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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p,p-1 비스페놀 A를 용융상태로부터 증류시켜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로부터 p,p수득한 비스페놀 A 용융물은 고도의 열 안정성, 저장 안정성 및 착색 안정성이 있으며, 고비점 성분이
없고, 표면 활성제, 증류되지 않은 물질, 염, 산 또는 중합체 성분과 황 함유 성분을 전혀 함유하지 않
으며, o,p-BPA 및 페놀이 제거 되었고, 저비점 성분은 극미량이 검출될 뿐이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초순수 비스페놀 A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본 건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 통상적인 BPA제조공정으로 제조하거나 BPA의 플레이크, 분말 또는 팰릿을 용융시켜 제조하며, p,p비스페놀 A의 함량이 90%이상이고 페놀 함량이 10%미만인 비스페놀 A 용융물을 이덕트(educt)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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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류시키고, (b) 이러한 용융물의 증류과정은 안정화제를 가하지 않고 불활성 조건하에 수행하며,
(c) 증류는 p,p- 비스페놀 분해를 통한 손실이 0.5%미만으로 되도록 수행하고, (d)증류는 220내지 250℃
의 온도에서 수행하며, (e)증류는 1내지 50mbar의 진공하에 수행하고, (f)증류는 2단계로 수행하며, (g)
우선 (g,1)Mol 402 인단 및 트리스페놀과 같은 고비점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어서 (g,2) 금속 분
말, 금속 이온 및 미량의 염, 미량의 산, 촉매의 중합체성 잔사, 촉매의 올리고머성 잔사 및 기타 비증
류성 고분자량 화합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g,3)표면 활성 화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g,4) o,p-BPA,
알킬페놀, 미량의 페놀 및 미량의 크로만과 같은 저비점 성분 이외에도 머캅토프로피온산과 같은 황함유
저비점 성분을 제거하거나 크게 감소시키며, 이어서(g,5) 저비점 성분, 페놀 및 고비점 성분을 함유하
며, p,p- 비스페놀 A함량이 92%를 초과하는 농축 용융 용액을 재순환 스트림으로서 공정으로 귀환시키
고, (h)저비점 성분을 함유하는 농축BPA 용융 용액5% 이하와 고비점 성분을 함유하는 농축 BPA용융 용액
10%이하를 공정으로 이송하며, (i) 증류된 p,p-BPA와 혼합된 이송 생성물에 함유된 저비점 성분과 고비
점 성분를 재순환 스트림으로부터 공정으로 귀환 시키고 재배열한 다음 부분적으로 회수하며, (j)증류된
p,p-비스페놀A를 기타 물질이 제거된 안정한 저부 생성물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후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초순수 비스페놀A의 제조방법.
청구항 2
p,p-BPA함량이 99.98중량%를 초과하며o,p-BPA 함량이 10ppm 미만인,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용융물 또는 고체 형태의 p,p-비스페놀 A.
청구항 3
이송 가능하며 16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보관 가능하고 열안정성과 착색 안정성이 있는 중합체를 제조
하기 위한 액체 중간 생성물로서의, 제1항의 따라 정제된 p,p-비스페놀 A의용도.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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