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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기를 함유하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관한 것이다:

  (1)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거나, 평균 입자 직경이 5 내지 2,000 nm 인 불활성 입자를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기준

으로 0.00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하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의 베이스 필름 C;

  (2) 베이스 필름 C 의 일면상의 코팅층 A 으로서, 상기 코팅층 A 는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계면활성제 및 실록산 공

중합된 아크릴 수지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A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은 아니며, 상기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의 함유량은 코팅층 A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인 코팅층 A; 및

  (3) 코팅층 A 가 존재하지 않는 베이스 필름 C 상의 다른 한쪽면상의 코팅층 B 로서, 상기 코팅층 B 는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 실리콘 및 왁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성분, 바인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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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불활성 입자 및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B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이며, 상기

성분의 함유량은 상기 성분이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일 경우에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5 내지 90 중량% 이

고, 상기 성분이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아닐 경우에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인 코팅층

B.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자기(磁氣)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필름의 대전량

(amount of electrostatic charge)이 적고, 블록킹(blocking)이 없으며, 쪼개짐(chipping)이 거의 없고, 전자기 변환 특성,

자성층에의 접착성 및 백코트에 대한 접착성이 우수한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용 베이스 필름으로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복

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이것을 베이스 필름으로서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메모리 테이프, 자기 시이트 또는 자기 디스크와 같은 자기 기록 매체는 베이스 필름 및 이

베이스 필름의 표면상에 형성된 자성층을 함유한다. 미끄럼성(slipperiness)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상기 자성층의

반대측 표면상에 매끈한 백코트층을 만든다. 상기 자기 기록 매체의 베이스 필름으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주로 사용된

다.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자성층에의 접착성 및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매끈한 백코트층에의 접착성은 중요한 성질이다. 이

들 접착성이 불충분할 경우, 자성층과 백코트층은 박리되고, 자기 기록 매체의 음향 기록, 영상 기록 또는 재생 단계에서

자기 특성은 완전히 소실된다.

  향상된 접착성을 갖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표면을 코로나 방전 처리한 것, 표면을 접착 수지로 코팅시킨 것 등을 포함한

다. 월등한 접착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폴리에스테르 베이스 필름의 표면을 접착 수지로 코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 공지되어 있다.

  최근, 자기 기록 밀도의 증가와 함께,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표면은 덜 거칠고 더 평활하게 만들어졌다. 이 경우,

접착 수지로 코팅된 통상적인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롤의 형태로 감겨질 경우 쉽게 블록킹이 발생하고, 자기 매체의 생산

공정에서 상기 롤을 풀어낼 경우 필름은 쉽게 울퉁불퉁해지거나 찢어진다.

  특히, 증착 비디오 테이프와 같이 진공 증착에 의해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표면상에 형성된 자성의 금속 박막을 갖는 증착

테이프에서, 사용되는 베이스 필름은 낮은 표면 거칠기(roughness)를 가지며, 따라서, 테이프 주행 표면의 미끄럼성은 자

기면의 반대측 표면상에 백코트층을 형성함으로써 향상될 것이다.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표면을 통상적인 기술에 의해 접

착 수지로 코팅하여 백코트층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에의 접착성을 향상시킬 경우, 베이스 필름의 표면 거칠기가 아주 낮기

때문에 블록킹이 쉽게 발생한다.

  상기 블록킹은 공기중에 포함된 수분이 필름의 표면으로 스며들거나 필름의 접촉 표면 사이로 침투하여, 필름의 접촉면

이 필름 사이의 압력에 의해 상호 접착하는 상태가 된다. 필름 생산후 또는 베이스 필름에 사용하기 전의 필름 롤은 공장내

에서 낮은 습도에서 보관된다. 보관 조건을 엄격히 조절함으로써 블록킹을 어느 정도로 방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특히, 증착 자기 기록 매체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경우, 보관하는 동안 습도만을

조절함으로써 접착 필름의 블록킹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쉽게 블록킹되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쉽게 대전되며, 고 대전 필름은, 필름 형성 및 테이프 형성시 필름의 취급성을 극

도로 악화시키고, 대전에 의해 발생된 불꽃은 테이프의 형성에 사용된 유기 용매를 점화시킬 수 있으며, 상기 필름은 공기

중의 부유 분진을 전기적으로 쉽게 흡수하여, 고밀도 기록을 요하는 증착 테이프 등에서 드롭 아웃(drop out)을 유발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JP-A 61-5941 (명세서에서 사용된 "JP-A" 란 용어는 "일본 특허출원 공개공보" 를 의미한다) 에는 자기 금속 박막이 증

착된 자기 기록 매체용 베이스 필름으로서 사용되는 접착성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기 자기 기

록 매체는 Ra 값이 0.002 내지 0.030 ㎛ 인 평활한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이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양면에 형성된 중합체

층을 함유하고, 이 중합체층 중 적어도 하나는 접착 수지 및 이 접착 수지를 기준으로 0.1 내지 30 중량% 의 실리콘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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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성되며, 다른 중합체층상에 자성층이 형성된다. 접착 수지로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에테르 공중합체, 수용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술폰산 알칼리 금속염을 함유하는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를 열거할 수 있

다. 사용가능한 실리콘 화합물은 하기식으로 표현되는 사슬 성분을 갖는 화합물이라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식중, R1 은 CH3, C6H5 또는 H 이고, R2 는 CH 3, C6H5, H, 또는 관능기 (예, 에폭시기, 아미노기 또는 히드록시기) 이

고, n 은 100 내지 7,000 의 정수이다].

  JP-A 10-261215 에는 SRa 값이 2 내지 4 nm 이고 SRz 값이 10 내지 40 nm 인 표면 A, 및 이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다

른 표면 B 상에 형성된 코팅층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용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상기 코팅층

은 불소 화합물 또는 규소 화합물과 코팅 필름내 및/또는 코팅 필름의 표면상에 존재하는 미립자를 공중합시킴으로써 제조

된 20 내지 80 중량% 의 접착 중합체를 함유하며, 강자성 금속 박막은 표면 A 의 외표면상에 형성되고, 백코트층은 코팅층

의 외표면상에 형성된다.

  JP-A 10-261216 에는 SRa 값이 2 내지 4 nm 이고 SRz 값이 10 내지 40 nm 인 표면 A, 및 이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다

른 표면 B 상에 형성된 접착 수지로 주요 구성된 중합체층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용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개시되어 있

으며, 여기에서 상기 접착 수지는 0.1 내지 30 중량% 의 불소 화합물 또는 규소 화합물을 공중합시켜 제조되고, 강자성 금

속 박막은 표면 A 의 외표면상에 형성되고, 백코트층은 중합체층의 외표면상에 형성된다.

  WO 98/49008 에는 베이스 필름 C,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에 존재하는 코팅층 A 및 베이스 필름 C 의 다른 한쪽면에

존재하는 코팅층 B 로 이루어진 복합 필름인 저 대전성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 코팅층 A 는 평균 입자 직경이 5 내지 100 nm 이고 표면 돌기 밀도가 1×106 내지 1×108 개/㎟ 이며 중심선 평균 표

면 거칠기 (Ra-A) 는 0.1 내지 2 nm 인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는 수용성 수지 또는 수분산성 수지로부터 만들어지고;

  (2) 코팅층 B 는 상기층 B 를 기준으로, 평균 입자 직경이 20 내지 100 nm 인 불활성 입자 1 내지 40 중량%, 및 5 내지

85 중량% 의 실리콘-개질 폴리에스테르 수지 또는 1 내지 30 중량% 의 실리콘 또는 왁스를 함유하는, 수용성 수지 또는

수분산성 수지 함유 조성물 60 내지 99 중량% 를 함유하며;

  (3) 베이스 필름 C 는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거나, 평균 입자 직경이 5 내지 2,000 nm 인 불활성 입자를 0.00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하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다.

  상기의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코팅층 A 의 외표면상에 자기 기록층을 갖는 자기 기록 매체를 제조하기 위한 베이스

필름으로서 사용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대전량이 적고, 블록킹이 없으며, 쪼개짐이 거의 없고, 전자기 변환 특성, 자성층에의 접착성 및 백코트

에 대한 접착성이 우수한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용 베이스 필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특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조성의 백코트층을 갖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특성을 가지면서,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성을 갖는 코팅층을 갖는 복

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특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조성을 갖는 백코트층 및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코팅

층을 갖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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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기재 필름으로서 본 발명의 상기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타 목적 및 잇점은 하기의 명세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상기의 목적 및 본 발명의 이점은 하기를 함유하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이하에서는 "본 발

명의 제 1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으로 지칭되기도 함) 을 통해서 성취된다:

  (1)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거나, 또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기준으로 0.00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5 내지

2,000 nm 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가지는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의 베이스 필름 C; 및

  (2)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의 코팅층 A 로서, 상기 코팅층 A 는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계면 활성제 및 실록산 공

중합된 아크릴 수지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A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이 아니며, 실록산 공중

합된 아크릴 수지는 코팅층 A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되어 있는 코팅층 A.

  둘째, 상기의 목적 및 본 발명의 이점은 하기를 함유하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제 2 복합 폴리

에스테르 필름" 으로 지칭되기도 함) 을 통해서 성취된다:

  (1)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거나, 또는 5 내지 2,000 nm 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가지는 불활성 입자를 방향족 폴리에스

테르를 기준으로 0.00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하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의 베이스 필름 C; 및

  (2)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의 코팅층 B 로서, 상기 코팅층 B 는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 실록산 공중합

된 아크릴 수지, 실리콘 및 왁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성분,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및 계면 활성제을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B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이며, 상기 성분의 함유량은 상기 성분이 실록

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일 때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5 내지 90 중량% 이고, 상기 성분이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

에스테르 수지가 아닐 경우에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인 코팅층 B.

  셋째, 상기의 목적 및 본 발명의 이점은 하기를 함유하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제 3 복합 폴리

에스테르 필름" 으로 지칭되기도 함) 을 통해서 성취된다:

  (1)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거나, 또는 5 내지 2,000 nm 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가지는 불활성 입자를 방향족 폴리에스

테르를 기준으로 0.00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하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의 베이스 필름 C;

  (2)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의 코팅층 A 로서, 상기 코팅층 A 는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계면 활성제 및 실록산 공

중합된 아크릴 수지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A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이 아니며, 실록산 공중

합된 아크릴 수지는 코팅층 A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되어 있는 코팅층 A; 및

  (3) 코팅층 A 가 존재하지 않는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의 코팅층 B 로서, 상기 코팅층 B 는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

스테르 수지,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 실리콘 및 왁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성분, 바인더 수지, 불

활성 입자 및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B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이며, 상기 성분의

함유량은 상기 성분이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일 때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5 내지 90 중량% 이고, 상기 성

분이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아닐 경우에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인 코팅층 B.

  더욱 상세한 설명은 하기와 같다:

  본 발명의 제 1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먼저 이하에 설명한다.

  베이스 필름 C 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로부터 만들어진다.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는 불활성 입자를 함유할 수 있다. 그것

이 불활성 입자를 함유할 때, 그것은 0.001 내지 5.0 중량% 의 5 내지 2,000 nm 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가지는 불활성 입자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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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 폴리테트라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

리-1,4-시클로헥실렌 디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2,6-나프탈렌 디카르복실레이트 등으로부터 선택된다. 이

들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폴리에틸렌-2,6-나프탈렌 디카르복실레이트가 바람직하다.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는 단독폴리에스테르 또는 공폴리에스테르일 수 있다. 공폴리에스테르인 경우,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및 폴리에틸렌-2,6-나프탈렌 디카르복실레이트와 공중합가능한 성분은 디올 성분, 예를 들어 디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네오펜틸 글리콜, 폴리옥시에틸렌 글리콜, p-크실렌 글리콜 및 1,4-시클로헥산디메탄올; 다른 디카르복

실산 성분, 예를 들어 아디프산, 세바스산, 프탈산, 이소프탈산, 테레프탈산 (폴리에틸렌-2,6-나프탈렌 디카르복실레이트

용), 2,6-나프탈렌디카르복실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용) 및 5-소듐 술포이소프탈산; 옥시카르복실산 성분, 예를

들어 p-옥시에톡시벤조산; 등을 포함한다. 공중합가능한 성분의 양은 20 mo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 mol% 이하이다.

  또한, 트리멜리트산 또는 파이로멜리트산과 같은 3 이상의 관능성을 가지는 다관능성 화합물을 공중합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것은 바람직하게는 중합체가 실질적으로 선형, 예를 들어 2 mol% 이하가 되는 양으로 공중합된다.

  베이스 필름 C 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0 ㎛, 더욱 바람직하게는 2 내지 10 ㎛ 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베이스 필름 C 는 상술한 바처럼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불활성 입

자를 함유할 때, 불활성 입자는 유기성 입자 또는 무기성 입자일 수 있다. 베이스 필름 C 에 함유되어 있는 불활성 입자는

코팅층 A 및 코팅층 B 에 함유되어 있는 불활성 입자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하기에 그것의 형태 및 평균 입자 직

경이 상세히 설명된다. 불활성 입자의 예시적 예는 코어-쉘(core-shell) 구조의 유기성 입자, 예를 들어 폴리스티렌, 폴리

스티렌-디비닐벤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가교 물질,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벤조구아나민 수지 및 이들 중합체를 함유

하는 그래프트 공중합체; 및 무기성 입자, 예를 들어 실리카, 알루미나, 이산화 티탄, 장석, 카올린, 활석, 흑연, 칼슘 카르보

네이트, 몰리브덴 디술피드, 카본 블랙 및 황산바륨을 포함한다. 이들 입자를 바람직하게는 폴리에스테르의 제조 도중, 예

를 들어 에스테르 교환 방법에 의해 제조될 때는 에스테르 교환반응 또는 다중 축합반응 도중의 언제든지, 또는 직접 중합

법에 의해 제조될 때는 언제든지, 글리콜내에 함유된 슬러리로서 반응계에 첨가한다. 불활성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바

람직하게는 5 내지 2,000 nm,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800 nm 이다. 불활성 입자의 양은 0.001 내지 5.0 중량%, 바

람직하게는 0.001 내지 2.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5 중량% 이다.

  불활성 입자의 용적 형상 계수는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π/6, 더욱 바람직하게는 0.4 내지 π/6 이다.

  용적 형상 계수 (f) 는 하기의 일반식으로 정의된다.

  f = V/R3

  [식중 f 는 용적 형상 계수, V 는 불활성 입자의 부피 (㎛3) 이고, R 은 불활성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 (㎛)이다.]

  계수 (f) 가 π/6 일때, 불활성 입자는 과립형 (구형) 이다. 계수가 0.4 내지 π/6 일때, 불활성 입자는 실질적으로 과립형

(구형) 또는 럭비공과 같은 타원형이다. 0.1 미만의 용적 형상 계수 (f) 를 가지는 입자, 예를 들어 플레이크형(flake-like)

입자가 충분한 주행 내구성을 성취하는 것은 어렵다.

  베이스 필름 C 는 단층 필름 또는 각층의 상이한 조성물을 가지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이루어진 다층 필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1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에 코팅층 A 를 가진다. 코팅층 A 는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계면 활성제 및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를 함유한다.

  바인더 수지의 예시적 예는 알키드 수지,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아미노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셀룰로오스 수지, 비닐

아세테이트 수지, 비닐 클로라이드-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아크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아크릴-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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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중,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수지인 아크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아크릴-폴리에스테르 수지가 베이스 필름인

폴리에스테르 필름에의 접착성, 돌기 보유성 및 미끄럼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들 수지는 단독중합체, 공중합체 또

는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바인더 수지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90 중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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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상기 수용성 및 수분산성 아크릴 수지로는, 예를 들어, 아크릴산 에스테르 (알콜 잔기로는 메틸기, 에틸기, n-프로필기,

이소프로필기, n-부틸기, 이소부틸기, t-부틸기, 2-에틸헥실기, 시클로헥실기, 페닐기, 벤질기, 페닐에틸기 등이 포함된

다);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알콜 잔기는 상기와 동일하다); 2-히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 2-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

트, 2-히드록시프로필 아크릴레이트 및 2-히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히드록시-함유 단량체; 아크릴아미드,

메타크릴아미드, N-메틸 메타크릴아미드, N-메틸 아크릴아미드, N-메틸올 아크릴아미드, N-메틸올 메타크릴아미드,

N,N-디메틸올 아크릴아미드, N-메톡시메틸 아크릴아미드, N-메톡시메틸 메타크릴아미드 및 N-페닐 아크릴아미드와 같

은 아미드기-함유 단량체; N,N-디에틸 아미노에틸 아크릴레이트 및 N,N-디에틸 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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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기-함유 단량체; 글리시딜 아크릴레이트,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 및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와 같은 에폭시기-함유

단량체; 스티렌술폰산, 비닐술폰산 및 그의 염 (나트륨염, 칼륨염 및 암모늄염)과 같은 술폰산기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단량체; 크로톤산, 이타콘산, 아크릴산, 말레산, 푸마르산 및 그의 염 (나트륨염, 칼륨염 및 암모늄염)과 같은 카르복실기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단량체; 말레산 무수물 및 이타콘산 무수물과 같은 무수물을 함유하는 단량체; 및 비닐 이소시아

네이트, 알릴 이소시아네이트, 스티렌, 비닐 메틸 에테르, 비닐 에틸 에테르, 비닐 트리스알콕시실란, 알킬 말레산 모노에

스테르, 알킬 푸마르산 모노에스테르, 아크릴로니트릴, 메타크릴로니트릴, 알킬 이타콘산 모노에스테르, 비닐리덴 클로라

이드, 비닐 아세테이트 및 비닐 클로라이드와 같은 단량체의 조합을 들 수 있다. 아크릴산 유도체 또는 메타크릴산 유도체

와 같은 (메트)아크릴 단량체를 50 몰% 이상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하는 것이 특히 바람

직하다.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아크릴 수지는 분자내의 관능기와 자가-가교결합될 수 있거나 또는 멜라민 수지 또는 에폭시 화합

물과 같은 가교결합제를 이용하여 가교결합될 수 있다.

  상기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폴레에스테르 수지는 폴리카르복실산 및 폴리히드록시 화합물을 함유한다. 폴리카르복실산

의 예시적인 예로는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프탈산, 1,4-시클로헥산디카르복실산, 2,6-나프탈렌디카르복실산, 4,4'-디

페닐디카르복실산, 아디프산, 세바스산, 도데칸디카르복실산, 숙신산, 5-나트륨 술포이소프탈산, 2-칼륨 술포테레프탈산,

트리멜리트산, 트리메스산, 트리멜리트산 무수물, 프탈산 무수물, p-히드록시벤조산, 모노칼륨 트리멜리테이트 등이 포함

된다. 폴리히드록실 화합물의 예시적인 예로는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1,3-프로판디올, 1,4-부탄디올, 1,6-헥

산디올, 네오펜틸 글리콜, 1,4-시클로헥산 디메탄올, p-크실릴렌 글리콜, 비스페놀 A 와 에틸렌 옥시드와의 부가물, 디에

틸렌 글리콜, 트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옥시드 글리콜, 폴리테트라메틸렌 옥시드 글리콜, 디메틸올프로피온산, 글리

세린, 트리메틸올 프로판, 디메틸올 에틸 술폰산나트륨, 디메틸올 프로피온산 칼륨 등이 포함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상기 화합물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생

산하기 위해서, 5-나트륨 술포이소프탈산 성분 또는 카르복실레이트기를 함유하는 수성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분자내에서 관능기와 자가-가교결합될 수 있거나 또는 멜라민 수지 또는 에폭시 수지와

같은 경화제를 사용하여 가교결합될 수 있다.

  상기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아크릴-폴리에스테르 수지는 그라프트형 및 블록형 수지와 같이, 아크릴 수지 성분 및 폴리

에스테르 수지 성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아크릴 개질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개질 아크릴 수지 모두를 내

포한다. 아크릴-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예를 들어,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양 말단에 라디칼 개시제를 첨가하여 아크릴 단량

체를 중합화하므로써,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측쇄에 라디칼 개시제를 첨가하여 아크릴 단량체를 중합화함으로써, 또는 아

크릴 수지의 측쇄에 히드록실기를 첨가하고 말단에 이소시아네이트기 또는 카르복실기를 갖는 폴리에스테르와 반응시켜

빗 모양(comb-like) 중합체를 형성하므로써 생성될 수 있다.

  코팅층 A 중에 함유된 불활성 입자는 폴리스티렌, 폴리스티렌-디비닐벤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메틸 메타크릴레

이트 공중합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가교결합된 공중합체,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폴리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벤조구아나민 수지와 같은 유기 입자, 또는 실리카, 알루미나, 티타늄 디옥시드, 카올린, 탈크, 흑연,

탄산칼슘, 장석, 몰리브덴 디술피드, 카본 블랙 또는 황산바륨과 같은 무기 입자일 수 있다. 코어 및 쉘이 상이한 성질을 갖

는 물질들로부터 제조된 다층 구조의 코어-쉘 형태 입자가 사용될 수 있다.

  불활성 입자는 바람직하게는 평균 입자 직경이 10 내지 200 nm,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100 nm 이다. 코팅층 A 중

에 불활성 입자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0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 중량% 이다. 더욱이, 불활성 입자

는 바람직하게는 균일한 입자 크기 분포를 갖는다. 불활성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5 nm 보다 작거나 그의 함량이 5 중

량% 미만일 경우에, 필름 형성 공정중에 감김성(winding property) 및 수송성(conveyance)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블록

킹이 쉽게 발생한다. 평균 입자 직경이 200 nm 보다 크거나 함량이 40 중량% 를 초과할 경우, 코팅층 A 가 쉽게 쪼개진다.

  코팅층 A 의 외표면의 RaA 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 nm, 보다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0 nm 이다. RaA 가 1 nm 미만인

경우, 필름 형성 공정중에 감김성 및 수송성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블록킹이 쉽게 발생한다. RaA 가 30 nm 를 초과하는

경우, 코팅층 A 이 쉽게 쪼개지고 필름을 감을 때 다른 표면에 대한 형태 전사가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거칠기는 코팅층

A,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코팅층 A 와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조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가 1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코팅층 A 에 추가로 함유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록산 공중합

된 아크릴 수지는 실록산 성분과 아크릴 수지 성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라프트형 및 블록형 수지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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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합체는, 예를 들어, 아크릴 수지의 양 말단에 라디칼 개시제를 첨가하여 실록산의 중합화를 수행하므로써 또는 실록산

의 측쇄에 히드록실기를 첨가하고 말단에 이소시아네이트기 또는 카르복실기를 갖는 아크릴 화합물과 반응시켜 빗 모양

중합체를 형성하므로써 생성될 수 있다.

  아크릴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코팅층 A 에 사용되는 아크릴 수지에 대해 열거된 것과 동일한 단량체 성분들을 함유한다.

  실록산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하기식으로 나타낸 사슬 성분을 갖는 중합체이다 :

  

  [식중, R3 은 수소원자, 메틸기 또는 페닐기이고, R4 은 수소원자, 메틸기, 페닐기 또는 관능기 (예, 에폭시기, 아미노기

또는 히드록실기) 이고, m 은 100 내지 7000 의 정수이다].

  이들중, 말단에 에폭시기, 아미노기, 히드록실기 또는 다른 관능성 말단기를 갖는 중합체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

서, 실록산 화합물은 단독중합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중합체 또는 몇가지 단독중합체의 혼합물일 수 있다.

  아크릴 수지 성분 대 실록산 성분의 중량비는 바람직하게는 98:2 내지 50:50, 보다 바람직하게는 95:5 내지 60:40 이다.

코팅층 A 중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0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 중량%

이다. 함량이 1 중량% 미만인 경우,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고, 쉽게 블록킹 및 대전량의 증가를 유발한다. 함량이 50

중량% 를 초과하는 경우는, 백코트의 접착성이 저하되고, 필름을 감을 때 접촉 표면의 전사가 발생하거나, 필름의 운반시

에 접촉롤이 쉽게 오염된다.

  계면활성제는 특히 제한되지는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또는 양이온성 계면활

성제이다. 이들중,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특히 바람직하다. 계면활성제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0 중량% 이다.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계면활성제 및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 이외의 성분을 본 발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에서 코팅층 A 에 첨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람직하게는 셀룰로오스 기재 수지가 미끄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

된다. 코팅층 A 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0 nm, 보다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0 nm 이다.

  코팅층 A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은 아니다. 자성층은 베이스 필름 C 의 외표면 또는 베이스

필름 C 의 외표면상에 형성된 중간층의 외표면상에 형성된다.

  다음은 본 발명의 제 2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대해 기재된다.

  베이스 필름 C 는 제 1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대해 기재된 베이스 필름 C 와 동일하다.

  본 발명의 제 2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에 코팅층 B 를 갖는다. 코팅층 B 는 실록산 공중합

된 폴리에스테르 수지,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 실리콘 및 왁스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성분, 바인더 수

지, 불활성 입자 및 계면활성제를 함유한다.

상기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이다. 상기 수지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양 말단에 라디칼 개시제를 첨가하여 실록산의 중합을 수행하거나, 또는 실록산의 측쇄에 히드록실기를 첨가하고, 이를 말

단에 이소시아네이트기 또는 카르복실기를 갖는 폴리에스테르와 반응시켜 빗 모양 중합체를 형성하여, 실록산의 중합 반

응을 수행함으로써 제조될수 있다. 중합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성분의 예로는, 본 발명의 제 1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코팅층 A 에 사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예시된 것과 동일한 수지를 들 수 있다. 실록산은 상기 화학식 1로 표시

된 사슬 성분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또는, 에폭시기, 아미노기, 히드록실기 또는 다른 관능성 말단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화합물이다. 본 발명에서, 상기 실리콘 화합물은 반드시 단독중합체일 필요는 없으며, 공중합체 또는 여러 단독중합체의

혼합물이 될수도 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성분 대 실록산 성분의 중량비는 바람직하게는 98:2 내지 60:40, 더욱 바람직하

게는 95:5 내지 80:20이다.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의 예로는, 본 발명의 제 1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코팅층 A 에서 기술된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로 예시된 것과 동일한 것을 들 수 있다. 실리콘의 예로는 상기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의 실록산 성분으

로 예시된 것과 동일한 중합체를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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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는 석유왁스, 식물성 왁스, 광물성 왁스, 동물성 왁스, 저분자량 폴리올레핀 등을 들수 있으며, 특별하게 제한되지는

않는다. 석유 왁스의 예로는, 파라핀 왁스, 미세결정성 왁스, 산화물 왁스등을 들수 있다. 식물성 왁스로는, 칸데릴라 왁스,

카르나우바 왁스, 재팬 왁스, 오리쿠리에 왁스, 케인 왁스, 로진 개질 왁스 등을 들수 있다.

코팅층 B 에서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 실리콘 또는 왁스의 함유량은 1 내지 50 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 중

량% 이다. 상기 함량이 1 중량% 미만이면, 블로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전량이 증가하며, 상기 함량이 50 중량% 를 초

과하면, 자성층의 접착성이 저하되거나 필름의 주행시 접촉 롤이 오염된다.

코팅층 B 에서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함유량은 5 내지 90 중량%,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80 중량% 이다.

상기 함량이 5 중량% 미만이면,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며, 블로킹이 발생하고, 대전량이 증가하며, 상기 함량이 90 중

량% 를 초과하면, 자성층의 접착성이 저하되거나 필름의 주행시 접촉 롤이 오염된다.

코팅층 B 는 추가로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함유한다. 상기 각 성분에 대해 여기에서 기술되지 않

은 것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제 1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코팅층 A 에 대해 기술된 것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바인더 수지는 JIS-K7206 (건조 바인더 수지에 대해)에 따라 측정된 연화점이 50℃ 이상으로서 코로

나 처리 내블록킹성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코팅층 B 의 표면은 코팅층 B 의 수지의 Tg 가 너무 높다면 코팅 조건 등에 따

라 거칠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리전이온도 Tg 가 높은 바인더 수지가 사용될 경우, 전자기 변환 특성이 거친 표면에 의해

질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코팅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코팅층 B 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 경우에 "거칠기"는 접촉 표면 거칠기 측정기로 10 ㎛2 의 면적을 측정하였을때 수득된 입방평균 거칠기를 의미

한다. 거칠기는 바람직하게는 2.0 nm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8 nm 이하,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1.5 nm 이하이다.

불활성 입자는 바람직하게는 평균 입자직경이 5 내지 100 nm,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 nm 이다. 더욱이, 불활성 입

자는 균일한 입자크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입자직경이 5 nm 미만일 경우, 미끄럼성과 내쪼개짐성

(chipping resistance)이 저하되기 쉽다. 평균입자직경이 100 nm 를 초과할 경우, 입자의 탈락이 발생되며, 내쪼개짐성이

저하되기 쉽다. 자기 헤드와 필름사이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상기 불활성 입자는 코팅층 B 의 표면 돌기밀도가 1 내지 100 개/㎛2이 되도록 코팅층 B 에 함유된다. 표면돌기밀도가 1

개/㎛2 미만일 경우, 수득한 자기 기록 매체의 주행 내구성이 불만족스럽게 되는 경향이 있다. 표면돌기밀도가 100 개/㎛2

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기 변환 특성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면돌기밀도는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0 개/㎛2, 더욱 바

람직하게는 3 내지 30 개/㎛2이다. 코팅층 B 에 함유된 상기 불활성 입자의 응집율은 바람직하게는 20 % 이하이다. 응집

율이 20 % 이상인 경우, 입자는 쉽게 탈락되거나, 혹은 수득한 자기 기록 매체의 전자기 변환 특성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도 있다.

비접촉 3차원 거칠기 측정기로 수득된 표면거칠기 프로파일로부터 계산된 높이 4 nm 이상의 큰 돌기는 바람직하게는 200

개/mm2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 개/mm2 이하의 최대밀도에서 코팅층 B 의 베이스 필름 C 와 접촉하지 않는 표면상

에 존재한다. 우수한 주행 내구성은 상기 돌기의 존재에 의해 수득될수 있다.

불활성 입자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30 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0 중량% 이다. 코팅층 B 의 두께는 바람직

하게는 1 내지 100 nm, 더욱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0 nm 이다.

코팅층 B 의 외표면의 RaB 는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 nm, 더욱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5 nm 이다. RaB 가 2 nm 를 초

과하는 경우, 수득한 금속 박막 자기 기록 매체의 전자기 변환 특성은 저하될수 있으며, RaB 가 0.1 nm 미만인 경우 미끄럼

성이 현저하게 저하될수 있으며, 주행 내구성이 불만족스럽게 되고, 상기 필름은 자기 헤드에 들러붙어 테이프로부터 소음

이 발생된다. 따라서, 상기 테이프는 실제적인 용도에 사용되기 어려울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바람직하게는 코팅층 B 에서 10 내지 5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12 내지 40 중량%,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30 중량% 로 사용된다. 계면활성제의 양이 10 중량% 미만 (전체 고형분을 기준으로) 인 경우, 뭉침(cissing)과 같

은 결점이 코팅시에 발생되기 쉬우며, 상기 함량이 50 중량% 를 초과하는 경우, 발포에 의해 선형 코팅 결점이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코로나 처리 내블로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는 JIS-K7206 (건조 계면활성제에 대해) 에 따

라 측정한 연화점이 30℃ 이상인 것이 좋다.

계면활성제로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바람직하며, 특히 알킬 알콜, 알킬 페닐 알콜 또는 고급 지방산에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첨가하거나 결합시킴으로써 제조한 계면활성제가 바람직하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예로는, NOF사의 Nonion NS-230, NS-240, HS-220 및 HS-240, 산요화학회사의 Nonipole

200, Nonipole 400, Nonipole 500 및 Octapole 400과 같은 폴리옥시에틸렌 알킬페닐에테르계 화합물, NOF사의

Nonion E-230, K-220 및 K-230과 같은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계 화합물 그리고 NOF사의 Nonion S-15.4 및 S-

40과 같은 고급 지방산의 폴리옥시에틸렌 에스테르계 화합물을 들수 있다.

코팅층 B 의 코팅액을 코팅할때, 코팅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전체 고형분의 함량을 기준으로) 10

중량% 미만의 양으로 상기외에 다른 계면활성제가 조합되어 사용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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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코팅층 B 는 그의 외표면과 베이스 필름 C의 코로나 처리된 노출표면간의 박리강도를 15 g/10 cm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박리강도가 15 g/10 cm 를 초과하는 경우, 필름이 사용될때 블

로킹에 의해 파손되기 쉽다. 상기 박리강도는 10 g/10 c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코팅층 B 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0 nm, 더욱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0 nm,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0 nm,

특히 바람직하게는 3 내지 8 nm 이다.

코팅층 B 의 외표면은 그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제 3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이하에서 기술한다.

상기 제 3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베이스 필름 C, 코팅층 B, 및 코팅층 A 을 함유한다.

베이스 필름 C 와 코팅층 A 에 대해 여기에서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제 1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대해 기재된 것이 그대

로 사용될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코팅층 B 에 대해 여기에서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제 2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대해 기재된 것이 그대로 사용될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제 3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총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20㎛, 좀더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10㎛, 좀더 더 바람

직하게는 4.0 내지 10㎛ 이다. 코팅층 A 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0 nm, 좀더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0 nm 이다.

코팅층 B 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0 nm, 좀더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0 nm, 좀더 더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0

nm, 특히 바람직하게는 3 내지 8 nm 이다.

  본 발명의 제 1, 2 및 3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모두에 적용되는 설명이 하기에 주어질 것이다.

  본 발명의 베이스 필름 C 는 통상의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예컨대,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단층 필름인 경우,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Tm 내지 (Tm + 70)℃ (Tm : 폴리에스테르의 융

점) 의 온도에서 다이를 통해 필름으로 압출한후, 40 내지 90 ℃ 에서 급냉하여 고형화시켜 미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이어

서, 미연신 필름을 (Tg - 10) 내지 (Tg + 70)℃ (Tg : 폴리에스테르의 유리 전이 온도) 의 온도에서 단축으로 (종 또는 횡

방향) 2.5 내지 8.0 배,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7.5 배로 연신한후, 코팅층 A 및/또는 코팅층 B 형성용 코팅용액을 필름의

양면에 도포하고, 이어서 필름을 Tg 내지 (Tg + 70)℃ 의 온도에서 상기 방향에 대한 직각 방향으로, 2.5 내지 8.0 배, 바

람직하게는 3.0 내지 7.5 배 연신시킨다. 필름은 필요에 따라 다시 종 방향 및/또는 횡 방향으로 연신시킬 수 있다.

  즉, 2-단, 3-단, 4-단 또는 다단의 연신을 행할 수 있다. 총 연신률은면적 연신률로 나타내어 통상적으로 9 배이상, 바람

직하게는 12 내지 35 배, 좀더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32 배이다. 이어서, 수득한 이축 배향 필름을 열경화시키고, (Tg +

70) 내지 (Tm - 10)℃ 의 온도, 예컨대 180 내지 250℃ 에서 결정화시켜 우수한 치수 안정성을 부여한다. 열경화 시간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0 초이다.

  상기의 방법에 있어서, 코팅층 A 및 B 용 코팅 용액은 최종 연신전 폴리에스테르 베이스 필름 C 의 표면에 도포한다. 코

팅후, 필름은 바람직하게는 최소한 단축으로 연신시킨다. 코팅 필름은 상기 연신전 또는 동안 건조시킨다. 코팅은 바람직

하게는 미연신된 적층 필름 또는 단축 (종방향) 연신 적층 필름, 특히 바람직하게는 단축 (종방향) 연신 적층 필름상에 실행

한다. 코팅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롤 코팅, 다이 코팅 등일 수 있다.

  상기 코팅 용액의 고형분 함량, 특히 코팅 수용액은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8 중량%, 좀더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6 중

량%, 특히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4 중량% 이다. 이 코팅 용액 (바람직하게는 코팅 수용액) 은 기타 계면활성제, 안정화제,

분산제, UV 흡수제, 증점제등과 같은 기타 성분을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생성된 자기 기록 매체의 헤드 터치 및 주행 내구성과 같은 특징적인 특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매체

의 두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복합 필름의 종 및 횡방향에서의 영률은,각각, 바람직하게는 450 kg/mm2 이상 및 600

kg/mm2이상, 좀더 바람직하게는 480 kg/mm2이상 및 680 kg/mm2이상, 좀더 더 바람직하게는 550 kg/mm2이상 및 800

kg/mm2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550 kg/mm2이상 및 1000 kg/mm2이상 이다. 베이스 필름 C 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층인 경우, 층의 결정화도는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50% 이고, 베이스 필름 C 가 폴리에틸렌-2,6-나프탈렌 디카르복

실레이트층인 경우, 결정화도는 바람직하게는 28 내지 38 % 이다. 결정화도가 상기 하한선 미만인 경우에는, 열수축이 커

지기 쉽고, 결정화도가 상기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내마모성은 악화되기 쉬우며, 필름과 롤 또는 가이드 핀

의 표면 사이에서의 활주(sliding)접촉에 의해 백색 분말이 쉽게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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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에 의해, 베이스 필름으로서 본 발명의 복합 필름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 즉, 본 발명의 제 1 복합 필름

의 베이스 필름 C 또는 본 발명의 제 2 또는 제 3 복합 필름의 코팅층 B 상에 형성된 자성층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자기 기록 매체는 본 발명의 복합 필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한다 :

  단파장에서의 출력, S/N 및 C/N, 적은 드롭아웃 및 적은 에러율과 같은 우수한 전자기 변환 특성을 갖는 고밀도 기록용

증착 자기 기록 매체는 진공 증착, 스퍼터링(sputtering), 이온 도금 등으로 철, 코발트, 크롬 또는 이들로 필수구성된 합금

또는 산화물로 만들어진 강자성 금속 박막층을 제 1 복합 필름의 베이스 필름 C 또는 제 2 또는 3 복합 필름의 코팅층 B 의

표면상에 형성시키고, 다이아몬드형 탄소 (DLC) 로 만들어진 보호층 및 불소함유 카르복실산 기재 윤활층을 목적 또는 용

도에 따라 강자성 금속 박막층의 표면상에 형성시키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자성층의 반대면에 공지된 백코트층을 형성시

켜 수득한다. 이 증착 자기 기록 매체는 아날로그 시그널 기록용 Hi8 및 디지탈 시그널 기록용 디지탈 비디오 카세트 레코

더 (DVC), 데이타 8mm 및 DDSIV 용 테이프 매체로서 매우 유용하다.

  단파장에서의 출력, S/N 및 C/N, 적은 드롭아웃 및 적은 에러율과 같은 우수한 전자기 변환 특성을 갖는 고밀도 기록용

금속 피복 자기기록 매체는 철 또는 주로 철로 이루어진 침상 자기 미분말(금속분말)을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또는 비닐 클

로라이드-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바인더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수득한 바인더를 본 발명의 제 1 복합 필름의

베이스 필름 C 또는 본 발명의 제 2 또는 3 복합 필름의 코팅층 B 의 표면상에 자성층의 두께가 1㎛ 이하,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 가 되도록 도포하고, 추가로, 필요에 따라 자성층의 반대면에 백코트층을 공지된 방법으로 형성시켜 수득할

수 있다. 산화티탄 미립자를 함유하는 비자성 층을 자성층에서와 동일한 유기 바인더에 분산시켜, 필요한 자성층을 함유한

금속분말용 1 차 코팅물로서 베이스 필름 C 상에 형성시킬 수 있다. 이 금속 피복 자기 기록 매체는 아날로그 시그널 기록

용 8mm 비디오, Hi8, β-캠 SP 및 W-VHS 및 디지탈 시그널 기록용 디지탈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DVC), 데이타 8 mm,

DDSIV, 디지탈 β-캠, D2, D3 및 SX 등의 테이프 매체로서 매우 유용하다.

  추가로, 단파장에서의 출력, S/N 및 C/N, 적은 드롭아웃 및 적은 에러율과 같은 우수한 전자기 변환 특성을 갖는 고밀도

기록용 피복 자기 기록 매체는 산화철 또는 산화크롬과 같은 침상 자기 미세 분말 또는 아철산 바륨과 같은 판상 자기 미세

분말을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또는 비닐 클로라이드-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바인더에 균일하게 분산시킨 후, 수

득한 바인더를 본 발명의 제 1 복합 필름의 베이스 필름 C 또는 본 발명의 제 2 또는 3 의 복합 필름의 코팅층 B 의 표면에

자성층의 두께가 1㎛ 이하,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 가 되도록 도포하고, 추가로, 필요에 따라 자성층의 반대면에 백 코

트층을 공지의 방법으로 형성시켜 수득할 수 있다. 산화티탄 미립자를 함유하는 비자성층은 자성층에서와 동일한 유기 바

인더에 분산시켜, 필요에 따라 자성층을 함유하는 자기분말용 1 차 코팅물로서 베이스 필름 C 상에 형성시킬 수 있다. 이

산화물 피복 자기 기록 매체는 디지탈 시그널 기록용 데이타 스트리머 QIC 의 고밀도 산화물 피복 자기 기록 매체로서 유

용하다.

  상기 W-VHS 는 아날로그 HDTV 시그널 기록용 VTR 이고, DVC 는 디지탈 HDTV 시그널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필름은 HDTV 에 적용되는 VTR 용 자기기록 매체용 베이스 필름으로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다음의 실시예는 본 발명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예 1 내지 3 및 비교예 1 내지 7 에서, 하기 측정 방법 (1)

내지 (10) 을 사용한다.

  (1)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 (평균 입자 직경 : 0.06 ㎛ 이상)

  이것은 CP-50 원심분리 입자크기 분석기 (시마드즈사제) 를 이용하여 구한다. 입자직경, 50 질량% 에 해당하는 "등가

구형 직경(equivalent spherical diameter)" 을 각 직경의 입자 및 수득한 원심분리 침전 곡선에 근거하여 계산된 이의 양

의 누적곡선으로부터 읽어, 상기 평균 입자 직경으로 취한다 (참조 "Particle Size Measurement Technology" Nikkan

Kogyo Press, pp 242-247, 1975).

  (2) 초미립자의 평균 입자 직경 (평균 입자 직경: 0.06 ㎛ 미만)

  작은 돌기를 형성하는 0.06 ㎛ 미만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갖는 입자는 광산란법에 의해 측정된다. 즉, 입자의 평균 입자 직

경은 NICOMP MODEL 270 SUBMICRON PARTICLES SIZER (Nicomp Instrunments Inc.) 에 의해 수득된 전체 입자의

50 중량% 를 차지하는 입자의 "등가 구형 직경"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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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름의 표면 거칠기 (중심선 평균 거칠기: Ra)

  중심선 평균 거칠기 (Ra) 는 JIS-B601 에 따라 측정된다. 본 발명에서, 탐침형 표면 거칠기 측정기 (SURFCORDER SE,

30C, Kosaka Kenkyusho Co., Ltd.) 는 하기 조건하에서 거칠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a) 탐침의 첨단(tip) 반경: 2 ㎛

  (b) 측정 압력: 30 mg

  (c) 컷오프: 0.08 mm

  (d) 측정 길이: 8.0 mm

  (e) 데이터 수집: 단일 샘플의 표면 거칠기는 6회 측정하고, 가장 큰 값을 제외한 5회의 측정값을 사용해서 중심선 평균

거칠기 (Ra)로서 평균값을 얻는다.

  (4) 입자 돌기의 수

  SEM (전자 주사 현미경 T-300, JEOL Corp.) 을 사용해서, 적층 필름의 표면 사진 20장을 0 °각도에서 30,000 배율로

찍어서 과립상 돌기의 수를 계수하고, 이의 평균값은 돌기의 수/1 mm2 으로 계산한다.

  (5) 입자의 응집율

  돌기의 수 A 는 돌기를 형성하는 각 입자가 둘 이상의 입자의 응집물일 때 상기 (4)에서 얻은 20 장의 사진으로부터 계수

하고, 응집율은 하기와 같이 계산한다:

  응집율 = (응집물에서 유래한 돌기의 수 A) ÷ (입자에서 유래한 모든 돌기의 수) × 100 (%)

  (6) 층 두께

  필름의 전체 두께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필름의 무작위로 10 군데 위치에서 측정하고, 측정 값의 평균 값을 필름의

전체 두께로 간주한다. 박층의 두께는 하기 방법으로 측정되는데, 두꺼운 층의 두께는 전체 두께로부터 박층의 두께를 빼

서 얻는다. 즉,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SIMS) 를 사용하여, 표층으로부터 5,000 nm 의 깊이까지의 필름의 영역에 함유되어

있는 입자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갖는 입자에서 유래한 원소 대 폴리에스테르의 탄소 원소의 농도비 (M+/C+) 를 입자

농도로 간주하고, 표면에서 깊이 5,000 nm 의 부분은 두께 방향으로 분석한다. 입자 농도는 표층에서 낮지만 표면에서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높게 된다. 본 발명의 경우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즉, 하나는 입자 농도가 안정치 1 로 된 후에,

안정치 2 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입자 농도가 안정치 1 로 된 후에,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우이다.

분포 곡선에 기초해서, 전자의 경우에, (안정치 1 + 안정치 2)/2 의 입자 농도를 제공하는 깊이를 층의 두께로 간주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안정치 1 의 1/2 의 입자 농도를 제공하는 깊이 (안정치 1 의 깊이 보다 더 깊음) 를 층의 두께로 간주한다.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SIMS: 6300, PERKIN ELMER Co., Ltd.) 의 측정 조건은 하기와 같다:

  1차 이온의 종류: O2+

  1차 이온 가속압: 12 kV

  1차 이온 전류: 200 mA

  광택 면적: 400 ㎛ □

  분석 면적: 게이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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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의 측정도: 6.0 × 10-9 Torr

  E-GUNN: 0.5 kV-3.0 A

  표층으로부터 깊이 5,000 nm 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입자가 실리콘 수지 이외의 유기 중합체 입자인 경우에,

SIMS 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표면으로부터 필름을 조금씩 에칭하면서, 상기와 유사한 농도 분포 곡선은 평행선에

의존해서 FT-IR (Fourier 변환 적외선 분광측정법) 또는 XPS (X 선 광전자 분광측정법) 로 측정해서 층의 두께를 얻는다.

  상기 측정법은 공압출된 층의 경우에 아주 효과적이다. 코팅층의 경우에, 한 조각의 필름은 에폭시 수지로 고정되고 성형

되어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필름을 절단해서 마이크로톰(microtome)으로 약 60 nm 의 두께를 갖는 박편을 만든다. 이 샘

플은 투과형 전자 현미경 (H-800, Hitachi, Ltd.) 으로 관찰하여 층의 경계면으로부터 층의 두께를 얻는다.

  (7) 대전성

  폴리에스테르 필름(폭 500 mm × 길이 3,000 mm)을 23 ℃ 및 75 % RH 에서 150 m/min 의 속도로 되감고, 롤(roll)의

리뷰 시에 발생한 대전량을 Model-203 디지털 테스트 전기 측정 장치 (Hugle Electronics Co., Ltd.) 를 사용해서 측정한

다.

  ○ : 2.5 kV 미만

  △ : 2.5 이상 5.0 kV 미만

  × : 5.0 kV 이상

  (8) 블록킹

  하나의 필름의 처리된 표면과 다른 하나의 필름의 처리되지 않은 표면을 서로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두 개의 필름을 겹쳐

놓고, 수득된 적층물에, 60 ℃ 및 80 % RH 에서 65 시간 동안 150 kg/cm2 의 압력을 가하여 이들 필름을 서로 박리하고,

그 박리 강도 (g/5 cm) 를 기준으로 내블록킹성을 평가한다.

  하기를 기준으로 박리 강도를 평가한다.

  ○ : 0 이상 10 g/cm 미만

  △ : 10 이상 15 g/cm 미만

  × : 15 g/cm 이상 ∼ 부서짐

  (9) 내쪼개짐성 (chipping resistance)

  필름을 길이 25 ∼ 30 cm 및 폭 1/2 인치로 절단하고, 면도날의 모서리를 90 °각도 및 0.5 mm 깊이로 필름의 코팅층에

사용하고, 필름이 500 g/0.5 인치의 하중으로 6.7 cm/sec 의 속도로 주행할 때 면도날에 부착된 쪼개짐의 깊이 방향에서

의 폭의 현미경사진 (배율: 160)을 얻는다. 쪼개짐의 깊이 방향에서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쪼개짐성은 더 크다.

  ○ : 3 nm 미만

  △ : 3 nm 이상 5 nm 미만

  × : 5 nm 이상

  (10) 자기 테이프의 제조 및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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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층 필름의 코팅 층 B 의 표면 상에, 두 개의 100 % 코발트 강자성 박막층이 진공 증착법에 의해 총 두께 0.02 ㎛ (각 층

은 약 0.1 ㎛ 의 두께를 갖는다) 로 형성된다. 다이아몬드형 탄소 (DLC) 필름 층 및 불소 함유 카르복실산 기재 윤활층은

박막층의 표면 상에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추가로, 하기 조성을 갖는 백코트층은 코팅층 B 의 표면 상에 형성되어 건조된

다.

  건조 후의 백코트층의 두께는 0.8 ㎛ 이다.

  백코트층의 조성:

  카본 블랙 100 중량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60 중량부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18 중량부

  (Colonate L, Nippon Polyurethane Kogyo Co., Ltd.)

  실리콘 오일 0.5 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 250 중량부

  이후, 필름을 폭 8 mm 로 잘라서 8 mm 비디오 카세트에 로드한다. 하기 장치를 사용해서 테이프의 특성을 측정한다:

  8 mm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EDV-6000 (Sony Corporation)

  C/N 측정: 노이즈 측정기 (Shibasoku Co., Ltd.)

  ① C/N 측정

  0.5 ㎛ 의 기록 파장 (약 7.4 MHz 의 주파수) 을 갖는 신호를 테이프상에 기록하고, 그의 재생신호의 6.4 MHz 및 7.4

MHz 값의 비를, 시판용 8 mm 비디오 증착 테이프의 C/N 이 0 dB 일 때 테이프의 C/N 상대값으로 간주한다.

  ○ : 0 dB 초과

  △ : -3 내지 0 dB

  × : -3 dB 미만

  ② 주행 내구성

  기록 후 테이프의 C/N 을 측정하고, 40 ℃ 및 80 % RH 에서 85 cm/분의 주행 속도로 500 회 재생을 반복하고, 테이프의

주행 내구성을 초기값으로부터의 편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초기값으로부터 + 0.0 dB 이상

  △ : 초기값으로부터 - 1.0 내지 + 0.0 dB 미만

  × : 초기값으로부터 - 1.0 dB 미만

  ③ 자성층의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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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치 테이프 600 호 (3M 사) 를 공기 버블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2 mm2 조각으로 교차 절단된 자성층에

부착하고, 테이프를 JIS C. 2701 (1975) 에 상세된 수동 하중 롤에 의해 압연(roll)하고, 상기 샘플의 5 cm 적층부를 Toyo

Baldwin 사의 UM-11 텐실론을 이용하여 100 mm/분의 헤드속도에서 수직 방향으로 박리시키고, 자성층의 접착을 (박리

된 교차-절단 자성층의 수)/(교차-절단 자성층의 총 수) × 100 (%) 로부터 수득한다.

  ○ : 0 이상 3 % 미만

  △ : 3 이상 10 % 미만

  × : 10 % 이상

  ④ 백코트의 접착성

  폭 19.4 mm 및 길이 8 cm 의 스카치 테이프 600 호 (3M 사) 를, 공기 버블이 사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백

코트에 부착하고, 테이프를 JIS C2701 (1975) 에 상세된 수동 하중 롤에 의해 압연하고, 상기 샘플의 5 cm 적층부를

Toyo Baldwin 사의 UM-11 텐실론을 이용하여 300 mm/분의 헤드 속도로 수직방향으로 박리하고, 이 지점에서 박리 강

도를 수득하고 테이프의 폭으로 나누어 g/cm 단위의 백코트의 접착성을 수득한다. 수직방향으로 박리시, 적층물을 5 cm

의 척 (chuck) 간격으로 테이프의 겉을 밑으로 하여 분리시킨다.

  백코트의 접착성을 하기 기준을 기초로 하여 박리 강도로부터 평가한다.

  ○ : 50 g/cm2 이상

  △ : 20 g/cm2 이상 50 g/cm2 미만

  × : 20 g/cm2 미만

  (11) 탈기 지수

  필름 40 개를 우선 Toyo Seiki 사의 Beck smoothness tester 를 이용하여 겹쳐 두고, 5 mm 직경의 홀을 최상층 필름을

제외한 39 개의 필름에 만들고, 상기 일련의 필름을 샘플 테이블에 정렬한다. 홀의 중앙을 샘플 테이블의 중앙에 위치시킨

다. 이 상태로, 0.5 kg/cm2 의 하중을 일련의 필름에 적용하고 최종 진공을 550 mmHg 으로 맞춘다. 압력은 정상 수준으

로 되돌아 가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550 mmHg 이 된 후, 공기가 필름 사이의 공간으로 흘러들어온다. 이 지점에서, 강하

진공도 (falling vacuum degree, mmHg) 를 1 시간동안 30 초의 간격으로 측정하고, 측정시간 (hr) 에 대한 진공도를 직선

근사한 기울기 (=mmHg/hr) 를 탈기 지수 G 로 간주한다.

  (12) 코로나 처리후 박리 강도

  길이 100 mm, 폭 200 mm 직사각형의 샘플을 압연 필름으로부터 절단하고 샘플의 베이스 필름 C 를 25 ℃ ± 5 ℃ 의 온

도 및 50 % ± 5 % 의 습도에서 코로나 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처리를 CG-102 고주파 전원 (Kasuga Denki 사) 을 이용하여 하기 조건하에서 수행한다.

  전류 : 4.5 A

  전극간 거리 : 1.0 mm

  처리시간 : 1.2 m/분의 속도로 전극간 전송

  처리된 필름을 샘플의 베이스 필름 C 의 반대측 표면과 접촉시키고, 100 kg/cm2 의 압력, 60 ℃ 의 온도 및 80 % 의 습도

에서 17 시간 동안 숙성시킨 후, 응력하에서 폭 100 mm 당 박리강도를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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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실시예 1

  디메틸 2,6-나프탈렌 디카르복실레이트 및 에틸렌 글리콜을 에스테르 교환 촉매로서 망간 아세테이트, 중합 촉매로서 삼

산화 안티몬 및 안정화제로서 인산의 존재하에 통상적으로 사용된 방법에 따라 중합하여 실질적으로 불활성 입자를 함유

하지 않는 폴리에틸렌 2,6-나프탈레이트 (PEN) 을 수득하였다.

  상기 폴리에틸렌-2,6-나프탈레이트를 6 시간 동안 170 ℃ 에서 건조시키고 압출기에 넣어, 280 내지 300 ℃ 에서 용융

시키고, 다이로부터 시트로 압출하여 급냉시켜 82 ㎛-두께 미연신 필름을 수득하였다.

  수득된 미연신 필름을 예비가열하고, 95 ℃ 의 필름 온도에서 고속 및 저속 롤 사이에서 종방향으로 3.5 배 연신하고 급

냉하였다.

  표 1 에 나타난 코팅층 B 용 수용성 코팅 용액을 (연신 및 건조 후) 두께 0.009 ㎛ 로 상기 연신 필름의 한면에 적용하고

코팅층 A 용 수용성 코팅 용액을 두께 0.035 ㎛ 로 상기 필름의 다른 한면에 적용한다. 이후에, 필름을 스텐터(stenter)에

공급하여 150 ℃ 에서 횡방향으로 5.6 배 연신한다.

  수득된 이축 배향 필름을 4 초간 200 ℃ 에서 열풍으로써 열 경화시켜 4.9 ㎛ 두께 이축 배향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수득

하였다.

  ① 코팅층 A

  ＊ 바인더 수지

  SH551A 아크릴 개질 폴리에스테르 (Takamatsu Yushi 사) 43.3 부

  SM15 메틸 셀룰로스 (Shin-Etsu Chemical 사) 21.7 부

  ＊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

  X-22-8053 (Shin-Etsu Chemical 사) 5 부

  ＊ 불활성 입자

  아크릴 입자 (평균 입자 직경 40 nm) 10 부

  ＊ 계면활성제

  Nonion NS-240 (NOF Corporation 사) 20 부

  ② 코팅층 B

  ＊ 바인더 수지

  IN-170-6 아크릴 개질된 폴리에스테르 (Takamatsu Yushi 사) 70 부

  ＊ 불활성 입자

  아크릴 입자 (평균 입자 직경 40 nm) 10 부

  ＊ 계면활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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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ion NS-240 (NOF Corporation 사) 20 부

  비교예 1, 2 및 7

  코팅층 A 및 코팅층 B 의 조성을 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실시예 1 과 동일

한 방법으로 수득하였다.

  실시예 2 및 비교예 3 내지 6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 및 에틸렌 글리콜을 에스테르 교환 촉매로서 망간 아세테이트, 중합 촉매로서 삼산화 안티몬 및

안정화제로서 인산의 존재하에 통상적으로 사용된 방법에 따라 중합하여 실질적으로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는 폴리에

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를 수득하였다.

  상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3 시간 동안 170 ℃ 에서 건조시키고 압출기에 넣어, 280 내지 300 ℃ 에서 용융시키

고, 다이로부터 시트로 압출하여 급냉시켜 82 ㎛-두께 미연신 필름을 수득하였다.

  수득된 미연신 필름을 예비가열하고, 95 ℃ 의 필름 온도에서 고속 및 저속 롤 사이에서 종방향으로 3.2 배 연신하고 급

냉하였다.

  코팅층 B 용 수용성 코팅 용액을 (연신 및 건조 후) 두께 0.009 ㎛ 로 상기 연신 필름의 한면에 적용하고, 코팅층 A 용 수

용성 코팅 용액을 두께 0.035 ㎛ 로 상기 필름의 다른면에 적용한다. 이후에, 필름을 스텐터에 공급하여 110 ℃ 에서 횡방

향으로 4.1 배 연신한다. 수득된 이축 배향 필름을 4 초간 220 ℃ 에서 열풍으로 열 경화시켜 6.0 ㎛ 두께 이축 배향 폴리

에스테르 필름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3

  실질적으로 불활성 입자가 없는 폴리에틸렌-2,6-나프탈레이트 및 200 nm 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갖는 0.2 중량 % 의 실

리카 입자를 함유하는 폴리에틸렌-2,6-나프탈레이트를 6 시간동안 170 ℃ 에서 건조시키고, 2 개의 압출기를 이용하여

310 ℃ 에서 용융시키고, 다중-복합(multi-manifold) 공압출 다이를 이용하여 같이 적층시킴으로써, 입자가 없는 폴리에

틸렌-2,6-나프탈레이트 대 입자를 함유하는 폴리에틸렌-2,6-나프탈레이트의 두께비가 2 : 1 이 되게 하고, 표 1 에 나타

난 코팅층 A 를 입자-함유 층상에 형성시키고 코팅층 B 를 다른 면에 형성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

법으로 수득하였다.

  표 1 및 표 2 로부터 명백한 바로서, 본 발명의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필름의 대전량이 적고, 블록킹이 없으며, 쪼개

짐이 거의 없고, 전자기 변환 특성, 자성층에 대한 접착성 및 백코트에 대한 접착성이 우수하다. 반면에, 본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동시에 상기 특징적인 특성을 달성하지 않는다.

  

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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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b.

  (주) 코팅층의 수지 유형

  a; 아크릴 개질 폴리에스테르 (다까마쓰 유시사제 IN-170-6)

  b; 공폴리에스테르 (2,6-나프탈렌디카르복실산/이소프탈산/5-소듐 술포이소프탈산//에틸렌 글리콜/비스페놀 A 와 2

몰의 프로필렌 옥사이드와의 부가물)

  c; 아크릴 개질 폴리에스테르 (다까마쓰 유시사제 SH551A)

  d; 아크릴 개질 폴리에스테르 SH551A/메틸 셀룰로오스 (신-이쓰 케미칼사제 SM1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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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신-이쓰 케미칼사제 X-22-8053)

  f;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신-이쓰 케미칼사제 X-22-8053EM)

  베이스 필름

  ① 단층 PEN

  ② 단층 PET

  ③ 2층 공압출된 PEN

  

표 2a.

  코팅층B 코팅층A 의 RaA(nm)
 응집율(%) 돌기밀도(단위:106/㎟) RaB (nm)

 실시예 1  8  20  0.7  2.5

 실시예 2  12  21  0.8  2.3

 실시예 3  18  8  0.6  5.7

 비교예 1  10  20  0.7  2.4

 비교예 2  9  21  0.8  2.7

 비교예 3  15  32  0.9  2.6

 비교예 4  10  10  0.6  1.9

 비교예 5  13  0.5  0.6  2.5

 비교예 6  40  130  1.5  2.5

 비교예 7  11  18  0.8  4

  

표 2b.

  필름의 특성  자기기록매체의 특성

 대전

성

 블록

킹

코팅층B의

내쪼개짐

성

코팅층A의

내쪼개짐

성

 전자기변환특성(C/

N)

 주행내구

성

 자성층의 접착

성

 백코트의 접착

성

 실시예

1

 ○  ○  ○  ○  ○  ○  ○  ○

 실시예

2

 ○  ○  ○  ○  ○  ○  ○  ○

 실시예

3

 ○  ○  ○  ○  ○  ○  ○  ○

 비교예

1

 Ｘ  Ｘ  ○  ○  ○  ○  ○  ○

 비교예

2

 ○  ○  Ｘ  ○  Ｘ  ○  Ｘ  ○

 비교예

3

 ○  ○  ○  ○  ○  ○  ○  Ｘ

 비교예

4

 ○  Ｘ  ○  ○  ○  ○  ○  ○

 비교예

5

 ○  ○  ○  ○  ○  Ｘ  ○  ○

 비교예

6

 ○  ○  Ｘ  ○  Ｘ  ○  ○  ○

 비교예

7

 ○  ○  ○  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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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발명에 의해 대전량이 적고, 블록킹이 없으며, 쪼개짐이 거의 없고, 전자기 환 특성, 자성층에의 접착성 및 백코트에 대한

접착성이 우수한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용 베이스 필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를 함유하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1)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거나, 평균 입자 직경이 5 내지 2,000 nm 인 불활성 입자를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기준

으로 0.00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하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의 베이스 필름 C; 및

  (2)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의 코팅층 A 로서, 상기 코팅층 A 는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계면활성제 및 실록산 공

중합된 아크릴 수지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A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은 아니며, 상기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의 함유량은 코팅층 A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인 코팅층 A.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코팅층 A 에 포함된 바인더 수지는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아크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 종 이상의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수지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코팅층 A 의 외표면의 중심선 평균 거칠기(roughness) RaA 가 1 내지 30 nm 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

름.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코팅층 A 에 포함된 불활성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10 내지 200 nm 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코팅층 A 의 불활성 입자의 함량이 5 내지 40 중량% 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코팅층 A 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7.

  하기를 함유하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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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거나, 평균 입자 직경이 5 내지 2,000 nm 인 불활성 입자를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기준

으로 0.00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하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의 베이스 필름 C; 및

  (2)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의 코팅층 B 로서, 상기 코팅층 B 는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 실록산 공중합

된 아크릴 수지, 실리콘 및 왁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성분,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및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B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이며, 상기 성분의 함유량은 상기 성분이 실록

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일 경우에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5 내지 90 중량% 이고, 상기 성분이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아닐 경우에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인 코팅층 B.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코팅층 B 의 외표면과 베이스 필름 C 상의 코로나 처리된 노출면 사이의 박리 강도가 15 g/10 cm 이하

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코팅층 B 에 포함된 바인더 수지는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아크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 종 이상의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수지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코팅층 B 의 외표면의 중심선 평균 거칠기 RaB 가 0.1 내지 2 nm 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코팅층 B 에 포함된 불활성 입자로부터 유래한 돌기가 코팅층 B 의 외표면상에 1 내지 100 개/㎛2 의

밀도로 존재하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코팅층 B 에 포함된 불활성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5 내지 100 nm 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코팅층 B 에 포함된 불활성 입자의 응집율이 20% 이하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14.

  제 7 항에 있어서, 코팅층 B 에 포함된 불활성 입자의 함량이 0.5 내지 30 중량% 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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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항에 있어서, 높이 4 nm 이상의 큰 돌기가 코팅층 B 의 외표면상에 최대 밀도 200 개/㎟ 으로 존재하는 복합 폴리에

스테르 필름.

청구항 16.

  제 7 항에 있어서, 코팅층 B 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청구항 17.

  하기를 함유하는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1) 불활성 입자를 함유하지 않거나, 평균 입자 직경이 5 내지 2,000 nm 인 불활성 입자를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기준

으로 0.001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함유하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의 베이스 필름 C;

  (2) 베이스 필름 C 의 한쪽면상의 코팅층 A 로서, 상기 코팅층 A 는 바인더 수지, 불활성 입자, 계면활성제 및 실록산 공

중합된 아크릴 수지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A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은 아니며, 상기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의 함유량은 코팅층 A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인 코팅층 A; 및

  (3) 코팅층 A 가 존재하지 않는 베이스 필름 C 상의 다른 한쪽면상의 코팅층 B 로서, 상기 코팅층 B 는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 실록산 공중합된 아크릴 수지, 실리콘 및 왁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성분, 바인더 수

지, 불활성 입자 및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상기 코팅층 B 의 외표면은 그 위에 자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이며, 상기

성분의 함유량은 상기 성분이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일 경우에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5 내지 90 중량% 이

고, 상기 성분이 실록산 공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아닐 경우에는 코팅층 B 를 기준으로 1 내지 50 중량% 인 코팅층

B.

청구항 18.

  제 1 항에 따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용 베이스 필름.

청구항 19.

  제 7 항에 따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용 베이스 필름.

청구항 20.

  제 17 항에 따른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용 베이스 필름.

청구항 21.

  제 1 항의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이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코팅층 A 가 존재하지 않는 베이스 필름 C 의 표면상

의 자기 기록층을 함유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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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항의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이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코팅층 B 의 외표면상의 자기 기록층을 함유하는 자

기 기록 매체.

청구항 23.

  제 17 항의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이 복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코팅층 B 의 외표면상의 자기 기록층을 함유하는 자

기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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