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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알킬방향족 화합물의 제조방법

요약

알킬방향족 화합물, 특히 에틸벤젠과 쿠멘을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여기서 공급 원료를 처음에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공급한 다음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전체 유출물을 올레핀 알킬화제, 특히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과 같이 
알킬화 반응 존으로 직접 캐스케이드화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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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알킬방향족 화합물, 특히 에틸벤젠과 쿠멘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 처음에 공급 원료를 트란
스알킬화 반응 존(zone)에 공급한 다음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전체 유출물을 올레핀 알킬화제, 특히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과 같이 알킬화 반응 존에 직접 캐스케이드(cascade)화 한다.

    배경기술

    
에틸벤젠은 공업적으로 스티렌 모노머의 제조를 위해 현재 대규모로 사용되는 유용한 화학 약품이다. 에틸벤젠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화학 공정에 의해 제조될 수 있으나 중요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한 가지 방법은 고체의 산성 ZSM-5 
제올라이트 촉매의 존재 하에 에틸렌과 벤젠의 기상 알킬화 반응이다. 이 방법의 상업적 조작에 있어서, 폴리메틸화와 
폴리에틸화 벤젠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폴리알킬화 벤젠은 벤젠과 에틸렌 사이의 반응이 일어나는 알킬화 반응기로 
재순환된다. 부산물을 알킬화 반응에 재순환시킴으로써, 폴리에틸화 벤젠(PEB)이 에틸벤젠(EB)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율이 증가된다. 이에 더하여, 알킬화 반응 중에 PEB의 존재로 일정한 공급물 조성에서 그리고 특정 조작 조건하에, 
PEB가 일정 수준에서 평형에 도달될 것이므로 성분의 평형을 통해 이들 종류의 형성이 감소된다. 이러한 상업적 방법
은 모빌/배저(Mobil/Badger)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Mobil/Badger Ethylbenzene Process-Chemistry and Cat
alytic Implications'란 제하의 Francis G. Dwyer의 논문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William R. Moser, Marce
l Dekker, Inc.사가 편집한 서적[Catalysis of Organic Reactions, 1981] 39-50 페이지에 실려 있다.
    

    
에틸벤젠 제조방법은 미국특허 제 3,751,504 호(Keown), 제 4,547,605 호(Kresge), 및 제 4,016,218 호(Haag)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상세한 설명은 이들 특허를 참고로 한다. 미국특허 제 3,751,504 호에 기재된 방법은 
보다 큰 알킬화 제품을 상당한 비율로 원하는 에틸벤젠 제품으로 전환시키는데 효과적인 재순환 루프(loop)에 트란스
알킬화 반응 분리 단계를 포함하므로 특히 주목되고 있다. 에틸벤젠의 제조를 위한 다른 방법은 미국특허 제 4,169,11
1 호(Wight)와 제 4,459,426 호(Inwood)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Keown, Kresge 및 Haag 특허에 
기재된 방법에서 사용된 중간 기공 크기의 제올라이트와 구분되는 제올라이트 Y와 같은 대 기공 크기의 제올라이트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표현되어 있다. 미국특허 제 3,755,483 호(Burress)에서는 알킬화 촉매로서 제올라이트 ZSM-1
2를 이용한 에틸벤젠의 제조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에틸벤젠(EB)은 액상 또는 기상으로 다양한 제올라이트 촉매 위에서 벤젠과 에틸렌(C2 =)으로부터 합성될 수 있다. 
액상 방법의 장점은 조작 온도가 낮고 얻어진 부산물의 함량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미국특허 제 4,891,458 호에
서는 제올라이트 베타로서 에틸벤젠을 액상 합성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폴리알킬화 반응과 다른 불필요한 부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틸벤젠과 쿠멘과 같은 알킬방향족 화합물의 제조는 
전형적으로 알킬화 반응기로 공급되는 공급물에서 방향족 화합물(예, 벤젠) 대 알킬화제(예, 에텐)의 높은 비율로 조작
된다. 제올라이트-촉매 공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족 화합물/올레핀(A/O)의 몰 공급비가 3 또는 그 이상에서 조작되며, 
반면에 AlCl3 또는 담지된 인산에 의한 촉매화 방법은 때로 A/O가 3 및 그 이하에서 조작된다. 그러나, 두 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폴리알킬화 방향족 화합물(예, 디에틸벤젠)은 이들 화합물이 단순히 폐기물로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
준으로 생성된다. 대신에 이들 폴리알킬화 방향족 화합물은 추가로 공급물 방향족 화합물과 반응하여 트란스알킬화 반
응에 의해 추가 모노알킬레이트를 형성한다. 제올라이트-촉매화 알킬방향족 화합물 공정에서, 이러한 트란스알킬화 반
응은 알킬화 반응기에서 일어나거나(상기에 설명된 모빌/배저 공정의 경우와 같이) 별도 트란스알킬화 반응기에서 일
어날 수 있으며, 트란스알킬화 반응기로부터 유출물은 알킬화 반응기 유출물과 결합하여 생성물 회수 단계로 이송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라, 에틸벤젠과 쿠멘 중에서 선택된 알킬벤젠을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 방법은 다음 단계를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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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에, 벤젠과 폴리에틸벤젠 및 폴리프로필벤젠 중에서 선택된 폴리알킬벤젠을 포함하고, 공급물
에서 벤젠 대 폴리알킬벤젠의 몰비가 1을 초과하고,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전혀 없는 공급물을 넣고, 여기서 트란스알킬
화 반응 존은 트란스알킬화 촉매를 포함하며;

(b) 충분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조건하에 공급물을 트란스알킬화 촉매와 접촉시켜 모노알킬벤젠과 벤젠을 포함한 트란
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유출물을 생성하고;

(c) (i)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전체 유출물과 (ii) 에틸렌과 프로필렌 중에서 선택된 알켄을 알킬화 촉매를 포
함한 알킬화 반응 존에 넣은 다음;

(d)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유출물과 알켄을 충분한 알킬화 반응 조건 하에 알킬화 촉매와 접촉시켜 모노알킬
벤젠과 폴리알킬벤젠을 포함한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유출물을 생성하고,

여기서, 알켄의 첫 번째 도입 지점은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하류에 있다.

본 발명에 따라,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유출물을 새 알킬화제와 결합하여 알킬화 반응 존으로 직접(예, 분리 
없이) 캐스케이드화할 수 있다. 촉매 층의 적합한 디자인에 의해, 트란스알킬화와 알킬화 반응 모두가 또한 동일 반응 
용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특히 에틸벤젠 또는 쿠멘을 생성하도록 채택된다. 에틸벤젠을 생성할 때, 벤젠을 에틸렌으로 알킬화
하고, 폴리에틸벤젠을 벤젠으로 트란스알킬화 한다. 쿠멘을 생성할 때, 벤젠을 프로필렌으로 알킬화하고, 폴리프로필벤
젠을 벤젠으로 트란스알킬화 한다. 폴리알킬벤젠(즉, 폴리에틸벤젠과 폴리프로필벤젠)은 디에틸벤젠과 디이소프로필벤
젠의 파라, 메타 및 오르토 이성체, 및 트리알킬벤젠과 테트라알킬벤젠을 포함한다. 임의로,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알
킬 치환체(예, 트리에틸벤젠)를 함유한 폴리알킬벤젠은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공급물 유류내 폴리알킬벤젠이 반드
시 디알킬벤젠으로 구성되도록 공급물 유류에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제거될 수 있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공급물은 벤젠 대 폴리알킬벤젠의 몰비가 1 이상이다. 예를들어, 벤젠 대 폴리알킬벤젠의 몰
비가 1.5 내지 20, 예를들어 2 내지 10일 수 있다. 이들 반응물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복수 단계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에 넣을 때, 복수 도입된 반응물의 총합계는 상기에 언급된 몰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한 가지 바람직한 일예에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공급물의 반응성 성분은 벤젠과 폴리알킬벤젠으로 이루어진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조건하에 반응성이 있거나 강력한 반응성이 있을 수 있는 소량의 다른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 예
를들어, 공급물은 불순물로서 존재하거나, 원하지 않는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소량, 예를들어 10 중량% 이하의 다른 
방향족 화합물, 이를테면 모노알킬방향족 화합물, 예, 에틸벤젠, 쿠멘, n-프로필벤젠 또는 부틸벤젠을 함유할 수 있다.

다른 일예에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공급물은 또한 미반응 알켄을 제외하여, 재순환 유류로서 알킬화 반응 존으
로부터 전체 유출물의 일부를 포함하여 후속 알킬화 반응 중에 발열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희석액을 제공한
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공급물은 에틸렌과 프로필렌 모두가 전혀 없다. 이들 올레핀은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공
급물에 고의로 첨가되지 않는다. 미반응 올레핀, 미반응 벤젠 및 폴리알킬벤젠 부산물을 포함한,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
터 유출물을 재순환 전에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에서 특히 벤젠과 폴리알킬벤젠의 증류 단계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증류 
단계는 재순환 유류로부터 미반응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
로 공급물에서 검출가능 수준의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존재한다면, 이들 올레핀은 미량, 예를들어 100 ppm 이하의 양
으로만 검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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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은 트란스알킬화 촉매를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촉매는 산성 고체 산화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성 고체 산화물의 일예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와 실리콘 및 알루미늄 이외의 원소를 함유하는 SAPO와 같은 물질을 
포함한다. 이들 산성 고체 산화물은 무정형 또는 결정 물질일 수 있다. 이들 결정 물질은 층상이 아닌 3-차원 골격 구
조, 또는 점토의 층상구조와 같은 층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한 산성 고체 산화물은 제올라이트, 구체적으로 중
간 기공 및 대 기공 크기의 제올라이트이다. 산성 고체 산화물의 다른 예는 지르코니아를 텅스텐산염 또는 황산염으로 
변형시켜 형성된 과산(super acid)을 포함한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에서, 공급물은 폴리알킬벤젠과 벤젠의 트란스알킬화 반응에 의해 모노알킬벤젠을 생성하는데 충
분한 조건하에 접촉된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공급물이 몰과량의 벤젠을 포함하므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부터 유출물은 모노알킬벤젠 생성물에 더하여 미반응 벤젠을 포함한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은 알킬화 반응 존을 둘러싸는 반응기로부터 분리하여 단일 반응기로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별
도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과 알킬화 반응 존은 단일 반응기의 별도 층에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트란스알킬화 반응기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트란스알킬화 반응기는 상류 또는 하류 모드로 조작
되는 고정층 반응기 또는 병류 또는 역류 촉매와 탄화수소 기류로 조작되는 이동층 반응기일 수 있다. 트란스알킬화 반
응기는 단일 촉매 층 또는 복수 층을 포함할 수 있으며 폴리알킬벤젠 및/또는 벤젠의 단간(interstage) 첨가를 위해 설
치될 수 있다. 트란스알킬화 반응기는 추가로 단간 냉각을 위해 설치될 수 있다. 이동층 반응기는 재생과 새 촉매 또는 
재생 촉매에 의한 대체를 위해 소비된 촉매를 연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임의로, 한개 이상의 트란스알킬화 반응기가 
사용될 수 있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조건은 액상 조건, 기상 조건 또는 액상/기상 혼합 조건일 수 있다. 예를들어 온도 및 압력의 특정 
조건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트란스알킬화 촉매의 특성에 따른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전체 유출물은 알킬화 반응 존으로 분리하지 않고 직접 통과된다(즉, 캐스케이드화 된다). 
알킬화 반응 존으로 분리 공급물로서, 또한 올레핀(즉,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 알킬화제가 공급된다. 올레핀 공공급물
(cofeed)은 적당한 지점에서 도입될 수 있다. 예를들어, 분리 반응기사 사용될 때, 올레핀은 트란스알킬화 반응기를 알
킬화 반응기로 연결한 라인으로 주입될 수 있다. 단일 반응기가 사용될 때, 올레핀은 복수층 반응기의 단계 사이에 도입
될 수 있으며, 여기서 올레핀이 주입되는 지점의 상류 층은 트란스알킬화 촉매를 포함하며 주입 지점의 하류 층은 알킬
화 촉매를 포함한다. 올레핀은 또한 처음에 트란스알킬화 반응기 유출물을 알킬화 반응기로 도입하는 라인으로부터 분
리된 라인으로부터 알킬화 반응기로 도입될 수 있다.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의 유출물과 올레핀 알킬화제를 처음 접촉시키는데 어떠한 수단이 사용되더라도, 반응물이 알킬화 
반응 존을 통과하는 복수 단계로 올레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레핀 알킬화제를 도입하는 제일 지점은 트란스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하류이다.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유출물은 원하는 모노알킬벤젠 생성물을 포함하며, 그후 유출물의 다른 성분으로부터 분리하여 
회수한다. 폴리알킬벤젠은 유출물 유류로부터 분리되며 다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재순환된다. 알킬화 반응 존의 
유출물로부터 분리된 벤젠은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 및/또는 알킬화 반응 존으로 재순환되며, 반면에 미반응 알켄은 알
킬화 반응 존으로 재순환된다. 추가로, 미반응 알켄을 제외하여,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전체 유출물의 일부는 다시 알
킬화 반응 존으로 재순환되어 알킬화 반응 중에 발열반응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급랭 유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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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화 촉매는 트란스알킬화 촉매를 위해 사용된 동일한 부류의 물질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촉매는 산
성 고체 산화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성 고체 산화물의 일예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와 실리콘과 알루미늄 이외의 원소
를 함유하는, SAPO와 같은 물질을 포함한다. 이들 산성 고체 산화물은 무정형 또는 결정 물질일 수 있다. 이들 결정 물
질은 층상이 아닌, 3-차원 골격 구조, 또는 점토의 층상 구조와 같은 층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한 산성 고체 산
화물은 제올라이트, 특히 중간 기공 및 대 기공 크기의 제올라이트이다. 산성 고체 산화물의 다른 일예는 텅스텐산염 또
는 황산염으로 지르코니아를 변형시켜 형성된 과산을 포함한다.
    

동일한 촉매가 본 발명의 방법의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과 알킬화 반응 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서 촉매작용화 된 특정 반응에 맞추도록 두 가지 존에 대해 서로 다른 촉매를 선택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적합한 중간 기공 제올라이트의 특정 일예는 ZSM-5, ZSM-11, ZSM-12, ZSM-22, ZSM-
23, ZSM-35, 및 ZSM-48을 포함하여, 구속 인덱스 (constraint index)가 2-12(미국특허 제 4,016,218 호에서 정
의됨)인 제올라이트이다.

ZSM-5는 미국특허 제 3,702,886 호 및 Re. 29,948 호에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ZSM-11은 미국특허 제 3,709,979 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ZSM-12는 미국특허 제 3,832,449 호에 기재되어 있다.

ZSM-22는 미국특허 제 4,556,477 호에 기재되어 있다.

ZSM-23은 미국특허 제 4,076,842 호에 기재되어 있다.

ZSM-35는 미국특허 제 4,016,245 호에 기재되어 있다.

ZSM-48은 미국특허 제 4,234,231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속 인덱스가 2 이하인 제올라이트를 포함하여, 대 기공 제올라이트는 본 기술에 잘 알려져 있으며 공급물 장입 원료
에서 통상 막대한 다수 성분이 발견되도록 충분히 큰 기공 크기를 가지고 있다. 제올라이트는 일반적으로 7 Å을 넘는 
기공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며 예를들어 제올라이트 베타, 제올라이트 Y, 울트라스테이블(Ultrastable) Y(USY), 
탈알루미늄화 Y(Deal Y), 모르데나이트, ZSM-3, ZSM-4, ZSM-18, 및 ZSM-20의 구조를 가진 제올라이트로 대
표된다. 본 기술에서 잘 알려져 있고 본 발명에서 유용한 결정 실리케이트 제올라이트는 파우자사이트 (faujasite)이다. 
ZSM-20 제올라이트는 구조상 어떤 면에서 파우자사이트와 유사하나, Deal Y 처럼 파우자사이트 보다 현저히 높은 실
리카/알루미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제올라이트 ZSM-14는 미국특허 제 3,923,636 호에 기재되어 있다.

제올라이트 ZSM-20은 미국특허 제 3,972,983 호에 기재되어 있다.

제올라이트 베타는 미국특허 제 3,308,069 호 및 Re. 제 28,341 호에 기재되어 있다.

저나트륨 울트라스테이블 Y 분자체(USY)는 미국특허 제 3,293,192 호와 제 3,449,070 호에 기재되어 있다.

탈알루미늄화 Y 제올라이트(Deal Y)는 미국특허 제 3,442,795 호에서 발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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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 UHP-Y는 미국특허 제 4,401,556 호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의 알킬화 반응 또는 본 발명의 트란스알킬화 반응을 촉매작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산성 고체 산화물은 
MCM-22, PSH-3, SSZ-25, MCM-36, MCM-49 및 MCM-56을 포함한다.

    
에틸벤젠을 포함하여, 알킬방향족 화합물의 합성을 촉매작용하는 MCM-22 및 그의 사용이 미국특허 제 4,992,606 호
; 제 5,077,445 호; 및 제 5,334,795 호에 기재되어 있다. PSH-3은 미국특허 제 4,439,409 호에 기재되어 있다. 방
향족 알킬화 반응에서 SSZ-25와 그의 용도는 미국특허 제 5,149,894 호에 기재되어 있다. MCM-36은 미국특허 제 
5,250,277 호 및 제 5,292,698 호에 기재되어 있다. 미국특허 제 5,258,565 호는 MCM-36을 포함한 촉매를 사용하
여, 에틸벤젠을 포함한, 알킬방향족 화합물의 합성을 기재하고 있다. MCM-49는 미국특허 제 5,236,575 호에 기재되
어 있다. 에틸벤젠을 포함하여, 알킬방향족 화합물의 합성을 촉매작용하는 MCM-49의 사용은 미국특허 제 5,493,06
5 호 및 제 5,371,310 호에 기재되어 있다. MCM-56은 미국특허 제 5,362,697 호에 기재되어 있다. 에틸벤젠을 포
함한 알킬방향족 화합물의 합성을 촉매작용하는 MCM-56은 미국특허 제 5,557,024 호 및 제 5,453,554 호에 기재
되어 있다.
    

본 발명의 알킬화 반응과 트란스알킬화 반응을 촉매작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산성 고체 산화물은 SAPO, 및 텅
스텐산염 변형 지르코니아를 포함한다. SAPO, 즉 실리코알루미노포스페이트는 미국특허 제 5,114,563 호 및 제 4,4
40,871 호에 기재되어 있다. 에틸벤젠을 포함한 알킬방향족 화합물의 합성을 촉매작용하는 텅스텐산염 변형 지르코니
아의 사용은 미국특허 제 5,563,311 호에 기재되어 있다.

    
고체 산성 산화물은 본 발명의 방법에서 사용된 온도와 다른 조건에 저항성이 있는 다른 물질과 복합화될 수 있다. 이러
한 물질은 활성 및 비활성 물질과 합성 또는 천연산 제올라이트 및 점토와 같은 무기 물질 및/또는 알루미나, 실리카, 
실리카-알루미나, 지르코니아, 티타니아, 마그네시아 또는 이들과 다른 산화물의 혼합물과 같은 산화물을 포함한다. 후
자는 천연 또는 실리카와 금속 산화물의 혼합물을 포함한 젤라틴성 침전물 또는 겔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점토는 또
한 산화물형 결합제로서 포함되며 촉매의 기계적 특성을 변형시키거나 그의 제조상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체 산성 산화
물과 결합하여, 즉 이 산화물과 결합하거나 그의 합성 중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촉매 활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은 촉매
의 전환 및/또는 선택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비활성 물질은 희석액으로서 적절히 역할을 수행하여 반응 속도를 조절하
기 위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생성물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전환 양을 조절한다. 이들 물질
은 천연 점토, 예를들어 벤토나이트와 카올린에 혼입되어 상업적 조작 조건하에 촉매의 파쇄 강도를 개선하고 촉매용 
결합제 또는 매트릭스로서 작용할 수 있다. 미분 고체 산성 산화물 및 무기 산화물 매트릭스의 상대 비율은 광범위하게 
변하며, 결정 함량은 약 1 내지 약 90 중량%이며 보다 통상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복합체가 비드(bead) 형태로 제조될 
때 복합체의 2 내지 80 중량%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관한 특정 일예를 이후 도 1에 관련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방법의 일예에 대한 다이아그램
도를 제공하며, 여기서 별도의 트란스알킬화 및 알킬화 반응기가 사용된다.

    
도 1에서, 폴리알킬벤젠은 폴리알킬벤젠 재순환 라인(102)에 의해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로 도입된다. 폴리알킬
벤젠 재순환 라인(102)으로부터 폴리알킬벤젠 도입 라인(103, 104, 105, 및 106)으로 폴리알킬벤젠의 유류를 밸브 
수단(도 1에서 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검측할 수 있다. 도입 라인(103, 104, 105 및 106)은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
00)로 폴리알킬벤젠의 단계별 첨가를 위해 위치한다. 벤젠은 또한 벤젠 도입 라인(124)을 통해 벤젠 재순환 라인(17
0)에 의해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로 도입된다. 도 1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벤젠 도입 라인(124)은 도 1에 도시된 
두개의 별도 라인이 아닌 단일 라인을 통해 폴리알킬벤젠과 벤젠 두 가지 모두가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로 도입되
도록,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의 상류에서 폴리알킬벤젠 도입 라인(104)과 교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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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로부터 전체 유출물은 이동 라인(120)을 통과하고 알킬화 반응기(130)로 지나간다. 보충 
벤젠은 벤젠 도입 라인(114)을 통해 이동 라인(120)으로 도입하고 알켄은 알켄 도입 라인(122)을 통해 이동 라인(1
20)으로 도입한다. 도 1은 일예를 도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트란스알킬화 반응기로부터 유출물, 보충 벤젠 및 알켄의 
세 가지 모두가 단일 라인에 의해 다같이 알킬화 반응기(130)로 도입되며, 이들 세 가지 성분이 각각 별개의 라인에 의
해 알킬화 반응기(130)로 도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또한 알켄은 임의로 벤젠을 라인(120)으로 도입하
는 지점에서 상류쪽 이동 라인(120)으로 도입될 수 있거나 알켄 도입 라인(122)은 알켄과 벤젠이 동일 라인을 통해 
이동 라인(120)으로 도입되도록, 벤젠 도입 라인(114)과 교차될 수 있다.
    

알켄을 알킬화 반응기(130)로 다단계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별 첨가는 추가의 알켄 도입 라인(124, 1
26 및 128)과 관련하여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별도 알켄 도입 단계 사이에 냉각 공정이 제공된다.

    
알킬화 반응기(130)로부터 유출물은 분리기(150)로 이동 라인(140)을 통해 통과한다. 분리기(150)는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증류 칼럼과 관련 장치, 이를테면 플래쉬 탱크와 열전달 수단을 포함한다. 분리기(150)에서, 알킬화 반응기(1
30)로부터 유출물을 폴리알킬벤젠 유류, 알킬벤젠 유류, 벤젠 유류 및 알켄 유류를 포함한 유류로 분리한다. 분리기(1
50)는 또한 시스템으로부터 중질 잔류물의 주기적 제거를 위한 설비를 포함할 수 있다. 폴리알킬벤젠 유류는 폴리알킬
벤젠 재순환 라인(102)에 의해 분리기로부터 통과된다. 알킬벤젠 생성물 유류는 생성물 회수 라인(160)에 의해 분리
기로부터 통과된다. 벤젠 유류는 벤젠 재순환 라인(170)에 의해 분리기로부터 통과된다. 알켄 유류는 알켄 재순환 라
인(180)에 의해 분리기로부터 통과된다.
    

별도의 일예(도시되지 않음)에서, 미반응 알켄을 제외하여, 알킬화 반응기로부터 전체 유출물 중 일부를 다시 알킬화 
반응기(130)로 캐스케이드화 하기 위해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로 재순환시키거나, 보다 바람직하게는 직접 알킬
화 반응기(130)로 재순환시켜 알킬화 반응 중 발열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희석액을 제공한다.

본 발명이 도 1에 도시된 반응식과 다른 반응식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될 것이며, 여기서 별도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와 알킬화 반응기(130)는 단일 복수층 반응 용기에 의해 대체되며, 단 알킬화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층은 
트란스알킬화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층으로부터 하류에 위치하고 추가로 알켄 공급물의 제일 도입 지점은 트란스알킬
화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층으로부터 하류 지점에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방법 전반에 걸쳐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반적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도 1은 본 발명을 어떤 특정 반응기 형태로 한정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에
서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알킬화 반응기와 병류 트란스알킬화 반응기는 각각 상류 또는 하류 모드로 조작
되는 고정층 반응기 또는 병류 또는 역류 촉매와 탄화수소 기류로 조작되는 이동층 반응기일 수 있다.

    
새로운 공급물, 특히 새로운 벤젠과 새로운 알켄은 도 1에 도시된 전체 반응식에서 편리한 지점(도시되지 않음)에 도입
될 수 있다. 반응 시스템의 시작시, 새로운 벤젠은 폴리알킬벤젠 공공급물의 부존재하에 라인(104)을 통해 트란스알킬
화 반응기(100)로 도입될 수 있다. 임의로, 반응 시스템의 시작시, 벤젠은 도입 라인(104)으로부터 라인(114)으로 전
환되도록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를 우회할 수 있다. 이어서 폴리알킬벤젠이 시스템에서 생성될 때, 폴리알킬벤젠 
도입 라인 (103, 104, 105 및 106)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개방되어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30)로 폴리알킬벤젠
의 증가 유류를 축적할 수 있다. 폴리알킬벤젠의 유류가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로 증가될 때, 트란스알킬화 반응기
(100)로 벤젠의 적합한 유류가 벤젠 도입 라인(112)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은 정체 조작 상태에 도달될 
수 있으며, 여기서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로 폴리알킬벤젠의 유류는 본질적으로 일정하고 알킬화 반응기(130)에
서 생성된 폴리알킬벤젠의 양은 본질적으로 트란스알킬화 반응기(100)에서 전환된 폴리알킬벤젠의 양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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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알킬화 및 알킬화 반응은 액상 조건 또는 기상 조건 또는 액상/기상 혼합 조건하에 일어날 수 있다. 예를들어, 이
들 반응 중 한 가지는 액상 또는 액상/기상 혼합 조건하에 일어날 수 있으며, 나머지 반응은 기상 조건하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반응 모두는 바람직하게는 액상 조건하에 일어난다.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으로 벤젠을 기상 알킬화하는데 수행되는 특정 조건은 650 내지 900 ℉(343 내지 482 ℃), 예를
들어 700 내지 850 ℉(371 내지 454 ℃)의 온도, 약 대기압 내지 약 3000 psig, 예를들어 약 25 psig 내지 약 450 
psig의 압력,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에 기초한 WHSV 0.5 내지 2.0 hr -1 및 벤젠 대 프로필렌의 몰비 1:1 내지 30:1를 
포함할 수 있다.

에틸렌으로 벤젠의 액상 알킬화 반응은 300 내지 650 ℉(150 내지 340 ℃), 통상적으로 400 내지 520 ℉(205 내지 
270 ℃)의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에틸렌으로 벤젠의 액상 알킬화 반응 중에 압력은 일반적으로 1000 psig (7000 kPa)를 초과하지 않지만 3000 psig
(20875 kPa) 정도일 수 있다. 반응은 수소의 부존재하에 수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요 압력은 반응물 종류의 압력들
이다. 공간속도는 에틸렌 공급물을 기초로, 0.1 내지 20 WHSV일 수 있다. 에틸렌으로 벤젠을 액상 알킬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간속도는 예를들어 0.5 내지 3 WHSV, 예를들어 0.75 내지 2.0 WHSV(에틸렌)의 범위를 포함한다. 알킬
화 반응기에서 벤젠 대 에틸렌의 비율은 1:1 내지 30:1 몰, 통상적으로 5:1 내지 20:1 몰, 및 대부분의 경우에 5:1 내
지 10:1 몰일 수 있다.
    

벤젠을 프로필렌으로 알킬화하여 쿠멘을 생성할 때, 반응기는 또한 250℃ 이하, 예를들어 150 ℃ 이하, 예를들어 10 
내지 125 ℃의 온도; 250 기압 또는 그 이하, 예를들어 1 내지 30 기압의 압력; 및 매시 방향족 탄화수소 중량공간속도 
(WHSV) 5 내지 250 hr -1 , 5 hr -1 내지 50 hr-1 를 포함한 액상 조건하에 일어날 수 있다. 반응 조건의 조합예는 1
0 내지 150 ℃의 온도, 1 내지 30 기압의 압력, 및 5 내지 50 hr -1 의 WHSV를 포함한다. 또다른 반응 조건의 조합예
는 10 내지 250 ℃의 온도, 250 기압의 압력, 및 5 내지 250 hr -1 의 WHSV를 포함한다.

프로필렌으로 벤젠을 기상 알킬화하기 위한 특정 조건은 100 내지 600 ℉(38 내지 316 ℃), 예를들어 250 내지 500 
℉(121 내지 260 ℃)의 온도, 50 psig 내지 1000 psig, 예를들어 300 psig 내지 600 psig의 압력, 0.1 내지 2.0 hr
-1 의 프로필렌을 기초로 한 WHSV 및 벤젠 대 프로필렌의 몰비 1:1 내지 50:1를 포함할 수 있다.

폴리에틸벤젠으로 벤젠을 액상 트란스알킬화하기 위한 특정 조건은 150 ℃ 내지 260 ℃의 온도, 7000 kPa 또는 그 이
하의 압력, 반응 존으로 전체 액체 공급물의 중량을 기초로 한 WHSV 0.5 내지 2.0 hr -1 및 벤젠 대 프로필렌의 몰비 
1:1 내지 30:1을 포함할 수 있다.

폴리에틸벤젠으로 벤젠을 기상 트란스알킬화하기 위한 특정 조건은 260 ℃ 내지 482 ℃, 예를들어 370 내지 450 ℃의 
온도, 대기압 내지 3000 psig, 예를들어 50 내지 500 psig의 압력, 반응 존으로 전체 기상 공급물의 중량을 기초로 한 
WHSV 1 내지 50 hr -1 및 벤젠 대 폴리에틸벤젠의 몰비 1 내지 50을 포함할 수 있다.

폴리프로필벤젠으로 벤젠을 액상 트란스알킬화하기 위한 특정 조건은 100 내지 600 ℉(38 내지 315 ℃), 예를들어 2
50 내지 450 ℉(121 내지 232 ℃), 50 psig 내지 1000 psig, 예를들어 300 psig 내지 600 psig의 압력, 반응 존으
로 전체 액체 공급물의 중량을 기초로 한 WHSV 0.1 내지 10 hr -1 및 벤젠 대 폴리프로필벤젠의 몰비 1:1 내지 50:1
을 포함할 수 있다.

폴리프로필벤젠으로 벤젠을 기상 트란스알킬화하기 위한 특정 조건은 260 내지 480 ℃, 예를들어 371 내지 454 ℃의 
온도, 대기압 내지 3000 psig, 예를들어 50 내지 500 psig, 그 이하의 압력, 반응 존으로 전체 기상 공급물의 중량을 
기초로 한 WHSV 1 내지 50 hr -1 및 벤젠 대 폴리프로필벤젠의 몰비 1:1 내지 50:1을 포함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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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방법의 일예에 대한 다이아그램도이며, 여기서 별도 트란스알킬화 및 알킬화 반응기가 사용된다.

    실시예

    
수소 형태로 제올라이트 베타 65 중량%(건조 중량 기초)를 슈도베마이트 (pseudoboehmite) 알루미나 35 중량%(건
조 중량 기초)와 충분한 물과 혼합하여 압출성 페이스트를 형성함으로써 제올라이트 베타 촉매를 제조하였다. 페이스트
를 완전히 혼합한다음 스크류 압출기를 통해 1/16' 압출물의 형태로 압출시켰다. 압출물을 건조시킨다음 질소 기류하에 
900 ℉(480 ℃)로 가열한다음 그 온도에서 3 시간 방치하였다. 그후 공기 기류를 도입하고 온도를 1000 ℉(540 ℃)
로 상승시킨다음 그 온도에서 6 시간 방치하였다. 그후 압출물을 냉각하고 이와 같이 마무리된 촉매를 다음에 기재한 
평가 공정에 사용하였다.
    

    
나트륨 형태로 MCM-22 65 중량%(건조 중량 기초)를 슈도베마이트 알루미나 35 중량%(건조 중량 기초)와 충분한 
물과 혼합하여 압출성 페이스트를 형성함으로써 MCM-22 촉매를 제조하였다. 페이스트를 완전히 혼합한다음 스크류 
압출기를 통해 1/16' 압출물의 형태로 압출시켰다. 압출물을 건조시킨다음 질소 기류하에 1000 ℉(540 ℃)로 가열한
다음 그 온도에서 6 시간 방치하였다. 그후, 압출물을 상온으로 냉각시켰다. 압출물을 습윤화한다음 질산암모늄 용액을 
사용하여 압출물의 나트륨 수준을 500 ppmw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압출물을 공기 기류하에 건조시킨다음 공
기 기류하에 1000 ℉(540 ℃)의 온도로 가열한다음 그 온도에서 6 시간 방치하였다. 그후 압출물을 냉각시키고 이와 
같이 마무리된 촉매를 다음에 기재한 평가 공정에 사용하였다.
    

상기에 기재된 베타/Al2 O3 0.5 g에 의해 촉매화된 트란스알킬화 반응 단계로부터 유출물을 상기에 기재된 MCM-22/
Al2 O3 1.0 g을 이용한 알킬화 반응 단계로 직접 통과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에텐(1.0 g/hr)이 트란스알킬화 반응
/알킬화 반응 단계 사이에 또는 트란스알킬화 반응 단계로 직접 공급되는 동안 트란스알킬화 반응 단계로 공급물은 벤
젠/디에틸벤젠의 배합물(명목상 3/1 wt/wt)(5.0 g/hr)이었다. 트란스알킬화 및 알킬화 반응기가 각각 명목상 500 ℉ 
및 430 ℉인 동안 압력은 500 psig이었다. 결과를 다음 표 1에 제시한다.

[표 1]

에텐 공급 위치 층 사이 트란스알킬화 반응으로
조성, wt% 공급물 생성물 델타 공급물 생성물 델타
에텐 16.67 0.07 -16.59 16.67 0.16 -16.51
벤젠 57.87 23.11 -34.76 57.87 25.30 -32.57
EB 0.10 45.03 44.93 0.10 42.22 42.12
DiEB 23.39 24.09 0.71 23.39 21.39 -2.00
TriEB 1.79 5.86 4.07 1.79 6.78 4.99
다른 방향족 0.17 1.77 1.60 0.17 3.82 3.65
다른 PON 0.02 0.07 0.05 0.02 0.33 0.31
EB 불순물 279 935

두 가지 케이스에서, 에틸벤젠은 일차 생성물이었다. 그러나, 알킬화제(에텐)이 트란스알킬화 및 알킬화 반응 단계 사
이에 공급되는 경우에 원하지 않는 부반응이 최소화되는 듯 하다. 이것은 다른 방향족 화합물; 파라핀, 올레핀, 및 나프
텐 (PON); 및 EB 불순물의 보다 낮은 수율로 반영된다. 모노알킬레이트에 대한 보다 높은 선택성은 보다 높은 공급물
의 벤젠 농도에서 예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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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에틸벤젠과 쿠멘 중에서 선택된 알킬벤젠을 제조하는 방법:

(a)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에, 벤젠과 폴리에틸벤젠 및 폴리프로필벤젠 중에서 선택된 폴리알킬벤젠을 포함하고, 공급물
에서 벤젠 대 폴리알킬벤젠의 몰비가 1을 초과하고,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전혀 없는, 공급물을 넣고, 여기서 트란스알
킬화 반응 존은 트란스알킬화 촉매를 포함하며;

(b) 충분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조건하에 공급물을 트란스알킬화 촉매와 접촉시켜 모노알킬벤젠과 벤젠을 포함한 트란
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유출물을 생성하고;

(c) (i)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전체 유출물과 (ii) 에틸렌과 프로필렌 중에서 선택된 알켄을 알킬화 촉매를 포
함한 알킬화 반응 존에 넣은 다음;

(d)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유출물과 알켄을 충분한 알킬화 반응 조건 하에 알킬화 촉매와 접촉시켜 모노알킬
벤젠과 폴리알킬벤젠을 포함한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유출물을 생성하고,

여기서, 알켄의 첫 번째 도입 지점은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하류에 있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알킬화 반응과 트란스알킬화 반응 모두를 액상으로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트란스알킬화 촉매가 알킬화 촉매와 다른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트란스알킬화 촉매와 알킬화 촉매가 각각 산성 고체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트란스알킬화 촉매와 알킬화 촉매가 각각 제올라이트 베타, ZSM-5, ZSM-12, MCM-22, MCM-
36, MCM-49, MCM-56, MCM-58, 파우자사이트, 모르데나이트, 및 텅스텐산염 변형 지르코니아 중에서 선택된 산
성 고체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과 알킬화 반응 존이 별도 반응기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과 알킬화 반응 존이 동일 반응기에 존재하고, 반응기가 적어도 두개의 촉매 층
을 포함하며, 알킬화 촉매와 트란스알킬화 촉매가 별도 촉매 층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알킬화 반응 존의 유출물로부터 폴리알킬벤젠을 다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으로 재순환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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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미반응 알켄과 별도로, 알킬화 반응 존으로부터 전체 유출물의 일부를 다시 트란스알킬화 반응 존 또
는 알킬화 반응 존으로 재순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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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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