부 순환용 도관, 그

리고 방출 밸브가 제공된 로크 호퍼에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연결시키고, 단리 밸브가 제공된 하나 이상의 중합체 

인출용 도관을 포함하는 장치로, 인출 도관이 아래 쪽으로 향하는 동안에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벗어나 상기 도관

의 각 부분이 수평면과 35 내지 90˚ 의 각 A 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올레핀(들)의 기상 중합용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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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장치는 특히 중합체 인출용 도관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로크 호퍼에 연결하기 위

해 아래쪽으로 향하고, 그것의 모든 부분은 수평면과 35 내지 90˚,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90˚그리고 특히 45 내지 

90˚ 또는 50 내지 90˚의 각 A 를 형성한다. 따라서 인출 도관은 어떤 수평부분이나 수평면과 약간 기울어진 부분, 

예를 들어 35˚보다 작은 각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정의에서, 각 A 는 인출 도관의 세로 축이 수평면과 형성하는 어떤 예각 또는 직각을 의미하고, 이것은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으로부터 로크 호퍼까지의 도관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제 4 도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인출 도관 (12c) 의 부분이 수평면과 둔각을 형성한다면, 이 경우 둔각 A  3
', 본 정의에 따르면, 각 A 는 더 작은 각, 즉 둔각에 대한 보각인 예각이 되는데, 이 경우는 둔각 A  3 ' 에 보각인 예각 

A  3 이다.

인출 도관은 제 2 도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단일한 직선 도관 (12) 를 구성하거나 또는 제 3 도 및 제 4 도

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둘 이상의 직선 도관 (12a, 12b, 12c) 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고, 두개의 

직선 도관 사이의 결합 부분이 하나 이상의 굽은 도관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인출 도관이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통과하는 출발점에서, 도관이 수평면과 형성하는 초기 각 A 는 90˚를 제외하

고 상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어떤 값도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각 A 는 90˚미만, 바람직하게는 85˚이하 그리고 

특히 80˚이하이다. 이것은 35˚에서 90˚미만인 어떤 값,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85˚, 특히 45 내지 80˚또는 50 

내지 80˚범위가 가능하다.

유동층은 수직 측면 벽을 가진 전체 반응기(유동화 그리드로부터 높이 H 인 반응기)를 차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

출 도관이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통과하는 출발 지점은 유동화 그리드 위의 상기 벽의 어떤 레벨에 위치할 수 있다.

실제로 유동층은 유동층 반응기의 일부분만을 일반적으로 차지하고, 그리하여 유동층의 높이 h 는 0.95'H, 바람직하

게는 0.90'H 그리고 특히 0.85'H 와 같고, 따라서 반응기 바깥으로 중합체 입자의 과도한 동반을 피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인출 도관의 출발점은 유동화 그리드 위의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의 어떤 레벨에 위치할 수 있고, 0.95'H 까지, 

바람직하게는 0.90'H 그리고 특히 0.85'H 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출발점은 그리드 위의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의 어

떤 레벨에 위치해야 하며, 0.05'H 내지 0.95'H , 바람직하게는 0.05'H 내지 0.90'H 그리고 특히 0.1'H 내지 0.85'H 범

위가 된다.

제 3 도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직선 도관 (12a, 12b) 의 두 개의 연결 부분으로 구성되는 인출 도관을 사

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도관의 첫번째 부분은 상기에서 서술된 것처럼 초기 각 A,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75˚

, 그리고 특히 50 내지 70˚로 수직 측면 벽을 통과한다. 예로서, 굽은 부분에 의해 첫번째 부분에 연결된, 도관의 두

번째 부분은 수직(A = 90˚)이다.

인출 도관은 25 내지 200 mm,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50 mm 의 내부 직경을 갖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반응기로

부터 인출된 중합체 입자의 직경에 의존한다. 내부 직경은 인출 도관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한 것이 바람

직하다. 인출 도관의 내부 부피 (V  1 ) 는 로크 호퍼의 내부 부피 (V  2 ) 의 1/2 내지 1/500,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1

/200, 특히 1/10 내지 1/100 이다.

인출 도관은 바람직하게 구형 코어를 갖는 밸브인 단리 밸브와 특히 비제한 통로가 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출 도

관의 내부 직경에 근접 하거나 동일한 직경의 흐름 개방구를 갖는다. 단리 밸브는 예를들어 1 또는 2 초 미만의 개방 

속도로 조작하는 급속한 개방형이 바람직하다. 단리 밸브는 로크 호퍼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응기의 수

직 측면 벽으로부터 단리 밸브까지의 도관 부분의 내부 부피는 실질적으로 V  1 과 동일하다.

로크 호퍼는 단리 밸브를 갖춘 인출 도관이 상부에서, 바람직하게는 최상부에서 개방하는 밀폐 용기이다. 특히, 그것

은 하부에서, 바람직하게는 가장 하부에서 연결 도관을 통해 감압과 탈기 챔버로 통하는, 방출 밸브가 갖추어진 개방

구를 포함한다. 로크 호퍼의 내부부피는 바람직하게는 수직 측면 벽을 가진 반응기 내부 부피의 1/10 내지 1/3000, 

특히 1/100 내지 1/2000 이다.

본 발명의 이점 중의 하나는 로크 호퍼가 반응기의 상부로 연결되는 배기 도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 호퍼는 바람직하게는 층의 상부 근처의 유동층 및 임의의 교반층 반응기의 상부로 연결되는 어떤 배기 

도관도 포함하지 않는다.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올레핀의 기상 중합용 장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기 장치는 하기를 포함한다 :

(i) 최상부 (2) 와 유동화 그리드 (4) 를 포함하는 하부를 가지는 유동 층과 수직 측면 벽을 가진 원통형 반응기 (1) ;

(ii) 그리드 (4) 의 아래에 위치하고 그리드 (4) 를 통해서 반응기 (1)과 연결된 반응 기체 혼합용 입구 챔버 (9) ;

(iii) 반응기 (1) 의 측면 벽을 통해서 촉매 개방부를 도입하기 위한 관로 (11) ;

(iv) 반응기의 상부 (2)를 반응 기체 혼합물용 입구 챔버 (9) 에 연결시키고 압축기 (8) 과 하나 이상의 열 교환기 (6, 7

) 을 포함하는, 반응 기체 혼합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외부 도관 (5) ;

(v) 단리 밸브 (13) 을 가지고 있고 로크 호퍼 (14) 에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연결하고, 도관 (12) 는 아래 방향으로

반응기 (1) 의 수직 측면 벽을 벗어나고, 그리하여 상기 도관의 모든 부분은 수평면과 35 내지 90˚,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90˚, 특히 45 내지 90˚또는 50 내지 90˚범위의 각 A 를 형성하는 중합체를 인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도관

(12).

하부에서, 로크 호퍼 (14) 는 바람직하게 단리 밸브 (13) 과 동일한 방출 밸 브 (16) 을 갖춘 방출 도관 (15) 를 포함한

다.

반응기 (1) 은 반응기 위에 중합체 입자의 동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카밍 챔버(calming chamber) 또는 유리 챔버(dis

engagement chamber)(3) 이 존재한다는 이점이 있고, 챔버 (3) 의 상부는 반응기의 상부 (2) 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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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올레핀(예 :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 또는 C  4 ∼C  10 알파 - 올레핀),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비공액 

디엔류, 수소 그리고 질소와 같은 하나 이상의 비활성 기체 또는 하나 이상의 C  1 ∼C  6 , 바람직하게는 C  2 ∼C  5
알칸과 같은 하나 이상의 반응 기체 혼합물 구성요소용 공급 도관은 외부 순환 도관 (5) 내로 나타난다.

제 2, 3 및 4 도는 제 1 도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인출 장치의 대체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동일한 인용문을 

사용한다. 제 2 도는 특히 로크 호퍼 (14) 에 반응기 (1) 의 수직 측면 벽을 연결하는 하나의 직선 도관을 구성하는 인

출 도관 (12) 를 나타낸다. 제 3 도에서, 인출 도관은 각각 각 A1 과 직각 A2 를 갖는 2 개의 직선 도관 (12a, 12b) 와 

연속으로 결합된다. 제 4 도에서, 인출 도관은 각각 각 A1, 직각 A2 및 각 A3 를 갖는 3 개의 직선 도관 (12a, 12b, 1

2c) 가 연속으로 결합된다.

제 5 도는 제 1 도에서 나타낸 것처럼 장치의 바람직하고 향상된 대체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동일한 인용문

을 사용한다. 그것은 특히 세정 기체용 공급 도관 (17) 을 나타내고 인출도관 (12) 내로 개방되어 있다. 도관 (17) 은 

세정 방지용 밸브 (18) 을 포함한다. 그것은 상기 도관 (12) 가 반응기 (1) 의 수직 측면 벽을 출발하는 지점과 단리 밸

브 (13)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관 (12) 의 어떤 위치에서 개방된다. 도관 (12) 가 자유자재로 세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것은 밸브 (13) 근처에서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응집으로 인한 상기 도관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막힘과 중합체 입자의 용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시간 동안 상기 도관 내의 중합체의 침전과 축적을 세정 

기체가 막기 때문이다. 단리 밸브 (13) 은 밸브 (18) 이 개방될 때 닫히기 때문에 세정 기체는 도관 (12) 를 통해서 반

응기 (1) 로 빠져나간다.

제 5 도는 또한 로크 호퍼 (14) 로부터 방출 도관 (15) 를 통해서 감압과 탈기 챔버 (19) 내로 중합체를 이동시키는 추

가적인 장치를 나타낸다.

챔버 (19) 는 중합체와 함께 인출되는 반응 기체 혼합물로부터 중합체를 분리할 수 있다. 분리된 중합체는 바람직하

게는 밸브 (21) 이 갖추어진 도관 (20) 에 의해 챔버 (19) 에서 방출되는데, 그것은 추가적인 탈기 및/또는 축적 또는 

입상을 처리하여 보내기 위한 것이다. 챔버 (19) 에서 분리된 반응 기체 혼합물은 방출되고 압축기 (23) 을 갖춘 재순

환 도관 (22) 에 의해 외부 순환 도관 (5) 내로 재순환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주제는 유동층 및 수직 측면 벽을 가진 반응기에서, 대기압보다 높은 절대 압력 P  1 에서 반응기 

내로 촉매의 연속적 또는 간헐적인 도입, 상향 흐름에 따라 반응기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벗어나고 반응기 하부로 재

순환되는 반응 기체 혼합물 내로 올레핀(들)의 연속적인 도입, 재순환된 반응 기체 혼합물의 냉각에 의한 중합 반응열

의 제거, 및 방출 밸브를 갖추고 있으며 단리 밸브가 구비된 인출 도관에 의해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에 연결된 로크 

호퍼 내로 제조된 중합체의 인출에 의한 중합 방법으로서,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으로부터 로크 호퍼로 인출 도관에 

의해 인출된 모든 중합체 흐름이 수평면과 중합체의 리포즈 각 b 와 적어도 동일하고 90˚ 를 넘지 않는 각 A 를 형성

하면서 하향 방향으로 생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올레핀의 연속 기상 중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중합체의 리포즈 각 b 는 'Reinhold Chemical Engineering Series'(Reinhold 출판사, New York, 1960, p. 85 ∼ 88

) 에서 발표된 'Fluidization and Fluid - Particle Systems' 에서 F.A.Zenz 및 D.F. Othmer에 의해 정의된다. 그것은

또한 'European Handling Federation, Section II, Continuous Handling / Special Characteristics of Bulk Produc

ts Transported in Pneumatic Conveyors'(FEM2, 481)(GB 판, 1984, p. 9 및 10, 제 2 도)에 의해 '리포즈 각 a '로 

불려진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중합체(특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의 공중합체의 분말)의 리

포즈 각 b 는 일반적으로 30˚ 초과 및 60˚ 미만, 바람직하게는 35 내지 55˚, 특히 40 내지 45˚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발명의 방법은 폴리올레핀 분말(특히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예를 들면 0.87 내지 0.97 g/

cm  3 의 밀도범위, 또는 폴리프로필렌)에 특히 적합하다. 본 방법에 따라 제조된 중합체는 John - Wiley amp; Sons 

(1986) 에 의해 'Wiley - Interscience Publication'(p. 33 ∼ 46) 에 발표된 'Gas Fluidization Technology' 에서 D. 

Geldart 에 의한 분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형 B 에 대응하고 때때로 형 A 및 B 에 대응하는 분말이 될 수 있다. 중합체

는 300 내지 2000 mm,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1500 mm 의 질량 평균 직경을 갖는 입자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라, 반응기로부터 로크 호퍼 내로 인출된 중합체의 모든 흐름은 적어도 중합체의 리포즈 각 b 와 같거나 

90˚ 이하, 바람직하게는 b + 5˚ 내지 90˚, 특히 b + 10˚내지 90˚인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각 A 에 따라 생산된

다. 따라서, 중합체는 반응기로부터 로크 호퍼로 인출된 후부터 수평면을 따라 또는 수평면과 상기 중합체의 리포즈 

각 b 보다 작은 각의 기울기로는 결코 흐르지 않을 것이다.

중합체가 로크 호퍼 쪽으로 흐르기 위해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통과하는 중합체 흐름의 출발점에서, 흐름의 초기 

기울기 각 A 는 b 와 같거나 더 크고, 또는 b + 5˚ 또는 b + 10˚, 그러나 90˚ 미만, 예를 들면 85˚ 미만, 바람직

하게는 80˚ 미만인 값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흐름의 초기 기울기 각 A 는 b 내지 90˚미만, 바람직하게는 b + 5

˚ 내지 85˚ 그리고 특히 b + 10˚ 내지 80˚의 값을 생각할 수 있다.

크게 그리고 영구히 기울어진 흐름형에 의해, 반응기를 로크 호퍼와 연결시키는 단리 밸브의 개방 순간에(예 : P  1 보

다 더 작은 초기 절대 압력 P  2 에서), 로 크 호퍼의 방출 밸브가 차단되어 있으며, 단리 밸브의 상부 인출 도관 부분(

반응기와 단리 밸브 사이)이 실질적으로 중합체로 채워지고, 그후 압력차의 영향하에서, 첫번째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P  1 과 같은 절대 압력이 로크 호퍼에서 얻어질 때까지, 필수적인 조밀한 상 방식에 따라 로크 호퍼 내로 즉시 흐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원하는 양의 중합체로 로크 호퍼를 채우기 위한 충분한 시간동안에 필수적인 중력 방식에 

따라 로크 호퍼 내로 계속적으로 흐른다. 그 다음, 단리 밸브를 차단해서 상기의 양은 로크 호퍼 내에 고립되고, 방출 

밸브를 개방하자마자 로크 호퍼에서 회수된다.

따라서, 반응기와 로크 호퍼 사이의 중합체 흐름의 강하고 영구적인 기울기에 의해, 단리 밸브의 상류 인출 도관 부분

은 단리 밸브의 개방 전에 정지하여 중합체로 채워지고, 그 결과 개방될 때, 첫번째 단계 동안에 조밀 상의 중합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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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호퍼로 들어가고, 이전에 공지된 방법처럼 필수적으로 반응 기체 혼합물은 아니다. 또한, 압력의 균일화가 로크 

호퍼와 반응기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단리 밸브 개방 후 1 또는 2 초 내에, 중합체 흐름의 강

하고 영구적인 기울기는 중합체로 채워지는 로크 호퍼와 보조를 맞추어 로크 호퍼로부터 반응기 위로 빠져나가는 기

체의 반대 흐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인출 도관에서 격렬한 상태인 중력 흐름 방식을 필수적으로 향상시

킨다.

기체(예 : 조밀한 상)에서의 고체 흐름방식의 다양한 형, 평행 또는 역류는 특히 Reinhold 출판사, New York(1960)

에 의해 'Reinhold Chemical Engineering Series'(p. 477 ∼ 487)에 발표된 'Fluidization and Fluid - Particle Syst

ems'의 F.A. Zenz 및 D.F. Othmer 에 의해, 그리고 Academic Press Inc., London (1971)(p. 1 ∼ 9)에 의해 출판된

'Fluidization' 의 J.F. Davidson 및 D. Harrison 에 의해 정의된다.

놀랍게도, 본 발명에 따른 로크 호퍼의 평균 충진도는 이전의 공지된 방법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20 % , 바람직하게

는 30 % 까지 향상된다.

본 발명의 방법이 중합체가 단리 밸브의 개방 바로 전에 인출 도관에서 부분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때 인출 도관을 부

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상기 밸브가 개방되자마자 조밀한 상처럼 흐르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반응기로부터 인출된 중합체가 활성 촉매류를 함유하고 있고, 냉각되지 않은 반응 기체 혼합물과 여전히 접촉

하고 있으며 중합반응이 강한 발열반응이라는 것은 공지이다.

반응기내에서 실질적으로 일정한 높이로 반응기의 층을 유지할 목적으로,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방법으로 중합 공

정 동안에 반복되는 조작 사이클에 따라 중합체가 인출된다. 예로써, 다음과 같은 조작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의 처음에는, 단리 및 임의적 방출 밸브가 닫혀있고, 반응기 압력 P  1 보다 더 낮은 절대 압력 P  2 가 중합체가

없는 로크 호퍼에서 우세하다. P  1 : P  2 의 비는 5 : 1 내지 50 : 1, 바람직하게는 10 : 1 내지 25 : 1 이다. 절대 압력

P  2 는 일반적으로 주위의 대기압보다 약간 더 높은, 예를 들면 0.11 내지 0.2 MPa, 바람 직하게는 0.11 내지 0.15 

MPa 이다.

다음으로 사이클은 단리 밸브의 개방으로 구성되는데, 바람직하게는 고속으로, 예를 들면 1 또는 2 초 이내에, 로크 

호퍼의 방출 밸브를 닫는다. 단리 밸브는 로크 호퍼 내에서 원하는 양의 중합체를 회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1 내지 120 초,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0 초 특히 3 내지 20 초 동안 개방된다. 로크 호퍼에서 실질적으로 

반응기의 절대 압력(P  1 )과 같은 압력을 얻은 후에 단리밸브가 차단된다. 단리 밸브가 차단된 바로 직후 또는 그 후 

아주 빨리, 로크 호퍼에서 중합체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방출 밸브가 바람직하게는 고속으로, 예를 들면 1 또는 2 초 

내에 개방된다. 예를 들면, 중합체는 제 5 도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도관 (15) 를 통해서 감압 및 탈기 챔

버 (19) 내로 방출된다. 로크 호퍼로부터 챔버로 중합체를 방출하는 시간에, 차단된 위치의 밸브 (21) 에 의해 절대압

력 P  2 가 챔버 (19) 에서 우세하고, 그 결과 사이클의 말단에서 다시 로크 호퍼는 절대 압력 P  2 가 된다.

로크 호퍼 밖으로의 중합체의 방출을 포함해서 사이클의 전체 시간은 예를 들어 5 내지 300 초, 바람직하게는 8 내지

60 초이다. 하나의 사이클 말단과 다음 사이클의 시작을 분리하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예를 들어 5 내지 300 초, 바람

직하게는 10 내지 60 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이클의 전체 시간 및/또는 하나의 사이클 말단과 다음 사이클의 시작을 분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인출 

도관의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차단을 일 으키는 위험이 있다면, 제 5 도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처럼 단리 밸브 (13

) 의 상류 인출 도관 (12) 로 나타나는 도관 (17) 을 통해서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밸브 근처에서 세정 기체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정 기체는 바람직하게는 반응기의 냉각된 반응 기체 혼합물, 그렇지 않으면 P  1 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이 혼합물의 하나 이상의 성분, 수소, 또는 질소와 같은 비활성 기체, 또는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C  1
∼C  6 , 바람직하게는 C  2 ∼C  5 알칸이 될 수 있다. 세정기체용 공급 도관 (17) 은 밸브 (18) 을 갖추고 있다. 단리 

밸브가 차단될 때 인출 도관 내에서 중합체가 정지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정 기체는 단리 밸브의 상류 인

출 도관으로 유입되고, 그것의 유입은 단리 밸브의 재개방 전에 충분한 시간동안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합체가 인출 도관을 채울 시간을 갖게 된다. 실례로서 상기에서 기술된 인출 조작 사이클에서 밸브 (18)

의 취급은 하기의 방법으로 한다. 단리 밸브 (13) 을 차단한 후 즉시 밸브 (18) 이 개방되고 다음 사이클의 시작까지 

개방한 후 단리 밸브 (13) 을 개방한다. 밸브 (18) 은 단리 밸브 (13) 의 개방 전에 짧은 시간(예 : 1 내지 30 초, 바람

직하게는 2 내지 20 초)동안 차단된 후, 이어서 중합체로 인출 도관을 채우고 단리 밸브 (13) 을 개방하여 결과적으로

상기 도관을 통해 조밀 상인 중합체의 흐름을 향상시킨다.

인출 도관 내의 세정기체의 속도는 중합체의 유동화를 위한 최소 속도보다 더 높고, 또는 바람직하게는 중합체를 인

출 도관 밖의 반응기 내로 동반시킬 수 있을 정도와 같다.

제 6 도는 인출 도관 (12) 와 단리 밸브 (13) 을 통해서 반응기로부터 로크 호퍼 (14) 로 중합체의 인출 단계를 도식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계 6a 에서, 중합체는 압력 P  1 인 반응기 (1) 내에서 유동화되고, 중합체의 일부는 밸브 (13) 

의 상류 도관 (12) 부분에 정지되어 있고, 밸브 (13) 은 차단되어 있으며, 로크 호퍼는 P  1 보다 더 낮은 압력 P  2 에

서 비어있고, 밸브 (16) 이 개방된다. 단계 6b 에서, 밸브 (16) 은 차단되고 밸브 (13) 은 개방되며, 로크 호퍼의 압력

이 P  1 에 도달하는 동안에 중합체는 예를 들어, 압력 차의 영향으로 필수적으로 도관 (12) 를 통해 조밀 상으로 흘러

서 로크 호퍼 (14) 내로 들어간다. 단계 6c 에서, 로크 호퍼에 존재하는 기체가 역류방향으로 도관 (12) 를 통해 중합

체를 빠져나가 반응기로 돌아가는 동안에, 로크 호퍼의 압력은 P  1 과 같고 중합체는 도관 (12) 를 통해서 필수적인 

중력 방식에 따라 흘러서 로크 호퍼 (14) 를 채운다. 단계 6d 에서, 밸브 (13) 은 차단되고, 밸브 (16) 은 개방되며, 로

크 호퍼에 존재하는 중합체는 예를 들어 압력 차의 영향하에서(로크 호퍼의 압력은 P  2 로 떨어짐) 도관 (15) 를 통해

서 떠나고 반응기 (1) 로부터 유동화 된 중합체는 밸브 (13) 의 상류 도관 (12)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나서, 다음 

사이클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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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도는 세정 기체용 공급 도관 (17) 과 밸브 (18) 을 갖춘, 제 6도와 동일한 인용문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대체형을 

따라 반응기 (1) 로부터 로크 호퍼 (14) 로 중합체를 인출하기 위한 단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계 7a 에서, 중합체는 압력 P  1 인, 반응기 (1) 내에서 유동화 되고, 밸브 (13) 은 차단되고, 밸브 (18) 은 개방되며, 

세정 기체는 반응기내로 가기 위해 도관 (12) 위로 움직이며 중합체가 도관 (12) 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로크 호퍼 (1

4) 는 P  1 보다 낮은 압력 P  2 에서 비어있으며 밸브 (16) 은 개방된다. 단계 7b 에서, 밸브 (18) 은 차단되고, 중합체

는 반응기 (1) 로부터 밸브 (13) 의 상류 도관 (12) 부분 내로 움직이고, 거기에서 정지한다. 단계 7c 에서, 밸브 (16) 

은 차단되고, 밸브 (13) 은 개방되며, 로크 호퍼 (14) 의 압력이 P  1 에 도달하는 동안, 중합체는 압력 차로 인해 도관 

(12) 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조밀 상으로 흐르고 로크 호퍼 (14) 를 채운다. 단계 7d 에서, 로크 호퍼에 존재하는 기체

가 역류방향으로 도관 (12) 를 통해 중합체로 빠져나가 반응기로 돌아가는 동안에, 로크 호퍼의 압력은 P  1 과 같고, 

중합체는 도관 (12) 를 통해 필수적인 중력 방식에 따라 흐르고 로크 호퍼 (14) 를 채운다. 단계 7e 에서, 밸브 (13) 이

차단되고, 밸브 (16) 은 개방되며, 로크 호퍼에 존재하는 중합체가 예를 들어 압력 차의 영향하에서 도관 (15) 를 통해

떠나고, 로크 호퍼 내의 압력은 P  2 로 떨어지며, 밸브 (18) 은 개방되어, 세정기체가 도관 (12) 에 존재하는 중합체를

반응기 (1) 까지 분출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이클이 시작된다.

단리 (13), 방출 (16) 및 세정 (18) 밸브는 구형 코어와 비제한 통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들은 불연속적

으로 특히 개방과 차단 속도를 빠르게(1 또는 2 초 미만)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은 또한 프랑스 특허 제 2 599

991 호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연속적인 회전 운동에 따른 기능을 할 수 있다.

올레핀의 연속적인 기상 중합용 방법은 유동층 및 임의의 기계적 교반층을 가진 반응기 내에서 수행되고, 0.5 내지 6 

MPa,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MPa 의 절대 압력 P  1 에서 유지된다. 유동층의 온도는 30 내지 130 ℃,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10℃ 의 값에서 유지된다. 반응 기체 혼합물은 0.3 내지 0.8 m/s, 바람직하게는 0.4 내지 0.7 m/s 범위의 

상향 속도로 반응기를 통과한다. 반응 기체 혼합물은 하나 이상의 올레핀, 특히 C  2 ∼C  10 , 바람직하게는 C  2 ∼C 

8 , 예를 들면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 또는 하나 이상의 C  3 ∼C  10 , 바람직하게는 C  3 ∼C  8 올레핀, 예를 들어 프

로필렌, 1 - 부텐, 1 - 헥센, 4 - 메틸 - 1 - 펜텐 또는 1 - 옥텐 및/또는 하나 이상의 디엔, 예를 들어 비(非)공액 디

엔을 가진 에틸렌의 혼합물을 함유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수소 및/또는 질소와 같은 비활성 기체 또는 예를 들어 하

나 이상의 C  1 ∼C  6 , 바람직하게는 C  2 ∼C  5 알칸을 함유할 수 있다. 중합 방법은 특히 PCT 특허 출원 WO N˚9

4/28032 에 서술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수행된다. 그것은 원소의 주기율 분류['American Chemical Society' 의 No

menclature Committee 에 의해 승인되고 'Encyclopedia of Inorganic Chemistry' (R. Bruce King 편집, John Wile

y amp; Sons (1994) 발행) 을 보라]의 4, 5 또는 6 족에 속해 있는 하나 이상의 전이금속을 함유하는 촉매의 존재 하

에서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상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전 이금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고체 촉매 그리고 원소 주기율

분류의 1, 2 또는 3 족에 속하는 금속의 유기 금속 화합물(예 : 유기 알루미늄 화합물)로 구성된 조촉매를 포함하는 Zi

egler - Natta 형의 촉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활성 촉매 시스템은 이미 여러해 동안 알려져 왔고 비

교적 단시간에 다량의 중합체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결과 중합체 내에 존재하는 촉매 잔류물의 제거단계를 피

할 수 있다. 이 고활성 촉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이 금속, 마그네슘 및 할로겐 원소를 필수적으로 함유하는 고체 

촉매를 포함한다. 또한 열처리에 의해 활성화되고 내화성 산화물을 기초로 한 입상 지지체와 결합해서 사용되는 산화

크롬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고활성 촉매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합 방법은 메탈로센 촉매, 이를 테면 지르코노센, 하프

노센, 티타노센 또는 크로모센 또는 예를 들어 티타늄 또는 바나듐을 기초로 한 실리카 위에 담지된 지글러(Ziegler) 

촉매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다. 상기에 언급된 촉매 또는 촉매 시스템은 유동층 반응기 내에 있는 것처럼 

직접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촉매 또는 촉매 시스템을 상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하나 이상의 올레핀과 접촉시키는 예

비중합 동안에, 탄화수소 액체 매질 또는 기상에서, 예를 들어 불연속 또는 연속방법에 따라 미리 올레핀 예비중합체

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방법은 분말형의 폴리 올레핀, 특히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밀도 범위 : 0.87 내지 0.97 g/c

m  3 ), 또는 폴리프로필렌 또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 및/또는 C  4 ∼C  8 올레핀 또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탄성 공중합체 와 임의의 하나 이상의 비공액 디옌(밀도 범위 : 0.85 ∼ 0.87 g/cm  3 )을 제조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와 방법의 이점은 인출장치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차단을 피하면서 각 인출 조작에서 로크 호퍼 

내의 중합체 충진도를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충진도는 특히 반응기에서 로크 호퍼까지 각 인출조작에서 이

동되는 중합체의 중량(로크 호퍼의 내부 부피 당으로 표현된 양) 에 의해 특징 지워질 수 있다 : 이 양은 비교적 크며 

200 내지 450 kg/m  3 , 바람직하게는 250 내지 400 kg/m  3 , 특히 300 내지 400 kg/m  3 이고, 이 값은 정지하고 

있는 중합체의 벌크(bulk) 밀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하기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을 설명한다.

실시예 1

에틸렌과 1-부텐의 기상 공중합 반응을 제 1 도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과 동일한 장치에서 수행한다. 유동층과 수직

측면 벽을 가진 원통형 반응기 (1)의 내부 직경은 3 m 이며, 높이 H 는 10 m 이고, 그 위에 카밍 챔버 (3) 이 있다. 반

응기는 그 하부에 유동화 그리드(4) 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 입자의 90 중량 % 가 300 내지 1200 mm 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 질량-평균 직경이 750 mm 인 입자로 구성된 분말 형태로 밀도가 0.96 g/cm  3 인 에틸렌과 1-부텐의 

공중합체 18 톤의 유동층이 있다. 유동화된 분말의 벌크 밀도는 300 kg/cm  3 이다. 운동층의 높이 h 는 8.5 m 이다.

반응 기체 혼합물은 2 MPa 의 절대압력과 92 ℃ 에서 0.6 m/s 의 상향 속도로 유동층을 통과한다. 그것은 부피로 30

% 의 에틸렌, 1 % 의 1-부텐, 25 % 의 수소와 44 % 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프랑스 특허 제 2 405 961 호의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티타늄, 마그네슘 및 할로겐 원자로 구성된 지글러-나

타 형 촉매를 예비 중합체의 형태로 제조한다. 이것을 유입 라인 (11) 을 통해 반응기로 간헐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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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건에서 에틸렌과 1-부텐의 공중합체 3.8 톤/시간 을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특성과 특히 리포즈(repose) 각

b 가 42˚인 분말 형태로 제조한다.

공중합체를 인출하기 위한 장치는 제 1 도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길이는 1 m 이고, 내부 직경은 0.05 m 인출 도관

(12) 로 구성된다. 도관 (12) 는 아래 방향 60˚의 초기 각도 A 로 유동화 그리드 (4) 위 1.5 m 높이에서 반응기 (1) 

의 수직 측면 벽을 벗어난다. 그것을 따라서 중간 지점에 엘보우를 형성한 다음 수직(A=90˚)한 아래방향으로 향한

다. 그것의 끝에서 105 리터 내부 부피, V  2 의 로크 호퍼 (14) 에 들어 가기 전 그 하부 끝에 구형 코어와 내부 직경

이 0.05 m 인 비제한 통로를 가진 격리 밸브 (13) 을 가지고 있다. 로크 호퍼 (14) 의 하부에 내부 직경이 0.05 m 인 

방출 도관 (15) 와 연결된 방출 밸브 (16) 이 갖추어진 유출 오리피스가 있다. 이것은 제 5 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도

관 (20) 및 밸브 (21) 그리고 재순환 도관 (22) 및 압축기 (23) 을 가지고 있는 감압 및 탈기 챔버 (19) 와 연결되어 있

다,

공중합체는 제 6 도에 보여진 대로, 조작 사이클을 따라 반응기 (1) 로부터 인출되는데,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 밸브 (13) 을 닫아, 로크 호퍼 (14) 를 0.12 MPa 의 절대압력 P  2 에서 공중합체를 비운 다음, 밸브 (16) 을 열고 

밸브 (13) 의 상류 도관 (12) 를 정지된 공중합체로 채우는 단계;

- 밸브 (16) 을 닫고, 밸브 (13) 을 대략 1 초 동안 열어, 공중합체가 도관 (12) 를 통해 필수적으로 조밀 상으로 로크 

호퍼 (14) 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로크 호퍼내 절대 압력은 0.12 에서 2 MPa 로 2 초 내에 상승하고, 공중합체는 본

질적인 중력 방식에 의해 2 MPa의 절대 압력에서 로크 호퍼 (14) 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한편 로크 호퍼에 존재

하는 기체는 도관 (12) 를 통해 공중합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출되어 반응기 (1) 로 복귀하는 단계;

- 밸브 (13) 을 8초 동안 열린 상태로 유지시키는 단계;

- 밸브 (13) 을 닫고, 밸브 (16) 을 대략 1 초 동안 열어, 공중합체가 로크 호퍼 (14) 를 벗어나 대략 3 초 내에 도관 (

15) 를 통해 챔버 (19) 로 흘러 들어가는 한편, 로크 호퍼내 절대압력은 2 에서 0.12 MPa 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공중

합체가 반응기 (1) 로부터 정지해있는 도관 (12) 로 들어가는 단계.

조작 사이클은 매 30 초 마다 반복된다. 각 사이클에서 로크 호퍼를 통해 반응기로부터 인출되는 공중합체의 양은 32

kg 이다. 공중합체에 의한 로크 호퍼 (14) 의 충진도는 로크 호퍼 내부 부피 m  3 당 305 kg 이다.

공중합 방법은 인출 장치를 차단하지 않고 수일동안 이런 방식으로 수행된다.

실시예 2

사용된 장치가 제 5 도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중합 반응을 수행한다

. 더욱이, 원통형 반응기 (1) 의 내부 직경은 4.5 m 이며, 그 높이 H 가 16 m 이고 실시예 1 과 동일한 에틸렌과 1-부

텐의 공중합체 70 톤의 층이 유동화 된다. 유동층의 높이는 14 m 이다. 반응기의 절대 압력 P  1 은 2.3 MPa 이다. 밸

브 (18) 을 갖춘 세정 기체 공급 도관 (17) 이 밸브 (13) 바로 위 도관 (12) 에 연결되어 있다. 이들 조건에서 시간당 

공중합체 17.3 톤이 제조된다.

도관 (12) 및 밸브 (13) 의 내부 직경이 0.075 m 이고, 도관 (12) 가 그리드 (4) 의 1 m 위에서 반응기 (1) 의 수직 측

면 벽을 벗어나며, 로크 호퍼 (14) 의 내부 부피 (V  2 ) 가 200 리터이고, 도관 (15) 의 내부 직경이 0.0625 m 이며, 

상기 형태의 장치 두개가 공중합체를 인출하기 위해 병렬로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합체를 인출하는 장치는 실

시예 1 과 동일하다.

공중합체는 제 7 도에 보여진 조작 사이클에 따라 2 개의 인출 장치의 도움으로 반응기 (1) 에서 인출되는데, 두 장치 

각각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 밸브 (13) 을 닫고, 밸브 (18) 을 열어 반응기 (1) 에서와 동일한 반응 기 체 혼합물을 온도 92 ℃, 2.4 MPa 의 절대 

압력, 도관 (12) 내에서 0.6 m/s 의 속도로 반응기 (1) 로 이동시켜 공중합체를 도관 (12) 에 정체시키지 않고, 0.12 

MPa 절대 압력에서 로크 호퍼 (14) 는 비어있고, 밸브 (16) 을 여는 단계;

- 밸브 (18) 을 닫고, 유동화 된 공중합체를 정지된 밸브 (13) 의 상류 도관 (12) 로 유입하는 단계;

- 8 초 후 밸브 (16) 을 닫고, 밸브 (13) 을 대략 1 초 후에 열어, 공중합체가 필수적인 조밀 상으로 도관 (12) 를 통해

로크 호퍼 (14) 로 흘러 들어가는 한편, 호퍼내 절대 압력은 대략 2 초 후에 0.12 에서 2 MPa 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공중합체는 본질적으로 중력 방식에 의해 2 MPa 의 절대 압력에서 로크 호퍼 (14) 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한편 로크 

호퍼에 존재하고 있는 기체는 도관 (12) 를 통해 공중합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반응기 (1) 로 빠져나가는 단계;

- 밸브 (13) 을 10 초 동안 열린 상태로 유지시키는 단계;

- 밸브 (13) 을 닫고, 밸브 (16) 과 밸브 (18) 을 대략 1 초 동안 열어, 공중합체가 로크 호퍼 (14) 를 벗어나 대략 4 초

내에 도관 (15) 를 통해 챔버 (19) 로 흘러 들어가는 한편, 로크 호퍼 내 절대 압력은 2 MPa 에서 0.12 MPa 로 급격

하게 감소하고 도관 (12) 의 공중합체가 세정 기체에 의해 반응기 (1) 로 들어가는 단계.

조작 사이클은 각 인출 장치에 대해 매 25 초 마다 반복된다. 각 사이클에서 각 장치를 통해 반응기로부터 인출되는 

공중합체의 양은 60 kg 이다. 공중합체에 의한 로크 호퍼 (14) 의 충진도는 로크 호퍼의 내부 부피 m  3 당 300 kg 이

다.

공중합 반응은 배출 장치를 차단하지 않고 수일동안 이런 방식으로 수행된다.

실시예 3(비교)

도관 (12) 의 첫 번째 부분이 60˚ 대신에 18˚의 각 A 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 과 동일하게 조작을 수행한

다.

인출 조작의 각 사이클에서 인출된 공중합체의 양은 실시예 1 보다 30 % 가 작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로크 호퍼 (14)

의 낮은 충진도는 밸브 (13) 을 열기 전에 밸브 (13) 의 상류 도관 (12) 부분이 아주 소량의 공중합체를 함유하고 있으

며, 밸브 (13) 을 열었을 때 도관 (12) 를 통해 로크 호퍼 (14) 로 유입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반응 기체 혼합물이기 때

문이다. 더욱이 로크 호퍼와 반응기 사이에 압력 평형이 얻어지면, 도관 (12) 를 통한 공중합체의 흐름이 느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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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마지막에는 로크 호퍼 (14) 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공중합체가 채워지게 된다. 그 결과 반응기내 동일한 시간

당 출력과 일정한 층 높이를 얻기 위해서 공중합체 인출을 위한 조작 사이클이 실시예 1 보다 더욱 빈번하게 반복된

다. 더욱이, 보다 많은 부피의 기체를 재순환 시키기 위해서, 인출되어 공중합체와 동반되는 반응 기체 혼합물이 챔버 

(19) 에서 공중합체로부터 분리되어 도관 (22) 를 통해 도관 (5) 로 재순환 되도록 하는 압축기 (23) 이 실시예 1 보다

현저하게 더욱 강한 조작 부하를 받는다는 것이 관측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부에 유동화 그리드를 갖춘, 수직 측면 벽을 가진 유동층 반응기, 유동화 그리드 아래의 하부에 반응기의 상부를 연

결시키고 압축기 및 하나 이상의 열 교환기를 포함하는 반응 기체 혼합물의 외부 순환용 도관, 그리고 방출 밸브가 제

공된 로크 호퍼에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연결시키고, 단리 밸브가 제공된 하나 이상 중합체 인출용 도관을 포함하

는 장치로, 인출 도관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동안에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벗어나 상기 도관의 각 부분이 수평면과 

35 내지 90˚ 의 각 A 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올레핀(들)의 기상 중합용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인출 도관이 45 내지 75˚ 의 각 A 로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을 벗어나는 첫번째 부분 그리고 첫번

째 부분에 연결된 두 번째 수직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인출 도관의 내부 부피가 로크 호퍼 내부 부피의 1/2 내지 1/500 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단리 밸브가 로크 호퍼 근처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밸브가 갖추어진 세정 기체용 공급 도관이 단리 밸브 근처의 인출 도관 내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유동층 및 수직 측면 벽을 가진 반응기에서, 대기압보다 높은 절대 압력 P  1 에서 반응기 내로 촉매의 연속적 또는 간

헐적인 도입, 상향 흐름에 따라 반응기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벗어나고 반응기 하부로 재순환되는 반응 기체 혼합물 

내로 올레핀(들)의 연속적인 도입, 재순환된 반응 기체 혼합물의 냉각에 의한 중합 반응열의 제거, 및 방출 밸브를 갖

추고 있으며 단리 밸브가 구비된 인출 도관에 의해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에 연결된 로크 호퍼 내로 제조된 중합체의 

인출에 의한 중합 방법으로서, 반응기의 수직 측면 벽으로부터 로크 호퍼로 인출 도관에 의해 인출된 모든 중합체 흐

름이 수평면과 중합체의 리포즈 각 b 와 적어도 동일하고 90˚ 를 넘지 않는 각 A 를 형성하면서 하향 방향으로 생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올레핀의 연속 기상 중합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단리 밸브의 개방 순간에, P  1 보다 낮은 초기 절대 압력 P  2 에서 반응기가 로크 호퍼와 통할 수 

있고, 로크 호퍼의 방출 밸브가 차단되어 있으며, 반응기와 단리 밸브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인출 도관 부분이 부분적

으로나마 중합체로 채워지고, 로크 호퍼 내에서 이 중합체는 P  1 과 부분적으로나마 같은 절대 압력이 얻어질 때까지,

첫번째 단계에서 압력차의 영향하에서 필수적인 조밀상 방 식에 따라 로크 호퍼 내로 즉시 흐르고, 그리고 이후 두번

째 단계에서 원하는 양의 중합체로 로크 호퍼를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에 필수적인 중력 방식에 따라 로크 호퍼 

내로 계속적으로 흐르며, 그 다음 상기의 양은 단리 밸브를 차단해서 로크 호퍼 내에 고립되고 방출 밸브를 개방해서 

로크 호퍼에서 회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절대 압력 P  1 및 P  2 가 P  1 : P  2 비 5 : 1 내지 50 : 1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단리밸브가 차단되었을 때 중합체가 인출 도관에서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 밸

브의 상류 인출 도관내로 세정 기체가 도입되고, 상기 밸브의 재개방 전에 상기 기체의 도입이 충분한 시간 동안 차단

되어, 그 결과 중합체가 인출 도관을 부분적으로나마 채울 시간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 내지 제 8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에틸렌, 프로필렌 또는 C  3 ∼C  10 올레핀 및 디엔을 구성하는 군으

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것과 에틸렌이 30 내지 130 ℃ 온도와 0.5 내지 6 MPa 의 절대 압력 P  1 에서 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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