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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모노올레핀류의 제조방법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5바 (절대) 초과의 전압 및 650℃ 초과의 온도에서, 탄화 수소 공급재 및 분자상 산소-함유 기체의 
혼합물을 가연성의 정상 연료 풍부 한계를 초과하여 연소물을 지지할 수 있는 촉매와 접촉시켜 부분 연
소하는 제1 단계, 및 (b) 모노올레핀 생성물을 형성후 50 밀리초 미만 내에 600℃이하로 냉각하는 제2단
계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파라핀-함유 탄화수소 공급재에서 모노올레
핀류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공급재가 에탄, 프로판, 부탄, 나프타, 가스 오일, 진공 가스 오일 또는 그 
혼합물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촉매가 지지된 백금족 금속인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백금족 금속이 백금 또는 팔라듐 또는 그 혼합물인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촉매가 알루미나인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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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지지체가 단일암체인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공급재 및 분자상 산소-함유 기체 혼합물의 조성비가 이산화탄소 
및 물로 완전 연소하는데 있어서의 산소에 대한 탄화수소의 화학양론적 비의 5~13.5배인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기체상 공급재가 80,000hr
-1
이상의 매시의 기체 공간속력으로 도입되는 방

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올레핀성 생성물이 신속 열교환기 또는 직접 급냉액을 사용하여 냉각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직접 급냉액이 물 또는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화합물이 나프타 화합물인 방법.

청구항 12 

제4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공급재 및 분자상 산소-함유 기체 혼합물의 조성비가 이산화탄소 및 물로 완
전 연소하는데 있어서의 산소에 대한 탄화수소의 화학양론적 비의 5~13.5배인 방법.

청구항 13 

제4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기체상 공급재가 80,000hr
-1
이상의 매시의 기체 공간속력으로 도입되는 방

법.

※참고사항: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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