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C08F 8/00 (2006.01)

     C08F 8/50 (2006.01)

     C08J 3/02 (2006.01)

     C08G 63/7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7월24일

10-0603257

2006년07월13일

(21) 출원번호 10-2004-0098051 (65) 공개번호 10-2006-0058978

(22) 출원일자 2004년11월26일 (43) 공개일자 2006년06월01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김상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강변건영아파트 103동 2004호

오성근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96-1 강림그린빌라 4-201

이영호

경기 평택시 장당동 355

(74) 대리인 정홍식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8253596 A

KR1020020012481 A

KR1020020094723 A

KR1020030049627 A

KR1019960704831 A

KR1020020018220 A

KR1020030049626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박종일

(54)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및 제조된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요약

본 발명에서는 (a) 해중합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하에서, 폴리에스테르 수지, 수지용해제 및 축중합촉매를 혼합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해중합시키는 단계; (b) (a) 단계의 반응 혼합물에 제 1 중합단량체를 첨가하는 단계; (c) 중합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하에서, 제 2 중합단량체를 상기 (b) 단계의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여 상기 해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

를 중합시키는 단계; 및 (d) (c)단계의 중합 반응물에 중화제를 첨가하여 중화시키는 단계; (e) 중화된 혼합물에 역중화제

를 첨가하여 역중화시키는 단계; 및 (f) 역중화된 혼합물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라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을 제조하여, 건식 토너용 결합제 수지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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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친환경적인 유기용매의 사용을 회피할 수 있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화중합법에 의하여 토

너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서, 사용된 수지용해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우수한 품질의 컬러 토너를 제조할 수

있다.

색인어

폴리에스테르, 수지용해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프린터용 건식 토너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본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수

지 미립자 분산액에 관한 것이다.

레이져 빔 프린터에 사용되는 토너는 크게 건식토너와 액체토너로 분류할 수 있다. 건식토너의 경우 결합제 수지, 착색제,

및 기타 첨가제를 포함한다.

결합제 수지는 전체 토너 중량의 약 90 중량% 정도에 달하고, 토너 입자를 종이위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너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결합제 수지로 사용되는 것은 토너의 제조방법에 따라 각각 달라진

다.

착색제는 토너의 색상을 나타낸다. 착색제란 보통 염료 또는 안료에 분산제, 수지, 안정제 등을 가하여 사용을 보다 편리하

게 한 2차 가공품을 의미한다. 염료는 염료(dyestuff)는 섬유에 대한 친화성, 즉 염착성이 있는 색소를 말하며, 주로 방향

족 고리를 포함한다. 안료(pigment)는 물과 기름에 불용성인 백색 또는 유색의 분말형태의 색소 물질이다. 안료의 특성인

색상은 화학적 구조나 입자에 의하여 가시광선 조건하에서 반사되거나 투과되어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안료는

극히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으나, 염료와 달리 보통 용매에의 불용성 때문에 분산제(vehicle)에 분산되어 사용된다. 일반적

으로 토너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착색제는 안료이다.

착색제는 카본 블랙 및 여러 색깔의 안료, 즉 파랑, 갈색, 시안, 녹색, 보라. 마젠타, 빨강, 노랑 및 이들의 혼합색이다. 사용

될 수 있는 안료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안트라퀴논, 프탈로시아닌 블루, 프탈로시아닌 그린, 디아조스, 모노아조스, 피란트

론, 페릴렌, 퀴나크리돈, 인디고이드계 안료 등이 있다.

토너는 전술한 기본 구성요소 이외에도 토너의 여러가지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건식토너의 제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토너의 경우 그 입자의 특성이 기록매체 상에 나타나는 화상의 해상도와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화상을 얻기 위해서는 토너입자의 모양이 구형일수록, 또한 토너의 입자크기가 작고 균

일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보다 구형이고 입자의 크기가 가능한한 미세하며 또한 입자의 크기분포가 균일한 토너의 제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식토너의 제조방법은 일반적으로 분쇄법, 중합법 및 기타 화학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쇄법은 결합제 수지, 착색

제, 대전제어제 기타 첨가제를 균일하게 예비 혼합하고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분산 후 다시 분쇄시키는 제조방법이다.

전술한 바람직한 토너입자 특성에 대한 요청관점에서 볼 때 분쇄법에 의해 토너를 제조하면 마지막 분쇄과정의 수율이 좋

지 않고 분쇄과정의 결과로 얻어진 토너입자의 크기는 비교적 미세하지 않으며 균일하지 않고 토너입자의 모양 또한 구형

으로 제조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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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쇄법의 단점을 고려하면, 토너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중합법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중합법은 재료물

질을 혼합하여 화학적으로 중합시켜 제조하는 방법이고, 중합법에는 현탁 중합법(suspension polymerization)과 유화 중

합법(emulsion polymerization)이 있다.

현탁 중합법은 수불용성 단량체를 지름 10 ㎛정도의 기름방울로 만들어 수중에 분산시켜 중합시키는 방법인데, 친유성의

중합개시제를 사용하며, 기름 방울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분산제를 필요로 한다.

유화 중합법에서는 유용성의 단량체를 유화제(emulsifying agent)에 의해 유화시켜 수용성 개시제를 사용하여 중합시킨

다. 유화제는 서로 혼합하지 않는 2종의 액체를 안정된 에멀션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물과

물에 용해되지 않는 유기체와의 에멀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개념이다. 계면활성제(surfactant)는

계면에 흡착하기 쉬운 특성과 임계 미셀농도 이상에서 미셀(micelle)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는 첨가제이다.

유화중합은 단량체가 도입된 미셀내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고중합도(high degree of polymerization)의 고분자가

얻어진다.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임계 미셀농도 이상일 때 형성되는 미셀은 계면활성제의 분자 또는 이온이 수성상

(aqueous phase) 중에서 형성하는 집합체를 일컫는다. 수성상 중에서 중합개시제가 라디칼(radical)화 되고 라디칼화된

개시제와 결합한 단량체가 미셀내부로 포집되어 중합이 개시된다. 미셀내에서 단량체의 중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화중

합법은 디비닐체 단독 또는 비닐 화합물과의 공중합으로 가교된 극미소(지름이 약 수십 nm) 마이크로 겔(micro gel)을 합

성하는 데에도 또한 이용되고 있다.

유화중합법에 의한 토너제조시 결합제 수지로 라텍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텍스(latex)의 본래 의미는 파라 고무나무에서

채취되는 천연고무의 유상분비액으로서 고무 입자는 물을 분산매로 하여 콜로이드(colloid) 상으로 분산되어 부유하고 있

다. 현재는 천연고무 라텍스 이외에도 합성고무 및 고무계 이외의 합성수지 에멀션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라

텍스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단량체로는 스티렌, 디비닐벤젠, n-부틸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및 아크릴산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 특허 제 6,120,967호에는, 라텍스를 결합제 수지로 사용하여 유화중합법을 이용하여 토너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

어 있다. 동특허에 따르면 토너제조방법은 먼저, 단량체로 스티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아크릴산을 선택하여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개시제를 혼합하여 중합온도에서 중합시켜 결합제 수지인 라텍스를 얻는 단계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제조

된 라텍스를 착색제 및 이형제로서 사용되는 왁스와 혼합시킨다. 그 다음에 응집제를 첨가하여 응집반응을 진행시키고 응

집된 입자를 용융시켜 최종적으로 토너를 얻을 수 있다.

라텍스를 사용하는 유화중합방법은 전술한 대로 다른 제조방법보다 더 미세하고 크기는 균일하며 보다 구형인 입자를 얻

을 수 있게 한다. 사용할 수 있는 단량체의 종류는 다양하고,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이 용이한 종류가 많으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스티렌/아크릴레이트 계로 제조한 라텍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티렌은 수지·합성 고무·도료 등의 화학 공업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범용 원료이고, 아크릴산은 프로필렌의 직접 산화

또는 아크릴로니트릴의 황산에 의한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지는 중합되기 쉬운 원료이다. 따라서, 라텍스의 제조에 스티렌

및 (메타)아크릴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스티렌/(메타)아크릴레이트 계 라텍스 수지의 경우는 토너에 사

용하기 위해 열적인 면이나, 또는 기계적인 면에서 좀더 높은 수준의 물성을 갖출 것이 요청되었으며, 또한 스티렌/(메타)

아크릴레이트 계 수지는 투명성이 낮아 토너의 색 표현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폴리에스테

르 수지를 결합제 수지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 특허 제 6,203,957호에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결합제 수지로 사용하여 토너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동

특허에 따르면, 먼저 단량체로 중합하여 물에 자체 분산성이 있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하게 된다. 제조된 폴리에스테

르 수지는 수지를 용해시킬 수 있는 유기용매에 용해되고, 중화제로서 암모니아수가 투입된다. 혼합물은 산을 포함하는 수

성매체(aqueous medium)로 적하시켜 입자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를 여과 및 건조하여 착색제 및 기타 첨가제를 넣어 토

너입자를 제조하게 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기존의 일반적인 라텍스 수지인 스티렌/아크릴레이트 결합제 수지보다 열적·기계적 물성이 우수하

고, 또한 스티렌/아크릴레이트 결합제 수지를 사용한 토너의 경우보다 우수한 색 표현력을 갖추었으나, 그 제조방법에 있

어서는 문제가 있다. 전술한 미국 특허 제 6,203,957호에서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하여 이를 용해시킬 수 있는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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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에 용해를 시키고 그 후에 수성매체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는 토너제조방

법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유기용매는 테트라히드로퓨란(THF)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유기용매의 사용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또한 기존 폴리에스테르 결합제 수지를 이용한 화학적 토너 제조방법의 경우, 분산액을 제조하면 1 ㎛ 미만의 미세입자를

제조하기 어려워, 전술한 유화 중합법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건식토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결합제 수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비환경친화적 과정인

유기용매에 용해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너 제조 방법 중 유화중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방법이 요청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 제조시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수지용해제를 사용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를 용해시켜, 다시 중합시킨 뒤 음이온성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

하여 분산시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a) 해중합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하에서, 폴리에스테르 수

지, 수지용해제 및 축중합촉매를 혼합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해중합시키는 단계; (b) (a) 단계의 반응 혼합물에 제 1 중

합단량체를 첨가하는 단계; (c) 중합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하에서, 제 2 중합단량체를 (b) 단계의 반응 혼합물에 첨가

하여 상기 해중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중합시키는 단계; 및 (d) (c)단계의 중합 반응물에 중화제를 첨가하여 중화시키

는 단계; (e) 중화된 혼합물에 역중화제를 첨가하여 역중화시키는 단계; 및 (f) 역중화된 혼합물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

면활성제를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비스페놀-A 계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계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구

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지용해제는 검로진, 우드로진, 탈로진, 로진에스테르, 및 C5 내지 C9 계 석유

수지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중합촉매는 주석산디부틴(DBTO)인 것이 바람직하고, 각각의 중합단량체는 축중합 단량체이고 제 1 중합단량체는 말레

산, 무수프탈산, 이소프탈산, 및 테레프탈산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2 중합단량체는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스페놀 A 알킬렌 옥사이드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중화제는 염기성 화합물이고, 염기성 화합물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리튬, 수산화칼슘, 탄산나트륨, 및

암모니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지용해제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대하여 1:9 내지 9:1의 중량

비율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중화제는 산(acid)이고, 바람직하게는 염산이다.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이거나 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음이온성 계면활성

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도데실황산나트륨, 4-도데실벤젠술폰산

나트륨, 또는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 황산나트륨일 수 있고,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폴리에틸렌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Polyoxyl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또는 알킬 아릴 폴리에스테르 알코올(Alkylaryl polyether alcohol)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전술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이 제공된다.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는 50 nm 내지 1000nm 크기를 갖고, 40 ℃ 내지 100 ℃의 유리전이온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하 본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참고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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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하여 이를 역중화한 후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분산 및 잔여 수

지용해제를 분리시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을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제조 방법과는

달리, 먼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는 유기용매를 사용을 회피

할 수 있다.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이유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용해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 대신에 본 발명에서는 폴리에

스테르 수지를 해중합시켜 용해시킬 수 있는 수지용해제를 사용하여 수지를 용해시킨다.

본 발명에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비스페놀-A 계 폴리에스

테르 수지 및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계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구성된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타

다른 적절한 폴리에스테르 수지도 포함한다.

수지용해제는 로진(rosin)으로서, 로진은 주로 소나무(송진)에서 채취되는 천연수지로서 주로 아비에탄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화점이 낮고 산기가 높아 각종 유도체로서 사용되는 수지산 성분을 갖는 물질이다. 사용될 수 있는 수지용해제로

는 검로진(gum rosin), 우드로진(wood rosin), 탈로진, 로진에스테르, 및 C5 내지 C9 계 석유수지(petroleum resin) 등이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수지용해제를 사용하여 유기용매 대신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해중합시켜 수지

를 용해시키는 것이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수지용해제를 넣고 축중합촉매를 첨가하여 혼합시킨다. 이 때 사용되는 축중합촉매로는 주석산디부

틴(DBTO) 기타 축중합촉매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포함한다. 해중합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에서 수지용

해제에 의해 해중합반응이 진행되고, 해중합된 수지는 혼합된 축중합 촉매 및 중합단량체를 사용하여 다시 중합되게 된다.

해중합된 수지와 축중합 촉매가 포함된 혼합물에 다염기산을 사용한 제 1 중합단량체를 첨가하게 된다. 제 1 중합단량체

로서 다염기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뒤이은 단계에서 제 2 중합단량체로서 다가알코올을 사용하여 축중합반응으로 다시 폴

리에스테르 수지로 중합되게 된다. 제 1 중합단량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다염기산으로는 말레산, 무수프탈산, 이소프탈산,

및 테레프탈산이 있으며, 제 1 중합단량체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적절한 동종의 다염기산도 포함한다.

제 1 중합단량체를 첨가한 후, 반응물 내로 제 2 중합단량체가 도입된다. 이 과정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유기용매를 사용

하지 않고 용해시키기 위해 수지용해제를 사용하여 해중합시킨 수지를 다시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

용될 수 있는 중합단량체는 제 1 중합단량체에 사용된 다염기산에 상응하는 다가알코올로서,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

콜, 및 비스페놀 A 알킬렌 옥사이드이며, 기타 적절한 다가알코올을 포함한다. 중합반응은 축중합(polycondensation)반

응을 통해 수행된다.

제조된 새로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는, 수지의 중화하기 위해 중화제(neutralizing agent)를 첨가한다. 중화제는 특히 염

기성 화합물이고, 사용될 수 있는 염기성 화합물로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리튬, 수산화칼슘, 탄산나트륨, 및

암모니아가 있으며, 기타 적절한 염기성 화합물도 포함한다.

보다 상술하자면,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하기 위해 먼저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로진, 그리고 DBTO를 반응기에 넣고 반

응온도에서 교반하면서 충분한 시간동안 해중합 반응을 수행한다. 반응 혼합물이 투명해지면 온도를 낮추고 제 1 중합단

량체를 반응기에 투입한 뒤, 온도를 반응온도까지 올린 후 일정시간동안 반응을 지속하여 제 1 중합단량체를 첨가한다.

반응시간이 지난 후에 제 2 중합단량체를 투입하고 반응온도에서 소정의 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축중합이 어느정도 일어난

후 온도를 낮춘 후 중화제를 투입한 후 소정의 시간동안 교반하면 수용성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산액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조과정을 거치면, 초기 반응개시물질로 사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용해되어 수용성 수지 분산액을 구성하게

된다.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용해되어, 토너 제조용 결합제 수지를 제조하기 위한 미립

자를 형성하게 된다.

염기성 화합물인 중화제로 중화된 수지 분산액은 이를 다시 산(acid)으로 역중화시키고,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폴리에스

테르 수지 입자의 표면에 음전하를 띠게 한다. 역중화의 의미는 먼저 수용성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산액을 제조할 때 마지

막 단계에서 중화제인 염기성 화합물을 사용하여 중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역중

화제를 사용하여 그 반대로 중화를 시킨다는 의미이다. 사용될 수 있는 역중화제는 산(acid)으로서, 염산 기타 수용성 폴리

에스테르 수지 분산액을 역중화하기에 적절한 어떠한 산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03257

- 5 -



상술하면, 역중화제 및 계면활성제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산성수용액을 만들고,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앞에서 제조된

수용성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산액을 고속교반하면서 산성수용액을 서서히 첨가하면, 계면 활성제가 입자 크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여 1 ㎛ 미만의 폴리에스테르 미립자를 얻을 수 있다.

산을 사용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역중화시킨 다음에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한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자 주위를 이온으로 둘러싸고, 이온성을 띠는 분자는 전술한 유화응집 토너제조에 사용되기에 적당한 상태가 된다.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용액속에서 기체, 액체 및 고체 상 사이의 표면 혹은 계면에 흡착되어 계면의 성질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계면활성제는 친수성기 및 소수성기를 가지고 있으며, 친수성기의 예로는 카르복시산염(-

COOM), 술폰산염(-SO3M), 및 황산 에스테르염(-OSO3M) 등이 있으며, 소수성기의 예로는 알킬기 및 알킬아릴기를 들

수 있다.

계면활성제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계면활성제가 수용액에서 계면 활성을 나타내는 부분

의 성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물에 용해시킬 경우 해리되어, 음이온이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음이온 계면활성제(anionic

surfactant), 양이온이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양이온 계면활성제(cationic surfactant), 친수성기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

리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pH가 높으면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음이온이고 pH가 낮으면 양이온인 양쪽성 계면활

성제(amphoteric surfactant) 및 히드록시기(-OH)와 에테르(-O-)와 같은 약한 친수성기를 갖기 때문에 수용액내에서 해

리되지 않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nonionic surfactant)가 있다. 이외에도 기타 라놀린, 레시틴, 사포닌과 같은 바이오서

펙턴트(biosurfactant), 텔로머형 계면활성제, 플루오르계 계면활성제, 실리콘계 계면활성제, 및 고분자 계면활성제가 각

각의 사용분야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다른 종류의 계면활성제와 비교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종류가 많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기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카르복시산, 황산 에스테르 및 설폰산 등이 있는데 계면활성제는

이들의 가용성 염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하게는 고급 지방산 알칼리염(비누), N-아크릴아미노산염, 및 아실화펩티

드와 같은 카르복시산염, 알킬설폰산염, 알킬벤젠 및 알킬아미노산염, 및 알킬 나프탈렌 설폰산염과 같은 설폰산염, 및 알

킬황산염, 알킬에테르황산염, 알킬아릴에테르황산염과 같은 황산 에스테르염, 및 알킬 인산염, 알킬에테르인산염과 같은

인산 에스테르염으로 나눌 수 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해리되지는 않으나 약한 친수성기인 히드록시기 또는 에테르나 에스테르기를 가지고 있는 계면활

성제이다. 따라서, 알킬 및 알킬아릴폴리옥시 에틸렌에테르, 및 알킬아릴포름알테히드 축합 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와 같은

에테르형, 글리세린에스테르의 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 소르비탄 에스테르의 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 및 소르비톨 에스테

르의 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와 같은 에스테르 에테르형, 폴리에틸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글리세린 에스테르, 및 소르

비탄 에스테르와 같은 에스테르형, 및 지방산 알카놀아미드, 및 폴리옥시 에틸렌 알킬 아민과 같은 아미드형(함질소형)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용액내에서 해리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에스테르형을 제외하고는 넓

은 범위의 pH범위에서 계면활성작용을 하고, 또한 모든 다른 이온성 계면활성제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적용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본 발명의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계면활성제를 단독

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가 분산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 이외에, 입자 표면에 전하를 가지게 하여,

전술한 유화응집 토너 제조에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물성을 부여하게 된다. 즉,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

자 외부에 음전하를 띠게 되고, 따라서, 전술한 유화응집토너에 결합제 수지로 사용되는 라텍스와 같은 물성을 지니게 되

어, 응집제를 사용하면 쉽게 응집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서 사용되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는 도데실황산나

트륨, 4-도데실벤젠술폰산, 또는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 황산나트륨(Sodium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sulfate)

(EMAL 27 )을 예로 들 수 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에 분산성을 부여하는

분산제로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전술한 대로 수용액내에서 해리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다른 계면활성제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산성 이외에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유기용매 대신 사용되는 수지용해제를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와 분리시켜 주는 장점을

갖는다. 수지용해제로 사용되는 검로진, 우드로진 등의 로진은 대부분 진한 색을 나타내게 되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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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흑색토너 이외의 칼라토너에는 그 사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용된 수지용해제는 제거되어야만 하는데, 이

때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로부터 이를 효과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게 된다. 적절한 비이

온성 계면활성제로는 폴리에틸렌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polyoxylethylene sorbitan monolaurate)(Tween 20 )

및 알킬 아릴 폴리에스테르 알코올(Alkylaryl polyether alcohol)(Triton X-100 )가 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만약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만을 사용한다면

유화응집토너 제조에 사용되기 위한 이온성은 갖게 되지만 본 발명에서 수지 용해제로 사용되는 로진 등의 분리에 다른 첨

가제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지용해제를 용이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물성은 여타 이온성 계면활성제가 갖는 분산성 등의 물성에 못미치므로, 사용효율이 다소 낮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동시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할 것이다.

수지 미립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분산매로는 탈이온수가 사용된다.

역중화된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는 계면활성제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어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음전하를 띠게

되므로 응집제를 사용하여 응집을 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지 입자의 크기는 nm 단위로 존재하게 되어 종래의 폴리에

스테르 수지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분산액의 입자크기가 1 ㎛ 미만이 되기 어려운 것과 비교되는 장점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전술한 유화중합법에서 사용되는 라텍스와 같은 상태가 되어 응집제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여 토너입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술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미립

자 분산액이 제공된다.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의 크기는 1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nm 내지 1000 nm 이다. 또한

수지 미립자는 40 ℃ 내지 100 ℃의 유리전이온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유리전이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에는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를 사용하여 제조한 토너는 열저항 점착성이 불충분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100 ℃ 이

상이면, 최종적으로 제조된 토너가 조악한 고정능력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에 착색제, 대전제어제, 응집제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여 혼합하면, 적절한 조건 하에서 본 발

명에 따른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포함하는 건식 토너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그의 미립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해서 설명한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미립자 분산액을 제조하는 방법을 상술하고, 실시예 1 중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

성 계면활성제를 다르게 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미립자 분산액을 제조하는 실시예 2내지 4를 서술하고, 그와 비교하여 비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 수지 미립자를 제조하는 비교예 1을 서술하였다.

실시예 1

폴리에스테르 결합제 수지 100 g과 로진 100 g, 그리고 DBTO 0.5 g을 반응기에 넣고 235 ℃ 내지 245 ℃에서 250 rpm

의 교반속도로 2시간동안 반응시키면서 해중합시킨다. 내용물이 투명해지면 온도를 150 ℃로 낮추고 말레산 40 g을 반응

기에 투입하고 온도를 235 ℃ 내지 245 ℃까지 올린 후 3시간동안 반응을 지속하여 2차 해중합을 진행시킨다.

반응시간이 지난 후에 비스페놀 A-EO 35 g을 투입하고 235 ℃ 내지 245 ℃에서 5시간 반응시킨다. 축중합이 어느정도

일어난 후 온도를 85 ℃까지 낮춘 후 증류수 200 g에 수산화나트륨 35 g을 용해시킨 염기성 수용액을 투입한 후 400 rpm

의 교반속도로 30분동안 교반하여 수용성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산액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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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40 g과 계면활성제로서 0.8 내지 20 g의 도데실황산나트륨 및 5 g의 Tween 20 혼합물을 증류수 800 g에 용해

시켜 산성수용액을 만들고 25 ℃로 온도를 유지하면서 앞에서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산액을 고속교반하면서 서서히

첨가하면 폴리에스테르 수지 미세입자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얻어진 입자의 부피 평균 크기는 253 nm 이고, 몇시간 동안

방치하면 폴리에스테르 수지 미립자와 로진이 효과적으로 분리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시예 2

계면활성제로서 도데실황산나트륨 및 Tween 20 혼합물 대신 30 g의 4-도데실벤젠술폰산 나트륨 염 및 3 g의

Tween 20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미립자를 제조한다. 이때 얻어진 입자의

부피 평균 크기는 380 nm 이었다. 또한 방치한 후 관찰하면 로진이 효과적으로 분리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시예 3

계면활성제로서 도데실황산나트륨 및 Tween 20 혼합물 대신 25 g의 EMAL 27 및 5 g의 트윈 20 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미립자를 제조한다. 이때 얻어진 입자의 부피평균 크기는 251 nm 이었다.

또한 방치한 후 관찰하면 로진이 효과적으로 분리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시예 4

계면활성제로서 실시예 1에서 도데실황산나트륨 및 Tween 20 혼합물 대신 20 g의 EMAL 27 및 20 g의 Triton

X-100 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미립자를 제조한다. 이때 얻어진 입자의 부피평균

크기는 265 nm 이었다. 또한 방치한 후 관찰하면 로진이 효과적으로 분리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비교예 1

계면활성제로서 실시예 1에서 도데실황산나트륨 및 Tween 20 혼합물 대신 25 g의 도데실황산나트륨만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미립자를 제조한다. 이때 얻어진 입자의 부피평균 크기는 155 nm 이었다.

그러나, 방치한 후 관찰하면 폴리에스테르 수지 미립자가 로진과 분리되지 않고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가

입자 부피평균크기 측정

Horiba사의 입자 사이즈 분포 분석계(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zer)인 Horiba910을 사용하여 토너입자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그 측정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계면활성제  입자의 부피평균크기(nm)  수지용해제 분리여

부

 실시예 1
도데실황산나트륨/Tween 20

 253  분리됨

 실시예 2 4-도데실벤젠술폰산 나트륨 염/Tween 20  380  분리됨

 실시예 3 EMAL 27 /Tween 20  251  분리됨

 실시예 4
EMAL 27 / Triton X-100

 265  분리됨

 비교예 1  도데실황산나트륨  155 분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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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을 제조할 때 계면활성제를

포함시키는 경우, 제조된 미립자의 크기는 모두 nm 단위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자 크기는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모두 nm 단위의 크기를 갖으므로 계면활성제에 의해 그 크기가 제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을 소정의 시간동안 방치하는 경우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비이온성 계면활성

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수지용해제가 분리되어 토너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폴리에스테르

수지 미립자를 수지용해제로부터 용이하게 분리해낼 수 있었으나,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서로 분리되

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래의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한 결합제 수지의 경우와 비교할 때 유화중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1 ㎛이하

즉, nm 단위의 크기를 갖는 미립자를 제조할 수 있었고,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사용함으

로써, 사용된 수지용해제를 용이하게 분리하여 폴리에스테르 미립자를 칼라토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조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르면, 토너제조시 사용되는 결합제 수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면

서, 수지를 용해시키기 위한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수지용해제를 사용하여 수지를 용해시켜 인체에 유해하고 비환경

친화적인 유기용매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1 ㎛ 미만의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가 가능

하여 유화중합법을 이용한 토너 제조에 이용이 가능하며, 계면활성제를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제조시 사용된 수지용해

제를 용이하게 제거하여 칼라토너 제조시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그와 같이 설명된 그

대로의 구성 및 작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당업자들에

의해 가능한 본 발명에 대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과 수정 및 균등물들

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해중합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하에서, 폴리에스테르 수지, 수지용해제 및 축중합촉매를 혼합하여 폴리에스테르 수

지를 해중합시키는 단계;

(b) 상기 (a) 단계의 반응 혼합물에 제 1 중합단량체를 첨가하는 단계;

(c) 중합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하에서, 제 2 중합단량체를 상기 (b) 단계의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여 상기 해중합된 폴

리에스테르 수지를 중합시키는 단계;

(d) 상기 (c)단계의 중합 반응물에 중화제를 첨가하여 중화시키는 단계;

(e) 상기 중화된 혼합물에 역중화제를 첨가하여 역중화시키는 단계; 및

(f) 상기 역중화된 혼합물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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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비스페놀-A 계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계 폴리에스

테르 수지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용해제는 검로진(gum rosin), 우드로진(wood rosin), 탈로진, 로진에스테르, 및 C5 내지 C9 계 석유수지

(petroleum resin)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축중합촉매는 주석산디부틴(DBTO)인 것인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중합단량체 및 상기 제 2 중합체는 축중합단량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중합단량체는 말레산, 무수프탈산, 이소프탈산, 및 테레프탈산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중합단량체는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스페놀 A 알킬렌 옥사이드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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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화제는 염기성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염기성 화합물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리튬, 수산화칼슘, 탄산나트륨, 및 암모니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용해제는 상기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대하여 1:9 내지 9:1의 중량비율로 포함되는 것인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역중화제는 산(aci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산은 염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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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도데실황산나트륨, 4-도데실벤젠술폰산 나트륨 및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 황산나트륨

(EMAL 27 )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폴리에틸렌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Polyoxylethylene sorbitan monolaurate)(Tween

20 ) 및 알킬 아릴 폴리에스테르 알코올(Alkylaryl polyether alcohol)(Triton X-100 )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

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미립자 분산액 제조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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