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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폴리비닐 발포체에 관한 것으로, 염화비닐계 수지에 층상화합물이 분산된 염화비닐계 수지-점토 나노복합체

및 발포제를 포함하여 낮은 비중에서도 기계적 강도 및 난연성이 우수하고, 적은 양의 발포제로도 높은 발포효율을 발휘하

며, 균일한 마이크로 셀 구조를 갖는 발포체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

색인어

염화비닐수지, 발포, 마이크로셀, 나노복합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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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폴리염화비닐 발포체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염화비닐계 수지에 층상화합물이 분산된 염화비닐계

수지-점토 나노복합체를 포함함으로서 기계적 강도 및 난연성이 우수하고, 적은 함량의 발포제로도 높은 발포효율을 발휘

하며, 용이한 마이크로 셀 및 막힌 셀(closed cell) 구조를 형성하는 마이크로 셀 구조의 폴리염화비닐 발포체에 관한 것이

다.

  전자, 항공, 및 자동차 산업 등과 같은 고기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의 산업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독특한 물성을 가

진 소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재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폭넓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고성능 복합재료

(Polymer Composites) 특히, 나노 복합체(nanocomposite)이다. 이러한 나노 복합체 중에서도 고분자-점토 나노 복합체

는 점토 광물과 같은 층상화합물이 한 장씩 박리 또는 고분자 수질 및 다른 첨가제들의 층간에 삽입되어 고분자 매질 안에

균일하게 분산된 것으로, 박리된 층들의 넓은 표면적 및 큰 종횡비로 인하여 적은 양의 첨가만으로도 고분자 수지의 기계

적 강도, 치수 안정성, 열적 안정성, 기체 차단성, 내열성, 난연성, 경량성 등의 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러한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체와 관련한 종래 기술은 폴리이미드와 유기 처리된 점토를 이용한 나노 복합체의 제조방

법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열가소성 수지 및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나노 복합체의 제조방법들이 공지되어 있다. 나노복

합체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박리(Exfoliation) 또는 층간삽입 (Intercalation)을 위한 유기점토

의 처리방법이 중요한데, 이들 처리 방법으로는 화학적인 처리방법과 물리적인 처리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 중에서 화학적

인 처리 방법은 미합중국특허 제4,472,538호, 제4,546,126호, 제4,676,929호, 제4,739,007호, 제4,777,206호, 제

4,810,734호, 제4,889,885호, 제4,894,411호, 제5,091,462호, 제5,102,948호, 제5,153,062호, 제5,164,440호, 제

5,164,460호, 제5,248,720호, 제5,382,650호, 제5,385,776호, 제5,414,042호, 제5,552,469호, 제6,395,386호, 국제공

보 제WO93/04117호, 제WO93/04118호, 제WO93/11190호, 제WO94/11430호, 제WO95/06090호, 제WO95/14733호,

제이. 그린랜드(D. J. Greenland, J. Colloid Sci. 18, 647 (1963)), 와이. 수가하라 등(Y. Sugahara et al., J. Ceramic

Society of Japan 100, 413 (1992)), 피이. 비. 마서스미드 등(P. B. Massersmith et al., J. Polymer Sci.: Polymer

Chem., 33, 1047 (1995)), 씨. 오. 스리아키 등(C. O. Sriakhi et al., J. Mater. Chem., 6, 103(1996)) 등에 의하여 공지되

어 있다. 또한 물리적인 처리방법은 미합중국특허 제6,469,073호 및 제5,578,672호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는데, 전자는

층상화합물 입자를 초임계 상태의 유체와 충분히 접촉시킨 후 갑작스럽게 팽창시킴으로서 층상구조의 박리를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유기화 처리되지 않은 점토(Natural clay)를 액상의 유기물과 함께 고분자와 직접 용융압출방법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게재한다.

  이와 같은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체에 적용되는 수지로는 폴리아마이드,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등의

올레핀계 수지, 폴리스티렌계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비닐알콜 등이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특허출원공개 제

19950023686호 및 미합중국특허 제6,271,29호는 염화비닐수지를 이용한 나노복합체에 관하여 공지한다. 미합중국특허

제6,271,29호는 에폭시 등과 같은 스웰링 에이전트 없이 점토와의 화학적 친밀도 (Affinity로 인해 박리된 구조의 컴포지

트가 얻어질 수 있다고 기재하면서, 그러나 에폭시를 첨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토표면에 존재하는 양이온들로 인해 염화

비닐 수지의 분해가 급격히 일어나며, 에폭시 첨가 시 수지의 분해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방음재, 단열재, 건재, 경량구조재, 포장재, 절연재료, 쿠션재,방진재, 신발 등에서 단열, 흡음, 부력, 탄력, 경량, 방

음 등의 목적으로 플라스틱을 기계적으로 발포하거나, 발포가스나 발포제를 이용하여 발포시키는 발포체는 물리적 발포제

나 화학적 발포제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물리적 발포제로는 이산화탄소, 질소, 하이드로플루오르카본 등을 들 수 있

으며, 화학적 발포제로는 아조디카본아마이드 등과 같이 분해될 때 여러 가지 기체를 생성하는 유기물질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미합중국특허 제6,225,365호에 의하면 화학적 발포제는 분해 후 잔류물이 남기 때문에 염화비닐수지의 발포

시 최종제품의 물성이 감소되는 반면에, 물리적 발포제는 잔류물이 전혀 없어 더 우수한 발포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다. 또한, 발포체는 유리섬유나 나무입자 등의 첨가 유무에 따라 보강 고분자 수지 발포체와 비보강 고분자수지 발포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발포된 후 셀의 크기에 따라 셀 크기가 매우 작은 마이크로 셀의 구조를 갖는 발포체와 상대적으로 큰

일반 셀의 구조를 갖는 발포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발포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근래에는 복합체를 이용한 발포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미합중국특허 제6,054,207호는 열가소성수지와 나무의 복합체를 이용하여 가볍고 튼튼한 구조재용 발

포체에 관하여 게재하며, 미합중국특허 제6,334,268호는 열가소성수지와 목재섬유 (Wood fiber)의 복합체 및 화학적 발

포제를 이용하여 비중이 낮은 건축자재용 발포체에 관하여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화학적 발포제를 사용하고 있으

며, 마이크로 셀이 아닌 일반적인 크기의 발포 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성 및 발포에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미합중국특허 제5,717,000호는 올레핀계 수지 또는 스티렌계 수지에 층상화합물이 분산된 수지를 이용한 발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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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올레핀계 수지 또는 스티렌계 수지에 무수산, 카르복실산, 하이드록시기, 실란, 에

스테르기 등의 작용기를 적용하여 적은 양의 수지가 층상화합물에 삽입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발포 셀의 구조 및 제조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염화비닐계 수지에 층상화합물이 분산된 염화비닐계 수지-점토 나노

복합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서 기계적 강도 및 난연성을 향상시키고, 적은 함량의 발포제로도 높은 발포효율을 발휘

하며, 마이크로 셀 구조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며, 막힌 셀(closed cell)을 형성하여 미세하고 균일한 마이크로 셀 구조의 염

화비닐계 폴리염화비닐 발포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기타 목적들은 하기 설명되는 본 발명에 의하여 모두 달성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염화비닐계 수지에 층상화합물이 분산된 염화비닐계 수지-점토 나노복합체 및

발포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염화비닐 발포체를 제공한다.

  상기 폴리염화비닐 발포체는 틴계 복합열안정제, 아크릴계 충격보강재, 탄산칼슘 및 아크릴계 가공조제로 이루어진 첨

가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폴리염화비닐 발포체는 비중이 0.3 내지 1.5이고, 셀의 밀도가 108 내지 1012개/cm3이며, 셀의 크기가 1 내지 100

마이크로미터 셀의 구조일 수 있다.

  상기 폴리염화비닐 발포체는 염화비닐계 수지 및 첨가제의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0.01 내지 20중량부의 층상화합

물과 염화비닐계 수지, 첨가물 및 층상화합물의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0.01 내지 10중량부의 발포제로 조성될 수 있

다.

  상기 층상화합물은 몬트몰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 벤토나이트(bentonite), 헥토라이트(hectorite), 불화헥토라이

트(Fluorohectorite), 사포나이트(saponite), 베이델라이트(beidelite), 논트로나이트(nontronite), 스티븐사이트

(stevensite),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볼콘스코이트(volkonskoite), 소코나이트(sauconite), 마가다이트(magadite),

케냐라이트(kenyalite) 및 이들의 유도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스멕타이트(smectite)계 광물일 수 있다.

  상기 발포제는 화학적 발포제 또는 물리적 발포제 단독 또는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상기 화학적 발포제는 아조디카본아미드(azodicarbonamide), (azodiisobutyro-nitrile), 벤젠설포닐하이드라지드

(benzenesulfonhydrazide), 4,4- 옥시벤젠설포닐-세미카바자이드(4,4-oxybenzene sulfonyl-semicarbazide), p- 톨

루엔 설포닐 세미-카바자이드(p-toluene sulfonyl semi-carbazide), 바륨아조디카복실레이트(barium

azodicarboxylate), (N,N'-디메틸-N,N'-디니트로소테레프탈아미드(N,N'-dimethyl-N,N'-dinitrosoterephthalamide),

및 트리하이드라지노 트리아진(trihydrazino triazine)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상기 물리적 발포제로는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물, 공기, 및 헬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무기발포제 또

는 1 내지 9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aliphatic hydrocarbon), 1 내지 3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

는 지방족 알코올(aliphatic alcohol), 1 내지 4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halogenated

aliphatic hydrocarbon)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유기발포제일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염화비닐계 수지-점토 나노복합체 및 발포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서 강도 등의 물성 및 발포능이 향상된

폴리염화비닐 발포체를 제공한다. 이는 발포체를 구성하는 층상화합물이 염화비닐수지에 분산되어 있어 기계적 강도를 증

대하며, 층상화합물이 복사열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난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층상화합물이 마이크로

셀 형성시에 발포제의 이탈을 방지하여 적은 양의 발포제로도 높은 발포효율을 발휘하게 하며, 층상화합물 표면에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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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효과 (Nucleating effect)로 마이크로 셀 구조의 형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발포 시에는 층상화합물이 수지의 점도 거

동에 영향을 미쳐 셀들의 융합 (Coalescence)을 방해하여 막힌 셀(Closed cell)의 형성에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해 낮은 비

중에서도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마이크로 셀 구조의 발포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이크로 셀은 셀 밀도가 109 내지 1015개/cm3 이거나 셀의 크기가 20 내지 100㎛의 셀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본 발명의 폴리염화비닐 발포체는 비중이 0.3 내지 1.5이고, 셀의 밀도가 108 내지 1012개/cm3이며, 셀의 크기가 1 내

지 100㎛인 것이 바람직한데, 발포체의 비중이 0.3 미만인 경우에는 층상화합물의 발포 시 나타나는 물성향상의 효과를

이루기가 어려우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제조가 곤란하다.

  또한, 본 발명은 특정 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열안정제, 가공조제, 충격보강재, 탄산칼슘 등의 첨가제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첨가제의 함량은 염화비닐계 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100중량부 미만인 것이 바람직한데, 100중량부 이상에

서는 층상화합물을 포함하므로서 본 발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물성향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며, 염화비닐수지의 특

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본 발명의 수지로는 염화비닐계 수지로서 염화비닐 단독 중합체, 염화비닐과 비닐클로로아세테이트와의 공중합체 또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이온화형태의 폴리에틸렌수지, 클로로술포폴리에틸렌, 아크릴로부타이엔 고무, 아크릴 부타디엔

스티렌계 고무, 이소프렌, 천연고무 등이 혼합된 중합체가 될 수 있다.

  상기 염화비닐계 수지에 분산되어 발포체의 물성 향상에 기여하는 층상화합물로는 천연 또는 합성 층상화합물일 수 있

는데, 몬트몰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 벤토나이트(bentonite), 헥토라이트(hectorite), 불화헥토라이트

(Fluorohectorite), 사포나이트(saponite), 베이델라이트(beidelite), 논트로나이트(nontronite), 스티븐사이트

(stevensite),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볼콘스코이트(volkonskoite), 소코나이트(sauconite), 마가다이트(magadite),

케냐라이트(kenyalite) 및 이들의 유도체 등의 스멕타이트(smectite)계 광물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도체로는 옥타데실, 헥

사데실, 테트라데실, 도데실 등을 갖는 쿼터너리 암모늄염으로 유기화된 스멕타익트계 층상화합물을 들 수 있다. 상기 층

상화합물의 함량은 염화비닐계 수지 및 첨가물의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0.01 내지 20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한데,

0.01중량부 미만에서는 층상혼합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20중량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함량의 무기물로

인해 오히려 신율 및 충격강도의 물성이 저하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발포제로는 화학적 발포제 또는 물리적 발포제 단독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화학적

발포제로는 특정온도 이상에서 분해되어 가스를 생성하는 화합물이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아조디카본아미드

(azodicarbonamide), (azodiisobutyro-nitrile), 벤젠설포닐하이드라지드(benzenesulfonhydrazide), 4,4- 옥시벤젠설포

닐-세미카바자이드(4,4-oxybenzene sulfonyl-semicarbazide), p- 톨루엔 설포닐 세미-카바자이드(p-toluene

sulfonyl semi-carbazide), 바륨아조디카복실레이트(barium azodicarboxylate), (N,N'-디메틸-N,N'-디니트로소테레프

탈아미드(N,N'-dimethyl-N,N'-dinitrosoterephthalamide), 트리하이드라지노 트리아진(trihydrazino triazine)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또한, 물리적 발포제로는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물, 공기, 헬륨 등의 무기발포제 또는 1 내지 9개의 탄

소원자를 포함하는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aliphatic hydrocarbon), 1 내지 3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지방족 알코올

(aliphatic alcohol), 1 내지 4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halogenated aliphatic

hydrocarbon) 등의 유기발포제를 들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화합물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로서

메탄, 에탄 프로판, 노말부탄, 아이소부탄, 노말펜탄, 아이소펜탄, 네오펜탄 등이 있으며, 지방족 알코올로서 메탄올, 에탄

올, 노말프로판올, 아이소프로판올 등이 있고,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로서 메틸 플루오라이드(methyl fluoride),

퍼플루오로메탄(perfluoromethane), 에틸 플루오라이드(ethyl fluoride), 1,1-디플루오로에탄(1,1-difluoroethane,

HFC-152a), 1,1,1-트리플루오로에탄(1,1,1-trifluoroethane, HFC-143a),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1,1,1,2-

tetrafluoroethane, HFC-134a),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1,1,2,2-tetrafluoromethane, HFC-134), 1,1,1,3,3-펜

타플루오로부탄(1,1,1,3,3-pentafluorobutane, HFC-365mfc),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1,1,1,3,3-

pentafluoropropane, HFC.sub.13 245fa), 펜타플루오로에탄(pentafluoroethane), 디플루오로메탄(difluoromethane),

퍼플루오로에탄(perfluoroethane), 2,2-디플루오로프로판(2,2-difluoropropane), 1,1,1-트리플루오로프로판(1,1,1-

trifluoropropane), 퍼플루오로프로판(perfluoropropane), 디클로로프로판(dichloropropane), 디플루오로프로판

(difluoropropane), 퍼플루오로부탄(perfluorobutane), 퍼플루오로사이클로부탄(perfluorocyclobutane), 메틸 클로라이

드(methyl chloride), 메틸렌 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에틸 클로라이드(ethyl chloride),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HCFC-141b), 1-클로로-

1,1-디플루오로에탄(1-chloro-1,1-difluoroethane, HCFC-142b),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hlorodifluoromethane,

HCFC-22), 1,1-디클로로-2,2,2-트리플루오로에탄(1,1-dichloro-2,2,2-trifluoroethane, HCFC-123), 1-클로로-

1,2,2,2-테트라플루오로에탄(1-chloro-1,2,2,2-tetrafluoroethane, HCFC-124), 트리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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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loromonofluoromethane, CFC-11),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CFC-12), 트리클로로트

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CFC-113), 1,1,1-트리플루오로에탄(1,1,1-trifluoroethane), 펜타플루오로

에탄(pentafluoroethane),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dichlorotetrafluoroethane, CFC-114), 클루오로헵타플루오로

프로판(chloroheptafluoropropane), 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dichlorohexafluoropropane)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와 같은 발포제의 함량은 염화비닐계 수지, 첨가물 및 층상화합물의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0.01 내지 10중량부인 것

이 바람직한데, 발포제의 함량이 0.01중량부 미만에서는 발포를 하기 위한 가스의 생성량이 너무 적어 발포효과가 미미하

거나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10중량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스의 생성량이 너무 많아 물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염화비닐 수지계 발포체를 제조하는 방법의 일예는 하기와 같다.

  염화비닐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5 내지 10중량부의 틴계 복합열안정제, 5 내지 10중량부의 아크릴계 충격보강재, 1

내지 10중량부의 탄산칼슘, 0.1 내지 5중량부의 아크릴계 가공조제 및 3중량부의 몬트몰리노나이트계 층상화합물인 클로

이사이트 30B (Southern Clay products사 제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용융 가공할 때, 즉 수지가 완전히 가소화되고 유

입된 공기와 기타 잔류기체를 진공펌프로 제거한 후에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염화비닐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0.01 내지

10 중량부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흐름상부의 진공부분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압출기의

온도를 150 내지 210℃로 하고, 스크류 회전속도를 70rpm으로 조절하였다. 유입된 공기와 기타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압

출기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으로 인해 초임계 상태로 변화되며, 충분한 시간동안 수지 조성물과 혼합되고 난 후, 두께 2mm

와 폭이 50mm의 규격을 갖는 시트를 제조한다. 즉, 압출가공 방법으로 염화비닐수지와 층상화합물로 구성된 나노컴포지

트 수지 조성물을 제조한 후, 또는 동시에 발포제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셀 구조의 발포체를 제조하는데, 첨가된 발포제를

완전히 녹이기 위하여 최적의 스크루 조합으로 압출기 내에 높은 압력을 형성한다.

  이하, 하기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범위가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염화비닐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5중량부의 틴계 복합열안정제, 6중량부의 아크릴계 충격보강재, 3중량부의 탄산칼

슘, 2중량부의 아크릴계 가공조제 및 3중량부의 몬트몰리노나이트계 층상화합물인 클로이사이트 30B (Southern Clay

products사 제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속혼합기에서 10분 동안 잘 혼련한 후 압출기에 투입하는데, 수지가 완전히 가

소화되고 압출기에 유입된 공기와 기타 잔류기체를 진공펌프로 제거한 후에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3중량부의 이산화탄소

를 주입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흐름상부의 진공부분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압출기의 온도를 190℃로 하고,

스크류 회전속도를 70rpm으로 조절하였다.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압출기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으로 인해 초임계 상태로

변화되며, 충분한 시간 동안 수지 조성물과 혼합되어 발포체를 형성한다. 형성된 발포체를 캘리브레이터와 냉각수조를 통

과시켜 충분히 고형화시킨 후 절단기에서 두께 2mm와 폭이 50mm의 규격을 갖는 시트를 제조였다. 제조된 시트의 물성을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 비중: ASTM D792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셀 밀도: 시트에 파단면을 낸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입방센티미터당 셀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 인장강도 및 신율: ASTM D638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굴곡강도 및 굴곡탄성율: ASTM D790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아이조드 충격강도(Izod Impact)는 ASTM D256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경도: ASTM D785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난연성: 미국의 언더 라이터즈 래보러토리사(Underwriter's Laboratory Inc.)가 규정하는 방법인 UL 94시험에 의하

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수직으로 유지한 크기의 시편에 버너의 불꽃을 10초간 접염한 후의 잔염시간이나 드립성으로부터

난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잔염시간은 착화원을 멀리 떨어뜨린 후 시편이 유염연소를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이고, 드립

에 의한 면의 착화는 시편의 하단으로부터 약300mm 아래에 있는 표지용의 면이 시편으로부터의 적하(드립)물에 의해 착

화되는 것에 의해 결정되며, 난연성의 등급은 하기 표에 따라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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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V2  V1  V0  HB

 각시료의 잔염시간  30초 이하  30초 이하  10초 이하  난연불가

 5시료의 전체잔염시간  250초 이하  250초 이하  50초 이하

 드립에 의한 면의 착화  있음  없음  없음

  [실시예 2]

  몬트몰리노나이트계 층상화합물의 함량을 1중량부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트를 제조한

후 물성을 측정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3]

  물리적 발포제 대신에 화학적 발포제로서 1중량부의 아조디카본아미드(azodicarbonamide)를 사용하고, 압출기의 온도

를 화학적 발포제의 분해온도 이상인 210℃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트를 제조한 후 물성을

측정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1]

  물리적 발포제 또는 화학적 발포제 및 몬트몰리노나이트계 층상화합물을 사용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

일한 방법으로 시트를 제조한 후 물성을 측정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2]

  물리적 발포제 또는 화학적 발포제를 사용하지 않고, 몬트몰리노나이트계 층상화합물 3중량부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트를 제조한 후 물성을 측정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3]

  물리적 발포제인 이산화탄소 3중량부를 사용하였고, 몬트몰리노나이트계 층상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트를 제조한 후 물성을 측정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구분  실시예  비교예

 1  2  3  1  2  3

 비중  1.07  1.10  1.13  1.40  1.40  1.08

셀의 밀도(개/cm3) 3ⅹ109 7ⅹ108 6ⅹ108  -  - 8ⅹ106

인장강도(kgf/cm2)  460  450  450  450  490  390

 신율(%)  140  120  120  140  70  40

굴곡강도(kgf/cm2)  730  730  720  720  810  580

굴곡탄성율(kgf/cm2)  27,000  25,000  26,000  26,000  32,000  21,000

 충격강도(kgfcm/cm)  파괴없음  파괴없음  파괴없음  파괴없음  19  35

 경도(R-scale)  87  87  87  88  92  82

 난연성  V0*  V0*  V0  V0  V0*  V0

  표 1에서 * 은 표면에 char을 형성하여 특별히 다른 예보다 우수한 난연성을 나타낸다.

  상기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의 발포체는 낮은 비중에서도 비교예들과 같은 물성을 유지하

면서, 균일한 마이크로 셀의 구조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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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폴리염화비닐 발포체는 염화비닐계 수지-점토 나노복합체 및 발포제를 포함

하며 낮은 비중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강도 뿐만 아니라, 발포체의 난연성 증가, 적은 발포제 함량으로도 높은 발포효율 확

보, 균일한 마이크로 셀 구조를 갖는 발포체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는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상기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범주 및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염화비닐계 수지에 층상화합물이 분산된 염화비닐계 수지-점토 나노복합체 및 발포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층상화합물은 상기 염화비닐계 수지 및 첨가물의 혼합물 100중량부에 0.01 내지 20중량부로 포함되고,

  상기 발포제는 염화비닐계 수지, 첨가물 및 층상 화합물의 혼합물 100중ㄹ야부에 대하여 0.01 내지 10중량부로 포함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염화비닐 발포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염화비닐 발포체가 틴계 복합열안정제, 아크릴계 충격보강재, 탄산칼슘 및 아크릴계 가공조제로 이루어진 첨

가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염화비닐 발포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염화비닐 발포체가 비중이 0.3 내지 1.5이고, 셀의 밀도가 108 내지 1012개/cm3이며, 셀의 크기가 1 내지

100μm 셀의 구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염화비닐 발포체.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층상화합물이 몬트몰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 벤토나이트(bentonite), 헥토라이트(hectorite), 불화헥토라이

트(Fluorohectorite), 사포나이트(saponite), 베이델라이트(beidelite), 논트로나이트(nontronite), 스티븐사이트

(stevensite),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볼콘스코이트(volkonskoite), 소코나이트(sauconite), 마가다이트(magadite),

케냐라이트(kenyalite) 및 이들의 유도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스멕타이트(smectite)계 광물임을 특징으로 하

는 폴리염화비닐 발포체.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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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제가 화학적 발포제 또는 물리적 발포제 단독 또는 이들의 혼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염화비닐 발포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발포제가 아조디카본아미드(azodicarbonamide), 아조디이소부티로-니트릴(azodiisobutyro-nitrile), 벤

젠설포닐하이드라지드(benzenesulfonhydrazide), 4,4- 옥시벤젠설포닐-세미카바자이드(4,4-oxybenzene sulfonyl-

semicarbazide), p- 톨루엔 설포닐 세미-카바자이드(p-toluene sulfonyl semi-carbazide), 바륨아조디카복실레이트

(barium azodicarboxylate), (N,N'-디메틸-N,N'-디니트로소테레프탈아미드(N,N'-dimethyl-N,N'-

dinitrosoterephthalamide), 및 트리하이드라지노 트리아진(trihydrazino triazine)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을 특

징으로 하는 폴리염화비닐 발포체.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발포제가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물, 공기, 및 헬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무기발포제 또는

1 내지 9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aliphatic hydrocarbon), 1 내지 3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지방족 알코올(aliphatic alcohol), 1 내지 4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halogenated

aliphatic hydrocarbon)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유기발포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염화비닐 발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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