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C08K 5/09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19일

10-0625370

2006년09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3-7012383 (65) 공개번호 10-2004-0012734

(22) 출원일자 2003년09월23일 (43) 공개일자 2004년02월11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3년09월23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2/006493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77092

국제출원일자 2002년03월05일 국제공개일자 2002년10월03일

(30) 우선권주장 09/815,832

09/995,315

2001년03월24일

2001년11월27일

미국(US)

미국(US)

(73) 특허권자 밀리켄 앤드 캄파니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29303 스파탄버그 밀리켄 로드 920

(72) 발명자 자오샤오동에드워드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29301무어윈드스웹트코트211

닷슨다린엘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29301스파르탄버그쉐퍼드로드4150

모린브라이언지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29651그리어톤부시코트324

버카트브라이언엠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29615그린빌브래록코트4

코완마틴이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29369무어릿치필드드라이브437

존스제프리알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29349인만코스트라인드라이브138

(74) 대리인 김창세

심사관 : 정진성

(54) 고도로 핵형성화된 열가소성 제품

요약

본 발명은 폴리올레핀 제품 내에서 매우 바람직한 특성을 제공하기 위한, 비사이클로[2.2.1]헵탄 디카복실레이트 염의 특

정 금속 염을 포함하는 화합물 및 조성물의 제공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염 및 이의 유도체는 상기 폴리올레핀의 핵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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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또는 투명화제로서 유용하며, 탁월한 결정화 온도, 견고성, 및 표적 폴리올레핀 내에서의 칼슘 스테아레이트 혼화성

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화합물은 매우 낮은 흡습성을 나타내어, 분말 또는 과립 제제로서 우수한 보존 안정성을 나타낸

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화합물을 사용하는 폴리올레핀 첨가제 조성물 및 폴리올레핀의 제조방법을 포함한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열가소성 제품 내에 매우 바람직한 특성을 제공하기 위한, 비사이클로[2.2.1]헵탄의 디에스테르 염, 2가산 및

부분 에스테르 염 등과 같은 특정 유도체를 포함하는 화합물 및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염 및 이의 유도체는 상

기 열가소성 물질의 핵형성화제 및/또는 투명화제로서 유용하다. 이러한 화합물은 탁월한 결정화 온도, 견고성, 및 표적 열

가소성 물질 내에서의 칼슘 스테아레이트 혼화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화합물은 열가소성 제품 내에서의 바람직한 이

동 특성 및 저 흡습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분말화된 또는 과립화된 제제로서 탁월한 보존 안정성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

명에서는 이러한 화합물을 사용한 열가소성 첨가 조성물, 및 열가소성 물질의 제조방법이 고려된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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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원에 언급되는 모든 미국특허는 본원의 참조문헌으로서 인용된다.

본원에서 사용된 "열가소성 물질"이란 용어는 충분한 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용융되지만 충분히 냉각시키는 경우에는 주

형 등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체화된 상태(이전의 모습과는 다름)를 유지하는 중합체성 물질을 의미한다. 특히, 상기

용어는 용융-형성 이후 냉각시 전술한 주형 등과 같은 제품의 사용에 의해 결정 또는 반-결정 형태를 나타내는 넓은 정의

를 만족시키는 중합체를 포함한다. 상기 정의에 포함되는 중합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폴리올레핀(예를 들어, 폴리에틸

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틸렌 및 이들의 임의의 조합물), 폴리아미드(예를 들어, 나일론), 폴리우레탄 및 폴리에스테르(예

를 들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이들의 임의의 조합물 포함)을 들 수 있으나, 이들로써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열가소성 물질은 저장 용기, 의료용 장치, 식품 포장재, 플라스틱 튜브, 파이프 및 선반 단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최종용

도의 제품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열가소성 물질의 최종용도로서 보다 구체적인 유형, 특히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가

바람직한 핵형성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는 유형은 아래에 열거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조성물은 광범위하게 사

용되기 위해 특정한 물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특히 폴리올레핀의 경우, 예를 들어 효과적이며 내구성을 갖는 다용도의 폴

리올레핀 제품을 제공하는 데에는 결정화시 결정의 배열에 대한 균일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물성을 수득하기

위해서, 성형 또는 제조 도중 특정 화합물 및 조성물이 폴리올레핀 결정 성장의 핵형성화 위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핵형성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은 핵형성화되지 않은 폴리올레핀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화된

다. 보다 높은 온도에서의 이러한 결정화는 제조 주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물성(예를 들어, 견고성)의 다양한 개선을 가져온

다.

보다 빠르고, 또는 보다 높은 중합체 결정화 온도를 제공하는 상기 화합물 및 조성물이 핵형성화제로서 보편적으로 공지되

어 있다. 이러한 화합물은, 이들의 명칭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열가소성 용융 제제의 냉각 도중 결정 성장을 위한 핵형성화

위치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핵형성화 위치의 존재로 인해 보다 소형의 결정들이 보다 많이 생성된다.

소형의 결정이 형성됨으로써, 표적 열가소성 물질의 투명도 또한 수득될 수 있으나, 탁월한 투명도가 항상 수득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균일하고, 바람직하게는 보다 소형의 결정 크기를 가지며, 보다 경량의 물질이 산란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열가소성 제품 자체의 투명도가 개선될 수 있다. 이처럼, 열가소성 산업에서 열가소성 핵형성화제 화합물은 향상된

투명도, 물성 및/또는 신속한 진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핵형성화제의 한 유형의 예로서, 디벤질리덴 소르비톨 화합물은, 특히 폴리프로필렌 최종 생성물에 대한 통상적인 핵형성

화제 화합물이다. 밀리켄 케미칼(Milliken Chemical)에서 상품명 밀라드(Millad)(등록상표) 3988로 시판중인 1,3-O-

2,4-비스(3,4-디메틸벤질리덴) 소르비톨(이후부터 "DMDBS"로 지칭함)과 같은 화합물은 표적 폴리프로필렌 및 기타 폴

리올레핀에 탁월한 핵형성 특성을 제공한다. 익히 공지된 기타 화합물에는 나트륨 벤조에이트, 나트륨 2,2'-메틸렌-비스-

(4,6-디-t-부틸페닐) 포스페이트(아사히 덴카 고교 가부시키가이샤(Asahi Denka Kogyo K.K.)에서 시판중인 것으로

NA-11로 공지되어 있음) 및 활석 등이 포함된다. 이들 화합물들은 모두 높은 폴리올레핀 결정화 온도를 부여하나, 대량

생산하에 공업적으로 적용시키는 경우 각각 고유의 단점을 갖는다.

소르비톨 및 크실리톨의 다른 아세탈 또한 폴리올레핀 및 기타 열가소성 물질에 대한 전형적인 핵형성화제이다. 디벤질리

덴 소르비톨(DBS)은 하마다(Hamada) 등의 미국특허 제 4,016,118 호에서 폴리올레핀에 대한 효과적인 핵형성화 및 투

명화제로서 처음 개시되었다. 이후, 소르비톨 및 크실리톨의 다수의 아세탈들이 개시되었다. 대표적인 미국특허로는, 디

(알킬벤질리덴) 소르비톨을 개시한 가와이(Kawai) 등의 미국특허 제 4,314,039 호; 하나 이상의 염소 또는 브롬 치환체를

갖는 소르비톨의 디아세탈을 개시한 마하페이 주니어(Mahaffey, Jr.)의 미국특허 제 4,371,645 호; 디(메틸 또는 에틸 치

환된 벤질리덴) 소르비톨을 개시한 고바야시(Kobayashi) 등의 미국특허 제 4,532,280 호; 카보사이클릭 고리를 형성하는

치환체를 포함한 비스(3,4-디알킬벤질리덴) 소르비톨을 개시한 레커스(Rekers)의 미국특허 제 5,049,605 호를 들 수 있

다.

효과적인 핵형성화제의 또다른 예는 유기산의 금속염이다. 위자(Wijga) 및 웨일즈(Wales)는 각각 미국특허 제 3,207,735

호, 제 3,207,736 호, 제 3,207,738 호; 및 미국특허 제 3,207,737 호 및 제 3,207,739 호(모두 1966년 9월 21일자로 허

여됨)에서 지방족, 지환족 및 방향족 카복실산, 디카복실산 또는 고급 폴리카복실산, 이의 무수물 및 금속염이 폴리올레핀

의 효과적인 핵형성화제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벤조산 유형 화합물, 특히 나트륨 벤조에이트가 핵형성화제로서의 최상

의 실시양태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핵형성화제의 또다른 부류는, 폴리올레핀 수지에 대한 핵형성화 및 투명화제로서 사이클릭 비스-페놀 포스페

이트가 개시된 나카하라(Nakahara) 등의 미국특허 제 4,463,113 호에서 제안되었다. 이어서, 기무라(Kimura) 등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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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 5,342,868 호에서, 알칼리 금속 카복실레이트를 사이클릭 오가노인산 에스테르의 염기성 다가 금속염에 첨가함으

로써 이들 첨가제의 투명화 효과를 추가로 개선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근거로 하는 화합물은 상표명

NA-11 및 NA-21로서 시판중이다.

또한, 비사이클릭 화합물의 특정 부류, 예를 들어 비사이클릭 디카복실산 및 염은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쳐링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의 국제특허 공개공보 제 WO 98/29494 호에서 폴리올레핀의 핵형성화제로서 교

시되어 있다. 상기 기술의 최적 실시예에서는 디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텐 디카복실레이트 및 이 화합물을 사용한 제

제가 기술되어 있다.

이들 화합물은 모두 비교적 높은 폴리올레핀 결정화 온도를 제공하지만; 대량의 공업적인 용도에서는 각각 고유의 단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큰 관심을 끄는 것으로서 상기 화합물과 전형적인 폴리올레핀(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이한 첨가제와의 혼화성이 있다. 이를테면, 칼슘 스테아레이트는 촉매 잔류물의 공격으로부터 최

종 생성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산 중화제로서, 전형적인 폴리프로필렌 제제 내에 존재한다. 불행하게도, 전술한 핵

형성화제 화합물의 대부분은 폴리올레핀 제품 내의 이들 화합물과 해로운 반응을 일으켰다. 나트륨 및 기타 유사 금속 이

온의 경우, 스테아레이트로부터의 칼슘 이온이 핵형성화제의 나트륨 이온의 위치로 전달되어, 상기 핵형성화제를 이들의

의도된 기능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화합물은 종종 원치않는 플레이트-아웃(plate-out) 특성을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핵형성화 성능이 저하된다(예를 들어, 폴리올레핀 가공 도중 및 후의 결정화 온도의 감소에 의해 측

정됨). 또한, 이들 화합물에서는 기타 수행상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전술한 표준 핵형성화제와 관련된 기타 문제점에는, 분산 문제점으로 인해 핵형성화가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어 폴리올레

핀 제품의 견고성 및 충격의 변화가 야기되는 것이 포함된다. 폴리올레핀 생성에 대한 실질적인 균일성은, 비교적 균일하

게 마무리된 폴리올레핀 제품을 제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생성된 제품이 양호하게-분산된 핵형성화제를 함

유하지 않는 경우, 전체 제품 자체에 강직성 결여 및 낮은 충격 강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열가소성 핵형성화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핵형성화제 화합물 및 조성물의 저장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핵형성화 화합물은 분말 또는 과립 형태로서 폴리올레핀 제조업자에게 제공되며, 요구되는 균일 분

산 및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소립자의 핵형성화제가 필수적이므로, 이들 화합물은 저장기간 내내 소립자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특정 핵형성화제, 예를 들어 나트륨 벤조에이트는 높은 수준의 흡습성을 나타내어, 이로부터 제조된 분

말은 수화되어 용이하게 미립자를 응집시킨다. 이러한 응집된 입자들은 표적 열가소성 물질에서의 목적하는 균일한 분산

성을 수득하기 위해 추가의 분쇄 또는 기타 탈응집화 수행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수화로 인한 원치않는 응집은 사용

자에게 급송 및/또는 취급상의 문제점을 안길 수 있다.

또다른 관심사는 상기 화합물과 전형적인 폴리올레핀(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 등) 가소성 제품내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상이한 첨가제와의 혼화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칼슘 스테아레이트 혼화성이 특히 중요하다. 불행하게

도, 전술한 핵형성화제 화합물(예를 들어, 나트륨 벤조에이트, NA-11, 디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텐 디카복실레이트)

의 대부분은 폴리올레핀 제품내의 상기 화합물들과의 훨씬 해로운 핵형성화 효능을 나타낸다. 이들 표준 핵형성화제와 칼

슘염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기 핵형성화제와 함께 다른 비이온성 산 중화제, 예를 들어 디하이드로탈사이트

(DHT4-A)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은 특정 상황에서 악화된 심미적 특성(예를 들어, 큰 흐림도), 및 표준

칼슘염과 비교하여 확실히 높은 가격으로 인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핵형성화제, 예를 들어 특정 DBS 유도체는 높은 수행온도에서 플레이트-아웃하는 경향과 같은 특정한 실용상 결함

을 갖는다. DBS 유도체, 특히 방향족 고리가 단일-치환된 DBS 유도체는 크게 개선된 열적 안정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러한 화합물은 특정 폴리올레핀 제품 내에서 문제성 오가노렙틱(organoleptic) 결함을 동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동 특

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상기 화합물은 그의 실용이 일부 중요한 영역, 예를 들어 의료용 장치 포장으로 제한

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해, 폴리올레핀 핵형성화제 화합물 산업에서는 전술한 문제점을 나타내지 않고 표적 폴리올

레핀 자체에 우수한 피크 결정화 온도를 제공하는 화합물의 제공이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목

적으로서의 최상의 화합물이 여전히 전술한 화합물이다. 불행하게도, 폴리올레핀 핵형성화제 산업에서, 탁월하게 높은 피

크 결정화 온도, 저 흡습성, 우수한 열적 안정성, 특정 표적 올레핀 내에서의 비-이동 특성, 및 대부분의 표준 폴리올레핀

첨가제(예를 들어, 가장 중요하게는 칼슘 스테아레이트)와의 혼화성을 나타내는 핵형성화제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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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폴리올레핀 제품 내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중합체 피크 결정화 온도로서 표시됨으로써 탁월한 핵

형성 효능을 나타내는 폴리올레핀 핵형성화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표적 폴리올레핀 제품 및 제제

내에서 우수한 칼슘 스테아레이트 혼화성을 나타내는 핵형성화 화합물 및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

적은 매우 양호한 보존-안정성의 첨가제 조성물을 수득하기 위해 극히 낮은 흡습성을 나타내는 제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예외적인 열적 안정성 및 비-이동 특성을 나타내는 핵형성화 및 투명화 화합물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표적 폴리올레핀 제품 내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핵형성화 화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수많은 최종용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폴리올레핀 매질에 사용될 수 있는 핵형성화 화합

물 또는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비사이클릭 디카복실레이트, 바람직하게는 비사이클로[2.2.1]헵탄-디카복실레이트, 또는 일반적으로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의 바람직하게는 포화된 금속 또는 유기염인, 핵형성화 화합물을 포함하는 상이한 유형의 열가소성

제품을 포함한다.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R6, R7, R8, R9 및 R10은 개별적으로 수소, C1-C9 알킬, 하이드록시, C1-C9 알콕시, C1-C9 알킬렌옥

시, 아민 및 C1-C 9 알킬아민, 할로겐, 페닐, 알킬페닐, 및 같은자리 또는 이웃자리 C1-C9 카보사이클릭으로 이루어진 군

으로부터 선택되고;

R' 및 R"은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개별적으로 수소, C1-C30 알킬, 하이드록시, 아민, 폴리아민, 폴리옥시아민, C1-C30 알

킬아민, 페닐, 할로겐, C1-C30 알콕시, C1-C30 폴리옥시알킬, C(O)-NR11C(O)(여기서, R11은 C1-C30 알킬, 수소, C1-C30

알콕시 및 C1-C30 폴리옥시알킬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및 C(O)O-R"'(여기서, R"'은 수소, 금속 이온(예를 들

어, 비제한적인 예로서 Na+, K+, Li+, Ag+ 및 임의의 기타 1가 이온), 유기 양이온(예를 들어, 비제한적인 예로서 암모늄),

폴리옥시-C2-C18-알킬렌, C1-C30 알킬, C1-C30 알킬렌, C1-C30 알킬렌옥시, 스테로이드 잔기(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페닐, 폴리페닐, C1-C30 알킬할라이드 및 C1-C30 알킬아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R' 및 R"중 하나 이상은 C(O)-NR11C(O) 또는 C(O)O-R"'이고, 이 때 R' 및 R"이 모두 C(O)O-R"'인 경우에는 R' 및

R"에 대한 R"'이 단일 2가 금속 이온(예를 들어, 비제한적인 예로서 Ca2+) 또는 단일 3가 금속 과염기(overbase)(예를 들

어, 비제한적인 예로서 Al-OH)로 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R' 및 R"이 동일하며, R"'은 Na+, 또는 R' 및 R"이 모두 결합된 Ca2+이다. 다른 가능한 화합물은 하기 바람

직한 실시양태 부분에서 논의된다.

바람직하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화합물이 하기 화학식 II의 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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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I

상기 식에서,

M1 및 M2는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개별적으로 금속 및 유기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거나, 또는 2개의 금

속 이온이 함께 결합하여 단일 금속 이온(예를 들어, 칼슘과 같은 2가)을 형성하고;

R1, R2, R3, R4, R5, R6, R7, R8, R9 및 R10은 개별적으로 수소, C1-C9 알킬, 하이드록시, C1-C9 알콕시, C1-C9 알킬렌옥

시, 아민 및 C1-C 9 알킬아민, 할로겐, 페닐, 알킬페닐, 및 같은자리 또는 이웃자리 C1-C9 카보사이클릭으로 이루어진 군

으로부터 선택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금속 양이온은 칼슘, 스트론튬, 바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은, 나트륨, 리튬, 루비듐 및 칼륨 등으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상기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I족 및 II족 금속 이온이 바람직하다. I족 및 II족 양이온 중에서

는, 나트륨, 칼륨, 칼슘 및 스트론튬이 바람직하며, 나트륨 및 칼슘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M1 및 M2가 결합되어 단일의

금속 양이온(예를 들어, 칼슘, 스트론튬, 바륨,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1가 염기성 알루미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형성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은 상기 화합물들의 모든 입체화학적 배열을 포함하지만, 시스 배열이 바람직하며, 시스-엔도 배열이 가

장 바람직하다. 상기 화합물, 넓게 기술하여 포화된 비사이클릭 카복실레이트 염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폴리올레핀 제제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양태의 폴리올레핀 제품 및 첨가제 조성물 또한 본 발명에 포함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원에 포함된 하기 도면은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의 섬유 및/또는 얀(yarn) 열가소

성 제품의 제조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양태를 설명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상기 섬유에 관한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한다.

도 1은 저 수축성 폴리프로필렌의 바람직한 제조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술한 바와 같이, 공업용의 적절한 폴리올레핀 핵형성화제 화합물 또는 조성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는 이러한 중요한 요건들을 매우 양호하게 만족시킨다. 예를 들어, 하기에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염들은 다양한 폴리올레핀 제제, 특히 랜덤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이

후부터 "RCP"라 지칭함) 및 단독중합체 폴리프로필렌(이후부터 "HP"라 지칭함) 내에서 매우 높은 피크 결정화 온도를 제

공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본 발명의 염들은 추가의 충전재 및 강직화 첨가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폴리올레핀 제품에 우수

한 기계적 특성, 및 개선된(단축된) 주기시간과 같은 바람직한 공정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염은 종래 기술과 비교하

여 크게 개선된 흡습성을 나타내므로, 상기 염의 과립 또는 분말 제제는 서로 집적 또는 응집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

기 본 발명의 염들은 칼슘 스테아레이트 첨가제와 해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특히 가장 최근의 종래 기술인 국제특허 공개공보 제 WO 98/29494 호에서, 불포화된 [2.2.1] 디카복실레이트 염을 포함

하는 폴리올레핀 제품에서의 핵형성화 및 투명화 첨가제를 개시하고 있으나, 상기 유형의 포화된 디카복실레이트 염의 예

시가 없다는 점에서, 상기 특성들은 매우 예기치못한, 예측불가능한 것이다. 종래기술에서 가장 최근의 실시양태는 디나트

륨 비사이클로[2.2.1]헵텐 디카복실레이트로서 규명된다. 많은 연구 끝에, 예기치 못하게도, 하기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상기 화합물의 수소화가 본 발명의 화합물 및 본 발명의 폴리올레핀 조성물에 크게 개선된 핵형성화 효능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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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밝혀졌다. 디카복실레이트 염(특히,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함이 없이 포화된 비사이클릭 디카복실레이트 염)을

형성하는 딜즈-알더(Diels-Alder) 반응 생성물을 포화시킴으로써 폴리올레핀 핵형성화 공정에 뜻하지않은 이점이 제공됨

을 발견하였다.

하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포화된 화합물을 사용한 표적 폴리올레핀 제품에 제공된 피크 결정화 온도는 이

에 관한 불포화 화합물의 피크 결정화 온도보다 약 2.5℃ 내지 약 5℃ 높다. 이러한 극적인 개선은 예기치 못한 것으로서,

공지된 임의의 경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도, 포화된 화합물의 흡습성

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관찰되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러한 개선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의 실용적인 중요성이 매우 크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신규 핵형성화제를 도입하려는 표적 제제는 열가소성 물질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폴리올레핀이다.

상기 제제는, 제한없이 섬유, 박막 또는 박벽 제품(예를 들어, 유연성 랩 및 박벽 음료용 컵 등(예를 들어 0.1 내지 15mil의

두께를 갖는다)), 두꺼운 플라크 또는 기타 유사한 고체 제품(예를 들어, 15 내지 150mil의 두께를 갖는다), 및 보다 두꺼운

벽의 제품(예를 들어, 150mil 초과의 두께를 갖는다)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최종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각각

의 군의 개별적인 유형들은, 제한없이 완전 제품 또는 제품의 구성요소로서 하기 물질을 포함한다: a) 섬유: 방사 및 부직포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폴리아라미드 등(임의의 데니어 측정치를 갖는 섬유) 뿐만 아니라 다른 합성섬유 또는 천연섬유

(예를 들어, 면, 라미 및 울 등)와의 블렌드; b) 박막 제품: 주조필름, 사탕포장용 랩, 포장용 랩(예를 들어, 담배상자 싸개),

및 기타 유사한 취입, 압출된 필름 또는 기타 유사한 유형의 막 응용품 뿐만 아니라 박벽 제품(예를 들어, 음료용 컵, 박형

용기 및 외피 등); c) 두꺼운 플라크 또는 기타 유사한 고체 제품: 식품 용기, 물컵, 냉각기 안감, 주사기, 실험실 기기, 의료

장비, 파이프, 튜브, 뇨분석용 컵, 정맥주사용 주머니, 식품 저장용기, 폐기물 용기, 냉각기 하우징(housing), 자동차용 기

계 패널, 화분, 식물재배 용기, 사무실 저장 제품, 책상 저장 제품 및 일회용 포장재(예를 들어, 재가열성 식품 용기, 열성형

또는 박벽화 또는 고속 사출성형된 유형) 등; 및 d) 보다 두꺼운 벽의 제품: i) 자동차용 용품, 예를 들어 도어 패널, 기계 패

널, 차체 패널, 팬 커버, 핸들, 범퍼 페시아(fascia), 팬 차폐물, 난방기 차폐물, 자동차용 유체 용기, 배터리 케이스 및 저장

부 등; ii)대형 제품, 예를 들어 냉장고 안감, 냉장고 부품(예를 들어, 선반, 얼음기계 하우징 및 문 손잡이 등), 식기 세척기

안감, 식기 세척기 부품(예를 들어, 식기걸이, 파이프, 튜브, 문 손잡이, 액체 및/또는 고체 세제 저장부), 세탁기 드럼 및 세

탁기 교반기 등; iii) 소형 제품, 예를 들어 배합기 하우징, 배합기 용기, 토스터 오븐 하우징, 토스터 오븐 손잡이, 커피포트,

커피포트 하우징, 커피포트 손잡이, 식품 가공기, 헤어 드라이기 및 캔 따개 등; iv) 가정용품, 예를 들어 대형 저장 토트, 대

형 저장 용기, 토트 또는 용기를 위한 리드, 쓰레기통, 세탁바구니, 선반 및 냉각기 등; v) 소모품, 예를 들어 가구(예를 들

어, 소형 의자 및 테이블 등), 장난감, 스포츠 용품, 일회용 포장재(예를 들어, 재가열성 식품 용기), 컴팩트디스크 케이스,

DVD 케이스, CD-ROM 케이스, 플로피 디스크 용기, 플로피 디스크 하우징, VHS 테이프 케이스, VHS 테이프 하우징, 화

분, 식물재배 용기, 옷걸이, 잔디 부대용품(예를 들어, 잔디 연장 등), 정원 부대용품(예를 들어, 정원 용구), 잔디깎기 하우

징, 연료 용기, 파이프, 튜브, 호스, 연장상자, 도구상자, 수하물, 도관, 잔디 손질기 하우징, 대형 쓰레기통, 유모차 시트 및

유아용 의자(예를 들어, 식탁)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포화된 화합물과 폴리올레핀 제제 및 제품내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산 포집제 염 화합물, 예를 들어 칼슘 및 리튬

스테아레이트와의 개선된 혼화성은 또다른 놀라운 이점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화합물로부터 수득된 높은 피크 결정화 온

도와 함께, 이러한 혼화성은 매우 바람직한 열가소성 핵형성화 화합물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염은 전술한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표적 폴리올레핀 내에 중량을 기준으로, 약 50ppm 내지 약

20,000pm,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200 내지 약 4000ppm의 양으로 첨가된다. 마스터배치 제제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 예

를 들어 50중량% 이상이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염-함유 조성물, 또는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된 최종 폴리올레핀 제

품 내의 임의의 첨가제로는 가소화제, 정전기 방지제, 안정화제, 자외선 흡수제 및 기타 유사한 표준 폴리올레핀 열가소성

첨가제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타 첨가제, 그중에서도 가소화제, 산 포집제, 항균제(바람직하게는 은계 이온교환 화합

물, 예를 들어 밀리켄 앤드 캄파니(Milliken & Company)에서 시판중인 ALPHASAN(등록상표)), 산화방지제, 난연제, 광

안정화제, 정전기 방지제, 착색제, 안료, 향수 및 염소 포집제 등이 상기 조성물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상기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올레핀 수지"란 용어는 하나 이상의 폴리올레핀 화합물로 이루어진 임의의 물질을 지칭한다.

바람직한 예로는, 조성물의 밀도의 고저와 무관하게 동일배열(isotactic) 및 규칙배열(syndiotactic) 폴리프로필렌, 폴리에

틸렌, 폴리(4-메틸)펜텐, 폴리부틸렌, 및 이들의 임의의 블렌드 또는공중합체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폴리올레핀 중합체로

는, 하나 이상의 지방족 올레핀 및 하나 이상의 에틸렌성 불포화 공단량체로부터 제조된 지방족 폴리올레핀 및 공중합체가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상기 공단량체는 최소량, 예를 들어 폴리올레핀(예를 들어, 랜덤 공중합체 폴

리프로필렌)의 중량을 기준으로 약 10% 이하 또는 약 5% 이하의 양으로 제공되지만, 25% 이하 또는 25% 초과의 공단량

체를 함유하는 공중합체(예를 들어, 충격 공중합체) 또한 가능하다. 또한, 기타 중합체 또는 고무(예를 들어, EPDM 또는

EPR)가 폴리올레핀에 컴파운딩되어 전술한 특성을 수득할 수 있다. 상기 공단량체는 폴리올레핀의 투명화 개선을 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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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거나, 중합체의 다른 특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아크릴산 및 비닐 아세테이트 등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라 투명성이 용이하게 개선될 수 있는 올레핀 중합체의 예로는 탄소수가 2 내지 약 6이고, 평균분자

량이 약 10,000 내지 약 2,000,000, 바람직하게는 약 30,000 내지 약 300,000인 지방족 모노올레핀의 중합체 및 공중합

체, 예를 들어 제한없이 폴리에틸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동일배열 폴리프로필렌, 규칙배열 폴리프로필렌, 결정 에틸

렌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1-부텐), 폴리메틸펜텐, 1-헥센, 1-옥텐 및 비닐 사이클로헥산이 있다. 본 발명의 폴리올레핀

은, 예를 들어 통상적인 저 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 발견되는 바와 같이 임의적으로 측쇄를 함유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선

형의 규칙 중합체로서 기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는 폴리올레핀이 바람직하나, 폴리올레핀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폴리에스테르, 예를 들어 폴리에틸

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및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EN), 뿐만 아니라 폴리아미

드, 예를 들어 나일론 6 및 나일론 6,6 등에도 이로운 핵형성화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

를 사용하여 일부 결정 함량을 갖는 임의의 열가소성 조성물을 개선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본 발명의 포화된 비사이클릭 디카복실산 염(또는 염, 및 상기 염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조합물)을 열

가소성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에 첨가하고, 생성된 조성물을 임의의 적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혼합함으로써 수득될 수 있다.

다르게는, 필요한 산 포집제를 포함하는 폴리올레핀 마스터배치 중에 본 발명의 포화된 [2.2.1]염을 최고 약 20중량% 포

함하는 농축물을 제조하고, 이어서 표적 수지와 혼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기타 가능한 첨가제를 포함)은, 제

한없이, 특히 폴리올레핀(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왁스, 글리세린의 스테아레이트 에스테르, 몬탄 왁스, 광유 등과 같은 분

산 보조제를 포함하는 분말, 프릴(prill), 응집물 및 현탁액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유형의 표준 열가소성(예를 들어, 가장

바람직하게는 폴리올레핀) 첨가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임의의 형태는 배합, 응집, 압밀 및/또는 압출에

의한, 조합물 또는 상기 조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일 수 있다.

이어서, 상기 조성물은, 제한없이 사출성형, 사출 취입 성형, 사출 신장 취입성형, 사출 회전 성형, 압출, 압출 취입 성형, 시

이트 압출, 필름 압출, 주조필름 압출, 발포압출, 열성형(예를 들어, 필름, 취입필름, 2축배향된 필름으로의) 및 박벽 사출

성형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기법에 의해 제품으로 가공 및 제조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저 수축성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제조하는 비제한적인, 바람직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전체 섬유제조

어셈블리(10)는, 상이한(증가하는) 온도에서 중합체(도시되지 않음)가 통과하는 4개의 상이한 영역(12, 14, 16 및 18)을

포함하는 압출기(11)를 포함한다. 용융된 중합체는 혼합기 영역(20)에서 핵형성화제 화합물(용융됨)과 혼합된다. 기본적

으로, 상기 중합체(도시되지 않음)는 섬유제조 어셈블리(10), 구체적으로 상기 압출기(11)내로 도입된다. 개별적인 압출기

영역(12, 14, 16 및 18) 및 혼합 영역(20)의 전술한 온도는 다음과 같다: 제 1 압출기 영역(12)은 205℃, 제 2 압출기 영역

(14)은 215℃, 제 3 압출기 영역(16)은 225℃, 제 4 압출기 영역(18)은 235℃ 및 혼합 영역(20)은 245℃. 이어서, 용융된

중합체(도시되지 않음)가 250℃의 온도로 설정된 스핀헤드 영역(22)으로 이동된 다음, 표준 압출을 위한 방사구

(sipnneret)(24)(역시 250℃의 온도로 설정됨)으로 이동된다. 이어서, 섬유가닥(fibrous strand)(28)은 180℃의 노출 온

도를 갖는 가열된 덮개(shroud)를 통과한다. 중합체 가닥(도시되지 않음)이 압출기(11), 스핀 팩(22) 및 방사구(24)를 통

과할 때의 속도는, 상기 섬유 가닥(28)이 연신 롤(32,34 및 38)에 의해 끌어당겨질 때까지 비교적 느리다. 상기 섬유 가닥

(28)은 압출기(11) 내에서 초기 압출 속도를 초과하는 당김 속도로 인해 길이가 연장된다. 이어서, 상기 섬유 가닥(28)은

상기와 같이 연장된 후 권취(take-up) 롤(32)(분당 370m의 속도로 설정됨)에 의해 대형의 다발(30)로 수거되고, 이는 전

술한 연신 롤(34 및 38)에 의해 단일 얀(33)으로 연신된다. 상기 연신 롤은 고온 노출의 잔류 영역 및 비교예로서의 섬유

연신 공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열된다: 제 1 연신 롤(34)-68℃ 및 제 2 연신 롤(38)-88℃. 제 1

연신 롤(34)은 분당 약 377m의 속도로 회전되고 연신 롤(34)과 공전 롤(idle roll)(36) 사이의 주조각을 이용하여 폴리프

로필렌 섬유(33)의 15개의 랩을 보유할 수 있다. 제 2 연신 롤(38)은 보다 고속인 분당 약 785m로 회전하고, 섬유(33)의 8

개의 랩을 보유하므로, 고유의 공전 롤(40)을 필요로 한다. 이들 저온 롤(34 및 38)에 의한 연신 후, 섬유는 반환 설계로 배

열된 2개의 상이한 열-고정 롤(42 및 44)의 조합에 의해 열-고정되어, 섬유(33)의 18개의 랩이 임의의 시점에서 롤(42 및

44)상에 체류하게 한다. 수행되는 롤(42 및 44)중 하나와 접촉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상기 열-고정 시간이 극히 짧으므로,

총 시간은 일반적으로 약 0.5초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최상인 전체 온도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롤(42 및44)의 온

도는 다양화된다. 롤(42 및 44)의 조합물의 속도는 분당 약 1290m이다. 이어서, 상기 섬유(33)는, 섬유(33)의 8개 이하의

랩을 보유하고 고유의 공급 롤(48)을 갖는 완화 롤(relax roll)(46)로 이동한다. 상기 완화 롤(46)의 속도는 열-고정 섬유

(33)상에서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열-고정 롤의 속도(분당 1280m)보다 느리다. 이어서, 섬유(33)는 권취기(50)

로 이동하고 실감개(도시되지 않음)에 배치된다.

실시예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특히 바람직한 실시양태를 기술한 하기 실시예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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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염 제조

실시예 1

디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

물(100g)중의 디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트-5-엔-2,3-디카복실레이트(실시예 3으로부터 제조됨, 10.0g)의 용액에,

활성탄 상의 팔라듐(5중량%) 0.5g을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파르(Parr) 반응기로 옮기고 8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50psi, 실온). 활성탄을 여과시키고, 75℃의 진공상태에서 물을 제거하였다. 생성된 생성물을 건조시키고 분쇄하였다(융

점>300℃). NMR 및 IR 분석은 상기 예상 구조와 일치하였다.

실시예 2

칼슘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

물(150g)중의 디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22.6g, 0.1mol)의 용액에, 물(100g)중의 칼슘 클로

라이드 디하이드레이트(14.7g, 0.1mol)의 용액을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2시간 동안 60℃에서 교반하였다. 생성된 백

색 침전물을 여과하였다. 백색 분말 생성물을 건조시키고 분쇄하였다(융점>300℃).

I족 또는 II족 염을 디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와 반응시키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사이클

로[2.2.1]헵탄 디카복실레이트의 다른 I족 및 II족 염인, 리튬, 칼륨, 루비듐, 마그네슘, 스트론튬 및 바륨 염을 합성하였다.

실시예 3

수소 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

힘산 무수물(164.16g/mol) 80.0g(487.3mmol) 및 물 175㎖를 1ℓ용적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교반하며 넣었다. 수득된

용액에 NaOH(40.00g/mol) 19.69g(492.3mmol)을 첨가하였다. 모든 성분이 용해될 때까지 상기 용액을 가열하며 교반하

였다. 냉각시,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물 500㎖를 첨가하여 모든 고체를 완전히 용해시켰다. 수득된 수용액에 활성

탄 상의 팔라듐(5중량%)를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파르 반응기로 옮기고 8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50psi, 실온). 활성

탄을 여과시키고 75℃의 진공상태에서 물을 제거하였다. 생성된 생성물을 건조시키고 분쇄하였다(융점>300℃). IR 분석

은 상기 예측 구조와 일치하였다. GS-MS를 통해 이중결합의 99% 초과가 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6501 수지, 흐림

도=38.5 및 Tc=2000ppm에서 124.9).

실시예 4

수소 리튬/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1/2 중화됨)

힘산 무수물(164.16g/mol) 82.0g(500.0mmol) 및 물 175㎖를 1ℓ용적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교반하며 넣었다. 수득된

용액에 NaOH(40.00g/mol) 10.00g(250.0mmol) 및 LiOH(23.95g/mol) 5.99g(250.0mmol)을 첨가하였다. 모든 성분이

용해될 때까지 상기 용액을 가열하며 교반하였다. 상기 용액의 1/2를 또다른 1ℓ용적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옮겼다. 냉각

하며, 활성탄 상의 팔라듐(5중량%)을 잔류 수용액에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파르 반응기에 옮기고 8시간 동안 수소화

시켰다(50psi, 실온). 활성탄을 여과시키고 75℃의 진공상태에서 물을 제거하였다. 생성된 생성물을 건조시키고 분쇄하였

다(융점>300℃). IR 분석은 상기 예측 구조와 일치하였다. GS-MS를 통해 이중결합의 99% 초과가 포화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6301 수지, 흐림도=47.8 및 Tc=1000ppm에서 124.1).

실시예 5

수소 리튬/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3/4 중화됨)

상기 수소 리튬/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1/2 중화됨) 용액의 또다른 1/2을 추가의 NaOH

(40.00g/mol) 5.00g(125.0mmol) 및 LiOH(23.95g/mol) 2.99g(125.0mmol)으로 추가적으로 중화시켰다. 냉각하며, 활성

탄 상의 팔라듐(5중량%)을 상기 수용액에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파르 반응기에 옮기고 8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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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psi, 실온). 활성탄을 여과시키고 75℃의 진공상태에서 물을 제거하였다. 생성된 생성물을 건조시키고 분쇄하였다(융

점>300℃). IR 분석은 상기 예측 구조와 일치하였다. GS-MS를 통해 이중결합의 99% 초과가 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6301 수지, 흐림도=44.9 및 Tc=1000ppm에서 125.5).

실시예 6

리튬/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

힘산 무수물(164.16g/mol) 82.0g(500.0mmol) 및 물 175㎖를 1ℓ용적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교반하며 넣었다. 수득된

용액에 NaOH(40.00g/mol) 10.00g(250.0mmol) 및 LiOH(23.95g/mol) 5.99g(250.0mmol)을 첨가하였다. 모든 성분이

용해될 때까지 상기 용액을 가열하며 교반하였다. 상기 용액중 1/2를 또다른 1ℓ용적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옮기고, 추가

의 NaOH(40.00g/mol) 5.00g(125.0mmol) 및 LiOH(23.95g/mol) 2.99g(125.0mmol)을 상기 잔류 용액에 첨가하였다.

냉각하며, 활성탄 상의 팔라듐(5중량%)을 상기 수용액에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파르 반응기로 옮기고 8시간 동안 수

소화시켰다(50psi, 실온). 활성탄을 여과시키고 75℃의 진공상태에서 물을 제거하였다. 생성된 생성물을 건조시키고 분쇄

하였다(융점>300℃). IR 분석은 상기 예측 구조와 일치하였다. GS-MS를 통해 이중결합의 99% 초과가 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6501 수지, 흐림도=35.8 및 Tc=2000ppm에서 126.1).

실시예 7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산

디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레이트(228.15g/mol) 100.0g(438.3mmol) 및 물 280㎖를 교반하며 2ℓ

용적의 엘른마이어 플라스크에 넣었다. 생성된 용액의 pH가 약 1이 될 때까지 상기 용액에 발연황산을 첨가하였다. pH가

산성이 됨에 따라, 백색의 유모성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상기 용액을 교반하고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상기 침전물을 진공

여과에 의해 제거하고 110℃의 진공오븐에서 밤새 건조시켰다. 생성된 생성물을 건조시키고 분쇄하였다. IR 분석은 상기

예측 구조와 일치하였다. (6501 수지, 흐림도=41.7 및 Tc=2000ppm에서 122.9).

실시예 8

나트륨; 2-옥타데실옥시카보닐-3-비사이클로[2.2.1]헵탄카복실레이트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산 무수물(166.17g/mol) 50.5g(301mmol) 및 스테아릴 알콜(270.49g/mol) 81.2g

(300mmol)를, 교반 어셈블리, 온도계 및 딘-스탁(Dean-Stark) 응축기가 장착된 500㎖ 용적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교반

하며 넣었다. 상기 용액을 2시간 동안 150℃로 가열하에 교반하여, IR 및 산가로서 확인된 산-에스테르, 2-옥타데실옥시

카보닐-3-비사이클로[2.2.1]헵탄카복실산 125g을 수득하였다. 용액이 우유빛으로 변할 때까지 상기 산-에스테르 생성

물 50.0g(114.6mmol)을 500㎖ 메탄올과 함께 600㎖ 용적의 비커에서 교반하였다. pH 11.5가 되도록 상기 현탁액에

NaOH(4g/40㎖ 메탄올)를 적가하였다. 메탄올을 회전식 증발기로 제거하고 생성된 샘플을 실온에서 공기건조시켰다. IR

분석은 상기 예측 구조와 일치하였다. (6301 수지, 흐림도=37.2 및 Tc=2500ppm에서 126.3).

실시예 9

나트륨; 2-(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모노부틸에테르))일카보닐-3-비사이클로[2.2.1]헵탄카복실레이트

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산 무수물(166.17g/mol) 20.0g(120mmol) 및 스테아릴 알콜(약 340g/mol) 40.9g

(120mmol)을, 교반 어셈블리, 온도계 및 아르곤 블랭킷이 장착된 200㎖ 용적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었다. 수득된 용액

을 2시간 동안 150℃로 가열하에 교반하여, IR 및 산가로서 확인된 액체로서의 산-에스테르를 수득하였다. 상기 액체를

메탄올 100㎖와 함께 250㎖ 용적의 비커에 옮긴 다음, pH 12가 되도록 NaOH(4g/40㎖ 메탄올)를 적가하였다. 회전식 증

발기로 메탄올을 제거하고 생성된 샘플을 실온에서 공기건조시켰다. IR 분석은 상기 예측 구조와 일치하였다. (6501 수지,

흐림도=32.1 및 Tc=2500ppm에서 126.0)

실시예 10

2-콜레스테릴카보닐-3-비사이클로[2.2.1]헵탄카복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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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복실산 무수물(166.17g/mol) 8.59g(51.7mmol) 및 콜레스테롤(386.66g/mol) 20g

(51.7mmol)을, 교반 어셈블리 및 온도계가 장착된 100㎖ 용적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었다. 상기 용액을 2시간 동안

150℃로 가열하에 교반하여, IR 및 산가로서 확인된 산-에스테르를 수득하였다. 생성된 샘플을 실온에서 공기건조시켰다.

IR 분석은 상기 예측 구조와 일치하였다. (6501 수지, 흐림도=61.1 및 Tc=2500ppm에서 119.3)

실시예 11(비교예)

디나트륨 비사이클로[2.2.1]헵트-5-엔-2,3-디카복실레이트

물(100g)중의 엔도-비사이클로[2.2.1]헵트-5-엔-2,3-디카복실산 무수물(16.4g, 0.1mol)의 현탁액에 나트륨 하이드록

사이드(8.0g, 0.2mol)를 실온에서 첨가하였다. 이어서, 상기 혼합물을 2시간 동안 80℃에서 교반하였다. 투명한, 균질용

액이 수득되었다. 75℃의 진공상태에서 물을 제거하고, 생성된 백색의 결정 생성물을 건조시키고 분쇄하였다(융점

>300℃).

또한, 시판중인 샘플인 밀라드(등록상표) 3988, 나트륨 벤조에이트, NA-11 및 NA-21이 다른 비교예로서 상기 평가에 사

용되었다.

핵형성화 효능 시험:

전술한 실시예로부터의 첨가제 및 샘플 단독중합체 폴리프로필렌(HP) 수지 플라크를 포함하는 열가소성 조성물(플라크)

를, 웰렉스(Welex) 혼합기에서 약 2000rpm의 속도로 건조 배합시키고 400 내지 450℉에서 단일 스크류 압출기를 통해

압출시킨 다음, 펠릿화하여 제조하였다. 따라서, 하기 표 1에 따라 표적 폴리프로필렌의 1Kg 배치를 제조하였다:

[표 1]

 단독중합체 폴리프로필렌 조성물

 성분  양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

(히몬트 프로팍스(Himont Profax)(등록상표) 6301)
 1000g

이르가녹스(Irganox)(등록상표) 1010,

1차 산화방지제(제조사:시바(Ciba))
 500ppm

이르가포스(Irgafos)(등록상표) 168,

2차 산화방지제(제조사: 시바)
 1000ppm

 칼슘 스테아레이트, 산 포집제  800ppm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  전술한 바와 같음

또한, 히몬트 프로팍스(등록상표) 6501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상기와 동일한 조성물을 바람

직한 실시양태에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기본 HP(6301 또는 6501) 및 모든 첨가제의 무게를 잰 다음, 웰렉스 혼합기에서 약

1600rpm의 속도로 1분 동안 배합하였다. 이어서, 모든 샘플을, 4개의 가열 영역을 통해 약 204℃ 내지 232℃의 온도 변

화를 갖는 킬리온(Killion) 단일 스크류 압출기를 사용하여 용융컴파운딩시켰다. 압출기 다이의 출구에서 용융온도는 약

246℃이었다. 상기 스크류의 직경은 2.54cm이었고, 길이/직경의 비는 24:1이었다. 용융시 용융된 중합체를 60메쉬(250

㎛) 스크린을 통해 여과하였다. 이어서, 아르버그(Arburg) 25ton 사출성형기로 압출하여 상기 표적 폴리프로필렌의 플라

크를 제조하였다. 상기 주형기의 온도는 190 내지 260℃, 바람직하게는 190 내지 240℃,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200 내지

230℃로 설정되었다. 상기 플라크의 치수는 약 51mm×76mm×1.27mm이었으며, 주형은 개별적인 플라크로 이전되는 거

울 마무리를 가졌다. 주형 냉각 순환수의 온도는 약 25℃로 조절되었다.

투명화된 폴리프로필렌 열가소성 수지의 플라크를 형성함으로써 핵형성화 효과 및 기타 중요한 평가기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상기 표에 열거된 특정한 조성물을 사용하여 전술한 방법을 통해 이들 플라크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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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들 플라크 제제는 본 발명의 제품 및 방법에 대한 단지 바람직한 실시양태일 뿐이며,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어서, 생성된 플라크의 피크 결정화 온도에 대해 시험하였다(시차주사열량계를 사용). 결정화는 상기 용융

된 폴리올레핀 조성물로부터 고체 제품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폴리프로필렌

과 같은 폴리올레핀은 20℃/min의 냉각속도에서 약 110℃의 결정화 온도를 갖는다. 또한, 최종 생성물을 형성하는데 필요

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폴리올레핀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핵형성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최상의 핵형성화 화합물

은 최종 폴리올레핀 생성물에 대한 최고 결정화 온도를 반드시 제공한다. ASTM D-794-85에 따른 DSC를 사용하여, 핵

형성화 조성물의 효능, 특히 중합체 피크 결정화 온도(Tc)를 평가하였다. 이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폴리프로필렌

조성물을 분당 20℃의 속도로 60℃ 내지 220℃로 가열하여 용융된 제제를 제조하였으며, 2분 동안 피크 온도에서 유지시

켰다. 이어서, 온도가 출발온도인 60℃가 될 때까지 분당 20℃의 속도로 냉각시켰다. 이로써, 결정화 발열 도중 피크 최대

치로서 결정화 온도를 측정하였다. ASTM D 1003-92를 사용하여 핵형성화제의 투명화 성능을 측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플라크(폴리프로필렌으로서 히몬트 프로팍스(등록상표) 6301을 나타내는 6301 PP, 및 폴리프

로필렌으로서 히몬트 프로팍스(등록상표) 6501을 나타내는 6501 PP를 사용함)에 대한 피크 결정화 온도를 하기 표 2에

나타낸다:

[표 2]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에서 비사이클릭 핵형성화제의 성능

 첨가제
 첨가제 농도

(%)
 중합체 결정화 온도  흐림도(%)

 실시예 1(6301 PP)  0.1  126  34%

 실시예 1(6301 PP)  0.25  128  30%

 실시예 2(6301 PP)  0.1  125  48%

 실시예 2(6301 PP)  0.25  127  45%

 실시예 3(6501 PP)  0.2  124.9  38.5%

 실시예 4(6301 PP)  0.1  125.5  44.9%

 실시예 6(6501 PP)  0.2  126.1  35.8%

 실시예 7(6501 PP)  0.25  122.9  41.7%

 실시예 8(6301 PP)  0.25  126.3  37.2%

 실시예 9(6301 PP)  0.25  126  32.1%

 실시예 10(6501 PP)  0.25  119.3  61.1%

 리튬 비사이클로[2.2.1]헵탄 디카복실레이트(6301 PP)  0.25  123  56%

 칼륨 비사이클로[2.2.1]헵탄 디카복실레이트(6301 PP)  0.25  125  67%

 루비듐 비사이클로[2.2.1]헵탄 디카복실레이트(6301

PP)
 0.25  123  55%

 마그네슘 비사이클로[2.2.1]헵탄 디카복실레이트(6301

PP)
 0.25  117  78%

 바륨 비사이클로[2.2.1]헵탄 디카복실레이트(6301 PP)  0.25  121  71%

 스트론튬 비사이클로[2.2.1]헵탄 디카복실레이트(6301

PP)
 0.25  124  56%

 없음(6301 PP)   110  68%

 실시예 11(비교예)(6301 PP)  0.1  122  50%

 실시예 11(비교예)(6301 PP)  0.25  123  46%

 DMDBS(6301 PP)  0.25  123  11%

 NA-11(6301 PP)  0.1  124  32%

 NA-21(6301 PP)  0.25  123  20%

상기 결과를 통해, 본 발명의 생성물이 매우 높은 중합체 피크 결정화 온도를 나타내고, 일부 경우에는 비교예인 불포화된

화합물보다 낮은 흐림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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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형성화 효능에 대한 또다른 중요한 시험은 결정화 반감기(T1/2)이다. 이는 DSC로 수행되었으며, 특정 폴리프로필렌 조

성물을 분당 20℃의 속도로 60℃ 내지 220℃로 가열하여 용융된 제제를 제조하고 2분 동안 상기 피크 온도에서 유지시켰

다. 이어서, 온도를 140℃로 신속히 낮추고, 상기 온도에서 유지시켰다. 시간에 따른 결정화 발열을 측정하였다. 결정화 열

의 정확히 1/2이 발생되는 시간을 결정화 반감기로서 기록하였다. 보다 짧은 결정화 반감기는 높은 핵형성화 효능을 나타

낸다. 실제로, 결정화 반감기가 짧을수록 주기시간이 짧아짐을 의미하므로, 결정화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수치이다.

[표 3]

 단독중합체에서의 결정화 반감기

 첨가제  적재량(%)  T1/2(분)

 실시예 11  0.25  4.50

 실시예 1  0.25  0.98

 실시예 2  0.25  1.40

상기 결과를 통해, 실시예 1 및 실시예 2에서의 본 발명의 화합물이 상당히 짧은 결정화 반감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칼슘 스테아레이트 혼화성 시험:

본 시험에서, 칼슘 스테아레이트를 사용한 제제 및 사용하지 않은 제제에서의 핵형성화제를 시험하였다. 중합체 결정화 온

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제제에서 핵형성화제의 핵형성화 효능을 고찰하였다. 제제 및 시험조건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

2℃ 이상의 온도강하는 실패로서 간주한다.

[표 4]

 칼슘 스테아레이트 혼화성 시험

 첨가제  적재량(%)
 칼슘 스테아레이트 적재량

(%)
 중합체 피크 결정화 온도(℃)

 실시예 2  0.25  0  128

 실시예 2  0.25  0.08  128

 실시예 11  0.25  0  127

 실시예 11  0.25  0.08  127

 NA-11  0.1  0.08  124

 NA-11  0.1  0.08  121

 실시예 1  0.25  0  123

 실시예 1  0.25  0.08  121

상기 결과를 통해, 실시예 1 및 실시예 2에서의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만이 칼슘 스테아레이트와의 혼화성 시험을 통과한

것을 알 수 있다.

흡습성 시험:

본 시험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한 충분한 표면적을 수득하기 위해 분쇄된 생성물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각각의 실시예

2g을 시계접시에 펼치고 진공오븐에서 건조시킨 후, 즉시 무게를 재었다. 이어서, 샘플을 조절된 습도(65%)환경에 배치하

고, 7일 동안 매일 무게를 측정하였다. 수득된 중량%를 수분흡수의 %로서 정의하였다. 상기 결과를 하기 표 5에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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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흡습성 시험 결과

 번호  샘플  수득된 중량(%w/w)

 1  실시예 11  8%

 2  실시예 1  1%

 3  실시예 2  0%

상기 결과를 통해, 실시예 2의 포화가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흡습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금속으로서 칼슘의 사용이 수분흡

수량을 0으로 감소시킴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에서의 핵형성화 효능:

또한, 폴리에스테르에서의 핵형성화제로서 본 발명의 첨가제를 시험하였다. C.W. 브라벤더 토크 레오미터(Brabender

Torque Rheometer)를 사용하여 5000ppm의 첨가제를, 0.80의 IV를 갖는 쉘 클리어터프(Shell Cleartuff)(등록상표)

8006 PET 용기 등급 수지와 컴파운딩시켰다. 모든 수지를 수분함량이 20ppm 미만이 되도록 건조시켰다. 샘플을 취하고,

압축하고 신속히 냉각시켜 20 내지 40mil 필름으로 제조하였다. 모든 샘플을 분석하기 전에 6시간 동안 진공하에서 150℃

로 건조시켰다. 상기 샘플을, 질소하에서 20℃/min의 가열 및 냉각속도를 사용한 퍼킨 엘머 시스템(Perkin Elmer

System) 7 시차주사열량계로 분석하였다. 상기 중합체 피크 결정화 온도를 전술한 바와 같이 측정하였다. 결과를 하기 표

6에 나타낸다:

[표 6]

 폴리에스테르 핵형성화 결과

 샘플  피크 결정화 온도(℃)

 대조예  155

 실시예 11  184

 실시예 1  194

이처럼, 본 발명의 포화된 화합물은, 핵형성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예, 및 불포화된 핵형성화제 화합물을 사용한

대조예보다 크게 개선된 폴리에스테르의 핵형성화 효능을 나타내었다.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의 최종용도 적용

a) 섬유

얀 제조:

아모코(Amoco) 7550 섬유 등급 폴리프로필렌 수지(용융 흐름도 18)를, 핵형성화제 첨가제, 및 이르가녹스(등록상표)

1010 500ppm, 이르가포스(등록상표) 168 1000ppm(모두 시바에서 시판중인 산화방지제) 및 칼슘 스테아레이트

800ppm로 이루어진 표준 중합체 안정화 포장재와 컴파운딩시켜 얀을 제조하였다. 상기 기본 혼합물 2500ppm을 2중 스

크류 압출기(모든 영역에서 220℃)로 컴파운딩시켜 펠릿화하였다. 상기 첨가제는 전술한 실시예 1의 화합물이며, 첨가제

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예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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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펠릿을 알렉스 제임스 앤드 어소시에이츠(Alex James & Associates) 섬유압출기에 공

급하였다. 68의 정공 스피너릿을 사용한, 표 1에 나타낸 압출라인 조건을 사용하여 얀을 방사하여 통상적으로 150denier

의 얀을 수득하였다. 각각의 첨가제를 사용하여, 4개의 얀을 각각 100℃, 110℃, 120℃ 및 130℃의 열-고정 온도로 방사

하였다. 상기 온도는 롤(42 및 44)에서 조절기의 고정온도이다. 실제로는, 롤(42 및 44)의 표면 상에 최고 10℃이하의 편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형성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펠릿은 대조용 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하였다.

하기 측정치는 ±0.4% 단위의 통계학적 오차를 갖는다.

얀의 10" 구획을 표시하고, 5분 동안 측정온도의 오븐에 배치하고, 오븐에서 얀을 제거한 후 수축률(%)을 유사하게 측정함

으로써, 상기 얀에 대한 150℃ 및 130℃의 고온 공기중에서의 수축률을 시험하였다. 5개의 샘플을 재측정하고, 각각의 샘

플에 대한 평균 수축률을 하기 표 8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얀 샘플에 대해 시험된 핵형성화제 및 수축률 측정치를 하기 표

8에 나타낸다. 얀 샘플은 하기 표 7과 같다:

[표 7]

 폴리프로필렌 얀 조성-특정 핵형성화제를 첨가한 얀 샘플

 얀 샘플  첨가된 핵형성화제

 A  전술한 실시예 1의 화합물

 B(비교예)  없음(대조예)

섬유 및 얀의 물리적 분석

이어서, 제조도중 열-고정 온도 차이(열-고정 롤 상에서) 및 상이한 열-노출 조건(다양한 온도의 고온 공기, 및 100℃를

초과하는 비등수로의 노출)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변수를 적용하여, 상기 샘플 얀의 수축률 특성을 시험하였다. 결과

를 하기 표 8에 나타낸다:

[표 8]

 얀 샘플에 대한 수축률 실험 측정치

 얀 샘플  최고 가열온도(℃)  수축률 시험 및 온도(℃)  수축률

 A  110  150 고온 공기  16%

 A  120  150 고온 공기  13%

 A  130  150 고온 공기  13.5%

 A  140  150 고온 공기  7.5%

 A  110  130 고온 공기  9.4%

 A  120  130 고온 공기  8%

 A  130  130 고온 공기  6.2%

 A  140  130 고온 공기  4.0%

 B  110  150 고온 공기  19.9%

 B  120  150 고온 공기  18.2%

 B  130  150 고온 공기  15%

 B  140  150 고온 공기  10%

 B  110  130 고온 공기  12.2%

 B  120  130 고온 공기  10.3%

 B  130  130 고온 공기  8.4%

 B  140  130 고온 공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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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섬유에 대한 점착성 및 탄성 강도를 대조예와 비교하여 시험하였다. 각각의 경우(최고가열 온도만 상이하

다), 본 발명의 섬유는 대조용 섬유 및 얀의 측정치와 필적할만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본 발명의 화합물을 표적 폴

리프로필렌 섬유에 첨가함으로써 물성이 탁월히 개선되었다.

b) 박막 또는 박벽 제품

박벽 음료용 컵의 열성형:

높이 139mm, 상부 직경 93mm, 두께 0.2mm(약 8mil) 및 부피 560㎖의 치수를 갖는 음료용 컵 8.5g을 제조하였다.

상기 샘플 컵은 피복-손잡이 다기관 시이트 다이(coat-hanger manifold sheet die)가 장착된 미렉스-W 라이펜하우저

(Mirex-W Reifenhauser) 시이트 압출기를 사용하여 시이트 압출을 수행한 저 용융 흐름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

(MFR=4)(엑손(Exxon) 핵형성화되지 않은 에스코렌(Escorene) PP 7035E7 중간 충격 공중합체(Medium Impact

Copolymer) 기재 분말)로부터 제조되었다. 상기 미렉스-W는 직경 410mm(16.1in)의 3단롤의 업스택을 갖는다. 이러한

롤의 폭은 900mm(35.4in)이었다. 상부 및 하부 적외선 세라믹 가열기에 대해 세로열 조절된 성형기 오븐을 포함하는 일리

그(Illig) RDM 54K 열성형기를 사용하여 시이트 압출기를 인라인으로 가동하였다. 주형은 연마된 알루미늄이었으며 델린

(Delrin) 플러그 보조기를 사용하였다. 모든 샘플의 용융 온도는 약 237℃이었다. 하부 롤의 온도는 60℃, 중간 롤의 온도

는 80℃, 상부 롤의 온도는 60℃이었다. 부분이 스태커에 공급될 수 없을 때(예를 들어, 컵의 벽이 스태커의 부하력을 견딜

만큼 충분히 냉각되지 않을 때)까지 수행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각각의 샘플에 대한 주기시간을 하기한 바와 같이 측정하

였다.

[표 9]

 시판중인 핵형성화제 및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를 사용한 경우의 최대 주기수

  대조예
DMDBS

1200ppm

NA-21

1200ppm

NA-11

800PPM

전술한 실시

예 1

400ppm

전술한 실시

예 1

800ppm

전술한 실시

예 1

1200ppm

DMDBS/실시예

1

500/1500ppm

최대 주기시간

(주기/분)
 17.2  24.7  27.6  26.4  28.5  29.1  30.3  30.3

상기 결과를 통해, 본 발명의 화합물(및 본 발명의 박막 또는 박벽 제품)이 핵형성화되지 않은 대조예, 및 기타 시판중인 핵

형성화제를 함유한 수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주기시간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c) 두꺼운 플라크 또는 기타 유사한 제품(두께 약 15 내지 150mil)

사출성형된 용기:

치수 170×115×70mm, 벽 두께 0.5mm(약 20mil) 및 부피 약 1ℓ의 폴리프로필렌 함유 직사각형 용기를 23 내지 24g의

무게로 제조하였다. 이 용기는 고도로 연마되고, 성형 온도가 10 내지 60℃로 조정될 수 있도록 냉각 시스템이 장착된 허

스키(Husky) S90 박벽 사출성형기(Thin Wall Injection Mould(TWIN) Machine)에 의해 제조되었다. 또한, 주형은 성형

된 부분이 주형으로부터 손상없이 신속히 제거될 수 있게 하는 배출 시스템을 갖는다. 사용된 물질은 40 내지 45g/10min

의 용융흐름 속도를 갖는 단독중합체 PP(전술된 바와 같음)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동일한 제제(6301 PP; 실시예 1 약

2000ppm 첨가됨)를 사용하여 제품을 용이하게 제조하였으며, 이 제품은 식료품 등을 위한 소형용기로서 적당한 탄력성을

나타내었다.

d) 150mil 초과의 두께를 갖는 두꺼운 벽의 제품

중간크기의 토트(tote)용 사출성형된 반구형 리드(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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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부분은, 치수 15×22in, 무게 565g, 두께 약 160 내지 170mil의 백색(공급 호퍼속으로 백색 안료를 계량함에 따른

것)으로 측정되었고, 엑손 핵형성화되지 않은 에스코렌 PP 7035E7 중간 충격 공중합체 기재 분말(MFR=4)을 포함하였

다. 상기 부분을 2-공동(cavity) 주형을 사용한 1000ton 신시내티 밀라크론 사출성형기(Cincinnati Milacron Injection

Molding Machine)로 성형하였다. 전형적인 사출성형공정을 사용하여 상기 부분을 제조하였다:

배럴의 온도는 240 내지 255℃, 다이 온도는 300℃로 조절한다. 이로써 약 220 내지 240℃에서 용융된 중합체가 제조된

다. 용융온도는 30 내지 40℃로 조절하였다. 사용된 샷량(shot weight)은 60mm이었다. 425mm/s의 사출속도 및

2200psi의 사출압력을 사용하였다. 사출로부터 배출된 부분으로의 양호한 부분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전체 주기시간은 4

초이었다. 핵형성화하지 않은 수지, 본 발명의 수지, 및 전술한 시판중인 핵형성화제를 포함하는 기타 수지로부터 상이한

부분을 제조하였다.

[표 10]

 시판중인 핵형성화제 및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에 따른 주기시간

  대조예  DMDBS  NA-11  실시예 1

 전체 주기시간(s)  26.2  20.8  22.6  20.0

상기 결과를 통해,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가, 핵형성화되지 않은 대조예 및 시판중인 핵형성화제-함유 수지와 비교하여 상

당히 개선된 주기시간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하기 표 11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상기 실시예에 대해 굴곡탄성율을 측정하였다.

[표 11]

 다양한 핵형성화제에 따른 굴곡탄성율

  대조예  NA-11  실시예 1

 굴곡탄성율(MPa)  1057  1266  1277

상기 결과를 통해,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가 상당한 개선 및/또는 필적할만한 물성의 향상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햄퍼 리드(Hamper Lid):

컬러매트릭스 액체 백금(Colormatrix Liquid Platinum) 색상을 공급 호퍼에 계량하고, 이를 상기 토트 리드(엑손 핵형성

화되지 않은 에스코렌 PP 7035E7 중간 충격 공중합체 기재 분말)에서 기술된 바와 동일한 폴리프로필렌 제제와 혼합하

고, 단일 공동 주형을 사용하는 550ton 신시내티 밀라크론 사출성형기로 성형하였다. 본 시험에서 사용되는 5개의 샘플

을, 컴파운딩 도중 MFR=4에서 MFR=35로 비스크-브레이킹(visc-breaking)시켰다. 배럴 온도를 240 내지 255℃, 다이

온도를 약 300℃로 조절하고, 전형적인 사출성형 공정을 사용하여 부분을 제조하였다. 상기 조건으로 약 220 내지 240℃

에서 용융되는 중합체가 제조되었다. 주형 온도는 30 내지 40℃로 조절하였으며 사용된 샷량은 60mm이었다. 425mm/s

의 사출속도 및 2200psi의 사출압력을 사용하였다. 사출로부터 배출된 부분으로의 양호한 부분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전체

주기시간은 4초이었다.

[표 12]

 시판중인 핵형성화제 및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에 따른 주기시간

  대조예  나트륨 벤조에이트  NA-11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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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주기시간(s)  9.0  7.0  6.5  5.5

상기 결과를 통해, 본 발명의 핵형성화 화합물이, 핵형성화되지 않은 대조예 및 시판중인 핵형성화제 함유 수지와 비교하

여 상당히 개선된 주기시간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표 13]

 다양한 핵형성화제에 따른 굴곡탄성율

  대조예  실시예 1

 굴곡탄성율(MPa)  1122  1275

상기 결과를 통해, 본 발명의 핵형성화제가 이들 두꺼운 열가소성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개선된 물성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한 다양한 변형 및 개질이 수행될 수 있음

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는 하기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하기 화학식 II의 구조를 갖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제품:

화학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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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M1 및 M2는 M1 및 M2가 개별적으로 1가 양이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또는 M1 및 M2는 결합하여 단

일의 다가 양이온을 형성할 수 있고;

M1 및 M2는 독립적으로 하나 이상의 금속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며;

R1, R2, R3, R4, R5, R6, R7, R8, R9 및 R10은 개별적으로 수소, C1-C9 알킬, 하이드록시, C1-C9 알콕시, C1-C9 알킬렌옥

시, 아민, C1-C9 알킬아민, 할로겐, 페닐, 알킬페닐, 및 같은자리 또는 이웃자리 C1-C9 카보사이클릭으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M1 및 M2가 I족 및 II족 금속 이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M1 및 M2가 나트륨, 칼륨, 리튬, 루비듐 및 은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동일한 1가 양이온인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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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 3 항에 있어서,

M1 및 M2가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아연 및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단일의 다가 양이온으로

결합되는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22.

제 4 항에 있어서,

M1 및 M2가 둘 다 나트륨인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양이온이 칼슘인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24.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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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폴리올레핀 및 하나 이상의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열가소성 물질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25.

제 3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폴리올레핀 및 하나 이상의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열가소성 물질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26.

제 4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폴리올레핀 및 하나 이상의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열가소성 물질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27.

제 21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폴리올레핀 및 하나 이상의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열가소성 물질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폴리올레핀 및 하나 이상의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열가소성 물질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29.

제 23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폴리올레핀 및 하나 이상의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열가소성 물질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제품.

청구항 30.

하기 화학식 II의 구조를 갖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중합체 첨가제 조성물로서, 상기 조성물은 분말, 펠렛 및 액

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형태로 존재하며, 상기 조성물은 또한 하나 이상의 중합체, 및 선택적으로 가소화제, 산

포집제, 산화방지제, 항균제, 난연제, 광 안정화제, 정전기 방지제, 착색제, 안료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중합체 첨가제 조성물:

화학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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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M1 및 M2는 M1 및 M2가 개별적으로 1가 양이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또는 M1 및 M2는 결합하여 단

일의 다가 양이온을 형성할 수 있고;

M1 및 M2는 독립적으로 하나 이상의 금속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며;

R1, R2, R3, R4, R5, R6, R7, R8, R9 및 R10은 개별적으로 수소, C1-C9 알킬, 하이드록시, C1-C9 알콕시, C1-C9 알킬렌옥

시, 아민, C1-C9 알킬아민, 할로겐, 페닐, 알킬페닐, 및 같은자리 또는 이웃자리 C1-C9 카보사이클릭으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M1 및 M2가 I족 및 II족 금속 이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중합체 첨가제 조성물.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M1 및 M2가 나트륨, 칼륨, 리튬, 루비듐 및 은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동일한 1가 양이온인 중합체 첨가제 조성

물.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M1 및 M2가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아연 및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단일의 다가 양이온으로

결합되는 중합체 첨가제 조성물.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M1 및 M2가 둘 다 나트륨인 중합체 첨가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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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양이온이 칼슘인 중합체 첨가제 조성물.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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