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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교결합된 비방향족 음이온 디에닐기를 함유하는 금속 착화합물

요약

2개의 리간드기(이중 하나 이상은 환상 또는 비환상 비방향족 음이온성 디에닐 리간드기이고 가교결합된 
리간드 구조를 갖는다)가 π-전자에 의해 +2, +3 또는 +4가의 산화상태의 금속에 결합된 신규한 4족 금속 
착화합물, 이러한 착화합물의 촉매 유도체, 및 부가중합가능한 단량체를 중합반응하기 위한 촉매로서의 
이의 용도가 개시되어 있다.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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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2개의 리간드기가 π-전자에 의해 금속에 결합된 특정 4족 금속 착화합물에 관한 것으로, 상기 
2개의 리간드중 하나 이상은 환상 또는 비환상, 비방향족 음이온성 디에닐기이고, 이때 상기 착화합물중 
금속은 +2, +3, +4가의 산화상태이고 또한 2개의 π-결합된 리간드기는 2가 잔기를 통해 함께 결합되어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착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 부가 중합가능한 단량체를 중합반응시키는데 
유용한 이러한 착화합물을 포함하는 촉매계 및 이들의 중합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비편재화되고 π-결합된 리간드기를 함유하는 금속 착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이 유럽 특허원 제 416,815 
호, 유럽 특허원 제 468,651 호, 유럽 특허원 제 514,828 호, 유럽 특허원 제 520,732 호 및 국제 특허공
개공보 제 WO93/19014 호 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원 제 5,055,438 호, 미국 특허원 제 5,057,475 호, 미국 
특허원 제 5,096,867  호,  미국 특허원 제 5,064,802  호  및 미국 특허원 제 5,132,380  호에 개시되어 
있다.

다음 참고 문헌에는 Ru 및 Yb의 특정 가교결합된 2,4-디메틸펜타디에닐 착화합물이 개시되어 있다(참조: 
Organometallics, 10, 3643-3647(1991)).  이러한 문헌의 3647쪽을 보면, 저자는 상기 착화합물의 어떠한 
특정 용도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리간드기에 대한 다른 응용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선행 금속 착화합물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하고 향상된 촉매 화합
물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하기 화학식 1의 금속 착화합물이 제공된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M은 +2, +3, +4가의 산화상태의 4족 금속이고,

L은 M 및 Z에 결합된 결합가 2의 환상 또는 비환상 비방향족 음이온성 디에닐 리간드기를 함유하는 기이
고, 이러한 L기는 6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Z는 L 및 L' 모두에 공유 결합된 2가 잔기로서, 붕소 또는 원소 주기율표의 14족중 1종을 포함하고, 상기 
잔기는 6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L'는 L 또는 비편재화된 π-전자를 통해 M에 결합된 음이온성 방향족 리간드기이고, 이러한 L'기는 6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X'는 각각 독립적으로 4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루이스 염기이고, 선택적으로 X' 및 L 또는 
X' 및 L'는 함께 결합하고,

X는 각각 독립적으로 2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결합가 1의 음이온 잔기이고, 단 X는 M에 π-
결합된 방향족기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2개의 X기는 함께 공유결합되어 모든 원자가가 M에 결합된 결합가 
2의 -2가 음이온성 잔기를 형성할 수 있거나; 2개의 X기는 함께 M에 π-결합된 중성 공액화 또는 비공액
화 디엔을 형성하거나(이때, M은 +2가 산화상태이다); 추가로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X 및 하나 이상의 
X'기는 함께 결합함으로써 모두 M에 공유결합되고 루이스 염기 작용기에 의해 배위된 잔기를 형성하고,

n은 0, 1 또는 2이고, q는 0 내지 3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2개의 치환가능한 리간드기를 함유하는 4족 금속 화합물 전구체를 -2가의 기, 즉 

(L-Z-L')
-2
의 공급원과 접촉시키고, 선택적으로 전구체 화합물이 목적 생성물보다 낮은 산화상태이면, 생

성된 착화합물을 산화시키는 단계, 및 선택적으로 전구체 화합물이 목적하는 생성물보다 높은 산화상태이
면, 생성된 착화합물을 환원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착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A) 1) 상기 금속 착화합물 또는 상기 설명한 방법의 반응 생성물중 하나 이상, 및 2) 하나 이상의 활성
화 조촉매; 또는 

(B) 상기 금속 착화합물 또는 상기 설명한 방법의 반응 생성물중 하나 이상을 활성화 기술을 사용하여 활
성 촉매로 전환시켜 형성된 반응 생성물

을 포함하는 부가중합가능한 단량체의 중합반응에 유용한 촉매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또한 하나 이상의 부가 중합가능한 단량체를 상기 촉매계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촉매와 접촉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중합방법을 제공한다.  중합반응은 연속 또는 불연속 방법으로 용액, 현탁액, 슬
러리 또는 기체상 공정 조건하에 수행될 수 있고, 조성물 또는 이의 각각의 성분은 불균일상으로, 즉 지
지된 상태로 또는 균일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촉매는 동일한 반응기 또는 별도의 반응기중에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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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후속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성질의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촉매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착화합물로부터 제조된 촉매는 올레핀 중합체의 제조시 놀라울정도로 활성을 나타낸다.

본원에서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모든 관련내용은 1989년 CRC 프레스 인코포레이티드(CRC Press, Inc.)에 
의해 발간되고 저작권 취득된 원소 주기율표를 말한다.  또한, 족에 관한 관련내용은 족 번호매김을 위한 
IUPAC 시스템을 사용한 원소 주기율표에 반영된 바와 같아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M은 티탄, 지르코늄 또는 하프늄, 가장 바람직하게는 지르

코늄 또는 티탄이다.

L기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방향족"이란 용어는 π-시스템(이를 통해 음이온 리간드가 금속에 
π-결합된다)에 전자를 내어 놓는 원자가 4p+2 전자와 함께 환상 평면상 π-시스템을 형성하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하고, 이때 p는 0 이상의 정수이다.

반대로, "방향족"이란 용어는 π-시스템(이를 통해 음이온 리간드가 금속에 π-결합된다)에 전자를 내어 
놓는 원자가 4p+2 전자와 함께 환상 평면상 π-시스템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p는 0 이상의 
정수이다.  적절한 L기의 예는 펜타디에닐-,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사이클로헵
타디에닐-, 또는 사이클로옥타디에닐-기, 또는 이의 불활성으로 치환된 유도체의 결합가 2의 유도체, 뿐

만 아니라 일반식 의 디페닐메틸기를 포함한다.

L의 정의 안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족 리간드기의 예는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리간드 및 치환된 사이클로펜
타디에닐 리간드(이의 인데닐, 플루오레닐 및 수소화된 유도체), 보라타벤젠 및 치환된 보라타벤젠을 포
함한다.  본원에서 L기는 "디에닐기"를 말할 수 있다.  

"결합가 2의 유도체"란 용어는 L 및 L'가 Z 및 M에 모두 결합됨을 의미한다.  L 또는 L'상에 적절한 불활
성 치환체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할로카빌, 할로하이드로카빌, 실릴, 게르밀, 할로, 아미노, 포스피노, 
시아노, 하이드로카빌옥시, 실록시 및 이의 조합을 포함하고, 2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상기 
불활성 치환체 각각, 또는 선택적으로 2개 이상의 이러한 치환체(수소, 시아노 또는 할로)는 함께 환 구
조, 특히 접합된 환 구조를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L 또는 L'기는 5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함유한
다.  사이클로헥사디에닐, 디하이드로나프탈레닐, 헥사하이드로안트라세닐, 디하이드로안트라세닐, 헥사
하이드로안트라세닐, 데카하이드로안트라세닐기 및 상기 불활성으로 치환된 이의 유도체는 특히 L기의 상
기 정의 안에 포함된다.

적절한 L'기의 예는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리간드 및 치환된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리간드(인데닐, 플루오레
닐, 및 이의 수소화 유도체), 보라타벤젠 및 치환된 보라타벤젠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L기는 하기 화학식 2 내지 5이다:

화학식 2

화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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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4

화학식 5

바람직한 L'기는 상기 L에 해당하는 화학식 2 내지 화학식 5이거나 하기 화학식 6 또는 화학식 7과 같다:

화학식 6

화학식 7

상기 식에서,

R'는 각각 수소, 하이드로카빌, 실릴, 게르밀, 실록시, 아미노, 하이드로카빌옥시, 시아노, 할로 및 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이러한 R'는 2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2개 이상의 R'기(이때, R'는 수소, 할로 또는 시아노가 아니다)는 함께 상기 잔기중 하나의 
결합가 2의 유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단, 하나의 R'는 Z에 대한 공유결합을 포함한다.

특히 적절한 L'기는 펜타디에닐,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사이클로헵타디에닐, 또
는 사이클로옥타디에닐기; 이러한 기의 하이드로카빌, 실릴, 디하이드로카빌아미노, 하이드로카빌옥시 및 
실록시 치환된 유도체;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안트라세닐,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나프탈레닐기; 및 이
러한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아트라세닐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나프탈레닐기의 하이드로카빌, 실릴, 디
하이드로카빌아미노, 하이드로카빌옥시 또는 실록시 치환된 유도체의 결합가 2의 유도체로 이루어진 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디에닐 리간드기, L은 임의의 적절한 전자 상호작용에 의해 금속 원자에 결합된다.  특정 환경에서 전자 
상호작용의 정확한 형태는 중간생성물일 수 있으며, 왜냐하면 L 리간드기의 몇몇 선택적인 이성질체 구조

가 발생될 수 있는데, 즉 η
1
-, η

3
-, 및 η

5
-결합된 L 리간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당해  기술분야,  특히  다음  문헌에  상술되어 있다[참조:  언스트(R.D.Ernst),  Chem.Rev.,  88, 1255-

1291(1988), 및 언스트 등, J.Am.Chem.Soc. 107, 5016-5018(1985)].  게다가, η
5
-결합된 구조의 디에닐 

리간드가 "W", "U" 및 "S"로 공지된 바와 같은 몇몇 상이한 이성질체 구조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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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성질체 형태는 다음과 같은 일반식의 2,4-디메틸펜타디엔-3-일 리간드
로 설명된다:

이러한 변형체는 본원에서 꼭 별도로 명명하진 않겠으며, 디에닐 리간드의 결합에 기여하는 탄소도 항상 
동일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L기의 등가물이 상기 인용된 언스트 및 언스트 등의 참고문헌에 의
해 설명한 바와 같이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인들에 의해 잘 이해되기 때문이다.  상기 L기를 명명할 때, 
최종 편재화된 기중 디에닐 리간드의 원래 위치는 확인될 필요는 없으며, 왜냐 하면 최종 편재화된 리간

드기에서 고유 이중결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즉 η
5
-1,3-펜타디엔-3-일기가 η

5
-1,4-펜타

디엔-3-일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러한 이성질체는 동등하고 η
5
-펜타디엔-3-일로서 간략하게 명

명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추가의 목적을 위해 L의 모든 가능한 이성질체 형태가 특정 이성질체 또는 전
자 구조에 대한 임의의 참고문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본원에서 L기의 위치 번호매김은 M 및 Z에 대한 결합에 기여하는 탄소를 확인함으로서 달성되고, 이때 어
떠한 불명료성도 가능하지 않으며, 단지 문자, η와의 결합에 기여하는 총 탄소를 확인하면 된다.  단일 
환계에서 서열중 가장 낮은 서수가 결합에 기여하는 탄소 위치에 할당되거나, 아니면 치환된 탄소원자가 
가장 낮은 번호가 되도록 번호를 매긴다.  따라서, 1,5,5-트리메틸-1,3-사이클로헥사디엔으로부터 유도되

고 일반식 (사이클로헥사디엔 화합물) 및 (리간드)에서 나타낸 바

와 같이 2-위치인 곳에 결합된 트리메틸-치환된 사이클로헥사디에닐 리간드기는 (4,6,6-트리메틸-η
5
-사이

클로헥사디엔-3-일) 또는 (2,2,4-트리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5-일)로 명명되기 보다는 (2,6,6-트리메

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로 명명된다.  Z기의 부착 위치는 탄소원자를 확인한 후 -일, 즉 (η

5
-펜타

디엔-1-일)인지 또는 (η
5
-펜타디엔-2-일)인지에 의해 지시된다.  다중 환계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 표준 

명명법을 사용하여 번호매김된다.  구체적으로, 수소화된 나프탈레닐 및 수소화된 안트라세닐 시스템은 
특히 하기 일반식들과 같다:

다중 환계의 수소화 위치는 일반적으로 본원에서 확인되지만, 이러한 수소화 리간드의 각종 이성질체 형
태도 가능하며, 이들이 본원에서 꼭 명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상기 L기의 예는 (η
5
-펜타디엔-1-일), (η

5
-펜타디엔-2-일), (η

5
-펜타디엔-3-일), (2,4-디메틸-η

5
-펜타

디엔-1-일), (1,5-디메틸-η
5
-펜타디엔-2-일), (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 (1,5-디메틸-η

5
-펜타디

엔-3-일), (1,5-비스(트리메틸실릴)-η
5
-펜타디엔-3-일), (η

5
-사이클로헥사디엔-1-일), (η

5
-사이클로헥

사디엔-2-일), (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η

5
-사이클로헥사디엔-6-일), (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

사디엔-1-일), (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2-일), (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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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6-일), (6,6-디메틸-η

5
-6-실라-사이클로헥사디엔-3-일), (6,6-디메틸-η

5
-

6-실라-사이클로헥사디엔-6-일), (6-t-부틸-6-메톡시-η
5
-6-실라-사이클로헥사디엔-3-일), (6-메틸-6-플루

오로-η
5
-6-실라-사이클로헥사디엔-3-일), (1,2,6,6-테트라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4-일), (1,2,4,6,6-

펜타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1,2,4,6,6-펜타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5-일), (1,2,5,6,6-펜

타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4-일), (1,2,4,5,6,6-헥사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1,2,4,5-테트

라메틸-6,6-사이클로트리메틸렌-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2,3,4,9,10-η-1,2-디하이드로나프탈렌-
1-일),  (2,3,4,9,10-η-1,2-디하이드로나프탈렌-2-일), (1,1-디메틸-2,3,4,9,10-η-1,2-디하이드로나프탈
렌-2-일),  (1,1-디메틸-2,3,4,9,10-η-1,2-디하이드로나프탈렌-4-일),  디페닐메틸, 디(1-사이클로헥세
닐)메틸,  등가의  리간드,  예를  들면 (1,1-디메틸-2,3,4,9,10-η-1,2,5,6,7,8-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
일),  (1,1-디메틸-2,3,4,9,10-η-1,4,5,6,7,8-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일),  및 (1,1-디메틸-
2,3,4,9,10-η-1,5,6,7,8,9-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일),  등가의 리간드(1,1,2,3-테트라메틸-2,3,4,9,10-
η-1,2,5,6,7,8-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일), (1,1,2,3-테트라메틸-2,3,4,9,10-η-1,4,5,6,7,8-헥사하이
드로나프탈렌-4-일),  및  (1,1,2,3-테트라메틸-2,3,4,9,10-η-1,5,6,7,8,9-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일), 

(10,11,12,13,14-η-9,10-디하이드로안트라센-9-일), (10,11,12,13,14-η-9,10-디하이드로안트라센-1-
일),  (9,9-디메틸-10,11,12,13,14-η-9,10-디하이드로안트라센-10-일),  (10,11,12,13,14-η-
1,2,3,4,9,10-헥사하이드로안트라센-9-일), 
(10,11,12,13,14-η-1,2,3,4,9,10-헥사하이드로안트라센-1-일), (10,11,12,13,14-η-1,2,3,4,9,11-헥사하
이드로안트라센-9-일),  (10,11,12,13,14-η-1,4,5,8,9,10-헥사하이드로안트라센-1-일), (9,9-디메틸-

10,11,12,13,14-η-1,4,5,8,9,10-헥사하이드로안트라센-10-일), (9,9-디메틸-10,11,12,13,14-η-
1,4,5,8,9,10-헥사하이드로안트라센-2-일), (8,8-디메틸-5,6,7,13,14-η-1,4,5,8,9,10-헥사하이드로안트

라센-10-일), 등가의 리간드, 예를 들면 (10,11,12,13,14-η-1,2,3,4,5,6,7,8,9,10-데카하이드로안트라센
-9-일) 및 (10,11,12,13,14-η-1,2,3,4,5,6,7,8,9,11-데카하이드로안트라센-9-일) 및 등가의 리간드, 예
를  들면  (9,9-디메틸-10,11,12,13,14-η-1,2,3,4,5,6,7,8,9,10-데카하이드로안트라센-10-일)  및 (9,9-디
메틸-10,11,12,13,14-η-1,2,3,4,5,6,7,8,9,11-데카하이드로안트라센-10-일)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는 하기 표 1a 내지 표 1c에 추가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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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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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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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c]

X기의 바람직한 예는 하이드로카빌, 카복실레이트, 설포네이트, 하이드로카빌옥시, 실록시, 아미도, 포스
피도, 설피도 및 실릴기;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이드로카빌, 카복실레이트, 설포네이트, 하이드로카빌옥
시, 실록시, 아미도, 포스피도, 설피도, 또는 실릴기의 할로-, 아미노-, 하이드로카빌옥시-, 실록시-, 실
릴-, 및 포스피노-치환된 유도체; 하이드라이드, 할라이드 및 시아나이드를 포함하고, 상기 X기는 2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거나; 선택적으로, 2개의 X기는 함께 하이드로카바디일기, 바람직하게는 프
로판-1,3-디일,  부탄-1,4-디일,  펜탄-1,5-디일,  트리메틸렌메탄,  2-부텐-1,4-디일기,  또는 이의 치환된 
유도체이고, 이때 치환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2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기이고,

상기 기는 메탈로사이클, 바람직하게는 M과 함께 메탈로사이클로펜텐을 형성하거나; 또는 추가로 선택적
으로 2개의 X기는 함께 중성의 1,4-이치환된 1,3-부타디엔을 형성하고(M은 +2가 산화상태이다), 이때 치
환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비수소 원자 20개 이하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기이다.

더욱 바람직한 X기는 하이드라이드, 하이드로카빌(사이클로하이드로카빌을 포함한다), 하이드로카빌옥시, 
아미도(피리데닐을 포함한다), 실릴, 실릴하이드로카빌, 실록시, 할라이드, 아미노벤질 및 아미노메틸페
닐이다.  특히 적절한 것은 하이드라이드, 클로라이드, 메틸, 네오펜틸, 벤질, 페닐, 메톡시, 페녹시, 이
소프로폭시, 부톡시, 디메틸아미도, 2-(N,N-디메틸아미노)벤질, 2-(N,N-디메틸아미노메틸페닐, 알릴, 메
틸-치환된 알릴(모든 이성질체), 펜타디에닐, 2-메틸펜타디에닐, 3-메틸펜타디에닐, 2,4-디메틸펜타디에
닐, 6,6-디메틸사이클로헥사디에닐, 트리메틸실록시 및 트리메틸실릴메틸이다.

바람직한 X'기는 포스핀, 포스파이트, 에테르, 아민, 일산화탄소, 1 또는 2족 금속의 염, 아민, 아미노하
이드로카빌 또는 L 또는 L'에 부착된 아미노실릴기 및 상기 X'기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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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트리메틸포스핀, 트리에틸포스핀, 트리플루오로포스핀, 트리페닐포스핀, 비스-1,2-(디메틸포스피노)에
탄, 트리메틸포스파이트, 트리에틸포스파이트, 디메틸페닐포스파이트,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디에틸 에테
르, 일산화탄소, 피리딘, 비피리딘, 테트라메틸에틸렌디아민(TMEDA), 디메톡시에탄(DME), 디옥산, 트리에
틸아민, 리튬 클로라이드 및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추가의 바람직한 금속 배위 착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8에 상응한다.

화학식 8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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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는 GeR
*

2이고;

R
*
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하이드로카빌, 실릴, 하이드로카빌옥시, 디하이드로카빌아미노, 실록시, 

할로겐화 알킬, 할로겐화 아릴,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이고, 

상기 R
*
는  18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선택적으로(R

*
가  수소가  아닌  경우),  Z로부터  2개의 

R
*
기, 또는 Z로부터 하나의 R

*
기 및 L 또는 L'로부터 하나의 R'기가 환계를 형성하고,

M은 +2, +3 또는 +4가 산화상태의 티탄 또는 지르코늄이고, 

L은 펜타디에닐,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나프탈레닐, 부분적
으로 수소화된 안트라세닐기, 또는 이러한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부분적으로 수
소화된 나프탈레닐,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안트라세닐기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 치환된 유도체의 결합
가 2의 유도체이고,

각각의 상기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 치환체는 1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L'는 사이클로펜타디에닐, 플루오레닐 또는 인데닐기, 이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 치환된 유도체, 또는 
이의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유도체의 결합가 2의 유도체이고, 이러한 L'는 비수소 원자수 50개 이하이고,

n은 1 또는 2이고, 

n이 2이면, M은 +4가 산화상태이고, X는 할로, 하이드로카빌, 또는 하이드로카빌옥시이고, 상기 X는 비수
소 원자수 12 이하이고,

n은 1이면, M은 +2가 산화상태이고, X는 탄소수 5 내지 30의 중성 공액 디엔이거나 M은 +3가 산화상태이
고, X는 알릴, 펜타디에닐 또는 N,N-디메틸아미노벤질이다.

가장 바람직한 금속 배위 착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9에 상응하는 화합물이다:

화학식 9

상기 식에서,

E는 각각 규소 또는 탄소이고, 

R"는 각각 수소 또는 C1-10 하이드로카빌이고, 

L'는 사이클로펜타디에닐, 인데닐 또는 이의 C1-20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또는 다중 치환된 유도체이고, 

M은 +4가 산화상태의 티탄이고, 

m은 1 내지 3의 정수이고, 

L은  (2,4-이치환된  펜타디엔-3-일),  (2,4-이치환된  펜타디엔-1-일),  (1,5-이치환된  펜타디엔-3-일), 

(6,6-이치환된 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6,6-이치환된-η

5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엔-3-일), (1,2,3,4,5-

오치환된-η-사이클로헥사디엔-6-일),  (1,2,3,4,5,6-육치환된-η-사이클로헥사디엔-6-일), (1,2,4,5,6,6-

육치환된-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1,1-이치환된-η

5
-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일), (1,1,2,3-사치환

된-η
5
-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일), 또는 (9,9-이치환된-10,11,12,13,14-η-1,2,3,4,5,6,7,8,9,10-데카하

이드로안트라센-10-일)이고, 상기 치환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비수소 원자수 10 이하의 하이드로카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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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로카빌옥시, 실릴, 실록시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고, 

X는 메틸, 페닐, 벤질, 트리메틸실릴메틸, 클로로, 메톡시, 또는 에톡시이다:

본 발명을 추가로 설명하자면, 본원에서 포함된 특정 금속 착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펜타디에닐 및 치환된 펜타디에닐 착화합물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1-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클로라이드;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인데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2-메틸-4-페닐인데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테트라하이드로인데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플루오레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옥타하이드로플루오레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II)(N,N-디메틸아미노벤

질);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메틸페닐실란티탄(IV)디메틸;

1-(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1,5-비스(트리메틸실릴)-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1,1,2,2-테트라

메틸디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비스(2,4-디메틸-η
5
-펜타디엔-1-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1-일)디메틸실란티탄(II)-η

4
-1,4-디페닐-1,3-부타

디엔;

(η
5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1-일)디메틸실란티탄(III)알릴;

비스(2,4-디메틸-η
5
-펜타디엔-1-일)디메틸실란티탄(IV) 디벤질;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1,5-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티탄(IV)메틸(트리메틸실릴메

틸);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4-디메틸-η

5
-펜타디엔-1-일)디메틸실란티탄(IV) 디메톡시;

1-(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2-(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에탄-1,2-디일지르코늄(IV)디메틸;

(사이클로펜타디에닐)(1,5-비스(트리메틸실릴)-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1-(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2-(4-메틸-η
5
-펜타디엔-1-일)에탄-1,2-디일지르코늄(IV) 디벤질,

1-(1-(N,N-디이소프로필아미노)-보라타벤젠-2-(1,5-비스(트리메틸실릴)-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

1,1,2,2-테트라메틸디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사이클로헥사디에닐 및 치환된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착화합물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클로라이드;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인데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테트라하이드로인데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η
5
-플루오레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η
5
-옥타하이드로플루오레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η
5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메틸페닐실란티탄(IV) 디메틸;

(1-(N,N-디이소프로필아미노)-보라타벤젠)(6,6-디메틸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
메틸;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1,1,2,2-테트라메틸디실란지르코늄(IV) 

디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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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비스(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3,4,9,10-η

5
-1,2-디하이드로나프탈렌-4-일)디메틸실란티탄(II) η

4
-1,4-디페

닐-1,3-부타디엔;

(η
5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2,3,4,9,10-η

5
-1,2-디하이드로나프탈렌-4-일)디메틸실란티탄(III) 

알릴;

비스(9,9-디메틸-10,11,12,13,14-η
5
-1,2,3,4,9,10-헥사하이드로안트라센-10-일)디메틸실란티탄(IV)디벤

질;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η
5
-사이클로헥사디에닐)디메틸실란티탄(IV)메틸(트리메틸실릴메틸);

비스(η
5
-사이클로헥사디에닐)디메틸실란티탄(IV)디메톡시;

1-(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2-(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1-일)-에탄-1,2-디일지르코늄(I

V)디메틸;

(사이클로펜타디에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1-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1-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및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헥사디엔-1-일)디이소프로필실란지르코늄(IV)디

메틸.

고급 사이클로알카디에닐 및 그 밖의 착화합물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η

5
-사이클로헵타디엔-1-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클로라이드;

(η
5
-사이클로헵타디엔-1-일)(2,4-디메틸-η

5
-펜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η

5
-사이클로옥타디엔-3-일)메틸페닐실란티탄(IV)디메틸;

1-(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2-(6,7,8-트리메틸-η

5
-사이클로옥타디엔-1-일)-1,1,2,2-테트라메틸디실란지

르코늄(IV)디메틸;

비스(η
5
-사이클로헵타디엔-3-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η

5
-디페닐메틸)디메틸실란티탄(II)η

4
-1,4-디페닐-1,3-부타디엔;

(η
5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6,6-디메틸-η

5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엔-3-일)디메틸실란티탄(III)알

릴;

비스(2,4-디메틸-η
5
-사이클로헵타디엔-3-일)디메틸실란티탄(IV)디벤질;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1,5-디메틸-η
5
-사이클로옥타디엔-3-일)디메틸실란티탄(IV)메틸(트리메

틸실릴메틸);

(η
5
-사이클로펜타디에닐)(η

5
-사이클로헵타디엔-1-일)디메틸실란티탄(IV)디메톡시;

1-(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2-(6,7,8-트리메틸-η
5
-사이클로옥타디엔-1-일)에탄-1,2-디일지르코늄

(IV)디메틸; 및

(사이클로펜타디에닐)(6,7,8-트리메틸-η
5
-사이클로옥타디엔-1-일)디메틸실란지르코늄(IV)디메틸.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인들은  상기  목록의  추가  요소는  상응하는  티탄,  지르코늄  또는  하프늄  함유 
유도체, 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치환된 착화합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
이다.

착화합물은 일반식 M(X)4X'q[이때, M, X, X' 및 q는 화학식 1에 대해 미리 정의된 바와 같으며, 단 2개의 

X는 -2가 음이온 리간드(L-Z-L')
-2
(이때, L, Z 및 L'는 상기 화학식 1에 대해 정의된 바와 같다)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비수소 원자수 20개 이하의 결합가 1의 음이온성 잔기이다]에 상응하는 전구 금속 화합물

을 일반식 W2(L-Z-L')
-2
(이때, W는 각각 독립적으로 1족 또는 2족 금속, 그리냐르, 하이드라이드 또는 C1-4 

트리-알킬실릴기이다)의 반응물질과 결합시킴으로써 한가지 실시양태로 제조할 수 있다.  반응은 선택적
으로 환원제 또는 루이스 염기 X'의 존재하에 수행된다.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불활성 유기 액체중에서 
-100 내지 300℃, 바람직하게는 -78 내지 150℃, 가장 바람직하게는 0 내지 125℃의 온도에서 수행되고 
선택적으로 착화합물을 회수한다.  바람직한 반응물질은 특히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또는 -2가 
음이온 리간드의 그리냐르 유도체를 포함한다.  적절한 트리알킬실릴 유도체는 특히 -2가 음이온 리간드
의 트리메틸실릴 유도체를 포함한다.  적절한 환원제는 특히 n-부틸 리튬, 리튬 또는 마그네슘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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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M이 +4가 산화상태인 착화합물은 일반식 일반식 M(X)3X'q[M, X, X' 및 q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고, 단, 2개의 X는 -2가 음이온 리간드, (L-Z-L')
-2
(상기 식에서, L, Z 및 L'는 상기 정의

된 바와 같다)에 의해 치환가능한 비수소 원자소 20 이하의 결합가 1의 음이온 잔기이다]에 상응하는, 금

속이 3가 산화상태인 전구 금속 화합물을 상기 -2가 음이온 리간드, (L-Z-L')
-2
 공급원과 접촉시키고; 이

어서 또는 동시에 금속 중심을 유기 할로겐-함유 산화제, 또는 금속 할라이드 산화제로 산화시킨다,  특
히 바람직한 산화제는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렌 클로라이드,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PbCl2 및 AgCl이다.

2가 음이온기는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인들에게 공지된 표준 합성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지된 경로와 유사
한 절차를 사용하여 제조한다.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작용기를 함유하는 잔기가 특히 사용된 실란 잔
기에서와 같이, 유럽 특허원 제 563,365 호에 따라 개질된 다음 문헌에 개시된 기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된다[참조:  주트지(Jutzi)  등,  Chem.Ber.,  117,  1885-95(1984);  J.Am.Chem.Soc.,  103 6788-

6789(1981); 및 Zh.Oshch.Khim., 44, 226-227(1979)].

착화합물의 형성을 위한 적절한 반응 매질은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 에테르, 및 환상 에테르이다.  
이소부탄,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및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직쇄 및 분지쇄 탄화수소; 사이클로헥
산, 사이클로헵탄, 메틸사이클로헥산, 메틸사이클로헵탄, 및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환상 및 지환상 탄화
수소; 벤젠, 톨루엔, 크실렌 및 스티렌과 같은 방향족 하이드로카빌-치환된 방향족 화합물, 각각의 알킬
기중 탄소수 1 내지 4의 알킬 에테르; (폴리)알킬렌 글리콜의 C1-4 디알킬 에테르 유도체, 및 테트라하이

드로푸란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화합물들의 혼합물 또한 적절하다.  바람직한 용매는 C5-10 알칸, 각각

의 알킬기중 탄소수 1 내지 4의 디알킬 에테르,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톨루엔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
다.  금속 전구체 착화합물의 용매화된 부가생성물 또한 경우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용매화된 부가생
성물의 예는 부가생성물을 함유하는 피리딘-, 디에틸에테르-, 테트라하이드로푸란-(THF), 1,2-디메톡시에
탄-(DME), 또는 테트라메틸-에틸렌디아민-(TMEDA)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착화합물은 놀랍게도 안정하고 용이하게 합성될 수 있다.  이들은 활성화 조촉매와 조합
하여 또는 활성화 기술을 사용하여 촉매적으로 활성이 된다.  본원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활성화 조촉매
는 중합체성 또는 올리고머성 알룸옥산, 특히 메틸알룸옥산, 트리이소부틸 알루미늄 개질된 메틸알룸옥산 
또는 이소부틸알룸옥산; 루이스산(예: C1-45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13족 화합물), 특히 각각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할로겐화 하이드로카빌기중 탄소수 1 내지 20의 트리(하이드로카빌)알루미늄- 또는 트리(하이드로카
빌) 붕소 화합물 및 이의 할로겐화(퍼할로겐화를 비롯한) 유도체), 더욱 구체적으로는 퍼플루오르화 트리
(아릴)붕소 화합물, 및 가장 바람직하게는 트리(펜타플루오로페닐)보란; 비중합체성 상용가능한 비배위 
이온 형성 화합물(산화 조건하에 이러한 화합물의 사용을 포함함), 특히 상용가능한 비배위 음이온 또는 
상용가능한 비배위 음이온의 페로세늄 염의 암모늄-, 포스포늄, 옥소늄-, 카보늄-, 실릴륨- 또는 설포늄- 
염의 사용; 벌크 전기 분해(이후 상세히 설명됨); 및 상기 활성화 조촉매 및 기술의 조합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 조촉매 및 활성 기술은 유럽 특허원 제 277,003 호, 미국 특허원 제 5,153,157 호, 미국 특허
원 제 5,064,802 호, 유럽 특허원 제 468,651 호, 유럽 특허원 제 520,732 호 및 유럽 특허원 제 640,090 
호와 같은 참고문헌에 상이한 금속 착화합물과 관련하여 이미 교시되어 있다.  

루이스 산의 조합, 특히 각각의 알킬기중 탄소수 1 내지 4의 트리알킬 알루미늄 화합물 및 각각의 하이드
로카빌기중 탄소수 1 내지 20의 할로겐화 트리(하이드로카빌)붕소 화합물의 조합, 특히 트리스(펜타플루
오로페닐)보란 및 트리스(o-노나플루오로비페닐)보란, 이러한 루이스 산 혼합물과 중합체성 또는 올리고
머성 알룸옥산의 추가의 조합물, 및 단일 중성 루이스 산, 특히 트리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란과 중합체
성 또는 올리고머성 알룸옥산의 추가의 조합물이 특히 바람직한 활성 조촉매이다.

본 발명의 한가지 양태중 조촉매로서 유용한 적절한 이온 형성 화합물은 양성자를 줄 수 있는 브뢴스테드 

산인 양성자, 및 상용가능한 비배위 음이온 A
-
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비배위"란 용어는 4족 금

속을 함유하는 전구체 착화합물 및 이로부터 유도된 촉매적 유도체에 배위하지 않는 음이온 또는 물질을 
의미하거나, 또는 이러한 착화합물에 단지 약하게 배위됨으로써 중성 루이스 염기에 의해 충분히 치환되
기 쉬운 음이온 또는 물질을 의미한다.  비배위 음이온은 특히 양이온성 금속 착화합물중 전하 균형 음이
온으로서 작용할 때 음이온 치환체 또는 이의 분획을 양이온으로 이동시키지 않음으로써 중성 착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 음이온을 말한다.  "상용가능한 음이온"이란 초기에 형성된 착화합물이 분해될 때 중성까
지 분해되지 않고 목적하는 후속적인 중합반응 또는 이러한 착화합물의 그 밖의 용도를 간섭하지 않는 음
이온이다.

바람직한 음이온은 전하를 띠는 금속, 또는 음이온이 2개의 성분이 결합될 때 형성될 수 있는 활성 촉매 
종(금속 양이온)의 전하를 균형맞출 수 있는 메탈로이드 코어를 포함하는 단일 배위 착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음이온은 올레핀성, 디올레핀성 및 아세틸렌성으로 불포화된 화합물 또는 그 밖의 
중성 루이스 염기(예: 에테르 또는 니트릴)에 의해 치환되기가 매우 쉬워야 한다.  적절한 금속은 알루미
늄, 금 및 백금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메탈로이드는 붕소, 인, 및 규소를 포
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 금속 또는 메탈로이드 원자를 함유하는 배위 착화합물을 포
함하는 음이온을 함유하는 화합물은 물론 잘 공지되어 있고, 특히 음이온 부분에서 단일 붕소 원자를 함
유하는 화합물은 시판중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조촉매는 하기 화학식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화학식 10

(L
*
-H)d

+
(A

d-
)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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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는 중성 루이스 염기이고,

(L
*
-H)

+
는 브뢴스테드 산이고,

A
d-
는 d-의 전하를 갖는 비배위 상용가능한 음이온이고,

d는 1 내지 3의 정수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A
d-
는 하기 화학식 11에 상응한다:

화학식 11

[M
'k
+Qn']

d-

상기 식에서,

k는 1 내지 3의 정수이고,

n'는 2 내지 6의 정수이고,

n'-k는 d이고,

M'는 원소 주기율표중 13족으로부터 선택된 원소이고,

Q는 각각 독립적으로 하이드라이드, 디알킬아미도, 할라이드, 하이드로카빌, 하이드로카빌옥사이드, 할로
겐으로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할로겐으로 치환된 하이드로카빌옥시, 및 할로겐으로 치환된 실릴하이드로
카빌 라디칼(퍼할로겐화 하이드로카빌-퍼할로겐화 하이드로카빌옥시- 및 퍼할로겐화 실릴하이드로카빌 라
디칼을 비롯한)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Q는 20개 이하의 탄소를 포함하고, 단 1개 이하의 Q는 할라이드이
다.  적절한 하이드로카빌옥사이드 Q기의 예는 미국 특허원 제 5,296,433 호에 개시되어 있다.  

더욱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d는 1이고, 즉 상대 이온은 단일 음전하를 갖고 A
-
이다.  본 발명의 촉

매 제조에 특히 유용한 붕소를 포함하는 활성 조촉매는 하기 화학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

화학식 12

[L
*
-H]

+
[BQ4]

-

L
*
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B는 3가의 붕소이고,

Q는 하이드로카빌-, 하이드로카빌옥시-, 플루오르화 하이드로카빌-, 플루오르화 하이드로카빌옥시-, 또는 
비수소 원자 20개 이하의 플루오르화 실릴하이드로카빌기이고, 단 1개 이하의 Q는 하이드로카빌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Q는 각각 플루오르화 아릴기, 특히 펜타플루오로페닐 또는 
노나플루오로비페닐기이다.

본 발명의 향상된 촉매의 제조시 활성 조촉매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붕소 화합물의 예는 

트리메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t-부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아닐륨 테트라페닐보레이트,

N,N-디에틸아닐륨 테트라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2,4,6-트리에틸아닐리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메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s-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아닐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아닐륨 n-부틸트리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아닐륨 벤질트리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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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디메틸아닐륨 테트라키스(4-(t-부틸디메틸실릴)-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아닐륨 테트라키스(4-(트리이소프로필실릴)-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N-옥타데실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옥타데실-N-메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N-옥타데실암모늄 테트라키스(노나플루오로비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아닐륨 펜타플루오로페녹시트리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에틸아닐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2,4,6-트리메틸아닐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메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디메틸(t-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아닐륨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에틸아닐륨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N,N-디메틸-2,4,6-트리메틸아닐륨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와  같은  삼치환된 암
모늄 염;

디-(i-프로필)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디사이클로헥실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와 같은 디알킬 암모늄 염;

트리페닐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o-톨릴)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트리(2,6-디메틸페닐)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와 같은 삼치환된 포스포늄 염;

디페닐옥소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디(o-톨릴)옥소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디(2,6-디메틸페닐)옥소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와 같은 이치환된 옥소늄 염;

디페닐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디(o-톨릴)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디(2,6-디메틸페닐)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와 같은 이치환된 설포늄 염이 있다.  

바람직한 [L
*
-H]

+
 양이온은 N,N-디메틸아닐륨, 트리에틸암모늄, 메틸디옥타데실암모늄, 디메틸옥타데실암

모늄 및 트리부틸암모늄이다.

그 밖의 적절한 이온 형성 활성화 조촉매는 양이온 산화제 및 하기 화학식 13의 비배위 상용가능한 음이
온을 포함한다:

화학식 13

(Ox
e+
)d(A

d-
)e

상기 식에서,

Ox
e+
는 e

+
 전하를 갖는 양이온성 산화제이고,

e는 1 내지 3의 정수이고,

A
d-
 및 d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양이온성 산화제의 예는 페로세늄, 하이드로카빌-치환된 페로세늄, Ag
+
, 또는 Pd

+2
를 포함한다.  A

d-
의 바

람직한 실시양태는 활성화 조촉매,  특히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를 함유하는 브뢴스테드 
산에 대해 미리 정의된 음이온이다.

또 다른 적절한 이온 형성 활성화 조촉매는 카베늄 이온 및 하기 화학식 14의 비배위 상용가능한 음이온
의 염인 화합물을 포함한다:

화학식 14

(C)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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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C)
+
는 C1-20 카베늄 이온이고,

A
-
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바람직한 카베늄 이온은 트리틸 양이온, 즉 트리페닐메틸륨이다.

추가의 적절한 이온 형성 활성화 조촉매는 하기 화학식 15의 실릴륨 이온  및 비배위 상용가능한 음이온
의 염인 화합물을 포함한다:

화학식 15

R3Si(X')q
+
A
-

상기 식에서,

R은 C1-10 하이드로카빌이고,

X', q 및 A
-
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바람직한 실릴륨 염 활성화 조촉매는 트리메틸실릴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
실릴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이의 에테르 치환된 부가생성물이다.  실릴륨 염은 일
반적으로 다음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참조: J.Chem  Soc.  Chem.  Comm.,  1993,  383-384,  람버트(Lambert 
J.B.) 등, Organometallics, 1994, 13, 2430-2443].  부가 중합 촉매를 위한 활성화 조촉매로서 상기 실
릴륨 염의 용도가 1997년 4월 29일자로 허여된 미국 특허원 제 5,625,084 호에 개시 및 청구되어 있다.  

알콜, 메캅탄, 실란올, 및 옥심과 트리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란의 특정 착화합물은 효율적인 촉매 활성
화제이고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촉매는 본원에서 참조로서 도입한 미국 특허 
제 5,295,433 호에 개시되어 있다.  

전기분해 기술은 비배위 불활성 음이온을 비롯한 지지 전해질의 존재하에 전기분해 조건하에 금속 착화합
물의 전기화학 산화반응과 관련된다.  기술 분야에서, 전기분해를 위한 용매, 지지 전해질 및 전기분해 
포텐셜을 사용하여 금속 착화합물을 촉매적으로 비활성으로 만드는 전기분해 부생성물이 반응중에 실질적
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적절한 용매는 지지 전해질을 용해할 수 있는 전기분해 
조건(일반적으로 0 내지 100℃의 온도) 및 불활성 조건하에 액체이다.  "불활성 용매"란 전기분해를 위해 
사용되는 반응 조건하에 환원되거나 산화되지 않는 용매이다.  일반적으로 목적하는 전기분해를 위해 사
용되는 전기 포텐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용매 및 지지 전해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람직하 
용매는 디플루오로벤젠(모든 이성질체), 디메톡시에탄(DME),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전기분해는 양극 및 음극을 함유하는 표준 전기분해 전지(또한 작동 전극 및 상대 전극으로서 각각 명명
됨)로 수행될 수 있다.  전지의 적절한 구성 물질은 유리, 플라스틱, 세라믹 및 유리 피복된 금속이다.  
전극은 불활성 전도성 물질로부터 제조됨으로써 반응 혼합물 또는 반응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전
도성 물질을 의미한다.  백금 또는 팔라듐이 바람직한 불활성 전도성 물질이다.  통상적으로 섬세한 유리 
프릿과 같은 이온 투과가능한 막으로 전지를 별도의 칸막이, 즉 작동 전극 칸막이 및 상대 전극 칸막이로 
나눈다.  작동 전극을 활성화될 금속 착화합물, 용매, 지지 전극, 및 전기분해를 정상화하거나 생성된 착
화합물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물질을 포함하는 반응 매질중에 침지시킨다.  상대 전극을 용
매 및 지지 전극의 혼합물중에 침지시킨다.  목적하는 전압을 이론적 계산에 의해 또는 전해질 안에 침지
된 은 전극과 같은 참조 전극을 사용하여 전지를 실험적으로 스위핑(sweeping)하여 측정할 수 있다.  바
탕 전지 전류, 목적 전기분해의 부재중 전류 당김(current draw)을 또한 측정한다.  전기분해를 전류가 
목적하는 레벨로부터 바탕 레벨로 떨어질 때까지 완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 금속 착화합물의 완
전한 전환율을 용이하게 감지할 수 있다.  

적절한 지지 전해질은 양이온 및 상용가능한 비배위 음이온 A
-
를 포함하는 염이다.  바람직한 지지 전해질

은 일반식 G
+
A
-
(이때, G

+
는 출발 및 결과 착화합물에 대해 비반응성인 양이온이고, A

-
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에 상응하는 염이다.

양이온, G
+
의 예는 비수소 원자 40개 이하의 테트라하이드로카빌 치환된 암모늄 및 포스포늄 양이온을 포

함한다.  바람직한 양이온은 테트라-n-부틸암모늄- 및 테트라에틸암모늄-양이온이다.

벌크 전기분해에 의한 본 발명의 착화합물의 활성화중, 지지 전해질의 양이온은 상대 전극을 통과하고, A
-

는 작동 전극으로 이동하여 생성된 산화 생성물의 음이온이 된다.  용매 또는 지지 전해질의 양이온은 상
대 전극에서 작동 전극에서 형성된 산화된 금속 착화합물의 양과 등몰량 만큼 환원된다.  바람직한  지지 
전해질은 각각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퍼플루오로아릴기중 탄소수 1 내지 10의 테트라키스(퍼플루오로아릴) 
보레이트의 테트라하이드로카빌 암모늄 염, 특히 테트라-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
레이트, 또는 테트라-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노나플루오로비페닐 보레이트이다.

조촉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근에 밝혀진 전기화학 기술은 비배위 상용가능한 음이온의 공급원의 존재
하에 디실란 화합물을 전기분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 특허원 제 5,372,682 호에 상술되어 있
다.  

상기 활성화 기술 및 이온 형성 조촉매는 또한 각각의 하이드로카빌기중 탄소수 1 내지 4의 트리(하이드
로카빌)알루미늄 또는 트리(하이드로카빌)보란 화합물, 올리고머성 또는 중합체성 알룸옥산 화합물중에 
조합되어, 또는 각각의 하이드로카빌기중 탄소수 1 내지 4의 트리(하이드로카빌)알루미늄 화합물과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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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또는 올리고머성 알룸옥산의 혼합물로 사용된다. 

사용된 촉매/조촉매의 몰비는 1:10,000 내지 100:1, 더욱 바람직하게는 1:5000 내지 10:1, 가장 바람직하
게는 1:10 내지 1:1로 사용된다.  특히 바람직한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서, 조촉매는 각각의 하이드로카빌
기중 탄소수 1 내지 10의 트리(하이드로카빌)알루미늄 화합물 또는 올릭머성 또는 중합체성 알룸옥산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활성화 조촉매의 혼합물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산소, 물 및 알데하이드와 같
은 불순물을 중합반응 혼합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유리한 능력을 위해 이러한 알루미늄 화합물을 사용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알루미늄 화합물은 각각의 알킬기중 탄소수 2 내지 6을 갖는 트리알킬 알루미늄 
화합물, 특히 알킬기가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이소부틸, 펜틸, 네오펜틸, 또는 이소
펜틸인 화합물 및 메틸알룸옥산, 개질화 메틸알룸옥산(즉, 트리이소부틸 알루미늄과의 반응에 의해 개질
된 메틸알룸옥산)(MMAO) 및 이소부틸알룸옥산을 포함한다.  금속 착화합물 대 알루미늄 화합물의 몰비는 
바람직하게는 1:10,000 내지 100:1, 더욱 바람직하게는 1:1000 내지 10:1, 가장 바람직하게는 1:500 내지 
1:1이다.  가장 바람직한 활성화 조촉매는 루이스 산 및 알룸옥산, 특히 트리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란 
또는 트리스(노나플루오로비페닐)보란 및 메틸알룸옥산, 개질된 메틸알룸옥산, 또는 디이소부틸알룸옥산 
모두를 포함한다.

상기 양이온 형성 활성화 조촉매 또는 활성화 기술중 하나를 사용하여, 2개의 구별된 X기를 함유하는 금
속 착화합물의 활성화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기 화학식 16에 상응하는 양이온 금속 착화합물이 
생성되리라 기대된다:

화학식 16

상기 식에서,

M은 +4가 산화상태의 4족 금속이고,

L, Z, L', X'. X 및 q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고,

A
-
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고 활성화 조촉매로부터 비배위 음이온이거나 활성화 기술에 의해 동시에 형성된

다.

바람직한 중성 루이스 산 활성화 조촉매 B(C6F5)3를 사용하면, 상기 양이온 금속 착화합물의 A
-
는 하기 화

학식 17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식 17

XB(C6F5)3

상기 식에서,

X는 C1-10 하이드로카빌기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A
-
는 B(C5F5)4

-
 또는 XB(C6F5)3

-
이고, X는 C1-10 하이드로카빌기이다.

특정 이론에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2개의 X기가 금속 M과 함께 메탈어사이클을 형성하는 +4가 상태
의 4족 금속 착화합물은, 상기 언급한 중성 루이스 산 활성화 조촉매와 조합하여 활성화될 때 독특하게 
신규한 쌍극성 착화합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쌍극성 금속 착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18에 상응한다:

화학식 18

상기 식에서,

M은 +4가 산화상태의 4족 금속이고,

L, Z, L'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X
**
는 M 및 함께 취해진 2개의 X기에 의해 형성된 메탈어사이클의 탄소 대 금속 결합중 하나에서 개환에 

의해 형성된 2가의 나머지 부분이고,

24-17

1019997000421



-A
-
는 음이온, A

-
로부터 유도된 리간드 잔기이다.

쌍극성 착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하기와 같은 2개의 등가의 구조중 하나에 상응한다:

상기 식에서,

M은 티탄 또는 지르코늄이고,

L, Z 및 L'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고,

R1, R2, R3, R4, R5, 및 R6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비수소 원자수 1 내지 20개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기이고,

B는 3가의 붕소이고,

Q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다.

촉매는 탄소수 2 내지 100,000의 에틸렌성으로 및/또는 아세틸렌성으로 불포화된 단량체를 중합하는데 단
독으로 또는 조합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단량체는 C2-20 α-올레핀, 특히 에틸렌, 프로필렌, 

이소부틸렌, 1-부텐, 1-펜텐, 1-헥센, 3-메틸-1-펜텐, 4-메틸-1-펜틸, 1-옥텐, 1-데센, 장쇄 거대분자상 
α-올레핀,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그 밖의 바람직한 단량체는 스티렌, C1-4 알킬 치환된 스티렌,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비닐벤조사이클로부탄, 에틸리덴노르보넨, 1,4-헥사디엔, 1,5-헥사디엔, 1,7-옥타
디엔, 비닐사이클로헥산, 4-비닐사이클로헥센, 알릴벤젠, 디비닐벤젠, 2,5-보르보나디엔 및 이러한 그 밖
의 바람직한 단량체와 C2-20 α-올레핀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중합반응은 지글러 나타(Ziegler-Natta) 또는 카민스키-신 형(Kaminsky-Sinn type) 중합반응
을 위해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인들에게 공지된 조건에서, 즉 -100  내지 250℃의 온도 및 0.0001  내지 
1000 MPa의 압력에서 달성될 수 있다.  현탁액, 용액, 슬러리, 기체상, 벌크 또는 그 밖의 반응 조건을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지지체, 특히 실리카, 개질된 실리카(하소, 각각의 알킬기중 탄소수 1 내
지 10을 갖는 트리알킬알루미늄 화합물을 사용한 처리, 또는 알킬알룸옥산을 사용한 처리에 의해 개질된 
실리카), 알루미나, 또는 중합체(특히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또는 폴리올레핀)가 사용될 수 있고, 바
람직하게는 촉매가 기체상 또는 슬러리 중합반응 공정에 사용될 때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지지체가 촉
매(금속 기준) 대 지지체의 중량비가 1:100,000 내지 1:10, 더욱 바람직하게는 1:50,000 내지 1:20, 및 
가장 바람직하게는 1:10,000 내지 1:30인 양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중합반응에서, 촉매:사용된 중합가능한 화합물의 몰비는 10
-12
:1 내지 10

-1
:1,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12
:1 내지 10

-5
:1이다.

중합반응을 위한 적절한 용매 또는 희석제는 비배위 불활성 액체이다.  예로서 C4-10 직쇄 및 분지쇄 탄화

수소, 특히 부탄, 이소부탄, 펜탄, 이소펜탄, 헥산, 헵탄, 옥탄 및 이들의 혼합물; 환상 및 비환상 탄화
수소(예: 사이클로펜탄, 사이클로헥산, 사이클로헵탄, 메틸사이클로헥산, 메틸사이클로헵탄 및 이들의 혼
합물);  퍼플루오르화  탄화수소(예:  퍼플루오르화 C 4-10  알칸),  및  방향족  및  알킬-치환된  방향족 

화합물(예: 벤젠, 톨루엔, 및 크실렌(모든 이성질체))가 있다.  적절한 용매는 또한 액체 올레핀 또는 그 
밖의 단량체 또는 상기 언급한 바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촉매는 또한 바람직한 성질을 갖는 중합체 혼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일렬로 또는 평행하게 연결된 동일하
거나 또는 별도의 반응기중에 하나 이상의 추가의 균일성 또는 불균일성 중합반응 촉매와 조합하여 사용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의 예는 본원에서 참조로서 인용하는  국제 특허공개공보 제 WO94/00500 호(미
국  특허원  제  07/904,770  호에  상응함)  뿐만  아니라  1993년  1월  29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 
08/10958 호에 개시되어 있다.

하나의 이러한 중합반응 공정은

하나 이상의 α-올레핀을 본 발명에 따르는 하나 이상의 금속 착화합물을 하나 이상의 연속상 교반조 또
는  튜브형  반응기  안에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르는  촉매와  선택적으로  용매중에서,  또는  용매의 
부재중에, 선택적으로 일렬로 또는 평행하게 연결된 하나 이상의 교반층 또는 유동층 기체상 반응기중에
서 접촉시키는 단계; 및

생성된 중합체를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이러한 중합반응 공정에서, 상기 반응기중 하나 이상에서, 하나 이상의 α-올레핀을 또한 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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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따르는 하나 이상의 금속 착화합물을 본 발명에 따르는 착화합물 이외의 하나 이상의 균일상 메탈로
센 착하합물을 포함하는 촉매 조성물과 혼합된 상태로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촉매 조성물과 
접촉시키는데, 상기 촉매 조성물은 또한 하나 이상의 조촉매 활성화제를 포함한다.

또 다른 공정에서 에틸렌/α-올레핀 상호중합체 조성물은 

(A) 에틸렌을 중합반응 조건하에, 본 발명의 금속 착화합물을 상기 언급한 활성 조촉매중 하나 이상과 하
나 이상의 반응중에서 본 발명의 균일상 촉매 조성물의 존재하에 하나 이상의 그 밖의 α-올레핀과 접촉
시켜 제 1 상호중합체, 또는 선택적으로 제 1 상호중합체의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B) 에틸렌을 중합반응 조건하에 선택적으로 상이한, 바람직하게는 단계(A)에서 사용한 온도보다 더 높은 
중합반응 온도에서 불균일상 지글러 촉매의 존재하에 하나 이상의 그 밖의 반응기중에서 하나 이상의 α-
올레핀과 접촉시켜 선택적으로 용액중에서 제 2 상호중합체를 제조하는 단계,

(C) 제 1 상호중합체 및 제 2 상호중합체를 결합하여 에틸렌/α-올레핀 상호중합체 혼합 조성물을 제조하
는 단계 및

(D) 에틸렌/α-올레핀 상호중합체 혼합 조성물을 회수하는 단계

에 의해 제조된다.

바람직하게는 불균일상 지글러 촉매는

(i) 마그네슘 할라이드, 실리카, 개질된 실리카, 알루미나,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고체 지지체 성분, 및

(ii) 일반식 TrX"u(X'")v-u, 또는 일반식 TrX"uO(X'")v-u-2(이때, Tr은 4, 5, 또는 6족의 금속이고, O는 산소

이고, X"는 할로겐이고, X'"는 비수소 원자 10개 이하의 하이드로카빌, 실릴, 하이드로카빌옥시 또는 실
록시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u는 v 이하인 0 내지 6의 수이고, v는 Tr의 산화가이다)의 전이금속 성
분

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합반응은 일반적으로 2개의 중합체-함유 스트림의 밀접한 혼합을 촉진시키는 용액 조건하에서 
수행된다.  상기 기술로 에틸렌/넓은 범위의 분자량 분포도 및 조성물 분포도를 갖는 α-올레핀 상호중합
체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불균일성 촉매는 또한 용액 공정 조건하에 높은 온도, 특히 
180℃ 이상의 온도에서 중합체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로부터 선택된다.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A) 에틸렌을 용액 공정중에 적절한 용액 중합반응 온도 및 압력하에 본 발명의 금속 착화합물과 하나 이
상의 상기 언급한 활성 조촉매를 포함하는 촉매 조성물을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반응기중에서 하나 이상
의 그 밖의 α-올레핀과 중합반응시켜 제 1 상호중합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B) (A)의 상호중합 용액을 에틸렌 및 선택적으로 하나의 다른 α-올레핀의 존재하에 용액 중합반응 조건
하에 불균일상 지글러 촉매를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그 밖의 반응기 안으로 통과시켜 에틸렌/α-올레핀 
상호중합체 조성물을 포함하는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및

(C) 에틸렌/α-올레핀 상호중합체 조성물을 회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에틸렌/α-올레핀 상호중합체 조성물을 제조하는 공정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불균일상 지글러 촉매는

(i) 마그네슘 할라이드, 실리카 또는 하소된 실리카를 비롯한 개질된 실리카를 포함하는 고체 지지체 성
분, 및 

(ii) 일반식 TrX"u(X'")v-u, 또는 일반식 TrX"uO(X'")v-u-2(이때, Tr, O, X", X'", u, v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다)의 전이금속 성분

을 포함한다.

상기 기술로 넓은 범위의 분자량 분포도 및 조성 분포도를 갖는 에틸렌/α-올레핀 상호중합체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  상기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히 바람직한 α-올레핀은 C3-8 α-올레핀, 가장 바람직

하게는 1-옥텐이다.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인은 본원에서 개시된 본 발명이, 본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임의의 성분 
없이도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실시예

실시예 1

1,2-(비스-(4,4-디메틸-2,5-사이클로헥사디에닐)-1,1,2,2-테트라메틸디실란 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테트라하이드로푸란(THF)  25  ㎖중 1,2-비스-(4,4-디메틸-2,5-사이클로헥사디에닐)-1,1,2,2-테트라메틸디
실란 5.50 g의 용액, 16.6 mmol에 t-부틸리튬(33.3 mmol)의 1.37 M 헥산 용액 24.3 ㎖를 첨가하였다.  격
렬하게 거품이 발생되고 색이 짙은 적색이 감도는 갈색으로 변화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약 25 ℃에서 6
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이때  추가의  톨루엔  약  180  ㎖을  첨가한  후  지르코늄  테트라클로라이드  3.88 
g(16.6 mmol)을 첨가하였다.  생성된 반응 혼합물을 약 25℃에서 약 16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감
압하에 짙은 적색이 감도는 갈색 용액으로부터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톨루엔으로 추출하고 여과하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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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감압하에 다시 제거하였다.  잔사물을 헥산으로 다시 추출하고 여과하였다.  어두운 갈색 여과액을 
감압하에 건조시키고 목적하는 생성물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2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사이클로옥타디에닐)디메틸실란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디메틸실릴(사이클로옥타디엔)의 제조방법

THF 약 50 ㎖중에 용해된 포타슘 사이클로옥타디에나이드(3.42 g, 23.4 mmol)를 THF 약 80 ㎖중 (테트라
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클로로디메틸실란(5.02 g, 23.4 mmol)의 용액에 약 25 ℃에서 첨가하였다.  침전
물이 형성되고 반응 혼합물을 약 16시간 동안 약 25℃에서 교반한 후,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용매를 감
압하에 제거하였다.  잔사물을 헥산으로 추출하고 여과하였다.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면 (테트라메틸사
이클로펜타디에닐)(사이클로옥타-2,7-디엔-1-일)디메틸실란  및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사이클로
옥타-2,4-디엔-1-일)디메틸실란을 포함하는 목적하는 이성질체 생성물이 남았다.

디포타슘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사이클로옥타디에닐)-디메틸실란의 제조방법

헥산 약 200 ㎖을 상기 단계에서 생성된 잔사물에 첨가한 후 사이클로헥산 약 28 ㎖중 포타슘 t-부톡사이
드 5.90 g, 46.7 mmol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용액에 1.43 M n-부틸리튬중 헥산 용액 32.8 ㎖, 46.8 mmol
을 약 25℃에서 첨가하였다.  황색-오렌지색 침전물이 침전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몇시간 동안 약 25℃
에서 교반한 후 이를 여과하였다.  고체를 헥산으로 수회 세척하고 감압하에 건조하였다.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사이클로옥타디에닐)디메틸실란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의 제조방법

디포타슘(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사이클로옥타디에닐)-디메틸실란 (3.00 g. 8.27 mmol)을 지르코
늄 테트라클로라이드(1.93 g, 8.27 mmol)과 톨루엔 약 150 ㎖중 약 25℃에서 결합하고 적색 용액 및 비용
해된 갈색 고체를 제조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약 16 시간 동안 약 25℃에서 교반한 후 여과하여 오렌지 
적색 용액 및 갈색 고체를 수득하였다.  용액을 감압하에 건조시키고 생성된 고체를 헥산으로 세척하고 
재여과하고 헥산으로 재세척하고 다시 건조시켜 목적하는 생성물,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사이
클로옥타디에닐)디메틸실란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를  1,7-사이클로옥타디엔-1-일,  및 1,4-사이클로옥타디
엔-1-일 이성질체의 혼합물로서 수득하였다.

실시예 3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디페닐메틸)디메틸실란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디페닐메틸)-디메틸실란의 제조방법

포타슘 디페닐메타나이트(4.91 g, 23.8 mmol)을 THF 약 65 ㎖중 용해된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
디메틸실릴클로라이드(5.11 g, 23.8 mmol)에 약 25 ℃의 온도에서 서서히 첨가하였다.  침전물이 형성되
고 반응 혼합물을 약 16시간 이상 동안 약 25℃에서 교반한 후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고 잔사물을 헥산으로 추출하고 여과하였다.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여 목적하는 생성물을 수득하
였다.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디페닐메틸)-디메틸실란 디포타슘 염의 제조방법

상기 절차로부터 생성된 생성물에 헥산 약 200  ㎖를 첨가한 후 헥산 약 29  ㎖중 포타슘 t-부톡사이드 
6.01 g, 47.6 mmol 및 헥산 약 33 ㎖중 n-부틸리튬 47.8 mmol을 약 25℃에서 첨가하였다.  밝은 적오렌지
색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수시간 동안 교반한 후 여과하고, 헥산으로 수회 세척한 후 진
공하에 건조시켰다.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디페닐메틸)-디메틸실란 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의 제조방법

(테트라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디페닐메틸)-디메틸실란 디포타슘 염(3.00 g, 7.20 mmol)을 톨루엔 150 
㎖중 지르코늄 테트라클로라이드 1.654 g과 약 25℃에서 결합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밤새 약 25℃에서 
교반한 후 여과하였다.  용매를 진공하에 제거하였다.  잔사물을 헥산으로 세척하고 여과한 후 다시 헥산
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생성물을 적오렌지색 고체로서 수득하였다.

실시예 4

2-(사이클로펜타디에닐)-2-(사이클로옥타디에닐)프로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2-(사이클로펜타디에닐)-2-(사이클로옥타디에닐)프로판 디포타슘 염의 제조방법

THF 약 100 ㎖중 6,6-디메틸풀벤의 2.50 g, 23.6 mmol에 THF 약 70 ㎖중 용해된 포타슘 사이클로옥타디에
나이드 3.45 g, 23.6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은 적색으로 변하고 약 16시간 동안 25℃에서 교반
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여 점착성 오일 고체를 수득하였다.  헥산 약 200 ㎖을 용액에 첨가하고, 
사이클로헥산 약 14 ㎖중 포타슘 t-부톡사이드(2.98 g, 23.6 mmol)을 첨가한 후, 헥산 약 16 ㎖중 부틸리
튬(23.6 mmol)을 첨가하였다.  갈색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혼합물을 약 25 ℃에서 수시간동안 교반한 후 
여과하였다.  고체 생성물을 수회 헥산으로 세척하고 감압하에 건조시켜 생성물을 사이클로옥타-2,7-디엔
-1-일 및 사이클로옥타-2,4-디엔-1-일 이성질체 형태 모두의 디포타슘 2-(사이클로옥타디에닐)-2-(사이클
로펜타디에닐)프로판으로서 수득하였다.

2-(사이클로펜타디에닐)-2-(사이클로옥타디에닐)-프로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의 제조방법

2-(사이클로펜타디에닐)-2-(사이클로옥타디에닐)프로판 디포타슘 염(3.00 g, 10.3 mmol)을 톨루엔 약 150 
㎖중 지르코늄 테트라클로라이드(2.41 g, 10.3 mmol)에 약 25℃에서 서서히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약 25℃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여과하고 톨루엔을 감압하에 제거하였다.  생성된 녹색 
고체를 헥산으로 추출한 후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생성물을 녹색 고체로서 수득한다.

24-20

1019997000421



실시예 5

3-(사이클로펜타디에닐)-3-(디페닐메틸)프로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2-(사이클로펜타디에닐)-2,2-디메틸-1,1-디페닐에탄의 제조방법

THF 약 500 mL중 포타슘 디페닐메타나이드(5.72 g, 27.8 mmol)을 THF 약 100 mL중 6,6-디메틸풀벤(2.94 
g, 27.8 mmol)에 약 25℃에서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약 16시간 동안 약 25℃에서 교반하였다.  용
매를 감압하에 제거하여 목적하는 생성물을 점착성 오일 고체로서 수득하였다.

2-(사이클로펜타디에닐)-2,2-디메틸-1,1-디페닐에탄 디포타슘 염의 제조방법

상기 제조된 고체를 헥산 약 200  mL중에 용해하였다.  사이클로헥산 약 16  mL중 포타슘 t-부톡사이드
(3.50 g, 27.7 mmol)을 첨가한 후 1.43 M n-부틸리튬(27.7 mmol)의 헥산 용액 19.5 mL를 첨가하였다.  반
응 혼합물을 수시간 동안 25℃에서 교반한 후 여과하고 헥산으로 수회 세척하고 감압하에 건조시켜 목적 
생성물을 수득하였다.

3-(사이클로펜타디에닐)-3-(디페닐메틸)-프로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의 제조방법

THF  약 50  mL중 2-(사이클로펜타디에닐)-2,2-디메틸-1,1-디페닐에탄 디포타슘 염(3.00  g,  8.56  mmol)을 
THF 약 100 mL중 지르코늄 테트라클로라이드(1.99 g, 8.56 mmol)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약 25℃
에서 밤새 교반한 후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감압하에 건조하여 오렌지-적색 생성물을 수득하였다.  생성
물을 헥산으로 2회 세척하고 감압하에 건조시켜 목적 생성물을 적오렌지색 고체로서 수득하였다.

중합반응

교반되고 있는 2.0 ℓ 용량 반응기에 이소파-E(Isopar-E, 등록상표) 혼합된 알칸 용매(엑손 케미칼즈 인
코포레이티드(Exxon  Chemicals  Inc.)로부터 시판중임) 740  g  및 1-옥텐 공단량체 118  g을 충진하였다.  
수소를 25 psi(2070 kPa)에서 75 mL 용량 첨가조로부터 차등 압력 팽창에 의해 분자량 조절제로서 첨가하
였다.  반응기를 140℃의 중합반응 온도까지 가열하고 에틸렌으로 500 psi(3.4MPa)에서 포화되도록 하였
다.  1.0 mmol 개질된 메틸알룸옥산[아크조 케미 아메리카 인코포레이티드(Akzo Chemie America)로부터 
시판중인 MMAO](톨루엔중 0.005M 용액)과 함께 상기 촉매 각각의 대략 1.0 μmol을 촉매 첨가조로 옮기고 
반응기 안으로 주입하였다.  중합반응 조건을 요구되는 대로 에틸렌을 공급하면서 15분 동안 유지하였다
(수행 1은 29분).  생성된 용액을 반응기로부터 제거하고, 장애 페놀 산화방지제 67 mg(시바 가이기 코포
레이션(Ciba Geigy Corporation)으로부터 시판중인 이르가녹스(Irganox, 등록상표) 1010) 및 포스포러스 
안정화제(시바 가이기 코포레이션으로부터 시판중인 이르가포스 168(Irgafos 168)) 133 mg을 첨가하였다.  
중합체를 120℃로 설정된 진공 오븐 안에서 약 20 시간 동안 건조시킴으로써 회수하였다.  결과를 하기 
표 2에 나타낸다:

[표 2]

수행 촉매 수득량(g) 효율(kg/gZr) 밀도 용융지수
1

1 실시예 1 4.5 0.016 -- 30

2 실시예 2 75.1 0.270 0.949 19

3 실시예 3 2.8 0.015 0.953 9.4

4 실시예 4 49.2 0.540 0.946 54

5 실시예 5 17.9 0.196 0.945 1084

1. 마이크로 용융지수에 의해 측정됨(I2)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의 금속 착화합물: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M은 +2, +3, +4가의 산화상태의 4족 금속이고,

L은 M 및 Z에 결합된 결합가 2의 환상 또는 비환상 비방향족 음이온성 디에닐 리간드기를 함유하는 기이
고, 이러한 L기는 6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Z는 L 및 L' 모두에 공유 결합된 2가 잔기로서, 붕소 또는 원소 주기율표의 14족중 1종을 포함하고, 상기 
잔기는 6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L'는 L 또는 비편재화된 π-전자를 통해 M에 결합된 음이온성 방향족 리간드기이고, 이러한 L'기는 6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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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각각 독립적으로 4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루이스 염기이고, 

X는 각각 독립적으로 2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결합가 1의 음이온 잔기이고, 단 X는 M에 π-
결합된 방향족기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2개의 X기는 함께 공유결합되어 모든 원자가가 M에 결합된 결합가 
2의 -2가 음이온성 잔기를 형성할 수 있거나; 2개의 X기는 함께 M에 π-결합된 중성 공액화 또는 비공액
화 디엔을 형성하거나(이때, M은 +2가 산화상태이다); 추가로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X 및 하나 이상의 
X'기는 함께 결합함으로써 모두 M에 공유결합되고 루이스 염기 작용기에 의해 배위된 잔기를 형성하고,

n은 0, 1 또는 2이고,

q는 0 내지 3이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L이 펜타디에닐-,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사이클로헵타디에닐-, 또는 사이클로
옥타디에닐-기, 이의 하이드로카빌-, 실릴-, 디하이드로카빌아미노-, 하이드로카빌옥시- 또는 실록시-치
환된 유도체,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안트라세닐 또는 나프탈레닐기, 또는 이의 하이드로카빌-, 실릴-, 디
하이드로카빌아미노-, 하이드로카빌옥시- 또는 실록시-치환된 유도체의 결합가 2의 유도체; 또는 디페닐
메틸기인 금속 착화합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L이 하기 화학식 2 내지 5에 상응하는 금속 착화합물:

화학식 2

화학식 3

화학식 4

화학식 5

상기 식에서,

R'는 각각 수소, 하이드로카빌, 실릴, 게르밀, 실록시, 아미노, 하이드로카빌옥시, 시아노, 할로 및 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이러한 R'는 2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2개 이상의 R'기(이때, R'는 수소, 할로 또는 시아노가 아니다)는 함께 상기 잔기중 하나의 
결합가 2의 유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단, 하나의 R'는 Z에 대한 공유결합을 포함한다.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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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화학식 8에 상응하는 금속 착화합물:

화학식 8

상기 식에서,

Z는 SiR
*

2 , CR
*

2 , SiR
*

2SiR
*

2 , CR
*

2CR
*

2 , CR
*
=CR

*
, CR

*

2SiR
*

2 , CR
*

2CR
*

2CR
*

2 , CR
*

2SiR
*

2CR
*

2 , SiR
*

2CR
*

2CR
*

2 , 

SiR
*

2CR
*

2SiR
*

2, SiR
*

2SiR
*

2CR
*

2, SiR
*

2SiR
*

2SiR
*

2, SnR
*

2, 또는 GeR
*

2이고;

R
*
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하이드로카빌, 실릴, 하이드로카빌옥시, 디하이드로카빌아미노, 실록시, 

할로겐화 알킬, 할로겐화 아릴,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이고, 

상기 R
*
는  18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선택적으로(R

*
가  수소가  아닌  경우),  Z로부터  2개의 

R
*
기, 또는 Z로부터 하나의 R

*
기 및 L 또는 L'로부터 하나의 R'기가 환계를 형성하고,

M은 +2, +3 또는 +4가 산화상태의 티탄 또는 지르코늄이고, 

L은 펜타디에닐,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나프탈레닐, 부분적
으로 수소화된 안트라세닐기, 또는 이러한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부분적으로 수
소화된 나프탈레닐,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안트라세닐기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 치환된 유도체의 결합
가 2의 유도체이고,

각각의 상기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 치환체는 1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L'는 펜타디에닐,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나프탈레닐, 부분
적으로 수소화된 안트라세닐기,  또는 이러한 사이클로헥사디에닐,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에닐,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나프탈레닐,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안트라세닐기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 치환된 유도체의 결
합가 2의 유도체, 또는 사이클로펜타디에닐, 플루오레닐 또는 인데닐기, 또는 이의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
릴 치환된 유도체, 또는 이의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유도체의 결합가 2의 유도체이고, 

각각의 상기 하이드로카빌 또는 실릴 유도체는 1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상기 L'는 50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n은 1 또는 2이고, 

n이 2일 때, M은 +4가 산화상태이고, X는 할로, 하이드로카빌, 또는 하이드로카빌옥시이고, 이러한 X는 
12개 이하의 비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n이 1일때, M은 +2가 산화상태이고, X는 탄소수 5 내지 30의 중성 공액 디엔이다.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 9에 상응하는 금속 착화합물:

화학식 9

상기 식에서,

E는 각각 독립적으로 규소 또는 탄소이고, 

R"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1-10 하이드로카빌이고, 

L'는 사이클로펜타디에닐, 인데닐 또는 이의 C1-20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또는 다중 치환된 유도체이고, 

M은 +4가 산화상태의 티탄이고, 

m은 1 내지 3의 정수이고, 

L은  (2,4-이치환된  펜타디엔-3-일),  (2,4-이치환된  펜타디엔-1-일),  (1,5-이치환된  펜타디엔-3-일), 

(6,6-이치환된-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6,6-이치환된-η

5
-사이클로실라헥사디엔-3-일), (1,2,3,4,5-

오치환된-η-사이클로헥사디엔-6-일),  (1,2,3,4,5,6-육치환된-η-사이클로헥사디엔-6-일), (1,2,4,5,6,6-

육치환된-η
5
-사이클로헥사디엔-3-일), (1,1-이치환된-η

5
-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일), (1,1,2,3-사치환

된-η
5
-헥사하이드로나프탈렌-4-일), 또는 (9,9-이치환된-10,11,12,13,14-η-1,2,3,4,5,6,7,8,9,10-데카하

이드로안트라센-10-일)이고, 상기 치환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비수소 원자수 10  이하의 하이드로카빌, 
하이드로카빌옥시, 실릴, 실록시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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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메틸, 페닐, 벤질, 트리메틸실릴메틸, 클로로, 메톡시 또는 에톡시이다.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르는 금속 착화합물을 활성화 조촉매와 조합된 형태로 또는 촉매 
활성화 기술을 사용하여 활성화된 형태로 포함하는 촉매 조성물.

청구항 7 

촉매가 제 6 항에 따르는 촉매 조성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중합반응 조건하에 촉매와 부가중합가
능한 단량체를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중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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