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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철-안티몬-몰리브덴함유 산화물 촉매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미소결정 크기가 100Å이상인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포함하는, 하기 실험식으로 표시되는 산화 
반응용 철-안티몬, 몰리브덴-함유 산화물 촉매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식에서, L은 Bi 및 Te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 M은 Cu, Mg, Zn, 
La, Ce, Al, Cr, Mn, Co, Ni 및 Sn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며, N은 
Be, Ca, Sr, Ba, Y, Pr, Nd, Th, U, Ti, Zr, Hf, Nb, Ta, Re, Ru, Os, Rh, Ir, Pd, Pt, Ag, Au, Cd, Al, 
Ga, In, Ge 및 Pd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 Q는 V 및 W로 이루어진 그
룹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며 ; R은 Li, Na, Rb, Cs 및 Ti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 T는 B, P, As 및 Se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
내며, a, b, c, d, e, m, n, q, r, t 및 x는 각각, 원자비를 나타내며 a는 10이고, b는 5 내지 60이며, 
c는 5 내지 30이고, d는 0.01 내지 10이며, e는 0.01 내지 5이고, m은 0 내지 30이며, n은 0 내지 10이
고, q는 0 내지 5이며, r은 0 내지 3이고, t는 0 내지 5이며, x는 상기에 언급한 성분들을 합하여 제조
한 산화물에 상응하는 측정된 산소 원자의 수를 나타낸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철-안티몬-몰리브덴 함유 산화물 촉매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유기 화합물의 산화 반응, 암모산화 반응(ammoxidation reaction) 및 산화적 탈수소 반응과 
같은 반응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에 적합한 활성 및 물리적 특성을 갖는 철-안티몬-몰리브덴 함유 산화
물 촉매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기 화합물의 산화 반응, 암모산화 반응 및 산화적 탈수소 반응에 사용하기 위한 촉매로서 다수의 촉매
들이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면, 몰리브덴 및 비스무트를 함유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JP-B 제36-3563(본
원에서 사용된 용어 JP-B는 심사된 일본국 특허공보를 의미한다)(미합중국 특허 제2,941,007호에 상응
함),  JP-B  제36-5870호(미합중국 특허 제2,904,580호),  JP-B  제38-17967호(미합중국 특허 제3,226,422
호), JP-B 제47-27490호(미합중국 특허 제3,959,384호), JP-B 제48-43096호(미합중국 특허 제3,766,092
호), JP-B 제51-33888호(미합중국 특허 제4,503,001호), JP-B 제53-23813호(미합중국 특허 제3,894,091
호),JP-A 제55-13187호(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JP-A는 심사되지 않은 일본국 특허원을 의미한다)(미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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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특허 제4,212,760호에 상응함) 및 JP-B 제60-36812호(미합중국 특허 제4,377,534호 및 제4,600,541호
에 상응함)에 기술되어 있다. 몰리브덴 및 텔루륨을 함유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JP-B 제37-11008호(미합
중국 특허 제3,164,626호) 및 JP-B 제39-8214호(영국 특허 제1,016,031호)에 기술되어 있다. 안티몬 및 
주석을 함유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JP-B 제37-14075호(미합중국 특허 제3,269,957) 및 JP-B 제47-40985호
에  기술되어  있다.  안티몬  및  우라늄을  함유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JP-B  제40-24367호(미합중국  특허 
제3,308,151호) 및 JP-B 제47-19764호에 기술되어 있다. JP-A 제56-97550호(유럽 특허 제32,618B호에 상
응함)에는 금속 안티모네이트 성분 및 비스무트 몰리브데네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촉매가 제안되어 있다.

또한, 안티몬 및 철을 필수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JP-B 제38-19111호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한 촉매들에 대한 다수의 개질 작업이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JP-B 제45-32685호(미합중국 특허 
제3,542,843호),  JP-B  제46-2804호(미합중국  특허  제3,668,147호),  JP-B  제46-2805호(미합중국  특허 
제3,591,620호),  JP-B  제46,2806호,  JP-B  제46,2807호,  JP-B  제46-3564호,JP-B  제47-19765호(미합중국 
특허  제3,716,496호),  Jp-B  제47-19766호,  JP-B  제47-19767호,  JP-B  제53-18014호(미합중국  특허 
제3,988,359호 및 제4,083,804호) 및 JP-B 제57-26592호(미합중국 특허 제4,370,279호)에는 선행기술의 
촉매를 개선시킨 촉매가 제안되어 있다.

또한,  JP-A  제57-114560호,  JP-A  제60-90044호,  JP-B  제62-46538호(미합중국 특허  제4,309,361호)  및 
JP-A  제3-26342호[미합중국  특허원  제07/540,729호(출원일:  1990년  6월  20일)  및  유럽  특허공보 
제404,529A1호]에는 안티몬 및 철을 함유하는 촉매가 제안되어 있다.

한편,  상기한  촉매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JP-B  제42-22476호(미합중국  특허 
제3,341,971호),  JP-B  제47-18722호(미합중국 특허 제3,657,155호),  JP-B  제47-18723호(미합중국 특허 
제3,686,138호) 및 JP-B 제52-42552호(미합중국 특허 제4,049,575호)에 기술되어 있다. 

제품의 공업적 산출량이 특히 본 발명이 속하는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롤레인 및 메타크릴로니트릴의 제
조분야에서 다량이기 때문에, 목적생성물 수율의 작은 1% 증가분 또는 촉매강도와 같은 촉매의 물리적 
특성의 작은 증가분은 주목할만한 상업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반응
에 사용될 촉매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통상의 촉매는,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불충분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며, 재생성이 불량하고, 촉매
가 활성과 물리적 특성 모두를 항상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다수의 단점이 있다. 위에서 기술한 통상적
인 촉매들 중에서, JP-B  제53-18014호(미합중국 특허원 제07/540,729호 및 유럽 특허공보 제404,529A1
호)에 기술된, 철 및 안티몬을 함유하는 촉매는 매우 우수하고 다수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위에
서 기술한 촉매가 JP-B 제[53-18014호에서와 같이 비교적 다량의 몰리브덴 성분을 함유할 경우, 예를 들
면, 위에서 기술한 특허문헌의 실험 실시예(촉매 17 및 18, 및 촉매 22)에 기술된 바와 같이 목적 생성
물인 아크릴로 니트릴의 수율은 저하된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촉매가 JP-A 제3-26342호에서와 같이 비
교적 다량의 인 성분을 함유할 경우, 예를 들면, 위에서 기술한 특허문헌의 실험 실시예(실시예 7 및 8)
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올레핀계 탄화수소의 암모산화에 의해 수득된 생성물의 수율은 저하된다.

본 발명은 몰리브덴 함량이 비교적 높은 철-안티몬 함유 촉매의 활성 및 물리적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진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촉매 활성과 물리적 특성이 매우 우수한, 유기 화합물의 증기상 촉매 산화 반응(통상
적인 산화반응, 산화적 탈수소 반응 및 암모산화 반응 포함)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철-안티몬-몰리브덴 
함유 산화물 촉매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재생성을 양호하게 제공할 수 있는 용이한 공정을 사용하여 철-안티몬-몰리브
덴 함유 촉매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철-안티몬-몰리브덴 함유 촉매계내에 알칼리 성분이 존재하는 것은, JP-B 제57-26592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해, 촉매가 비교적 다량의 몰
리브덴 성분을 함유할 경우, 알칼리 금속 원소, 특히 칼륨이 존재하면 놀랍게도 촉매 성능에 대해 악영
향을 미치기보다는 유리한 영향을 미치며, 목적 생성물의 수율을 개선시키고, 우수한 활성 및 물리적 특
성을 갖는 촉매를 수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발명은 이러한 발견을 기초로 수행되어진 
것이다.

즉 본 발명은, 하나의 양태에서 결정 크기가 100Å이상인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산화물 촉매인, 다음 
실험식의 산화반응용 철-안티몬-몰리브덴 함유 산화물 촉매 조성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1

상기식에서, L은 Bi 및 Te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고, 

M은 Cu, Mg, Zn, La, Ce, Al Cr, Mn, Co, Ni 및 Sn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
바람직하게는, Mg, Zn, Ce, Cr, Mn, Co 및 Ni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며, 

N은 Ca, Sr, Ba, Y, Pr, Nd, Th, U, Ti, Zr, Hf, Nb, TA, Re, Os, Rh, Ir, Pd, Pt, Ag, Au, Cd, Ga, In, 
Ge 및 Pb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고, 

Q는 V 및 W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며, 

R은 Li, Na, Rb, Cs 및 T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바람직하게는 Li, N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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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고, 

T는 B, P, As 및 Se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바람직하게는, B 및/또는 P)이
며, 

a, b, c, d, e, m, n, q, r, t 및 x 는 각각 원자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a가 10인 경우, b는 5내지 
60(바람직하게는 6 내지 30, 보다 바람직하게는 7 내지 25)이고, c는 5내지 30(바람직하게는 6 내지 20, 
보다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0)이며, d는 0.01 내지 10(바람직하게는 0.1 내지 8, 보다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3이며 d/c는 0.5이하)이고, e는 0.01 내지 5(바람직하게는 0.02 내지 2, 보다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1.5)이며, m은 0 내지 30(바람직하게는 0 내지 20)이고, n은 0 내지 10(바람직하게는 0 내지 5)이
며, q는 0 내지 5(바람직하게는 0 내지 4)이고, r은 0 내지 3(바람직하게는 0 내지 2.5)이며, r는 0 내
지 5(바람직하게는 0 내지 4)이고, x는 위에서 기술한 성분들을 혼합시킴으로써 형성된 산화물에 상응하
는 측정된 산소원자의 수이다.

본 발명은 또다른 양태에서 안티몬산철(i), 몰리브덴(ii), 비스무트 및 텔루륨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
의 원소(iii) 및 칼륨(iv)을 주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 또는 상기한 주성분[(i), (ii), (iii) 
및 (iv)] 및 위에서 기술한 실험식에서 M, N, Q, R 및 T로 나타낸 촉매 성분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v)를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를 제조하고, 이러한 슬러리를 건조시키고, 건조된 
물질을 하소시킴을 포함하여, 산화반응용 철-안티몬-몰리브덴 함유 산화물 촉매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의 중요 양태는 위에서 기술한 촉매 조성물이 위에서 기술한 범위내의 양의 Fe, 
Sb, Mo, L(즉, Ni 및 Te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 및 K 원소를 주성분으로서 함유하고, 크기가 
100Å이상인 안티몬산철 미결정(crystallite)이 결정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데 있다. 안티몬산철이 촉
매 조성물 중에서 결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성분들이 위에서 기술한 범위내의 양으로 
존재할지라도,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저하되고 촉매의 물리적 특성이 불량해진다.

촉매 조성물 중의 Fe 성분의 비율이 위에서 기술한 하한치 미만인 경우에는 촉매 활성이 저하되며, 이러
한 비율이 상한치 이상인 경우에는 목적 생성물의 선택성이 저하된다. Sb 성분의 비율이 위에서 기술한 
하한치 이하인 경우에는 목적 생성물의 선택성이 저하되는 반면, 상기 비율이 상한치 이상인 경우에는 
촉매 활성이 저하되며 물리적 특성이 불량해진다. 적합하 활성을 갖는 촉매는 Mo 성분의 비율이 위에서 
기술한 하한치 미만이거나 상한치 이상일 경우 수득할 수 없다. L 성분(Bi 또는 Te 성분)은 목적 생성물
의 수율을 증가시킨다. 촉매 조성물이 이러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기체의 형성이 증
가된다. Bi 성분 및 Te 성분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K 성분의 비율이 위에서 기술한 하한치 미만일 
경우에는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저하되는 반면, 이러한 비율이 상한치 이상일 경우에는 반응속도가 상당
히 저하되며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감소된다. 이러한 특성은 칼륨에 대해서는 독특한 것이지만 다른 알
칼리 금속원소는 이러한 특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른 M, N, Q, R 및 T 성분은, 반응속도, 부산물의 
형성비 및 촉매의 물리적 특성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절절히 선택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P를 T 성분으로서 사용할 경우, P/Fe 원자비는 0.3 이하, 바람직하게는 0.2 이하이다. 또한, P/Sb 원자
비는 0.15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FeSbO4, FeSb2O4, FeSb2O6 및 FeSb5O12와 같은 각종 안티몬산철이 공지되어 있으며, FeSbO4가 가장 널리 공

지되어 있다. 본 발명은 임의의 공지된 안티몬산철을 포함하지만,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 중의 안티몬산
철은 FeSbO4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티몬산철의 구조는, 예를 들면,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X-선 

회절 데이터에 의해 공지되어 있다[참조 : J. Korinth, P. Royen, Z. Anorg. Allg. Chem., 340, 146-157 
(1965)].

본 발명에 촉매 조성물 중의 결정성 안티몬산철의 존재는 X-선 회절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원에서 사
용된 용어결정성 안티몬산철은 순수한 안티몬산철 뿐만 아니라 각종 원소가 용해된 고체 용액의 형태로 
존재하는 안티몬산철도 포함한 의미이다. 또한, Fe 성분 및 Sb 성분 모두가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 Fe 성분 또는 Sb 성분 분획은 유리 형태 또는 기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결정성 안티몬산철의 존재는 위에서 기술한 X-선 회절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결정은 소정의 크기 이
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미결정의  크기는,  예를  들면,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쉐러의  방법(Sherrer's 
method)에 의해 X-선 회절의 결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참조 : Harold P. K. 및 Leroy E. A., X-Ray 
Diffraction Procedures, John Wiley  Son Inc., New York, page 511(1954)]. 안티몬산철의 주요 피이크 
2θ=35.0°는 미결정의 크기 D101[Å]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미결정의 크기는 하기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상기식에서, D101은 미결정의 크기 [Å][(101)면에 대해 수직한 미결정의 크기]이고, λ는 사용된 측정용 

X-선의  파장(Å)[CuKa1선이  사용됨]이며,  β는  회절의  적분  라인  폭(rad.)이고,  θ는  회절의  브레그 

각(Bragg angle)이다. 

이러한 측정시에는,  케이.  케이.  리가쿠 앤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K.K.  Rigaku  and  Application 
Software)의 미결정 크기 및 격자 변형 분석 시스템(Crystallite  Size  and  Lattice  Strain  Anay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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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 의해 제조된 RINT 1100을 사용하여 다음 조건하에서 측정한다 : 

크기가 350 내지 500메쉬인 석영 모래를 표준 샘플로서 사용한다. 

안티몬산철의 미결정 크기는 100Å 이상, 바람직하게는 200Å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300 내지 1,000Å
이다. 안티몬산철의 미결정 크기가 위에서 정의한 크기 이상인 경우, 목적 생성물의 수율은 일반적으로 
저하되고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의 형성이 증가된다.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은 캐리어의 부재하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촉매 조성물을 적합한 캐리어에서 지
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캐리어의 예에는 실리카, 알루미나, 실리카-알루미나, 티타니아, 실
리카-티타니아, 지르코니아 및 탄화규소, 바람직하게는 실리카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을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예비 제조한 다음 다른 성분들과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철 화합물을 안티몬 화합물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가열하여 반응시킴으로써 제조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제조하는 방법의 예에는 (1) 예를 들면,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산화제이철을 삼산화안티몬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공기중에서 하소시키는 방법[참조 : 
Von J. Korinth and P. Royen, Z. Anorg. Allg. Chem., Vol. 340, pp. 146-157(1965)] ; (2) 예를 들면,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질산철을 삼산화안티몬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공기중에서 하소시키
는  방법[참조  :  I.  Aso,  S.  Furukawa,  N.  Yamazoe  and  T.  Seiyama,  J.  Catal.,  Vol.  64,  pp.  29-
37(1980)] ; (3)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 3,686,138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질산철을 안티
몬산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하소시키는 방법 ; (4)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 3,657,155호에 기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질산철, 삼산화안티몬 및 임의로 질산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를 제조하고 가열시
키거나 추가로 건조 및 하소시키는 방법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티몬산철을 제조하는 방법은 위에서 기
술한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방법(4)에서, 수성 슬러리를 균일하게 교반하면서 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 10분 내지 50시간 동
안 가열 온도는 약 40 내지 약 150℃, 바람직하게는 약 80 내지 약 100℃이다. 바람직하게는, 슬러리의 
pH를 열처리 전에 약 7 이상으로 조절하지 않으며, 약 1 내지 약 4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4)에서, 철 화합물과 안티몬 화합물의 혼합물의 하소는 300 내지 1,200℃,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1,000℃에서 0.5 내지 50시간 동안 수행한다. 위에서 기술한 제조방법 중에서, 방법 (4)가 특히 바람직
하다. 안티몬산철을 제조하는 동안 철 및 안티몬 이외의  소량의 기타 성분이 공존할 수 있다.

출발물질로서 사용할 수 있는 철 화합물의 예에는 산화철(예: 산화제일철, 산화제이철 및 사산화삼철) ; 
무기산의 철염(예: 염화제일철, 염화제이철, 질산제일철 및 탄산철) ; 유기산의 철염(예: 옥살산철 및 
시트르산철) ; 및 질산에 용해된 철이 포함된다.

안티몬 화합물의 예에는 삼산화안티몬, 사산화안티몬, 오산화안티몬, 안티몬산, 폴리안티몬산, 안티몬산
나트륨, 안티몬산칼륨, 삼염화안티몬 및 오염화안티몬이 포함된다.

결정성 안티몬산철이 생성되었는지의 여부는 X-선 회절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득된 결정성 안티몬산철, 몰리브덴 성분에 대한 원료 물질, 칼륨 성분에 대한 원료물질, 비스
무트 및 텔루륨 성분에 대한 원료물질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성분 및 임의로 M, 
N, Q, R 및 T 성분에 대한 원료 물질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수
성 슬러리를 제조한다. 후속적으로, 슬러리를 건조시키고 하소시켜 촉매 조성물을 수득한다. 건조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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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약 400 내지 약 800℃, 바람직하게는 약 500 내지 약 750℃에서 약 10분 내지 약 20시간, 바람직하
게는 약 0.5내지 약 10시간 동안 수행한다.

몰리브덴 성분에 대한 원료 물질의 예에는 삼산화몰리브덴, 몰리브덴산, 몰리브덴산염(예: 파라몰리브덴
산암모늄 및 메타몰리브덴산암모늄), 포스포몰리브덴산 및 이의 염이 포함된다.

비스무트 성분에 대한 원료 물질의 예에는 비스무트 원소, 삼산화비스무트, 질산비스무트, 황산비스무
트, 탄산 비스무트 및 수산화비스무트가 포함된다.

텔루륨 성분에 대한 원료 물질의 예에는 텔루륨 원소, 이산화텔루륨, 삼산화텔루륨, 텔루르산 및 질산텔
루륨이 포함된다.

칼륨 성분에 대한 원료 물질의 예엣는 산화칼륨, 수산화칼륨, 질산칼륨 및 탄산칼륨이 포함된다.

실험식 중의 M, N, Q, R 및 T에 대한 출발물질을 산화물, 수산화물, 질산염, 탄산염 또는 유기산의 염 
형태로 사용한다.

캐리어에 대한 원료 물질의 예에는 실리카 졸, 실리카 하이드로겔, 열분해법 실리카, 알루미나 졸, 알루
미나 분말, 티타니아 졸 및 티타니아 분말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의 특히 바람직한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다.

(1) 먼저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제조하고, pH가 5 이하이고 위에서 제조한 결정성 안티몬산철과 몰리브덴 
화합물의 혼합물, 비스무트 화합물 및 텔루륨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
물, 칼륨 화합물 및 임의로 캐리어에 대한 원료 물질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를 제조한 다음, 건조시키
고 하소시키는 방법.

(2) 먼저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제조하고, pH가 7 이상이고 위에서 제조한 결정성 안티몬산철과 몰리브덴 
화합물의 혼합물, 비스무트 화합물 및 텔루륨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
물, 칼륨 화합물 및 임의로 캐리어에 대한 원료 물질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를 제조한 다음, 건조시키
고 하소시키는 방법.

(3) 먼저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제조하고, pH가 6 이상이고 위에서 제조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몰리브덴 
화합물, 비스무트 화합물 및 텔루륨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 칼륨 
화합물, 킬레이트제 및 임의로 캐리어에 대한 원료 물질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를 제조한 다음, 건조시
키고 하소시키는 방법.

(4) 먼저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제조하고; pH가 6 이상이고 위에서 제조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몰리브덴 
화합물, 킬레이트제 및 임의로 캐리어에 대한 원료 물질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를 제조한 다음; 비스모
트 화합물 및 텔루륨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수성 슬러리에 가하
고; 위에서 기술한 성분들 및 칼륨 화합물을 함유하는 생성된 수성 슬러리를 건조시킨 다음 하소시키는 
방법(여기서, 칼륨 화합물은 상기 당계 중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가할 수 있다).

(5) 먼저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제조하고; 철 화합물, 킬레이트제 및 임의로 비스무트 화합물 및 텔루륨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pH가 6 이상이고 위에서 제조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몰리브덴 화합물, 비스무트 화합물 및 텔루륨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 및 임의로 캐리어에 대한 원료 물질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에 가한 다음; 위에서 기술
한 성분들 및 칼륨 화합물을 함유하는 생성된 수성 슬러리를 건조시키고 하소시키는 방법(여기서, 칼륨 
화합물은 상기 단계 중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가할 수 있다).

실리카 졸을 캐리어 물질로서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 (1), (3), (4) 또는 (5)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슬러리가 제조방법(3), (4) 및 (5)에서와 같이 킬레이트제를 함유하는 경우, 슬러리의 겔화
가 억제되므로 슬러리는 저점도로 유지되고 슬러리의 특성이 안정화된다. 그 결과로서, 수득된 촉매의 
강도가 크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킬레이트제의 첨가에 의해 생성되는 효과의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슬러리의 겔확 억제된다는 것이다.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킬레이트제는 실리카 졸입자의 하전
을 중화하는 금속 이온을 억제하기 위한 제제의 제조시 금속 이온으로서 제공된다.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킬레이트제의 예에는 아민(예: 에틸렌디아민, 트리메틸렌디아민, 트리에탄올아민 
및 피리딘); 아미노폴리 카복실산(예: 에틸렌디아민디아세트산,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 및 니트릴
로트리아세트산); 폴리카복실산(예: 옥살산, 숙신산, 말레산, 푸마르산 및 디글리콜산); 하이드록시 카
복실산(예: 락트산, 말산, 타르타르산, 시트르산 및 글루콘산); 황 화합물(예: 티오글리콜산, 티오디글
리콜산 및 머캅토프로판올); 아미노산(예: 글리신 및 알라닌); 케톤(예: 아세틸아세톤 및 아세토닐아세
톤); 포스폰산(예: 포스포노프로판-1,2,3-트리카복실산)이 포함된다.

첨가하는 킬레이트제의 양은, 궁극적으로 수득되는 산화물 촉매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0중량%이다.

본 발명의 촉매를 고정상 또는 유동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정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촉매를 제조하는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제조한 수성 슬러리를 건조시
키거나, 건조시킨 다음 하소시키고, 생성된 물질을 펠릿화(pelletizing) 또는 사출시킴으로써 성형한다.

유동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촉매를 제조하는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제조한 수성 슬러리, 특히 실
리카 캐리어 물질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를 분무 건조시켜 미세한 구형 입자로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방법(1) 또는 (3) 또는, 방법(3)과 방법(4) 또는 (5)의 조합으로 제조한 
수성 슬러리가 바람직하다. 슬러리의 분무건조는 회전식 디스크형, 고압 노즐형 또는 2-유체 노즐형 건
조기와 같은 모든 통상적인 분무 건조기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유동상 하소제를 하소시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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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촉매 입자의 크기는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고정상에 사용되는 촉매입자의 입
자 크기는 일반적으로 2 내지 10mm이고 원통형 또는 구형 형태이다. 유동상에 사용되는 촉매 입자의 입
자크기는 일반적으로 10 내지 150μm이다.

본 발명의 촉매는 유기 화합물의 산화 반응, 즉 산화 반응, 암모산화 반응 및 산화적 탁수소 반응, 및 
특히 올레핀성 탄화수소 또는 알콜의 암모산화 반응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반응을 적용할 수 있는 유기 화합물의 예에는 프로필렌, 이소부텐, 메탄올, 메틸알, 디메틸 에테
르, 3급 부탄올, 메틸 3급-부틸 에테르, 부텐, 아크롤레인, 메트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 및 아세트 
알데히드가 포함된다. 상응하는 알데히드, 니트릴 및 디엔을 고수율로 수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크
롤레인은 프로필렌을 산화시켜 수득할 수 있다. 메트아크롤레인은 이소부텐 또는 3급-부탄올을 산화시켜 
수득할 수 있다. 시안화수소산은 메탄올을 암모산화시켜 수득할 수 있다. 아세토니트릴은 에탄올을 암모
산화시켜 수득할 수 있다. 아크릴로니트릴은 아크롤레인을 암모산화시켜 수득할 수 있다. 메트아크릴로
니트릴은 메트아크롤레인을 암모산화시켜 수득할 수 있다.  아크릴로니트릴은 프로필렌을 암모산화시켜 
수득할 수 있다. 아크릴로니트릴은 이소부텐 또는 3급-부탄올을 암모산화시켜 수득할 수 있다. 메틸 3급 
-부틸 에테르를 암모산화시켜 메트아크릴로니트릴 및 시안화수소산을 수득한다. 부타디엔은 부텐을 산화
적 탈수소 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아크릴로니트릴 및 시안화수소산은 프로필렌 및 메탄올을 공암모산화(coammoxidation)시켜 동시에 
제조할 수 있다. 메트아크릴로 니트릴 및 시안화수소산은 이소부텐 및 메탄올을 공암모산화시켜 동시에 
제조할 수 있다.

이들 반응을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수행할 수 있다. 출발 유기 화합물 1 내지 50용적% 및 산소 1 내지 50
용적%를 포함하는 혼합 기체를 250 내지 500℃의 온도에서 대기압 내지 5atm의 압력하에 반응시킨다. 암
모산화 반응을 수행하는 경우, 출발 혼합 기체는 출발 유기 화합물 및 산소 이외에 암모니아 1 내지 50
용적%를 추가로 함유한다. 접촉시간은 0.1 내지 20초이다. 반응을 고정상 또는 유동상에서 수행할 수 있
다.

유기 화합물의 산화, 암모산화 및 산화적 탈수소 반응에 사용되는 철-안티몬 함유 산화물 촉매가 다량의 
몰리브덴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촉매 활성이 보다 낮은 반면, 본 발명에 따라, 비교적 다량의 몰리브덴 
성분을 함유하고 우수한 활성 및 또한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철-안티몬 함유 촉매 조성물을 수득할 
수 있고, 촉매 조성물을 우수한 재생성으로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은 공급 기체 중의 산소/출발 예: 화합물의 몰 비가 낮더라도, 즉 출발 유기 화합
물의 농도가 높더라도 고선택율 및 고반응속도로 목적 생성물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촉매 조성
물은 실제로 산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을 이제 다음 실시예를 참고로 하
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지만, 이들 실시예는 어떤 식으로든지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실시예 1]

실험식 Fe10Sb10Mo8.5Bi1.5K0.2Ni5B0.75P0.55O75.35(SiO2)45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1).

[슬러리(A)의 제조]

질산(비중 : 1.38) 930.5g을 물 843ml와 혼합하고, 혼합물을 가열한 다음 여기에 전해철 분말 104.7g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함으로써 용해시킨다. 삼산화안티몬 분말 324.4g을 칭량하고 위에서 제조한 철의 
질산 용액을 가한다. 생성된 슬러를 잘 교반하면서 100℃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다. 슬러리 중의 고체를 
X-선  회절법으로  조사한  결과,  결정성  안티몬산철이  형성되었음이  발견되었다.  물  194ml  중의  붕산 
10.2g의 용액을 교반하면서 슬러리에 가한 다음, 여기에 인산의 85중량% 수용액 8.9g을 가한다. 이렇게 
수득된 슬러리는 회전식 디스크형 분무 건조기(입구온도 및 출구온도를 각각 320℃ 및 160℃로 조절한
다)를 사용하여 분무 건조시킨다. 생성된 입자를 250℃에서 열처리하고 950℃에서 3시간 동안 하소시킨
다. 하소된 입자 400g을 물 600ml에 가하고 볼 분쇄기(ball mill) 속에서 16시간동안 분쇄하여 수성 슬
러리(40중량%)를 제조한다. 생성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를 슬러리(A)로서 언급한다.

[슬러리(B)의 제조]

인산의 85중량% 수용액 3.3g을 20중량% 실리카 졸 1,915g에 가한다. 물 640ml에 용해된 파라몰리브덴산
암모늄 212.5g의 용액을 교반하면서 상기 용액에 가한다. 후속적으로, 물 210ml 중의 질산니켈 210.1g의 
용액, 물 88ml 중의 질산철 87.6g의 용액, 물 14.5ml 중의 질산칼륨 2.9g의 용액 및 10중량% 질산 105ml 
중의 질산비스무트 105.2g을 순서대로 상기 용액에 가한다. 생성된 슬러리의 pH는 0.9이다. 슬러리를 환
류하에 100℃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한다. 생성된 슬러리를 슬러리(B)로서 언급한다.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A) 831.1g을 교반하면서 상기 슬러리(B)에 가한다. 혼합물은 회전식 디
스크형 분무 건조기(입구 온도 및 출구 온도를 각각 320℃ 및 160℃로 조절함)를 사용하여 분무 건조시
킨다. 생성된 입자를 250℃에서 열처리하고, 400℃에서 2시간동안 하소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530℃에서 
3시간 동안 하소시킨다. 촉매 중의 안티몬산철의 결정 크기는 581Å이다.

[실시예 2]

열처리 전에 슬러리(B)에 수성 암모니아(15중량%)를 가하여 pH를 9.5로 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촉매 1과 동일한 조성의 촉매를 제조한다(촉매 2).

[실시예 3]

실험식 Fe10Sb10Mo0.85Bi1.5K0.2Ni5B0.75P0.55O71.2(SiO2)45의 촉매를 다음 방식으로 제조한다(촉매 3).

입자의 하소를 900℃에서 3시간 동안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조방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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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방법으로, 결정성 안티몬산철 및 인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제조한다. 몰리브덴, 인, 
비스무트, 칼륨, 니켈, 철 및 마그네슘 성분 및 실리카 졸을 함유하는 슬러리를 실시예 2의 슬러리(B)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위에서 기술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와 혼
합한다. 목적하는 촉매를 실시예 1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실시예 4]

실험식 Fe10Sb25Mo8.5Bi1.5Te3K0.3Ni5.5W0.5B1.0O119.85(SiO2)45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4).

[슬러리(A)의 제조]

질산(비중 : 1.38) 838.1g과 물 759ml와의 혼합물, 물 234ml 중의 전해성 철 분말 94.3g, 삼산화안티몬 
분말 730.1g 및 붕산 12.3g의 용액, 및 35중량%의 과산화수소 용액 259ml 중에 원소 텔루르 분말 76g을 
가열하면서 용해시킴으로써 수득한 용액을 제조한다. 입자를 850℃에서 3시간 동안 하소시키는 것을 제
외하고는,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함유하는 수성 슬
러리(40중량%)를 제조한다.

[슬러리(B)의제조]

물 452ml 중의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150.5g의 용액을 20중량%의 실리카졸 1356g에 교반하면서 가한다. 
이어서, 물 262ml  중의 파라텅스텐산암모늄 13.1g의 용액, 물 164ml  중의질산니켈 163.7g의 용액, 물 
62ml 중의 질산 철 62.0g, 물 10ml 중의 질산칼륨 2,0g의 용액 및 10중량%의질산 74.5ml 중의 질산비스
무트  74.5g의  용액을  차레로  가한다.  생성된  용액에  시트르산  24g을  용해시키고,  여기에  수성 
암모니아(15중량%)를 가하여 슬러리의 pH를 9.0으로 조정한다. 이 슬러리를 100℃에서 1시간 동안 환류
하에 열처리한다.

슬러리(B)에 상기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A) 1313.1g을 교반하면서 가하고, 생성된 슬러리를 건
조시키고, 실시예 1의 제조방법에 따라 하소시킨다.

[실시예 5]

실험식Fe10Sb10Mo6Bi1.5K0.4Co3Mn0.3Cr0.3Cso0.5O64.23(SiO2)60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5).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제조한다. 몰리브덴, 코발트, 망간, 크롬, 철, 칼륨, 세슘 및 비스무트 성분, 실리카 
졸 및 시트르산을 함유하는 슬러리를 실시예 4의 슬러리(B)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상기의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와 혼합하고, 목적한 촉매를 실시예 1의방법에 따라 제
조한다.

[실시예 6]

실험식  Fe10Sb10Mo15Bi1.5K0.4Ni6La0.5V0.05Li0.2O92.175(SiO2)60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6).

입자를 900℃에서 3시간 동안 하소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성 안티몬산철, 리튬 및 소량의 몰리브덴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제조한다. 
몰리브덴, 바나듐, 니켈, 란탄, 철, 칼륨 및 비스무트 성분, 실리카 졸 및 시트르산을 함유하는 슬러리
를 실시예 4의 슬러리(B)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위에서 기술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와 혼합하고, 목적하는 촉매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실시예 7]

실험식 Fe10Sb16Mo9.0Bi0.5K0.6Ni4Co4Pd0.01O91.15(SiO2)45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7).

결정성 안티몬산철 및 코발트를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 (40중량%)를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
조한다. 열처리 전에 슬러리의 pH를 8.5로 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실예 4의 슬러리 (B)의 제조시
와 동일한 방법으로 몰리브덴, 니켈, 철, 칼륨, 팔라듐 및 비스무트 성분 및 실리카 졸을 함유하는 슬러
리를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위에서 기술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와 혼합하고, 목적하는 촉매
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실시예 8]

실험식 Fe10Sb6Mo9.0Bi3.0Te1.5K0.6Ni6Zn0.5O96.03(SiO2)45의 촉매를 하기의 방식으로 제조한다(촉매 8).

[슬러리(A)의 제조]

니트르산(비중: 1.38) 1168.3g을 물 1058ml와 혼합하고, 혼합물을 가열한 후, 전해성 철 분말 131.5g을 
부분적으로 가하여 용해시킨다. 삼산화안타몬 분말 692.4g을 상기한 철의 질산 용액에 가한다. 이 혼합
물을 잘 교반하면서 100℃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다. 생성된 슬러리에 물 156ml 중의 파라몰리브덴산암
모늄 52.0g의 용액, 35중량%의 과산화수소 용액 193ml에 텔루르 분말 56.3g을 가열하면서 용해시킴으로
써 수득된 용액, 및 10중량%의 질산 219ml 중의 질산 비스무트 218.5g의 용액을 차례로 가한다. 하소 공
정을 850℃에서 3시간 동안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성된 슬러리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가열하
고, 하소시킨 후 분쇄시킨다. 이리하여,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수득한
다.

[슬러리(B)의 제조]

물 573ml에 용해된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190.9g의 용액을 20중량%의 실리카 졸 769.5g에 가한다. 이어
서, 물 205ml중의 질산니켈 202.7g의 용액, 물 18ml중의 질산아연 17.3g의 용액, 물 35ml중의 질산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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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g의 용액 및 10중량%의 질산 85ml 중의 질산 비스무트 84.5g의 용액을 차레로 가한다. 생성된 슬러리
에 타르타르산 16.5g을 용해시키고, 여기에 암모니아수를 가하여 pH를 8,5로 조정한다. 이 슬러리를 100
℃에서 1시간 동안 환류하에서 열처리한다. 이 슬러리에 물 58ml 중의 시트르산 11g 및 질산철 46.9g의 
용액, 및 20 중량%의 실리카 졸 769.5g을 가한다.

생성된 슬러리(B)에 상기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A) 1149.5g을 교반하면서 가한다. 생성된 슬
러리를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시키고 하소시킨다.

[실시예 9]

실험식  Fe10Sb10Mo8.5Bi1.0K0.05Ni5.5Ti3.0Zr0.5P0.75O81.4(SiO2)45의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9).

입자를 질소 대기하에 850℃에서 3시간 동안 하소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조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성 안티몬산철, 티탄 및 인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제조한다. 몰
리브덴, 니켈, 지르코늄, 철, 칼륨 및 비스무트 성분, 실리카 졸 및 글루콘산을 함유하는 슬러리를 실시
예 8의 슬러리(B)의 제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위에서 기술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와 혼합한다. 목적하는 촉매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실시예 10]

실험식  Fe10Sb10Mo8.5Bi1.0K1.05Ni5Cu0.5Nb0.5Na0.25O74.2(SiO2)45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10).

입자를 증기 대기하에서 850℃에서 3시간 동안 하소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
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성 안티몬산철, 칼륨 및 구리를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제조한
다. 몰리브덴, 니켈, 철, 칼륨, 나트륨, 비스무트 및 니오븀 성분, 글루콘산 및 실리카 졸을 함유하는 
슬러리를 실시예 8의 슬러리(B)의 제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위에서 기술한 결정
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와 혼합하고, 목적하는 촉매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실시예 11]

실험식 Fe10Sb10Mo8.5Bi1.5K0.2Ni5O72.85(SiO2)70의 촉매를 다음고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11).

입자를 1000℃에서 3시간 동안 하소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제조한다. 몰리브덴, 니켈, 칼륨 및 
철 성분, 시트르산, 글루콘산 및 실리카 졸을 함유하는 슬러리를 비스무트 성분을 열처리후에 슬러리에 
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의 슬러리(B)의 제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위
해서 기술한 결정성 안티몬선철 함유 슬러리와 혼합하고, 목적하는 촉매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
한다.

[실시예 12]

실험식 Fe10Sb15Mo9.0Bi1.0K0.5Ni5.5Rb0.05O86.775(SiO2)45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12).

[슬러리(A)의제조]

삼산화철 104.1g 및 삼산화안티몬 380.1g을 중량을 측정하고 혼합기 속에서결렬히 혼합한다. 이 혼합물
을 간접 가열로(muffle  furnace)에서 600℃에서 2시간 동안 하소시킨다. 하소된 생성물을 분쇄시키고,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슬러리(B)의 제조]

물 608ml 중의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202.5g의 용액을 20% 실리카 졸 861.4g에 교반하면서 가한다. 이어
서, 물 208ml 중의 질산니켈 208g의 용액, 및 물 37ml중의 질산루비듐 0.94 및 질산 칼륨 6.4g의 용액을 
차례로 가한다. 시트르산 24.8g을 생성된 슬러리에 용해시키고, 여기에 수성 암모니아(15중량%)를 가해 
슬러리의 pH를 9.5로 조정한다. 슬러리를 환류하에 100℃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한다. 이 용액에 15% 수
성 암모니아(15중량%) 260ml 중의 질산철 131.3g 및 시트르산 28g의 용액, 10% 질산 63ml중의 질산비스
무트 63.1g의 용액 및 20% 실리카 졸 861.4g을 가한다.

슬러리(B)에 위에서 기술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A) 963.7g을 교반하면서 가하고, 이 슬러리
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건조하고 하소시킨다.

[실시예 13]

실험식  Fe10Sb10Mo9.0Bi12.0K0.6Ni5.5W0.3P0.75B0.75O79.7(SiO2)70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13).

결정성 안티몬산철, 인 및 붕소를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조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열처리 전에 슬러리의 pH를 9.0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2의 
슬러리(B)의 제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몰리브덴, 텅스텐, 니켈, 칼륨, 철 및 비스무트 성분, 시트르산 
및 실리카졸을 함유하는 슬러리를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위에서 기술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
와 혼합하고, 목적하는 촉매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실시예 14]

실험식 Fe10Sb15Mo8Bi2.5Ko0.1W0.25P1O72.3(SiO2)45의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촉매 14).

결정성 안티몬산철 및 인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40중량%)를 실시예 1의 슬러리(A)의 제조시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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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제조한다. 열처리 전에 슬러리의 pH를 9.0으로 조정하고, 열처리 후에 비스무트 성분을 슬러리
에 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의 슬러리(B)의 제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몰리브덴, 텅스텐, 인, 
철, 칼륨 및 비스무트 성분, 시트르산 및 실리카 졸을 함유하는 슬러리를 제조한다. 이 슬러리를 위에서 
기술한 결정성 안티몬산철 함유 슬러리와 혼합하고, 목적하는 촉매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비교 실시예 1]

촉매 1의 조성과 동일한 조성을 갖는 촉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비교 촉매 1-1).

20중량%의 실리카 졸 1915g에 85중량%의 인산 수용액 9.0g 및 물 125ml 중에 붕산 6.6g의 용액을 가한
다. 생성된 용액에 물 640ml중의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212.5g의 용액을 교반하면서 가한다. 이어서, 물 
210ml 중의 질산니켈 210.1g의 용액, 물 584ml 중의 질산철 583.9g의 용액, 물 14.5ml 중의 질산칼륨 
2.9g의 용액 및 10중량%의 질산 105ml 중의 질산비스무트 105.2g의 용액을 차레로 가한다. 최종적으로, 
삼산화안티몬 208.5g의 중량을 측정하고 잘 교반하면서 가한다. 촉매 1의 제조방법에 따라 슬러리를 건
조시키고 하소시킨다. 이 촉매를 X-선 회절법에 따라 시험하면, 결정성 안티몬산철이 형성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슬러리(A)의 제조시에 입자를 250℃에서 하소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촉매 1의 제조에서와 동일한 방법
으로, 촉매 1의 조성과 동일한 조성을 갖는 촉매를 제조한다(비교 촉매 1-2).

[비교실시예 2]

안티몬 성분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물질의 양이 촉매 1의 제조시에 사용된 양의 1/2.5인 점을 제외하고
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4Mo8.5Bi1.5  K0.2Ni5B0.75P0.55O60.35(SiO2)45의 촉매를 제조한

다(비교 촉매2).

[비교실시예 3]

안티몬 성분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양이 촉매 4의 제조시에 사용된 양이 2.8배인 점을 제외하고
는,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70Mo8.5Bi1.5  Te3K0.2Ni5.5W0.5B1.0O233.35(SiO2)45의 촉매를 제

조한다(비교 촉매3).

[비교실시예 4]

몰리브덴 성분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물질의 양이 촉매 5의 제조시에 사용된 양의 1/2인 것을 제외하고
는, 실시예 5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10Mo3Bi1.5  K0.4Co3Mn0.3Cr0.3Cs0.05O55.53(SiO2)60의 촉매를 제

조한다(비교 촉매 4).

[비교실시예 5]

몰리브덴 성분을 위해 사용하는 출발물질의 양을 촉매 6의 슬러리(B)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양의 3.0배
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6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10Mo40Bi1.5K0.4Ni6La0.5V0.05Li0.2O169.425(SiO2)60의 촉매를 제조한다(비교 촉매 5).

[비교실시예 6]

비스무트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7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16Mo9.0K0.6Ni4Co4Pd0.1O90.4(SiO2)45의 촉매를 제조한다(비교 촉매 6).

[비교실시예 7]

비스무트 성분을 위해 사용되는 출발 물질 및 텔루륨 성분을 위해 사용되는 출발물질을 각각 촉매 8의 
제조시에 사용된 양의 3배 및 4배의 양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16Mo9.0Bi6.0Te6.0K0.6 Ni6Z n 0.5 O110.3(SiO2)45의 촉매를 제조한다(비교 촉매 7).

[비교실시예 8]

칼륨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10Mo8.5Bi1.0Ni5.5Ti3.0Zr0.5P0.75O81.375(SiO2)45 의 촉매를 제조한다(비교 촉매8).

[비교실시예 9]

칼륨 대신 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식 Fe10Sb10Mo8.5Bi1.5Ni5  Na0.2B0.75P0.55O75.35(SiO2)45  의 

촉매를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비교 촉매 9).

[비교실시예 10]

칼륨  대신  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0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10Mo8.5Bi1.0Ni5 Cu0.5Nb0.5Na1.75O74.2(SiO2)45의 촉매를 제조한다(비교 촉매 10).

[비교실시예 11]

칼륨 성분을 위해 사용하는 출발 물질의 양을 촉매 10의 제조시에 사용된 양의 4배로 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실시예 10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식 Fe10Sb10Mo8.5  Bi1.0K6.0Ni5 Cu0.5Nb0.5Na0.25O76.36(SiO2)45의 촉매

를 제조한다(비교 촉매 11).

[비교실시예 12]

JP-A 제56-97550호의 실시예 9(유럽 특허 제32,618B호의 실시예 12에 상응함)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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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험식 Fe0.33Sb1Mo1Bi1O6.50의 촉매 성분 및 45중량%의 SiO2 캐리어 성분으로 이루어진 촉매를 유동상 

촉매로서 제조한다(비교 촉매 12).

[비교실시예 13]

JP-A  제57-114560호의  실시예  8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실험식  Fe11 

Sb18Mo10Bi0.04Te0.03Co5O96.62(SiO2)45의 촉매를 유동상 촉매로서 제조한다(비교 촉매 13).

[비교실시예 14]

JP-B 제53-18014호에 기술되어 있는 촉매 12(미합중국 특허 제3,988,359호 및 제4,083,804호의 촉매 12
에 상응합)의 제조 방법에 따라 실험식 Fe10Sb25  Mo12Te3Co4W0.5B1O95.1(SiO2)60의 촉매를 제조한다(비교 촉매 

14).

의에서 기술한 촉매들의 활성을 촉매 조성, 최종 하소 조건, 안티몬산철의 결정 크기 및 활성 시험 조건
과 함께 표 1 내지 3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1 내지 14 및 비교실시예 1 내지 14에서 수득한 촉매에 대한 활성 시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
라 수행한다.

[촉매 활성 시험]

유동상 반응기(촉매 유동 영역의 내부 직경은 2.5cmφ이고 이의 높이는 40cm이다)를 촉매로 채운다. 프
로필렌, 메탄올 또는 3급-부탄올을 출발 화합물로서 사용하고, 출발 화합물의 산화 또는 암모산화 반응
은 소정의 조건하에서 수행한다. 다음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목적 생성물의 수율, 출발 화합물의 전환률 
및 목적 생성물의 선택율로부터 각각의 촉매의 활성을 평가한다.

반응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반응 압력은 대기압이고, 반응 조건하의 출발 물질의 기체 혼합물의 선형 점도는 3cm/sec이다.

(1)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산소(공기로서 공급됨)/프로필렌=1.95(몰)

암모니아/프로필렌=1.20(몰)

(2) 플로필렌의 산화

산소(공기로서 공급됨)/프로필렌=1.53(몰)

물/프로필렌=1.7(몰)

(3) 메탄올의 암모산화

산소(광기로서 공급됨)/메탄올=1.6(몰)

암모니아/메탄올=1.1(몰)

(4) 메탄올의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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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공기로서 공급된)/메탄올=1.6(몰)

(5) 3급-부탄올의 암모산화

산소(공기로서 공급됨)/3급 부탄올=2.3(몰)

암모니아/3급-부탄올=1.2(몰)

물/3급-부탄올=0.5(몰)

(6) 3급 부탄올의 산화

산소(공기로서 공급됨)/3급-부탄올=2.0(몰)

물/3급-부탄올=0.5(몰)

[표 1]

[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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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 2a]

[표 3]

표 1 및 2로부터, 본 발명의 촉매 1 내지 14가 비교용 촉매 1-1 내지 14에 비해 성능면에서 보다 우수함
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비교용 촉매 1-1 및 1-2는 본 발명의 촉매와 조성이 동일하지만 본 발명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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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성 안티몬산철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안티몬산철의 크기가 본 발명의 것보다 작기 때문이다.

비교용 촉매 2 내지 7 및 11은 Sb 성분, Mo 성분 또는 L 성분의 비가 본 발명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양태를 나타낸다. 이들 촉매를 사용할 경우, 수율이 낮아진다.

비교용 촉매 8 내지 10은 K 성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K 성분 대신 Na 성분을 사용한 양태를 나타낸
다. 이들 촉매를 사용할 경우, 수율이 약 4 또는 5% 정도 저하된다.

비교용 촉매 12(JP-A 제56-97550호의 실시예 9의 촉매), 비교용 촉매 13(JP-A 제57-114560호의 실시예 8
의 촉매) 및 비교용 촉매 14(JP-B 제53-18014호의 촉매 12)는 K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양태를 보여주며, 
이들 촉매를 제조하여 본 발명의 촉매와 비교한다.

또한, 본 발명의 촉매가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이외에도, 프로필렌의 산화, 메탄올의 산화 또는 암모산화 
및 3급 부탄올의 산화 또는 암모산화(참조: 표 3)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제공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구체적인 양태를 관련지어 상세하게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정신 및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다
양한 변화 및 변형을 수행할 수 있음은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에게 명백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미결정(crystallite)  크기가 100Å이상인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포함하는,  다음 실험식으로 나타내어지
는, 산화 반응용 철-안티몬-몰리브덴 함유 산화물 촉매 조성물.

상기식에서, L은 Ni 및 Te 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 M은 Cu, Mg, Zn, La, Ce, Al, Cr, 
Mn, Co, Ni 및 Sn으로 이루어진 그룹도로부터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며, N은 Be, Ca, Sr, Ba, 
Y, Pr, Nd, Th, U, Ti, Zr, Hf, Nb, Ta, Re, Ru, Os, Rh, Ir, Pd, Pt, Ag, Au, Cd, Al, Ga, In, Ge, 및 
Pd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 Q는 V 및 W 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며, R은 Li, Na, Rb, Cs 및 T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
고, T는 B, P, As 및 Se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ehls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며, a, b, c, d, e, 
m, n, q, r, t 및 x는 각각 원자비를 나타내는데, a는 10이고, b는 5 내지 60이며, c는 5 내지 30이고, 
d는 0.01 내지 10이며, e는 0.01 내지 5이고, m은 0 내지 30이며, n은 0 내지 10이고, q는 0 내지 5이
며, r은 0 내지 3이고, t는 0 내지 5이며, x는 위에 기재한 성분들을 합함으로써 형성된 산화물에 상응
하는 측정된 산소원자의 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촉매중의 안티몬산철의 미결정 크기가 200Å이상인 촉매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M이 Mg, Zn, Ce, Cr, Mn, Co, 및 Ni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
이고, N이 Ti, Zr, Nb, Pd, Ag, Ge 및 Pb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며, R이 
Li, Na 및 Cs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고, T가 B, P 또는 B 및 P인 촉매 조
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촉매 조성물중의 성분들의 원자비를 나타내는. a가 10이고, b가 6 내지 30이며, c가 6 
내지 20이고, d가 0.1 내지 8이며, e가 0.02 내지 2이고, m이 0 내지 20이며, n이 0 내지 5이고, q가 0 
내지 4이며, r이 0 내지 2.5이고 t가 0 내지 4인 촉매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T 성분으로서 P를 사용하는 경우, P/Fe의 원자비가 0.3 이하인 촉매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산화물 촉매가 캐리어 위에 지지된 촉매 조성물.

청구항 7 

주성분으로서 안티몬산철(i),  몰리브덴(ii),  비스무트 및 텔루륨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iii)과 
칼륨(iv)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 또는 위에 기재한 주성분[(i), (ii), (iii) 및 (iv)]과 실험식에서 
M, N, Q, R 및 T로서 나타내어지는 촉매 성분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v)을 
함유하는 수성 슬러리를 제조하고, 수성 슬러리를 건조시킨 다음, 건조된 생성물을 하소시킴을 포함하
여, 미결정 크기가 100Å이상인 결정성 안티몬산철을 포함하는, 다음 실험식으로 나타내어지는 산화 반
응용 철-안티몬-몰리브덴 함유 산화물 촉매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상기식에서, L은 bi 및 Te 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 M은 Cu, Mg, Zn, La, Ce, Al, Cr, 
Mn, Co, Ni 및 Sn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며, N은 Be, Ca, Sr, Ba, 
Y, Pr, Nd, Th, U, Ti, Zr, Hf, Nb, Ta, Re,Ru, Os, Rh, Ir, Pd, Pt, Ag, Au, Cd, Al, Ga, In, Ge 및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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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 Q는 V 및 W 중에서 선택된 원소 하나 이
상을 나타내며; R은 Li, Na, Rb, Cs 및 T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 
T는 B, P, As 및 Se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소 하나 이상을 나타내며, a, b, c, d, e, m, n, 
q, r, t 및 x는 각각 원자비를 나타내는데, a는 10이고, b는 5 내지 60이며, c는 5 내지 30이고, d는 
0.01 내지 10이며, e는 0.01 내지 5이고, m은 0 내지 30이며, n은 0 내지 10이고, q는 0 내지 5이며, r
은 0 내지 3이고, t는 0 내지 5이며, x는 위에 기재한 성분들을 합함으로써 형성된 산화물에 상응하는 
측정된 산소원자의 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수성 슬러리가 캐리어 성분용 원료 물질을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수성 슬러리의 pH가 5 이하로 조절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수성 슬러리의 pH가 7 이상으로 조절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수성 슬러리의 pH가 6 이상으로 조절되고 수성 슬러리가 킬레이트제를 함유한는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수성 슬러리의 pH가 6 이상으로 조절되고 수성 슬러리가 킬레이트제와 철 킬레이트 화
합물을 함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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