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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순도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순도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인 주공정과 부공정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 2 도는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인 제 1의 실시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제 3 도는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인 제 2의 실시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제 4 도는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인 제 3의 실시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제 5 도는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인 제 4의 실시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제 6 도는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인 제 5의 실시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제 7 도는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인 제 6의 실시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제 8 도는 본 발명의 제 2의 견지인 주공정과 부공정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 9 도는 본 발명의 제 2의 견지인 제 1의 실시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제 10 도는 본 발명의 제 2의 견지인 제 2의 실시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2,  2'-비스(4-히드록시페닐)프로판(이하  비스페놀  A로  칭한다)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나  에폭시수지의  원료로서  사용되며,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용으로는  근년에  광학용도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종래  이상의  무색이고  고순도의  비스페놀  A가 
요구된다.

비스페놀  A는  산성  촉매의  존재하에,  어떤  경우에는,  유황  화합물과  같은  보조  촉매를  첨가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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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톤과  과잉의  페놀으로  제조된다.  반응  혼합물은  비스페놀  A  이외에도  촉매,  미반응아세톤,  미반응 
페놀. 물 및 다른 반응 부생물을 포함한다.

반응  부생물의  주성분은  2-(2-히드록시페놀)-2-(4-히드록시페닐)프로판(이하  o,  p'-체로 호칭한다)
이며,  그밖에  디아닌  화합물,  트리스페놀,  폴리페놀,  및  비바람직한  착색물질등의  비스페놀  A를 원
료로 사용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지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와같은  비스페놀  A로부터  이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의  비스페놀  A를  얻기위한  많은 프로세
스가  제안되어왔다.  반응혼합물로부터  고순도의  비스페놀  A를  회수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그  반응 혼
합물로부터  감압증류에  의해  촉매,  미반응아세톤,  물  및  소량의  페놀을  제거한  후,  남은  액상 혼합
물을  냉각하므로서   비스페놀  A를  페놀과의  부가물로서  정출하고,  이  결정을  반응부생물을  함유하는 
모액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부가물에서 페놀을 제거하여  비스페놀 A를 회수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결정으로  분리된  모액은  페놀,  반응  부생물  이외에도   비스페놀  A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순환사용된
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는  반응계에  순환되는  반응부생물의  주성분인  o,  p'-체와  트리스페놀의  일부를 
반응계  중에서   비스페놀  A와  일정한  평형비로  존재시켜   비스페놀  A를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아닌화합물,  폴리페놀,  착색물질은  그대로,  또는  다시  원료  페놀이나  아세톤과의  반응에  의해 고
분자량화하여  반응혼합물중에  잔존하기  때문에,  모액의  순환에  의해  공정중에  축적되어 정출부가물
의 순도 및 색상을 악화시킨다.

이로인해  반응계에  순환되는  모액의  일부는  퍼지(purge)  되어야한다.  이  경우에는  유용한   비스페놀 
A도  폐기되어  버린다.  모액  재순환유에서   비스페놀  A를  회수하여  착색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일본 
특공소 55-34779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모액  재순환류는  반응계에  재순환되기에  앞서  적어도  일부가  양이온  교환수지로 
구성되는 흡착제로 접촉처리되어 착색물질이 제거된다.

그  공보에  기재된  발명에서  양이온  교환수지와  동일한  효과는  다른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
하게  어느정도  얻어진다.  그러나,  이와같은  흡착제는  재생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재생
에는  세척,  건조  및  세척액으로부터  착색물질의  제거공정이  필요하며,  또한  흡착제로  효과적으로 탈
색처리될  수  있는  모액량은  그다지  많지않기  때문에  빈번한  흡착제의  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또, 순
환되는  모액중의  불순물의  전부가  비스페놀  A로  전화,  회수되는  일이  없으므로  얻어지는  비스페놀 A
는  순환이  없는  경우보다  필연적으로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게  된다.  또,  반응공정에서  모액의 순환
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미  생성되어  있는   비스페놀  A도  순환되므로,  반응공정의  생산능력을 저하시
키고 만다.

모액중의  페놀의  일부를  제거하여  농축하고,  페놀과   비스페놀  A의  부가물의  결정을  다시  취출하고, 
그  회수된 부가물 또는 그  부가물로부터 페놀을 제거해서 얻은  비스페놀 A를  주요결정화 공정에 공
급하는  액상혼합물의  조정에  사용하는  방법이  일본특공소  52-46946호  공보에  개시되고  있으나,  이 
제  2  단계에서의 모액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제  2  단계에서의 모액은 또한  비스페놀 A와   비스페
놀 A로  전화될 수  있는 o,  p'=체,  트리스페놀 등을 함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높은 비율의 폴리페놀, 
착색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공정의 어느 부분에도 순환될 수 없다.

결국  생산되는  전   비스페놀  A에  대하여  5%  정도의  원료는  폐기되어  버린다.  페놀과의  부가물 형으
로   비스페놀  A를  회수한  나머지  모액의  일부를  알칼리촉매에  존재하에  개열처리하여  페놀과 파라이
소프로페닐을  생성시킨후,  주요  반응공정으로  순환하는  방법이  일본  특공소  55-34770호  공보에 개시
되어 있다.

동일하게,  페놀과의  부가물  형으로   비스페놀  A를  회수한  나머지  모액의  일부를  이성화  및/또는 산
성촉매의  존재하에  개열  처리하여  페놀과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을  생성시킨  후  이성화하고  주요반응 
공정에 순환하는 미합중국 특허 제 440055호 명세서에 개시되고 있다.

종래  실행되어온  이와같은  o,  p'-체  또는  부생물을  함유하는  모액의  개열반응은  그  자체는   비스페
놀  A를  우수한  수율로  얻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나,  동시에  페놀  및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이
외의  저비점화합물의  혼입을  피할  수  없고  그것과  재결합한   비스페놀  A는  페놀과  아세톤에서 얻어
지는것  보다도  순도가  낮다.  따라서,  주요반응  공정에  순환시킴으로서  수율의  향상은  도모되나  정제 
공정에서의 부하는 반대로 커져서 수율양상에 의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비스페놀  A와  페놀의  부가물을  분리한  모액류에서  고수율로   비스페놀  A을 회수
함과  동시에  착색물질  및  그밖의  불순물의  순환을  최소한으로  작게하면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로인해  주공정의  부가물결정의  수율  및  순도를  향상시켜,  고순도  품질의   비스페놀  A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발명자등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의  검토한  결과,  모액과  결정과의  순환공급선을 특
정함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게된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에 따라서 설명하면, 본 발명은

① 페놀과 아세톤을 반응시켜 제  1  반응액을 얻는 공정,  ②  그  제  1  반응액에서 일부의 페놀 및/또
는  촉매,  물을  제거하여 제  1  농도조정액을 얻는 공정,  ③  그  제  1  농도조정액을 냉각하여  비스페
놀 A와 페놀의 부가물의 제 1 슬러리를 얻는 공정, ④ 그 제 1 슬러리를 고액 분리하여 제 1 결정과 
제 1  모액을 얻는 공정,  및 ⑤ 그 제 1  결정에서 페놀을 제거하여  비스페놀 A를 얻는 공정인 상기 
5공정으로  구성되는  주공정과,  ⑥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놀을  반응시켜  제  2  반응액을  얻는 공
정,  ⑦  그  제  2  반응액에서 일부의 페놀 및/또는 촉매,  물을 제거하여 제 2  농도 조절액을 얻는 공
정, ⑧ 그 제 2 농도 조정액을 냉각해서 제 2 슬러리를 얻는 공정, ⑨ 그 제 2 슬러리를 고액분리하
여 제 2  결정과 제 2  모액을 얻는 공정 및 ⑩ 그 제 2  모액을 처리하여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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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을  얻는  공정인  5공정에서  구성되는  부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의  주공정에서  부공정으로  제  1 
모액이  운반되고,  부공정에서  주공정으로  제  2  결정이  운반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1  견지에 따르면 반응 부생물의  비스페놀 A로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각  공정을 순
환하지  않고  계외로  빠져나가  축적됨으로서  오염을  방지한다.  또,   비스페놀  A로서  회수가능한 부분
은 모두 주공정에 회수되어 각 공정의 처리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의 견지에 따라 설명하면, 본 발명은

(a)  페놀과  아세톤을  산촉매의  존재하에  반응시켜  얻은  생성물의  혼합물에서  산촉매의  제거에  의해 
제 1 페놀 용액을 얻는 공정, (b)  그 제 1 페놀 용액을 냉각하여  비스페놀 A와 페놀의 부라물 슬러
리를 얻는 공정,  (c)  그  슬러리를 고액분리하여 부가물 결정과 모액을 얻는 공정,  및 (d)  그 부가물
결정에서  페놀을  제거하여   비스페놀  A를  얻는  공정인  4개의  공정으로  구성되는  주공정과,  (e) 파라
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놀을  산촉매의  존재하에  반응시켜  얻는  생성물의  혼합물에서  산촉매의  제거에 
의해 제 2 페놀용액을 얻는 공정, (f)  그 제 2 페놀 용액에서 페놀을 제거하여 조  비스페놀 A를 얻
는 공정,  (g)  그  조   비스페놀 A에서 저비점 물질 및 고비점 물질을 증류에 의해 분리하여 증류 비
스페놀  A를  얻는공정,  및  (h)  그  분리한  저비점물질  및  고비점물질을  처리하여 파라이소프로페닐페
놀과  페놀을  얻는  공정인  4개  공정으로  구성되는  부공정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주공정인  상기  (c) 
공정에서  부공정으로  모액이  운반되고,  부공정으로부터는  증류   비스페놀  A가  주공정의  상기  (b) 공
정으로 운반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2의  견지에 따르면,  반응 부생물의  비스페놀 A로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최소량만이 
각  공정을  순환하며  계외로  빠져나가  축적에  의해  오염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비스페놀  A로서 회
수가 가능한 부분은 모두 주공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각 공정의 처리능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이하 도면에 따라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  2  도-제  7  도에  도시되는  실시양태의  경우에는  화학량론적으로  과잉의  페놀과  아세톤을  제  1 반
응공정(1)에  장입된다.  반응은  양이온  교환수지와  같은  고체산촉매의  고정상에서나  염화수소등의 무
기산 촉매를 공급해서 실시해도 좋다.

반응은  40-90℃에서  실시하며,   비스페놀  A와  다른  반응부생물이  생성된다.  그반응  혼합물은  제  1 
농도  조정공정(2)에  운반되어  미반응아세톤,  물  및  일부는  페놀이  제거된다.  촉매는  고체  또는  고체 
이외의 것에 따라서 제  1  반응  공정(1)  또는  제  1  농도  조정공정(2)에서  제거된다.  제  1  농도 조정
공정(2)에서는  필요에  따라  그대로  또는  그  용액중에  일부의  페놀을  제거하거나  추가하여   비스페놀 
A의 농도를 조정한다.  이와같이 얻은 제 1  농도 조정액은 제 1  정석 공정(3)으로 이동된 다음, 냉각
에 의해  비스페놀 A와 페놀의 부가물이 정석된다.

정석기로  이동된  페놀용액중에   비스페놀  A의  농도는  20-50중량%  바람직하게는  30-45중량%이다.   비
스페놀  A의  농도가  상기  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품의  수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높은  경우에는 부
가물 슬러리의 외관점도가 높아져서 수송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석기에 보내진 페놀용액은 35-70℃의 범위까지 냉각되어  비스페놀 A와 페놀의 부가물이 
정출된다. 냉각은 외부열 교환기나 정석기에 가해지는 물의 진공증발로 재열하여 실시된다.

부가물결정과  모액으로  구성되는  슬러니는  제  1  분리공정(4)로  운반되어,  그  결정과  모액으로 분리
된다.  그  결정은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와  동시에,  또는  분리된  후에  세척되고,  탈페놀공정(5)에 의
해 페놀이 제거되어 제품인  비스페놀 A(20)이 얻어진다.

제  1  분리공정(4)으로 부터의 제  1  모액(6)은  필요에 따라서는 페놀의 일부가 제거된후에 제  2 반응
공정(7) 또는 제 2 농도조정공정(도시생략)으로 운반된다.

제  2  반응공정(7)에는  주로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와  페놀으로  구성되는  혼합물류, 
또는  이들에서  얻어지는   비스페놀  A의  페놀용액도  경로(12)를  통해  운반되어   비스페놀  A의 생성반
응  및/또는  o,  p'-체  및  일부의  트리스페놀로  부터의   비스페놀으로의  전화가  실시된다.  그 회수반
응은  염화수소와  같은  무기한  촉매의  존재하에  실시해도  좋고,  양이온  교환수지와  같은  고체산 촉매
의 고정상에서 실시해도 좋다.

따라서,  그  회수반응을  무기한  촉매의  존재하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반응온도로   비스페놀  A와 페놀
의 부가물 결정이 석출하는 정도까지 모액을 농축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비스페놀 A와  o,  p'-체를 
합한 양으로 20-50중량%의 범위이다.

부가물  결정의  석출에  의해  o,  p'-체로부터   비스페놀  A로의  전화가  효과적으로  촉진된다.  그 회수
반응은 통상 30-70℃에서 실시된다.

그  회수반응을  양이온  교환수지촉매와  같은  고체촉매의  고정상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부가물결정이 
석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모액의 농축은 불필요하다.

주공정인  석출공정  및/또는  분리공정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액중의  수분을  그  일부  또는 전부
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염산등의  무기산을  사용할  경우,  과도한  물의  존재는  반응속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반응속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에따라  다량의  촉매가  필요하게  된다.  고체산촉매를  사용하면 반응
의 진행이 완전 중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2  반응공정(7)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전체의  5중량%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제  2  반응 
공정(7)에서의  반응  혼합물은  필요하면  촉매를  제거하고,  또한  농축하여  제  2  정식공정(8)로 운반되
고  냉각되어  제  2  부가물  결정이  석출된다.  제  2  결정(10)은  제  2  분리공정(9)에서  제  2  모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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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분리된다.  이  제  2  모액은  제  1  정석  공정(3)에서  얻은  모액과  동일한  비율로   비스페놀  A와 
o,  p'-체를  함유하고  있으나,  보다  농축된  다른  반응부생물,  즉,  디아닌  화합물,  트리스페닐, 폴리
페놀 및 착색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제  2  모액에서   비스페놀  A를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다시  농축해서  결정을  얻는  방법,  o,  p'-체를   
비스페놀  A로  이성화한  후  증류  또는  정석등에  의해   비스페놀  A  도는  부가물을  얻는  방법도  취할 
수  있으나,  어느 방법에 있어서도 회수되는  비스페놀 A는  다량의 반응 부생물,  즉,  디아닌 화합물, 
트리스페놀,  폴리페놀  및  그밖의  다른  착색물질을  함유하고,  상기한  어느  공정에  순환시켜도  이들의 
불순물의 축적은 피할 수 없다.

이  제  2  모액은  필요에  따라서는  농축된  다음,  개열공정(11)으로  운반되어  염기성  촉매의  존재하에 
고온처리되고,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놀의  혼합물류로서  회수된다.  착색  물질의  대부분의 극소
량의 사용 불가능한 부분은 경로(13)에 의해 계외로 제거된다.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놀로부터는  공지의  방법에  의해   비스페놀  A가  재생된다.  생성된   비스페
놀  A는  제  1  모액(6)에서의   비스페놀  A와  같이  제  2  의  부가물결정의  원료로서  사용된다.  양자의 
혼합은  제  2  반응  공정의  전이라도  좋고,  후라도  좋다.  1개의  형태로서  개열유출물류는  경로(12)에 
의해  주공정에서  얻은  제  1  모액(6)과  함께  제  2  반응  공정(7)  (이하  회수반응대로  호칭한다)으로 
운반된다(청구항 2, 4, 6).

회수  반응대가  2이상의  반응기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개열유출물류는  마지막  반응기에  공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와  페놀에서  선택적으로  생성되는   비스페놀 A
가  반대로  o,  p'-체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열  유출물류는  제  1  모액(6)과 혼합
하면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를 희석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와  페놀로부터의   비스페놀  A의  재결합은  산성촉매의 존재하
에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개열  유출물류를  단독으로  반응시키면  반응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
여  파라이소프로페닐  페놀의  환상  2중량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화합물을  부생한다.  제  1 모액
(6)과의  혼합에  의해  반응은  보다  온화해지나,  모액중의  o,  p'-체가   비스페놀  A로  전화하는 반응보
다는  빠르게  진행된다.  또,  반응속도의  제어도  보다  용이해지고,  희석을  위한  신규여분의  페놀을 사
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의  실시양태로서,  제  1  모액(6)은  부공정의  제  2  농도  조정공정으로  공급된다(청구항  3,  5, 
7). 이 경우에는 개열유출물류에 페놀을 추가하여 제 2 반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경우도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에  대해  3-10배몰의  페놀을  함유하도록하여  제  2  반응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것보다  페놀이  적을  경우에는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의  환상  2중량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생물이  다량으로  생성되며,  반대로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농도  조정  공정의  부하를  크게 
하거나, 정석공정에서 수율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에서  유리한  특징의  하나는  제  2  정석공정(8)에서  얻은  제  2  부가물  결정을 
주공정의 정석원료로서 회수하는 것에 있다(청구항 2, 3).

제  2  정석  공정(8)의  원료는  주공정의  정석원료  중의  반응부생물을  보다  농축한  형태로  함유하고 있
으므로,  당연히  제  2  결정은  주공정에서  얻어지는  결정보다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 2  결정중의 불순물에 있어서도 그  비스페놀 A에 대한 비율은 제 1  반응공정(1)에서 얻어지는 반
응부생물의  비스페놀 A에  대한 비율보다 낮기때문에,  제  2  결정을 제  1  농도 조정공정(2)에  회수할 
경우에는  반응  부생물의   비스페놀  A에  대한  비율이  보다  희석된  것이되고,  회수를  실시하지 않을경
우  보다도  고순도의  결정이  얻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에서  얻어지는   비스페놀  A는 
종래의 어떠한 공업적으로 실용화된 제조공정보다도 고순도의 것이 된다.

또하나의 제 2 결정의 회수방법은 제 1 분리공정(4)에 결정을 공급함으로서 실시된다(청구항 4, 5).

부가물  생성시의  우수한  정제능력을  위해  제  2  결정중으로의  불순물의  취입은  결정에  대한  부착 모
액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예를들면,  제  1  결정의 제 1의  분리후에 제 2  결정을 동
일조내로  공급하고,  그  후  페놀으로  리  슬러리함으로서  부착모액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므로, 고
순도의  비스페놀 A를 얻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제  2  결정의  회수방법으로서,  제  2  결정은  주공정의  탈페놀공정(5)에  회수할  수 있다(청
구항 6, 7).

제  2  결정을 주공정의 제 1  농도 조정공정(2),  제  1  분리공정(4)에  회수할 경우에는 각 공정의 부하
가  커져서  보다큰  설비를  필요로하나,  최종  공정에  회수할  경우에는  제  1  반응공정(1)에서  생성하는   
비스페놀 A의 처리능력으로도 충분하다.

최종  공정은  주공정과  부공정의  부가물결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도좋고,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으로해도  좋다.  동시에  처리하면  보다  작은  설비로  가능하고,  따로따로  처리하면   비스페놀  A의 2
개의 큰 용도, 즉,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수지등의 상이한 품질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제  9  도-제  10  도에 도시하는 실시양태의 경우에는 화학량론적으로 과잉의 페놀과 아세톤을 제  1 반
응/탈  촉매  공정(21)에  장입한다.  반응은  양이온  교환수지와  같은  고체산  촉매의  고정상에서 실시해
도  되고,  염산등의  무기산촉매를  사용해서  실시해도  좋다.  반응은  40-90℃에서  실시되어,   비스페놀 
A와 반응부생물을 생성한다.

탈촉매는  양이온  교환수지의  고정상  반응의  경우에는  필요없으나,  이  경우에는  미반응  아세톤  및 생
성수가 감압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거된다.

탈촉매후의  제  1  페놀용액(22)은  정석공정(23)으로  운반되어  필요에  따라  그대로  또는  그  용액중에 
일부의  페놀의  제거  또는  페놀의  추가에  의해   비스페놀  A의  농도를  조정한후  정석된다.  정석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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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된 페놀용액중의  비스페놀 A의 농도는 20-50중량%, 바람직하게는 30-45 중량%이다.

비스페놀  A의  농도가  상기  범위보다  낮을  경우에는  제품의  수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높을  경우에는 
부가물인  슬러리의  외관점도가  높아져서  수송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석기로  운반된 페
놀용액은  35-70℃의  범위까지  냉각되어   비스페놀  A와  페놀의  부가물이  정출된다.  냉각은 외부열교
환기나  정석기에  첨가되는  물의  진공증발에  의해  제열하여  실시된다.  부가물  결정과  모액으로 구성
되는  슬러리(24)는  고액분리공정(25)으로  운반되고,  결정(26)과  모액(29)으로  분리된다.  결정은 필
요에 따라서는 분리와 동시에 또는 분리된 후에 세척되어 페놀제거공정(27)으로 운반된다.

페놀은  감압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제품인   비스페놀  A(28)가  회수된다.  다음에  분리된 모액
(29)은  필요에  따라서는  탈수하여  제  2  반응/탈촉매공정(30)  또는  탈페놀공정(32)에  운반된다.  또, 
모액(29)은  일부를  주공정인  정석공정(23)에  그대로  또는   비스페놀  A의  농도  조정후,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 이것으로 부공정의 설비를 소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반응/탈촉매공정(30)에는  주로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와  페놀로  구성되는 혼
합물(38)이 운반되어  비스페놀 A가 생성된다.

부공정으로  운반된  모액(29)을  혼합물(38)과  혼합하고,  반응원료로서  제  2  반응/탈촉매공정(30)에 
장입할  경우에는  상기  반응이외에  o,  p'-체와  일부의  트리스페놀로부터   비스페놀  A로의  전화가 실
시된다.

반응은  염산과  같은  무기산  촉매의  존재하에  실시해도  좋고,  양이온  교환수지와  같은  고체산  촉매의 
고정상에서 실시해도 좋다.

반응을  무기산촉매의  존재하에  실시할  경우에는  그  반응온도로   비스페놀  A와  페놀의  부가물  결정이 
정출하는  정도까지  모액을  농축하는  것이좋다.  왜냐하면  부가물결정이  정출에  의해  o,  p'-체에서   
비스페놀  A로의  정화가  효과적으로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스페놀  A와  o,  p'-체를  합한 양으
로 20-50중량%의 범위이고, 온도는 통상 30-70℃로 실시된다.

반응을  양이온  교환수지와  같은  고체촉매의  고정상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부가물  결정이  정출하지 않
는 조건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는 모액의 농축이 불필요하다.

주  공정의  정석공정  및/또는  고액분리공정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액중의  수분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산  등의  무기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도한  물의  존재로  인해 
반응속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또  양이온  교환수지와  같은  고체산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응의 진
행이  완전  중단된다.  따라서,  제  2  반응/탈촉매공정(30)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반응원료  전체의 5중
량%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와  페놀으로  구성되는  혼합물(38)을  모액(29)과  혼합하면 파
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를 희석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와  페놀으로부터   비스페놀  A의  생성은  산촉매의  존재하에 
신속히  일어나기  때문에  혼합물(30)을  단독으로  반응시키면  반응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여 파
라이소프로페닐페놀의  환상  1량체와  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물질이  부생한다.  모액과의  혼합에 의
해 반응은 보다 온화해지고, 반응 온도의 제어는 보다 용이해진다.

페놀과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의  몰비는  3  :  1  이상이  바람직하고,  특히,  무기산  촉매를  사용할 경우
에는 10  :  1  이하가 좋다. 이 몰비가 3  :  1  보다 작은, 즉,  페놀이 적을 경우에는 파라이소프러페닐
페놀의  환상  2량체와  같은  부생물이  다량으로  생성한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으면  상기와  같이  o, 
p'-체로부터  비스페놀 A로의 전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페놀과  파라이소프러페닐  페놀의  몰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부공정으로  보내지는  모액의 일부
를  반응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탈페놀공정(32)에  보내도  좋다.  탈  촉매는  주공정과  동일하게 실시된
다.  얻어진  제  2  페놀  용액(31)은  탈페놀공정(32)에  보내져서  감압증류  등의  방법에  의해  페놀이 제
거된다.

다음에,  조비스페놀  A(33)는  증류공정(34)에서  저비점물질  및  고비점물질이  증류에  의해  분리되어 
증류  비스페놀 A(35)와 저비점물질 및 고비점물질의 혼합물(36)이 된다.

증류  방법으로는  저비점물질을  유거한  후   비스페놀  A를  유출시켜  고비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저
비점물질  및   비스페놀  A를  유출시며  고비점  물질을  분리한  후,  저비점  물질을  유거시켜   비스페놀 
A를  얻는  방법등을  들  수  있으나,  전자의  방법은  고비점물질을  분리할때에  이것이  열분해를  일으켜 
그 분해 생성물 때문에  비스페놀 A 유분이 오염되는 일이 있으므로 후자의 방법이 좋다.

증류  장치로서는  탑형식  또는  박막증발기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고비점  물질을  분리할  경우에는 
비점차가  크므로,  비말동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충분하나,  저비저물질을  분리할  경우에는 비점
등이  그다지  크지않기  때문에  정류탑을  사용하는  편이좋다.  증류   비스페놀  A(35)는  주공정으로 보
내져 제 1 페놀 용액과 함께 정석공정(23)으로 운반된다.

또,  저비점  물질과  고비점  물질의  혼합물(36)은  개열공정(37)으로  보내어져  염기성  또는  산성촉매의 
존재하여  고온으로  처리되어  그것으로  생기는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놀의  혼합물(38)은 회수된
다. 착색물질의 대부분과 극소량의 사용 불가능한 부분(39)도 제거된다.

또 하나의 실시양태로서 부공정으로 보내지는 모액(29)은 탈페놀공정(32)에 공급된다.

이  경우에는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  또는  그  올리고머와  페놀의  혼합물에  페놀과 파라이소프로페닐페
놀의 몰비가 3  :  1-10  :  1이  되도록 페놀을 추가하여 제 2  반응/탈촉매공정(30)에  공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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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2 견지의 유리한 특징은 증류  비스페놀 A를 주공정의 정석원료로서 회수하는데 있다.

부공정에서  페놀을  제거하여  얻은  조  비스페놀  A는  주공정의  정석원료중의  반응  부생물을  보다 농축
한 형으로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종류  비스페놀 A중에 반응 부생물인  비스페놀 A에 대한 비율은 
주공정의  반응으로  얻어지는  반응  부생물인   비스페놀  A에  대한  비율보다  낮기때문에,  그  증류 비스
페놀  A를  공정의  정석공정에  회수했을  경우에는  반응부생물인   비스페놀  A에  대한  비율은  보다 희석
된  것이되어  회수가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보다  고순도의  결정을  얻을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의  견지  및  제  2  의  견지에서  얻어진   비스페놀  A는  종래의  어떠한  공업적으로  실용화되고있는 제
조방법 보다도 고순도의 것이 된다.

[실시예]

이하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중량%로 
한다.

[실시예 1]

페놀  750g과  아세톤  75g을  혼합하고,  이것에  염화수소를  불어넣으면서  55℃에서  8시간  반응을 실시
했다.  그다음,  반응  혼합물을  감압하에  가열하여  염산과  물을  제거했다.  그  탈염산품은   비스페놀  A 
36.8%,  o,  p'-체  0.8%,  그밖의  불순물  1.1%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  탈염산품을  90℃에서  45℃로 냉
각하고,  부가물  결정을  정출하여  원심여과기에  의해  분리하고,  결정을  같은  양의  페놀으로  세척하여 
300g의 부가물 결정을 얻었다.

상기의  결정을  용융하여  증류탑으로  보내고,  15Torr,  170℃에서  대부분의  페놀을  유거  회수한  다음, 
탑저부로부터  뽑아낸   비스페놀  A주의  잔류페놀을  스팀스트리핑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비스페놀  A의 
제품을 210g얻었다. 얻은  비스페놀 A의 50% 알콜용액의 색조는 APHA 10이고, 응고점은 
156.7℃이며, 광학용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이  얻은   비스페놀  A는  o,  p'-체를  0.1%,  그밖의  부생성물을  0.2%  함유하고  있었다.  여과기로 
분리된  모액과  세척페놀을  함께  감압하에서  탈페놀하여   비스페놀  A를  30%  함유한  도가니에  남은 잔
액을 280g 얻었다. 이 액은 2.1%의 o, p'-체와, 3.4%의 그밖의 부생물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액을  냉각하고,  제  2  결정을  석출해서  원심분리기로  분리했다.  제  2  결정은  o,  p'-체를  0.8%, 그
밖의  불순물을  1%  함유하고  있으며,  수량은  85g이었다.  제  2  모액은  25g의   비스페놀  A와  5g의  o, 
p'-체, 9g의 그밖의 부생물을 함유하고 있었다.

제  2  모액을  가열  감압하에  탈페놀하고,  잔사에  0.1g의  가성소다를  첨가하여,  240℃,  33mmHg으로 처
리했다. 주로 페놀과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으로 구성되는 35g의 유출물을 얻었다.

[실시예 2]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탈염산품  800g을  얻었다.  이것에  실시예  1에서  얻은  제  2  결정  85g을 
첨가하여 정석원로료 했다.

이것은  비스페놀 A  40%,  o,  p'-체  0.8%,  그밖의 불순물 1.2%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 혼합물을 45℃
로  냉각해서  부가물  결정을  정출시키고,  원심분리기로  분리하여  결정을  같은  양의  페놀로  세척했다. 
360g의  결정이  얻어지고,  이것으로  부터  단리한   비스페놀  A는  o,  p'-체를  0.09%,  그밖의  부생물을 
0.2% 함유하고 있었다. 50% 알콜 용액의 색조는 APHA 10이고, 응고점은 156.7℃이엇었다.

분리기로 분리된 모액 및 세척페놀에 실시예 1에서 얻은 개열 유출물류를 첨가했다.

혼합물에  양이온  교환수지  앰버리스트  15을  50g  첨가하여  50℃에서  2시간  처리했다.  이  회수반응 생
성물로부터  촉매를  여과로  제거한  후,  감압하에  페놀을  제거하여   비스페놀  A  35%를  함유하는  액 
380g을 얻었다.

이  액은  o,  p'-체를  1.8%,  다른  불순물을 2.6%  함유하고 있었다.  이  액을  냉각하여 제  2  결정을 적
출시켜 원심분리기로 분리했다.

제 2  결정은 o,  p'-체를 0.7%,  다른 불순물을 0.8%  함유하고 있고,  수량은 135g이었다.  제 2  모액을 
실시예 1과 동일한 조작으로 처리하여 개열 유출물 52g을 얻었다.

[실시예 3]

실시예  2의  방법을  10회  반복했다.  페놀  750g과  아세톤  75g을  혼합하고,  염화수소를  불어넣어서 반
응시킨 반응 혼합물중에 생성한  비스페놀 A는 280g이었다.

o,  p'-체는   비스페놀  A에  대하여  2%,  그밖의  부생물  3%가  생성되었다.  탈염산품에  전환시험의 모액
에서 얻은 제 2 부가물 결정 170g을 첨가하고, 액상 혼합물로서 냉각하여 부가물결정을 적출했다.

결정을  페놀에서  세정한  후,  감압하에  탈페놀하여   비스페놀  A  280g을  얻었다.  50%  알코올  용액의 
색조는 APHA 4이고, 응고점은 156.8℃이었다.

그  비스페놀 A는 o, p'-체를 0.04%, 그밖의 불순물을 0.1%만 함유하고 있었다.

[실시예 4]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은 제  2  결정에서 페놀을 제거하여  비스페놀 A를  얻었다.  그   비스
페놀  A는  o,  p'-체를  1.1%,  그밖의  부생물을  1.4%  함유하고  있었다.  50%  알콜  용액의  색조는  APHA 
25이고, 응고점은 156.6℃이었다.

[실시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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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750g과  아세톤  75g을  혼합하고,  이것에  염화수소를  불어넣으면서  55℃로  8시간  반응을 실시했
다.

다음에  반응  혼합물을  감압하에서  가열하여  염산  및  생성된  물을  제거했다.  얻은  탈염산품의  조성은 
비스페놀 A 36.8%, o, p'-체 0.8%, 그밖의 불순물 1.0% 이었다.

다음에,  이  탈염산품을  45℃로  냉각하고,  부가물결정을  정출하고,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후  결정을 
같은 양의 페놀으로 세척하여 319g의 부가물 결정을 얻었다,

그  부가물결정을  170℃,  45mmHg의  조건으로  대부분의  페놀을  유출시키고,  잔류페놀을  수증기 스트리
핑에 의해 완전 제거하여  비스페놀 A  225g을 얻었다. 얻은  비스페놀 A는 o,  p'-체를 0.1%,  그밖의 
불순물을 0.2% 함유하고 있고, 50% 에탄올 용액의 하젠컬러는 10APHA이었다.

또,  응고점은  156.7℃이었다.  한편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모액과  세척페놀을  모아서  170℃,  15mmHg의 
조건하에  페놀을  제거했다.  얻은  조  비스페놀  A는  83g이고,   비스페놀  A  82.7%,  o,  p'-체  7.5%, 그
밖의 불순물을 9.0% 함유하고 있었다.

다음에  직경  15mm,  높이  250mm의  맥아혼패킹(MCMahon  Packing)  충전탑을  설치한  장치로  감압하에 저
비점물질 및  비스페놀 A를 유거했다.

이때  탑정  온도는  195℃,  증류가마  온도는  225℃이고,  압력은  3mmHg였다.  계속해서,  유출물을 동일
한 장치에 장치하여 탑정온도 180℃, 증류가마 온도 200℃, 압력 4mmHg로 저비점 물질을 유거했다.

가마에서 얻은 증류  비스페놀 A는 63g이고, o, p'-체를 1% 그밖의 불순물을 1.3% 함유하고 있었다.

저비점  물질과  고비점물질의  혼합물은  7g의   비스페놀  A,  5g의  o,  p'-체  및  7g의  기타  불순물을 함
유하고 있었다.

다음에  이  혼합물에  0.05g의  가성소다를  첨가하여  240℃  100mmHg으로  개열했다.  주로,  페놀과 파라
이소프로페닐페놀으로 구성되는 16g의 유출물을 얻었다.

[실시예 6]

실시예  5와  동일한  방법으로  탈염산품  800g을  얻었다.  이것에  실시예  5에서  얻은  증류   비스페놀  A 
63g을  첨가하고,  정석원료로  했다.  이  조성은   비스페놀  A  41.3%,  o,  p'-체  0.8%,  기타의  불순물 
1.0%이었다.  이  페놀  용액을  실시예  5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부가물  결정  398g을  얻었다.  페놀 제거
로 얻는  비스페놀 A는 o,  p'-체를 0.09%,  기타의 불순물을 0.2%  함유하고 있으며,  50%  에탄올 용액
의 하젠컬러는 10APHA이었다.

원심분리로  분리된  모액과  세척  페놀의  혼합물에  실시예  5에서  얻은  개열  유출물을  첨가하고, 양이
온  교환수지(Rohm  ＆  Hass  사제,  앰버리스트  15)  50g을  사용하고,  50℃에서  2시간  처리했다.  이 회
수반응  생성물의  혼합물로  부터  여과에  의해  수지를  제거하고,  실시예  5와  동일한  방법으로  페놀을 
제거했다. 106g의 조 비스페놀 A를 얻었다.

조 비스페놀 A는  비스페놀 A를 84.5%, o, p'-체를 6.7% 기타 불순물을 8.2% 함유하고 있었다.

다음에  실시예  5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비점  물질  및  고비점  물질을  분리했다.  증류   비스페놀  A는 
83g  얻어지고,  o,  p'-체  0.8%,  기타  불순물  1.1%의  조직이었다.  또,  저비점  물질과  고비점물질과의 
혼합물은 23g 얻어지고, 실시예 5와 동일한 조작을 실시하여 개열 유출물 19g을 얻었다.

[실시예 7]

실시예  6의  방법,  즉,  탈염산물  800g에  대하여  전회  시험에서  얻은  증류   비스페놀  A를  첨가하고, 
정석원료로서 부가물 결정에서  비스페놀 A를 얻었다.

모액에서는  전회  시험에서  얻은  개열  유출물이  첨가되고,  회수반응의  원료로했다.  이  방법을  10회 
반복했다.

얻은   비스페놀  A중의  o,  p'-체는  0.04%이고,  기타  불순물은  0.1%이고,  50%  에탄올  용액의 하겐컬러
는 5APHA이었다. 또, 응고점은 156.8℃이고, 극히 고순도의  비스페놀 A를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8]

주공정의  모액을  부공정의  탈페놀  공정,  즉,  조  비스페놀  A를  얻은  공정에서  처리하고,  개열 유출물
에  대하여  2배량의  페놀을  사용하여  촉매로서  앰버리스트  15를  5g  사용한  것을  제외하곤,  실시예 7
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스페놀 A를 얻었다.

이것은  o,  p'-체를  0.04%,  기타  불순물을  0.1%  함유하고,  50%  에탄올용액의  하젠컬러는  5APHA 이었
다. 또 응고점은 156.8℃이었다.

본  발명은  상기  구성을  취함으로서  반응  부생물의  대부분은  주공정과  부공정의  일부를  1회  통과하는 
것만으로  개열반응이  실시되고,  따라서  주공정에서의  순환  축적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으
로  억제되고,  각  공저의  오염은  최소한으로  된다.  또,  불순물의  순환이  없으므로  각  공정의 처리능
력은 최대한까지 높일 수 있다.

또,  트리스페놀,  폴리페놀의  일부로부터도  페놀과  파라이소페닐페놀이  회수되고,  부공정에서   비스
페놀  A로  전화되어  주공정으로  회수되므로  부공정으로부터는  주공정에서  배출된다.  제  1  모액중의   
비스페놀  A와  o,  p'-일체를  합한  양보다  다량의   비스페놀  A를  부가물의  형태로  주공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최종제품으로서  얻어지는   비스페놀  A는  주공정에서  생성되는   
비스페놀 A보다 실질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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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순도   비스페놀  A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1)  페놀과  아세톤을  반응시켜  제  1  반응액을  얻은 공
정, (2)  그 제 1  반응액에서 일부의 페놀 및/또는 촉매, 물을 제거하여 제 1  농도 조정액을 얻는 공
정,  (3)  그  제  1  농도  조정액을  냉각하여   비스페놀  A와  페놀  부가물의  제  1  슬러리를  얻는  공정, 
(4)  그  제 1  슬러리 고액 분리하여 제 1  결정과 제 1  모액을 얻는 공정,  및 (5)  그  제 1  결정에서 
페놀을  제거하여   비스페놀  A를  얻는  공저인  상기  5공정으로  구성되는  주공정과,  (6) 파라이소프로
페닐페놀과  페놀을  반응시켜  제  2  반응액을  얻는  공정,  (7)  그  제  2  반응액에서  일부의  페놀 및/또
는  촉매,  물을  제거하여  제  2  농도조정액을  얻는  공정,  (8)  그  제  2  농도  조정액을  냉각하여  제  2 
슬러리를 얻는 공정,  (9)  그 제 2  슬러리를 고액 분리하여 제 2  결정과 제 2  모액을 얻는 공정,  및 
(10)  그  제  2  모액을  처리하여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놀을  얻는  공정인  상기  5공정으로 구성되
는  부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주공정에서  부공정으로는  그  제  1  모액이  이동되고,  부공정에서 주공정
으로는 그 제 2 결정이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주공정의  제  1  모액을  부공정의  반응공정에  공급하고,  부공정의  제  2  결정을 주
공정의 농도조정 공정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주공정의  제  1  모액을  부공정의  농도조정  공정에  공급하고,  부공정의  제  2 결정
을 주공정의 농도조정 공정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주공정의  제  1  모액을  부공정의  반응공정에  공급하고,  부공정의  제  2  결정을 주
공정의 분리공정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주공정의  제  1  모액을  부공정의  농도조정  공정에  공급하고,  부공정의  제  2 결정
을 주공정의 분리공정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주공정의  제  1  모액을  부공정의  반응공정에  공급하고,  부공정의  제  2  결정을 주
공정의 탈페놀공정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주공정의  제  1  모액을  부공정의  농도조정  공정에  공급하고,  부공정의  제  2 결정
을 주공정의 탈페놀공정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8 

고순도의  비스페놀  A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1)  페놀과  아세톤을  산촉매의  존재하에  반응시켜 얻
은 생성물의 혼합물에서 산촉매를 제거하여 제  1  페놀  용액을 얻는 공정,  (2)  그  제  1  페놀  용액을 
냉각해서  비스페놀  A와  페놀  부가물의  슬러리를  얻는  공정,  (3)  그  슬러리를  고액분리하여  부가물 
결정과 모액을 얻는 공정,  및  (4)  그  부가물결정으로 부터 페놀을 제거하여 비스페놀 A를  얻는 공정
인  상기  4개의  공정으로  구성되는  주공정과,  (5)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놀을  산촉매의  존재하에 
반응시켜  얻는  생성물의  혼합물에서  산촉매를  제거하여  제  2  페놀  용액을  얻는  공정,  (6)  그  제  2 
페놀  용액에서  페놀을  제거하여  조비스페놀  A를  얻는  공정,  (7)  그  조비스페놀  A에서  저비점  물질 
및  고비점물질을  증류에  의해  분리하여  증류  비스페놀  A를  얻는  공정,  및  (8)  그  분리된  저비점 물
질  및  고비점  물질을  처리하여  파라이소프로페닐페놀과  페놀을  얻는  공정인  상기  4개  공정으로 구성
되는  부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주공정의  상기  (3)  공정으로  부터는  모액이  부공정으로  이동되고, 부
공정으로부턴  증류비스페놀  A가  주공정의  상기(2)  공정으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스페놀 A
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모액을  부공정의  반응원료로서  상기  (5)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페놀 A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모액을  부공정의  상기(6)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스페놀  A의 제
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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