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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형 콘테이너 생산을 위한 폴리에틸렌 취입 성형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다중 모드 분자량 분포를 사용한 폴리에틸렌 조성물에 관한 것이며, 바람직하게는 200 ~ 5000 ㎝3(=㎖) 범위

의 부피를 가진 소형 콘테이너의 취입 성형을 위해 적절하다. 조성물은 23℃에서 밀도가 0.955 ~ 0.960 g/cm3 범위이고

MFI190/5가 0.8 ~ 1.6 dg/min를 가진다. 이것은 저분자량 에틸렌 동종중합체 A 45 ~ 55 중량%, 에틸렌 및 4 ~ 8 개의 탄

소 원자를 가진 다른 1-올레핀으로 이루어진 고분자량 공중합체 B 20 ~ 35 중량% 및 초고분자량 에틸렌 공중합체 C 20

~ 30 중량%를 포함한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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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소형 취입 성형물, 예컨대 특히 200 ~ 5000 ㎝3(=㎖)의 범위의 용량 또는 부피를 가진 콘테이너의 취입 성형

에 적절한 다중 모드 분자량 분포를 가진 폴리에틸렌 조성물 및, 연속적인 슬러리 중합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반응 공정의

의한, Ziegler 촉매 및 부촉매로 이루어진 촉매계의 존재하에 폴리에틸렌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

한 취입 성형에 의한 중합 조성물로부터 생산된 소형 취입 성형물에 관한 것이다.

  폴리에틸렌은 특히 높은 기계적 강도 및 내응력 균열성이 있는 물질이 요구되는 모든 크기의 취입 성형물 생산을 위해 광

범위하게 사용된다. 폴리에틸렌의 또다른 이점은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고유의 경량 물질이라는 점이다.

배경기술

  EP-A-603,935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성형물의 생산에 적절한, 이중 모드 분자량 분포를 가진 폴리에틸렌계 취

입 성형 조성물을 개시하였다.

  US-A 5,338,589는 WO 91/18934 에서 공지된 하이-마일리지 (high-mileage) 촉매를 사용하여 제조된 훨씬 넓은 분자

량 분포를 가진 물질을 개시하였으며, 마그네슘 알코올레이트는 겔형 현탁액의 형태로 사용된다. 놀랍게도, 성형물, 특히

파이프에서 이 물질의 사용은 반결정형 열가소성 수지와는 정반대로 관련이 있는, 한편으로는 경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

로는 내응력 균열성 및 인성과 같은 특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알려진 이중 모드 생성물은 가공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용융 강도를 갖는다. 이것은 압출된 용융 예비 성형물이

용융된 상태에서 종종 파손되어 압출 공정이 가공에 대하여 예상밖으로 민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히 두꺼

운 막 용기 생산시, 몰드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용융물이 흐르기 때문에 막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형 취입 성형물의 제조를 위한 취입 성형에 의한 공정에서 공지의 모든 물질보다 개선된 취

입 성형을 위한 폴리에틸렌 조성물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조성물의 높은 용융 강도는 장기간 동안 용융 예비 성형물의

파괴가 없는 압출 공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조절된 조성물의 팽윤비는 막두께 조절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본 출원인은 놀랍게도 이 목적이 개시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조성물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성형 조성

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저분자량 에틸렌 동종중합체 A 45 ~ 55 중량%, 에틸렌 및 4 ~ 8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한

다른 1-올레핀으로 이루어진 고분자량 공중합체 B 20 ~ 35 중량% 및 초고분자량 에틸렌 공중합체 C 20 ~ 30 중량%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단계적 슬러리 중합 공정에서 이 조성물의 제조를 위한 방법 및, 이 조성물로부터 200 ~ 5000 ㎝3(=㎖)

범위의 용량 (=부피) 및 매우 우수한 기계적 강도 특성을 갖는 소형 취입 성형물, 예컨대 콘테이너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의 폴리에틸렌 조성물은 23℃에서의 밀도가 0.955 ~ 0.960 g/cm3 범위이고, 넓은 삼중 모드 분자량 분포를 가진

다. 고분자량 공중합체 B 는 4 ~ 8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다른 1-올레핀 단량체 단위를 소 비율로, 즉 0.1 ~ 0.6 중량%로

포함한다. 공단량체의 예로는 1-부텐, 1-펜텐, 1-헥센, 1-옥텐 또는 4-메틸-1-펜텐이 있다. 초고분자량 에틸렌 공중합

체 C는 또한 1 이상의 상기 공단량체를 0.5 ~ 2.5 중량% 범위 함량의 1-올레핀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펠렛화된 중합 조성물은 MFI190/5로 표현된 용융 유동 지수 (ISO 1133)가 0.8 ~ 1.6 dg/min이고, 135℃의 데

칼린 중에서 ISO/R 1191에 따라 측정한 점성 도수 VNtot가 280 ~ 350 cm3/g이다.

  삼중 모드는 3 개의 개개 분자량 분포의 무게 중심 위치에서의 측정치이며, 연속적인 중합 단계에서 형성된 중합체의

ISO/R 1191에 대하여 점성 도수 VN을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반응의 각 단계에서 형성된 중합체에 대한 관련 밴드 폭

은 하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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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중합 단계 후 측정된 중합체의 점성 도수 VN1은 저분자량 폴리에틸렌 A의 점성 도수 VNA와 일치하며 본 발명에 의

해 70 ~ 90 cm3/g의 범위내에 있다.

  제2 중합 단계 후 측정된 중합체의 점성 도수 VN2는 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제2 중합 단계에서 형성된 고분자

량 폴리에틸렌 B의 VNB와 동일하지 않으나, 중합체 A 및 중합체 B의 혼합물의 점성 도수로 나타낸다. 본 발명에 의하면,

VN2는 150 ~ 200 cm3/g의 범위내에 있다.

  제3 중합 단계 후 측정된 중합체의 점성 도수 VN3는 계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수 있는, 제3 중합 단계에서 형성된 초고

분자량 공중합체 C의 VNc와 동일하지 않으나, 중합체 A, 중합체 B 및 중합체 C의 혼합물의 점성 도수로 나타낸다. 본 발

명에 의하면, VN3는 260 ~ 340 cm3/g의 범위내에 있다.

  폴리에틸렌은 압력 0.15 ~ 1 MPa, 70 ~ 90℃, 바람직하게는 80 ~ 90℃ 범위에서 전이 금속 화합물 및 유기 알루미늄 화

합물 예컨대,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또는 알킬알루미늄 히드라이드로 구성

된 하이-마일리지 Ziegler 촉매의 존재하의 슬러리에서 단량체의 중합에 의해 얻어진다. 중합은 3 단계, 예를 들면, 일련

의 3 단계로 수행되며, 각 분자량은 수소 공급의 도움으로 조절된다.

  본 발명의 폴리에틸렌 조성물은 폴리에틸렌과 함께 기타의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첨가제의 예는 혼합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0 ~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0 ~ 5 중량%의 열 안정화제, 산화방지제, UV 흡수제, 광 안정화제,

금속 불활성제,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화합물 및 염기성 공안정화제 및 0 ~ 50 중량%의 총량으로 충전제, 강화제, 가소제,

윤활제, 유화제, 안료, 광학 표백제, 난연제, 대전 방지제, 발포제 또는 이들의 조합물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200 ~ 250℃에서 압출기내에서 폴리에틸렌 조성물을 1차 가소화시킨 후, 다이를 통해 몰드로 압출

시키고, 이 몰드 내에서 냉각 및 고형화시켜 소형 취입 성형물을 생산하는 취입 성형 방법에 특히 적절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팽윤비가 115 ~ 145%이기 때문에 소형 취입 성형물의 생산을 위한 취입 성형 제조 방법에서 우수한

가공 양상을 산출하며,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노치드 충격 강도 (ISO)가 8 ~ 14 kJ/m2이기 때문에 생산된 소형 취입 성

형물은 특히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진다. 내응력 균열성 (FNCT)은 8 ~ 20 h 이다.

  노치드 충격 강도ISO는 23℃에서 ISO 179-1/1eA/DIN 53453에 의해 측정하였다. 검체의 크기는 10 x 4 x 80 mm이고,

V 노치는 깊이 2 mm 및 노치 기부 반경 0.25 mm, 각도 45°를 사용하여 삽입한다.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의 내응력 균열성은 내부 테스트 방법으로 결정하였고 h로 나타내었다. 이 실험 방법은 문헌

[M.Fleissner in Kunststoffe 77 (1987), pp. 45 et seq.]에 기술되어 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ISO/FDIS 16770에

해당한다. 80℃에서 3.5 MPa의 장력을 사용한 응력 균열 촉진 매개물인 에틸렌 글리콜에서, 노치 (1.6 mm/안전 면도날)

에 의한 응력 개시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파손 시간이 단축되었다. 검체는 두께 10 mm의 압축된 명판으로부터 10 x 10 x

90 mm 치수의 3 개의 검체를 톱질하여 제작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조된 노치 소자 (해당 문헌의 도 5 참

조)에서 안전 면도날을 사용하여 중앙 노치를 검체에 제공한다. 노치 깊이는 1.6 mm이다.

실시예

  실시예 1

  에틸렌을 직렬로 배열된 3 개의 반응기에서 연속적인 방법으로 중합시킨다. WO 91/18934, 실시예 2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제조되고, WO 91/18934에서 작동 도수 2.2을 갖는, Ziegler 촉매의 티타늄 화합물 관련된 함량의 13.5 m㏖/h를 충

분량의 희석액 (헥산), 에틸렌 및 수소뿐 아니라 174 m㏖/h의 트리에틸알루미늄과 함께 제1 반응기에 공급한다. 제1 반응

기의 기상에서 측정된 에틸렌 및 수소의 비율은 각각 20 ~ 23 부피% 및 66 ~ 71 부피%이고, 나머지는 질소와 증기화된

희석액의 혼합물이 되도록 에틸렌의 양 (= 67.2 ㎏/h) 및 수소의 양 (= 74 g/h)을 조절한다.

  제1 반응기에서의 중합은 84℃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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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반응기로부터의 슬러리를 그후 제2 반응기로 옮기고, 기상 수소의 비율은 16 ~ 20 부피%로 감소되고, 46.8 kg/h 양

의 에틸렌과 함께 120 g/h 양의 1-부텐을 이 반응기에 첨가한다. 수소량을 중간 H2 감압 방법에 의해 감소시킨다. 에틸렌

65 ~ 70 부피%, 수소 16 ~ 20 부피% 및 1-부텐 0.15 ~ 0.20 부피%를 제2 반응기의 기상에서 측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질소와 증기화된 희석액의 혼합물이 된다.

  제2 반응기에서의 중합은 84℃에서 수행된다.

  제2 반응기로부터의 슬러리는 제3 반응기의 기상에서 수소양을 2.0 부피%로 조절하기 위해 추가의 중간 H2 감압을 사용

하여 제3 반응기로 옮긴다.

  540 g/h 양의 1-부텐을 32.1 kg/h 양의 에틸렌과 함께 제3 반응기에 첨가한다. 에틸렌 81 ~ 84 부피%, 수소 1.9 ~ 2.3

부피% 및 1-부텐 1.2 부피%의 비율을 제3 반응기의 기상에서 측정하고, 나머지는 질소와 증기화된 희석액의 혼합물이 된

다.

  제3 반응기에서의 중합은 84℃에서 수행하였다.

  상기 기술된 단계적 방법에 요구되는 장시간 중합 촉매 활성은 본 명세서의 개시부에서 언급된 WO에서 기술된 바와 같

은 특이적으로 개발된 Ziegler 촉매에 의해 제공된다. 이 촉매의 유용성의 척도는 극도로 높은 수소 민감도 및 그것의 1 ~

8 h의 장시간에 걸친 균일하게 높은 활성이다.

  희석액은 제3 반응기로부터 배출되는 중합체 슬러리로부터 제거되고, 이 중합체를 건조한 후 0.2 ~ 0.3 kW/h/kg의 특정

에너지 소비량 하의 220 ~ 250℃의 온도에서 펠렛으로 만든다. 중합 분말은 Ca-스테아르산염 0.1 중량%, Irganox 1010

0.08 중량% 및 Irgafos 168의 0.16 중량%를 사용하여 안정화된다.

  하기 표 1은 실시예 1에서 제조된 폴리에틸렌 조성물의 중합체 A, B 및 C의 점성 도수 및 정량 비율 WA, WB 및 WC를 나

타내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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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서의 물성 약어는 하기 의미와 같다:

  - 190℃에서 원추형 입구 (각도 = 15°)를 갖는 2/2 둥근 부분 다이에서 1440 s-1의 전단 속도로 고압 모세관 유량계로

측정한 SR (= 팽윤비), 단위는 %이다.

  - FNCT = 내응력 균열성 (완전 노치 균열 테스트)은 M. Fleissner의 내부 테스트 방법으로 테스트하였으며, 단위는 h

이다.

  - NISISO = 노치드 충격 강도는 23℃에서 ISO 179-1/1eA/DIN

  53453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위는 [kJ/m2]이다.

  실시예 2

  중합체 조성물의 제조는 제1 반응기에 공급되는 Ziegler 촉매가 180 m㏖/h의 트리에틸알루미늄과 함께 실시예 1 에서

의 13.5 m㏖/h 대신 티타늄 화합물과 관련하여 14 m㏖/h 양인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

로 수행한다.

  제1 반응기의 기상에서 측정된 에틸렌 및 수소의 백분율이 각각 21 ~ 23 부피% 및 67 부피%가 되도록 에틸렌의 양 (=

72.8 kg/h) 및 수소의 양 (= 68 g/h)을 조절하고, 잔여물은 질소와 증기화된 희석액의 혼합물이다.

  제1 반응기에서의 중합은 85℃에서 수행된다.

  제1 반응기로부터의 슬러리는 그후 제2 반응기로 옮기고, 기상에서의 수소의 비율은 6 ~ 8 부피%로 감소시키고, 30.8

kg/h의 에틸렌과 함께 45 g/h 양의 1-부텐을 이 반응기에 첨가한다. 수소량을 중간 H2 감압에 의해 감소시킨다. 에틸렌

79 부피%, 수소 6 ~ 7 부피% 및 1-부텐 0.7 부피%는 제2 반응기의 기상에서 측정하고, 잔여물은 질소와 증기화된 희석

액의 혼합물이다.

  제2 반응기에서의 중합은 82℃에서 수행된다.

  제2 반응기에서의 슬러리는 제3 반응기의 기상에서 수소양을 2.8 부피%로 조절하기 위해 중간 H2 감압을 사용하여 제3

반응기로 옮긴다.

공개특허 10-2005-0088310

- 5 -



  270 g/h 양의 1-부텐을 36.4 kg/h 양의 에틸렌과 함께 제3 반응기에 첨가한다. 에틸렌 84 부피%, 수소 2.8 부피% 및

1-부텐 0.9 부피%의 비율은 제3 반응기의 기상에서 측정하고, 잔여물은 질소와 증기화된 희석액의 혼합물이다.

  제3 반응기에서의 중합은 85℃에서 수행하였다.

  제3 반응기에서 배출된 중합체는 실시예 1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건조시키고, 펠렛으로 만들고 안정화 시

킨다.

  하기에 제시된 표 2는 실시예 2에서 제조된 폴리에틸렌 조성물을 좀더 자세히 나타낸다:

  [표 2]

  

  표 2의 약어는 실시예 1의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23℃에서 밀도가 0.955 ~ 0.960 g/cm3 범위이고, MFI190/5가 0.8 ~ 1.6 dg/min이고, 폴리 에틸렌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저분자량 에틸렌 동종중합체 A 45 ~ 55 중량%, 에틸렌 및 4 ~ 8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다른 1-올레핀으

로 이루어진 고분자량 공중합체 B 20 ~ 35 중량% 및 초고분자량 에틸렌 공중합체 C 20 ~ 30 중량%를 포함하는 다중 모

드 분자량 분포를 갖는 폴리에틸렌 조성물.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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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고분자량 공중합체 B는 공중합체 B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4 ~ 8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공단량체를

0.1 ~ 0.6 중량%의 소 비율로 포함하고, 초고분자량 에틸렌 공중합체 C는 공중합체 C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공단량체를

0.5 ~ 2.5 중량% 범위의 양으로 포함하는 것인 폴리에틸렌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공단량체로서 1-부텐, 1-펜텐, 1-헥센, 1-옥텐, 4-메틸-1-펜텐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

함하는 것인 폴리에틸렌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35℃에서 데칼린 중에서 ISO/R 1191에 따라 측정한 점성 도수 VNtot가 280

~ 350 cm3/g, 바람직하게는 300 ~ 320 cm3/g인 것인 폴리에틸렌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팽윤비가 115 ~ 145%이고, 노치드 충격 강도 (ISO)는 8 ~ 14 kJ/m2이고, 내

응력 균열성 (FNCT)은 8 ~ 20 시간 범위인 것인 폴리에틸렌 조성물.

청구항 6.

  0.15 ~ 1 MPa 범위의 압력과 20 ~ 120℃ 범위의 온도에서 전이 금속 화합물 및 유기 알루미늄 화합물로 이루어진 하이

-마일리지 (high-mileage) Ziegler 촉매의 존재하에 슬러리 중에 단량체를 중합시키고, 3 단계로 중합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며, 각 단계에서 제조된 폴리에틸렌의 분자량은 수소를 사용하여 조절하는 것인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하나의

항의 폴리에틸렌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저분자량 폴리에틸렌 A의 점도 도수 VN1이 70 ~ 90 cm3/g 범위가 되도록 제1 중합 단계에서의 수소

농도를 조절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중합체 A 및 중합체 B의 혼합물의 점도 도수 VN2가 150 ~ 200 cm3/g 범위가 되도록 제2

중합 단계에서 수소 농도를 조절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체 A, 중합체 B 및 중합체 C의 혼합물 점도 도수 VN3이 260 ~ 340 cm3/

g, 특히 280 ~ 320 cm3/g 범위가 되도록 제3 중합 단계에서 수소 농도를 조절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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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폴리에틸렌 조성물을 200 ~ 250℃에서 압출기 내에서 1차 가소화하고, 그후 다이를 통해 몰드로 압출시키고, 이를 취입,

냉각 및 고형화시키는, 용량이 200 ~ 5000 cm3 (= ㎖) 범위인 소형 취입 성형물, 예컨대 콘테이너를 제조하기 위한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의 폴리에틸렌 조성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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