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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반응시켜 아크릴로니

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로서, 금속 산화물과 그것을 담지하는 실리

카 담체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 산화물이,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상기 촉매는 입경이 5 내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이 상기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90 내지 100 중량％인 입도 분포를 가지고, 또한 상기 촉매는 세공 직경이 80 Å 이하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이고, 또한, 세공 직경이 1000 Å 이상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인 세공 분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 상기 촉매의 효율적인

제조 방법.

색인어

암모산화 촉매, 금속 산화물, 실리카 담체, 세공 직경, 적상 용적, 유동층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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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반응시켜 아크릴로니

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할 때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에 관한 것이다. 더욱 자세하게

는 본 발명은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로서, 금속 산화물과 그것을 담지하는 실리카 담체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 산화물

이,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상기 촉매는, 입경이 5 내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이 상기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90 내지 100 중량％인 입도 분포

를 가지고, 또한 상기 촉매는, 세공 직경이 80 Å 이하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이고, 또한 세공 직경이 1000 Å 이상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인 세공

분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촉매의 효율적인 제조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암모산화 촉매는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높고, 또한 공업적 사용에 적합한 높은 내마모 강도를

갖기 때문에 본 발명의 촉매를 사용하여 유동층 반응기에서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

면 고수율이고 안정적으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할 수 있어 유리하다.

배경기술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과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의 반응인 소위 암모산화 반응에 의해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다.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의 암모산화 반응에 이용

되는 촉매도 다수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 공고 소 38-17967호 공보는 몰리브덴, 비스무스 및 철을 포함하

는 산화물 촉매를 제안하고 일본국 특허 공고 소 38-19111호 공보는 안티몬 및 철을 포함하는 산화물 촉매를 제안한다.

또한, 이들 암모산화 촉매에 관하여 여러가지 개선이 제안되어왔다.

  그 조성의 변화에 의한 암모산화 촉매를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제안이 있어 왔고, 그런 제안들은 촉매 성능의 향상에 기

여해 왔다. 그러나, 촉매의 물리적 구조의 변화에 의한 암모산화 촉매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은 많지 않았다. 그와 같은 제

안의 예로서는 일본국 특허 공고 소 57-56373호 공보 (USP 4,264,476에 대응)에서는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코발트 및

지르코늄을 필수 성분으로 하는 촉매에 대하여 또한 일본국 일본 특허 공개 소 57-75147호 공보에서는 몰리브덴, 비스무

스 및 안티몬을 필수 성분으로 하는 촉매에 대하여 각각 실리카 담체 함량, 평균 세공 직경, 전체 세공 용적 및 비표면적을

특정 범위로 규정한 프로필렌의 암모 산화용의 촉매가 개시되고 있다.

  각각의 상기 2 개의 특허 문헌 (촉매의 물리적 구조의 변화에 의한 촉매 성능의 개선이 시도됨)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촉매 (특정 물리적 구조를 가짐)를 개시한다. 그러나, 촉매의 세공 분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시도 없다.

  한편, 산화물 촉매의 세공 분포에 착안한 제안은 이하의 특허 문헌들에 개시되어 있다. 일본국 일본 특허 공개 소 57-

119837호 공보는 2000 Å 이상의 평균 세공 직경을 갖는 고정층 반응기 내에서 올레핀 산화용 촉매를 개시하고 있다. 일

본국 일본 특허 공개 소 58-113141호 공보 (GB2030885A에 대응)은 메타크롤레인의 제조 방법을 개시한다. 이 특허 문

헌의 제3항에는 촉매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100 Å보다 작은 직경을 갖는 세공의 적산 표면적은 3% 이하라고 기술되어 있

다. 또한 WO 03/039744호 공보에서는 프로필렌을 산화하여 아크롤레인 및 아크릴산을 제조하기 위한 공업용 촉매에 대

해서 세공 분포를 포함하는 물리적 구조를 미세하게 규정한 금속 산화물 촉매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산화물 촉매 중 어떤 것도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상기 일본국 일본 특허 공개

소 57-119837호 공보에서는 제1항에 고정층 반응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촉매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촉매의 평균 세공

반경이 2000 Å 이상으로 상당히 세공 직경이 크기 때문에 강도가 낮다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이 특허 문헌의 촉매는 압출

성형 제품 (실시예에서는 직경 4 mm, 길이 4 내지 8 mm의 원주상 성형체)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

므로, 이 특허 문헌의 촉매를 유동층 반응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상기 일본국 일본 특허 공개 소 58-

113141호 공보는 메타크롤레인의 제조법에 관한 것으로, 또한 반응 형식을 규정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 특허 문헌의 실시

예에, 촉매는 직경 4.8 mm의 펠릿으로 수득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 문헌에서 제안a 는 촉매는 유동성이

부족하고 고정층 반응에 사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촉매도 유동층 반응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상기 WO 03/

039744호 공보에서는 반응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특허 문헌에 제안된 촉매는 세공 직경이 0.1 내지 1 ㎛의

범위 내에 있는 세공의 적산 용적이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 중의 20 ％ 이상인 세공 분포를 갖는다. 즉, 세공 분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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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직경을 갖는 세공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강도가 낮다고 생각되고, 또한 실시예에 입상 촉매 전구체는 직경 5 mm, 높이

4 mm의 정제형으로 펠릿화된다라는 기재가 있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므로 고정층 반응기용의 촉매이고,

역시 유동층 반응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USP 3,397,153호 공보와 일본국 일본 특허 공고 평 2-47264호 공보 (USP 4,590,173 및 EP0 153077 B에 대응)

은 입자의 평균 직경이 다른 2종의 실리카졸을 포함하는 실리카 원료를 이용하는 소결 저밀도 촉매의 제조법을 개시하지

만 모두 촉매의 세공 분포에 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시도 없다. 전자는 저밀도화로 경제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고, 후자는 안티몬 함유 산화물 촉매에 있어서의 강도의 개선이 저밀도화의 목적이고, 촉매의 세공 분포와 목

적 생성물 수율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도 없고, 또한 목적 생성물 수율이 개선된 산화물 촉매에 대해서

는 아무런 시사도 없다.

  이들 종래 기술의 촉매는, 모두 목적 생성물 수율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동층 반응기에서

의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의 암모산화 반응에 사용하여, 고수율로 안정적으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

릴로니트릴을 제조할 수 있는 촉매가 요망되고 있었다.

  발명의 요약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발명자들은 종래 기술의 상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행하였

다. 즉,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반응시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할 때에 이용하는 암모산화 촉매로서, 목적 생성물을 높은 수율로 안정적으로 공업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촉매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행하였다. 그 결과, 의외로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의 유동

층 암모산화 반응에 이용하는 입상 촉매에 있어서,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미세 구멍의 적산 세공 용적이 특정 범위를 초

과하지 않으면 목적 생성물의 높은 수율이 얻어지고, 또한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대세공의 적산 용적이 특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촉매 입자의 내마모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것으로부터 촉매의 세공 분포를 특정한

범위로 제어함으로써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크게 향상하고, 또한 유동층 촉매로서의 공업적 사용에 적합한 높은 내마모 강

도가 얻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지견에 의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의 유동층 암모산화 반응에

의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의 제조에 이용하는 촉매이고,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높고, 또한 공업적 사용

에 적합한 높은 내마모 강도를 갖기 때문에 목적 생성물을 고수율로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가 있는 입상다공성 암모산화 촉

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상기한 촉매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상기한 촉매를 이용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하나의 형태에 의하면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반응시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로서,

  금속 산화물과 그것을 담지하는 실리카 담체를 포함하고, 상기 실리카 담체의 양이 상기 금속 산화물과 상기 실리카 담체

의 총 중량에 대하여 20 내지 80 중량％이고 상기 금속 산화물이,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

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상기 촉매는, 입경이 5 내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이 상기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90 내지 100 중량％인 입도 분포를

가지고,

  상기 촉매는, 세공 직경이 80 Å 이하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이고, 또한

세공 직경이 1000 Å 이상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인 세공 분포를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 산화 촉매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형태에 따르면 상기 촉매의 제조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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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의 화합물

및 실리카 원료를 포함하는 수성 원료 혼합물을 제공하고,

  상기 실리카 원료는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내지 100 nm인 40 내지 10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60 내지 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를 포함하고, 여

기서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은 100 중량%이고, 각각의 실리카졸의 중

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되고,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을 분무 건조하여 건조 촉매 전구체를 수득하고,

  상기 건조 촉매 전구체를 소성하여 제1항의 촉매를 수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1항의 촉매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형태에 의하면 상기 촉매를 이용하는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

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필수적 특징 및 다양한 바람직한 실시태양을 열거한다.

  1.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반응시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로서,

  금속 산화물과 그것을 담지하는 실리카 담체를 포함하고, 상기 실리카 담체의 양이 상기 금속 산화물과 상기 실리카 담체

의 총 중량에 대하여 20 내지 80 중량％이고, 상기 금속 산화물이,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

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상기 촉매는, 입경이 5 내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이 상기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90 내지 100 중량％인 입도 분포를

갖고,

  상기 촉매는 세공 직경이 80 Å 이하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이고, 또한

세공 직경이 1000 Å 이상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인 세공 분포를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

  2. 1에 있어서, 상기 금속 산화물이 하기의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

  

화학식 1

Mo
12
Bi
a
Fe
b
C
c
D
d
E
e
F
f
G
g
O
n

  식 중, C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아연,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및 바륨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D는 크롬, 텅스텐, 바나듐, 니오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인, 안티몬 및 텔루륨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E는 희토류 원소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F는 루테늄, 로듐, 팔라듐, 오스뮴, 이리듐 및 백금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G는 나트륨, 칼륨, 루비듐 및 세슘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a, b, c, d, e, f, g 및 n은 각각 비스무스 (Bi),철 (Fe), C, D, E, F, G 및 산소 (O)의 12개의 몰리브덴 (Mo) 원자에 대한 원

자비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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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0.05 내지 7,

  b는 0.1 내지 7,

  c는 0 내지 12,

  d는 0 내지 5,

  e는 0 내지 5,

  f는 0 내지 0.2,

  g는 0.01 내지 5, 및 n은 다른 구성 원소의 원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산소 원자의 수이다.

  3.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실리카 담체는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내지 100 nm인 40 내지 10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60 내지 0 중량%의 60 내지 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를 포함하는 실리카 원료로부터 제조되고,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상기 1종 이상의 실리

카졸 (ii)의 총 중량은 100 중량%이고, 각각의 실리카졸의 중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되

는 것인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

  4.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의 화

합물 및 실리카 원료를 포함하는 수성 원료 혼합물을 제공하고,

  상기 실리카 원료는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내지 100 nm인 40 내지 10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60 내지 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를 포함하고, 여

기서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은 100 중량%이고, 각각의 실리카졸의 중

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되고,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을 분무 건조하여 건조 촉매 전구체를 수득하고,

  상기 건조 촉매 전구체를 소성하여 제1항의 촉매를 수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1의 촉매의 제조 방법.

  5. 4에 있어서, 상기 소성이 예비 소성과 본 소성을 포함하고, 상기 예비 소성을 150 내지 430 ℃의 온도 범위에서 행하

고, 상기 본 소성을 450 내지 750 ℃의 온도 범위에서 행하는 방법.

  6.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촉매

를 사용하여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의 제조 방법.

  7.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4 또는 5의 방법에 의해 제조

된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의 제조 방법.

  이하, 본 발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촉매는 금속 산화물과 그것을 담지하는 실리카 담체를 포함하고, 상기 실리카 담체의 양이 상기 금속 산화물과

상기 실리카 담체의 총 중량에 대하여 20 내지 80 중량％이고, 상기 금속 산화물이,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

몬, 텔루륨 및 니오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상기 촉매는 입경이 5 내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이 상기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90 내지 100 중량％인 입도 분포를 가

지고,

  또한 상기 촉매는 세공 직경이 80 Å 이하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이고,

세공 직경이 1000 Å 이상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인 세공 분포를 갖는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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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하게는, 실리카 담체에 담지된 금속 산화물이 하기의 화학식 1로 나타내지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이다.

  <화학식 1>

  Mo12BiaFebCcDdEeFfGgOn

  식 중: C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아연,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및 바륨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D는 크롬, 텅스텐, 바나듐, 니오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인, 안티몬 및 텔루륨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E는 희토류 원소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F는 루테늄, 로듐, 팔라듐, 오스뮴, 이리듐 및 백금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G는 나트륨, 칼륨, 루비듐 및 세슘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a, b, c, d, e, f, g 및 n은 각각 비스무스 (Bi),철 (Fe), C, D, E, F, G 및 산소 (O)의 12개의 몰리브덴 (Mo) 원자에 대한 원

자비를 나타내고,

  a는 0.05 내지 7,

  b는 0.1 내지 7,

  c는 0 내지 12,

  d는 0 내지 5,

  e는 0 내지 5,

  f는 0 내지 0.2,

  9는 0.01 내지 5, 그리고

  n은 다른 구성 원소의 원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산소 원자의 수이다.

  또한, 상기 화학식 1에 있어서,

  C는 바람직하게는 Ni, Co, Zn, Mn 및 Mg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E는 바람직하게는 La, Ce, Pr 및 Nd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G는 바람직하게는 K, Rb 및 Cs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a는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3,

  b는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3,

  c는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0,

  e는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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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1.0이다.

  또한, 본 발명의 촉매의 금속 산화물이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경우에 있어서, 금속 산화물이 하기 화학식 2 또는 화학

식 3으로 표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화학식 2>

  Mo12(Bi1-iCei)kFelNimQqRrOn

  식 중:

  Mo, Bi, Ce, Fe 및 Ni는 각각 몰리브덴, 비스무스, 세륨, 철 및 니켈을 나타내고;

  Q는 마그네슘 및 아연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R은 칼륨, 루비듐 및 세슘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k, l, m, q, r 및 n은 각각 비스무스 (Bi)와 세륨 (Ce)의 합계, 철 (Fe), 니켈 (Ni), Q, R 및 산소 (O)의 12개의 몰리브덴

(Mo) 원자에 대한 원자비이고,

  k=0.5 내지 2,

  l=0.1 내지 3,

  m=4 내지 10,

  q=0 내지 3,

  r=0.01 내지 0.5,

  i는 비스무스와 세륨의 합계에 대한 세륨의 원자 비율이고, i=0.6 내지 0.8이고,

  n은 다른 구성 원소의 원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산소 원자의 수이다.

  <화학식 3>

  Mo12BihFepNisTtRrXxOn

  식 중:

  Mo는 몰리브덴을 나타내고, Bi는 비스무스를 나타내고, Fe는 철을 나타내고, Ni는 니켈을 나타내고;

  T는 크롬 및 인듐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R은 칼륨, 루비듐 및 세슘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X는 망간, 마그네슘, 아연, 세륨, 나트륨 및 인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h, p, s, t, r, x 및 n은 각각, 비스무스 (Bi), 철 (Fe), 니켈 (Ni), T, R, X 및 산소 (O)의 12개의 몰리브덴 원자에 대한 원자

비이,

  h=0.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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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내지 3,

  s=4 내지 1 O,

  t=0.1 내지 2,

  r=0.01 내지 0.5,

  x=0 내지 3이고,

  n은 다른 구성 원소의 원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산소 원자의 수이다.

  본 발명의 촉매는 입경이 5 내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이 상기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9O 내지 100 중량％인 입도 분

포를 갖는다. 입경이 5 내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이 상기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90 중량％ 미만이 되면 입경이 5 ㎛ 보

다 작은 미세 촉매 입자나 입경이 200 ㎛를 초과하는 대세 촉매 입자의 양이 지나치게 커져 촉매의 유동성의 악화와 그에

따르는 반응 결과의 악화가 생긴다.

  본 발명의 촉매의 세공 분포에 대해서는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

여 20 ％ 이하이고, 또한, 세공 직경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

인 세공 분포이다.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15 ％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10 ％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

하여 15 ％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10 ％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를 초과하면, 목적 생성물 (아크

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 수율의 저하를 볼 수 있다. 한편,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의 20 ％를 초과하면, 촉매의 내마모강도의 저하를 볼 수 있고, 공업용 촉매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내마모 강도가 얻어지지 않고, 목적 생성물의 안정인 제조를 행할 수 없다.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

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를 초과할 경우에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내려가는 원인은 아직 해명되지 않았지

만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미세 구멍으로서는, 반응 생성물의 체류 시간이 길고, 반응 생성물의 분해가 촉진되는 결과, 목

적 생성물의 수율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촉매의 세공 분포의 측정 방법으로서는, 가스 흡착법이나 수은 압입법 등이 알려져 있지만 측정법에 의해서 값이 다르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촉매의 세공 분포의 값은 수은 압입법 (일본국 시마즈 세이사꾸쇼사 제조 오토포아 (Auto Pore)-

9200을 사용)에 의해 구한 것이다. 여기서 수은 압입법이란 촉매 입자 내부에 수은을 압입시켜, 그 때의 압력과 침입량의

관계로부터 세공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다.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계산에 있어서, 세공의 형상이 원통형이라

가정한다. 측정된 세공 직경에 대한 적산 세공 용적은 수은 압입법에 의해 측정되고 플로트되어 1차 데이터로서 사용되는

적산 세공 분포 커브를 얻는다. 측정된 세공 직경에 대한 세공 적산 분포 커브를 세공 직경으로 미분한 값을 대응하는 세공

직경에 대하여 플로트하여, 통상, 세공 분포라고 불리는, 미분 세공 분포 커브를 얻는다. 자세하게는 디라트미터에 시료

(촉매) 0.3 내지 0.4 g을 넣고, 진공 펌프로 6.67 Pa 이하로 탈기한 후, 수은을 주입하고, 계속해서 시료와 수은이 충전된

디라트미터를 오토클레이브에 장전하여, 상압으로부터 서서히 413 MPa까지 압력을 가하여 수은 액면의 저하를 추적하

고, 적용된 압력의 관점에서 수은 액면의 변화 (촉매 세공에의 수은의 압입량의 변화)로부터 세공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촉매의 경우, 수은 압입법에 의해 촉매의 세공 분포의 측정을 수행하면, 촉매 입자 사이의 간극을 수만 Å 내지

수십만 Å의 세공 직경을 갖는 세공으로서 측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용어 "세공 용적"은 전체 세공 직경

500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을 의미한다.

  상술한 수은 압입법에 의해 얻어지는 측정된 세공 직경에 대한 적산 세공 분포 커브에 있어서,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

공의 적산 용적은 세공 직경이 측정 하한치 (약 30 Å)로부터 80 Å까지인 세공의 적산 용적으로서 계측되고,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적산 세공 용적은 세공 직경이 1000 Å에서 5000 Å까지인 세공의 적산 용적으로서 계측되고, 따라서, 전

체 세공 용적은 세공 직경이 측정 하한치로부터 5000 Å까지인 세공의 적산 용적으로서 계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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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촉매의 세공 분포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의 입경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

경)을 변화시키거나; 촉매에 존재하는 실리카 담체와 금속 산화물의 비율을 변화시키거나; 소성 온도를 변경하거나; 실리

카 원료의 일부로서 훈증 실리카를 사용하거나; 후술하는 촉매 원료의 수성 슬러리 (수성 원료 혼합물) 중에, 공기 중 소성

온도 이하에서 연소ㆍ분해하는 미세한 물질을 혼입하여 두고, 분무 건조하여 소성하는 등의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다. 실

리카 담체와 금속 산화물의 비율을 변화시켜 촉매의 세공 분포를 제어할 경우, 금속 산화물 비율을 높이면 세공 분포는 대

세공의 비율이 증가하도록 시프트한다. 또한, 소성 온도의 변경에 의해서 세공 분포를 제어할 경우, 소성 온도를 높이면 세

공 분포는 대세공의 비율이 증가하도록 시프트한다. 또한, 촉매 원료의 수성 슬러리 (수성 원료 혼합물) 중에, 공기 중 소성

온도 이하에서 연소ㆍ분해하는 미세한 물질을 혼입하여 둠에 따라 세공 분포를 제어할 경우, 미세한 물질은 연소ㆍ분해할

때 공극을 형성하고, 공극은 촉매의 세공으로 남기 때문에, 수성 원료 혼합물에 혼입하는 미세한 물질의 크기는 100 내지

1000 Å, 바람직하게는 200 내지 500 Å에서, 소재로서는 연소 후에 성분의 잔존이 없는 유기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미세한 물질로서는 예를 들면 수분산성이 좋은 결정성 셀룰로오스의 졸이나 폴리스티렌의 마이크로에멀젼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의 제조 방법과 관련하여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의 입경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

을 변화시킴에 의한 방법과, 실리카 원료의 일부로서 훈증 실리카를 사용함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본 발

명의 촉매의 물리적 구조 요건 (세공 분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이들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촉매의 물

리적 구조 요건 (세공 분포)를 달성할 수 있는 한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촉매는 공업적 사용에 적합한 높은 내마모 강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촉매의 내마모 강도에 대해서는 촉매

분해에 사용하기 위한 유동층 촉매의 내마모성 시험법으로서 알려져 있는 문헌["Test Method for Synthetic Fluid

Cracking Catalyst" (American Cyanamid Co. Ltd. 6/31-4m-1/57)]에 기재된 방법 (이하 「ACC법」이라 칭한다)에 준

하여 마모 손실로서 측정을 행하였다. 이 마모 손실은 이하와 같이 정의된다.

  마모 손실(％)= B/(C-A)×100

  상기 화학식에 있어서, A는 내마모성 시험의 시작 후 0 내지 5 시간 동안에 마모 도산한 촉매의 중량 (g); B는, 보통의

ACC법에 따라, 내마모성 시험 시작 후 통상 5 내지 20 시간 동안에 마모 도산한 촉매의 중량 (g)이지만 본 발명에서는 이

것을 내마모성 시험 시작 후 5 내지 120 시간 동안에 마모 도산한 촉매의 중량 (g)으로 하고; C는 내마모성 시험에 제공한

촉매의 중량 (g)이다.

  촉매의 마모 손실의 값이 7 ％ 이하인 경우, 공업적 사용에 적합한 높은 내마모 강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에 있어서는 담체로서 금속 산화물을 담지하는 실리카가 사용된다. 실리카는 다른 담체에 비하여 그것 자

체가 불활성이고, 목적 생성물에 대하한 촉매의 선택성을 감소 없이 금속 산화물 성분에 대하여 양호한 바인더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담지된 금속 산화물에 높은 내마모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촉매에 있어서의 담체로서 적절하

다. 실리카 담체의 양은 실리카 담체와 금속 산화물의 총 중량에 대하여 20 내지 80 중량％,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70 중

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60 중량％의 범위이다.

  본 발명의 촉매에 있어서 금속 산화물을 담지하는 담체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에 관하여, 또한 티타니아졸, 지르코니아졸,

주석졸 등의 산화물졸을 실리카졸에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들 실리카졸 이외의 산화물졸의 양은 산화물

기준으로 담체 중량의 10 ％ 이하가 되는 양인 것이 바람직하고, 5 ％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촉매 제조를 위한 실리카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졸의 불순물로서는 알루미늄을 들 수 있다. 실리카졸에 있어

서의 불순물로서의 알루미늄의 원자비는 바람직하게는 실리카졸에 존재하는 규소 100 원자당 0.O4 이하이고, 더욱 바람

직하게는 실리카졸에 존재하는 규소 100 원자당 0.02 이하이다. 실리카졸에 있어서의 알루미늄의 양은 O일 수도 있지만

실리카졸에 존재하는 알루미늄의 원자비가 실리카졸에 존재하는 규소 100 원자당 0.02보다도 훨씬 작은 경우라도, 그 원

자비가 0.02인 경우에 비해 촉매의 성능이 추가로 향상되지는 않는다. 실리카졸에 대해서는 반도체 표면의 연마제, 석영

파이버용 원료, 촉매의 담체 등의 용도를 위해 매우 순도가 높은 제품의 제조 방법이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소 60-12721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 61-158810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 63-285112호 공보, 일본 특허 공

개 평 4-231319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 5-85718호 공보, 특허 공고 소 55-10534호 공보 등에 불순물 알루미늄 함량

이 특히 적은 고순도 실리카졸의 제조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실리카졸 중의 불순물로서의 알루미늄의 양은 ICP (유도 결

합 플라스마 (inductively couped plasma)) 발광 분광 분석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촉매의 물리적 구조 요건 (세공 분포)를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의 입경 (적,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

경)의 변경으로 달성할 경우, 실리카 담체를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내지 100 nm인 40 내지 100 중량%의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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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리카졸 (i) 및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60 내지 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를 포함하고,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은 100 중량%이고, 각각의 실리

카졸의 중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것인 실리카 원료로부터 제조하는 것이 효율적이

다. 이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의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nm 이상 40 nm 미만인 경우는 이 1종 이상의 실리카

졸 (i)의 양은 이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과 이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80 내지 100 중량％ (각각

의 실리카졸의 중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됨)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1종 이상의 실리

카졸 (i)의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40 nm 이상 60 nm 미만인 경우는,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의 양은 상기 1

종 이상의 실리카졸 (i)과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6O 중량％ 이상 8O 중량％ 미만 (각각의 실

리카졸의 중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됨)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의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60 내지 1OO nm인 경우는,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의 양은 상기 1종 이상의 실

리카졸 (i)과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40 중량％ 이상 60 중량％ 미만 (각각의 실리카졸의 중

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됨)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 (1차 실리

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1종 이상의 실리카졸)은,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7 내지 15 nm

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촉매의 물리적 구조 요건 (세공 분포)를 실리카 원료의 일부인 훈증 실리카의 이용으로 달성할 경우에는

실리카 원료의 일부로서,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내지 30 nm인 훈증 실리카를 본 발명의 촉매 내에 존재하는 실

리카 담체의 중량에 대하여 10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증 실리카의 1차 입자의 평균 입경

은 10 내지 20 nm이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훈증 실리카의 양은 본 발명의 촉매 내에 존재하는 실리카 담체의 중량에 대하

여 20 내지 40 중량％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실리카졸 또는 훈증 실리카의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은 BET법, 전자 현미경법 등 공지된 방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훈증 실리카의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은 BET법, 즉 BET 흡착 등온법 (브루나우어-에메

트-텔러 (Brunauer-Emmett-Teller) 흡착 등온)으로 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리카졸의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

경의 측정의 경우는 100 내지 200 ℃의 온도에서 졸의 분산매인 물을 증발시키고, 실리카 입자를 수득한 후에, 액체 질소

온도에서 질소를 포화 흡착시켜 실온으로 복귀하였을 때의 질소의 이탈량으로부터 입자의 비표면적 S (m2/g)을 산출한다.

그리고, 1차 실리카 입자를 전부 동일 직경 D (nm)의 구형으로 가정하고, 실리카졸 중의 실리카 입자 (비정질 실리카)의 비

중 (p)을 2.2로 하고, 1 g 당의 1차 실리카 입자의 갯수를 n으로 하면 직경 D (nm)은 하기 화학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ρ=4/3×π×(D× 10-7/2)3×n

  S=4×π×(D×10-9/2)2×n

  따라서,

  D= 6000×ρ/S

  또는 본 발명의 촉매의 물리적 구조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공 분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의

입경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촉매 제조용 실리카졸의 입경을 크게 하면

얻어지는 촉매의 강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사용되는 공업적 촉매는 높은 강도를 갖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종래는 일반적으로 실리카 원료로서,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십수 nm인 실리카졸이 사용

되고 있었다. 실리카 담체 제조를 위해 상기 실리카졸이 실리카 원료로서 사용되는 경우,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생성되는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를 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촉매의 물리적 구조 요건을 만족하

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단일의 실리카졸을 이용할 경우,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비교적 작으면 촉

매의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를 초과하기 쉽고, 또한 1차 실리

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비교적 크면 촉매의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

여 20 ％를 초과하기 쉽고, 본 발명의 촉매의 물리적 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종래 기술의 문헌

에 기재되는 촉매의 제조 방법으로서는, 본 발명의 촉매의 물리적 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촉매를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

가능하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촉매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촉매는, 예를 들면 이하의 제조 방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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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촉매의 제조 방법으로서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의 화합물 및 실리카 원료를 포함하는 수성 원료 혼합물을 제공하고,

  상기 실리카 원료는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내지 100 nm인 40 내지 10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60 내지 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를 포함하고, 여

기서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은 100 중량%이고, 각각의 실리카졸의 중

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되고,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을 분무 건조하여 건조 촉매 전구체를 수득하고,

  상기 건조 촉매 전구체를 소성하여 제1항의 촉매를 수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촉매의 제조 방법이다.

  이 제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촉매의 제조 방법은 수성 원료 혼합물을 제공하는 제1의 공정 (수성 원료 혼

합물 제조 공정),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을 분무 건조하여 건조 촉매 전구체를 얻는 제2의 공정 (건조 공정), 그리고 상기

건조 촉매 전구체를 소성하는 제3의 공정 (소성 공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들 공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1 공정 (수성 원료 혼합물 제조 공정)

  제1의 공정에서는, 촉매 원료의 수성 슬러리 (수성 원료 혼합물)을 얻는다.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아연,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크롬, 텅스텐, 바나듐, 니오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

인, 안티몬, 텔루륨, 나트륨, 칼륨, 루비듐 및 세슘 등의 각 원소의 원소원으로서는 물 또는 질산에 가용인 암모늄염, 질산

염, 염산염, 황산염, 유기산염, 무기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몰리브덴, 텅스텐 및 바나듐의 각 원소의 원소원으로서는

암모늄염이, 비스무스,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아연,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크롬, 알루미늄, 갈륨, 인듐, 1종 이

상의 희토류 원소, 나트륨, 칼륨, 루비듐 및 세슘의 각 원소의 원소원으로서는, 각각의 질산염이, 니오븀, 붕소, 인 및 텔루

륨의 각 원소의 원소원로서는 무기산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티몬을 촉매 원료로서 이용할 때는 안티몬 산화물을 바람직하

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촉매 원료 중에서 안티몬 및 니오븀의 원소원 등의 물에 난용성인 원료에 대해서는 시트르산, 옥살산, 타르타르산

또는 과산화 수소 등의 수용성의 킬레이트제를 사용하는 등으로 용해시킨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난용성의 니오븀산의 용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일본국 일본 특허 공개 평 11-47598호 공보에 기재되

어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니오븀산과 디카르복실산 (예를 들면 옥살산)과 암모니아를 포

함하는 수성 혼합물이고, 디카르복실산/니오븀의 몰비가 1 내지 4이고 암모니아/니오븀의 몰비가 2 이하인 니오븀산 함유

수성 혼합물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삼산화이안티몬은 물에 난용이지만, 메타바나딘산암모늄 또는 메타바나딘산암모늄과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을 삼

산화이안티몬과 같이 물에 넣고, 얻어지는 수성 혼합물을 80 ℃ 이상 비점 이하 (비점은 통상 약 10O ℃)로 가열함으로써

용해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의 제조에 사용하는 실리카 원료는,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내지 100 nm인 40 내지 100 중

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60 내지 0 중량%의 1종 이상

의 실리카졸 (ii)를 포함하고,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은 100 중량%이고,

각각의 실리카졸의 중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것인 실리카 원료이다.

  촉매 원료의 수성 슬러리 (수성 원료 혼합물)의 제조는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에, 물에 용해시킨 몰리브덴 및 텅스텐 등

의 암모늄염을 가하고, 다음으로 비스무스,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아연,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크롬, 알루미늄,

갈륨, 인듐,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 나트륨, 칼륨, 루비듐 및 세슘 등의 각 원소의 원소원의 질산염을 물 또는 질산 수용액

에 용해시킨 용액을 가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실리카 원료의 일부로서 훈증 실리카를 사용하는 경우나 인을 함유하는 촉

매를 제조할 때는 미리 물에 훈증 실리카를 현탁시킨 것을 실리카졸과 혼합하여 실리카 혼합액을 얻고, 또한 인산을 상기

실리카 혼합액에 가한다. 이와 같이 하여, 수성 원료 혼합물을 제조할 수 있다. 이 때, 상기한 첨가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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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물에 난용성인 상기 원소원에 대해서는 그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기한 바와 같은 적절한 처리를 행하여 상용

할 수 있다.

  제2 공정 (건조 공정)

  제2의 공정에서는, 상기한 제1의 공정에서 얻어진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을 분무 건조하여 구형의 건조 입자 (건조 촉매

전구체)를 얻는다. 수성 원료 혼합물의 분무는 공업적으로 통상 이용되는 원심 방식, 이류체 노즐 방식 및 고압 노즐 방식

등의 방법에 의해서 행할 수 있지만 특히 원심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를 위한 열원으로서는 스팀, 전기 히

터 등에 의해서 가열된 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기 입구의 온도는 100 내지 400 ℃, 바람직하게는 150 내

지 300 ℃이다. 건조 기출구의 온도는 100 내지 170 ℃, 바람직하게는 120내지 150 ℃이다.

  제3 공정 (소성 공정)

  제3의 공정에서는, 제2의 공정에서 얻어진 건조 입자 (건조 촉매 전구체)를 소성하는 것으로 원하는 촉매를 얻는다. 건조

촉매 전구체의 소성은 소망에 의해 우선 산소를 포함하는 분위기하 (예를 들면 공기 분위기하), 150 내지 430 ℃에서 30

분 내지 10 시간의 예비 소성 (임의임)을 행하고, 그 후, 산소를 포함하는 분위기하 (예를 들면 공기 분위기하), 450 내지

750 ℃,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700 ℃의 온도 범위에서 1 내지 20 시간 본 소성을 행한다.

  이 예비 소성은 암모늄염인 원료와 질산염인 원료에 유래하는 질산 암모늄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행한다. 이 때, 연소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 촉매 입자의 형상에 비뜰림이 생기거나 입자 자체에 균열이 생겨, 유동성이나 내마모 강도에 지장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온에서 천천히 연소시킨다. 또한 소성은 회전 화로, 터널 화로, 머플 화로 등의 소성 화

로를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

  소성 종료 후의 촉매의 입도 분포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측정한다. 입도 분포란 어떤 범위의 입경을 갖는 촉매 입자의

전체 촉매 입자에 대하는 중량백분률의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입도 분포는 이하와 같이 측정한다. 메쉬 5 ㎛의 체

(미국, 벅비-미어즈 (Buckbee-Mears)사 제조) (하부 체)의 위에 메쉬 200 ㎛의 체 (미국, 벅비-미어즈사 제조) (상부 체)

를 올려 제일 밑에 받침 그릇을 부착하고, 최상단에 촉매 샘플을 도입하여, 진동시킴으로써 메쉬 5 ㎛의 체에 남은 촉매를

얻고, 그 양을 도입 촉매량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중량％)을 얻는다. 본 발명의 촉매에 있어서는, 이 값이 90 내지

100 중량％이다.

  본 발명의 우수한 촉매는 이와 같이 간편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본 발명의 촉매를 이용하여, 프로

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반응시킴으로써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

조할 수 있다. 반응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실시된다. 프로필렌, 이소부텐, 3급 부탄올 및 암모니아는 반드시 고순도일 필

요는 없고, 공업적 등급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분자 산소원으로서는 통상 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산소

를 공기와 혼합하는 등으로 산소 농도를 높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원료 가스의 조성으로서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에 대한 암모니아와 분자 산소의 몰비는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암모니아/분자 산소=1/0.8 내

지 1.4/1.4 내지 2.4, 바람직하게는 1/0.9 내지 1.3/1.6 내지 2.2의 범위이다. 또한, 반응 온도는 350 내지 550 ℃, 바람직

하게는 400 내지 500 ℃의 범위이다. 반응 압력은 상압 내지 0.3 MPa의 범위에서 행할 수 있다. 원료 가스와 촉매와의 접

촉 시간은 0.5 내지 20 (초ㆍg/cc),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O (초ㆍg/cc)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접촉 시간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접촉 시간 (초ㆍg/cc)=(W/F)×273/(273+T)×P/0.10

  식 중,

  W는 촉매의 양 (g),

  F는 표준 상태 (0 ℃, 1 atm)에서의 원료 혼합 가스 유량 (Ncc/초),

  T는 반응 온도 (℃),

  그리고 P는 반응 압력 (Mpa)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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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이하에 본 발명을, 실시예와 비교예에 의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들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다.

  모든 실시예 및 비교예에 있어서 제조한 촉매에 대해서 체를 이용하여 입도 분포의 측정을 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메쉬

5 ㎛의 체 (미국, 벅비-미어즈사 제조) (하부 체) 위에 메쉬 2OO ㎛의 체 (미국, 벅비-미어즈사 제조) (상부 체)를 올려, 제

일 아래에 받침 그릇을 부착하여, 최상단에 촉매 샘플을 도입하여 진동시킴으로써 메쉬 5 ㎛의 체에 남은 촉매를 얻고, 그

양을 도입 촉매량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을 그 샘플의 입도 분포로 하였다. 그 결과, 어떤 촉매에 대해서도 입경이 5 내

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은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100 중량％였다.

  또한 실시예 및 비교예에 있어서, 반응 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한 전환율 및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다음 화학식으

로 정의된다.

  전환율 (％)=(반응한 프로필렌의 몰수)/(공급한 프로필렌의 몰수)×100

  아크릴로니트릴 수율 (％)=(생성한 아크릴로니트릴의 몰수)/(공급한 프로필렌의 몰수)×100

  또한, 반응 장치는 내부 직경 25 mm의 파이렉스 (Pyrex) 유리제 유동층 반응관을 이용하고, 반응 압력 P는 0.15 Mpa,

충전 촉매량 W는 40 내지 60 g, 원료 혼합 가스유량 F는 250 내지 450 Ncc/초 (표준 상태 (0 ℃, 1 atm으로 환산)으로, 반

응 온도 T는 430 ℃로 행하였다.

  접촉 시간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접촉 시간 (초ㆍg/cc)=(W/F)×273/(273+T)×P/0.10

  식 중,

  W는 촉매의 양 (g),

  F는 표준 상태 (0 ℃, 1 atm)에서의 원료 혼합 가스 유량 (Ncc/초),

  T는 반응 온도 (℃), 그리고 P는 반응 압력 (Mpa)을 나타낸다.

  원료 혼합 가스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프로필렌/암모니아/공기=1/1.25/8.0 내지 10.0 (분자 산소 환산으로 1.6 내지 2.0)

  촉매의 내마모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ACC법에 준하여 마모 손실을 측정하였다. 이 마모 손실은 이하와 같이 정의된다.

  마모 손실 (％)=B/(C-A)×100

  상기 에 있어서, A는 내마모성 시험 시작 후 0 내지 5 시간 동안에 마모 도산한 촉매의 중량 (g), B는 내마모성 시험 시작

후 5 내지 120 시간 동안에 마모 도산한 촉매의 중량 (g)이고, C는 시험에 제공한 촉매의 중량 (g)이다.

  촉매의 마모 손실의 값이 7 ％ 이하인 경우, 공업적 사용에 적합한 높은 내마모 강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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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조성이 Mo12Bi0.45Ce0.90Fe1.8Ni2.0Co3.0Mg2.0K0.09Rb0.05로 표시되는 금속 산화물을 금속 산화물 및 실리카 담체

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50 중량％의 실리카 담체에 담지한 촉매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16.6 중량％의 질산 수용액 405.3 g에 42.2 g의 질산 비스무스 [Bi(NO3)3ㆍ5H2O], 75.5 g의 질산세륨 [Ce(NO3)3ㆍ

6H2O], 140.5 g의 질산철 [Fe(NO3)3ㆍ9H2O], 112.4 g의 질산니켈 [Ni(NO3)2ㆍ6H2O], 168.8 g의 질산코발트

[Co(NO3)2ㆍ6H2O], 99.1 g의 질산마그네슘 [Mg(NO3)2ㆍ6H2O], 1.76 g의 질산칼륨 [KNO3] 및 1.43 g의 질산 루비듐

[RbNO3]을 용해시켜 얻어진 액을,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2 nm인 3O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 실리카

졸 1666.7 g에 가하고, 마지막으로 물 824.7 g에 409.4 g의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NH4)6Mo7O24ㆍ4H2O]를 용해시킨

액을 가하여 수성 원료 혼합물을 얻었다. 얻어진 수성 원료 혼합물을 병류식의 분무건조기에 보내고, 입구 온도 약 250 ℃,

출구 온도 약 140 ℃에서 건조시켰다.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의 분무는, 건조기 상부 중앙에 설치된 접시형 회전자를 구비

한 분무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였다. 얻어진 분체 (건조 촉매 전구체)는, 전기 화로에서 공기 분위기하 350 ℃에서 1 시간의

예비 소성 후, 공기 분위기하 580 ℃에서 2 시간 본 소성하여 촉매를 얻었다.

  얻어진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05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

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12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232 cc/g이고,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2.2 ％,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5.2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을 사용하여 접촉 시간 4.3 (초ㆍg/cc)으로 프로필렌의 암모 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반응 개시로부터

24 시간 후의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99.0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4.O ％였다.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마모 손실 (％)은 5.7 ％였다. 촉매의 조성과 제조 조건

을 표 1에 나타낸다. 촉매의 세공 분포와 내마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비교예 1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로서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 12 nm인 30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 실리카졸만을

1666.7 g 사용하는 것 및 본 소성 온도가 590 ℃인 것 이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촉매와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58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세공 용적이 0.001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220 cc/g이고,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

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26.4 ％,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0.5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을 사용하고, 접촉 시간 3.7 (초ㆍg/cc)로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24 시간 후의 프로

필렌의 전환율은 99.1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2.4 ％였다.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마모 손실 (％)는 2.9 ％였다. 촉매 조성과 제조 조건을

표 1에 나타낸다. 촉매의 세공 분포와 내마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비교예 2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로서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 86 nm인 30중량％의 Si02를 포함하는 수성 실리카졸만

을 1666.7 g 사용하는 것 및 본 소성 온도가 550 ℃인 것 이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00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

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271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354 cc/g이고,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0.0 ％,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76.6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를 이용하고, 접촉 시간 3.9 (초ㆍg/cc)로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반응 개시로부터

24 시간 후의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99.1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4.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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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5 시간째부터 20 시간째에 마모 도산한 촉매량이 이미

7.18 ％로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측정하지 않았다. 촉매의 조성과 제조 조건을 표 1에 나타낸다. 촉매의 세공 분포와 내마

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실시예 2

  금속 조성이 Mo12Bi0.6Ce0.75Fe1.8Ni5.0Mg2.0K0.09Rb0.05로 표시되는 금속 산화물을 금속 산화물 및 실리카 담체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50 중량％의 실리카에 담지한 촉매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조하였다.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86 nm인 30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실리카졸 833.3 g과 1차 실리카 입자의 평

균 입경이 12 nm인 3O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 실리카졸 833.3 g을 혼합하여 실리카 원료를 얻었다. 16.6 중량％

의 질산 수용액 404.7 g에 56.0 g의 질산비스무스 [Bi(NO3)3ㆍ5H2O], 62.7 g의 질산세륨 [Ce(NO3)3ㆍ6H2O], 140.0 g

의 질산철 [Fe(NO3)3ㆍ9H2O], 278.0 g의 질산니켈 [Ni(NO3)2ㆍ6H2O], 98.7 g의 질산마그네슘 [Mg(NO3)2ㆍ6H2O],

1.75 g의 질산칼륨 [KNO3] 및 1.42 g의 질산 루비듐 [RbNO3]을 용해시켜 얻어진 액을, 상기 실리카 원료에 가하고, 마

지막으로 물 821.6 g에 407.9 g의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NH4)6Mo7O24ㆍ4H2O]를 용해시킨 액을 가하여 수성 원료

혼합물을 얻었다. 얻어진 수성 원료 혼합물을 병류식의 분무 건조기에 보내어, 입구 온도 약 250 ℃, 출구 온도 약 140 ℃

에서 건조시켰다.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의 분무는, 건조기 상부 중앙에 설치된 접시형 회전자를 구비한 분무 장치를 이용

하여 행하였다. 얻어진 분체 (건조 촉매전구체)는 전기 화로에서 공기 분위기하 350 ℃에서 1 시간의 예비 소성의 후, 공기

분위기하 590 ℃에서 2 시간 본 소성하여 촉매를 얻었다.

  얻어진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14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

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04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225 cc/g이고,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6.2 ％,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1.8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을 이용하고, 접촉 시간 4.6 (초ㆍg/cc)로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반응 개시로부터 24

시간 후의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99.2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4.2 ％였다.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마모 손실 (％)은 5.2 ％였다. 촉매의 조성과 제조 조건

을 표 1에 나타낸다. 촉매의 세공 분포와 내마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비교예 3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86 nm인 30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 실리카졸 1250.0 g과 1차 입자의 평균 입경

이 12 nm인 3O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 실리카졸 416.7 g을 혼합하여 실리카 원료를 얻는 것 (즉, 이들 2종의 실

리카졸의 혼합 비율을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경하는 것), 및 본 소성 온도가 570 ℃인 것 이외에는 실시예 2와 동일하

게 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02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

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152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289 cc/g에서,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0.7 ％,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52.6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을 이용하고 접촉 시간 4.2 (초ㆍg/cc)으로 프로필렌의 암모 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반응 개시로부터

24 시간 후의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99.2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4.0 ％였다.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마모 손실 (％)은 15.0 ％였다. 촉매의 조성과 제조 조건

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촉매의 세공분포와 내마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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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조성이 Mo12Bi0.3Pr0.13Nd0.47Fe2Ni5.4Zn2.1K0.08Cs0.04로 표시되는 금속 산화물을 금속 산화물 및 실리카 담체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50 중량％의 실리카에 담지한 촉매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조하였다.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8 nm인 30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실리카졸 833.3 g과 1차 실리카 입자의 평

균 입경이 8 nm인 2O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 실리카졸 1250.0 g을 혼합하여 실리카 원료를 얻었다. 16.6 중량％

의 질산 수용액 403.1 g에 27.6 g의 질산 비스무스 [Bi(NO3)3ㆍ5H2O], 5.68 g의 질산 프라세오듐 [Pr(NO3)2], 39.1 g

의 질산네오듐 [Nd(NO3)3ㆍ6H2O], 153.3 g의 질산 철 [Fe(NO3)3ㆍ9H2O], 297.9 g의 질산니켈 [Ni(NO3)2ㆍ6H2O],

118.5 g의 질산아연 [Zn(NO3)2ㆍ6H2O], 1.549의 질산칼륨 [KNO3] 및 1.48 g의 질산세슘 [CsNO3]을 용해시켜 얻어

진 액을, 상기 실리카 원료에 가하고, 마지막으로 물 809.6 g에 401.9 g의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NH4)6Mo7O24ㆍ

4H2O]를 용해시킨 액을 가하여 수성 원료 혼합물을 얻었다. 얻어진 수성원료 혼합물을 병류식의 분무 건조기에 보내어,

입구 온도 약 250 ℃, 출구 온도 약 140 ℃에서 건조시켰다.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의 분무는, 건조기 상부 중앙에 설치된

접시형 회전자를 구비한 분무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였다. 얻어진 분체 (건조 촉매 전구체)는, 전기 화로에서 공기 분위기하

350 ℃에서 1 시간의 예비 소성 후, 공기 분위기하 580 ℃에서 2 시간 본 소성하여 촉매를 얻었다.

  얻어진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22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

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09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237 cc/g이고,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9.3 ％,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3.8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을 이용하고, 접촉 시간 4.1 (초ㆍg/cc)로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반응 개시로부터

24 시간 후의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99.1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4.2 ％였다.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마모 손실 (％)은 4.8 ％였다. 촉매의 조성과 제조 조건

을 표 1에 나타낸다. 촉매의 세공 분포와 내마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비교예 4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로서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8 nm인 2O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수성 실리카졸만을

2500.0 g 사용하는 것, 및 본 소성 온도가 610℃인 것 이외에는 실시예 3과 동일하게 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802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00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204 cc/g이고,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

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39.3％,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0.0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을 이용하고, 접촉 시간 3.8 (초ㆍg/cc)로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반응 개시로부터 24

시간 후의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99.1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1.9 ％였다.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마모 손실 (％)은 1.5 ％였다. 촉매의 조성과 제조 조건

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촉매의 세공 분포와 내마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4

  금속 조성이 Mo12Bi0.3Ce0.3Cr0.2In0.2Fe1.2Ni6.2Mg2.5K0.2로 표시되는 금속 산화물을 금속 산화물 및 실리카 담체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35 중량％의 실리카에 담지한 촉매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조하였다.

  16.6 중량％의 질산 수용액 417.7 g에 37.0 g의 질산비스무스 [Bi(NO3)3ㆍ5H2O], 33.1 g의 질산세륨 [Ce(NO3)3ㆍ

6H2O], 20.3 g의 질산 크롬 [Cr(NO3)3ㆍ9H2O], 18.0 g의 질산인듐 [In(NO3)3ㆍ3H2O], 123.2 g의 질산 철 [Fe(NO3)3

ㆍ9H2O], 458.1 g의 질산니켈 [Ni(NO3)2ㆍ6H2O], 162.8 g의 질산마그네슘 [Mg(NO3)2ㆍ6H2O] 및 5.14 g의 질산칼

륨[KNO3]을 용해시켜 얻어진 액을,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12 nm인 3O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실리카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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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7 g에 가하고, 마지막으로 물 1084.1 g에 538.3 g의 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NH4)6Mo7O24ㆍ4H2O]를 용해시킨

액을 가하여, 수성 원료 혼합물을 얻었다. 얻어진 수성 원료 혼합물을 병류식의 분무 건조기로 보내어, 입구 온도 약

250 ℃, 출구 온도 약 140 ℃에서 건조시켰다.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의 분무는 건조기 상부 중앙에 설치된 접시형 회전자

를 구비한 분무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였다. 얻어진 분체 (건조 촉매 전구체)는, 전기 화로에서 공기분위기하 350 ℃에서 1

시간의 예비 소성 후, 공기 분위기하 560 ℃에서 2 시간 본 소성하여 촉매를 얻었다.

  얻어진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20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

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13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210 cc/g이고,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9.5 ％,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6.2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을 사용하여, 접촉 시간 4.2 (초ㆍg/cc)로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반응 개시로부터 24

시간 후의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99.1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4.5 ％였다.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마모 손실 (％)은 3.5 ％였다. 촉매의 조성과 제조 조건

을 표 1에 나타낸다. 촉매의 세공 분포와 내마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비교예 5

  실리카 원료인 실리카졸로서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12 nm인 30 중량％의 SiO2를 포함하는 실리카졸 1666.7 g

을 사용하는 것, 및 본 소성 온도가 600 ℃인 것 이외에는 실시예 4와 동일하게 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촉매의 세공 분포를 측정하였더니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61 cc/g, 세공 직경 1000 Å 이

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이 0.001 cc/g,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이 0.213 cc/g이고, 따라서,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세공 직경 80 Å 이하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28.6 ％, 세공 직경 1000 Å 이상의 세공의 적산 용적은 0.5 ％가 되었다.

  얻어진 촉매 50 g을 이용하고, 접촉 시간 3.9 (초ㆍg/cc)으로 프로필렌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였더니, 반응 개시로부터

24 시간 후의 프로필렌의 전환율은 99.0 ％, 아크릴로니트릴 수율은 82.5 ％였다.

  얻어진 촉매 50 g을 ACC법에 준한 내마모성 시험을 행하였더니 마모 손실 (％)은 1.9 ％였다. 촉매의 조성과 제조 조건

을 표 1에 나타낸다. 촉매의 세공 분포와 내마모 강도 (마모 손실 (％)) 및 반응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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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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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암모산화 촉매는 목적 생성물의 수율이 높고, 또한 공업적 사용에 알맞은 높은 내마모 강도를 갖기 때문에, 본

발명의 촉매를 이용하여 유동층 반응기에서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의 암모산화 반응을 행하면 고수율로 안

정적으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할 수 있고 유리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반응시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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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산화물과 그것을 담지하는 실리카 담체를 포함하고, 상기 실리카 담체의 양이 상기 금속 산화물과 상기 실리카 담체

의 총 중량에 대하여 20 내지 80 중량％이고, 상기 금속 산화물이,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

븀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상기 촉매는, 입경이 5 내지 200 ㎛인 촉매 입자의 양이 상기 촉매의 중량에 대하여 90 내지 100 중량％인 입도 분포를

갖고,

  상기 촉매는, 세공 직경이 80 Å 이하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이고, 또한

세공 직경이 1000 Å 이상인 세공의 적산 용적이 상기 촉매의 전체 세공 용적에 대하여 20 ％ 이하인 세공 분포를 갖는 것

인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산화물이 하기의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

  <화학식 1>

  Mo12BiaFebCcDdEeFfGgOn

  식 중, C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아연,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및 바륨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D는 크롬, 텅스텐, 바나듐, 니오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인, 안티몬 및 텔루륨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E는 희토류 원소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F는 루테늄, 로듐, 팔라듐, 오스뮴, 이리듐 및 백금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G는 나트륨, 칼륨, 루비듐 및 세슘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이고;

  a, b, c, d, e, f, g 및 n은 각각 비스무스 (Bi),철 (Fe), C, D, E, F, G 및 산소 (O)의, 12개의 몰리브덴 (Mo) 원자에 대한

원자비를 나타내고,

  a는 0.05 내지 7이고,

  b는 0.1 내지 7이고,

  c는 0 내지 12이고,

  d는 0 내지 5이고,

  e는 0 내지 5이고,

  f는 0 내지 0.2이고,

  g는 0.01 내지 5이고,

  n은 다른 구성 원소의 원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산소 원자의 수이다.

공개특허 10-2005-0098270

- 20 -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카 담체는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내지 100 nm인 40 내지 100 중량%

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60 내지 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를 포함하는 실리카 원료로부터 제조되고,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은 100 중량%이고, 각각의 실리카졸의 중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것인 입상

다공성 암모산화 촉매.

청구항 4.

  몰리브덴, 비스무스, 철, 바나듐, 안티몬, 텔루륨 및 니오븀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원소의 화합물

및 실리카 원료를 포함하는 수성 원료 혼합물을 제공하며,

  상기 실리카 원료는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0 내지 100 nm인 40 내지 10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1차 실리카 입자의 평균 입경이 5 nm 내지 20 nm 미만인 60 내지 0 중량%의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를 포함하고, 여

기서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 및 상기 1종 이상의 실리카졸 (ii)의 총 중량은 100 중량%이고, 각각의 실리카졸의 중

량%는 실리카졸에 함유된 실리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되고,

  상기 수성 원료 혼합물을 분무 건조하여 건조 촉매 전구체를 수득하고,

  상기 건조 촉매 전구체를 소성하여 제1항의 촉매를 수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1항의 촉매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소성이 예비 소성과 본 소성을 포함하고, 상기 예비 소성을 150 내지 430 ℃의 온도 범위에서 행하

고, 상기 본 소성을 450 내지 750 ℃의 온도 범위에서 행하는 방법.

청구항 6.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

의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프로필렌, 이소부텐 또는 3급 부탄올을 분자 산소 및 암모니아와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제4항 또는 제5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메타크릴로니트릴의 제조 방법.

공개특허 10-2005-0098270

- 21 -


	문서
	서지사항
	요약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색인어 1
명세서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청구의 범위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