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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α-올레핀 단량체 하나 이상과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 및/또는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 하나 이상 및 임의의 기타 중합가능한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들)를 중합시킴으
로써 제조되며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충분한 유연성 및 바닥, 벽 또는 천장에 대한 효율적 
적용을 위한 비평활면 또는 굴곡에 대한 일치성, 충분한 내스크래치성, 충분한 내압입성, 압입 회복성 및
/또는 충분한 내마멸성과 같은 특성이 양호하게 균형잡혀 있다.

색인어

바닥 커버링재, 벽 커버링재, 천장 커버링재, 랜덤 인터폴리머, 유연성, 내스크래치성, 내압입성, 압입 
회복성, 내마멸성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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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중합체 층 1개 이상으로 이루어
진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바닥 및 벽 커버링재는 때때로 비화합성인 다양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바닥 및 벽 커버링재의 중요한 
특성은 바닥 및 벽에 커버링재가 효율적으로 도포될 수 있도록 하는 비평활면 또는 굴곡면에 대한 양호한 
일치성이다.  바닥 커버링재로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특히 중요한 특성은 양호한 내마모성, 내마멸성, 
내스크래치성 및 내압입성 및 가구와 사무용 의자와 같은 회전 물체에 의한 가시적 스크래치 및 압입면을 
감소시키기 위한 양호한 압입 회복성이다.  바닥 및 벽 커버링재는 또한 다양한 경도를 갖는 바닥 및 벽 
피복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통상의 충전제를 다량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닥재의 목적하는 경도
는 바닥 커버링재가 예를 들어, 공공 빌딩 또는 개인 빌딩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바닥 커버링재가 사용되
는 실내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  바닥재의 목적하는 경도는 또한 이의 적용 방식, 예를 들면, 엔드
레스 쉬트(endless sheet)의 형태로 적용되느냐 또는 타일의 형태로 적용되는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

널리 알려진 바닥 커버링재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를 기본으로 한다.  PVC계 재료는 양호한 충전제 
허용성, 유연성 및 내스크래치성과 같은 다수의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소시 염화
수소를 형성하는 이의 염소 함량과 같은 PVC계 바닥재의 단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PVC계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대체물을 찾기 위하여 숙련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독일 특허원 제DE-A-43 24 127호에는 여러가지 PVC-유리 바닥 커버링재의 잇점 및 단점이 논의되어 있다.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를 기본으로 하는 바닥 커버링재는 값이 싸고 다양한 용도에 
유용하지만, 이들의 비닐 아세테이트 공단량체의 잔류 함량 및 비교적 낮은 열 안정성으로 인해 바닥 커
버링재의 제조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있다.  저밀도의 에틸렌/부텐 또는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를 기본으로 하는 바닥 커버링재가 또한 언급되어 있다.  이들 공중합체는 바닥재의 유연성과 경
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다량으로 충전된다고 논의되어 있다.  한편, 이들 공중합체는 올레핀계 공중합체
와 락커 또는 마감재 층간의 접착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락커 또는 마감재 층을 제공하여 이들의 내마모
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DE-A-43 24 127호에는 1
개 이상의 층이 에틸렌/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함유하는 다층 합성 판이 제시되어 있다.  불행히도, 상
기 에틸렌/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생산 공정시 점착성이며 내마멸성이 낮다.

제WO 96/04419호에는 폴리알킬렌 수지를 충전체를 포함하는 첨가제 하나 이상의 첨가제와의 친밀한 혼합
물로 포함하는 바닥 커버링재에 사용하거나 바닥 커버링재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쉬트 재료가 기술되어 
있다.  폴리알킬렌 수지는 비교적 좁은 분자량 분포(MWD) 및 소량의 장 측쇄를 갖는다.  탄소수 2 내지 
20의 직쇄, 측쇄 또는 사이클릭 알켄 하나 이상의 단일 부위 촉매에 의해 촉매된 중합반응(single site 
catalyzed polymerization)에 의해 생산된다.  상기 쉬트 재료는 탁월한 내마멸성 및 높은 기계적 강도와 
같은 양호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쉬트 재료의 크리프 회복성과 내스크래치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양
호한 것은 아니다.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를 어떻게 어디에 적용하고 사용하는지에 좌우되고 종종 비화합성이기도한 
바닥 및 벽 커버링재의 다양한 요구되는 바람직한 특성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단일 재료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바닥 및 벽 커버링재의 목적하는 최종-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목적하는 
특성이 우선시되며 이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한다.  바닥, 벽 및 천장 커버링재로 적합한 재료 및 재료의 
특성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선행 기술에서 사용되는 중합체를 제외한 다른 중합체를 기본으로 
하는 바닥, 벽 및 천장 커버링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특성, 특히 충분한 유연성 
및 바닥, 벽 또는 천장에 대한 효율적 적용을 위한 비평활면 또는 굴곡면에 대한 일치성, 충분한 내스크
래치성, 충분한 내압입성, 압입 회복성 및/또는 충분한 내마멸성이 양호하게 균형잡혀있는 바닥, 벽 및 
천장 커버링재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발명의 개요

하나의 양태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α-올레핀 단량체와 하나 이상의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및/또는 
하나 이상의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 및 임의의 기타 중합성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
를 중합반응시켜 제조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
재에 관한 것이다.  

다른 양태로, 본 발명은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를 제조하기 위한 상기 언급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용어 '바닥 커버링재'란 쉬트, 타일 또는 보오드와 같이, 두께보다 길
이와 폭이 실질적으로 더 크며, 바닥의 적어도 한 부분을 커버하는데 유용하고 접착제 시스템과 같은, 정
압 또는 고정제를 사용하여 바닥에 접착시키는 제품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더 큰'이란 일반적으로 10
배 이상, 바람직하게는 50배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배 이상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용어 '벽 커버링재'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벽 또는 천장의 적어도 
한 부분을 커버하는데 유용하며 접착 시스템과 같은 고정제, 못 또는 나사를 사용하여 벽 또는 천장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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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키는, 쉬트, 타일 또는 보오드와 같은 상기 제품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용어 '인터폴리머'란 2종 이상의 상이한 단량체가 중합하여 인터폴리
머를 제조하는 중합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용어 '공중합체'란 2종 이상의 상이한 단량체가 중합하여 공중합체를 
제조하는 중합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인터폴리머는 하나 이상의 α-올레핀 단량체를 하나 이상의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
체 및/또는 하나 이상의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 및 임의의 기타 중합성 에틸렌계 불
포화 단량체와 중합반응시켜 제조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이지만,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적합한 α-올레핀 단량체의 예로는, 탄소수 2 내지 약 20, 바람직하게는 2 내지 약 12, 더욱 바람직하게
는 2 내지 약 8의 α-올레핀 단량체가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단량체로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텐-1, 4-
메틸-1-펜텐, 헥센-1 및 옥텐-1이 있다.  에틸렌 또는 에틸렌과 C2-8-α-올레핀과의 조합물이 가장 바람직

하다.  이들 α-올레핀은 방향족 잔기를 함유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충전된 중합체 조성물에 사용되는 인터폴리머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의 예로는 화학식 1의 단량체가 있다:

화학식 1

위의 화학식 1에서

R
1
은 수소 및 탄소수 1 내지 약 4의 알킬 라디칼로 이루어진 라디칼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며, 바람직하게는 

수소 또는 메틸이고,

R
2
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및 탄소수 1 내지 약 4의 알킬 라디칼로 이루어진 라디칼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며, 바람직하게는 수소 또는 메틸이며,

Ar는 페닐 그룹이거나, 할로, C1-4-알킬 및 C1-4-할로알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치환체 1 내지 

5개로 치환된 페닐 그룹이고,

n은 0 내지 약 4, 바람직하게는 0 내지 2, 가장 바람직하게는 0이다.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의 예로는 화합물의 모든 이성체를 포함하여, 스티렌, 비닐 톨루엔, α-메틸
스티렌, 3급-부틸 스티렌, 클로로스티렌 등이 있다.  이러한 단량체중에서 특히 적합한 것은 스티렌 및 
이들의 저급 알킬- 또는 할로겐-치환된 유도체이다.  바람직한 단량체로는 스티렌, α-메틸 스티렌, 예를 
들어, 오르토-, 메타-, 및 파라-메틸스티렌과 같은 스티렌의 저급 알킬-(C1-C4) 또는 페닐-환 치환된 유도

체, 환 할로겐화 스티렌, 파라-비닐 톨루엔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이다.  더욱 바람직한 방향족 모노비닐
리덴 단량체는 스티렌이다.  

용어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는, 화학식 2에 상응하는 부가중합성 비닐리덴 단량체
를 의미한다:

화학식 2

26-3

1019997001830



위의 화학식 2에서

A
1
은 입체적으로 벌키한, 탄소수 20 이하의 지방족 또는 지환족 치환체이고,

R
1
은 수소 및 탄소수 1 내지 약 4의 알킬 라디칼로 이루어진 라디칼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며, 바람직하게는 

수소 또는 메틸이며,

R
2
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및 탄소수 1 내지 약 4의 알킬 라디칼로 이루어진 라디칼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며, 바람직하게는 수소 또는 메틸이거나,

R
1
과 A

1
은 함께 환 시스템을 형성한다.

용어 '입체적으로 벌키한'이란 상기 치환체를 포함하는 단량체가 에틸렌 중합반응과 비교할만한 속도로 
표준 지글러-나타 중합반응 촉매에 의해 정상적으로 부가 중합반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이며 프로필렌, 부텐-1, 헥센-1 및 옥텐-1과 같은 직쇄 지방족 구조를 갖는 α-올레핀 단량체
는 장애된 지방족 단량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화합물은 
에틸렌계 불포화를 포함하는 탄소 원자 1개가 3급 또는 4급 치환된 단량체이다.  이러한 치환체의 예로는 
사이클로헥실, 사이클로헥세닐, 사이클로옥테닐과 같은 사이클릭 지방족 그룹, 또는 이들의 환 알킬 또는 
아릴 치환된 유도체, 3급-부틸, 노르보르닐 등이다.  가장 바람직한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화합물은 사이클로헥센 및 치환된 사이클로헥센의 여러가지 이성체성 비닐-환 치환된 유도체, 및 5-에틸
리덴-2-노르보르넨이다.  1-, 3-, 및 4-비닐사이클로헥센이 특히 적합하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α-올레핀 및 하나 이상의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및/또는 하나 
이상의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의 인터폴리머는 실질적으로 랜덤한 중합체이다.  이
들 인터폴리머는 통상적으로 약 0.5 내지 약 65몰%,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55몰%, 더욱 바람직하게
는 약 2 내지 약 50몰%,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약 50몰%, 특히 약 30 내지 약 50몰%의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 및/또는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 및 약 35 내지 약 99.5몰
%, 바람직하게는 약 45 내지 약 99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약 98몰%,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약 80몰%, 특히 약 50 내지 약 70몰%의 탄소수 2 내지 약 20의 지방족 α-올레핀 하나 이상을 함
유한다.  

기타 임의의 중합성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들)로는 노르보르넨 및 C1-10 알킬 또는 C6-10 아릴 치환된 노

르보르넨과 같은 장력 환(strained ring) 올레핀이 있으며, 인터폴리머의 예는 에틸렌/스티렌/노르보르넨
이다.

인터폴리머의  수평균  분자량(Mn)은  통상적으로  약  5,000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20,000  내지  약 
1,000,00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000 내지 약 500,000이다. ASTM D 1238 공정 A, 조건 E에 따르는 용
융 지수 I2는 일반적으로 약 0.01 내지 약 50g/10분, 바람직하게는 약 0.01 내지 약 20g/10분, 더욱 바람

직하게는 약 0.1 내지 약 10g/10분,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약 5g/10분이다.  인터폴리머의 유리 
전이 온도(Tg)는 시차 기계적 주사법(DMS)에 따라서 측정한 바, 바람직하게는 약 -40℃ 내지 약 +35℃, 
바람직하게는 약 0℃ 내지 약 +30℃,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25℃이다.  인터폴리머의 밀
도는 바람직하게는 약 0.95 내지 약 1.11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96 내지 약 1.05g/㎤, 가장 바람
직하게는 약 0.97 내지 1.03g/㎤이다.

특히 바람직한 α-올레핀/비닐리덴 방향족 인터폴리머는 약 30 내지 약 50몰%의 공중합된 비닐리덴 방향
족 단량체 하나 이상을 함유하며, Tg가 약 15℃ 내지 약 25℃이다.

각 단량체의 자가중합반응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중합반응시키고 미반응 단량체를 제거하면 자유 라디칼 
중합반응으로 유도되는 일정량의 단독중합체 중합반응 생성물을 형성시킨다.  예를들어, 실질적으로 랜덤
한 인터폴리머를 제조하는 동안, 승온에서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의 단독중합반응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어택틱 비닐리덴 방향족 단독중합체가 형성될 수 있다.  비닐리덴 방향족 단독중합체는 인터폴리머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인터폴리머 또는 비닐리덴 방향족 단독중합체에 대한 비용매로 용해시켜 선
택적으로 침전시키는 것과 같은 추출 기술로 분리시킬 수 있다.  인터폴리머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
여 2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15중량% 미만의 비닐리덴 방향족 단독중합체의 인터폴리머가 존재하는 것
이 본 발명의 목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는 전형적인 그라프팅, 수소화반응, 작용화, 또는 당해 분야의 숙련가들에
게 숙지된 다른 반응으로 개질시킬 수 있다.  중합체를 확립되어 있는 기술에 따라서 용이하게 설폰화 또
는 염소화시켜 작용화된 유도체를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는 본 명세서에서 전문 참고로 인용되는, 1990년 7월 3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07/545,403호(제EP-A-0,416,815호에 상응; James C. Stevens et al.) 및 1995년 6월 6일자로 출
원된 미국 특허원 제08/469,828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중합반응에 대해 바람직한 
작업 조건은 대기압 내지 3,000 기압 이하의 압력 및 -30℃ 내지 200℃의 온도이다.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촉매 및 제조방법의 예가 1990년 7월 3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07/545,403호(제EP-A-416,815호에 상응); 1990년 7월 3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547,718호(제EP-A-468,651호에 상응); 1991년 5월 20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07/702,475호(제EP-
A-514,828호에  상응);  1992년  5월  1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07/876,268호(제EP-A-520,732호에 상
응); 1992년 5월 15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884,966호(제WO 93/23412호에 상응); 1993년 1월 21일자
로 출원된 미국 특허 제5,374,696호; 1993년 3월 19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34,434호(제WO 94/01647
호에  상응);  1994년  5월  12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08/241,523호(제WO  94/06834호  및  제EP 
0,705,269호에  상응);  미국  특허  제5,055,438호;  제5,057,475호;  제5,096,867호;  제5,064,802호; 제
5,132,380호;  및  제189,192호;  제5,321,106호;  제5,347,024호;  제5,350,723호;  제5,374,696호; 제
5,399,635호; 제5,460,993호 및 제5,556,928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 특허 및 특허원은 전부 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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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참고로 인용된다.

실질적으로 랜덤한 α-올레핀/비닐리덴 방향족 인터폴리머는 또한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된 문헌[참
조:  John  G.  Bradfute  et  al.  (W.R.  Grace  ＆  Co.)  in  WO  95/32095;  R.B.  Pannell(Exxon  Chemical 
Patents, Inc.) in WO 94/00500; 및 Plastics Technology, page 25(1992년 9월)]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조
할 수 있다.  

미국 특허원 제08/708,809호(1996년 9월 4일자로 출원; Francis J. Timmers et al.)에 기술된 α-올레핀/
비닐 방향족/비닐 방향족/α-올레핀 테트라드 1개 이상을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가 또한 
적합하다.  이들 인터폴리머는 피크 대 피크 노이즈가 3배 이상 더 큰 강도를 갖는 추가 시그날을 함유한
다.   이들  시그날은  43.75  내지  44.25ppm  및  38.0  내지  38.5ppm의  화학적  이동  범위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요 피크는 44.1, 43.9 및 38.2ppm에서 관찰된다.  양성자 시험 NMR 실험은 43.75 내지 44.25ppm
의 화학적 이동 영역에서의 시그날이 메틴 탄소이며 38.0 내지 38.5ppm 영역에서의 시그날이 메틸렌 탄소
임을 나타낸다.

기술된 인터폴리머의 탄소-
13
NMR 화학적 이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공정과 조건을 이용한다.  5 내지 

10중량%  중합체 용액을 1,1,2,2-테트라클로로에탄-d2  50용적%와 1,2,4-트리클로로벤젠 중의 0.10M  크롬 
트리스(아세틸아세토네이트) 50용적%로 이루어진 혼합물로 제조한다.  NMR 스펙트럼은 130℃에서 역방향 
게이트된 탈커플링 순서, 90°펄스 폭 및 5초 이상의 펄스 지연시간을 사용하여 얻어야 한다.  스펙트럼
은 30.000ppm에서 부여된 중합체의 단리된 메틸렌 시그날을 나타낸다.

이들 신규한 시그날은 1개 이상의 α-올레핀 삽입이 선행되거나 뒤따르는, 2개의 헤드-투-테일(head-to-
tail) 비닐 방향족 단량체를 포함하는 서열, 예를 들면, 에틸렌/스티렌/스티렌/에틸렌 테트라드(여기서, 
당해 테트라드에의 스티렌 단량체의 삽입은 전적으로 1,2(헤드-투-테일)에서 일어난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해 분야의 숙련가들은 스티렌 이외의 비닐 방향족 단량체 및 에틸렌 이외의 α-올레핀을 포
함하는 상기와 같은 테트라드의 경우, 에틸렌/비닐 방향족 단량체/비닐 방향족 단량체/에틸렌 테트라드가 

유사한 탄소-
13
NMR 피크를 나타내지만 화학적 이동가 약간 상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 인터폴리머는 약 -30℃ 내지 약 250℃의 온도에서 화학식 3의 촉매의 존재하에, 임의로, 그러나 바
람직하게는, 트리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란 또는 메틸알루미녹산(MAO)과 같은 활성화 조촉매의 존재하에 
중합반응을 수행하여 제조한다:

화학식 3

위의 화학식 3에서

Cp는 각각 독립적으로 M에 π-결합된 치환된 사이클로펜타디에닐기 그룹이고,

E는 C 또는 Si이며,

M은 IV족 금속, 바람직하게는 Zr 또는 Hf, 가장 바람직하게는 Zr이고;

R은 각각 독립적으로 H 이거나, 약 30개 이하, 바람직하게는 1 내지 약 20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약 10개의 탄소 또는 규소원자를 함유하는 하이드로카빌, 실라하이드로카빌, 또는 하이드로카빌실릴이며,

R'는 각각 독립적으로 H 또는 할로이거나, 약 30개 이하, 바람직하게는 1 내지 약 20개, 더욱 바람직하게
는 1 내지 약 10개의 탄소 또는 규소원자를 함유하는 하이드로카빌, 하이드로카빌옥시, 실라하이드로카빌 
또는 하이드로카빌실릴이거나, 2개의 R' 그룹은 함께 C1-10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1,3-부타디엔일 수 있고,

m은 1 또는 2이다.

특히, 적합한 치환된 사이클로펜타디에닐 그룹은 화학식 4의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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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4

위의 화학식 4에서

R은 각각 독립적으로 H이거나, 약 30개 이하, 바람직하게는 1 내지 약 20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약 10개의 탄소 또는 규소원자를 함유하는 하이드로카빌, 실라하이드로카빌, 또는 하이드로카빌실릴이거
나, 2개의 R' 그룹은 함께 위의 그룹의 2가 유도체를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R은 각각 독립적으로(경우에 따라 모든 이성체를 포함하여)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부
틸, 펜틸, 헥실, 벤질, 페닐 또는 실릴이거나(경우에 따라) 상기와 같은 R 그룹 2개가 결합하여 함께 인
데닐, 플루오레닐, 테트라하이드로인데닐, 테트라하이드로플루오레닐, 또는 옥타하이드로플루오레닐과 같
은 융합 환 시스템을 형성한다.

특히 바람직한 촉매의 예로는, 라세믹-(디메틸실란디일(2-메틸-4-페닐인데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라
세믹-(디메틸실란디일(2-메틸-4-페닐인데닐))지르코늄  1,4-디페닐-1,3-부타디엔, 라세믹-(디메틸실란디일
(2-메틸-4-페닐인데닐))지르코늄 디-C 1-4  알킬,  라세믹-(디메틸실란디일(2-메틸-4-페닐인데닐))지르코늄 

디-C1-4 알콕사이드, 또는 이들의 배합물 등이 있다.  

본  발명에서의  인터폴리머에  대한  다른  제조방법이  문헌[참조:  Longo  and  Grassi  (Makromol.  Chem., 
Volume 191, pages 2387 to 2396 [1990]) 및 D'Anniello et al.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Volume 58, pages 1701 to 1706 [1995])]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문헌에는 에틸렌-스티렌 공중합체를 제
조하기위한  메틸알룸옥산(MAO)과  사이클로펜타디에닐티탄 트리클로라이드(CpTiCl3 )를  기본으로하는  촉매 

시스템의 용도가 보고되어 있다.  문헌[참조: Xu  and  Lin  (Polymer  Preprints,  Am.  Chem.  Soc.,  Div. 
Polym. Chem.) Volume 35, pages 686, 687 [1994]]에는 MgCl2/TiCl4/NdCl3/Al(iBu)3 촉매를 사용하는 공중

합반응에 의한 스티렌과 프로필렌의 랜덤 공중합체의 수득방법이 보고되어 있다.  문헌[참조: Lu et al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Volume 53, pages 1453 to 1460 [1994])]에는 
TiCl4/NdCl3/MgCl2/Al(Et)3 촉매를 사용하는 에틸렌과 스티렌의 공중합반응이 기술되어 있다.  문헌[참조: 

Sernetz and Mulhaupt,(Macromol. Chem. Phys., v. 197, pages 1071 to 1083, 1997)에는 Me2Si(Me4Cp)(N-3

급-부틸)TiCl2 /메틸알룸옥산 지글러-나타 촉매를 사용한 스티렌과 에틸렌의 공중합반응에 대한 중합반응 

조건의 영향이 기술되어 있다.  프로필렌/스티렌 및 부텐/스티렌과 같은 α-올레핀/비닐 방향족 단량체 
인터폴리머의 제조방법이 미쓰이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Mitsui Petrochemical Industries 
Ltd.)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44,996호에 기술되어 잇다.  인터폴리머 성분의 제조에 대해 기술된 상기 
언급한 방법은 모두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된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를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10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100%,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40 내지 약 98% 함유한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하나 이상 이외에 다른 
중합체 하나 이상을 함유할 수 있다.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양은 일반적으로, 바닥, 벽, 또는 천장 커
버링재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약 90%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8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60%,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약 50%이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단층 또는 다층일 수 있다.  단층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
재의 경우, 상기와 같은 추가의 임의 중합체(들)를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와 블렌딩한다.  다
층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경우, 추가의 임의 중합체(들)를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과 
동일한 층중에 및/또는 이들과 다른 층중에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추가의 임의 중합체는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중합체 또는 스티렌계 블럭 공중합체이다.  가장 바
람직한 추가의 임의 중합체는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인 지방족 α-올레핀 또는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이
며 극성 그룹을 함유하는 α-올레핀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이다.

적합한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중합체로는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
폴리머, 또는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과 지방족 α-올레핀을 제외한 것들과 공중합가능한 
단량체 하나 이상의 인터폴리머가 있다.  적합한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는 화학식 5의 단량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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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5

위의 화학식 5에서

R
1
 및 Ar은 위의 화학식 1에서 언급된 의미를 갖는다.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의 예로는 상기 화학식 1에서 명시한 것들이 있으며, 특히 스티렌이다.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를 제외한 적합한 공중합가능한 공단량체의 예로는, C4-C6 공액 디엔, 특히 부

타디엔 또는 이소프렌, N-페닐 말레이미드, 아크릴아미드, 에틸렌계-불포화 니트릴 단량체(예: 아크릴로
니트릴 및 메타크릴로니트릴), 에틸렌계-불포화 일- 및 이작용성 카복실산 및 이들의 유도체(예: 에스테
르), 및 이작용성 산의 경우, 무수물(예: 아크릴산), C1-4-알킬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예: n-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말레산 무수물 등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디비닐 벤젠과 
같은 가교-결합 단량체를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중합체로 공중합시키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와 다른 공중합가능한 공단량체와의 중합체는 이중에 중합된 모노비닐리덴 방
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을 5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90중량% 이상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티렌계 블럭 중합체가 또한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중의 추가의 임의 중합체로서 유용
하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용어 '블럭 공중합체'는 경질 중합체 단위의 블럭 세그먼트 1
개 이상과 고무 단량체 단위의 블럭 세그먼트 1개 이상을 갖는 탄성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용어는 일반적으로 랜덤 중합체인, 열탄성 에틸렌 인터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블럭 공중합체는 포화 또는 불포화 고무 단량체 세그먼트와 함께 스티렌계 타입 중합체의 경질 세그먼트
를 함유한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블럭 공중합체의 구조는 중요하지 않으며 선형 또는 방사선형, 이블럭 
또는 삼블럭, 또는 이들의 조합물일 수 있다.

적합한 불포화 블럭 공중합체로는 다음 화학식 6 또는 화학식 7로 표시되는 것들이 있다:

화학식 6

A-B-R(-B-A)n

화학식 7

Ax-(BA)y-BA

위의 화학식 6 및 화학식 7에서

A는 각각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바람직하게는 스티렌을 포함하는 중합체 블럭이고,

B는 각각 공액 디엔, 바람직하게는 이소프렌 또는 부타디엔, 및 임의의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바
람직하게는 스티렌을 포함하는 중합체 블럭이며,

R은 다작용성 커플링제의 잔기이고,

n은 1 내지 약 5의 정수이며,

x는 0 또는 1이고,

y는 0 내지 약 4이다.

상기와 같은 블럭 공중합체의 제조방법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불포화 고무 단량체 단위를 갖는 
유용한 블럭 공중합체의 제조에 적합한 촉매로는 리튬계 촉매 및 특히 리튬-알킬이 있다.  미국 특허 제
3,595,942호에는 불포화 고무 단량체 단위를 갖는 블럭 공중합체 내지 포화 고무 단량체 단위를 갖는 블
럭 공중합체로부터의 수소화반응에 적합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상기 중합체의 구조는 이들의 중합반
응법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리튬-알킬 또는 디리티오스틸벤 등과 같은 개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목적하는 고무 단량체를 반응 용기중으로 연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또는 2개의 세그먼트 블럭 공중합체
를 이작용성 커플링제로 커플링시킴으로써 선형 중합체가 생성된다.  한편, 측쇄 구조는 3개 이상의 불포
화 고무 단량체 단위를 갖는 블럭 공중합체에 대해 작용성을 갖는 적합한 커플링제를 사용함으로써 수득
할 수 있다.  커플링은 디할로알칸 또는 알켄 및 디비닐 벤젠과 같은 다작용성 커플링제 뿐만 아니라 규
소 할라이드, 실록산 또는 1가 알코올과 카복실산과의 에스테르와 같은 특정 극성 화합물을 사용하여 수
행할 수 있다.  중합체중 커플링 잔기의 존재는 본 발명의 조성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블럭 공중합체의 적
절한 기술에 있어서 무시될 수 있다.

불포화 고무 단량체 단위를 갖는 적합한 블럭 공중합체로는 비제한적으로, 스티렌-부타디엔(SB),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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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프렌(SI),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SBS),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SIS), α-메틸스티렌-부타디엔-α-
메틸스티렌 및 α-메틸스티렌-이소프렌-α-메틸스티렌 등이 있다.

블럭 공중합체의 스티렌 분획은 스티렌 및 α-메틸스티렌 및 환-치환된 스티렌, 특히 환-메틸화 스티렌을 
포함한 스티렌의 유사체 및 동족체의 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인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스티렌류는 
스티렌 및 α-메틸스티렌이며, 스티렌이 특히 바람직하다.

불포화 고무 단량체 단위를 갖는 블럭 공중합체는 부타디엔 또는 이소프렌의 단독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
거나, 이들 2종의 디엔중 하나 또는 둘과 소량의 스티렌계 단량체와의 공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포화 고무 단량체 단위를 갖는 블럭 공중합체는 스티렌 단위의 세그먼트 1개 이상과 에틸렌-부
텐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세그먼트 1개 이상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포화 고무 단량체 단
위를 갖는 블럭 공중합체의 바람직한 예로는 스티렌/에틸렌-부텐 공중합체, 스티렌/에틸렌-프로필렌 공중
합체,  스티렌/에틸렌-부텐/스티렌(SEBS)  공중합체,  스티렌/에틸렌-프로필렌/스티렌(SEPS)  공중합체 등이 
있다.  

불포화 고무질 단량체 단위를 갖는 블럭 공중합체의 수소화반응은 알루미늄 알킬 화합물과 니켈 또는 코
발트 카복실레이트 또는 알콕사이드와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는 촉매를 사용하여 스티렌계 방향족 이중
결합의 약 25% 이하가 수소화되는 반면 지방족 이중결합의 80% 이상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수소화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블럭 공중합체는 지방족 이중결합의 99% 이상이 
수소화되는 반면 방향족 이중결합의 5% 미만이 수소화된 것이다.

스티렌계 블럭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블럭 공중합체의 전체 중량의 약 8 내지 65중량%이다.  
바람직하게는, 블럭 공중합체가 블럭 공중합체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스티렌계 블럭 세그먼트를 
10 내지 35 중량% 및 고무 단량체 블럭 세그먼트를 90 내지 65중량% 함유한다.

각 블럭의 평균 분자량은 특정 제한 범위내에서 변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스티렌계 블럭 세그먼
트의 수평균 분자량 범위는 약 5,000 내지 약 125,000, 바람직하게는 약 7,000 내지 약 60,000인 반면, 
고무 단량체 블럭 세그먼트의 수평균 분자량 범위는 약 10,000 내지 약 300,000, 바람직하게는 약 30,000 
내지  약  150,000이다.   블럭  공중합체의  전체  평균  분자량  범위는  전형적으로  약  25,000  내지  약 
250,000, 바람직하게는 약 35,000 내지 약 200,000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각종 블럭 공중합체를, 예를 들어, 말레산 무수물과 같은 작용성 
그룹 소량을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으로 그라프트 혼입시켜 개질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블럭  공중합체는,  예를  들어,  상품명 크라톤(KRATON
TM
;  공급원,  Shell  Chemical 

Company), 또한 벡토르(VECTOR; 공급원: Dexco Polymers)로 시판되고 있다.

바람직한 추가의 임의 중합체는 탄소수 2 내지 약 20, 바람직하게는 2 내지 약 18, 더욱 바람직하게는 2 
내지 약 12의 지방족 α-올레핀 또는 탄소수가 2 내지 약 20, 바람직하게는 2 내지 약 18, 더욱 바람직하
게는 2 내지 약 12이고 극성 그룹을 함유하는 α-올레핀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이다.

중합체에 극성 그룹을 도입시키는 적합한 지방족 α-올레핀 단량체의 예로는 아크릴로니트릴, 메타크릴로
니트릴, 에타크릴로니트릴 등과 같은 에틸렌계 불포화 니트릴; 말레산 무수물과 같은 에틸렌계 불포화 무
수물; 아크릴아미드, 메타크릴아미드 등과 같은 에틸렌계 불포화 아미드; 아크릴산 및 메타크릴산 등과 
같은 에틸렌계 불포화 카복실산(일작용성 및 이작용성 둘다);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 n-부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등과 
같은 에틸렌계 불포화 카복실산의 에스테르(특히 저급, 예를 들면 C1-C6, 알킬 에스테르); N-알킬 또는 N-

아릴 말레이미드(예: N-페닐 말레이미드)와 같은 에틸렌계 불포화 디카복실산 이미드 등이 있다.  극성 
그룹를 함유하는 상기와 같은 단량체중 바람직한 것은 아크릴산, 비닐 아세테이트, 말레산 무수물 및 아
크릴로니트릴이다.  지방족 α-올레핀 단량체로부터 중합체중에 포함될 수 있는 할로겐기로는 불소, 염소 
및 브롬이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상기와 같은 중합체가 염소화된 폴리에틸렌(CPEs) 또는 폴리비닐 클로라
이드이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올레핀계 중합체는 탄소수 2 내지 18의, 지환족을 포함한, 지
방족 α-올레핀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이다.  적합한 예로는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의 단독중합체, 
및 α-올레핀 단량체 2종 이상의 인터폴리머이다.  다른 바람직한 올레핀계 중합체는 에틸렌과 탄소수 3 
내지 8의 다른 α-올레핀 1개 이상의 인터폴리머이다.  바람직한 공단량체로는 1-부텐, 4-메틸-1-펜텐, 
1-헥센 및 1-옥텐이 있다.  올레핀계 중합체는 또한 α-올레핀 이외에, 인터중합가능한 비방향족 단량체 
2종 이상을 함유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추가의 인터중합가능한 단량체의 예로는, C4-C20 디엔, 바람직

하게는 부타디엔 또는 5-에틸리덴-2-노르보르넨이 있다.  올레핀계 중합체는 또한 이들의 장 또는 단쇄 
측쇄화 및 이들의 분포를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올레핀계 중합체중 한 부류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장쇄 분지된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을 생성시키는 
자유 라디칼 개시제를 사용하는 고압 중합법에 의해 제조된다.  본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LDPE는 밀도가 
0.94g/cc(ASTM D 792)이고 용융 지수가 10분당 0.01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0g(ASTM 시험 방
법 D 1236, 조건 I로 측정)이다.

다른 부류는 지글러 중합반응 공정(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4,076,698호(Anderson et al.))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통상적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체(비균질 LLDPE) 또는 선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합체
(HDPE)로서, 때로 비균질 중합체로 언급되는, 장쇄 측쇄가 존재하지 않는 선형 올레핀 중합체이다.  

HDPE는 주로 선형 폴리에틸렌 장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HDPE의 밀도는 ASTM 시험
법 D 1505로 측정한 바, 0.94g/cc 이상이며, 용융 지수(ASTM-1238, 조건 I)의 범위는 10분당 0.01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0g이다.

본 조성물에 사용되는 비균질 LLDPE의  밀도는 0.85  내지 0.94g/cc(ASTM  D  792)이고,  용융 지수(ASTM-
1238, 조건 I)의 범위는 10분당 0.01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0g이다.  바람직하게는 LLDP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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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과 탄소수 3 내지 18,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3 내지 8의 다른 α-올레핀 하나 이상의 인터폴리
머이다.  바람직한 공단량체로는 1-부텐, 4-메틸-1-펜텐, 1-헥센 및 1-옥텐이 있다.

다른 부류는 균일하게 분지된 또는 균질성인 중합체(균질 LLDPE)이다.  균질성 중합체는 장쇄 측쇄를 함
유하지 않으며 단량체(탄소원자를 2개 이상 갖는 경우)로부터 유래된 측쇄만을 갖는다.  균질성 중합체로
는 미국 특허 제3,645,992호(Elston)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 것, 및 올레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기중에서 단일 부위 촉매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미국 특허 제5,026,798호 및 제5,055,438호(Canich)
에 기술된 바와 같이]이 있다.  균일하게 분지된/균질성인 중합체는 공단량체가 제시된 인터폴리머 분자
내에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터폴리머 분자가 인터폴리머내에서 유사한 에틸렌/공단량체 비율을 갖
는 중합체이다.  

본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균질 LLDPE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0.85 내지 0.94g/cc(ASTM D 792)이고, 용융 지
수(ASTM-1238, 조건 I)의 범위는 10분당 0.01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0g이다.  바람직하게는, 
LLDPE과 에틸렌과 탄소수 3 내지 18,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3 내지 8의 다른 α-올레핀 1개 이상의 
인터폴리머이다.  바람직한 공단량체는 1-부텐, 4-메틸-1-펜텐, 1-헥센 및 1-옥텐이다.

또한, 본 발명의 블렌드의 성분(B)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선형인 올레핀 중합체(SLOP) 
부류가 있다.  이들 중합체는 LDPE와 유사한 가공성을 갖지만, 강도와 강성은 LLDPE와 유사하다.  전통적
인 균질 중합체와 유사한, 실질적으로 선형인 에틸렌/α-올레핀 인터폴리머는 2개 이상의 용융 피크(시차 
주사 열량계를 사용하여 측정)를 갖는 통상의 지글러 중합된 비균질 선형 에틸렌/α-올레핀 인터폴리머와
는 반대로, 단일 용융 피크만을 갖는다.  실질적으로 선형인 올레핀 중합체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
되는 미국 특허 제5,380,810호, 제5,272,236호 및 제5,278,272호에 기술되어 있다.

ASTM D-792에 따라서 측정한 바와 같은 SLOP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0.85g/cc 내지 0.97g/cc, 바람직하게는 
0.85g/cc 내지 0.955g/cc, 특히 0.85g/cc 내지 0.92g/cc이다.

ASTM  D-1238,  조건 190℃/2.16㎏(I2 로도  공지되어  있음)에  따르는  SLOP의  용융  지수는  일반적으로 

0.01g/10분 내지 1000g/10분, 바람직하게는 0.01g/10분 내지 100g/10분, 특히 0.01g/10분 내지 10 g/10분
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되는,  WO  특허원  제97/01181호(제목:  Ultra-low  Molecular  Weight 
Polymers, 1997년 1월 22일자로 출원)에 기술되어 있는 초저분자량 에틸렌 중합체 및 에틸렌/α-올레핀 
인터폴리머가 포함된다.  이들 에틸렌/α-올레핀 인터폴리머의 I2 용융 지수는 1,000 이상이거나, 수평균 

분자량(Mn)이 11,000 미만이다.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이고 임의로 극성 그룹을 함유하는 지방족 α-올레핀의 더욱 바람직한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는 에틸렌의 단독중합체; 프로필렌의 단독중합체, 에틸렌과 탄소수 4 내지 약 8의 다른 
α-올레핀 하나 이상과의 공중합체; 프로필렌과 탄소수 4 내지 약 8의 다른 α-올레핀 하나 이상과의 공
중합체; 아크릴산, 비닐 아세테이트, 말레산 무수물 및 아크릴로니트릴 중 하나 이상과 에틸렌과의 공중
합체; 아크릴산, 비닐 아세테이트, 말레산 무수물 또는 아크릴로니트릴 중 하나 이상과 프로필렌과의 공
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및 디엔의 삼원중합체이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LDPE, HDPE, 비균질 LLDPE 
및 균질 LLDPE, SLOP, 폴리프로필렌(PP), 특히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및 고무 강화된 폴리프로필렌, 또
는 에틸렌-프로필렌 인터폴리머(EP), 또는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또는 에틸렌-아크릴산 공중
합체, 또는 이들의 배합물이다.

블렌드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를 약 5 내지 약 99%, 바람
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9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약 80%와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인 지방족 
α-올레핀 또는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이고 극성 그룹을 함유하는 α-올레핀의 상기한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 중 하나 이상을 약 95 내지 약 1%, 바람직하게는 약 90 내지 약 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80 
내지 약 20% 포함하는 블렌드가 특히 바람직하다.  상부층으로 상기와 같은 블렌드로 제조되거나 이를 함
유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내마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로, 블렌드는 블렌드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
머(들)를 약 50 내지 약 99%, 바람직하게는 약 60 내지 약 9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약 90%와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인 지방족 α-올레핀 또는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이고 극성 그룹을 함유하는 α-올
레핀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 중 하나 이상을 약 1 내지 약 50%,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4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30%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블렌드를 함유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
버링재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하량에서 양호한 내압입성과 탁월한 내스크래치성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와 같은 블렌드를 함유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일반적으로 양호한 내마멸성을 나
타낸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충전제를 함유할 수 있다.  존재하는 경우, 이의 양은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약 95%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9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30 내지 약 85%이다.  충전제의 바람직한 양은 목적하는 강성과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적용 방식에 따라 크게 변한다.  바닥, 벽 또는 천장 쉬트는 충전제를 함유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이 충전제를 함유하는 경우, 충전제의 양은 쉬트의 전체 중량을 기준
으로 하여,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7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50%이다.  바닥 타일, 벽 
타일 또는 천장 타일은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바랍직하게는 약 50 내지 
약 9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약 90%의 충전제를 함유한다.  α-올레핀/비닐리덴 인터폴리머는 
여러가지 충전제와 놀라울 정도로 높은 혼화성을 나타낸다.  유용한 충전제로는 톱밥, 목분 또는 목재 섬
유와 같은 목재 충전제, 종이 섬유, 옥수수 속대, 짚, 면화, 카본 블랙 또는 흑연, 활석, 탄산칼슘, 플라
이 애쉬, 알루미나 삼수화물, 유리 섬유, 대리석 분말, 시멘트 분말, 점토, 장석, 실리카 또는 유리, 훈
증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 산화아연, 황산바륨, 규산알루미늄, 규산칼슘, 이산화티탄, 티타네
이트, 유리 미세구 또는 쵸크와 같은 유기 및 무기 충전제가 있다.  이들 충전제중에서, 황산바륨, 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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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칼슘, 실리카/유리, 유리 섬유, 알루미나 및 이산화티탄, 및 이들의 혼합물이 바람직하다.  본 명세
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용어 '충전제'는 상이한 충전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 또는 할로겐-
함유 난연제와 같은 할로겐-함유 화합물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 '할로겐-함유 화합물
이 실질적으로 없는'이란 할로겐-함유 화합물의 양이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
로 하여, 통상적으로 약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 이하, 가장 바람
직하게는 약 1% 이하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가 측정가능한 양
의 할로겐-함유 화합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첨가제, 예를 들면, 장애된 페놀 또는 포스파이트와 같은 산화
방지제; 장애된 아민과 같은 광 안정화제; 디옥틸프탈레이트 또는 에폭시화된 대두유와 같은 가소제; 공
지된 탄화수소 점착부여제와 같은 점성화제; 폴리에틸렌 왁스와 같은 왁스; 스테아르산 또는 이의 금속염
과 같은 가공 조제; 과산화물 또는 실란과 같은 가교결합제; 착색제 또는 안료 중 하나 이상을 이들이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비평활면 또는 굴곡면에 대한 양호한 일치성, 내스크래치성 및/또
는 압입 회복성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함유할 수 있다.  첨가제는 당해 분야의 숙련가에게 공지된 기능
적으로 등량으로, 일반적으로,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약 3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0.01 내지 약 5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02 내지 약 1중량%의 양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약 0.025㎜ 내지 약 25㎜,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지 약 10㎜이다.  바닥 커버링재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10㎜, 더욱 바람직하게
는 약 1㎜ 내지 약 5㎜,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4㎜이다.  벽 커버링재의 두께는 바람직하
게는 약 0.1 내지 약 3㎜,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약 2㎜,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약 
1.5㎜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중 하나로,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과 임의의 첨가제(들)를 함유하는 단층 구조물이다.  상기와 같은 단층 구조물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약 0.025㎜ 내지 약 1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4㎜이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양태로,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2개 이상의 층을 함유하며, 여기서 적
어도 1개의 층(A)가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층(A)는 층(A)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를 일반적으로 약 5% 내
지 약 100%, 바람직하게는 약 25% 내지 약 10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0% 내지 약 100%, 가장 바람직하
게는 약 80% 내지 약 100% 함유한다.  층(A)는 추가의 임의 중합체 하나 이상 및/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충전제와 같은 다른 임의의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층(A)가 추가의 임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경우, 상
기한 블렌드가 바람직하다.  존재하는 경우, 중합체의 양은 층(A)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
으로 0% 내지 약 80%, 바람직하게는 0% 내지 약 6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약 60%이다.  층
(A)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약 0.025㎜ 내지 약 2㎜, 바람직하게는 약 0.060㎜ 내지 약 1㎜, 더욱 바람직
하게는 약 0.1㎜ 내지 약 1㎜이다.

층(A)는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상부층, 벌크층 및/또는 기저층일 수 있다.  층(A)가 
상부층, 벌크층 또는 기저층인지와는 상관없이, 이는 적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고 바닥 또는 벽위에 바
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가 평평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닥 또는 벽에 대한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일치성을 개선시킨다.  또한, 층(A)는 일반적으로 층(A)가 상부층, 벌크층 또는 기저층인지와
는 상관없이, 다층 구조에 대해 양호한 내압입성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층(A)는 상부층이다.  이는 다층 구조에 대해 탁월한 내스크래치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상기한 층(A)와 추가의 중합체 층(B) 1개 이상을 함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추가의 중합체 층(B)중에서 바람직한 중합체는 상기한 모노비닐리덴 방향족 
중합체, 스티렌계 블럭 공중합체,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2 내지 약 20의 지방족 α-올레핀 또
는 탄소수가 2 내지 약 20이고 극성 그룹을 함유하는 α-올레핀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이다.  또
한, 층(B)는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층(B)의 
인터폴리머중 비닐리덴 단량체 성분의 평균 몰 함량은 층(A)중 인터폴리머중 비닐리덴 단량체 성분의 평
균 몰 함량과 상이하다.  층(B)는 층(B)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중합체를 일반적으로 약 
5% 내지 약 100%,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10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0% 내지 약 90%, 가장 바람
직하게는 약 60% 내지 약 80% 함유한다.  층(B)는 상기한 바와 같이, 추가의 임의 중합체 하나 이상 및/
또는 상기 충전제와 같은, 다른 임의 첨가제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충전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
의 양은 층(B)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약 10% 내지 약 90%,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7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30% 내지 약 50%이다.

층(A)와 층(B)간의 두께 비율은 바람직하게는 약 0.01:1 내지 약 10:1,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1:1 내지 
약 5:1,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0.2:1 내지 약 5:1이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접착층 1개 이상 및/또는 장식층 1개 이상과 같이,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에서 통상적인 추가의 층을 1개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장식층은 층(A)의 상부에 배열
할 수 있지만, 층(A)와 층(B) 사이에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를 임의의 첨가제와 합하여, 비제한적으로, 밴버리 혼합, 압출 
혼합, 롤 밀링, 캘린더링, 압축 성형, 사출 성형 및/또는 쉬트 압출과 같은, 당해 분야에 공지된 적합한 
방법으로 본 발명의 바닥 및 벽 커버링재로 가공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를 임의
의 첨가제와 함께 본 발명의 바닥, 벽 및 천장 커버링재로 가공하는데 유용한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100
℃ 내지 약 300℃, 바람직하게는 약 120℃ 내지 약 25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40℃ 내지 약 200℃이
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발포될 수  있거나 발포체층 1개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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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및/또는 상기한 추가의 중합체 층 1개 이상을 함유하는 층은 
존재하는 경우, 발포될 수 있다.

발포체 층은 압출법 또는 발포 가능한 입자, 성형 가능한 발포체 입자, 또는 비드로부터 제조될 수 있으
며, 이들 입자를 팽창 및/또는 융합 및 용접시켜 이들로부터 쉬트를 형성시킨다.

발포체 구조는 통상의 압출 발포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상기 구조를 일반적으로 중합체 재료를 가열
하여 공지된 발포제를 포함하는, 가소화되거나 용융된 중합체 재료를 형성시켜, 발포성 겔을 형성시키고, 
상기 겔을 다이를 통하여 압출시켜 발포체 생성물을 형성시킴으로써 제조된다.  발포제와 혼합하기전에, 
중합체 재료을 이의 유리 전이 온도 또는 융점 이상으로 가열한다.  압출기, 혼합기 또는 블렌더와 같이 
당해 분야에 공지된 수단으로 발포제를 용융된 중합체 재료중으로 혼입 또는 혼합시킬 수 있다.  용융된 
중합체 재료의 실질적인 팽창을 방지하고 발포제가 일반적으로 균질하게 분산되도록 하는데 효율적인 승
압하에서 용융된 중합체 재료과 발포제를 혼합한다.  임의로, 가소화전에 또는 용융시키기 전에 중합체 
재료과 용융 또는 건식 블렌딩되어 있는 중합체중에 핵제를 블렌딩시킬 수 있다.  발포성 겔을 전형적으
로 저온으로 냉각시켜 발포체 구조의 물성을 최적화한다.  이어서, 목적하는 형태의 다이를 통하여 겔을 
감압 또는 저압대로 압출시키거나 운반하여 발포체 구조를 형성시킨다.  다이는 목적하는 폭과 높이의 쉬
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직사각형인 오리피스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중합체 스트랜드를 생산
하여 이를 비드로 절단할 수 있도록 다이가 다중 오리피스를 가질 수 있다.  저압의 압력은 발포성 겔이 
다이를  통하여  압출되기전에  유지되는  압력보다  낮은  압력이다.   저압은  초대기압  또는  대기압 
이하(진공)일 수 있지만, 대기압 수준인 것이 바람직하다.  

발포체 구조를 제품으로 성형하기에 적합한 발포체 비드로 형성시킬 수 있다.  발포체 비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과립화된 수지 펠릿과 같은 별개의 수지 입자를 물과 같이 이들이 실질적으로 불용성인 액체 
매질중에 현탁시켜; 오토클레이브 또는 기타 압력 용기중에 승압 및 승온에서 액체 매질중으로 발포제를 
도입시킴으로써 발포제로 함침시키고; 대기압 또는 감압 영역으로 방출시켜 팽창시킴으로써 발포체 비드
를 형성시킨다.  이 공정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4,379,859호 및 제4,464,484호에 
교시되어 있다.  

이어서, 발포체 비드를 금형에 충전시키고, 금형을 압축하여 비드를 압축시키고, 증기와 같은 것으로 비
드를 가열하여 비드를 융합 및 용접하여 제품을 형성시키기는 것과 같이,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으로 
성형시킬 수 있다.  임의로, 비드를 금형에 충전시키기전에 승압 및 승온에서 공기 또는 다른 발포제로 
함침시킬 수 있다.  또한, 비드를 충전시키기전에 가열할 수 있다.  이어서 발포체 비드를 당해 분야에 
공지된  적합한  성형법으로  쉬트로  성형시킬  수  있다.   일부  방법이  미국  특허  제3,504,068호  및 제
3,953,558호에 교시되어 있다.  

안정성 조절제, 핵제, 무기 충전제, 안료, 산화방지제, 산 스캐빈저, 자외선 흡수제, 난연제, 가공 조제 
또는 압출 조제와 같은 여러가지 첨가제를 발포체 구조물에 혼입시킬 수 있다.  첨가제의 일부가 위에 더
욱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바닥 쉬트, 바닥 타일, 벽 쉬트 및 벽 타일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들은 공공 빌딩 및 개인용 빌딩에 유
용하다.  이들은 또한 발코니 및 테라스와 같이, 빌딩의 외부 바닥을 커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바닥, 벽 및 특히 천장 커버링재는 또한 방음재로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
링재는 또한 지형적 지역, 예를 들면 동굴 또는 터널에서 PVC 대체물로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다수의 특성을 가지며 이는 이들이 의도하는 최종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다.  실질
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들) 및 임의의 첨가제의 선택된 타입 및 양에 따라서, 본 발명의 바닥 및 벽 
커버링재는 양호한 내압입성, 압입 회복성, 굴곡면 또는 비평활면에서의 양호한 유연성 및 일치성, 양호
한 내스크래치성 및/또는 양호한 내마멸성과 같은 특성을 일부 또는 모두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에는 할로겐-함유 화합물이 실질적으로 없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에서는 충전제를 포함할 경우 일반적으로 커플링제를 필요
로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일반적으로 충전제를 70중량% 정도 포함하며,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지어 80중량% 이
상, 전형적으로 95중량% 이하로 포함할 수 있는데, 커플링제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양호한 충전제 
보유성과 양호한 고체 상태 특성을 나타낸다.  상기 언급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가 대개 비작용
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크릴 또는 스티렌/부타디엔계 접착제와 같은 통상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 벽 또는 천
장위에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를 고정시킬 수 있다.  코로나 처리 또는 화염 처리를 통한 표면 산
화 또는 상기 접착제와 함께 아크릴계 프라이머와 같은 접착 증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수적
인 것은 아니다.

다음 실시예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실시예는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그런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양은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중량부 또는 중량%이다.  

시험

중합체 및 블렌드의 특성을 다음 시험 공정으로 측정한다.

A) 모든 실시예에 대한 시험 방법

용융 지수(MI)는 ASTM D-1238(1979), 조건 E(190℃; 2.16㎏)로 측정한다.

경도는 DIN 53505에 따라서 쇼어 A 및 D에 대한 경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B) 실시예 1 내지 34에 대한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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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강도, 할선 모듈러스(secant modulus), 및 신장 특성은 ASTM D 638, C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압입 시험의 경우, ASTM F 142-93(Standard Test Mothod for Indentation of Resilient Floor-McBurney 
Test) 및 개량된 시험법을 사용한다.  개량된 시험법에서는, 4.5㎜ 직경 원통형 푸트를 통하여 140lb(64
㎏)의 하중을 가한다.  상기 하중을 10분간 가하고 초기 압입을 측정한다.  잔류 압입은 60분 후에 측정
한다.  개량된 시험법의 경우, 압입이 초기 플라크 두께%를 기준으로 한 %로서 기록된다.  잔류 압입의 
경우, 원통형 압입 푸트가 영구적으로 절단하여 표면이 손상된 경우의 샘플에 대해서는 '실패' 등급을 매
긴다.  

스크래치  시험은  90°-  180㎛  직경  스타일러스가  장착되어  있는  에릭슨  유니버셜  스크래치(Erichson 
Universal Scratch Tester)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0.1 내지 1.0N의 하중을 상기 스타일러스에 가하고, 
30일 후에 퍼쎈 써피스 프로필러(Perthen Surface Profiler)로 발생된 스크래치 폭을 측정한다.  스크래
치 폭과 깊이는 ㎛로 표시한다.

테이버 마멸(taber abrasion)은 ASTM F-510에 따라서 측정한다.

굴곡 모듈러스는 ASTM D 790-95A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C) 실시예 35 내지 83에 대한 시험 방법

DIN 마멸은 10N에서 측정한 것으로, DIN 53516에 따라서 측정한다.  

프랭크 굴곡 강성은 DIN 53121에 따라서 22℃에서 하기 표 7 내지 9에 표시되어 있는 완화 시간에서 측정
한다.

최종 인장 강도는 DIN 53504에 따라서, 표본 S2, 50㎜/분의 크로스 헤드 속도(cross head speed)로 측정
한다.

롤러 크리이프는 21회/분의 주기로 26㎝ x 2㎝의 바닥 스트립상에서 25㎏의 중량을 부하한 직경 50㎜ 롤
러를 통과시켜 측정한다.  크리이프는 20,000회(16시간) 통과시키고 8시간 동안 회복시킨 후 측정한다.

마찰 계수는 바닥 세정용 천을 사용하여 개량시킨 ISO 8295에 따라서 측정한다.

스크래치 깊이, 가시적인 스크래치 비율 및 스크래치 검출 제한치는 1N 내지 14N 사이의 하중을 가한 삼
각  나이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가시적인  스크래치  비율은  스크래치가  발견될  수  있는  하중을 
나타낸다.  검출 제한치는 스크래치를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하중을 나타낸다.  내압입성, 즉, 150분
간 압축시킨 후 원래의 압입, 150분간 완화시킨 후의 최종 압입 및 회복율은 DIN 51955에 따라서 측정한
다.

압축 영구 변형은 DIN 53517에 따라서 23℃에서 504시간의 완화 시간 후 측정한다.

에틸렌/스티렌 인터폴리머 ESI-1, ESI-2, ESI-4, ESI-5, ESI-6 및 ESI-7의 제조

반응기 설명:

사용되는 단일 반응기는 6갤론(22.7ℓ)의, 오일 재킷티드 오토클레이브 연속 교반식 탱크 반응기(CSTR)이
다.  라이트닝 A-320 임펠러가 장착된 자기식으로 커플링되어 있는 교반기가 혼합 단계를 제공한다.  반
응기는 475psig(3,275㎪)에서 액체를 가득 채워 작동시킨다.  가공 유체는 기저부에서 상부로 배출된다.  
열 전달 오일은 반응기의 재킷을 통하여 순환하여 반응열의 일부를 제거한다.  반응기로부터 배출시킨 후 
미세하게 움직이는 유량계를 배열하여 유액의 양과 용액 밀도를 측정한다.  반응기 출구상의 라인은 모두 
50psi(344.7㎪) 증기로 추적하고 단열시킨다.

공정:

에틸벤젠  용매를  30psig(207㎪)에서  미니-플랜트로  공급한다.   반응기로의  공급량은  마이크로 모션
(Micro-Motion) 질량 유량계로 측정한다.  가변 속도 다이아프램 펌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  용매 
펌프 방출부에서 측면 스트림을 가하여 촉매 주입 라인에 플러쉬 유속(1lb/hr(0.45㎏/hr) 및 반응기 교반
기에 플러쉬 유속(0.75lb/hr(0.34㎏/hr))을 제공한다.  이들 유속은 시차 압력 유량계로 측정하여 미세유
동 바늘 밸브를 수동 조정하여 제어한다.  장애되지 않은 스티렌 단량체를 미니-플랜트에 30psig(207㎪)
로 공급한다.  반응기로의 공급량은 마이크로 모션 질량 유량계로 측정한다.  가변 속도 다이아프램 펌프
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  스티렌 스트림을 나머지 용매 스트림과 혼합한다.  에틸렌을 
600psig(4,137㎪)에서 미니-플랜트에 공급한다.  에틸렌 스트림은 리서치 밸브 조절 유동 직전에 마이크
로 모션 질량 유량계로 측정한다.  브룩스 유량계/조절기를 사용하여 에틸렌 조절 밸브의 배출구에서 에
틸렌 스트림중으로 수소를 전달한다.  에틸렌/수소 혼합물을 상온에서 용매/스티렌 스트림과 합한다.  용
매/단량체의 온도는 반응기로 도입됨에 따라 재킷상의 -5℃ 글리콜을 사용한 교환기에 의해 약 5℃로 감
소된다.  상기 스트림이 반응기의 기저부로 들어가게 된다.  3성분 촉매 시스템과 이의 용매 플러쉬가 또
한 기저부에서 반응기로 들어가지만 단량체 스트림과 상이한 포트를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  ESI-1, ESI-
2 및 ESI-4, ESI-5, ESI-6 및 ESI-7을 제조하기 위하여, (3급-부틸아미도)디메틸(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
디에닐)실란티탄(II)  1,3-펜타디엔을  티탄  촉매로  사용하고  개질된  메틸알루미녹산  3A형(MMAO-3A, 

시판원: 악조(Akzo))을 제2 촉매 성분으로 사용한다.  사용되는 붕소 조촉매는 각각 트리스(펜타플루오로
페닐)보란(ESI-1 및 ESI-2 제조의 경우) 또는 비스-수소화된 우지알킬 메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
로페닐)보레이트(ESI-4, ESI-5, ESI-6 및 ESI-7 제조의 경우)이다.  ESI-1을 제조하는 경우, 붕소 조촉매
와 티탄 촉매간의 몰 비는 3:1이며 MMAO-3A와 티탄 촉매간의 몰비는 8:1이다.  ESI-2 및 ESI-4를 제조하
는 경우, 붕소 조촉매와 티탄 촉매간의 몰비는 2:1이고 MMAO-3A와 티탄 촉매간의 몰 비는 5:1이다.  ESI-
5, ESI-6 및 ESI-7을 제조하는 경우, 붕소 조촉매와 티탄 촉매간의 몰 비는 1.25:1이고 MMAO-3A와 티탄 
촉매간의 몰 비는 12:1이다.  촉매 성분의 제조는 불활성 대기중에 글로브 박스에서 수행한다.  희석시킨 
성분을 질소 패딩된 실린더에 넣고 촉매로 충전시켜 가공 영역에서 탱크를 작동시킨다.  이들 작동 탱크
로부터 촉매를 피스톤 펌프로 가압하고 마이크로 모션 질량 유량계로 유속을 측정한다.  이들 스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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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주입 라인을 통하여 반응기중으로 도입시키기 직전에 서로 합하여 촉매를 용매로 플러슁한다.  

마이크로 모션 질량 유량계로 용액 밀도를 측정한 후 반응기 생성물 라인중으로 촉매 사멸제(용매와 혼합
된 물)를 가하여 중합반응을 중단시킨다.  다른 중합체 첨가제를 촉매 사멸제와 함께 가할 수 있다.  상
기  라인  중의  정적  혼합기는  반응기  유출  스트림  중에  촉매  사멸제와  첨가제가  분산되도록  한다.   
이어서, 상기 스트림을 용매 제거 플래쉬용의 추가 에너지를 제공하는 후반응기 히터로 도입시킨다.  상
기 플래쉬는 유출물이 후반응기 히터로부터 방출되어 압력이 475psig(3,275㎪)에서 반응기 압력 조절 밸
브에서의 절대 압력의 약 250 nM로 떨어짐에 따라 일어난다.  상기 플래쉬된 중합체를 핫 오일 재킷팅된 
디볼러틸라이저(devolatilizer) 속으로 투입한다.  대략 85%의 휘발성재료가 디볼러틸라이저 중의 중합체
로부터 제거된다.  휘발성 재료가 디볼러틸라이저의 상부로부터 배출된다.  상기 스트림을 글리콜 재킷팅
된 교환기로 응축시켜, 진공 펌프 흡인시키고 글리콜 재킷팅 용매 및 스티렌/에틸렌 분리 용기로 방출시
킨다.  상기 용기의 기저부로부터 용매와 스티렌을 제거하고 상부로부터 에틸렌을 제거한다.  에틸렌 스
트림을 마이크로 모션 질량 유량계로 측정하고 조성에 대해 분석한다.  배기된 에틸렌의 측정치와 용매/
스티렌 스트림 중의 용해된 가스의 계산치를 사용하여 에틸렌 전환율을 계산한다.  디볼러틸라이저에서 
분리된 중합체를 기어 펌프를 사용하여 ZSK-30 디볼러틸라이징 진공 압출기로 펌핑시킨다.  건조 중합체
가 단일 스트랜드로서 압출기로부터 배출된다.  상기 스트랜드를 수욕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냉각시킨다.  
공기를 불어넣어 스트랜드로부터 과량의 물을 제거하고 스트랜드를 스트랜드 절단기를 사용하여 펠릿으로 
절단한다.

단량체 양과 중합반응 조건을 표 1a에 제시한다.  ESI-1 내지 ESI-8의 중합체 특성을 다음 표 1c에 제시
한다.  

[표 1a]

반응기 
온도

용매 유
량

에틸렌 
유량

수소 유
량

스티렌 
유량

에틸렌 반응기 전환율

℃ lb/hr ㎏/hr lb/hr ㎏/hr SCCM lb/hr ㎏/hr %

ESI-1 62.1 10.4 4.72 1.2 0.54 20.0 12.0 5.45 77.7

ESI-2 84.3 17.6 7.99 1.9 0.86 27.6 20.6 9.35 75.6

ESI-4 76.0 16.4 7.44 1.2 0.54 7.0 10.0 4.54 90.5

ESI-5 64.8 14.0 6.35 1.2 0.54 0.0 20.0 9.08 87.3

ESI-6 68.7 11.0 4.99 1.4 0.64 6.0 23.0 10.44 86.4

ESI-7 109.7 12.0 5.44 2.3 1.04 2.7 13.0 5.9 84.3

에틸렌/스티렌 인터폴리머 ESI-3의 제조

중합체를 400갤론(1514ℓ)의 교반되는 반-연속 배치식 반응기에서 제조한다.  반응 혼합물은 스티렌과, 
사이클로헥산(85중량%)과 이소펜탄(15중량%)과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용매 약 250갤론(946ℓ)으로 이루어
져 있다.  첨가전에, 용매, 스티렌 및 에틸렌을 정제하여 물과 산소를 제거한다.  스티렌중의 억제제를 
또한 제거한다.  용기를 에틸렌으로 퍼징시켜 불활성 재료를 제거한다.  이어서, 에틸렌을 사용하여 용기
의 압력을 고정점으로 조절한다.  수소를 가하여 분자량을 조절한다.  용기중의 온도는 용기상의 재킷 수
온을 변화시킴으로써 고정점으로 조절한다.  중합반응 전에, 용기를 목적하는 공정 온도로 가열하고 촉매 

성분,  즉, (3급-부틸아미도)디메틸(테트라메틸-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실란  디메틸티탄(IV)  촉매,  CAS# 

135072-62-7,  트리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란,  CAS#  001109-15-5,  개질된  메틸알루미녹산  3A형,  CAS# 
146905-79-5를 각각 1/3/5의 몰 비 기준으로 유량 조절하여, 합하고 용기에 가한다.  개시후, 용기 압력
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바와 같이 반응기로 에틸렌이 공급됨에 따라 중합반응이 진행된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수소를 반응기의 헤드스페이스에 가하여 에틸렌 농도에 대해 몰 비를 유지한다.  공정 말기에, 

촉매 유동을 중단시키고, 반응기로부터 에틸렌을 제거한 다음, 약 1000ppm의 이르가녹스(Irganox
TM
) 1010 

산화방지제를 상기 용액에 가하고 중합체를 상기 용액으로부터 단리시킨다.  용기중에서 증기로 스트리핑
된 용액으로부터 생성된 중합체를 단리시킨다.  증기 스트리핑된 재료의 경우, 잔류 수분과 미반응 스티
렌을 제거하기 위한 압출기형 장치에서의 추가 가공을 필요로 한다.

단량체 양 및 중합반응 조건을 표 1b에 제시한다.

[표 1b]

샘플 번
호

충전된 
용매

충전된
스티렌

압력 온도 첨가된 
전체 H2

공정 시
간

용액중 
중합체

lbs ㎏ lbs ㎏ psig ㎪ ℃ g 시간 중량%

ESI-3 252 114 1320 600 40 276 60 23 6.5 18.0

에틸렌/스티렌 인터폴리머 ESI-8의 제조

ESI-8은 에틸렌/스티렌 인터폴리머 ESI-5 80중량%와 에틸렌/스티렌 인터폴리머 20중량%를 건식 블렌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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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제조한다.  

[표 1c]

*)na* = 분석되지 않음.

[표 2]

실시예 1 내지 33

실시예 1 내지 33에서는 다음 단계를 통하여 플라크를 제조한다: 1) 하케(Haake) 보울 혼합, 2) 롤 밀링 
및 3) 플라크로 압축성형.  레오믹스(Rheomix) 3000 보울이 장착되어 있는 하케 혼합기를 사용한다.  블
렌드의 모든 성분을 혼합기에 가하고, 로터를 190℃ 및 40 rpm에서 10 내지 15분간 작동시킨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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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료을 하케 외부로 적하시켜, 표면 온도를 175℃로 고정시킨 직경이 6인치이고 폭이 12인치인 파렐
(Farrel) 2-롤 밀로 공급한다.  쉬트를 180°로 감싼 후 제거하거나 방출 전에 540°로 감싸도록 한다.  
이어서, 쉬트를 절단하여 파사데나 하이드라울릭스 인코포레이티드[Pasadena Hydraulics 
Incorporated(PHI)] 프레스를 사용하여 3.175㎜ 두께 x 101.6㎜ x 101.6㎜ 플라크로 압축성형한다.  프레
스는 205℃ 예열 방식으로 최소 압력에서 3분간 작동시킨 다음, 15톤 이하로 2분간 가압한다.  이어서, 
플라크를 열판으로부터 제거하여 15톤에서 3분간 냉각시킨다.

압축 성형 플라크의 특성을 상기한 바와 같이 측정한다.

표 3, 4, 및 5는 본 발명에 따르는 실시예 1 내지 31과 각각 0% 충전, 60% 충전 및 85% 충전된 조성물에 
대한 비교 실시예 32 및 33(본 발명의 범주내의 것은 아니나, 선행 기술도 아님)의 조성 및 생성된 물성
을 나타낸다.

[표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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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b]

** '원상 회복된' 스크래치

*** 측정가능한 손실 없음

nt= 시험되지 않음

표 3에서 실시예 1 내지 8은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를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
링재가 낮은 굴곡 모듈러스(높은 유연성을 의미함), 충분한 내압입성과 내스크래치성 및, 비교 실시예 34
의 PVC 재료과 비교하여, 향상된 내마멸성과 같은, 양호하게 균형잡힌 특성을 가짐을 나타낸다.

실시예 1 내지 8의 생성물은 비충전된 균질 바닥 커버링재로서 또는 비균질 구조물에 있어서 개별 층으로
서 유용하다.  또한, 실시예 3에서와 같이, 공중합된 스티렌을 약 60중량%(약 30몰%) 갖는 에틸렌/스티렌 
인터폴리머의 예외적인 내스크래치성은 상기 재료가 본 발명의 바닥 커버링재의 마모 또는 표면층으로서 
적합하도록 한다.  

[표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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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b]

nt= 시험되지 않음

실시예 9 내지 18은 양호한 충전제 보유와 고체상 특성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첨가제 또는 중합체성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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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제가 필요치 않음을 설명한다.  실시예 9 내지 18의 생성물은 충전된 균질 바닥 커버링재로서 또는 비
균질 구조물의 개별 층으로서 유용하다.  실시예 9 내지 18의 생성물은 바닥 쉬트 제품으로서 특히 적합
하다.

[표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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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b]

* 비교예, 선행 기술 아님

nt= 시험되지 않음 

실시예  19  내지  31의  플라크는  비교  실시예  32  내지  33의  플라크보다  상당히  높은  내스크래치성을 
갖는다.  실시예 20, 21 및 23에서와 같이, 공중합된 스티렌을 약 60중량%(약 30몰%) 이상 갖는 에틸렌/
스티렌 인터폴리머의 예외적인 내스크래치성은 상기 재료이 바닥 구조물로서 특히 적합하도록 한다.

실시예 19 내지 29는 양호한 충전제 보유성과 고체 상태 특성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첨가제 또는 중합체성 
커플링제가 필요치 않음을 설명한다.

실시예 21의 플라크는 유연성과 내압입성이 놀라울정도로 잘 조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비평활면 및 굴
곡면에 대해 양호한 설치성과 양호한 일치성을 갖는 바닥 타일 제품에 사용하거나 바닥 타일 제품으로서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실시예 19 내지 29의 제품은 충전된 균질한 바닥 커버링재로서 또는 비균질한 구조물의 개별 층으로서 유
용하다.  실시예 19 내지 29의 생성물은 바닥 타일 제품용으로 특히 적합하다.

비교 실시예 34

상표명  '임페리얼(Imperial)'  타일로  암스트롱(Armstrong)이  시판하며  두께가  3.175㎜인,  고품질  연성 
PVC 재료의 특성을 실시예 1 내지 33에서와 같이 측정한다.  굴곡 모듈러스는 696㎫(100,760psi)이고, 14
㎏ 하중하에서 1분간의 압입은 10mils(254㎛)이며, 14㎏ 하중하에서 10분간의 압입은 12mils(305㎛)이고, 
64㎏  하중하에서의  초기  압입은  전체  두께의  11%이며  64㎏  하중하에서의  잔류  압입은  전체  두께의 
4%이다.  테이버 마멸은 40㎎/100회전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실시예 1 내지 25 및 27 내지 30의 모든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테이버 마멸은 비교용 PVE 재료의 것 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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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실시예 26 및 31의 테이버 마멸은 시험되지 않았슴).

실시예 35 내지 44

실시예 38 내지 42에서는 두께가 2㎜인 쉬트를 다음 방법에 따라서 제조한다: 테플론(Teflon
TM
)으로 도포

된 강철판과 28㎝ x 28㎝ x 0.2㎝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금형을 사용한다.  적합한 중합체의 분말 또는 과
립을 상기 금형에 충전시킨다.  프레임에 충전된 중합체의 질량은 금형의 용적, 즉, 156.8㎤, x 중합체의 
밀도 + 10%이다.  금형을 강철판으로 밀폐시키고 승온에서 가압한다.

비교 실시예 38에서는 하기한 바와 같은 층 B)의 재료을 190℃의 온도에서 6분간 8bar 및 5분간 100bar의 
기계압으로 미리-가압한다.  금형을 3분 15초(최소) 내지 4분 12초(최대)동안 150℃에서 95℃로 냉각시킨
다.

실시예 39 내지 42에서는 ESI 재료를 175℃의 온도에서 5분간 8bar 및 3분간 200bar의 기계압에서 미리-
가압한다.  금형을 수냉식 강철 기저판과 상부판 사이에 놓고 5분 이내에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실시예 35 내지 37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다층 쉬트를 제조한다:

- 두께가 0.5㎜ 이하이며 표 7에 기재된 ESI로 제조된 층 A) 및

-  두께가  1.5㎜이고  어피니티  EG  8150  폴리올레핀  플라스토머  가소성  고분자:  platomer)  49%,  HDPE 
53050E  27%,  LDPE  150  10%(시판원:  더  다우  케미칼  캄파니(THE  DOW  CHEMICAL  COMPANY))  및 루폴렌
(Lupolen) UHM 201 14%(시판원: 바스프(BASF))의 블렌드로부터 제조된 층 B).

두께가 1.5㎜인 쉬트를 실시예 38 내지 42에 대해 상기한 바와 같이 층 B)(실시예 35 내지 37) 또는 ESI
(실시예 43 및 44)로부터 제조한다.  상기 쉬트를 강철판상에서 가압하지 않으면서 예열시킨다.  강철판
을 층 B)의 경우 160 내지 170℃로, ESI의 경우 120 내지 130℃로 가열한다.  두께가 0.5㎜인 ESI 필름을 
상기 예열시킨 쉬트상에서 가압한다.  1.5㎜ 층 B)의 경우, 압력은 3bar에서 5분 및 10bar에서 3분이다.  
1.5㎜ ESI 층의 경우, 압력은 3bar에서 1분 및 15bar에서 1분이다.  제조된 다층 쉬트를 5분 이내에 실온
으로 냉각시킨다.

실시예 35 내지 37 및 39 내지 44 및 비교 실시예 38의 단층 및 다층 쉬트의 조성을 하기 표 6에 기재한
다.

[표 6]

* 비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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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가 폴리
에틸렌 블렌드를 함유하는 비교 실시예 38의 쉬트보다 상당히 낮은 프랭크 굴곡 강성을 가짐을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는 단시간 후에도 매우 낮은 강성 수치에 도달한다.  놀랍
게도, 실시예 35 내지 37의 다층 쉬트의 프랭크 굴곡 강성은 ESI 층이 쉬트 전체 두께의 25%일 뿐이지만, 
비교 두께의 각 층의 프랭크 굴곡 강성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낮다.  

실시예 39, 41 및 45 내지 83

실시예 45 내지 56 및 59 내지 83에서는 두께가 2㎜인 쉬트를 실시예 38 내지 42에서와 같이 제조한다.

비교 실시예 57의 PVC 바닥재의 두께는 2㎜이다.  이는 고품질 PVC 바닥재이고 충전제를 30중량% 함유한
다.  이는 타케트 에미넌트(Tarkett Eminent)로 시판된다. 

비교 실시예 58의 폴리올레핀 바닥재의 두께는 2㎜이다.  이는 어피니티 폴리올레핀 플라스토머 폴리프로
필렌 및  폴리에틸렌을 기본으로 하는  고품질  폴리올레핀 바닥재이다.   이는  타케트  수퍼노바(Tarkett 
SuperNova)로 시판되는 바닥재에 상응하는 것이나, 폴리우레판 피복물을 함유하지 않는다.  

바닥재로서 상기 쉬트의 유용성을 시험한다.

쉬트의 조성과 이들의 물성을 다음 표 7 내지 9에 기재한다.

[표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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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b]

* 비교예

[표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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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b]

* 비교예

[표 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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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b]

a) 실시예 39 및 45 내지 50, b) 실시예 39 및 51 내지 56, c) 실시예 41, 59 내지 63 및 50, 및 d) 실시
예 41, 64 내지 68 및 60을 비교해 보면 상기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와 탄소수 2 내지 약 20의 
지방족 α-올레핀(들)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의 블렌드가 블렌드의 각 성분의 마멸 측정치를 기준
으로 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마멸도를 나타낸다.  실시예 45, 59 및 64는 실시예 39 및 
41에서 에틸렌/스티렌 인터폴리머만의 마멸도와 비교하여, 상기 블렌드의 마멸도를 2/3 또는 심지어 상당
히 더 적게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20%의 폴리올레핀이 충분함을 설명한다.  실시예 51 내지 55 및 64 내지 
68에서와 같이, 에틸렌/스티렌 인터폴리머를 HDPE와 블렌딩시킬 경우, 블렌드의 마멸도는 실시예 39, 41 
및 비교 실시예 56에서 각 성분의 마멸치보다 훨씬 낮다.  이런 사실은 a) 실시예 41 및 71 내지 74, b) 
실시예 41 및 75 내지 78 및 c) 실시예 39 및 79 내지 81을 비교함으로써 확인된다.

실시예 39, 41, 70, 82 및 비교 실시예 57 및 58간의 비교는 공지된 바닥 커버링재와 비교하여 본 발명의 
바닥 커버링재의 탁월한 내스크래치성을 설명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α-올레핀 단량체 하나 이상과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 및/또는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
닐리덴 단량체 하나 이상 및 임의의 기타 중합가능한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들)를 중합시킴으로써 제조
되며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interpolymer)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인터폴리머가 0.5 내지 65몰%의 α-올레핀 단량체 하나 이상과 99.5 내지 
35몰%의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 및/또는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 하나 이
상 및 임의의 기타 중합가능한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들)로부터 공중합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
재.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하나 이상이 α-올레핀/비닐리덴 방향족 단량

체/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13
C NMR 분광법으로 검출가능한 α-올레핀 삽입물로 이루어진 테트라드 서열 1

개 이상을 함유하며, 테트라드의 단량체 삽입이 1,2(헤드-투-테일: head-to-tail)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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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하나 이상이 20 내지 50몰%
의 α-올레핀 단량체 하나 이상 및 80 내지 50몰%의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 및/또는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 하나 이상 및 임의의 기타 중합가능한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들)
로부터 공중합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충전제를 95% 이하의 양으로 함유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바닥 타일의 형태이고, 바닥 타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충전제를 50 내지 95% 함유
하는 바닥 커버링재.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하나 이상의 양이,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5 내지 100%인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이외의 중합체 하나 이상을,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90%  이하로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블렌드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 이상의 실질적
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5 내지 99%와 탄소수 2 내지 20의 지방족 α-올레핀 또는 탄소수가 2 내지 20이
고 극성 그룹을 함유하는 α-올레핀의 하나 이상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 95 내지 1%의 블렌드를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5 내지 99%와 에틸렌의 단독중합체; 프로필
렌의 단독중합체, 에틸렌과 탄소수 4 내지 8의 다른 α-올레핀 하나 이상과의 공중합체; 프로필렌과 탄소
수 4 내지 8의 다른 α-올레핀 하나 이상과의 공중합체; 에틸렌과 아크릴산, 비닐 아세테이트, 말레산 무
수물 및 아크릴로니트릴 중의 하나 이상과의 공중합체; 프로필렌과 아크릴산, 비닐 아세테이트, 말레산 
무수물 및 아크릴로니트릴 중의 하나 이상과의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및 디엔의 삼원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중합체 95 내지 1%의 블렌드를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층을 함유하며, 적어도 1개의 층(A)가 실질적
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층(A)의 두께가 25㎛ 내지 2㎜인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3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층(A)가, 층(A)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
리머(들)를 25 내지 100% 함유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4 

제11항  내지 제1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층(A)  및  추가의 중합체 층(B)  1개  이상을 함유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층(A)와 층(B) 사이의 두께 비가 0.01:1 내지 10:1인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6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층(B)가 탄소수 2 내지 20의 지방족 α-올레핀 또는 탄소수가 2 내지 20이
고 극성 그룹을 함유하는 α-올레핀의 단독중합체 또는 인터폴리머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7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층(B)가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의 단독중합체;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과 탄
소수 4 내지 8의 다른 α-올레핀 하나 이상과의 공중합체;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과 아크릴산, 비닐 아세
테이트, 말레산 무수물 및 아크릴로니트릴 중의 하나 이상과의 공중합체;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및 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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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원공중합체를 함유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8 

제14항 내지 제1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층(A) 및 층(B)가 각각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 하
나 이상을 포함하며, 층(B)중의 인터폴리머의 비닐리덴 단량체 성분의 평균 몰 함량이 층(A)중의 인터폴
리머의 비닐리덴 단량체 성분의 평균 몰 함량과 상이한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

청구항 19 

제11항 내지 제1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층(A)를 상부층으로 포함하는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
재.

청구항 20 

바닥, 벽 또는 천장 커버링재를 제조하기 위한, α-올레핀 단량체 하나 이상과 비닐리덴 방향족 단량체 
하나 이상 및/또는 장애된 지방족 또는 지환족 비닐리덴 단량체 하나 이상 및 임의의 기타 중합가능한 에
틸렌계 불포화 단량체(들)를 중합시킴으로써 제조되며 실질적으로 랜덤한 인터폴리머의 용도.

26-26

101999700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