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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N-치환된  DABCO  양이온  주형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신규의  결정형  제올라이트  SSZ-45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의  결정형  제올라이트  SSZ-45,  다양한  N-치환된  DABCO  양이온  주형제를  사용하여 
SSZ-45를 제조하는 방법 및 촉매로서 SSZ-45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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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  분자체와  제올라이트들은,  촉매작용과  독특한  체질작용  특성  때문에,  탄화수소  전환과 가
스 건조 및 가스 분리와 같은 여러 용도에 특히 유용하다. 비록 여러 가지 결정형 분자체들이 개시되었지
만, 가스 분리와 건조, 탄화수소 및 화학적 전환, 이외의 용도를 위한 바람직한 성질을 갖는 새로운 제올
라이트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신규의 제올라이트는 향상된 선택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내부 세공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결정형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알칼리  혹은  알칼라인  토금속  산화물,  실리카,  알루미나  등으로 구
성된 수용성 반응 혼합물로부터 일반적으로 제조된다. 결정형 보로실리케이트는 알루미늄대신 붕소를 이
용하는 것 이외에는 위와 비슷한 반응 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 제조된다. 합성 조건과 반응 혼합물의 조성
을 변화시켜, 이종의 제올라이트 형성이 종종 가능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여기에서  "제올라이트  SSZ-45"혹은  간략히  "SSZ-45"로  불리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 결
정형 분자체 류에 관한 것이다. SSZ-45는 실리케이트, 알루미노실리케이트, 티타노실리케이트, 바나도실
리케이트 혹은 보로실리케이트 형태로 얻어진다. "실리케이트"라는 용어는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실리
콘 산화물의 몰비가 높은 제올라이트를 말하며, 바람직하게는 약 100 이상의 몰비가 요구된다. 여기서 사
용된 것처럼,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알루미나와 실리카 모두를 포함하는 제올라이트를 말하며, "보로실
리케이트"는 붕소와 실리콘 모두를 포함하는 제올라이트이다. 

본  발명과  함께,  제1  4가  원소의  산화물에  대  제1  4가  원소와는  다른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
는 5가 원소의 산화물 또는 이들 혼합물의 몰비가 200 이상을 가지며, 하소(calcination) 후, 표 Ⅱ의 X-
선 회절선을 갖는 제올라이트가 제공된다. 

나아가,  본  발명과  함께,  실리콘산화물,  게르마늄산화물  및  이들  혼합물로부터  선별된  산화물과 
알루미늄산화물, 갈륨산화물, 철산화물, 붕소산화물, 티타늄산화물, 인듐산화물, 바나듐산화물 및 이들 
혼합물로부터 선별된 산화물의 몰비가 200 이상이며, 하소 후, 아래 표 Ⅱ의 X-선 회절선을 갖는 제올라
이트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나아가,  합성되어  무수  상태인  아래와  같은  몰비에  의한  조성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제
공한다. 

YO2/WcOd  〉200

M2/n/YO2   0.01 내지 0.03

Q/YO2     0.02 내지 0.05

여기서 Y는 실리콘, 게르마늄 혹은 이들 혼합물이고; W는 알루미늄, 갈륨, 철, 붕소, 티타늄, 인듐, 바나
듐 혹은 이들 혼합물이다. c는 1 또는 2이고; d는 c가 1일 때 2(즉, W가 4가 일 경우) 또는 d는 c가 2일 
때 3 또는 5 (즉, W가 3가일 경우에는 d가 3이며, W가 5가일 경우에는 d는 5임)이고; M은 알칼리 금속 양
이온, 알칼라인 토금속 양이온 혹은 이들 혼합물이고; n은 m의 원자가이고(즉, 1 또는 2); Q는 적어도 하
나의 N-치환된 DABCO 양이온 주형제이다. 

본  발명과  함께,  실리콘산화물,  게르마늄산화물  및  이들  혼합물로부터  선별된  산화물과 알루미늄
산화물, 갈륨산화물, 철산화물, 붕소산화물, 티타늄산화물, 인듐산화물, 바나듐산화물 및 이들 혼합물들
과의 몰비가 약 200℃내지 약 800℃까지의 온도에서 약 200 이상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온도처리하여 제조
된 제올라이트를 제공하며, 이렇게 제조된 제올라이트는 표Ⅱ의 X-선 회절선을 갖는다. 본 발명은 또한 
주로 수소 형인 이렇게 제조된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며, 수소 형은 산 또는 암모늄염 용액을 통한 이온 교
환 후 이차 하소를 거쳐 제조된다. 

또한,  제1  4가  원소의  산화물과  제1  4가  원소와  다른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는  5가  원소의 
산화물 및 이들 혼합물 산화물을 포함한 결정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결정화 조건하에서 전술
한  산화물  원료와  N-치환된  DABCO  양이온을  포함한  주형제의  접촉을  포함한  전술한  방법이  함께 
제공된다.

본  발명은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와  탄화수소  전환  조건에서  탄화수소 
원료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탄화수소 전환에 대한 방법을 제공한다. 제올라이트는 주로 수소형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제올라이트는 산성이 없다.

추가로,  본  발명은  하이드로크래킹  조건하에서  탄화수소  공급원료와  주로  수소형인  본  발명의 제
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하이드로크래킹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탈랍  조건하에서  탄화수소  공급원료와  주로  수소형인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탈랍 방법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또한  이성체화  탈랍  조건하에서  랍  탄화수소  원료와  주로  수소형인  본  발명의 제올
라이트가 포함된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랍 탄화수소 원료의 탈랍 제품의 점도 지수를 향상시
키는 방법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추가적으로  적어도  한  그룹  Ⅷ  금속과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에  대한 이
성체화 조건하에서 전술한 올레핀 원료를 이성체화하는 것을 포함한 C20+ 올레핀 원료로부터 C20+ 루브 기

름을 생산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본발명에  따라,  약  350℉  이상에서  끓이고,  약  15-3000  psi의  수소  압력에서  첨가된  수소  가스 
존재 하에 전술한 탄화수소 기름 원료와 주로 수소형인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와 적어도 하나의 Ⅷ족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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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촉매를 접촉하는 것을 포함한 직쇄와 약간 측쇄된 탄화수소를 포함한 탄화수소 기름 원료와 
촉매적 탈랍에 대한 방법이 제공된다. 촉매는 적어도 하나의 Ⅷ족 금속과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가 포함된 
제1 층과 제1 층의 제올라이트에 비하여 보다 모양 선택적인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제
2 층으로 구성된 층을 이룬 촉매일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하이드로크래킹  지역에서  하이드로크랙된  기름으로  이루어진  유출물을  얻기 위
하여 탄화수소 원료를 하이드로크래킹 하는 것과 촉매적으로 전술한 주로 수소형인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
와 적어도 하나의 Ⅷ족 금속으로 구성된 촉매와 함께 첨가된 수소 가스 존재 하에 약 15 psig에서 약 
3,000psig 까지의 압력과 적어도 약 400℉의 온도에서 하이드로크랙된 기름으로 구성된 유출물을 촉매적
으로 탈랍하는 것들로 구성된 윤활유를 준비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본  발명에는  적어도  하나의  Ⅷ족  금속과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로  구성된  촉매와  첨가된 
수소의 존재하에서 전술한 라피네이트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라피네이트를 탈랍하는 이성체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에는  방향족  전환  조건하에서  끓는점이  약  40℃내지  200℃  이하를  갖는  정상적이고 
약간 측쇄된 탄화수소로 구성된 탄화수소계 원료와 염기성 금속으로 전술한 제올라이트를 중화시켜 실질
적으로 산성이 없도록 만든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이 포함된 보다 많은 방
향족  내용물을  갖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탄화수소  원료의  옥탄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첨가된  수소가  없고  촉매적  크랙킹  조건하에서  반응지역  내의  탄화수소  원료와 
바람직하게는 주로 수소형인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이 포함된 촉매적 크랙
킹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추가로  이성체화  조건하에서  정상적이고  약간  측쇄된 C4 내지 C 7  탄화수소를  갖고  있는 

원료와 바람직하게는 주로 수소형인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이 포함된 C4를 

C7 탄화수소로 이성체화하기 위한 이성체화 방법을 제공한다. 제올라이트는 바람직한 것은 플레티넘이며, 

적어도 하나의 Ⅷ족 금속이 주입될 것이다. 촉매는 Ⅷ족 금속의 주입 후 상승된 온도에서 증기/공기 혼합
물 속에서 하소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알킬화  조건하에서  적어도  과다한  몰의  방향족  탄화수소와  주로  수소형인  본 발
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가 존재하며 적어도 부분 액상 조건하에서 C2내지 C20 올레핀을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 방법을 제공한다. 올레핀은 C2내지 C4 올레핀이며, 방향족 탄화수

소는 약 4:1 그리고 올레핀은 약 20:1 몰비로 존재한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
실렌, 또는 이들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다. 

추가로,  본  발명은  트랜스알킬화  조건하에서  방향족  탄화수소와  주로  수소  형인  본  발명의 제올
라이트를 포함한 촉매가 존재하고 적어도 부분 액상 조건하에서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트랜스알킬화 방법을 제공한다. 방향족 탄화수소와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
수소는 각각 약 1:1내지 25:1 몰비로 존재할 수 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혹은  이들  혼합물들의  그룹에서  선택될  수 
있으며,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는 디알킬벤젠일것이다. 

추가로,  본  발명은  파라핀의  방향족  물질로의  전환을  유발시키는  조건하에서  파라핀과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와 갈륨, 아연, 또는 갈륨 혹은 아연의 혼합물로 구성된 전술한 촉매를 접촉시
키는 것이 포함된 파라핀을 방향족 물질로 전환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올레핀을  이성체화하는  조건하에서  올리핀과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
매를 접촉시키는 것이 포함된 올레핀의 이성체화 방법을 제공한다.

추가로,  본  발명은  크실렌  이성질체  또는  보다  가까운  평형비를  갖는  오르소-,  메타-  및 파라-크
실렌을 얻을 수 있는 크실렌 이성질체와 에틸벤젠 화합물의 방향족 C8 분류로 구성된 이성체화 원료의 이

성체화 방법이 제공된다. 전술한 방법은 이성체화 조건하에서 이성체화 원료와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추가로  올리고머화  조건하에서  올레핀  원료와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효소를 
접촉시키는 것이 포함된 올레핀 올리고머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또한  저급  알콜  혹은  산화된  탄화수소와  액상  물질을  생산하는  조건하에서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이 포함된 저급 알콜과 이외의 산화된 탄화수소를 전환하는 방
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산소  존재하에  가스  스트림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향상된  방법을 제
공한다. 여기서 전술한 방법은 가스 스트림과 제올라이트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향상된 방법은 제
1 4가 원소 대 제1 4가 원소와는 다른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는 5가 원소 또는 이들 혼합물에 대한 
몰비가 200 이상이되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며, 하소후 표 Ⅱ의 X-선 회절선을 보인다. 제올라이트는 질
소 산화물 감소를 촉매할 수 있는 금속 혹은 금속 이온(코발트, 구리 또는 이들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
으며, 산소가 과다 존재할 때 수행된다. 바람직한 구현 예로서는 가스 흐름이 내부 연소 엔진의 배출 흐
름인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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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제올라이트  SSZ-45"또는  간략히  "SSZ-45"라고  명명된  대공성  제올라이트인 결정성류
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대공성"이라는 의미는 약 6.0 Å 이상의 평균 세공 지름을 갖는 세공을 의미
하며, 약 6.5 내지 7.5 Å 정도의 크기가 바람직하다. 

SSZ-45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N-치환된  DABCO  양이온은  결정화  주형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SSZ-45는 1가 원소 산화물, 2가 원소 산화물, 3가 원소 산화물, 4가 원소 산화물로 구성된 그룹중에서 선
택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산화물 활성 원료와 N-치환된 DABCO 양이온 주형제를 접촉시키는 것으로 준비
된다. 

SSZ-45는 아래 표 A에 나와있는 조성을 가진 반응 혼합물로부터 제조된다.

[표 A]

반응 혼합물

일반적 조성 바람직한 조성

YO2/WaOb 〉200 〉300

OH-/YO2 0.15 내지 0.40 0.20 내지 0.30

Q/YO2 0.10 내지 0.40 0.15 내지 0.25

M2/n/YO2 0.02 내지 0.10 0.03 내지 0.08

H2O/YO2 20 내지 80 30 내지 45

여기서 Y, W, Q, M 및 n은 위에서 정의되었으며, a는 1 또는 2, b는 a가 1일경우에는 2(즉, W는 4
가)이고, b는 a가 2일 경우에는 3(W는 3가)이다. 

SSZ-45는 다음으로 이루어진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a)  결정형  분자  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개의  산화물의  원료를  포함하는  수용성  용액과 
SSZ-45의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음이온성 반대이온을 가진 N-치환된 DABCO 양이온을 제조하고; 

(b) 이 수용액을 SSZ-45 결정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조건하에 유지시키며; 그리고

(c) SSZ-45의 결정을 회수함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따라서,  SSZ-45는  가교된  삼차원  결정형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산소  원자를  공유하는  4차 배
위구조로 결합된 금속 및 비금속 산화물과 결합된 결정 물질과 주형제를 포함할 수 있다. 금속 및 비금속 
산화물에는 제1 4가 원소(들)의 하나 혹은 이들의 혼합 산화물 및 제1 4가 원소(들)와는 다른 제2 4가 원
소(들), 3가 원소(들), 5가 원소(들) 및 하나 이상의 이들 혼합물들로 구성된다. 제1 4가 원소(들)는 규
소, 게르마늄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소가 보다 
바람직하다. 제2 4가 원소(일차 4가 원소와는 다름), 3가 원소 및 5가 원소는 알루미늄, 갈륨, 철, 붕소, 
티타늄, 인듐, 바나듐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제2 3가와 4가 원소인 알루미늄과 붕소이다.

반응  혼합물에  대한  일반적인  알루미늄  옥사이드  원료는  알루미네이트,  알루미나,  알루미늄 콜로
이드, 실리카 졸에 코팅된 알루미늄 옥사이드, Al(OH)3과 같은 수화된 알루미나 겔 및 AlCl3 과 Al2(SO4)3 

등의  알루미늄  화합물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실리콘  산화물  원료는  실리케이트,  실리카  하이드로겔, 
규산, 훈증 실리카, 콜로이드성 실리카, 테트라-알킬 오르토실리케이트 및 실리카 하이드록사이드가 포함
된다. 갈륨뿐만아니라, 붕소, 게르마늄, 티타늄, 인듐, 바나듐 및 철은 알루미늄 및 규소에 상응하는 형
태로 첨가될 수 있다.

제올라이트  시약  원료는  알루미늄  또는  붕소원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제올라이트 원
료는 또한 실리카 원료로 제공된다. 또한, 탈알루미늄화 또는 탈붕소화 형태인 제올라이트 원료는 예를들
어 전술한 통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첨가된 추가 규소와 함께 실리카 원료로 제공된다. 본 방법에 대한 
알루미나 원료로서 제올라이트 시약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분자체 제조 방
법”, 미국 특허 제5,225,179호(Nakagawa, 1993.6.6에 출원됨)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리튬,  수산화  세슘,  수산화  루비듐,  수산화 칼
슘 및 수산화 마그네슘등과 같은 알칼리 금속 수산화물 및/또는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이 반응 화합물에 
사용된다. 하지만, 등가 염기성이 유지되는 한 이들 성분이 삭제될 수도 있다. 주형제는 수산화물 이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온 교환, 예를 들면, 수산화물 이온에 할라이드를 이온 교환
하여, 알칼리 금속 수산화물의 필요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알칼리 금속 양이
온이나 또는 알칼리 토금속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의 전하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합성된 결정형 산화물
의 일부분을 구성할 수도 있다. 

반응  화합물은  SSZ-45  제올라이트의  결정이  형성될  때까지  상승온도에서  유지시킨다.  열수 결정
화는 일반적으로 100℃ 내지 200℃ 사이의 온도, 바람직하게는 135℃ 내지 180℃의 온도에서 자가발생 압
력하에 실시된다. 결정화 기간은 일반적으로 1일 이상이며 바람직하게는 약 3일내지 약 20일 사이이다. 
제올라이트는 완만한 교반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수  결정화  단계동안,  SSZ-45  결정은  반응  화합물로부터  자발적인  핵형성이  가능하다.  종자 물
질로서 SSZ-45 결정을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결정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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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상에 대하여 SSZ-45의 핵형성 및/또는 SSZ-45의 형성을 촉진
하는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생성물의 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종자로서 사용할 때, SSZ-45 결정은 반응 
화합물에 사용된 실리카 중량의 0.1 내지 10 % 정도의 양을 첨가한다.

일단  제올라이트  결정이  형성되면,  고체  생성물은  여과와  같은  표준  기계적  분리  기술에  의하여 
반응 화합물로부터 분리된다. 결정은 물로 세척한 다음 90℃ 내지 150℃에서 약 8 시간내지 24 시간 동안 
건조하여 합성 SSZ-45 제올라이트 결정을 얻는다. 건조 단계는 대기압이나 진공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조된  SSZ-45는  알루미늄  산화물,  갈륨  산화물,  철  산화물,  붕소  산화물,  티타늄  산화물,  인듐 
산화물, 바나듐 산화물 및 이들의 혼합물중에서 선택된 산화물에 대한 실리콘 산화물, 게르마늄 산화물 
및 이들의 혼합물중에서 선택되는 산화물의 몰비가 약 200 이상이며; 아래 표 I의 X-선 회절선을 갖는다. 
SSZ-45는 합성되고 무수 상태에서 아래 표 B에서 나타내 것과 같은 몰비 조성을 가진다.

[표 B]

합성 SSZ-45

YO2/WcOd 〉200

M2/n/YO2 〈0.03

Q/YO2 0.02 내지 0.05

여기서 Y, W, c, d, M 및 Q는 전술된 정의와 같다.

SSZ-45는  필수적으로  알루미늄이  없는  상태,  즉  알루미나에  대한  실리카  몰비가  무한대로  제조할 
수 있다. 알루미나에 대한 실리카의 몰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표준 산 침출 또는 킬레이트 처리를 이용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알루미늄이 없는 SSZ-45는 만일 붕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주요 사면체 금
속 산화물 구성 요소로서 필수적인 알루미늄이 없는 실리콘 원료를 이용하여 직접 합성할 수 있다. 또한, 
SSZ-45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또는 보로실리케이트로서 직접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알루미나에  대한  실리카의  보다  낮은  비는  결정  골격구조내로  알루미늄을  삽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 삽입은 알루미나 결합제 혹은 용해된 알루미나 원료의 조합
하에 제올라이트의 열처리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미국 특허 제4,559,315호에 기술되어 
있다(Chang et al. 1985.12.17에 출원됨).

SSZ-45는  자신의  X-선  회절  패턴이  특징적인  신규  골격구조  또는  형태로  구성되어졌을  것으로 믿
어진다. 합성 SSZ-45 제올라이트는 X-선 분말 회절 패턴이 아래 표 I에 표시된 특징적인 선들을 나타내는 
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구조는 다른 숙지된 제올라이트와는 다른 것이다.

[표 Ⅰ]

합성 SSZ-45

2θ
(a) d 상대강도

(b)

8.0 11.0 M

10.7 8.26 W

12.9 6.86 W

19.25 4.61 M

20.0 4.44 M

20.6 4.31 VS

22.35 3.97 S

24.15 3.68 M

(a)
±0.2

(b)
제공된  X-선  패턴들은  X-선  패턴에서  최고선을  100으로  할당하였을  때  상대적인  강도  크기를 

기초로하였다: W(약)는 20 미만, M(중)은 20내지 40, S(강)은 40내지 60이며, VS(최강)은 60 이상이다.

하소  후,  SSZ-45  제올라이트는  자신의  X-선  분말  회절  패턴이  아래  표  II에  표시된  특징적인 선
들을 포함하는 결정 구조를 갖는다.

[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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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된 SSZ-45

2θ
(a) d 상대 강도

8.0 11.0 VS

10.7 8.26 W

12.9 6.86 W

19.25 4.61 M

20.0 4.44 W

20.6 4.31 S

22.35 3.97 M

24.15 3.68 W

(a)
±0.2

X-선  분말  회절  패턴은  표준  기술로  결정되었다.  방사선은  K-알파/구리  이중선을  사용하였다. θ
가 브래그(Bragg) 각인 2θ의 함수로서, 피크 높이와 위치는 피크의 상대적 강도로부터 판독하였고, 기록
된 선들에 해당하는 Å으로 표현된 평면 사이의 간격 d는 계산할 수 있다. 각 샘플간의 차이와 기구 오차
에 기인한 분산각(2θ) 측정의 변화는 ±0.20도로 측정되었다.

표  Ⅰ의  X-선  회절  패턴은  “합성된”  또는  “제조된”  SSZ-45  제올라이트의  전형이다.  회절 패
턴에서 작은 변화는 격자 상수 변화에서 기인한 특정 샘플의 실리카 대 알루미나 또는 실리카 대 붕소 몰
비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충분히 작은 결정도 피크의 모양과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크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하소된  SSZ-45의  X-선  회절  패턴에서  전형적인  피크들이  표  Ⅱ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하소 처
리는 “합성된” 물질의 패턴과 비교할 때, 회절 패턴의 미세한 이동뿐만아니라 피크 강도의 변화를 유발

시킨다. 제올라이트에 존재하는 금속 또는 기타 양이온들을 여러 다른 양이온(예를 들면, H
+
 또는 NH4

+
)으

로 교환하여 제조된 제올라이트는 피크의 상대적 강도의 변화 및 평면간 간격의 미세한 이동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회절 패턴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미세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본
적인 결정 격자는 전술한 처리들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결정형  SSZ-45는  합성된  상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열처리(하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
로, 이온교환을 통하여 알칼리 금속 양이온을 제거하고 수소, 암모늄 또는 기타 바람직한 금속 이온으로 
치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올라이트는 킬레이트화제, 예를 들면 EDTA 또는 희석 산용액으로 침출시
켜 실리카 대 알루미나 몰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제올라이트는 증기처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
기처리는 산 공격에 대하여 결정형 격자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제올라이트는  수소화-탈수소화  기능이  바람직한  용도들에  대하여  수소화  성분인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 니켈 코발트, 크롬, 망간 등이나 또는 팔라듐이나 백금 등과 같은 귀금속과 함께 충분히 혼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속은  표준  이온  교환  기법을  통해  제올라이트중의  양이온  일부를  금속  양이온으로 치환
시켜 제올라이트내로 도입시킬 수 있다[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3,140,249호(Plank et al., 1964.7.7에 
출원됨); 제3,140,251호(Plank et al., 1964.7.7에 출원됨); 및 제3,140,253호(Plank et al, 1964.7.7에 
출원됨). 일반적인 치환 양이온에는 금속 양이온, 예를들면 희귀토금속, IA족 금속, IIA족 금속, VIII족 
금속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치환 금속 양이온 중에서, 희귀토금속, Mn, Ca, Mg, Zn, Cd, 
Pt, Pd, Ni, Co, Ti, Al, Sn 및 Fe와 같은 금속 양이온이 특히 바람직하다.

수소,  암모늄  및  금속  성분은  SSZ-45로  이온  교환될  수  있다.  또한,  제올라이트는  금속을 주입시
키거나 또는 기술분야에 공지된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제올라이트와 금속을 물리적으로 충분히 혼합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이온  교환  기술은  바람직한  치환  양이온(들)  염을  포함한  용액과  합성  제올라이트를 접
촉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비록 다양한 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염소와 기타 할로겐 화합물, 아세트산, 
질산 및 황산 등이 특히 바람직하다. 제올라이트는 일반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이온 교환 방법으로 통로 
내부 및 표면 등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온교환 처리 전에 먼저 하소 처리한다. 대표
적인  이온  교환  기술은  미국  특허  제3,140,249호(Plank  et  al.,  1964.7.7에  출원됨); 제3,140,251호
(Plank et al., 1964.7.7에 출원됨); 및 제3,140,253호(Plank et al, 1964.7.7에 출원됨)등을 포함한 여
러 특허들에서 개시되었다. 

바람직한  치환  양이온  염용액과  접촉한  후,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를  물로  세척하고  65℃내지 
200℃ 사이의 온도에서 건조한다. 세척 후, 약 200℃내지 800℃ 사이의 온도에서 1시간내지 48시간 또는 
그 이상 동안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 중에서 제올라이트를 하소하여 특히 수소 전환 방법에 유용한 촉매
적 활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SSZ-45의  합성  형태에  존재하는  양이온에도  불구하고,  제올라이트의  기본적인  결정  격자를 형성
하는 원자들의 공간적 배열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SSZ-45는  다양한  물리적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올라이트는  분말,  과립, 
또는 주물형, 예를 들면 2-그물망(Tyler)을 통과하고 400-그물망은 통과하지 못하는 입자크기를 갖는 압
출물 형태도 될 수 있다. 촉매가 주물되는 경우, 예를 들면 유기적 결합체와 함께 추출되는 것과 같은 경
우에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건조중이거나, 건조되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건조된 후 추출되기 이전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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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수 있다. 

SSZ-45는  유기  전환  방법에  이용되는  온도  및  다른  조건들에  내성을  가진  기타  다른  물질들과 혼
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질 물질로는 점토, 실리카 및 금속 산화물과 같은 무기 물질 뿐만 아니라 활성 
물질과 불활성 물질 및 합성 또는 천연 발생의 제올라이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물질들과 이용될 수 있는 
방법예는  미국  특허  제4,910,006호(Zones  et  al.  1990.5.20에  출원됨),  및  미국  특허 제5,316,753호
(Nakagawa, 1994.5.31에 출원됨)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두 문헌들은 본원의 참고 인용 문헌에 포함되어 
있다.

탄화수소 전환 방법

SSZ-45  제올라이트는  탄화수소  전환  반응에  유용하다.  탄화수소  전환  반응은  탄소  함유  화합물이 
다른 탄소 함유 화합물로 변화되는 화학적이며 촉매적인 방법이다. SSZ-45가 유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탄
화수소 전환 반응의 예로는 수소화 분해, 탈랍, 촉매 분해 및 올레핀과 방향족 화합물 형성 반응을 포함
한다. 또한, 촉매는 기타 석유 정제 및 탄화수소 전환 반응, 예를 들면 n-파라핀 및 나프텐의 이성체화, 
이소부틸렌과 부텐-1과 같은 올레핀계 화합물이나 아세틸렌계 화합물의 중합화 및 올리고머화 반응, 폴리
알킬 치환된 방향족 화합물(예, m-크실렌)의 이성체화, 개선화, 및 방향족 화합물(예, 톨루엔)의 불균형
화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벤젠, 크실렌 및 고급 메틸벤젠의 화합물과 산화 반응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각종 나프탈렌 유도체를 제조하는 재배열 반응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SSZ-45 촉매는 높
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화수소 전환 조건하에서 전체 생성물에 대한 목적 생성물의 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SSZ-45  제올라이트는  탄화수소계  원료의  가공에  이용될  수  있다.  탄화수소계  원료는  탄소 화합물
을 포함하며, 천연 석유 분획, 재생 석유 분획, 혈암유, 액화탄, 타르 샌드유, NAO 유래 합성 파라핀, 재
생 플라스틱 원료와 같은 다양한 각종 원료로 부터 얻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 촉매 반응에 민
감한 모든 탄소 함유 원료가 될 수 있다. 탄화수소계 원료의 처리 공정 종류에 따라서, 원료는 금속을 함
유하거나 금속을 함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높거나 낮은 질소 불순물이나 황 불순물을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정에 있어 원료중의 금속, 질소 및 황 함량이 낮을수록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촉매는 더욱 활성적임).

탄화수소계  원료의  전환은  목적하는  공정  종류에  따라,  예를들면  유동화  베드  반응기,  이동  베드 
반응기, 또는 고정 베드 반응기와 같은 편리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촉매 입자의 조성은 전환 방법 
및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것이다.

금속,  예를들면  백금과  같은  VⅢ족  금속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촉매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타 반응들로는 수소화-탈수소화 반응, 탈질소화반응 및 탈황화반응을 포함한다.

아래  표는  본  발명의  탄화수소  전환  반응에  SSZ-45를  포함하는  촉매를  사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 조건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조건은 괄호안에 나타내었다.

 

공정 온도 ℃ 압력 LHSV

하이드로크래킹 175 내지 485 0.5 내지 350 bar 0.1 내지 30

탈랍 200 내지 475

(250 내지 450) 

15 내지 3000 psig

(200 내지 3000) 

0.1 내지 20

(0.2 내지 10)

방향족 형성 400 내지 600

(480 내지 550)

1기압 내지 10 bar 0.1 내지 15

촉매적 크래킹 127 내지 885 대기압 이하
1

(1기압 내지 5 기압)

0.5 내지 50

올리고머화 232 내지 649
2

10 내지 232
4

(27 내지 204)
4

0.1 내지 50 기압
2,3

-

-

0.2 내지 50
2

0.05 내지 20
5

(0.1 내지 10)
5

 

  파라핀 화합물의 방향
족 화합물로의 전환 

100 내지 700 0 내지 1000 psig 0.5 내지 40
5

알콜 축합 260 내지 538 0.5 내지 1000 psig 0.5 내지 50
4

이성체화 93 내지 538

(204 내지 315)

50 내지 1000 psig 1 내지 10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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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실렌 이성체화 260 내지 593
2

(315 내지 566)
2

38 내지 371
4

0.5 내지 50 기압
2

(1 내지 5 기압)
2

1 내지 200 기압
4

0.1 내지 100
5

(0.5 내지 50)
5

0.5 내지 50

1
 수백 대기압

2
 가스상 반응

3
 탄화수소 부분압

4
 액상 반응

5
 WHSV

기타 반응 조건들과 변수들은 아래에 제공된다.

하이드로크래킹

바람직하게는  주로  수소  형태의  SSZ-45와  수소화  촉진제를  포함한  촉매를  사용하여,  중유  잔류 
원료, 순환 원료 및 기타 하이드로크래킹 충전 원료를 전술한 미국 특허 제4,910,006호 및 제5,316,753호
에 개시된 방법 조건들과 촉매 성분을 사용하여 하이드로크래킹할 수 있다. 

하이드로크래킹  촉매는  일반적으로  하이드로크래킹  촉매에  이용되는  형태의  하나  이상의  수소화 
성분 유효량을 함유한다. 수소화 성분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VIB족 및 VⅢ족 금속과, 이의 염, 이의 
복합물 및 이를 함유하는 용액으로 구성된 수소화 촉매 그룹 중에서 선택한다. 수소화 촉매는 하나 이상
의 백금, 팔라듐, 로듐, 이리듐, 루테늄 및 이의 화합물로 구성된 그룹이나 하나 이상의 니켈, 몰리브덴, 
코발트, 텅스텐, 티타늄, 크로뮴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의 금속, 이의 염 및 이들의 복합물로 구
성된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촉매적 활성 금속(들)은 원소 상태이거나 또는 산화물, 황
화물, 할라이드, 카르복실레이트등과 같은 일부 형태의 전술한 금속(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수소화 촉매
는 하이드로크래킹 촉매의 수소화 기능을 제공하는 유효량, 바람직하게는 0.05 중량% 내지 25 중량%의 범
위로 제공한다.

탈랍

주로  수소  형태인  SSZ-45는  직쇄  파라핀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탄화수소계  원료를  탈랍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탈랍 생성물의 점도 지수는 이성체화 탈납 조건하에서 왁스 원료를 SSZ-
45와 접촉시킬때 (왁스 원료에 비하여) 향상된다.

촉매적  탈랍  조건은  사용된  원료와  바람직한  주입점(pour  point)에  크게  의존한다.  수소는 촉매
적 탈납 공정중에 반응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소 유입 속도는 일반적으로 약 500 내지 약 
30,000 SCF/bbl(베럴 당 표준 입방 피트), 바람직하게는 약 1000 내지 약 20,000 SCF/bbl 범위이다. 일반
적으로, 수소는 생성물로부터 분리되고 다시 반응 영역으로 재순환될 것이다. 일반적인 원료로는 경가스
유, 중가스유 및 약 350℉ 이상의 비등점을 갖는 환원된 원재료물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탈랍  방법은  약  15  내지  3000  psi의  수소압에서  첨가된  수소  가스  존재하에  약  350℉ 
이상의 비등점을 갖고 직쇄 탄화수소와 약간의 측쇄 탄화수소를 함유하는 탄화수소유 원료를 SSZ-45와 적
어도 한 개의 VIII족 금속을 포함한 촉매를 접촉시켜 상기 탄화수소 원유를 촉매적으로 탈랍하는 것이다. 

SSZ-45  수소화탈랍  촉매는  탈랍  촉매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형태의  수소화  성분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수소화 성분의 예로는 전술한 미국 특허 제4,910,006호 및 제5,316,753호를 참조
할 수 있다.

수소화  성분은  효과적인  수소화탈랍  및  수소화이성체화  촉매를  제공하는  유효량,  바람직하게는 
약 0.05 내지 5 중량%의 양이 존재한다. 촉매는 분해 반응 대신 이소탈랍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료는  수소화  분해된  다음  탈랍될  수  있다.  이러한  2  단계  공정의  형태와  일반적인 하이드로크
래킹 조건은 본원의 참고문헌에 포함되는 미국 특허 제4,921,594호(Miller, 1990.5.1 출원됨)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SSZ-45는  탈랍  촉매로서  층상  촉매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즉,  촉매가  제올라이트 SSZ-45
와 하나 이상의 VⅢ족 금속을 포함하는 제1층과 제올라이트 SSZ-45보다 더 형태 선택적인 알루미노실리케
이트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제2층을 함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층상 촉매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원의 참고
문헌에 속하는 미국 특허 제5,149,421호(Miller, 1992. 9.22 출원됨)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층상은 하
이드로크래킹 또는 하이드로피니싱을 위해 디자인된 비제올라이트성 성분과 층상의 SSZ-45 층을 포함할 
수 있다. 

SSZ-45는 또한 본원의 참고문헌에 포함되는 미국 특허 제4,181,598호(Gillespi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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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1에 출원됨)에 개시된 것과 같은 조건하에서 광택 원료를 비롯한 라피네이트를 탈랍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안정한 탈랍 생성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수소화 반응(때로 하이드로피니싱 이라고도 
함)을 이용하는 것이 종종 바람직하다. 하이드로피니싱 단계는 탈랍 단계 이전이나 이후에 실시할 수 있
으며,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이드로피니싱은 일반적으로 약 190℃ 내지 약 340℃의 온도와 
약 400 psig 내지 약 3000 psig의 압력과, 약 0.1 내지 20 사이의 공간 속도(LHSV) 및 약 400 내지 1500 
SCF/bbl 사이의 수소 재순환 속도하에서 실시한다. 사용된 수소화 촉매는 존재할 수 있는 올레핀, 디올레
핀 및 색소체를 수소화할 뿐만 아니라 방향족 물질의 함량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적
합한 수소화 촉매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4,921,594호(Miller, 1990.3.1 출원됨)에 
개시되어 있다. 하이드로피니싱 단계는 하이드로크래킹된 원료로부터 제조된 탈랍 생성물이 공기와 빛에 
불안정한 경향이 있고 스스로 급속히 슬러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허용되는 정도의 안정한 생성물
(즉, 윤활유)을 제조하는데 유리하다.

윤활유도  SSZ-45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예를들면, C 20+  윤활유는  수소형의  SSZ-45와  하나 

이상의 VⅢ족 금속을 포함하는 촉매 상에서 C20+ 올레핀 원료를 이성체화하여 제조할 수 있다. 또는, 윤활

유는 탄화수소계 원료를 하이드로크래킹 구역내에서 하이드로크래킹하여 하이드로크래킹된 오일을 함유하
는 유출액을 얻고, 이 유출액을 수소형의 SSZ-45와 하나 이상의 VⅢ족 금속을 함유하는 촉매를 사용하여 
약 400℉ 이상의 온도와 약 15 psig 내지 약 3000 psig의 압력에서 첨가된 수소 가스의 존재하에 촉매적
으로 탈랍하여 제조할 수 있다. 

방향족 화합물의 형성

SSZ-45는  경직쇄형  나프타와  유사  화합물을  고도의  방향족  화합물로  전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게는 약 40℃ 이상 에서 약 200℃ 미만의 비등점을 갖는 정상 및 약간 측쇄된 탄화수소
는 이 탄화수소 원료를 SSZ-45를 포함하는 촉매와 접촉시켜 실질적으로 보다 높은 옥탄가의 방향족 함량
을 가진 생성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SSZ-45를 함유한 촉매를 사용하여 보다 중량의 원료를 BTX 또
는 나프탈렌 유도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전환  촉매는  상업적  용도를  위해  충분한  활성을  갖도록  VⅢ족  금속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원에 사용된 VⅢ족 금속 화합물은 금속 자체 또는 이 금속의 혼합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VⅢ족 
귀금속과 이들의 화합물, 백금, 팔라듐 및 이리듐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레늄이나 
주석 또는 이의 혼합물도 VⅢ족 금속 화합물 및 바람직하게는 귀금속 화합물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가
장 바람직한 금속은 백금이다. 전환 촉매에 존재하는 VⅢ족 금속의 양은 개선 촉매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농도인 약 0.05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8 중량%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전환  촉매가  실질적으로  산성이  없는  것,  예를들면  제올라이트를  염기성  금속,  즉  알칼리 금속이
나 이들 혼합물로 중성화시키는 것이 유용한 양으로 방향족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생산하는데 중요하다. 
산성이 없는 촉매를 제조하는 방법은 본 기술 분야에 이미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전술한 미국 특
허 제4,910,006호 및 제5,316,753호에 기술되어 있다. 

바람직한  알칼리  금속은  소듐,  포타슘,  루비듐  및  세슘이다.  제올라이트  자체는  단지  매우  높은 
실리카 대 알루미나 몰비에서만 실질적으로 산성이 없을 수 있다.

촉매적 분해

탄화수소  크래킹  원료는  주로  수소형인  SSZ-45를  사용하여  수소  부재하에  촉매적으로  크래킹할 
수 있다. 수소 부재하에서 SSZ-45를 촉매적 크래킹 촉매로 사용할 경우, 촉매는 통상적인 크래킹 촉매, 
예를들면 크래킹 촉매의 한 성분으로서 지금까지 이용되어 온 모든 알루미노실리케이트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큰 세공을 가진 결정형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이다. 이러한 통상적인 크래킹 촉매
의 예는 전술한 미국 특허 제4,910,006호 및 제5,316,753호에 개시되어 있다. 종래의 크래킹 촉매(TC) 성
분을 이용할 경우, TC 대 SSZ-45의 상대적인 무게비는 일반적으로 약 1:10 내지 약 500:1 사이이고, 적합
하게는 약 1:10 내지 약 200:1 사이, 바람직하게는 약 1:2 내지 약 50:1,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1 내지 
약 20:1 사이이다. 신규 제올라이트 및/또는 종래의 크래킹 성분은 선택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희귀 토
이온과 추가로 이온 교환시킬 수도 있다.

크래킹  촉매는  통상적으로  무기  산화물의  기질  성분과  함께  이용된다.  이  기질  성분의  예는  미국 
특허 제4,910,006호 및 제5,316,753호를 참조할 수 있다.

이성체화

본  발명의  촉매는 C 4  내지 C 7  탄화수소를  이성체화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활성과  선택성을  갖고 

있다. 활성이란 측쇄가 많은 파라핀에 열역학적으로 유리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촉매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촉매는 옥탄가가 높은 생성물을 생산할 수 있다. 높은 선택성은 높은 옥탄가
에서 촉매를 작용시켰을 때 비교적 높은 액체 수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이성체화  촉매,  즉  수소형의  SSZ-45를  함유하는  촉매를  이성체화  조건하에서 
탄화수소 원료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원료는 비등점이 30℉ 내지 250℉ 범위,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200℉ 범위인 경직쇄 분획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공정을 위한 바람직한 탄화수소 원료는 C4 내지 C7

의 정상적이고 약간 측쇄된 저옥탄가 탄화수소, 보다 바람직하게는 C5 내지 C6 탄화수소의 실질적인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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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성체화  반응은  수소  존재하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소는  탄화수소에  대한  수소의 비
(H2/HC)가 0.5 내지 10의 H2/HC,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8의 H2/HC가 되도록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성체화 공정 조건의 추가적인 내용은 전술한 미국 특허 제4,910,006호 및 제5,316,753호를 
참조할 수 있다.

본  공정에는  황  함량이  적은  원료가  특히  바람직하다.  이  원료는  바람직하게는  10  ppm  미만, 보
다 바람직하게는 1 ppm 미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0.1 ppm 미만의 황을 포함한다. 황 함량이 낮지 않은 원
료인 경우에는, 예비 포화 구역에서 황의 독성 작용에 내성을 가진 수소화 촉매를 이용하여 원료를 수소
화하여 허용되는 농도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소화 황제거 반응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전술
한 미국 특허 제4,910,006호 및 제5,316,753호를 참조할 수 있다.

원료의  질소  수준  및  물  함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촉매  및 방법
은 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잘 알려져 있다. 

사용  후에  촉매는  황  또는  코우크에  의해  불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황과  코우크를  제거하는 
방법 및 촉매를 재생하는 방법은 전술한 미국 특허 제4,910,006호 및 제5,316,753호를 참조할 수 있다.

전환  촉매는  상업적인  용도로  충분한  활성을  갖는  VⅢ족  금속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VⅢ족 금속 화합물은 금속 자체 또는 이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VⅢ족 귀금속 
및 이들의 혼합물, 백금, 팔라듐 및 이리듐 또는 이들의 조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레늄 및 주석이 
귀금속과 함께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금속은 백금이다. 전환 촉매에 존재하는 VⅢ족 
금속의 양은 촉매를 이성체화하는데 사용되는 약 0.05 내지 2.0 중량%이며,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8 
중량%이인 정상적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알킬화 및 트랜스알킬화

SSZ-45는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  또는  트랜스알킬화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
은 방향족 탄화수소를 C2 내지 C16 올레핀 알킬화제 또는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 트랜스알킬화제와 적

어도 부분적인 액상 조건 및 SSZ-45를 포함한 촉매의 존재하에서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SSZ-45는  상기된  바와  같이  벤젠을  알킬화하여  가솔린으로부터  벤젠을  제거하고 가솔린으
로부터 벤젠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높은  촉매적  활성을  위해  SSZ-45  제올라이트는  주로  수소  이온  형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하소  후 
적어도 양이온 부위의 80% 이상이 수소 이온 및/또는 희귀 토이온으로 점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알킬화  또는  트랜스알킬화될  수  있는  적합한  방향족  탄화수소  공급원료의 
예로는  벤젠,  톨루엔  및  크실렌과  같은  방향족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이다. 때로는 나프탈렌류 유도체가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 또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에  적합한  올레핀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텐-1,  트랜스-부텐-2  및 시스
-부텐-2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 같이 2 내지 20개,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 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것이
다. 펜텐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한 올레핀은 에틸렌 및 프로필렌이다. 좀더 긴 사슬의 
알파 올레핀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트랜스알킬화가  요구되는  경우,  트랜스알킬화제는  각각  2  내지  약  4개의  탄소원자를  가질  수 있
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알킬 그룹을 포함한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다. 예를 들면, 적합한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는 디에틸벤젠, 트리에틸벤젠, 디에틸메틸벤젠(디에틸톨루엔), 디이소프로필벤젠, 디이소
프로필톨루엔, 디부틸벤젠 등과 같은 디-, 트리- 및 테트라-알킬 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된다. 바람직한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는 디알킬벤젠이다. 특히 바람직한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는 디이소프로필벤
젠이다.

알킬화가  수행된  공정의  경우,  반응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방향족  탄화수소  원료는  화학양론상 과
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방향족 대 올레핀의 몰비는 급속한 촉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4:1 이상이 바
람직하다. 반응 온도는 100℉ 내지 600℉, 바람직하게는 250℉ 내지 450℉의 범위일 수 있다. 반응 압력
은 촉매의 오염을 늦추기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인 액상을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전형적으로는 공급
원료 및 반응 온도에 따라 50 psig 내지 1000 psig이다. 접촉 시간은 10초 내지 10시간의 범위일 수 있으
나 보통 5분 내지 1시간이다. 시간당무게공간속도(WHSV)는 시간당 촉매 1 그램(파운드)당 방향족 탄화수
소 및 올레핀 그램(파운드)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약 0.5 내지 50이다. 

트랜스알킬화가  수행된  공정의  경우,  방향족  탄화수소의  몰비는  일반적으로  약  1:1  내지  25:1, 
바람직하게는 약 2:1 내지 20:1이다. 반응 온도는 약 100℉ 내지 600℉의 범위일 수 있으나 약 250℉ 내
지 450℉가 바람직하다. 반응 압력은 적어도 부분적인 액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약 50 psig 내지 1000 psig, 바람직하게는 300 psig 내지 600 psig이다. 시간당무게공간속도는 약 0.1 내
지 10의  범위이다.  이러한 공정은 본원의 참고문헌에 인용된 미국 특허 제5,082,990호(Hsieh  et  al., 
1992년 1월 21일에 출원됨)에 기술되어 있다.

파라핀 화합물의 방향족 화합물로의 전환

수소  형태의  SSZ-45는  경가스 C 2  내지 C 6  파라핀을  방향족  화합물을  포함한  고분자량의 탄화수소

로 전환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 제올라이트는 주기율표의 IB족, ⅡB족, VⅢ족 및 Ⅲ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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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구성된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촉매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을 포함할 것이다. 금속은 약 0.05 중량% 
내지 5 중량% 범위의 갈륨, 니오븀, 인듐 또는 아연인 것이 바람직하다.

크실렌 이성체화

또한  SSZ-45는  평형값에  근접한  비율로  오르토-,  메타-  및  파라-크실렌을  얻기  위하여 C 8  방향족 

원료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크실렌 이성체를 이성체화하는 공정에 유용할 수 있다. 특히, 크실렌 이성
체화는 파라-크실렌을 제조하는 분리된 공정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혼합된 C8 방향족중 일부의 

파라-크실렌은 결정화 및 원심분리로 회수할 수 있다. 이후 결정기로부터 모액을 크실렌 이성체화 조건하
에서 반응시켜 거의 평형 비율로 오르토-, 메타- 및 파라-크실렌을 회수한다. 동시에 모액 중의 일부 에
틸벤젠은 크실렌으로 또는 여과에 의해 쉽게 분리되는 생성물로 전환된다. 이성체를 새로운 공급원료와 
혼합하고 결합된 스트림을 증류시켜 중 및 경 부산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성된 C8 방향족 스트림은 결정

기로 보내 본 회로 사이클을 반복한다.

선택적으로,  증기  상에서의  이성체화는  알킬벤젠(예,  에틸벤젠)  1  몰당  3.0  내지  30.0  몰의  수소 
존재하에 수행한다. 만일 수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촉매는 주기율표의 VⅢ족 금속 성분, 특히 백금 또
는 니켈중에서 선택된 수소화/탈수소화 성분 약 0.1 내지 2.0 중량%를 포함하여야 한다. VⅢ족 금속 성분
은 금속 자체 및 이들의 혼합물, 예를들면 산화물 및 황화물을 의미한다.

선택적으로,  이성체화  공급원료는  톨루엔,  트리메틸벤젠,  나프텐  또는  파라핀과  같은  희석제의 
10 내지 90 중량%를 함유할 수 있다.

올리고머화

수소  형태의  SSZ-45는  탄소원자수가  약  2개  내지  21개,  바람직하게는  약  2개  내지  5개인  직쇄  및 
측쇄 올레핀을 올리고머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의 생성물인 올리고머는 두 연료, 
즉 가솔린이나 가솔린 혼합 원료 및 화합물 모두에 유용한 중간중량의 올레핀 내지 고중량의 올레핀이다.

올리고머화  공정은  기체  또는  액상의  올레핀  원료를,  SSZ-45를  함유하는  촉매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제올라이트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타  양이온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과 
함께 결합된 본래의 양이온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인 양이온에는 수소, 암모늄 및 금속 양이온과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치환  금속  양이온중에서,  특히  바람직한  것은  아연과  같은  주기율표  Ⅱ족 
금속, 니켈과 같은 주기율표 VⅢ족 금속뿐만 아니라 희귀 토금속, 망간, 칼슘과 같은 금속 양이온이다.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중의 하나는 제올라이트가 꽤 낮은 방향족화 활성, 즉 생성된 방향족 화합물의 양
이 약 20 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이것은 n-헥센을 분해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측정되는 조절된 산 활성
[알파값]이 약 0.1 내지 약 120,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지 약 100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알파  값은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표준  시험법,  예를  들면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미국 특
허 제3,960,978호(Givens, 1976,6.1 출원됨)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의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
올라이트는 증기처리나, 전환 방법에 사용하거나 또는 본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실행할 수 있는 기타 방
법으로 얻을 수 있다.

알콜 축합

SSZ-45는  탄소  원자가  1개  내지  10개인  저급  지방족  알콜을  복합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가솔린 비등점의 탄화수소 생성물로 축합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3,894,107호
(Butter et al., 1975.7.8에 출원됨)에 개시된 방법은 이 방법에 사용된 공정 조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특허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어 있다.

촉매는  수소  형태이거나  또는  암모늄이나  금속  양이온  보체를  약  0.05  중량%  내지  5  중량% 범위
가 바람직한 함량으로 포함하도록 염기 교환되거나 주입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는 금속 양이온으로는 
주기율표 I족에서 VⅢ족에 속하는 모든 금속을 포함한다. 하지만, IA족 금속의 경우에 있어서, 양이온 함
량이 촉매를 효과적으로 불활성화 시킬정도로 크거나 모든 산성을 제거할 정도로 교환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염기성 촉매가 바람직한 경우에는 산화된 기질의 처리를 포함한 이외의 공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SSZ-45의 기타 용법

SSZ-45는  또한  분자체  행동양식  및  세공내에  채워진  우선적  탄화수소를  기초로  높은  선택성을 가
진 흡착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SSZ-45는  가스  스트림에서  질소  산화물의  촉매적  환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 스트림은 종종 산소를 화학량론상 과량으로 함유한다. 또한, SSZ-45는 자체 내부 또는 상부에 질소 
산화물의 환원을 촉매할 수 있는 금속 또는 금속 이온을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금속 또는 금속 이온의 
예로는 구리, 코발트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제올라이트의  존재하에  질소  산화물의  촉매적  환원을  위한  공정의  예는  미국  특허 제4,297,328호
(Ritscher et al., 1981년 10월 27일에 출원됨)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의 내용은 본원의 참고문헌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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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기서, 촉매적 공정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연소 및 내연기관의 배기 가스와 같은 가스 스트
림에 함유된 질소산화물의 촉매적 환원이다. 사용된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 자체의 내부 또는 상부에 
유효량의 촉매적 구리 금속 또는 구리 이온을 제공하도록 충분히 금속 이온 교환, 도핑 또는 로딩된다. 
또한, 이 공정은 산소와 같은 산화제가 과량으로 존재한 상태에서 수행된다.

실시예

다음과  같은  실시예로  본  발명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하기  표  C에서 언급
된 주형제는 아래 실시예에서 사용된다. 

[표 C]

N-시클로펜틸 DABCO

(주형 A)

N-이소아  DABCO

(주형 B)

양이온과 결합한 음이온(X
-
)은 제올라이트의 형성에 해롭지 않은 어떠한 음이온도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음이온으로는 할로겐, 예를 들면 불소, 염소, 브롬 및 요오드, 수산화물, 아세트산, 황산, 4가붕산불소, 
카르복실산, 등등이 포함된다. 수산화물이 가장 바람직한 음이온이다. 

실시예 1

N-시클로펜틸 DABCO의 합성

수산화물(주형 A)

시클로펜틸  브로마이드  23그램(153  리몰)을  에틸  아세테이트  용매  360  ml에 1,4-디아자바이시
클로[2.2.2]옥탄(일반적으로 "DABCO"라고 불림) 18.92그램(165  리몰)이 용해된 냉각 용액에 한방울씩 
첨가한다. 생성물은 며칠동안 냉조에서 반응시킨 후 실온으로 옮겨 생성된 침전물에서 회수한다. 생성물
은 최소의 중온 메탄올로부터 제결정화한다. 브로마이드염은 바이오래드 AG1-X8 음이온 교환 수지로 처리
하여 수산화염으로 전환한다. 수산화물 이온 농도는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을 이용한 반응한 용액의 적
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주형 B는 이소아  브로마이드로 시클로펜틸 성분을 치환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
조한다. 

실시예 2

실리카 SSZ-45의 제조

주형  A  용액의  세  가지  리몰(5.24  그램,  0.572  리몰 OH
-
/g)은  1.0  노르말  수산화칼륨의  0.75 

그램  및  물  5.87  그램과  함께  혼합한다.  이  후  카보실  M-5  훈증  실리카(0.92  그램)을  이  용액에 
첨가하고, 이 혼합물은 9일동안 160℃ 온도에서 가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침전된 생성물은 필터로 
걸러 세척, 건조하고 XRD 방법을 이용하여 SSZ-45로 결정된다. 본 생성물에 대한 X-선 회절 자료는 아래
의 표 Ⅲ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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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θ d-공간거리 I/Io x 100

7.42 11.91 3

7.56 11.68 3

7.98 11.07 32

8.81 10.03 2

9.43 9.369 4

10.03 8.813 5

10.69 8.272 7

12.86 6.880 4

15.58 5.682 2

15.98 5.543 2

16.76 5.285 3

17.07 5.189 10

18.22 4.865 4

 

18.93 4.685 15

19.19 4.621 34

19.97 4.443 17

20.60 4.309 100

21.22 4.185 4

21.72 4.088 11

22.08 4.022 19

22.32 3.979 49

23.02 3.861 8

24.09 3.691 24

25.95 3.431 11

26.62 3.347 14

27.20 3.276 27

27.59 3.231 7

28.14 3.169 5

29.00 3.077 8

30.91 2.891 3

31.27 2.858 4

33.29 2.689 4

35.68 2.515 7

36.58 2.455 3

37.50 2.396 2

38.24 2.352 1

39.27 2.292 3

SSZ-45는 상기한 절차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주형A를 주형 B로 교체하여 제조할 수는 없다.

실시예 3

SSZ-45의 하소처리

실시예  2로부터  얻어진  생성물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하소되었다.  얇은  층  물질은  실온에서 120
℃까지 분당 1℃씩 증가시키면서 머플 노에서 가열하며, 120℃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한다. 이후 상기 방법
으로 온도를 540℃까지 올린 후, 이 온도에서 5시간 동안 가열한다. 이후 다시 온도를 594℃로 가온한 후 
이 온도에서 다시 5시간 동안 가열한다. 가열하는 동안 분당 20 표준 입방 피트의 속도로 공기와 질소 비
율이 50대 50인 혼합가스를 제올라트에 통과시킨다. 

하소된 생성물의 대표적인 XRD 자료는 아래 표 Ⅳ에 기술된다.

22-13

1019997005964



[표 Ⅳ]

2θ d-공간거리 I/Io x 100

7.42 11.90 3

7.58 11.65 4

7.98 11.07 100

8.80 10.04 3

9.45 9.346 2

10.06 8.784 2

10.72 8.247 12

12.92 6.848 12

13.86 6.384 4

15.22 5.817 6

15.64 5.661 3

16.06 5.515 3

17.16 5.164 5

18.28 4.849 2

19.00 4.666 6

19.30 4.595 26

20.00 4.436 8

20.66 4.296 48

21.24 4.179 3

21.54 4.122 3

21.82 4.070 7

22.18 4.005 7

22.43 3.961 21

23.04 3.857 4

24.18 3.678 12

25.47 3.495 1

26.02 3.422 5

26.30 3.386 2

26.72 3.334 7

27.26 3.269 19

27.72 3.216 4

28.22 3.160 3

29.14 3.062 6

30.96 2.886 1

31.42 2.845 2

32.44 2.758 1

33.40 2.681 3

35.88 2.501 4

36.83 2.438 2

37.66 2.387 1

38.40 2.342 1

39.46 2.282 2

실시예 4

N2 미세공 부피

실시예  3의  생성물은  흡착제로서 N2 와  BET  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적과  미세공의  부피를  분석하기 

쉽다. 제올라이트 물질의 표면적은 300 M
2
/g이며, 미세공의 부피는 0.075 cc/g이다. 그러므로 상당히 많은 

빈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5

실시예  2에서의  합성과정을  반복하며,  실리카의  원료로  이용되는  TOSOH  390  HUA는  제외한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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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은 SSZ-45이다.

실시예 6

NH4 교환

하소된  SSZ-45  물질의  이온  교환은 NH4NO3 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의 Na
+
 형을 NH4

+
형으로  전환하며 

궁극적으로 H
+
 형으로 전환하여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로서 동량의 NH4NO3가 물과 제올라이트

의 비율이 50:1인 조건에서 물에 현탁된다. 교환된 용액은 95℃에서 2시간 동안 가열된 후 걸러진다. 이

러한 절차는 세 번까지 반복될 수 있다. 이와같은 SSZ-45의 NH4
+
 형은 이후 540℃에서 하소처리(실시예 3

에서 기술된대로)에 의해 H
+
 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실시예 7

제한지수 측정

주로  수소형의  실시예  5의  제올라이트를(실시예  3  및  6에  따라  처리한  후)  2-3  KPSI에서 펠렛화
하고 분쇄한 후 20-40로 체질하였다. 이후 0.50 그램 이상을 공기중의 약 540℃에서 4시간 동안 하소시키
고 건조기에서 냉각시켰다. 제올라이트 상의 양쪽면에 알런덤을 갖는 3/8 인치 스테인렌스 강관에 0.50 
그램을 채웠다. 린부르그 노를 사용하여 반응기 튜브를 가열하였다. 헬륨을 10cc/분으로 대기압 하에 반
응기 튜브내로 도입하였다. 반응기를 약 415℃로 가열하고 n-헥산 대 3-메틸펜탄의 50/50(w/w) 공급원료
를 8㎕/분의 속도로 반응기에 도입하였다. 원료의 전달은 브라운리 펌프를 이용하였다. 원료 주입 10분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내로 직접 샘플링을 시작하였다. 본 분야에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스 크로마
토그래프 데이터로부터 제한지수값을 계산한 결과 2.0으로 밝혀졌다.

415℃  및  10분  온-스트림에서  원료의  전환율은  45%이상이었다.  SSZ-45는  높은  크래킹  활성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강산성 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낮은 오염율은 이 촉매가 양호한 
안정성을 지닌다는 것을 가리킨다. 

실시예 8

메탄올 전환을 위한 SSZ-45의 용법

실시예  5의  수소형  제올라이트(실시예  3  및  6에  따라  처리한  후)를  2-3  KPSI에서  펠렛화하고, 분
쇄한 다음 20-40으로 체질하였다. 0.50 그램을 제올라이트의 원료가 도입되는 면에 알런덤을 갖는 3/8 인
치 스테인레스 강 반응기 튜브에 로딩하였다. 반응기는 공기중에서 3시간 동안 1000℉로 린드버그 노에서 
가열하고 이후 20cc/분 속도의 질소 스트림하에서 온도를 400℃로 감속시켰다. 22.1% 메탄올 원료(22.1그
램 메탄올/77.9그램 물)를 1.31cc/hr의 속도로 반응기에 주입하였다. 10분만에 전환율이 100%였으나, 80
분 후에는 10% 미만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비교적 적은 산성 부위를 빠른시간에 비활성화한다. 

SSZ-45는  이들  조건하에서  매우  가벼운  경  가스를  만들며  상당한  양의  액체  생성물을  생성한다. 
큰 비율의 생성물은 듀렌, 펜타- 및 헥사메틸벤젠의 형성에 기인한다(아래 표 D 참조). 펜타- 및 헥사메
틸벤젠의 형성은 대공성 제올라이트를 의미하며, 대공성 제올라이트의 평형 직경은 7.1Å (Chang, C. D., 
"Methanol to Hydrocarbons", Marcel Dekker, 1983)이다.

[표 D]

생성물 면적 %

경가스 14.6

크실렌 1.0

C9 방향족 화합물 2.85

C10 방향족 화합물 7.44

펜타메틸벤젠 17.42

헥사메틸벤젠 34.00

기타 C10+ 방향족 화합물 없음

기타 생성물 22.7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4가  원소의  산화물  대  제1  4가  원소와는  다른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는  5가  원소의 산화
물 또는 이들 혼합물의 몰비가 약 200 이상이고 하소후 표 Ⅱ의 X-선 회절선을 갖는 제올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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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실리콘  산화물,  게르마늄  산화물  및  이들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산화물  대 알루
미늄 산화물, 갈륨 산화물, 철 산화물, 붕소 산화물, 티타늄 산화물, 인듐 산화물, 바나듐 산화물 및 이
들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산화물의 몰비가 200 이상이며 하소후 표 Ⅱ의 X-선 회절선을 
갖는 제올라이트.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산화물이 실리콘 산화물과 알루미늄 산화물을 포함한 제올라이트.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산화물이 실리콘 산화물과 붕소 산화물을 포함한 제올라이트.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전술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제올라이트.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전술한 제올라이트가 실질적으로 산성이 없는 제올라이트.

청구항 7 

합성된 상태이고 무수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몰비 조성을 갖는 제올라이트.

YO2/WcOd     〉200

M2/n/YO2   0.01 내지 0.03

Q/YO2     0.02 내지 0.05

여기서, Y는 실리콘, 게르마늄 또는 이들 혼합물이고; W는 알루미늄, 갈륨, 철, 붕소, 티타늄, 인듐, 바
나듐 또는 이들 혼합물이고; c는 1 또는 2; ㅇ는 c가 1일때 2(즉, W는 4가)이거나 d는 c가 2일 때 3 또는 
5(즉, W가 3가 일 때 d는 3 또는 W가 5가 일 때 d는 5)이고; M은 알칼리 금속 양이온, 알칼리 토금속 양
이온 또는 이들 혼합물이고; n은 M의 원자가(즉, 1 또는 2)이고; Q는 하나 이상의 N-치환된 DABCO 양이온
이다.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W는 알루미늄이고 Y는 실리콘인 제올라이트.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W는 붕소이고 Y는 실리콘인 제올라이트.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Q가 하기의 구조식으로 표시되는 제올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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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청구항 11 

제1  4가  원소의  산화물과  제1  4가  원소와는  다른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는  5가  원소의 산화
물 또는 이들 혼합물의 원료를 결정화 조건하에서 N-치환된 DABCO 양이온을 함유한 주형제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산화물을 포함한 결정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제1  4가  원소가  실리콘,  게르마늄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는  5가  원소가  알루미늄,  갈륨,  철,  붕소,  티타늄, 
인듐, 바나듐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제2  4가  원소  또는  3가  원소가  알루미늄,  붕소,  티타늄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제1 4가 원소가 실리콘인 방법.

청구항 16 

제 11항에 있어서, 주형제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방법.

  

또는

청구항 17 

제 11항에 있어서, 결정 물질이 하소후 표 Ⅱ의 X-선 회절 선을 갖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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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탄화수소  전환  조건하에서  탄화수소  원료와  제1  4가  원소  대  전술한  제1  4가  원소와는  다른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는 5가 원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몰비가 200 이상이며, 하소후 표 Ⅱ의 X-선 회절
선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매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탄화수소를 전환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실질적으로 산성이 없는 방법.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하이드로크래킹  조건하에서  탄화수소  공급원료와  촉매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
함한 하이드로크래킹 방법인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23 

제  18항에  있어서,  탈랍  조건하에서  촉매와  탄화수소  공급원료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탈랍 
방법인 방법.

청구항 24 

청구항 23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25 

제  18항에  있어서,  이성체화  탈랍  조건하에서  촉매와  왁스  탄화수소  원료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
함한 왁스 탄화수소 원료의 탈랍된 생성물의 점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인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27 

제  18항에  있어서,  이성체화  조건하에서  촉매로  올레핀을  이성체화하는  것을  포함한 C 20+  올레핀 

원료로부터 C20+ 루브유를 생산하는 방법인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촉매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상의 VⅢ족 금속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18항에  있어서,  약  350℉  이상에서  비등점을  갖는  탄화수소유  공급원료를  촉매적으로 탈랍하
고, 촉매를 이용한 탈랍조건 하에서, 약 15 내지 3,000 psi 수소압력하에서, 또한 첨가된 수소 기체 존재
하에서 전술한 탄화수소유 공급원료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직쇄 및 다소 측쇄된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22-18

1019997005964



방법인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촉매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상의 VⅢ족 금속을 포함한 방법.

청구항 33 

제  30항에  있어서,  전술한  촉매가  제올라이트와  하나  이상의  VⅢ족  금속을  포함한  제1  층과  제1 
층의 제올라이트보다 더 모양 선택적인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제올라이트를 함유한 제2 층을 포함한 층상 
촉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18항에  있어서,  하이드로크래킹  지역에서  탄화수소  공급원료를  하이드로크래킹하여 하이드로
크랙된 오일을 함유한 유출물을 수득하고; 하이드로크랙된 기름을 함유한 전술한 유출물을 약 400℉ 이상
의 온도 및 약 15 psig 내지 약 3000 psig의 압력하에서, 첨가된 수소기체의 존재하에서 촉매로 탈랍하는 
것을 포함한 윤활유의 제조방법인 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36 

제 34항에 있어서, 촉매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상의 VⅢ족 금속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18항에  있어서,  이성체화  탈랍  조건하에  첨가된  수소의  존재하에서  라피네이트를  촉매와 접촉
시키는 것을 포함한 라피네이트의 이성체화 탈랍방법인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39 

제 37항에 있어서, 촉매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상의 VⅢ족 금속을 포함한 방법.

청구항 40 

제 37항에 있어서, 라피네이트가 광택 원료인 방법.

청구항 41 

제  18항에  있어서,  촉매를  방향족  전환  조건하에서  약  40℃  이상  내지  약  200℃  이하의  비등 범
위를 갖는 정상 및 약간 측쇄된 탄화수소를 함유한 탄화수소류 공급원료와 접촉하는 것을 포함한 증가된 
방향족 함량을 갖는 생성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탄화수소 공급원료의 옥탄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인 방법.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실질적으로 산이 없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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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 41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VⅢ족 금속 성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18항에  있어서,  촉매를  첨가된  수소  존재하에서  촉매적  크래킹  조건  하에  반응영역에서 탄화
수소 공급원료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촉매적 크래킹 방법인 방법.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46 

제 44항에 있어서, 촉매가 부가적으로 대공성 결정형 크래킹 성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  18항에  있어서,  촉매를  이성체화  조건하에서  정상  및  약간  측쇄된 C 4  내지 C 7  탄화수소를  갖는 

원료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C4 내지 C7 탄화수소의 이성체화방법인 방법.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49 

제 47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하나 이상의 VⅢ 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방법.

청구항 50 

제  47항에  있어서,  촉매가  VⅢ  금속을  도입한  후  승온하에서  증기/공기  혼합물에서  하소되는 방
법.

청구항 51 

제 49항에 있어서, VⅢ 금속이 백금인 방법.

청구항 52 

제  18항에  있어서,  알킬화  조건하에서  한  몰  이상이  과량인  방향족  탄화수소와  적어도  부분  액상 
조건 및 촉매 존재하에서 C2 내지 C20 올레핀을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방법인 

방법.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54 

제 52항에 있어서, 올레핀이 C2 내지 C4 올레핀인 방법.

청구항 55 

제 54항에 있어서, 방향족 탄화수소와 올레핀이 각각 약 4:1내지 20:1의 몰비로 존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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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6 

제  54항에  있어서,  방향족  탄화수소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또는  이들  혼합물로 구성
된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57 

제  18항에  있어서,  트랜스알킬화  조건하에서  방향족  탄화수소와  적어도  부분  액상  조건과  촉매 
존재하에서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트랜스알킬화방법인 
방법.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주로 수소형인 방법.

청구항 59 

제  57항에  있어서,  방향족  탄화수소와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가  각각  1:1  내지  25:1의  몰비로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60 

제  57항에  있어서,  방향족  탄화수소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또는  이들  혼합물로 구성
된 그룹에서 선택된 방향족 탄화수소인 방법.

청구항 61 

제 57항에 있어서, 폴리알킬 방향족 탄화수소가 디알킬벤젠인 방법.

청구항 62 

제  18항에  있어서,  파라핀을  방향족  화합물로  전환하는  조건하에서  파라핀과  제올라이트를 포함
한 촉매 및 갈륨, 아연 또는 갈륨 혹은 아연의 혼합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파라핀을 방향족 화합
물로 전환시키는 방법인 방법.

청구항 63 

제  18항에  있어서,  촉매를  올레핀의  이성체화를  유발하는  조건하에서  전술한  올레핀과 접촉시키
는 것을 포함한 올레핀 이성체화에 대한 방법인 방법.

청구항 64 

제  18항에  있어서,  크실렌  이성체의  방향족 C 8  스트림  또는  크실렌  이성체와  에틸벤젠의  혼합물을 

포함한 이성체화 원료의 이성체화 방법이며, 여기서 오르소-, 메타- 및 파라-크실렌의 보다 근접한 평형
비가 얻어지고, 상기방법이 촉매를 이성체화 조건하에서 전술한 원료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  18항에  있어서,  촉매를  올리고머화  조건하에서  올레핀  원료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올레핀
의 올리고머화 방법인 방법.

청구항 66 

제1  4가  원소  산화물  대  제1  4가  원소와는  다른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는  5가  원소의  산화물 
또는 이들 혼합물의 몰비가 200 이상이고 하소 후, 표 Ⅱ의 X-선 회절선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촉
매와 액상 생성물을 생성하는 조건하에서 전술한 저급 알콜 또는 기타 산화된 탄화수소를 접촉시키는 것
을 포함한 기타 산화된 탄화수소와 저급 알콜을 전환하는 방법. 

청구항 67 

기체  스트림과  제올라이트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  산소  존재하에  기체  스트림에  포함된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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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1 4가 원소 산화물 대 제1 4가 원소와는 다른 제2 4가 원소, 3가 
원소 또는 5가 원소의 산화물 또는 이들 혼합물의 몰비가 200 이상이고 하소 후, 표 Ⅱ의 X-선 회절선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제올라이트로서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8 

제  67항에  있어서,  전술한  제올라이트가  질소  산화물의  감소를  촉매할  수  있는  금속  또는  금속 
이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9 

제 68항에 있어서, 금속이 동, 코발트 또는 이들 혼합물인 방법.

청구항 70 

제 68항에 있어서, 기체 스트림이 내부 연소 기관의 배기 스트림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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