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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a) 90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스티렌 및 말레산 무수물 및, 임의로 0 내지 10 중량%의 메틸 메

타크릴레이트와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중합된 공중합체 (I); b) 80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임

의로 0 내지 2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중합되며,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

도(ISO 1628 - 파트 6)가 50 내지 55 ml/g인 (공)중합체 (II); 및 c) 임의로,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의 성분

을 포함하는 성형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성형 화합물은 공중합체 (I)의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

트 6)가 55 ml/g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성형 화합물의 열가소성 가공에 의해 제조되는 성형체

및 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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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90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스티렌 및 말레산 무수물 및, 적절하다면 0 내지 10 중량%의 메틸 메타크

릴레이트와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중합된 공중합체 (I);

b) 80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적절하다면 0 내지 2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중합되며,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50 내지 55 ml/g인 (공)중합체 (II); 및

c) 임의로,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

의 성분을 포함하며, 공중합체 (I)의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55 ml/g 이하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성형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성형 조성물 또는 그로부터 제조된 시편이 하기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조성

물.

- 적어도 109℃의 비캣 연화점(Vicat softening temperature) VST (ISO 306-B50),

- 적어도 2.5 내지 5.0 cm3/10분의 용융지수 MVR (ISO 1133, 230℃/3.8 kg),

- 10000시간 제노테스트(xenotest) 내후성(DIN EN ISO 4893, 파트 2) 2.0 이하의 황도 지수 (DIN 6167).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성형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시편의 황도 지수 (DIN 6167)의 증가가 10000 시간 동안의

제노테스트(xenotest) 내후성 시험(DIN EN ISO 4893, 파트 2) 후 1.5 단위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3.0 N의 인가력을 사용하여 얻어진, 상기 성형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시편의 태

버(Taber) 203 스크래치 경도가 3 μ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 (I) 및 (공)중합체 (II)가 95 대 5 중량부 내지 5 대 95 중량부의 비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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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내지 9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10 내지 20 중량%의 스티렌, 및

5 내지 15 중량%의 말레산 무수물

로부터 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 (II)가 95 내지 99.5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0.5 내지 5 중

량%의 메틸 아크릴레이트로 구성된 중합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의 비율이 10 중량% 이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성형 조성물.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보조제로서 윤활제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보조제로서 이형제인 스테아릴 알콜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조성

물.

청구항 11.

열가소성 가공, 특히 사출 성형 또는 압출을 통해, 또는 공압출, 적층 또는 래커링을 통해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

에 기재된 성형 조성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조되는 성형 부품.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부품이 고형 시트, 주름잡힌 시트, 공동을 갖는 패널, 특히 다중-웹 샌드위치 패널, 이중-웹 샌드위

치 패널, 삼중-웹 샌드위치 패널, 또는 사중-웹 샌드위치 패널, 또는 격자 구조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다른 샌드위치 패널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출 부품.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부품이 가정용 기구, 통신기구, 취미용 또는 스포츠용 장비의 부품, 또는 차체 부품, 또는 자동차 제

조, 선박 제조 또는 비행기 제조시의 본체 부품이며, 그 예로는 램프 커버, 장비 커버, 타코미터 커버, 패널, 또는 장식용 스

트립(stri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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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품을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공압출, 적층, 또는 래커링된 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 부품.

청구항 15.

열가소성 가공, 특히 사출 성형 또는 압출, 또는 공압출, 적층, 또는 래커링을 통해 성형 부품 또는 그의 일부를 제조하기 위

한,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성형 조성물의 용도.

청구항 16.

표면의 코팅 또는 목재의 함침을 위한,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성형 조성물의 용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내후성의 성형 부품을 위한 성형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P 0 113 105 A1은 두 개의 공중합체로 구성되는 내열성 메타크릴레이트 플라스틱 혼합물을 기술한다. 공중합체 I은 메

틸 메타크릴레이트, 방향족 비닐 성분 및 말레산 무수물의 중합을 통해 수득되며, 공중합체 II는 80 내지 100 중량%의 메

틸 메타크릴레이트와 0 내지 20 중량%의 다른 공중합 가능한 에틸렌성 단량체로 구성되는 중합체이다.

구체적으로, 공중합체 I은 50 내지 98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1 내지 25 중량%의 스티렌 및 1 내지 25 중량%의

말레산 무수물로 구성될 수 있다. 제조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기술된다. 실시예에서는, 부분 중합을 통해, 2,2'-아

조비스(2,4'-디메틸발레로니트릴)을 개시제로 하고 tert-도데실 머캅탄을 분자량 조절제로 하여, 기재된 단량체를 전환하

여 예비 중합체를 제공하는 특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예비 중합체는 그 후 중합 셀 내에 개시제로서 2,2'-퍼옥사이드 및

tert-도데실 머캅탄의 존재 하에서 먼저 80℃에서 30분간 중합되고, 130℃에서 2시간 동안 다시 중합되어 시트를 제공한

다. 중합체 시트는 그 뒤 세분되어 펠릿(pellet)을 제공한다. 중합체의 분자량에 관해 기재된 것은 없으나, 주의를 끄는 요

소는 25℃에서 클로로포름 중의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60 ml/g 초과인 것으로 보아, 제조 방법이 반드시 비교

적 고분자량을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EP 0 113 105 A1에서는, 공중합체 I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성형 조성물(공중합체 II)의 혼

합물이 제조되고 그의 성질이 연구된다. 제품은 사출 성형 부품에서와 같은 검출 가능한 황변 경향이 없고, 1100시간 동안

노출 후 고내후성인, 고투명성 플라스틱 혼합물이다.

발명의 목적 및 해결 수단

EP 0 113 105 A1로부터 출발한 본 발명의 목적은 내후성이 더욱 개선되고 MVR 유동성 (230℃/3.8 kg)이 특히 사출 성

형에 유리한 영역에서 2.5 내지 5.0 cm3/10분인 성형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목적은 장기간의 풍화

에 노출된 시편의 표면이 매우 적은 균열만을 나타내거나 균열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EP 0 113 105 A1과

비교할 때 비캣(Vicat) 연화점 VST (ISO 306-B50)가 감소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감소하며, 연화점이 109℃를 달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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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스티렌 및 말레산 무수물 및, 적절하다면 0 내지 10 중량%의 메틸 메타크

릴레이트와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중합되며, 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55 ml/g 이

하인 공중합체 (I);

b) 80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적절하다면 0 내지 2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중합되며,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50 내지 55 ml/g인 (공)중합체 (II); 및

c) 임의로,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

의 성분을 포함하는, 성형 조성물에 의해 달성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a) 90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스티렌 및 말레산 무수물 및, 적절하다면 0 내지 10 중량%의 메틸 메타크

릴레이트와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중합되며, 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55 ml/g 이

하인 공중합체 (I);

b) 80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적절하다면 0 내지 2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중합되며,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50 내지 55 ml/g인 (공)중합체 (II); 및

c) 임의로,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

의 성분을 포함하거나, 이들 성분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의 유리한 성질은, 실질적으로 공중합체 (I)과 (공)중합체 (II)의 혼합물에 기초한 것이다. EP 0 113

105 A1과 비교할 때 개선된 성질의 결정적 요소는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55 ml/g 이

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합체 (I)의 저분자량이다. 성형 조성물은 많은 예에서 단지 공중합체 (I) 및 (공)중합체 (II)만

을 포함하지 않으며,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를 포함하고, 착색되는 사출 성형 부품의 경우 그 예로는 착색

제, 안료 또는 유기 염료가 있다.

예를 들어 사출 성형을 통해,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로부터 제조되는 시편은

- 적어도 108℃, 바람직하게는 110 내지 115℃의 비캣 연화점(Vicat softening temperature) VST (ISO 306-B50),

- 적어도 2.5 내지 5.0, 바람직하게는 2.8 내지 4.9 cm3/10분의 용융지수 MVR (ISO 1133, 230℃/3.8 kg),

- 10000시간 제노테스트(xenotest) 내후성(DIN EN ISO 4893, 파트 2) 2.0 이하의 황도 지수 (DIN 6167)

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DIN EN ISO 4893, 제2부에 따른 제노테스트(인공 풍화 또는 장치 내 조사(irradiation)-편광된 제논 아크 조사)가 당업자

에 의해, 예를 들면 하기의 변수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베타 LM 제노테스트 장치; 낮은 파장 한계 람다 G = 300 nm (제노크롬 300 필터); 흑색 표준 온도 = 65 +/- 3℃; 물 분사

/건조 주기: 물 분사 18분, 건조 시간 102분; 건조 중 상대 습도 = 65 %; 불변 조건 = 시편에의 연속 조사; 조사 강도 = 표준

방법 A (인공 풍화); 시험 장치: 제노센시티브(Xenosensitiv)(300 내지 400 nm의 람다), 45 내지 120 W/m2 로 조절 가능,

정상 규격 60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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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추가로, 상기 성형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시편의 10000시간 동안의 제노테스트 풍화(DIN EN

ISO 4893, 제2부) 후 황도 지수(DIN 6167, D65/10o 광원, 3 mm) 증가가 1.5 단위 이하, 바람직하게는 1.0 단위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상기 성형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시편이 5000시간 동안의 제노테스트 풍화 시험(DIN EN ISO

4893, 제2부) 후, 또는 10000시간 후에도 육안에 관측되는 균열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3.0 N의 인가력을 사용하여 얻어진, 상기 성형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시편의 태버(Taber) 203 스

크래치 경도가 균열 깊이 3 μm 이하, 특별하게는 균열 깊이 2.8 μ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중합체 (I)

(공)중합체 (II)는 80 내지 100 중량%, 바람직하게는 90 내지 100 중량%, 특별하게는 99 내지 100 중량%의 메틸 메타크

릴레이트, 스티렌 및 말레산 무수물로 구성된다. 적절하다면, 0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10 중량%, 특별하게

는 0 내지 1 중량%의 자유라디칼 중합이 가능한 다른 공단량체 또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α-메틸스티렌 또는 C1-

C4-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 특별하게는 메틸 아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부틸 아크릴레이트, 특히 n-부틸

아크릴레이트를 들 수 있다.

공중합체 (I)은 특히 바람직하게는 자유라디칼 중합이 가능한 단위체만으로 구성되며,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스티렌 및 말

레산 무수물로 구성된다.

적합한 정량 비율의 예로는,

50 내지 90 중량%,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8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10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12 내지

18 중량%의 스티렌, 및 5 내지 15 중량%,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2 중량%의 말레산 무수물을 들 수 있다.

공중합체 (I)의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는 55 ml/g 이하, 바람직하게는 50 ml/g 이하, 특별

하게는 40 내지 55 ml/g, 특히 바람직하게는 43 내지 50 ml/g이다.

이는 몰 질량 Mw(중량평균) 95000 g/mol(Mw은 보정 표준으로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기초로 한 겔 투과 크로마

토그래피에 의해 측정함)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자량 Mw는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광산란 방법(예컨대,

문헌 [H.F. Mark et al.,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2nd Edition, Vol. 10, pages 1 ff., J.

Wiley, 1989] 참조)에 의해 측정 가능하다.

상응하는 공중합체는 그 자체로 공지된 방식으로, 자유라디칼 중합을 통해 수득할 수 있다. EP-A 264 590은 메틸 메타크

릴레이트,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말레산 무수물 및, 적절하다면 저급 알킬 아크릴레이트로 구성되는 단량체 혼합물로 구성

되는 성형 조성물의 제조 방법의 예를 기술하며, 여기서 중합은 비-중합성 유기용매의 존재 또는 부재 하에서 50% 전환율

까지 수행되고, 중합은 적어도 50% 전환율에서 출발하여, 75 내지 150℃ 범위에서, 유기 용매 존재 하에 적어도 80% 전환

율까지 계속되고, 그 뒤 저분자량의 휘발성 성분은 증발된다.

JP-A 60 147 417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말레산 무수물로 구성되는 단량체 혼합물과 적어도 하나의 비닐방향족 화합

물이 100 내지 180℃의 온도에서 용액 중합 또는 벌크 중합에 적합한 중합 반응기로 공급되어 중합되는, 고도로 내열성인

폴리메타크릴레이트 성형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기술한다. DE-A 44 40 219는 또 다른 제조 방법을 기술한다.

예컨대, 공중합체 (I)은 예를 들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6355 g, 스티렌 1271 g 및 말레산 무수물 847 g로 구성되는 단량

체 혼합물을 취하여, 여기에 tert-부틸 퍼네오데카노에이트 1.9 g 및 tert-부틸 3,5,5-트리메틸퍼옥시헥사노에이트 0.85

g을 중합 개시제로, 2-머캅토에탄올 19.6 g을 분자량 조절제로, 및 팔미트산 4.3 g을 혼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생성 혼합

물은 중합 셀로 충전되어, 예컨대 10분간 액화될 수 있다. 혼합물은 그 후 수조 중에서 예컨대 60℃에서 6시간 동안, 그 후

수조 온도 55℃에서 30시간 동안 중합될 수 있다. 약 30시간 후, 중합 혼합물은 최고 온도인 약 126℃에 도달한다. 한 번

중합 셀이 수조로부터 제거되면, 성분 a)에 해당하는 중합체는 추가로 중합 셀 내의 대기 하 오븐 안에서, 예를 들면 117℃

에서 약 7시간 동안 열-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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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합체 (II)

공중합체 (II)는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 - 파트 6)가 50 내지 55 ml/g, 바람직하게는 52 내지 54 ml/

g인 (메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이다.

이는 몰 질량 Mw(중량평균) 80000 내지 200000 g/mol, 바람직하게는 100000 내지 150000 g/mol에 해당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분자량 Mw는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광산란 방법(예컨대, 문헌 [H.F. Mark et al.,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2nd Edition, Vol. 10, pages 1 ff., J. Wiley, 1989] 참조)에 의해 측정 가능하다.

(공)중합체 (II)는 적어도 8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적절하다면 최대 20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공중

합 가능한 다른 단량체로 구성되는 단일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이다. (공)중합체 (II)는 자유라디칼 경로로 중합되는 80 내지

100 중량%, 바람직하게는 90 내지 99.5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단위체 및, 적절하다면 0 내지 20 중량%, 바람직

하게는 0.5 내지 10 중량%의 자유라디칼 중합 가능한 다른 공단량체, 예컨대 C1-C4-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특별하게

는 메틸 아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부틸 아크릴레이트, 바람직하게는 n-부틸 아크릴레이트로 구성된다. 공중

합체 (II)의 평균 몰 질량 Mw은 바람직하게는 90000 g/mol 내지 200000 g/mol, 특별하게는 100000 g/mol 내지 150000

g/mol이다.

예를 들면, (공)중합체 II는 95 내지 99.5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0.5 내지 5 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중

량%의 메틸 아크릴레이트로부터 중합될 수 있다.

(공)중합체 (II)의 비캣 연화점 VST(ISO 306-B50)은 적어도 107℃, 바람직하게는 108 내지 114℃일 수 있다. 용융 지수

MVR(ISO 1133, 230℃/3.8 kg)은 예를 들면 2.5 cm3/10분 이상일 수 있다.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또한 공중합체 (I) 및 (공)중합체 (II)로 구성되는 중합체 혼합물과 더불어, 그 자체로 공지된 방식

으로,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열 안정제, UV 안정제, UV 흡수제, 산화방

지제 및/또는 착색제, 안료, 또는 유기 염료를 들 수 있다. 존재하는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의 양은 10 중

량%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하, 특별하게는 2 중량%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하다면, 성형 조성물은 통

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출 성형 공정에서, 윤활제 또는 이형제가 특히 중요한데, 이들은 중합체 혼합물이 사출 주형에 달라붙을 가능성을 낮추

거나, 또는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성형체, 특히 사출 성형 부품의 경우 투명하지 않고 색깔을 띠므로, 착색제,

안료, 또는 유기 염료를 첨가제로 포함한다. 야외 용도의 부품은 일반적으로 풍화로부터의 추가 방어를 위한 UV 안정제,

UV 흡수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윤활제가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탄소수 C20 미만, 바람직하게는 C16 내지 C18의 포화 지방산의

군, 또는 탄소수 C20 미만, 바람직하게는 C16 내지 C18의 포화 지방성 알콜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존재

하는 정량 비율은 바람직하게는 매우 적은 것이며, 중합체 혼합물을 기준으로 최대 0.25 중량%, 예를 들면 0.05 내지 0.2

중량%이다.

이러한 물질의 예로는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과 팔미트산으로 구성되는 공업적 혼합물을 들 수 있다. 다른 적

합한 물질의 예로는 n-헥사데칸올, n-옥타데칸올 및 n-헥사데칸올과 n-옥타데칸올로 구성되는 공업적 혼합물을 들 수 있

다.

스테아릴 알콜이 윤활제 또는 이형제로서 특히 바람직하다.

성형 조성물의 제조

성형 조성물 또는 중합체 혼합물은 성분 a) 및 b)의 건조 배합을 통해 제조될 수 있으며, 이 성분들은 분말, 비드(bead), 또

는 바람직하게는 펠릿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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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합체 (I) 및 (공)중합체 (II)는 그 비가 95 대 5 중량부 내지 5 대 95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20 대 80 중량부 내지 80 대

20 중량부, 특별하게는 20 대 60 중량부 내지 80 대 40 중량부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합체 혼합물은 용융, 용융물 중 개별 성분들의 혼합, 또는 개별 성분들의 건조 예비혼합물들의 혼합에 의해 가공되어, 바

로 사용 가능한 성형 조성물을 제공한다. 이는 예를 들면 단일 또는 이중-스크류 압출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후 생성되

는 압출물이 펠릿화될 수 있다.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 c)는 직접 혼합될 수도 있고, 그 후 요구되는 추가 가

공기에 의해 첨가될 수도 있다.

성형 조성물/성형체의 용도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열가소성 가공, 특별하게는 사출 성형 또는 압출, 또는 공압출 또는 적층, 또는 래커링을 통해 성

형 부품 또는 그의 일부를 제조하기 위해, 그 자체로 공지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의 존재에 기

인한 본 발명의 성형체의 특징은, 고내후성 및, 황변 및 균열에 대한 경향이 거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표면의 스크래치 내

성 또한 높다.

성형체는 바람직하게는 90 내지 100 중량%의 공중합체 (I) 및 (공)중합체 (II), 및 적절하다면 0 내지 10 중량%의 통상의

첨가제, 보조제 및/또는 충전제로 구성되는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다.

압출 성형체의 예로는 고형 시트, 주름잡힌 시트, 공동을 갖는 패널, 특히 다중-웹 샌드위치 패널, 이중-웹 샌드위치 패널,

삼중-웹 샌드위치 패널, 또는 사중-웹 샌드위치 패널, 또는 격자 구조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다른 샌드위치 패널을 들 수

있다.

사출 성형 부품은 예를 들면 가정용 기구, 통신기구, 취미용 또는 스포츠용 장비의 부품, 또는 차체 부품, 또는 자동차 제조,

선박 제조 또는 비행기 제조시의 본체 부품이며, 그 예로는 램프 커버, 장비 커버, 타코미터 커버, 디스플레이, 패널, 또는

장식용 스트립(strip)을 들 수 있다. 성형체의 부품,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 선박 제조 또는 비행기 제조시의 본체 부품은

층 구조의 부품일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예컨대 외부의 투명-래커층 및/또는 착색제와 함께 제공되는 내부

층으로 상기 부품에 사용될 수 있다.

자동차 차체 부품 또는 그 일부의 전형적인 예로는 램프 커버, 장비 커버, 타코미터 커버, 패널, 장식용 스트립, 스포일러

(spoiler), 천정용 모듈 또는 외부-거울 하우징(exterior-mirror housing)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은 고내후성을 가지므로, 표면의 코팅 또는 목재의 함침에 특히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 가능한 도포 방법은,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을 유기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에 도입하고, 그것을 래커로 가공하는 것이

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 발명의 성형 조성물의 용융물을 사출 주형 내의 목재(예를 들면 제어 스위치 또는 패널)로 구성된 물

품상으로 사출하는 사출 성형 공정에 의해, 목재를 코팅할 수 있다.

실시예

A) 공중합체 (I)의 제조

공중합체 (I)은 75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15 중량%의 스티렌, 및 10 중량%의 말레산 무수물로 구성되는 공중합

체이다.

실험 절차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6355 g, 스티렌 1271 g 및 말레산 무수물 847 g으로 구성된 단량체 혼합물을 만들고,

이를 중합 개시제로서 tert-부틸 퍼네오데카노에이트 1.9 g 및 tert-부틸 3,5,5-트리메틸퍼옥시헥사노에이트 0.85 g, 및

분자량 조절제로서 2-머캅토에탄올 19.6 g, 및 팔미트산 4.3 g과 혼합하였다.

생성 혼합물을 중합 셀로 충전하고, 10분간 액화하였다. 혼합물을 그 후 수조 중에서 예컨대 60℃에서 6시간 동안, 그 후

55℃ 수조 온도에서 30시간 동안 중합할 수 있었다. 약 30시간 후, 중합 혼합물은 최고 온도인 약 126℃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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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 셀을 수조로부터 제거한 뒤, 중합체를 추가로 중합 셀 내의 대기 하 오븐 안에서, 117℃에서 약 7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

생성된 공중합체 (I)은 투명하고 거의 색을 띠지 않았으며, 그의 V.N.(용액 점도수, ISO 1628-6, 25℃, 클로로포름)은

48.7 ml/g였다. ISO 1133에 따른 공중합체의 유동성은 230℃에서, 3.8kg을 사용하였을 때 MVR = 3.27 cm3/10분이었

다.

B) (공)중합체 (II)

사용된 (공)중합체 (II)는 99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1 중량%의 메틸 아크릴레이트로 구성되는, 25℃에서 클로로

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파트 6)가 약 53 ml/g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중합체를 포함하였다.

C) 공중합체 (III)

비교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75 중량%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15 중량%의 스티렌 및 10 중량%의 말레산 무수물로 구성

되는, 25℃에서 클로로포름 중 용액 점도(ISO 1628-6)가 약 68 ml/g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중합체(공중합체 III)를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공중합체 (III)은 공중합체 (I)과 고분자량이라는 점에서만 상이하다.

D) 성형 조성물 A 내지 D의 제조

성형 조성물 A 내지 D는 공중합체 I, II 및 III을 각각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일단 개별 성분을 10 L 혼합 드럼 내로 칭량한 후, 균일 펠릿 혼합물을 텀블링 혼합기에서 5분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35

mm의 스크류 직경을 갖는 단일 스크류 압출기의 깔때기(hopper) 내로 혼합물을 넣고, 용융 온도 230℃에서 압출하였다.

압출물을 압출기 다이 헤드로부터 빼내고, 수조 및 그 후 공냉 구역에서 냉각한 뒤, 펠릿기를 이용하여 잘라 펠릿을 만들었

다. 이 과정을 공중합체 I과 공중합체 II로 구성된 혼합물, 및 공중합체 II와 공중합체 III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

유변학적 성질의 시험을 위하여, 펠릿의 샘플 양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득한 펠릿으로부터, 110 x 110 x 3

mm의 용적을 갖는 시트를 스크래치 경도 측정용으로 사출 성형하고, 65 x 40 x 3 의 용적을 갖는 시편을 풍화 시험 및 광

학 측정에 사용하였다.

디맥(Demag) 사의 사출 성형기인 슈바익(Schwaig) DEMAG D150을 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사출 성형 변수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용융 온도 250℃, 성형 온도 70℃, 사출 압력: 120 내지 160 바, 유지 압력:80 내지 75 바.

하기 표는 제품의 구성, 수행한 시험 및 수득된 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이 표는 다양한 중합체 혼합물에 관한 구성, 시험 및

시험 결과이며, 실시예 A 및 B는 본 발명의 것이고, 실시예 C 및 D는 본 발명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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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IN EN ISO 4892, 파트 2에 따른 제노테스트(인공 풍화 또는 장치 내 조사(irradiation)-편광된 제논 아크 조사)를 베타

LM 제노테스트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낮은 파장 한계 람다 G = 300 nm; 흑색 표준 온도 = 65 +/- 3℃; 물 분사/건

조 주기: 물 분사 18분, 건조 시간 102분; 건조 중 상대 습도 = 65 %; 불변 조건 = 시편에의 연속 조사; 조사 강도 = 표준 방

법 A (인공 풍화); 시험 장치: 제노센시티브(Xenosensitiv)(300 내지 400 nm의 람다), 45 내지 120 W/m2 로 조절 가능,

정상 규격 60 W/m2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공개특허 10-2007-0034466

- 1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5
  실시예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