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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KT7 0QP 서레이 테임즈 딧톤 110 서머 로오드
마이크 쥴리안 호워드
영국 HU17 7ST 노오쓰 험버사이드 체리 버어톤 2 토온레이즈
이안 알란 비이티이 레이드

(74) 대리인

영국 SW18 5RX 런던 사우쓰필즈 51 클라우토온 클로즈
이준구, 박해선

심사청구 : 없음
(54) 모노올레핀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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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기체상 공급재가 80,000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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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기체상 공급재가 80,000hr 이상의 매시의 기체 공간속력으로 도입되는 방
법.
※참고사항: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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