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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올레핀 중합용으로 적절한 바나듐 / 티탄 기재 촉매의 제조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염화 마그네슘의 구형 입자상에 지지된, 지글러-낫타형(Ziegler - Natta type)의 바나듐 - 및 
티탄 - 기재 촉매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촉매는 올레핀의 중합용으로 적절하고, 특히 가스상 
공중합 방법에 따른 탄성 중합성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제조에 특히 적용된다.

지글러 - 낫타형 촉매계는 티탄과 같은 전이금속의 화합물 적어도 일종을 함유하는 촉매 및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의 유기 금속 화합물 적어도 일종을 함유하는 보조촉매로 이루어짐이 공지되어 있다.

더욱이, 상기 촉매들의 성질은 전이 금속 화합물을 염화마그네슘과 같은 고체무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지
지체와 함께 사용할 경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공지되어 있다. 지지된 촉매의 제조 기술에서, 지
지체의 특성 및 통상적으로 상기 지지체에 전이 금속 화합물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 촉매의 제조
방법은 올레핀의 중합 또는 공중합 반응에서 촉매의 특성 및 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유럽 특허출원 EP-A-O, 099,772에 따라 Mg - C 결합 및 낮은 비율의 전자-공여 화합물을 함유하는 생성
물을 포함하는 염화마그네슘의 구형 지지체상에 전이금속화합물을 침전시킴으로써 촉매를 제조함이 공지
되어 있다. 전이금속화합물은 할로겐화된 티탄 화합물이며 후자를 지지체 위에 침전시키는 것은 유기금
속화합물과 같은 환원제를 이용한 티탄 화합물의 환원 반응에 의해서 수행된다. 상기 촉매는 에틸렌 중
합체의 제조를 위해 사용된다. 그렇지만, 이는 만족스러운 조건하에서 탄성중합성 프로필렌공중합체의 
제조를 허용하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유럽특허출원 EP-A-O, 155, 770 에 따라, Mg - C 결합 및 소량의 전자 - 공여 화합물을 함유하는 생성물
을 포함하는 염화 마그네슘의 구형 지지체 상에 바나듐 화합물을 침전시킴으로써 촉매를 제조함이 공지
되어 있다. 침전은 환원제를 가하지 않고 상기 지지체의 존재하에서 바나듐 화합물의 환원반응에 의해 
수행된다. 환원 반응은 아마도 지지체 내에 존재하는 Mg - C 결합을 함유하는 생성물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시된다. 촉매는 넓은 분자량 분포를 갖는 에틸렌 중합체의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상기 방법
은 다량의 바나듐 화합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고 그중 단지 적은 비율만이 지지체 상에 고정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지지체 상에 고정되지 않은 과량의 바나듐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 촉매세척 조작이 통상적
으로 필요하고, 조작은 바나듐 화합물의 독성 및 부식성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수행하기 어렵다.

염화마그네슘 상에 고정된 바나듐 - 및 티탄 - 기재 구형 촉매의 제조 방법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이 방
법은 상기에서 언급한 불리한 점들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본 방법은 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하는 구형 
촉매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고 촉매는 올레핀의 중합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상기 촉매는, 특히 가스
상 공중합 방법을 이용한 탄성 중합성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제조에 특히 적용된다. 이 경우에, 촉매는 
탄성 중합성 프로필렌공중합체 분말을 구형 및 비점착성 입자의 형태로 직접 제조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분말은 우수한 유동성을 가지며 다루기 쉽다.

본 발명의 주요 내용은 액체 탄화수소 내에서 다음을 접촉시킴으로써 수행되는 바나듐 및 티탄의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지지체 위에 바나듐 화합물 및 - 티탄 화합물을 침전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염화 마그
네슘의 구형 지지체로 구성된 지글러 - 낫타형 촉매의 제조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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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기 금속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티탄 - 및 바나듐 - 환원제, 와 함께

b) 액체 탄화수소에 모두 가용성이고 티탄 양에 대한 바나듐양의 몰비가 70 / 30 내지 99.5 / 0.5 인 양
으로 사용되는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 그리고

c) (i) Mg-C 결합을 함유한 어떤 생성물도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이염화마그네슘 80 내지 99.5 몰 % 
및 (ii) 불안정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최소한 하나의 유기 전자 공여 화합물, D, 0.5 내지 20 몰 %를 함
유하는, 질량 - 평균 직경, Dm이 10내지 100μ 이고 입자의 수-평균 직경, Dn 에 대한 Dm 의 비율이 2 
미만일 정도로 좁은 입자 크기 분포를 갖는 구형 입자고 이루어진 고체 지지체.

본 발명에 따르면, 촉매의 제조는 특별한 염화마그네슘 지지체를 사용한다. 지지체는 Mg-C 결합을 함유
하는 생성물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데, 즉, 지지체 내에서 마그네슘 원자의 수에 대한 Mg-C 결합수의 비
율은 0.001 이하이다. 따라서 지지체 상으로의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의 침전은 지지체내에 존재하는 환
원제에 의한 바나듐 및 티탄의 환원 반응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시되지 않는다. 바나듐 및 티탄의 환원은 
특정한 염화마그네슘 지지체 및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과 접촉하는, 유기 금속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환
원제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 제조법의 놀라운면 중 하나는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이 지지체의 입자옆으
로 침전됨이 거의 없이, 또한 올레핀의 중합 방법에 바람직하지 않은, 미세 또는 극미세 입자를 대체로 
생산하지 않고 고체 지지체 상에 고정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특정한 염화마그네슘 지지체는 비교적 다량의 유기 전자-공여 화합물 D를 포함한다. 상기 특징은 지지체 
내에 대량의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의 고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올레핀의 중합 또는 공중합에서의 뚜
렷한 활성을 촉매에 부여한다. 지지체는 80내지 99.5몰%의 이염화 마그네슘 및 0.5 내지 20몰%의 이염화 
마그네슘 및 5 내지 20몰%의 화합물 D를 함유하고 올레핀의 중합용으로 우수한 바나듐 및 티탄 - 기재촉
매를 산출한다. 사용된 지지체가 80내지 90몰%의 이염화 마그네슘 및 10 내지 20몰%의 화합물 D를 함유
할 때 탄성 중합성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제조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기 전자 - 공여 화합물, D, 는 자체로서 또는 루이스 염기(Lewis base)로서 공지되어 있다. 이는 불안
정한 수소를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예를 들면 물, 알코올 또는 페놀로부터 선택될 수 없다. 그것은 이
염화 마그네슘과 관련하여 비교적 낮은 착력(Complexing power)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에테르류, 티오
에테르류, 술폰류, 술폭시드류, 포스핀류, 아민류 및 아미드류로부터 유리하게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
하게는 에테르가 사용된다.

지지체가 균질의 조성 형태일 때, 즉, 화합물 D가 염화 마그네슘 입자의 주변부에 만이 아니라, 중심부
터 주변부까지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분포된 조성형태일 때, 최상의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종류의 지지체를 수득하기 위해서는 침전을 이용한 방법에 의해서 제조하는 것이 권장
된다. 이 경우에 화합물 D 는 지지체의 침전에 사용된 반응물과 쉽게 반응하지 않는 생성물로부터 선택
된다. 예를 들면, 화합물 D 는 그리냐르(Grignard) 또는 유기 마그네슘 화합물과 반응하는 카르복실산 
에스테르로 부터는 선택될 수 없다. 

더욱이, 지지체가 본질적으로 비결정성 구조, 즉 결정성의 형태가 많은 정도로 또는 심지어 완전히 사라
져 버린 구조를 가질 때, 중합 과정중의 커다란 성장 중압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촉매를 산출한다는 것
이 밝혀졌다.

따라서 지지체의 상기 특정한 형태는 비교적 정밀한 조건에서 수행되는 침전에 의해서만 수득할 수 있
다. 

지지체는 또한 10 내지 100μ,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μ 의 질량-평균 직경을 갖는 구형 입자로 이루
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지지체의 입자는 수 - 평균 직경 Dn 에 대한 질량 - 평균 직경 Dm 의 비율
인 Dm/Dn 이 2 미만일 정도로 매우 좁은 입자크기 분포를 갖는다. 보다 특별하게는, 이들 입자의 입자 
크기 분포는 비율 Dm/Dn 이 1.1 내지 1.5일 정도로 극히 좁을 수 있고 ; 1.5×Dm 보다 큰 또는 0.6×Dm 
보다 작은 직경의 입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존재하지 않음이 주목될 수 있다 ; 입자 크기 분포는 또한 
동일한 일단의 입자의 90중량% 이상이 Dm±10%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로 부터도 평가될 수 있다.

구형 입자란 실질적으로 구형인, 즉 단축에 대한 장축의 비가 같거나 또는 약 1.5 이하인, 바람직하게는 
1.3 이하인 입자를 의미한다.

지지체 입자의 비표면은 20 내지 100㎡/g (BET),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60㎡/g (BET) 일 수 있고, 이들 
입자의 상대 밀도는 약 1.2 내지 2.1일 수 있다.

지지체는 특히 전자 - 공여 화합물 D 의 존재하에 디알킬마그네슘 화합물을 유기 염소 화합물과 반응 시
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선택된 디알킬 마그네슘 화합물은 식 R1MgR2 의 생성물일 수 있는데, 식중, R1 

및 R2 는 2 내지 12 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동일한 또는 다른 알킬 라디칼이다. 상기 디알킬 마그네슘 

화합물의 중요한 특성중 하나는 지지체의 제조가 수행될 탄화수소 매질에 즉시 용해될 수 있는 것이다. 
선택된 유기염소 화합물은 식 R3C1 의 염화알킬인데, 식중 R3 는 3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2

차 또는, 바람직하게는 3차 알킬라디칼이다. 사용된 전자 - 공여 화합물 D 는 바람직하게는 식 R4OR5 의 

에테르인데, 식중, R4 및 R5 는 1 내지 12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동일한 또는 다른 알킬 라디칼이다.

덧붙여서, 지지체의 제조를 위해 사용된 다양한 반응물은 하기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몰비 R3C1 / R1MgR2 는 1.9 내지 2.5,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3이고

- 몰비 D/D1MgR2는 0.1내지 1.2,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0.8이다.

전자 - 공여화합물 D 의 존재하에서 R1MgR2 및 R3C1 사이의 반응은 액체 탄화수소 내에서 교반과 함께 일

어나는 침전이다. 당업종에 숙련된 자는, 이 경우에 그밖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매질의 점도, 교반
의 방법 및 속도, 및 반응물을 사용하는 조건과 같은 물리적 요인이 침전된 입자의 형태, 구조, 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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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분포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히 다량의 전자 - 
공여 화합물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 우수한 지지체를 수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온도인 10 내지 
50℃,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35℃에서 침전 반응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더 나아가, 침전 반응은 형
성된 고체 생성물의 적절한 조직이 가능하도록, 특히 그렇게 형성된 지지체 안으로 다량의 화합물 D 가 
삽입되고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최소한 10 시간의 기간 동안,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24시간에 이르
는 기간 동안, 극히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 촉매 제조방법은 액체탄화수소 내에서 염화마그네슘 지지체 
위에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을 침전시키는 것이다. 액체 탄화수소는 n-헥산 또는 n-헵탄과 같은 
하나 이상의 알칸이다.

상기 촉매의 제조에 사용된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은 염소 또는 브롬과 같은 할로겐 원자 및 알
콕시기를 가질 수 있는데 이들 화합물의 할로겐원자에 대한 알콕시기의 전체적인 몰비는 0 내지 5, 바람
직하게는 0 내지 1 이다. 만약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수득된 촉매는 올레핀의 중합 또는 공중합에 사
용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바나듐 화합물은 액체 탄화수소에 용해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그 안에서 바나듐이 최대의 원자가, 즉 
원자가 4를 갖는 화합물 또는 그밖에 그 안에서 바나딜기 VO가 최대의 원자가, 즉 원자가 3을 갖는 화합
물들이다. 사용된 바나듐 화합물은 두 개의 일반식 V(OR)4-mXm 또는 VO(OR)3-nXn 중 하나를 갖는 화합물일 

수 있는데, 식중, R 은 1 내지 12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한 알킬기, X 는 브롬 또는 염소와 같은 할로겐 
원자, m 은 0 내지 4 범위의 정수 또는 분수, 그리고 n 은 0 내지 3 범위의 정수 또는 분수를 나타낸다. 
유리하게는, 사염화바나듐, 삼염화바나듐, 바나딜 트리-n-프로폭시드, 바나딜트리 이소프로폭시드 및 바
나듐 테트라-n-프로폭시드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티탄 화합물 역시 액체 탄화수소에 용해될 수 있는 생성물이고, 통상적으로, 그 안에서 티탄이 최대 원
자가, 즉 원자가 4를 갖는 화합물이다. 사용된 티탄 화합물은 일반식 Ti(OR)4-pXp를 갖는 화합물일 수 있

는데, 식중, R 은 1 내지 12 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한 알킬기, X는 브롬 또는 염소와 같은 할로겐 원자, 
그리고 p 는 0 내지 4 범위의 정수 또는 분수이다. 이들 화합물 중, 염화티탄 또는 티탄테트라이소프로
폭시드가 사용될 수 있다.

제조에 사용된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의 양은 지지체에 고정되는 바나듐 및 티탄의 목적량 및 지지체에 
존재하는 유기 전자 - 공여 화합물 D 의 양에 따라 다르다. 촉매 제조동안 사용되는 바나듐 화합물의 양
은 통상적으로 지지체의 이염화마그네슘의 1 몰당 0.05 내지 2 몰,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 몰이다.

사용된 티탄 화합물의 양은 특히 티탄의 사용량에 대한 바나듐의 사용량의 몰비가 70/30 내지 99.5/0.5, 
바람직하게는 80/20 내지 98/2 정도이다. 놀랍게도,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의 그러한 비율로 촉매를 제
조할 때, 이 촉매는 우수한 유동성을 갖는 비 점착성의 탄성 중합성 공중합체를 가스상 내에서 제조하기
에 특히 적당하게 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그러한 촉매로 제조된 비점착성의 탄성 중합성 공중합
체는 비교적 좁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고, 이는 아마도 가스상 내에서 중합체의 제조를 용이하게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 주목되어 왔다. 만약 사용된 바나듐 및 티탄의 몰비가 너무 낮으면, 수득된 촉매가 비
교적 결정성의 프로필렌공중합체를 제조하기에 비교적 부적절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수득된 촉매는 넓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고, 제조 및 가스상 공중합 방법에
서 최급이 힘든 점착성 분말의 형태인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생성한다. 공장합에서 상기 촉매의 또 한 특
성은 또한 사용된 특정한 염화마그네슘 지지체, 바나듐 구형 형태 및 지지체 내에 존재하는 다량의 전자 
- 공여 화합물의 결과이다.

촉매 제조방법은 본질적으로 유기 금속 화합물, 특히 원소 주기율표의 그룹 Ⅱ 또는 Ⅲ 에 속하는 금속
들의 유기금속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환원제를 사용한 바나듐 및 티탄의 환원반응에 의해 지지체 위로 바
나듐 및 티탄 화합물을 침전시키는 것이다. 유기 알류미늄, 유기 마그네슘 또는 유기 아연 화합물이 바
람직하게 사용된다. 특히, 트리에틸 알루미늄 또는 트리이소부틸 알루미늄과 같은 트리알킬 알루미늄, 
바람직하게는 염화디에틸 알루미늄과 같은 알킬알루미늄할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중합과정 중 촉매가 파열되어 미세 입자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환원제는 비교적 소량으로 사
용될 수 있다. 촉매제조 동안 사용된 환원제의 양은 통상적으로 지지체의 이 염화 마그네슘의 1 몰당 
0.05 내지 2 몰,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 몰이다. 더군다나, 촉매는 지지체 내에 존재하는 것과는 동일
하거나 다른 추가량의 전자 - 공여 화합물의 존재하에 제조될 수도 있다.

액체 탄화수소 내에서 촉매의 제조는 지지체를 0 내지 120℃,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90℃ 의 온도에서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 및 환원제와 접촉시켜 수행된다. 접촉 기간은 약 0.5 내지 15시간 일 수 있다.

실제로, 촉매의 제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원제,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은 액체 탄화 수소내의 염화마그네슘 지지체의 현탁액
에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조된 혼합물은 0.5 내지 15 시간 동안 교반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염화마그네슘 지지체의 현탁액에 환원제,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을 어떤 순서로든 
차례로 가하는 것이다. 특히, 지지체에 고정되는 바나듐 및 티탄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환원제가 
최초로 염화마그네슘 지지체의 현탁액과 접촉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을 
상기 현탁액에 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환원제가 지지체와 접촉한 후, 지지체
를 액체 탄화수소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도 있다. 지지체와 접촉하기 전에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을 유리
하게 혼합할 수도 있다. 비록 사용된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 양의 주요 부분은 지지체 상에 고정
되지만, 촉매를 액체 탄화수소로 한번 이상 세척할 수도 있다.

놀랍게도, 지지체의 본질적인 비결정성 구조 및 형태는 촉매 제조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었
다. 따라서, 수득된 촉매는 물리적 특성이 처음의 지지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촉매는 질량 - 평균 직경이 10 내지 100μ,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μ 이고, 수 - 평균 직경에 
대한 질량 - 평균 직경의 비로 측정하였을 때 2 미만의 매우 좁은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내는 구형 입자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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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조 방법의 유리한 점은 대부분의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이 지지체에 고정된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의 80% 이상 및 심지어 90% 이상이 지지체에 고정된다
는 것이 발견되었다.

상기 방법의 다른 특징은 지지체 전체를 통하여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을 균질하게 고정시키는 능력인
데, 따라서 중합 동안에 촉매가 실질적으로 보다 강해지도록 한다. 사실,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은 각 
지지체 입자내에서, 지지체의 중심부에서 주변부까지 균질하게 분포한다. 처음에 지지체 내에 존재하던 
유기 전자 - 공여 화합물 D 는 촉매내에서는 상당히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로부터 바나듐 및 티
탄 화합물은 화합물 D 가 공백을 남기는 지지체 내의 어느 곳에든지 고정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더욱이, 촉매는 침전 동안 사용된 환원제의 일부를 환원반응에 의해 변화된 형태로 포함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수득된 촉매는 이염화마그네슘의 1 몰당 본질적으로 환원된 상태로 0.05 내지 2 몰

의 바나듐, 본질적으로 환원된 상태로 2.5×10
-4  

내지 0.85 몰의 티탄 0.01 내지 0.1 몰의 유기 전자 - 
공여 화합물 D 및 환원 반응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0.05 내지 1 몰의 환원제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는 에틸렌, 프로필렌, 1 - 부텐, 1- 헥센, 4 - 메틸 - 1 - 펜텐 또는 1- 옥텐과 같은 2 
내지 12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다수의 올레핀을 공업적 조건하에서 중합 또는 공중합하는데 사용된
다. 이것은 특히 탄성 중합성 프로필렌 공중합체, 특히 30 내지 70 중량%의 프로필렌 및 70 내지 30 중
량%의 에틸렌 및 / 또는 1 - 부텐 및 임의로 에틸리덴노르보르넨, 4 - 메틸 - 1, 4-헥사디엔 및 2 - 메
틸 - 1, 5 - 헥사디엔 또는 1, 4 - 헥사디엔을 함유하는 것들의 제조에 적당하다.

탄성 중합성 공중합체는 유동상 및 / 또는 기계적 교반상 반응기의 가스상에서 유리하게 제조될 수 있
다. 

프로필렌공중합 반응은 촉매를 원소 주기율표의 그룹 Ⅰ 내지 Ⅲ에 속하는 금속의 유기금속 화합물로부
터 선택된 보조촉매와 함께, 유리하게는 할로겐화 탄화수소로부터 선택된 활성물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수행된다. 촉매 및 보조 촉매는 촉매의 바나듐 및 티탄량에 대한 보조 촉매의 금속량의 몰비가 0.5 내지 
50일 정도의 비율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공중합 반응은 약 0℃ 내지 60℃의 온도에서, 전체 압력이 
0.1 내지 5MPa 인 범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촉매는 즉시 또는 가스상 내의 및 / 또는 액체 탄화수소 매질내의 현탁액내에서 
한 단계 이상으로 수행되는 올레핀 예비 중합 조작을 거친 후에사용될 수 있다. 예비 중합 조작은 촉매 
입자의 형태를 보존하는 반면 크기의 증가를 초래한다. 조작은 촉매 및 보조 촉매를 하나 이상의 올레핀
과 접촉시키는 것이다. 예비 중합 반응은 바나듐 및 티탄의 밀리몰당 10 내지 500g 및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250g 의 폴리올레핀이 수득될때까지 효소의 적절한 활성을 유지시키면서 수행될 수 있다. 프로필렌
공중합 반응 중에 각각의 공중합체 입자의 균일한 생성이 관측되고 양호한 유동성 및 통상적으로 0.3 내
지 0.5g/㎤ 의 높은 부피 밀도를 가진 비점착성 분말로 이루어진 탄성 중합성 프로필렌 공중합체가 수득
된다. 공중합체는 비교적 좁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는데, 이는 수 - 평균 분자량 Mn 에 대한 중량 - 평균 
분자량 Mw 의 비가 6 내지 11 임을 특징으로 한다. 더욱이, 이는 매우 낮은 비율의 바나듐을 포함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5ppm (중량) 미만을 포함한다.

입자의 질량 - 평균(Dm) 및 수 - 평균(Dn)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

본 발명에 따르면, 지지체 또는 촉매입자의 질량 - 평균(Dm) 및 수 - 평균(Dn) 직경을 오프토맥스 화상 
분석기〔optomax  image  analyser  (영국의 Micro-Measurements  Ltd.  제품)〕를 사용하는 현미경 관측을 
기초로 하여 측정한다.

측정의 원리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입자의 모집단의 실험적 연구로부터, 직경의 각각의 부류(i)에 속
하는 입자의 수(ni)를 제공하는 빈도표를 수득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각각의 부류(i)는 상기 부류의 한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직경(di)임을 특징으로 한다. 1981년 6월에 승인된 프랑스공화국 표준 NF X 11-

630 에 따르면, Dm 및 Dn 은 하기식으로 주어진다:

Dm/Dn 비는 입자 크기 분포에 특성을 부여한다 :

이는 가끔 입자크기 분포의 폭 이라고 불리운다. 오프토맥스 화상 분석기를 사용하는 측정은 16 내지 
200 배의 배율로 지지체 또는 촉매입자의 현탁액의 조사를 가능케 하는 역전 현미경을 이용하여 수행한
다. 텔레비젼 카메라는 역전 현미경에 의하여 제공되는 화상을 픽업하여 컴퓨터에 전달하고 이는 수용된 
화상을 각각의 선과 선위의 한점 한점으로 분석하여 입자의 크기 또는 직경을 결정하고 그들을 분류한
다.

하기의 비제한적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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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지지체의 제조

n-헥산에 용해된 10몰의 디부틸 마그네슘, 6.4ℓ 의 n-헥산 및 최종적으로 1ℓ의 디이소아밀에테르를 함
유하는 10.2ℓ의 혼합물을 질소 대기하의 제 1단계 동안 주위 온도에서 1분당 600회전의 속도로 회전하
는 교반 시스템 및 덮개가 장치된 30ℓ 의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 내에 연속적으로 가한다. 교반 시스
템의 속도가 1분당 600 회전으로 유지되고 반응기의 온도가 25℃ 인 제 2단계에서는, 2.4ℓ 의 tert - 
부틸 클로라이드를 상기에서 수득한 혼합물에 12시간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가한다. 그것이 끝나면 반응 
혼합물을 25℃에서 3시간 동안 방치한다. 수득된 침전물을 15ℓ의 n-헥산으로 세척한다. 침전물의 세척
을 6회 반복한다. 수득된 고체 생성물은 이염화 마그네슘 1 몰당 0.12 몰의 디이소아밀에테르 및 0.001
몰이하의 Mg-C 결합을 함유하는 이염화 마그네슘 지지체(A)를 형성한다. 현미경 조사하에서 지지체(A)는 
21μ 의 질양 평균 직경 및 입자의 Dm/Dn 비가 1.4와 같을 정도로 극히 좁은 입자 크기 분포를 가진 구
형 입자의 형태이다.

지지체(A) 의 비표면은 대략 45㎡/g (BET)이다. 지지체 내의 염화마그네슘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비결정
성이다.

[실시예 2]

촉매(B)의 제조

150㎖ 의 n-헥산에 용해된 0.1몰의 이염화 마그네슘을 함유하는,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지지체(A) 의 현
탁액을, 1 분당 250 회전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 시스템이 장치된 1ℓ 의 유리 반응기에, 질소 분위기
하 및 주위 온도에서 첨가한다. n-헥산에 용해된 염화디에틸알루미늄 0.2몰/ℓ를 함유하는 용액 100㎖를 
상기 현탁액에 한시간에 걸쳐 가하고 이를 주위 온도(25℃)에서 교반시킨다. 혼합물을 35℃에서 2 시간 
동안  교반시킨다.  이어서  교반된  현탁액을  50℃의  온도로  가열하고  n-헥산에  용해된  삼염화바나딜 
0.4몰/ℓ를 함유하는 용액 50㎖ 및 n-헥산에 용해된 사염화티타늄 0.02몰/ℓ를 함유하는 용액 50㎖를 상
기의 현탁액에 4 시간에 걸쳐 가한다. 새로운 현탁액을 이렇게 수득하고, 이를 80℃ 의 온도에서 2 시간 
동안 교반시킨다. 그다음, 교반을 정지시키고 수득된 촉매 (B)를 침전시킨다. 상층 액상을 제거한 후에 
50℃에서 매회 200㎖ 의 n-헥산으로 2회 연속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25℃에서 500㎖ 의 n-헥산을 사용
하여 3회 연속 세척한다. 촉매(B)를 수거하고 질소 분위기 하에서 저장한다. 그의 특성을 표 1에서 대조
한다.

[실시예 3]

촉매(C)의 제조 

염화마그네슘의 현탁액에 n-헥산에 용해된 염화디에틸알루미늄을 가한 후에, 0.4몰/ℓ의 삼염화바나딜을 
함유한 용액 50㎖ 대신에 45㎖를 사용하고, n-헥산에 용해된 0.02몰/ℓ 대신에 0.04몰/ℓ의 사염화티탄
을 함유한 용액 50㎖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수득된 촉매(C)
의 특성을 표 1에서 대조한다.

[실시예 4]

촉매(D)의 제조

염화마그네슘  현탁액에  n-헥산에  용해된  염화디에틸  알루미늄의  용액을  가한  후에,  n-헥산에  용해된 
0.02몰/ℓ의 사염화티탄을 함유하는 용액 50㎖ 대신에 n-헥산에 용해된 0.02몰/㎖의 티타늄 테트라 - n 
- 프로폭시드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수득한 촉매(D)의 특성
을 표 1에서 대조한다.

[실시예 5]

촉매(E)의 제조

염화마그네슘 현탁액에 n-헥산에 용해된 염화디에틸알루미늄의 용액을 가한 후에, n-헥산에 용해된 0.4
몰/ℓ 의 삼염화 바나딜을 함유하는 용액 50㎖ 및 n-헥산에 용해된 0.02몰/ℓ의 사염화티탄을 함유한 용
액 50㎖대신에 0.02몰/ℓ의 삼염화바나딜 및 0.01몰/ℓ의 사염화티탄을 함유하는 용액 100㎖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촉매(E)의 특징을 표 1에서 대조한다.

[실시예 6]

촉매(F)의 제조

염화마그네슘 현탁액에 n-헥산에 용해된 염화디에틸알루미늄 용액을 가훈 후에 n-헥산에 용해된 0.02몰/
ℓ의 사염화 티탄을 함유하는 용액 50㎖ 대신에, n-헥산에 용해된 0.02몰/ℓ의 티탄테트라 - n - 부톡사
이드를 함유하는 용액 50㎖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실시예 7]

촉매(G)의 제조

염화마그네슘 현탁액에 n-헥산에 용해된 염화 디에틸알루미늄 용액을 가한 후에, n-헥산에 용해된 사염
화 티탄 대신에 0.02몰/ℓ의 티탄 테트라이소프로폭시드를 함유하는 용액 50㎖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실시예 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실시예 8]

촉매(H)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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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의 n-헥산에 용해된 0.1몰의 이염화마그네슘을 함유한,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지지체(A)의 현탁액
을 질소 분위기 하의 주위 온도에서 1 분당 250 회전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 시스템이 장치된 1ℓ 의 
유리 반응기에 가한다.

n-헥산에 용해된 0.2몰/ℓ 의 염화디에틸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용액 100㎖를 한 시간에 걸쳐 상기 현탁액
에 가하고, 이를 주위 온도(25℃)에서 교반시킨다. 이렇게 수득된 혼합물을 35℃에서 2 시간동안 교반시
킨다. 이것이 끝나면 혼합물을 50℃의 온도로 가열하고 4 시간에 걸쳐서 0.2/ℓ의 삼염화 바나딜을 함유
하는 용액 100㎖를 혼합물에 가한다.

이를 80℃에서 2시간동안 방치하고 이것이 끝나면 제 2의 혼합물을 수득하기 위해 매회 200ml 의 n-헥산
으로 수득된 고체를 2회 세척하고, 여기에 0.02몰/ℓ의 사염화 티탄을 함유하는 용액 12.5㎖를 주위 온
도(25℃)에서 한시간에 걸쳐 가한다.

이렇게 새로운 현탁액을 수득하고, 40℃의 온도에서 한시간동안 교반을 유지시킨다. 교반을 정지하고 수
득된 촉매(H)를 침전시킨다. 상층액상을 제거한 후에, 매회 200㎖의 n-헥산을 사용하여 촉매(H)를 2회 
연속 세척한다.

수득된 촉매(H)의 특성을 표 1에서 대조한다.

[실시예 9]

촉매(I)의 제조

n-헥산에 용해된 0.02몰/ℓ 의 사염화티탄을 함유하는 12.5㎖ 대신에 25㎖의 용액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실시예 8과 똑같이 조작을 행한다. 수득된 촉매(I)의 특성을 표 1에서 대조한다.

[실시예 10]

에틸렌 예비중합체의 제조

2ℓ 의 n-헥산, 4 밀리몰의 염화 디에틸알루미늄, 8밀리몰의 트리에틸알루미늄 및 4밀리몰의 전이금속(
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하는 실시예 2에서 제조된 다량의 촉매를 질소분위기 하에서 1분당 750회로 회전
하는 교반 시스템이 장치된 5의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에 가하고 60℃에서 유지시킨다.

그리고 나서 정상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측정된 1ℓ의 수소를 반응기에 가하고, 에틸렌을 80g/h 의 일
정속도로 4 시간 동안 가한다. 이것이 끝나면 주위온도로 돌아간 후에반응기의 내용물을 회전식 증발기
로 옮겨 모든 용매를 제거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건조한 예비 중합체를 회수하는데, 이는 우수한 유
동성을 가진 분말 형태이고 질소하에 저장된다.

가스상 내에서 에틸렌의 중합

완전한 불활성 및 무수상태의 폴리에틸렌분말 200g, 0.1밀리몰의 전이금속(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한 앞
에서 제조된 다량의 예비중합체, 1밀리몰의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및, 마지막으로, 분압이 0.1MPa 에 달
하는 부피의 수소를, 질소 분위기하에서, 1 분당 250회전의속도로 회전하는 건조 분말용 교반 장치가 장
치된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에 가한다. 반응기를 80℃로 가열하고 전체 압력이 0.5MPa 에 도달할 때까
지 에틸렌을 가하는데, 이 압력을 중합 반응 기간 전체를 통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5 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에 하기의 특성을 갖는 700g 의 폴리에틸렌을 회수한다.

- 전이금속 함량 : 10 ppm

- 부피 밀도 : 0.44 g/㎤

- 190℃에서 5-㎏ 하중하에 측정한 멜트 인덱스(MI5 / 190): 4.2g / 10분

- 질량 - 평균 입자 직경 Dm : 305 μ

[실시예 11]

n-헥산에 용해된 현탁액에서 에틸렌의 중합

2ℓ 의 n-헥산 및 5 밀리몰의 트리 - n - 옥틸알루미늄을 질소 분위기 하에서 1분당 750회 회전하는 교
반 시스템이 장치된 5ℓ의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에 계속해서 가하고, 70℃에서 유지시킨 다음, 0.5밀
리몰의 전이금속(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하는 실시예 3에서 제조된 다량의 촉매(C), 분압이 0.15MPa 가 
되도록 하는 수소 및 마지막으로, 에틸렌을 160g/h 의 일정속도로 3 시간 동안 가한다. 이러한 상황하에
서 하기의 특성을 갖는 480g 의 폴리에틸렌 분말을 수거한다.

- 전이금속 함량 : 50 ppm

- 부피 밀도 : 0.44 g/㎤

- MI5 / 190 : 0.9 g / 10분

- 질량 - 평균 입자 직경  : 280 μ

- 수평균 분자량 Mn 에 대한 중량 평균 분자량 Mw의 비율 : 8.5

[실시예 12]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예비 중합체의 제조

2ℓ의 헥산,  12밀리몰의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40밀리몰의 클로로포름 및 4밀리몰의 전이금속(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하는 실시예 4에서 제조된 다량의 촉매를 1 분당 750회 회전하는 교반 시스템이 장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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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ℓ의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에 질소 분위기 하에서 차례고 가하고 35℃에서 유지한 후에, 최종적으로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95 / 5 의 몰비로 함유하는 혼합물을 80 g / h 의 일정 속도로 가한다. 4 시간 반
응 시킨 후, 우수한 유동성을 가진 분말의 형태로 예비 중합체를 회수한다.

프로필렌 및 1 - 부텐의 가스상 공중합

앞의 반응으로부터 생긴 완전한 불활성 및 무수상태의 프로필렌 및 1 - 부텐의 공중합 분말 200g, 0.1밀
리몰의 전이금속(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하는 앞에서 제조된 다량의 예비 중합체, 1.5밀리몰의 트리이소
부틸알루미늄, 3 밀리몰의 클로로포름 및 분압이 0.02MPa에 달하는 수소를 1분당 250회 회전의 속도로 
회전하는 건조 분말용 교반 시스템이 장치된 2.6 - ℓ의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에 질소 분위기하에서 
가한다.

그리고 나서 반응기를 50℃로 가열하고 전체 분압이 0.5MPa 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필렌 및 1 - 부텐올 
70 / 30 몰비로 함유하는 기체 혼합물을 반응기에 가하고, 상기 전체 분압은 공중합기간 전체를 통하여 
기체 혼합물을 반응기에 계속적으로 가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한다. 6시간 반응 후에 하기의 특성을 갖
는 분말의 형태로 540g 의 공중합체를 회수한다 :

- 전이금속 함량 : 15 ppm

- MI5 / 190 : 0.3 g / 10분

- 1 - 부텐으로부터 유래된 단위체의 중량함량 : 28%

- 질량 - 평균 입자 직경 : 245 μ

[실시예 13]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예비 중합체의 제조

실시예 4에서 제조된 촉매 대신에 실시예 5에서 제조된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가스상에서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공중합

앞의 반응에서 생긴, 완전한 불활성 및 무수상태의 공중합체 분말 150g, 0.1 밀리몰의 전이금속(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하는 앞에서 제조된 다량의 예비중합체, 4밀리몰의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6밀리몰의 클
로로포름 및 분압이 0.025MPa 에 달하는 수소를 질소 분위기하에서 1분당 250회전의 속도로 회전하는 건
조 분말용 교반 장치가 장치된 2.6ℓ의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에 가한다. 그리고 나서 반응기를 40℃로 
가열하고 전체 압력이 0.5MPa가 될 때까지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70 / 30 의 몰비로 함유하는 기체 혼합
물을 반응기에 가하고, 상기 전체 압력은 공중합 기간 전체를 통하여 상기 기체 혼합물을 반응기에 계속
적으로 가함으로서 일정하게 유지한다. 6시간 반응시킨 후, 하기의 특성을 갖는 분말의 형태로 600g 의 
공중합체를 회수한다.

- 전이금속 함량 : 11 ppm

- 부피 밀도 : 0.43 g/㎤

- 폴리에틸렌 당량으로서의 점도 측정 분자량 : 510,000

- 에틸렌 - 유도 단위체의 중량 함량 : 63%

- 결정도 : 0.8%

- 질량 - 평균 입자 직경 Dm : 290 μ

- Mw / Mn : 9.2

[실시예 14]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예비 중합체의 제조

실시예 4에서 제조된 촉매 대신에 실시예 6에서 제조된 촉매를 사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2에서
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가스상에서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공중합

앞의 반응에서 생성된 완전한 불활성 및 무수상태의 공중합체 분말 200g, 0.1 밀리몰의 전이금속(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하는 앞에서 제조된 다량의 예비 중합체, 2 밀리몰의 트리이소부틸 알루미늄, 4 밀리몰
의 클로로포름 및 분압이 0.03MPa 에 달하는 수소를, 질소 분위기 하에서, 1 분당 250회전의 속도로 회
전하는 건조 분말용 교반 시스템이 장치된 2.6ℓ의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에 가한다. 그리고 나서 반응
기를 45℃로 가열하고 전체 압력이 0.5M,Pa 에 도달할 때까지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60 / 40 의 몰비로 
함유하는 기체 혼합물을 반응기에 가하고, 상기 전체 압력은 공중합 기간 전체를 통하여 상기 기체 혼합
물을 반응기에 계속적으로 가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된다. 6시간 반응시킨 후에, 하기의 특성을 갖는 분
말의 형태로 620g 의 공중합체를 회수한다.

- 전이금속 함량 : 12 ppm

- MI5 / 190 : 0.2 g / 10분

- 에틸렌 - 유도 단위체의 중량 함량 : 53 %

- 결정도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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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 : 290 μ

- Mw / Mn : 8.1

[실시예 15]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예비 중합체의 제조

실시예 4에서 제조된 촉매 대신에 실시예 7에서 제조된 촉매를 사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에틸렌, 프로필렌 및 에틸티렌 노르보르넨의 가스상 공중합

앞의 반응에서 생성된 완전한 불활성 이고 완전히 무수상태인 공중합체 분말 150g, 0.1 밀리몰의 전이금
속(바나듐 및 티탄)을 함유하는 앞에서 제조된 다량의 예비 중합체, 4 밀리몰의 트리이소부틸 알루미늄, 
12.5 밀리몰의 클로로포름 및 수소 분압이 0.009MPa 에 달하는 수소를 1 분당 250회전의 속도로 회전하
는 건조 분말용 교반 시스템이 장치된 2.5ℓ의 스테인레스 스틸 반응기에 질소 분위기하에서 가한다. 그
리고 나서 반응기를 35℃로 가열하고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75 / 25 의 몰비로 함유하는 기체 혼합물을 
0.5MPa의 일정한 전체 압력을 유지하도록 계속적으로 반응기에 가하고, 간헐적으로, 36g 의 에틸티텐 노
르보르넨(ENB)를 가한다. 10시간 반응시킨 후에, 하기의 특성을 갖는 분말의 형태로 510g 의 비점착

성 공중합체를 수득한다.

- 전이금속 함량 : 14 ppm

- MI5 / 190 : 0.2 g / 10분

- 폴리에틸렌당량으로서의 점도 측정 분자량 : 440,000

- 결정도 :  1 %

- 부피밀도 : 0.36 g / ㎤

- Dm : 265 μ

실시예 16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예비 중합체의 제조

실시예 4에서 제조된 촉매 대신에 실시예 8에서 제조된 촉매를 사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가스상 공중합

실시예 13에서 제조된 예비 중합체 대신에 앞에서 제조된 예비 중합체를 사용하는 점, 기체 혼합물이 에
틸렌 및 프로필렌을 70 / 30 대신에 60/ 40 의 몰비로 함유 한다는 점 및 분압이 0.025 MPa 대신에 0.08 
MPa 에 달하는 수소를 가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3과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건하에
서 6시간 반응시킨 후에, 하기의 특성을 갖는 분말의 형태로 550g 의 비점착성 공중합체를 회수한다 :

- 전이금속 함량 : 14 ppm

- 부피밀도 : 0.39 g / ㎤

- 폴리에틸렌 당량으로서의 점도 측정 분자량 : 250,000

- 에틸렌 중량 함량 : 52 %

- 결정도 : 0.4 %

- 질량 - 평균입자 직경, Dm : 290 μ

- Mw / Mn : 7.8

[실시예 17]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예비중합체의 제조

실시예 4에서 제조된 촉매 대신에 실시예 9에서 제조된 촉매를 사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2와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가스상 공중합

실시예 13에서 제조된 예비 중합체 대신에 앞에서 제조된 예비 중합체를 사용한다는 점 및 기체 혼합물
이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70 / 30 대신에 80 / 20 의 몰비로 함유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3과 
똑같이 조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6시간 반응시킨 후에, 하기의 특성을 갖는 분말의 형태로 
635g 의 공중합체를 회수한다 :

- 전이금속 함량 : 11 ppm

- 부피밀도 : 0.44 g / ㎤

- 폴리에틸렌 당량으로서의 점도 측정 분자량 : 530,000

- 에틸렌 - 유도 단위체의 중량 함량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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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 - 평균입자 직경, Dm : 295 μ

- Mw / Mn : 7.1

[표 1]

촉매의 특성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체탄화수소 내에서 하기의 물질들을 접촉시킴으로써 수행되는 바나듐 및 티탄의 환원 반응에 의하여, 
지지체위에 바나듐 및 티탄 화합물을 침전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염화마그네슘의 구형 지지체로 이루어진 
지글러-낫타형 촉매의 제조 방법 : a) 유기 금속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티탄 - 및 바나듐 - 환원제와 함
께, b) 액체 탄화수소에 모두 가용성이고, 티탄양에 대한 바나듐 양의 몰비가 70/30 내지 99.5/0.5인 양
으로 사용되는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 그리고 c)(i)  지지체내에서 마그네슘 원자의 수에 대한 
Mg-C결합 수의 비가 0.001미만인 정도로, Mg-C결합을 함유하는 생성물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이염
화마그네슘 80 내지 99.5 몰% 및 (ii) 불안정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일종 이상의 유기 전자-공여 화합물 
D 0.5 내지 20 몰%를 함유하는, 질량 - 평균 직경 Dm 이 10 내지 100μ 이고 입자의 수 - (평균 직경, 
Dn 에 대한 Dm 의 비율이 2 미만일 정도로 좁은 입자크기 분포를 가진 구형 입자로 이루어진 고체 지지
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지지체 80내지 95몰% 의 이염화 마그네슘 및 5 내지 20몰%의 유기 전자 - 공여 화합물 
D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바나듐 화합물 및 티탄 화합물이 이들 화합물의 할로겐에 알콕시기의 전체적인 몰비가 
0 내지 5가 되도록 알콕시기 OR 및 할로겐 X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바나듐 화합물이 하기의 두가지 일반식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V(OR)4-mXm 또는 VO(OR)3-nXn (식중, R은 1 내지 12 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알킬 라디칼을 나타내고, X 

는 할로겐 원자, m 은 0 내지 4에 이르는 정수 또는 분수, 그리고 n 은 0 내지 3에 이르는 정수 또는 분
수이다)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티탄 화합물이 일반식 Ti(OR)4-PXP(식중 R은 1 내지 12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알킬 

라디칼, X 는 할로겐 원자, 그리고 p는 0 내지 4에 이르는 정수 또는 분수이다)에 해당함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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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바나듐 및 티탄-환원제가 유기 알루미늄, 유기 마그네슘 및 유기 아연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지지체의 이염화 마그네슘의 1몰당 0.05내지 2 몰의 환원제를 접촉시킴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지지체의 이염화 마그네슘의 1몰당 0.05내지 2몰의 바나듐 화합물을 접촉시킴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0 ℃ 내지 120℃ 에 이르는 온도에서 0.5 내지 15시간에 이르는 기간동안 접촉을 수행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프로필렌, 에틸렌 및 / 또는 1 - 부텐, 및 임으로 비공역 디엔의 탄성 중합성 공중합체의 기체상 제조를 
위한,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라 제조된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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