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5

C07C 47/22

B01J 23/88

B01J 27/30

(45) 공고일자   1994년04월09일

(11) 공고번호   94-002982

(21) 출원번호 특1991-0009285 (65) 공개번호 특1992-0000687
(22) 출원일자 1991년06월05일 (43) 공개일자 1992년01월29일

(30) 우선권주장 2-146296  1990년06월06일  일본(JP)  

2-306139  1990년11월14일  일본(JP)  

2-306141  1990년11월14일  일본(JP)  

(71) 출원인 미쯔이도오아쯔가가꾸 가부시기가이샤    사와무라 하루오

일본국 도오교오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끼 3 죠오메 2반 5고

(72) 발명자 혼다 타다도시

일본국 가나가와껭 히라즈카시 후지미노 2-8-4

나가야마 토키오

일본국 가나가와껭 요꼬하마시 사카에구 이이지마쬬 2882

호리우찌 노부히꼬

일본국 야마구찌껭 시모노세키시 히코시마사코마찌 6-2-45

키타가와 준

일본국 야마구찌껭 시모노세키시 히코시마 데시마쯔 히가시마찌 1-12

카와하라 카즈노리

일본국 야마구찌껭 시모노세키시 히코시마사코마찌 3죠오메4-21

무라카미 마사미

일본국 가나가와껭 즈시시 히사키 4 죠오메 10-8
(74) 대리인 신중훈

심사관 :    홍정표 (책자공보 제3594호)

(54)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프로필렌,  2급  프로판올,  이소부틸렌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상  산소를  사용해서 기상접
촉 산화해서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프로필렌,  2급  프로판올,  이소부틸렌  또는  3급부탄올을  분자상  산소에  의해  가상접촉산화해서 아크
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촉매에  관해서,  종래부터  수많은  제안이  되고 
있다.  특히 Mo,  Bi,  Fe를  필수성분으로서 함유하고,  또한 Ni,  Co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 
및  K,  Rb,  Cs,  Tl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상의  원소를  필수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촉매가  본원  발명의 
반응에  유효한  것으로서  많은  제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소  48-52713에는, 
촉매의  소성온도를  650℃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나,  선택성은  높아지지만,  활성이 저하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국  특개소  51-127013에는  코우팅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나,  통상의  타블렛촉매로서는  발열이  너무  커서  반응을  제어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 
일본국  특개소  59-46132에는,  고리상의  이형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나,  통상  형상의 
촉매에서는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활성저하가  있고,  촉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출원이  대상으로  하는  촉매는,  활성,  선택성,  촉매의  안정성,  촉매  수평등의 촉매성능
이란 점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개량이 요망되고 있다.  또,  얻어지는 촉매의 성능이 촉매조
제의  롯마다  달라,  재현성이  좋은  촉매조제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점의  개량도 요
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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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촉매활성,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  선택성,  촉매의  안정성에  뛰어난 촉매
의  조제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촉매활성,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
레인 선택성, 촉매의 안정성에 뛰어나 촉매의 재현성이 좋은 조제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자들은,  프로필렌,  2급  프로판올,  이소부틸렌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상  산소에  의해  기상 
접촉산화해서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촉매,  특히  Mo,  Bi,  Fe를 필수성
분으로서 함유하고,  또한 Ni,  Co  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상의 원소,  및 K,  Rb,  Cs,  Tl  중에서 선택되
는  1종이상의  원소를  필수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촉매에  대해서,  활성,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 
선택성,  안정성에  뛰어난  촉매를  개발하기  위하여  촉매성분,  조성,  조제법,  촉매형상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진행한  결과,  (1)  촉매조제시,  이들  촉매성분을  함유한  2종류  이상의  용액을  단시간내에 혼
합해서  숙성하는  일없이  즉시  분무건조해서  얻게되는  건조분을  원료로서  촉매를  조제하면  얻어진 촉
매의  활성,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  선택성  등의  촉매성능의  재현성이  향상하고,  또 촉매활성
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하는  것,  (2)  상기한  성분외에  실리카를  필수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경우에는, 
실리카의  함유량이  어떤  한정된  좁은  범위에  있고,  또한  촉매조제시의  소성온도를  특정범위로 함으
로서,  얻게되는  촉매의  활성,  메타크롤레인  선택성,  안정성이  크게  향상하는것,  (3)  이  분야에서 종
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상,  원주상 혹은 고리상의 촉매에 비해 스포우크 고리형의 형상을 가진 촉
매를  사용하면,  동일한  원료분으로부터  성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촉매의  활성,  메타크롤레인  선택성, 
안정성이 크게 향상하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의 방법을 완성하게 되었다.

즉 본 발명의 방법은, 일반식

Moa Bib Fec Xd Ye Zf Og

(식중,  X는  Ni,  Co  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상의  원소,  Y는  K,Rb,Cs,Tl  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상의 원
소,  Z는  W,Be,Mg,S,Ca,Sr,Ba,Te,Se,Ce,Ge,Mn,Zn,Cr,Ag,Sb,Pb,As,B,P,Nb,Cu,Cd,Sn,Al,Zr,Ti  및  Si 중
에서  선택되는  1종이상의  원소를  표시한다.  a,b,c,d,e,f,g는  각  원소의  원자비율을  표시하고,  a를 
기준으로  하고,  a=12로  했을  때,  b=0.1~10,  c=0.1~20,  d=2~20,  e=0.01~2,  f=0~4이고,  g는  상기  각 
성분의  원자가를  만족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원자수이다)로  표시되는  조성물을  함유하는  촉매의 존재
하에,  프로필렌  2급  프로판올,  이소부틸렌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상  산소를  사용해서 기상접촉산화
에서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을  제조할  때,  촉매성분을  함유한  2종류이상의  용액을 단시간내
에  혼합해서  숙성하는  일없이  즉시  분무건조해서  얻게되는  건조분을  원료로  하는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의 제조방법이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Mo-Bi-Fe계  복합산화물  촉매는  알릴위  산화촉매로서  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종래의  방법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소  59-46132호  둥애  개시된  바와  같이, 
통상,  촉매성분을  함유한  2종류이상의  수용액을  적하혼합하고,  가열교반하에서  농축건조하고, 이어
서  소성해서  조제된다.  이에  대해,  본  발명의  방법은  될수있는한  단시간에  혼합  즉시  분무건조하고, 
이어서 소성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종래  방법의,  적하혼합하고,  가열교반하에서  농축  건고하는  고정에서는,  탈수중합,  핵생성,  흡착, 
침전,  재용해라고  하는  복잡한  액상내  혹은  고액상  반응이  병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들은  혼합하는  용액의  농도,  온도  PH,  혼합순서,  적하속도,  교반속도,  침전통의  크기,  형상, 가열
교반시의  온도이력,  교반강도,  농축속도,  농축시의  바아드온도  등에  의해,  각각의  소반응(素反應)의 
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조제조건의  소량  차이가  얻어지는  무기축중합물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크게 변경시키는 결과가 되어, 나아가서는 촉매성능의 불균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액상의  관여하는  완만한  병발반응을  제외하고,  또한  반응을  될수있는  한 단
순하게  하기  위하여,  반응을  단시간에  완접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다.  즉 촉매
성분을  함유한  2종류이상의  용액을  될수있는  한  단시간에  혼합  즉시  분무건조하므로서,  탈수중합, 
흡착,  재용해하고  하는  액상이  관여하는  완만한  병발반응을  제외하고,  또한  핵생성,  탈수,  건조도 
연속적으로  일정  조건으로  행할  수  있는  분무건조로  단숨에  행하므로서,  제어곤란한  이력을 실질적
으로 배제하고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사용하는  촉매성분을  함유한  용액은,  이  분야에서  통상  사용되는  공지의  방법,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제할 수 있다.

적당한  몰리브덴산  염  예를  들면  몰리브덴산암몬을  순수에  가열용해하고,  K,  Rb,  Cs  및  Tl로부터 선
택되는  적어도  1종의  염,  예를  들면  절산염을  순수에  용해하고,  제2의  원료용액으로  한다. 비즈머드
의 혼합물, 예를 들면 질산염을 순수에 용해하고, 제3의 원료용액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원료용액은,  각각의  원료용액이  용액조제시  혹은,  용액보존시에 탈수
중합,  핵생성,  흡착,  침전,  재용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연료화합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용액의 수는 통상 2개이상이고, 그 수에 특히 제한은 없다.

본  발명의  촉매는  필요에  따라서  Z  성분으로서 
Be,Mg,S,Ca,Sr,Ba,Te,Se,Ce,Ge,Mp,Zn,Cr,Ag,Sb,Pb,As,B,P,Nb,Cu,W,Cd,Sn,Al,Zr,Ti  및  Si  중에서 선

택되는 1종이상의 원소의 화합물을 첨가할 수 있다.

이들  Z성분의  화합물은  균일용액이  되도록  어느  것의  용액에  첨가되거나,  혹은  독립된  용액으로서 
조제된다.

본  발명의  촉매원료는,  촉매조제  과정에서,  산화물의  형식으로  분해되는  화합물이  요망된다.  그와 
같은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질산염,  암모늄염,  유기산염,  수산화물,  산화물,  금속염,  금속산 암
모늄염 등이다.

또,  이들  용액에  질산을  첨가,  원료용액을  혼합했을  때의  혼합액의  pH를  5  이하로  하면,  탈수축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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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어렵기 되므로, 촉매조제의 재현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보다 바람직하다.

또,  이들  용액에  중점제를  첨가,  원료용액을  혼합했을  때의  혼합액의  점도를  높이고,  분무건조해서 
얻게되는 분체의 입자도를 제어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이들  촉매성분을  함유한  2종류이상의  용액을  될수있는한  단시간에  혼합하고 
즉시 분무건조한다.

혼합방법은 통상 사용되는 교반혼합, 초음파혼합, 라인믹서, 스태틱믹서 등에 의한 방법이 
채용된다.  혼합시간은,  단시간일수록  바람직하다.  혼합시의  온도에도  따르지만,  통상  몇분,  길어도 
수십분의 범위이다. 

혼합시의 온도는, 특히 제한은 없으나, 통상, 상온전후이다.

혼합액은  즉시  분무건조한다.  분무건조의  방법  및  조건은,  이  분야에서  통상  사용되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특히 제한은 없다.

분무건조분은, 가소하고, 필요에 따라 성형하고, 400~650℃의 온도범위에서 1~20시간 정도 
소성한다.

본  발명에서는  실리카를  함유하는  촉매로  사용된다.  그  경우,  촉매는  상기  조성물  85~95중량%와 
5~15중량%의  실리카로  구성되고,  500~650℃의  온도범위에서  소성한다.  촉매속의  실리카의  함유량은 
매우 한정적이고, 소성온도도 한정된다.

실리카의 원료로서는 실리카졸, 실리카겔, 규산에스테르, 규산염 등이 사용된다.

실리카의  함유량이  5중량%  미만의  경우,  500~650℃의  온도범위에서  소성한  촉매는,  할성, 아크롤레
인  또는  메타크롤레인  선택성이  크게  저하한다.  또,  500℃  이하에서  소성한  촉매는,  활성,  선택성은 
일정한 수준에 있으나, 촉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실리카의  함유량이  15%를  초과한  촉매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
롤레인  선택성이  낮다.  또  실리카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선택성의  저하뿐  아니라,  활성의  저하도 크
게 되는 경향이 인정된다.

또,  소성온도가  650℃를  초과하면,  어느  것의  촉매도,  활성,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 선택성
의 저하가 보인다.

촉매는 입자상 또는 성형체로서 고정바닥에서 사용되는, 이동바닥 혹은 유동바닥에서도 사용된다.

성형체로서  고정바닥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  분야에서  종래  다용되고  있는  구성  혹은  원주상의 촉매
에  비해  스포우크  고리형의  형상을  가진  촉매를  사용하면,  촉매의  활성,  선택성,  안정성이  더 향상
된다.  보다  바람직한  촉매형상은  매우  한정적이다.  즉,  4㎜에서  15㎜의  외경의  스포우크  고리형의 
형상을  가질  것이  중요하다.  고리의  두께는,  0.5㎜에서  3㎜의  범위이고,  또  스포우크의  수는  2개 이
상이면  몇개라도  좋으나  통상  8개  이하이다.  스포우크의  두께는  0.5㎜~3㎜의  범위이다.  촉매의 입자
높이는 외경의 0.5배에서 2배의 범위에서 선택된다.

스포우크  고리형  촉매가  초기성능에  있어서도,  안정성에  관해서도  특이하게  우수한  이유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나  스포우크  고리형으로  하므로서,  촉매단위  충전용량당의  촉매의  물리적  외표면적이 
종래 다용되고 있는 구상 혹은 원주상의 촉매에 비해 큰  것,  고리상의 촉매에 비해 촉매입자의 압괴
강도가  크기  때문에  촉매  충전시의  분말화가  작은  것,  실용적인  촉매충전고에서의  반응시의  차압이 
적고,  반응압을  낮게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대상인  부분산화반응에서의  과산화에  의한 부반응등
을 피할 수 있는 것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촉매의  외경을  15㎜보다  크게하면,  통상  사용되는  내경  200㎜  전후의  반응관에  충전했을  때 공간율
이 커지고 촉매의 단위공간당의 활성이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고리  및  스포우크의  두께는  0.5㎜  미만으로  하면  촉매입자의  압괴강도가  저하하기  때문에,  충전시의 
분할화가  증대한다.  또,  3㎜보다  두껍게  하면  외표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  및  차압을  내리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접촉기상  산화반응은  원료가스  조성으로서  1~10용량%의  프로필렌,  2급  프로판올, 이
소부틸렌,  또는  3급  부탄올,  3~20용량%의  분자상  산소  및  70~90용량%의  희석가스로  이루어진 혼합가
스를  상기한  촉매위에  250~450℃의  온도범위  및  상압~10기압의  압력하,  공간속도  300~5000/hr로 도
입하므로서 실시된다.

분자상 산소로서는 통상 공기가 사용되나, 순산소를 사용해도 좋다.

희석가스로서는  질소,  탄산가스  등의  불활성가스가  사용된다.  또,  반응가스에  함유되는  비응축성 가
스의 일부를 순환해서 사용해도 좋다.

희석가스로서  수증기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활성,  선택성을  높이는데  있어  바람직하다.  그  경우, 
원료 가스속의 수증기는 통상 60용량%까지 첨가된다.

[실시예]

실시예 및 비교예에 의해서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물  12000㎖를  가열  교반하면서,  몰리브덴산  암몬  1272g,  이어서  질산세슘  43g을  용해하고,  또 20wt%
농도의  실리카졸  1110g을  첨가하여  A엑으로  하였다.  물  1800㎖에  질산코발트  1396g,  질산  제2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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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g을  용해하여  B액으로  하였다.  60%  질산  150㎖와  1500㎖로  이루어진  질산수용액에  질산비즈버드 
571.4g을 용해하고 C액으로 하였다.

A액을 1200㎖/min, E액을 180㎖/min, C액을 165㎖/min로 라인믹서에 공급하고, 연속적으로 
혼합하고,  라인믹서  출구의  혼합용액을  그대로  분무건조하였다.  건조분을  가소하고,  직경  및  높이가 
다같이  5㎜의  원주상으로  성형하고,  550℃에서  10시간  공기속에서  소성해서,  Mo/Bi/Fe/Co/Cs 원자바
가  12/2.0/3.0/8.0/0.4가  되는  산화물의  혼합물  90중량%와  10중량%의  실리카로  이루어진  촉매를 얻
었다.

얻어진  촉매  40㎖를  3/4인치의  강철제  반응관에  충전하고,  이소부틸렌  6용량%,  산소  12용량%, 수증
기  15용량%,  나머지  67용량%가  질소하고  하는  원료가스조성,  반응기바아드온도  350℃,  공간속도 

1000/hr라고 하는 표준조건으로 반응을 행하고, 촉매의 초기성능을 평가하였다.

초기성능  평가후,  이소부틸렌  10용량%,  산소  25용량%,  수증기  20용량%,  나머지  45용량%가  질소라고 
하는  원료가스조성,  반응기바아드온도  420℃,  공간속도  30000/hr라고  하는  강제열화  조건으로  2일간 
반응을 행한 후, 표준조건으로 되돌려서 반응을 행하고, 촉매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표 1에 표시하였다.

[실시예 2]

촉매성능에 불균일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촉매를 
조제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에 표시하였다.

[실시예 3-7]

종래법과  마찬가지로  숙성공정에  넣은  경우의  촉매성능의  불균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예 1
과  같은  조성의  A액,  B액  및  C액을  조제하였다.  A액에  B액과  C액을  순차  적하하고,  60℃에서  5시간 
교반이  숙성한  후,  분무건조한  외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촉매를  조제하고,  성능을 평가하
였다. 결과를 표 1에 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촉매조제롯  간의  불균일은  숙성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쪽이  작았다.  촉매의  초기성능  및 강제열화후
의  성능에  있어서도,  숙성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촉매쪽이  뛰어났다(실시예  1,2와  실시예  3~7의 비
교).

[실시예 8-11]

표  1에  표시한  원자비의  산화물의  혼합물과  실리카로  이루어진  촉매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방법
으로 조제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에 표시하였다.

[비교예 1~8]

표-1에  표시한  원자비의  산화물의  혼합물과  실리카로  이루어진  촉매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
로 조제하였다. 단, 소성온도는 표 1의 온도로 하였다.

얻어진 촉매의 성능을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에 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실리카의  함유량이  5중량%미만의  경우,  500~650℃의  온도범위에서  소성한  촉매는  초기성능에 있어서
도, 활성, 메타크롤레인 선택성이 낮았다(비교예 1)

500℃  이하에서  소성한  촉매는  초기성능은  일정한  수준에  있으나,  촉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비교예 2).

실리카의  함유량이  15중량%를  초과한  촉매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초기성능에  있어서 메타크
롤레인 선택성이 낮았다(비교예 3).

또  실리카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메타크롤레인  선택성의  저하뿐  아니라,  활성의  저하도  크게 되었다
(비교예  4).  소성온도가  650℃를  초과하면,  어느  것의  촉매도  활성,  메타크롤레인  선택성의  저하가 
보였다.(비교예 5~8)

[실시예 12]

표  1에  표시한  원자비의  산화물의  혼합물과  실리카로  이루어진  촉매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
로  조제하고,  성능평가시의  원료가스속의  이소부텐을  프로필렌으로  바꾸고,  반응기  바아드온도를 

320℃로 한 외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조작하였다.

[실시예 13-17]

표  1에  표시한  원자비의  산화물의  혼합물과  실리카로  이루어진  촉매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
로  조제하였다.  단,  타정성형법에  의해  직경  및  높이가  다같이  5㎜,  스포우크가  2개,  고리  및 스포
우크의  두께가  1㎜의  스포우크  고리상으로  성형하였다.  얻어진  촉매의  성능을  실시예  1과  마찬가지 
조작으로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에 표시하였다.

[비교예 9]

스포우크  고리상  촉매의  촉매사이즈의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경  20㎜의  2스포우크  고리상 촉매
를 실시예13과 동일롯의 촉매분으로 조제하고,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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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 10]

스포우크  고리상  촉매와  고리상  촉매와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예13과  동일롯의  촉매분으로 직
경 및  높이가 다같이 5㎜,  고리의 두께가 1㎜의 고리상 촉매를 조제하고,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방
법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에 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일 외경의 원주상 촉매에 비해 스포우크 고리형 촉매
는  초기활성,  선택성  다같이  뛰어나고  또한  강제열화후의  성능에서도  매우  뛰어났다(실시예1과 실시
예 13의 비교).

촉매사이즈가 너무 크면 채널이 일어나서 전화율이 저하되었다.(비교예 9).

고리상  촉매는  충전시에  일분  분말화하기  때문에  차압이  크게  되고  선택성에  있어서  스포우크 고리
형에 미치지 못하였다(실시예13과 비교예10의 비교).

동일  조성의  원주상  촉매보다  스포우크  고리형  촉매가  초기활성,  선택성  다같이  뛰어나고  또한 강제
열화후의 성능에서도 매우 뛰어나다(실시예8~11과 실시예13~17과의 비교).

촉매활성,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  선택성,  촉매의  안정성에  뛰어난  촉매를  제현성  좋게 조제
할 수 있다.

또,  스포우크  고리형으로  하므로서,  활성  아크콜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  선택성,  안정성이  더욱 뛰
어난 촉매가 된다.

[표 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필렌, 2급 프로판올, 이소부틸렌 또는 3급 부탄올을 일반식

Moa Bib Fec Xd Ye Zf Og

[식중,  X는  Ni  및  Co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상의  원소이고,  Y는  K,Rb,Cs  및  Tl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
상의  원소이고,  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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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e,Mg,S,Ca,Sr,Ba,Te,Se,Ce,Ge,Mn,Zn,Cr,Ag,Sb,Pb,As,B,P,Nb,Cu,Cd,Sn,Al,Zr,Ti  및  Si중에서 선택
되는  1종이상의  원소를  표시한다.  a,b,c,d,e,f,g는  각  원소의  원자비율을  표시하고,  a를  기준으로 
해서,  a=12로  했을  때,  b=0.1~10,  c=0.1~20,  d=2~20,  e=0.01~2,  f=0~4이고,  g는  상기  각  성분의 원
자가를  만족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원자수이다]로  표시되는  조성물을  함유하는  촉매의  존재하에, 분
자상  산소를  사용해서  기상접촉산화해서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을  제조할  때,  이  촉매성분을 
2종류  이상으로  분할하고,  용액으로  한  후,  각각의  용액을  단시간에  혼합해서  숙성하는  일없이  즉시 
분무건조해서  얻어지는  건조분을  원료로  하는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프로필렌, 2급 프로판올, 이소부틸렌 또는 3급부탄올을 일반식

Moa Bib Fec Xd Ye Zf Og

[식중,  X는  Ni  및  Co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상의  원소이고,  Y는  K,Rb,Cs  및  Tl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
상의  원소이고,  Z는 W,Be,Mg,S,Ca,Sr,Ba,Te,Se,Ce,Ge,Mn,Zn,Cr,Ag,Sb,Pb,As,B,P,Nb,Cu,Cd,Sn,Al,Zr

및  Ti  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상의  원소를  표시함.  a,b,c,d,e,f,g는  각  원소의  원자비율을  표시하고, 
a를  기준으로  해서,  a=12로  했을  때,  b=0.1~10,  c=0.1~20,  d=2~20,  e=0.01~2,  f=0~4이고,  g는  상기 
각  성분의  원자가를  만족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원자수이다]로  표시되는  조성물  85~95중량%와 5~15중
량%의  실리카로  이루어지고  500~650℃의  온도범위에서  소성한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4㎜에서  15㎜의  외경  스포우크  고리형의  형상을  가진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크롤레인 또는 메타크롤레인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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