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3

C08G 77/04

(45) 공고일자   1984년10월18일

(11) 공고번호   특1984-0001742

(21) 출원번호 특1981-0001907 (65) 공개번호 특1983-0006368
(22) 출원일자 1981년05월29일 (43) 공개일자 1983년09월24일

(30) 우선권주장 154625  1980년05월30일  미국(US)  

(71) 출원인 제네랄 일렉트릭 캄파니    아더 엠. 킹

미합중국 뉴욕주 12305, 쉐넥터디, 리버 로우드 1

(72) 발명자 타-엔칭

미합중국 뉴욕 쉐넥터디 벅킹험 드라이브 4018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김학수 (책자공보 제991호)

(54) 알콕시실릴벤조트리아졸-함유 피복 조성물로 피복시킨 제품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알콕시실릴벤조트리아졸-함유 피복 조성물로 피복시킨 제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하기  일반식(Ⅰ)의  알콕시실릴벤조트리아졸-함유  피복  조성물로  경질보호  피복시킨 제품
에 관한 것이다.

상기 일반식에서,

R은 탄소수 1내지 8의 알킬라디칼이고,

R
1
은 탄소수 1내지 8의 알킬 또는 탄소수 6내지 12의 아릴라디칼이고,

R
2
는 수소 또는 R이고,

R
3
는  수소,  탄소수  1  내지  8의  알킬,  탄소수  1내지  8의  알콕실,  카브알콕시,  하이드록시,  아미노, 

할로겐 또는 Q-(CH2)3-Si(OR3)이고,

5-1

특1984-0001742



Q는-O-,-NR
2

 -또는 이고,

R
4
,
 
R

5   
및 R

6
는  수소이거나,  서로 동일하거나 다른 탄소수 1내지 8의 알킬,  탄소수 1내지 8의 알콕시 

또는 할로겐 라디칼이고,

a는 1내지 3의 정수이고,

b는 0내지 2의 정수이며,

a+b는 1내지 3의 정수이다.

본  발명은  본  출원인에  의해  "Alkoxysilanes  and  Method  for  Making"에  관해  출원되어  계류중인 특
허  출원서  제  RD-12,140호와  "Silicone  Coating  for  Unprimed  Plastic  substrates"에  관한 특허출원
서 제60Si-365호, 브루스 에이. 아쉬바이와 지그프리드 에이취. 쉬뢰더의 "Ultraviolet Light 
Absorbing  Agents  and  Articles  Containing  Same"에  관한  특허출원서  제  60Si-364호  및  브루스 
에이,  아쉬바이의  "Ultraviolet  Light  Absorbing  Agents  and  Articles  Containing  Same"에  관한 특
허출원서  제  60Si-207호를  참조하였는데,  이들  출원서들은  모두  본  발명과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되
었다.

종래  발명에서는  폴리실릭산을  폴리카보네이트  물질에  피복시켜  이물질에  개량된  내찰상성을  제공해 
주는  시도가  행해져왔다.   본  발명과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한  험프리(Humphrey)의  미합중국  특허 
제4,188,451호에는  다관능성  아크릴에스테르  단량체와  유기실리콘  화합물의  자외선 경화반응생성물
을  함유하는  하도층(primer  layer)을  사용하여  폴리실릭산의  부착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하여 기술
되어  있다.   폴리실릭산이,  일반적으로,  할로에틸렌-하이드록시  비닐  혼성중합체와  같은 혼성중합체
와  혼합되면,  폴리카보네이트  기질에  대한  폴리실릭산의  부착성이  증진된다는  것은 프로스코우

(proskow)의 미합중국 특허 제 4,051,161호 및 제4,122,233호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은,  계류중인  특허원  제60Si-365호(미하도된  가소성  기질에  실리콘을  피복시키기  위한 방
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알콕시실릴벤조트리아졸을  포함하는  특정  알콕시실란을  폴리실릭산에 직
접  첨가함으로써  부착성있는  유용한  최외부-피복용  실리콘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이다.   본  발명자는  유효한  중량의  상기  알콕시실릴벤조트리아졸을  함유하는  최외부 피복용-실
리콘조성물을  직접  미하도된  폴리  카보네이트  기질상에  사용하여  자외선분해에  탁월한  내성을 나타
내는 내찰상성 폴리카보네이트 물질을 제조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반식(Ⅰ)의  R에  포함되는  라디칼의  예로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등이  있으며 R
1
에   포함되는 

라디칼로는  R라디칼,  페닐,  톨릴,  크실릴  및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가  있고, R
2
라디칼은  수소  및 R

라디칼중에서 선택된다.

R
3
에  포함되는  라디칼의  예로는  메틸,  에틸,  프로필,  메톡시,  부톡시  등  ;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

이트, 부티레이트 등 ; 클로로, 브로모 등이 있다.

R
4
 내지 R

6
에  포함되는 라디칼의 예로는 수소,  메틸,  에틸,  t-부틸,  이소-옥틸 등 ;  메톡시,  에톡시, 

클로로, 브로모 등이 있다.

일반식(Ⅰ)에 해당하는 알콕시 실릴 벤조트리아졸의 예로 하기 구조식의 화합물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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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Ⅰ)의  알콕시실란은  염기  존재하,  약  45℃  내지  약  80℃의  온도에서, 하이드록시페닐벤조리
아졸과  알릴할라이드를  반응시켜  내전물  A를  수득한  후,  이를  180℃  내지  250℃의  온도에서 가열하
여  알릴벤조트리아졸인  내전물  B를  제조한  다음,  이를  주위  온도  내지  약  80℃에서  백금촉매하에 트
리알콕시실란과 함께 교반시켜 제조할 수 있다.

상기식에서 X는 할로겐 라디칼이고,

R,R
1
,R

2
,R

3
,R

4
,R

5
,R

6
, a 및 b는 상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내전물  "A"를  형성시키기에  효과적인  용매의  예로는  아세톤,  디에틸  케톤  및  2-부탄올  등이  있다.   
탄산칼륨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또다른  염기의  예로는  나트륨  메틸레이트  등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백금촉매로는  클로로플라틴산  및  본  발명과  동일  양수인에게  양도한  카르스테트(karstedt)의 
미합중국  특허  제3,715,334호에  기재된  조성물  등이  있다.   백금촉매의  효과적인  사용량은  혼합물 
백만부당  백금  1  내지  100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거나  많은 
양의 백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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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야에 숙련된 사람들이 본  발명을 더  잘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의 형식으로 하기의 실시예
를 기술한 것인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기술한 것은 아니다.   모든 부는 중량을 기준으
로 한 것이다.

[실시예 1]

22.5부의  2-하이드록시-5-메틸페닐벤조트리아졸,  13.2부의  알릴브로마이드,  14부의  중탄산칼륨  및 
100부의  아세톤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환류시킨다.   이  혼합물을  냉각시킨  후  여과하여  무기염을 제
거한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유기용액을  5%  수성  수산화나트륨으로  세척하고  메틸렌클로라이드로 
추출한  다음  염기성  용액을  중화시킨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유기층을  농축시켜  16.2부인 61%수율
의  연황색  오일을  수득한다.   상기  제조방법  및  NMR로  분석한  결과,  이  생성물이 2-알릴옥시-5-메틸
페닐벤조트리아졸이라는 것을 알았다.

상기  벤조트리아졸을  1시간  30분동안  질소하의  200℃에서  가열시킨다.   그런후,  이를  냉각하여 연황
색  결정체를  수득한다.   메탄올/클로로포름  용액으로부터  재결정화하여  융점이  97℃  내지  99℃인 물
질을  수득한다.   상기  제조방법  및  NMR분광(spectra)  분석결과,  72%수율로  수득된  물질이 3-알릴-2-
하이드록시-5-메틸페닐벤조트리아졸이라는 것을 알았다.

50부의  톨루엔에  5.54부의  상기  수득물질인  3-알릴-2-하이드록시벤조트리아졸과  3.3부의 트리에톡시
실란을  첨가하여  만든  혼합물에  카르스테트(karstedt)의  미합중국  특허  제3,715,334호에  기재된  5% 
촉매용액형태의  0.01부의  백금을  첨가한다.   이렇게  하여  만든  혼합물을  60℃에서  1시간동안 교반시
킨  다음  용매를  증발시켜  황색오일상을  수득한다.   이  오일상을  플로리살  컬럼(florisal column)상
에서  3(헥산)  :  1(에테르)비율의  700cc  혼합물로  여과시켜  8.6부의  맑은  연황색오일을  수득한다.   
이러한  제조방법,  CHN  분석  및  NMR  분광분석한  결과,  이  연황색  오일이 2-하이드록시-3-(γ-트리에
톡시실란프로필)-5-메틸페닐벤조트리아졸이라는 것을 알았다.

[실시예 2]

22.1중량부의  루독스  LS(Ludox  LS)  실리카졸(Dupont,  pH가  8.2이고  평균입자크기가 12미리마이크론
인  클로이드성  실리카  수성  분사액)을  0.1중량부의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과  26.8중량부의 메틸트리
메톡시실란의  용액에  첨가한다.   이  반응  혼합물의  온도를  20  내지  25℃로  유지시킨후,  24시간동안 
계속  가수분해시킨다.   제네럴  일렉트릭  캄파니의  5중량부의  폴리실옥산-폴리에테르 코폴리머(SF-
1066)를  흐름  조절제로서  첨가한다.   이렇게하여  생성된  혼성  가수분해물은  45%의  고체를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소부탄올을  첨가하여  고체함량이  20%로  되도록  한다.   이  조성물의  pH는  약 7.2이
다.

76부의  상기  혼성  가수분해물과  1.5부의 2-하이드록시-3-(γ-트리에톡시실란프로필)-5-메틸페닐벤조
트리아졸을  혼합하여  조성물을  제조한다.   이렇게  하여  만든  혼합물로  열경화성  아크릴  유액으로 하
도한  6인치×8인치의  투명  렉산폴리카보네이트판에  흐름  피복시킨다.   피복된  판을  30분동안 공기건
조시킨 후,  1시간동안 120℃에서 경화시킨다.

ANIS-Z26.1-1977항(section)  5.17에  따른  500태버(Taber)  마모기에서  회전(500g  하중,  CS-10F  바퀴) 
시킨후의 변화을(%)은 약 3.9%이다.

이와  유사한  시료는  65℃에서  물에  7일  동안  침지  시킨후에도  교차부착성시험(DIN-35-151)에 패스
(pass)되었다.

비록  상기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범주속에  속하는  수많은  종류의  공정중에  극소수만을  설명했지만, 
본  발병은  일반식(Ⅰ)의  알콕시  실릴벤조트리아졸의  광범위한  변형물질  및  유기  열가소성  기질(예,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  폴리페닐렌옥사이드,  폴리에스테르이미드  등)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실시예 2에서 언급한 피복 조성물 외에도 본 발명의 화합물인 약 0.8  내지 4부의 알
콕시실릴벤조트리아졸과 하기 일반식(Ⅱ)를 갖는 실란올의 부분 축합물(실란올의 70%이상은 
CH3Si(OH)3 로  존재한다)의  지방족  알코올  수용액에  100부의  콜로이드성실리카를  녹인  분산액을 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의  분산액은  10  내지  50중량%의  고체를  함유하며,  이  고체는  10  내지 
70중량%의  콜로이드성  실리카  및  70  내지  90중량%의  부분적  축합물을  필수적으로  함유한다.   또한 
이 분산액의 pH는 6.6내지 7.8 또는 3.8 내지 5.7이다.

R
7
Si(OH)3                             (Ⅱ)

상기 일반식에서,

R
7
은 탄소수 1 내지 8의 알킬 및 탄소수 6 내지 13의 아릴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질을  열경화성  아크릴계  하도제로  피복시킨후,  이를  경화시키기  전에  하기  일반식(Ⅱ)의  실란올의 
부분  축합물(실란올의  70중량%  이상이 CH3Si(OH)3 이다)을  지방족  알코올  및  물의  혼합물에  용해시킨 

용액에  콜로이드성  실리카를  첨가하여  만든  분산액(이  분산액은  10  내지  50중량%의  부분축합물로 이
루어져  있다),  과하기  일반식(Ⅰ)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유효량의  자외선  흡수제로  구성된  수성  피복 
조성물로 경질보호피복시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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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반식에서,

Z는  이고, 

R은  탄소수  1내지  8의  알킬라디칼이고, R
1
은  탄소수  1  내지  8의  알킬  또는  탄소수  6내지  12의 아릴

라디칼이고, R
2 
는  수소  또는  R이고, R

3
는  수소,  탄소수  1내지  8의  알킬,  탄소수  1내지  8의  알콕실, 

카브알콕시,  하이드록시,  아미노  또는  할로겐이고 R
4
,R

5 
및 R

6
는  수소이거나,  서로  동일하거나  다른 

탄소수  1  내지  8의  알킬,  탄소수  1내지  8의  알콕시  또는  할로겐라디칼이고, R
7
은  탄소수  1내지  8의 

알킬  또는  탄소수  6  내지  13의  아릴라디칼이고,  a는  1내지  3의  정수이고,  b는  0내지  2의  정수이며, 
a+b는 1내지 3의 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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