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5

C08F 210/00

C08F 4/642

C08F 230/08

(45) 공고일자   1993년05월27일

(11) 공고번호   특1993-0004415

(21) 출원번호 특1990-0018414 (65) 공개번호 특1991-0009756
(22) 출원일자 1990년11월14일 (43) 공개일자 1991년06월28일

(30) 우선권주장 306402  1989년11월28일  일본(JP)  

307644  1989년11월29일  일본(JP)  

326169  1989년12월18일  일본(JP)  

(71) 출원인 미쓰이도오아쓰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사와무라 하루오

일본국 도오쿄오도 치요다쿠 카스미가세키 3쬬오메 2방 5고

(72) 발명자 아나누마 타다시

일본국 오오사카후 타까이시시 토리이시 3쬬오메 4-1-133

가와니시 카오루

일본국 오오사카후 타까이시시 니시토리이시 3-9-5-514
(74) 대리인 임석재, 김동엽

심사관 :    황여현 (책자공보 제3275호)

(54) α-올레핀 알케닐실란 공중합체 및 그 제조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α-올레핀 알케닐실란 공중합체 및 그 제조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α-올레핀과 알케닐실란의 입체규칙성 공중합체 및 그 제조법에 관한 것이다.

알케닐실란과  α-올레핀의  공중합체는,  공중합체로서의  물성이  기대됨과  함께  알케닐실란  단위의 반
응성을  물성이  기대됨과  함께  알케닐실란  단위의  반응성을  이용하여  가공의  기능도  기대될  수 있으
나,  특히  알케닐실란,  혹은  할로겐화  알케닐실란과  α-올레핀의  공중합은  종래  공지의  촉매를 이용
한  것으로는  공중합체중에  알케닐실란이  거의  도입되지  않고  대량의  알케닐실란을  이용해서도 소량
의 알케닐실란 단위뿐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공중합체를 얻는데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효량의  알케닐실란  단위를  함유하는  공중합체의  탐색  및  그것을  단위  촉매량당  고수율로 
얻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레핀과  알케닐실란의  입체규칙성  공중합체에  대하여 예
의  탐색한  바  고활성의  촉매를  사용하여  입체규칙성  α-올레핀-알케닐실란  공중합체를  제조하는 방
법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즉,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α-올레핀의  연쇄가  입체규칙성이고  알케닐실란  단위의  함량이 0.01-
50wt%이며,  135℃  테트라핀  용액에서  측정한  극한점도는  0.01이상인  입체규칙성 α-올레핀-알케닐실
란  공중합체이다.  본  발명은  또한  공중합체를  제조하는데  매우  적당한  방법으로  시클로펜타디엔 또
는  그  유도체를  배위자로  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알루미늄옥산에서  만들어지는  촉매를  사용하여 탄
소수  3-25의  α-올레핀과  알케닐실란을  공중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규칙성 α-올레핀-알
케닐실란 공중합체의 제조방법이다.

본  발명의  공중합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α-올레핀의  연쇄가  입체규칙성인  것은,  연쇄가 실질적으
로  아이소탁틱  구조이거나,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인  것으로  되며,  실질적으로  아이소탁틱 구
조인  것은  공중합체에  있어서도  그  α-올레핀  연쇄에  있어서는,  측쇄가  아이소탁틱  구조로  되며 공

중합체의  1,2,4-트리클로로벤젠  중에서  측정하여  얻어진 
13
C-NMR  스펙트럼에  의하여면  α-올레핀만을 

중합했을  때에  관측되는  주쇄에  직접  결합한  측쇄의  메틸렌기의  아이소탁틱  구조에  귀속되는  피크의 
위치에서,  공중합체에  있어서도  흡수가  관측되고  있다.  예를들면,  구체적으로는  α-올레핀이 프로필
렌인  때는,  약  21.7ppm에서  피크가  관측되고,  그  강도가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에  귀속되는  전 피
크의 강도의 합에 대하여 0.3이상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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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인  것은,  공중합체에서도  α-올레핀  연쇄에  있어서는  측쇄가 신디

오탁틱  구조로  되고,  공중합체의  1,2,4-트리클로로벤젠  중에서  측정하여  얻어지는 
13
C-NMR 스펙트럼

에  있어서,  아이소탁틱  구조에  귀속되는  피크보다도  고  자장측에서  아이소탁틱  구조에  귀속되지 않
는  피크가  실질적으로  1개의  피크로  관측되며,  그  피크의  강도는  주쇄에  직접  결합한  메틸렌기에 귀
속되는  피크강도의  합에  대하여  0.3이상이다.  당해  공중합체가  프로필렌을  주로하는  α-올레핀과 알

케닐실란의  공중합체인  경우에는 
13
C-NMR  스펙트럼에  있어서,  20.0ppm에서  관측되는  피크강도가 프로

필렌 단위의 메틸렌기에 귀속되는 전 피크의 강도의 합에 대하여 0.3이상인 것에 대응한다.

본  발명의  공중합체는  공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강성이  양호하고  투명성에서도  우수하며  내열성도 
양호하게  사출성형용,  압출성형용의  수지로서  유용하며,  또한  알케닐실란  단위의  도입에  의한  각종 
기능이 기대될 수 있어 공업적으로 극히 가치가 있다.

본 발명의 공중합체에 대하여 이하에서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α-올레핀-알케닐실란의  공중합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촉매로서는,  입체규칙성 α-올
레핀  폴리머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많은  촉매계가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W.  kaminskyra  들의  Polymer  Bulletin  vol.9,  464-469(1987),  Angew.  Chem.,  vol.24  507(1985), 
J.A.Ewen  들의  J.Am.Chem.,  vol.106  6355(1985),  vol.  110  6255(1988)  등에서  그  예가  나타  있고, 
기타 다수의 특허가 공개되어 있는 천이금속화합물과 알루미늄옥산에서 만들어지는 촉매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천이금속화합물  시클로펜타디엔  또는  그  유도체를  배위자로하는  지르코늄,  혹은 하프
늄의  유기금속화합물이  이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에틸렌비스인데닐기  또는  그  수소화물을 배위
자로  하는  것,  혹은  그  수소화물  또는  알킬치환의  시클로펜타디엔기  2개를  규소에  결합한  대칭인 배
위자를  갖는  것  등은  아이소탁틱한  폴리올레핀을,  또한  플루오레닐기와  시클로펜타디에닐기를 메틸
렌기에  결합한  비대칭  배위자를  지니는  것은  신디오탁틱한  폴리올레핀을  부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
고,  이들의  촉매계를  사용하여  α-올레핀과  알케닐실란을  공중합시키면  얻어진  공중합체도 입체규칙
성을  지니는  물질이  된다.  보다  규체적으로  대칭인  배위자를  갖는  천이금속화합물로는 비스알킬시리
렌  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혹은  그  시클로펜타디에닐기에  치환기가  붙은  것, 에틸
렌비스인데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또는  그  수소화물,  비대칭인  배위자를  지니는 천이금속화합물
로서는  이소프로필(시클로펜타디에닐-1-플루오레닐)하프늄  디클로라이드,  혹은 이소프로필(시클로펜
타디에닐-1-플루오레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등이  예시될  수  있다.  이들과  다른  구조의  물질에서도, 
메타로센  화합물로서,  예를  들어,  프로필렌의  단독중합을  일으켰을  때  아이소탁틱  펜타드분율(A. 
Zambelli  들  Macromolecules  vol.6  687(1973),  등  vol.8  925(1975)이  0.7이상,  혹은 신디오탁틱펜타
드분율이 0.7이상인 형태의 화합물이 되면 이용가능하다.

또한 병용하는 알루미늄옥산으로는, 일반식

(식중  R은  탄소수  1-3의  탄화수소잔기)로  표시되는  화합물이  예시가능하며,  특히  R이  메틸기인 메틸
알루미늄옥산으로  n이  5이상,  바람직하게는  10-100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천이금속화합물에 
대한  알루미늄옥산의  사용  비율은  10-1000000몰배,  통상  50-50000몰배이다.  또한   중합조건에 대해
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  불활성  매체를  사용하는  용매중합법,  혹은  실질적으로  불활성  매체가 존
재하지 않는 괴상중합법, 기상중합법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여기에서  알케닐실란으로는,  일반식   :   H2C=CH-(CH2)mSiX3 (식중  X는  수소,  할로겐 

원자  혹은  탄소수  1-20의  포화탄화수소잔기,  m은  0-10의  정수)로  표시되며,  구체적으로는  비닐실란, 
아릴실란,  부테닐실란,  펜테닐실란,  헥세닐실란  또는  그들  Si-H  결합의  H가  할로겐원자  혹은  탄소수 
1-20의 포화탄화수소잔기에 치환된 것들이 예시될 수 있다.

또한,  α-올레핀으로는  탄소수  3-25의  α-올레핀이  예시되며,  일반식 H2C=CH-(CH2)l-CH 3  혹은  상기 

-(CH2)l-CH3 이  분기구조를  갖는  것  등이  예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필렌,  부텐-1,  펜텐-1, 

헥센-1,  헵텐-1,  옥텐-1,  노넨-1,  데센-1,  운데센-1,  도데센-1,  트리데센-1,  펜타데센-1, 헥사데센-
1,  헵타데센-1,  옥타데센-1  등의  직쇄  α-올레핀  혹은, 3-메틸부텐-1,4-메틸펜텐-1,4,4-디메틸펜텐-
1  등의  분기  α-올레핀이  예시되고,  이들의  α-올레핀의  1종  또는  2종  이상이  중합에  사용될  수 있
다. 또한 α-올레핀중 10몰% 까지면 에틸렌을 혼합하여도 좋다.

중합온도로서는,  -100∼200℃,  중합압력으로서는 상압∼100kg/cm
2
-G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하게는 -100∼100℃, 상압∼50kg/cm
2
-G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기  알케닐실란  단위의  전체  중합체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0.01-
50wt%로  되도록  단량체의  중합계로의  도입량을  억제하는  일,  그리고  공중합체중의  α-올레핀  연쇄가 
실질적으로  아이소탁틱  구조,  혹은  신디오탁틱  구조로  되는  조건하에서  중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
한  조건으로서는  기본적으로  α-올레핀의  단독중합을  행했을  때  얻어지는  폴리머의  탁티시티가 실질
적으로  아이소탁틱  구조,  혹은  신디오탁틱  구조로  되는  중합조건을  채용하면  좋다.  이들  필요 중합
조건은 전기한 중합촉매를 적당히 선택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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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케닐실란단위의  함량이  0.01wt%  이하에서는,  중합체에서  알케닐실란이  존재하는  효과가  발현되지 
않고,  50wt%  이상에서는,  아이소탁틱  혹은  신디오탁틱  폴리  α-올레핀으로서의  물성이  발현되지 않
음으로  0.05-40wt%  정도가  바람직스럽다.  또한  분자량으로서는  폴리머로서의  특성을  발현한다는 점
에서  135℃테트라린  용액에서  측정한  극한  점도가  0.01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며,  성형성등의  면에서 
0.1-10정도가  좋다.  얻어진  공중합체가  프로필렌을  주로  하는  α-올레핀과  알케닐실란의 공중합체에

서,  그  α-올레핀의  연쇄가  신디오탁틱  구조인때는  그  공중합체가  결정성이기  위해서는 
13
C-NMR로 측

정한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에  귀속된  피크중  약  20.2ppm에서  관측되는  피크강도가  프로필렌 단위
의 전체 메틸기 피크강도의 0.3이상인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하에서 실시예를 나타내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통상  방법에  따라서  합성한  에틸렌  비스인덴을  리튬화하고,  시염화  지르코늄과  반응시켜  수소화하여 
얻어진  에틸렌비스(4,5,6,7-테트라하이드로인데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10mg과  동양악조(주)제의 

중합도 약 16의 메틸알루미늄옥산 1.36g을 내용적 300ml의 오토클레이브중 톨루엔 100ml에 

용해하고,  트리메틸아릴실란을  7.2g  가하고,  프로필렌을 1kg/cm
3
-G가  되도록  하여  투입하면서 32℃

에서  7시간  중합시켰다.  중합후,  미반응의  모노머를  파지하고,  300ml의  메탄올에  슬러리를  가하여 
교반하고,  이어서  여과하여  얻어진  파우다를  메탄올  1ℓ에  4회  세정한  후  80℃에서  감압건조하여 
74g의  폴리머를  얻었다.  규조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규소함량은  1.9wt%이고, 트리메틸아릴실란단위
를 7.7wt% 함유하였다.

또한, 
13
C-NMR에  의하면  프로필렌의  메틸기에  의한  흡수가  약  21.7ppm에서  관측되고,  피크의  강도는 

전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의  피크강도의  합에  약  0.36이며,  프로필렌  단위의  연쇄가  실질적으로 아
이소탁틱  구조인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135℃에서의  테트라린  용액에서  측정한  극한점도(이하, η
로 약기하다)는 0.15이었다.

[실시예 2]

트리메틸아릴실란  대신  트리메틸비닐실란을  사용한  것외에는  실시예  1과  같은  모양으로  중합  및 후
처리를  행한  결과  37g의  폴리머를  얻었고,  트리메틸비닐실란  단위의  함량은  8.1wt%,  η는 0.21이었
다.

또한 
13
C-NMR에  의하면  프로필렌의  메틸기에  의한  흡수가  약  21.7ppm에서  관측되고,  피크강도는  전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의  피크강도의  합에  대해  0.32이며,  이  폴리머의  프로필렌  단위의  연쇄가 실
질적으로 아이소탁틱 구조임을 나타내었다.

[비교예 1]

촉매로서  염화마그네슘  20g과  푸탈산디-n-부틸  5.5g과  4염화티탄  9g을  함께  분쇄하고,  이어서  비등 
톨루엔으로  처리하여  촉매성분을  얻었다.  이  촉매  성분  100mg과  트리에틸알루미늄  0.20ml와 디메톡
시디페닐실란  0.10ml에서  만들어지는  촉매를  사용해  실시예  2와  같은  모양으로  하여  프로필렌과 트
리메틸비닐실란의  공중합을  행한  결과  1.3g의  폴리머가  얻어졌으나  트리메틸비닐실란은  검출되지 않
았다(0.001wt% 이하).

[실시예 3]

트리메틸아릴실란  대신  디메틸비닐실란을  사용한  것외에는  실시예  1과  같은  모양으로  중합  및 후처
리를 행한 결과 41g의 폴리머를 얻었고, 디메틸비닐실란 단위의 함량이 6.5wt%, η는 0.16이었다.

또한 
13
C-NMR에  의하면  프로필렌의  메틸기에  의한  흡수가  약  21.7pm에서  관측되었고,  피크강도는 전

체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의  피크강도의  합에  대해  0.38이었으며,  이  폴리머의  프로필렌  단위의 연
쇄가 실질적으로 아이소탁틱 구조임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4]

프로필렌  대신  부텐-1을  사용한  것외에는  실시예  1과  같은  모양으로  중합  및  후처리를  행한  결과 

16g의  폴리머를  얻었다.  트리메틸아릴실란  단위의  함량은  15.5wt%이고,  η는  0.28이었다. 
13
C-NMR에 

의하여  측정된  측쇄의  메틸렌기에  귀속된  약  28.0ppm의  피크강도는  약  26-28.5pm에서  관측되는  전체 
측쇄의  메틸렌기의  피크강도의  합에  대해  0.6이었고,  이  폴리머의  부텐-1  단위의  연쇄가  실질적으로 
아이소탁틱 구조임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5]

통상의  방법에  따라서  합성한  이소프로필시클로펜타디에닐-1-플루오렌을  리튬화하고, 사염화지르코
늄과  반응시키고  정제하여  얻어진  이소프로필(시클로펜타디에닐-1-플루오레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10mg과  동양악조(주)체의  중합도  약  16의  메틸알루미늄옥산  1.36g을  내용적  300ml의  오토클레이브중 

톨루엔  100ml에  용해하고,  트리메틸아릴실산  7.2g을  가하고,  프로필렌을 1kg/cm
2
-G  되도록  투입하고 

압력이  일정하게  되도록  프로필렌을  추가하면서  20℃에서  7시간  중합하였다.  중합후  미반응의 모노
머를  파지하고,  300ml의  메탄올에  슬러리를  가해  교반하고,  이어서  여과하여  얻어진  파우다를 메탄
올  1ℓ에  4회  세정한  후  80℃에서  감압조건하여  57g의  폴리머를  얻었다.  원소분석에  의하면 트리메

틸아릴실란  단위를  14.7wt%  함유하고  있고, 
13
C-NMR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약  20.2ppm에서  관측되는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의  피크강도는  프로필렌  단위의  전체  메틸기에  귀속하는  피크강도의  합에 대
해  0.52이었고,  프로필렌  단위의  연쇄가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임을  나타내었다.  η는 0.23이
었고,  135℃  1,2,4-트리클로로벤젠용액에서  측정한  중량평균  분자량과  수평균  분자량의  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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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MN으로 약기)는 2.2이었다.

이 공중합체를 성형하여 얻어진 두께 1mm의 프레스시트에 대하여 인장항복강도(kg/cm
2
, ASTM 

D638(23℃)에  의함)  및  헤이즈(%,  ASTM  D1003에  의함)를  측정한  결과,  24.5  및  35이었다.  이에 대하
여  같은  모양의  중합조건으로  프로필렌만을  중합시켜서  얻어진  중합체를  성형하여  얻은 프레스시트

에 대하여 같은 모양으로 물성을 측정한 결과, 인장항복강도는 224kg/cm
2
, 헤이즈는 68%이었다.

[실시예 6]

트리메틸아릴실란  대신  트리메틸비닐실란을  사용한  것외에는  실시예  5과  같은  모양으로  중합  및 후
처리를  하여  공중합체  24g을  얻었다.  이것은  트리메틸비닐실란  단위를  9.5wt%  함유하고  있고,  η는 

0.30,  MW/MN은  2.3이었고, 
13
C-NMR에  있어서  20.2ppm에서  관측되는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의 피크강

도는  프로필렌  단위의  전체  메틸기에  귀속되는  피크강도의  합에  대해  0.61이고,  프로필렌  단위의 연
쇄가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임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7]

트리메틸아릴실란  대신  디메틸비닐실란을  사용한  것외에는  실시예  5와  같은  모양으로  중합  및 후처
리를  하여  공중합체  12g을  얻었다.  이것은  디메틸비닐실란  단위를  7.9wt%  함유하고  있고,  η는 

0.18,  MW/MN은  2.1이고, 
13
C-NMR에  있어서  20.2ppm에서  관측되는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의 피크강도

는  프로필렌  단위의  전체  메틸기에  귀속되는  피크강도의  합에  대하여  0.65이고,  프로필렌  단위의 연
쇄가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임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8]

실시예  5에서  얻은  이소프로필(시클로펜타디에닐-1-플루오레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10mg과 동양
약조(주)제의  중합도  약  16의  메틸알루미늄옥산  1.36g을  내용적  300ml의  오토클레이브중의  부텐-1 
100g과  트리메틸아릴실란  20g의  혼합물중에  가하고  30℃에서  5시간  중합시켰다.  중합후,  미반응의 
부텐-1을  파지하고  300ml을  메탄올에  슬러리를  가해  교반하고,  이어서  여과하여  얻어진  파우다를 메
탄올  1ℓ에  4회  세정한  후  80℃에서  감압건조하여  28g의  폴리머를  얻었다.  원소분석에  의하면 트리

메틸아릴실란  단위를  17.5wt%  함유하고  있고, 
13
C-NMR에  의해  분석한  결과  약  26.9ppm에서  관측되는 

부텐-1  단위의  측쇄의  메틸렌기의  피크강도는  부텐-1단위의  측쇄의  전체  메틸렌기의  피크(약 26-
28에서  관측)  강도의  합에  대해  0.62이고,  부텐-1  단위의  연쇄가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임을 
나타내었다. η는 0.39MW/MN은 1.8이었다.

[실시예 9]

트리메틸아릴실란  대신  트리메틸비닐실란을  사용한  다른  실시예  8과  같은  모양으로  중합  및 후처리
를  하여  공중합체  18g을  얻었다.  이것은  트리메틸비닐실란  단위를  11.5wt%  함유하고  있고,  η는 
0.28,  MW/MN은  1.9이며,  약  26.9ppm에서  관측되는  부텐-1  단위의  측쇄의  메틸렌기의  피크강도는 부
텐-1  단위의  측쇄의  전체  메틸렌기의  피크(약  26-28에서  관측)  강도의  합에  대해  0.58이었고, 부텐-
1단위의 연쇄가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임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10]

부텐-1  대신  펜텐-1을  사용한  것외에는  실시예  8과  같은  모양으로  중합  및  후처리를  하여  공중합체 

42g을  얻었다.  원소분석에  의하면  트리메틸아릴실란  단위를  25.4wt%  함유하고 
13
C-NMR에  의해  분석한 

결과  약  37.5ppm에서  관측되는  펜텐-1  단위의  측쇄의  주쇄에  직접  결합한  메틸렌기의  피크강도는 펜
텐-1  단위의  주쇄에  결합한  측쇄의  전체  메틸렌기의  피크(약  37-39에서  관측)강도의  합에  대해 0.55
이고,  펜텐-1  단위의  연쇄가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인  것을  나타내었다.  η는  0.40이고, MW/MN
은 2.0이었다.

[실시예 11]

트리메틸아릴실란  대신  디메틸아릴실란을  사용하고,  부텐-1대신  헥사데센-1을  사용한  것외에는 실시
예 8과  같은 모양으로 중합 및  후처리를 한  결과 공중합체 47g을  얻었다.  원소분석에 의하면 디메틸

아릴실란  단위를  17.5wt%  함유하고  있고, 
13
C-NMR에  의해  분석한  결과  약  35.7ppm에서  관측되는 헥사

데센-1단위의  측쇄의  주쇄에  직접  결합한  메틸렌기의  피크강도는  헥사데센-1  단위의  주쇄에  결합한 
측쇄의  전체  메틸렌기의  피크(약  35-36에서  관측)  강도의  합에  대해  0.45이고,  헥사데센-1  단위의 
연쇄가 실질적으로 신디오탁틱 구조인 것을 나타내었다. η는 0.12MW/MN은 2.1이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질적으로  α-올레핀의  연쇄가  입체규칙성이고,  알케닐실란단위의  함량이  0.01-50wt%이며, 135℃테
트라린 용액에서 측정한 극한 점도가 0.01 이상인 입체규칙성 α-올레핀-알케닐실란 공중합체.

청구항 2 

시클로펜타디엔  혹은  그  유도체를  배위자로  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알루미늄옥산에서  만들어지는 촉
매를  사용하여  탄소수  3-25의  α-올레핀과  알케닐실란을  공중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규칙
성 α-올레핀-알케닐실란 공중합체 제조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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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α-올레핀의  연쇄가  신디오탁틱  구조이고,  알케닐실란  단위의  함량이  0.01-50wt%이고, 
135℃  테트라린  용액에서  측정한  극한점도가  0.01  이상인  신디오탁틱  α-올레핀-알케닐실란 공중합
체.

청구항 4 

시클로펜타디엔  혹은  그  유도체에서  선택되는  비대칭적으로  상호  결합한  2개의  배위자를  갖는 천이
금속화합물과  알루미늄옥산에서  만들어지는  촉매를  사용하여  α-올레핀과  알케닐실란을 공중합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디오탁틱 α-올레핀-알케닐실란 공중합체 제조방법.

청구항 5 

13
C-NMR에서  측정한  프로필렌  단위의  메틸기에  귀속되는  피크중  약  20.2ppm에서  관측되는  피크의 강
도가  프로필렌  단위에  귀속되는  전체  메틸기의  피크강도의  0.3이상,  알케닐실란  단위의  함량이 
0.01-40wt%이고,  135℃  테트라린  용액에서  측정한  극한점도가  0.01이상인 신디오탁틱프로필렌-알케
닐실란 공중합체.

청구항 6 

실질적으로  α-올레핀의  연쇄가  아이소탁틱  구조이고,  알케닐실란  단위의  함량이  0.01-50wt%이고, 
135℃  테트라린  용액에서  측정한  극한점도가  0.01  이상인  아이소탁틱  α-올레핀-알케닐실란 공중합
체.

청구항 7 

인데닐기,  혹은  그  수소화물,  혹은  알킬치환  시클로펜타디에닐기에서  선택된  상호  대칭으로  결합한 
2개의  배위자를  갖는  천이금속화합물과  알루미늄옥산에서  만들어지는  촉매를  사용하여  프로필렌과 
알케닐실란을 공중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소탁틱 프로필렌-알케닐실란 공중합체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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