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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올레핀중합촉매 및 올레핀 중합방법

요약

(A) 하기식 (I)R
1
R
2
MX2(식중 M은 천이금속원자, R

1
과 R

2
는 각각 치환기로서 탄화수소기 및 아릴기를 갖는 

시클로펜타디에닐기이고, X는 할로겐원자 등 임)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B)(b1) 유기알루미늄옥
시화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및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구성된 올레핀중합촉매와, 이 촉매의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중합하는 올레핀중합방법이다. 본 발명에 의하
면 공단량체의 공급량이 종래보다 작은 경우에는 종래 공중합체 보다 낮은 결정화온도와 융점을 갖는 올
레핀 공중합체가 제조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올레핀중합촉매 및 올레핀 중합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올레핀중합촉매 제조방법의 공정을 나타내는 설명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올레핀중합촉매 및 올레핀 중합방법에 관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종래의 올레핀
공중합체 보다 낮은 결정화온도와 융점을 갖는 올레핀공중합체를 제공할 수 있는 올레핀중합촉매 및 상기 
촉매를 사용하는 올레핀 중합방법에 관한 것이다.

에틸렌 공중합체와 같은 올레핀중합체는 중공 성형품, 압출성형품, 필름, 쉬트 등의 재료로서 종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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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이들 올레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올레핀중합촉매로서 공지된 것은 지르코노센 같은 천이
금속촉매성분과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알루미녹산)로 구성된 촉매이다. 이 촉매용으로 사용된 천이금속
촉매성분은 예를들어 에틸렌비스(인데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가 알려져 있다.  이  천이금속 촉매성분을 
사용하여 얻은 올레핀 공중합체는 그들의 분자량분포가 좁고 공중합체로부터 형성된 필름의 두께가 자유
로운 것이 특징이다.

올레핀중합체에 필요한 특성은 그의 성형방법 및 용도에 따라 다르다. 그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종래에는 
공단량체들간의 비를 조절하여 최종 공중합체의 결정화온도, 융점 등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촉매사용시, 결정화온도 및 융점의 변경에 한계가 있다.

미국특허 5,279,999에는 (a) 하기 일반식의 IVA족 금속화합물

(Cp)pMeX4-p

(상기식에서 Cp는 독립적으로 1이상의 히드로카빌기로 치환된 시클로펜타디에닐기이며, 적어도 하나의 시
클로펜타디에닐기는 단일의 임의로 치환된 아릴기로 치환되고, Me는 IVA족 금속이고, X는 IVA족 금속에 
부착된 1이상의 비시클로펜타디에닐 치환기이고, 여기서 치환기는 히드로카빌기, 히드로카복시기, 히드로
카바마이드기, 수소 또는 할로겐이고, p는 1∼4의 정수임)과 (b) (공)중합올레핀용 알루미녹산을 접속시
켜 얻은 촉매가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올레핀공중
합체 보다 낮은 결정화온도와 융점을 갖는 올레핀공중합체를 제공할 수 있는 올레핀중합촉매와 상기 촉매
를 사용하는 올레핀중합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제1의 올레핀중합촉매는 (A) 하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하기식 I]

상기식에서 M은 주기율표 IVB족에서 선택한 천이금속원자이고, R
1
과 R

2
는 각각  천이금속원자 M에 배위된 

배위자로서 2이상의 치환기를 갖는 시클로알카디에닐기이며, 또한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시클로알카
디에닐기를 치환하기 위한 치환기들중 하나는 아릴기이고, 다른것은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이고, 
X는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 알콕시기, 아릴옥시기, 트리알킬실릴기 및 할로겐원자로부터 선택된 
기 또는 원자이고, 두 X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함.

(B) (b1)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한 적
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된다.

본 발명에 의한 제2의 올레핀중합촉매는 미립자담체 (A) 상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B) 
(b1)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되고, 상기 성분(A) 및/또는 상기 성분(B)은 상기 미립자담체상에 담지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제3올레핀중합촉매는 촉매성분상에서 올레핀을 예비중합하여 얻은 올레핀중합촉매로서, 
상기 촉매성분은 미립자담체 (A) 상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B) (b1) 유기알루미늄옥시
화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되고, 
상기 성분(A) 및/ 또는 상기 성분(B)은 상기 미립자담체상에 담지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올레핀중합방법은 제1∼제3올레핀중합촉매중 하나의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중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을 제2 또는 제3 올레핀공중합촉매와 조합사용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올레핀중합촉매를 사용하면 공단량체의 양이 종래에 사용한 양보다 작은 경우 종래의 올레핀중
합체보다 낮은 결정화온도 및 융점을 갖는 올레핀공중합체가 얻어질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올레핀중합촉매와 올레핀중합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 중합의 의미는 단독중합으로 제한되지 않고, 공중합일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 사용
된 용어 중합체는 단독중합체 뿐만 아니라 공중합체일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제1의 올레핀중합촉매는 (A) 상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B) (b1) 유기알
루미늄옥시화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b3)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
로부터 형성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올레핀중합촉매를 제조하는 방법의 공정들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본 발명의 올레핀중합촉매를 형성하기 위한 천이금속화합물은 하기식(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이다.

[하기식 I]

상기식(I)에서 M은 주기율표 IVB족에서 선택한 천이금속 구체적으로 티타늄, 지르코늄 또는 하프늄이다.

R
1
과 R

2
는 각각 천이금속원자 M에 배위된 배위자이고, 그들은 각각 2이상의 치환기를 갖는 시클로알카디에

닐기로서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다.

시클로알카디에닐기는 예를들어 시클로펜타디에닐, 시클로헥사디에닐 및 시클로헵타디에닐 등이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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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서는 R
1
과 R

2
가 각각 치환된 시클로펜타디에닐이 좋다. R

1
과 R

2 
각각으로 표시된 치환된 시클로알카

디에닐기는 치환기로서 아릴기(치환기(i)와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치환기(ii))를 갖고 있다.

R
1
과 R

2
를 치환하기 위한 치환기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할 수도 있다.

R
1
과 R

2 
각각은 선형쇄, 분기쇄, 지환식 및 알킬 치환된 지환식기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한 치환 또는 

비치된 아릴기 및 포화탄화수소기를 갖는 2치환 시클로알카디에닐기가 좋다.

아릴기로는 비치환된 아릴기와 하나 이상의(분기 또는 선형) 알킬기로 치환된 아릴기 등이 있으며, 아릴
기에 치환된 알킬기는 탄소원자수 1∼5의 분기 또는 선형 알킬기가 좋다.

포화 탄화수소기는 탄소원자수 1∼12의 분기 또는 선형 알킬기가 좋고, 탄소원자수 1∼5의 분기 또는 선
형알킬기가 특히 좋다.

아릴기는 예를들어 페닐, 나프틸, 톨일, 디메틸페닐 및 에틸페닐 등이 있다.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는 예를들어 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이소부틸, sec-부
틸, tert-부틸, 펜틸, 헥실, 옥틸, 2-에틸헥실 및 데실 등의 알킬기와,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및 메틸
시클로펜틸 등의 시클로알킬기와, 페닐 및 나프틸 등의 아릴기와, 톨일 등의 알킬아릴기와, 벤질 및 네오
필 등의 아칼킬기 등이 있다.

아릴기(치환기(i))와 함께 시클로알카디에닐기를 치환하기 위한 치환기(치환기(ii))는 알킬기가 좋다.

시클로알카디에닐기는 복수의 치환기(ii)로 치환될 수도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시클로알카디에닐기로서 
치환기(i)와 치환기(ii)가 1.3-위치에 위치된 2-치환기가 좋다.

X는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 알콜시기, 아릴옥시기, 트리알킬실릴기 및 할로겐원자로부터 선택된 
기 또는 원자이고, 이들중 2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상술한 바와같은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 메톡시 및 에톡시 등의 알콕시기, 
페녹시, 톨일옥시 및 디메틸페녹시 등의 아릴옥시기, 트리메틸실릴 및 트리에틸실릴 등의 
트리알킬실릴기, 불소, 염소, 취소 및 요드 등의 할로겐원자 등이 있다.

상기식(I) (식중 R
1
과 R

2
는 각각 치환된 시클로펜타디에닐기임)의 천이금속화합물은 하기식(II)로 표시된

다.

[하기식 II]

상기식(II)에서  Ar은 아릴기이다.

R
3
∼R

10
은 각각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 및 수소원자로부터 선택한 기 또는 원자이고, 그들은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다.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는 예를들어 상술한 것들이 있다.

M은 위와 동일하며, X
1
과 X

2
는 각각 전술한 X와 동일하다.

상기식(I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들중 R
4
(또는 R

5
)와 R

9
(또는 R

8
)로서 알킬기를 가지며, 또한 다른

것들로서 수소원자를 갖는 화합물이 좋다.

그러한 천이금속화합물(A)은 예를들어 아래와 같다.

비스(1,3-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비스(1,3-에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비스(1,3-에틸-p-톨일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비스(1,3-메틸페닐시클로펜
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1,3-에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1,3-에틸-p-톨일시
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1,3-메틸-m-톨일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비스

(1,3-메틸-m-톨일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1,3-메틸-p-톨일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
로라이드,  비스(1,3-메틸-p-톨일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1,3-메틸-o-톨일시클로펜타디에
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비스(1,3-메틸-o-톨일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1,3-에틸-m-톨일
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비스(1,3-에틸-m-톨일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
(1,3-메틸나프틸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아이드, 비스(1,3-메틸나프틸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
디메틸,  비스(1,3-에틸나프틸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비스(1,3-에틸나프틸시클로펜타디
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1,3-메틸(디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비스[1,3-메
틸(디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비스[1,3-메틸(에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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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라이드, 비스[1,3-메틸(에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메틸, 상기 지르코늄 화합물 이외에
도 천이금속화합물(A)로서 지르코늄 화합물내의 지르코늄이 티타늄 또는 하프늄으로 치환된 화합물들이 
있다.

본 발명의 제1올레핀중합촉매는 (A)상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B)(b1)유기알루미늄옥시화
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및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부터 형
성된다.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은 종래에 공지된 알루미녹산 또는 일특개공 제78687/1990호에 예시된 바와같
은 벤젤불용성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일 수도 있다.

종래에  공지된  알루미녹산은  예를들어  하기식(i)으로  표시되는  쇄상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과 하기식
(ii)으로 표시되는 환상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 등이며, 일반적으로 알루미녹산은 그들의 혼합물로서 사
용된다.

[하기식 i]

[하기식 ii]

상기식 (i) 및 (ii)에서 R
a
는 탄소원자수 1∼20(바람직하기로는 탄소원자수 1∼12)의 알킬기, 탄소원자수 

2∼20(바람직하기로는 탄소원자수 2∼12)의 알케닐기, 탄소원자수 6∼20(바람직하기로는 탄소원자수 6∼
12)의 아릴기, 또는 탄소원자수 7∼20(바람직하기로는 탄소원자수 7∼12)의 아릴알킬기 등의 탄화수소이
고, n은 중합도로서 통상 3∼50, 바람직하기로는 5∼40, 좀더 바람직하기로는 7∼40이다.

종래에 공지된 알루미녹산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예를들어 하기 방법
들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1) 흡착수를 함유하는 화합물 또는 결정수를 함유하는 염 예를들어, 염화마그네슘 수화물, 
황산동수화물, 황산알루미늄수화물, 황산니켈수화물, 염화제1세륨수화물의 탄화수소 매체 현탁액에 트리
알킬알미늄과 같은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을 첨가하여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을 흡착수 또는 결정수와 반응시키
는 방법.

(2) 벤젠, 톨루엔, 에틸에테르 또는 테트라히드로휴란 등의 매체중에서 트리알킬알루미늄과 같은 유기알
루미늄화합물과 물, 어름 또는 수증기를 직접 작용시키는 방법.

(3) 데칸, 벤젠 또는 톨루엔과 같은 매체 중에서 디메틸주석산화물 또는 디부틸주석산화물과 같은 유기주
석 산화물을 트리알킬알루미늄 등의 유기알루미늄화합물과 반응시키는 방법.

알루미녹산은 유기금속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또한 비반응 유기알루미늄화합물 또는 용제를 알
루미녹산 회수후 용액으로부터 증류제거하고, 잔유물을 알루미녹산 난용성용제 중에 현탁시키거나 또는 
용제중에 재용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알루미녹산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은 예를들어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
늄,  트리프로필알루미늄,  트리이소프로필알루미늄,  트리-n-부틸알루미늄,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트리-
sec-부틸알루미늄, 트리펜틸알루미늄, 트리-tert-부틸알루미늄, 트리헥실알루미늄, 트리옥틸알루미늄, 트
리데실알루미늄 등의 트리알킬알루미늄류와, 트리시클로헥실알루미늄 및 트리시클로옥틸알루미늄 등의 트
리시클로알킬알루미늄류와, 디메틸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 브
로마이드,  디이소부틸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등의  디알킬알루미늄  할라이드류와,  디에틸알루미늄수소화물 
및 디이소부틸알루미늄수소화물 등의 디알킬알루미늄 수소화물류와, 디메틸알루미늄 메톡사이드 및 디에
틸알루미늄에톡사이드 등의 디알킬알루미늄 알콕사이드류와, 디에틸알루미늄 페녹사이드 등의 디알킬알루
미늄아릴옥사이드류 등이 있다.

이들중 트리알킬알루미늄과 트리시클로알킬알루미늄이 좋으며, 특히 트리메틸알루미늄이 좋다.

알루미녹산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서 또한 하기식으로 표시되는 이소프레닐알루미늄이 있
다.

상기식에서 x, y, z는 각각 정수이며, z≥2x이다.

상술한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은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트리메틸알루미늄과 트리
이소부틸알루미늄의 조합이 사용가능하다.

알루미녹산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는 예를들어 벤젠, 톨루엔, 크시렌, 큐멘 및 시멘 등의 방향족 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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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데칸, 도데칸, 헥사데칸 및 옥타데칸 등의 지방족 탄화수소류와 시클로펜
탄, 시클로헥산, 시클로옥탄 및 메틸시클로펜탄 등의 지환족 탄화수소와, 가소린, 케로신, 및 가스오일 
등의 석유류부분과, 이들 방향족, 지방족 및 지환족 탄화수소류의 할라이드류 특히 그의 염화물류와 취화
물류 등이 있다. 또한 에틸에테르와 테트라히드로휴란 등의 에테르류도 사용가능하다. 용제들중 특히 방
향족 및 지방족 탄화수소류가 좋다.

이온화이온성화합물(b2)로는  국제특허공보  501950/1989  및  502036/1989,  일특개공  179005/1991, 
179006/1991, 207703/1991, 207704/1991 및 미국특허 5,321,106에 개시된 루이스산, 이온성화합물 및 카
보란화합물 등이 있다.

루이스산은 예를들어 트리페닐보론, 트리스(4-후루오로페닐)보론, 트리스(p-톨일)보론, 트리스(o-톨일)보
론, 트리스(3,5-디메틸페닐)보론, 트리스(펜타후루오로페닐)보론, MgCl2, Al2O3 및 SiO2-Al2O3등이 있다.

이온성화합물은  예를들어  트리페닐카베니움테트라키스(펜타후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니움
테트라키스(펜타후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디메틸아닐리니움테트라키스(펜타후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페로세니움테트라(펜타후루오로페닐)보레이트 등이 있다.

카보란화합물은  예를들어  도데카보란,  1-카바운데카보란,  비스-n-부틸암모니움(1-카베도데카)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니움(7,8-디카바운데카)보레이트  및 트리-n-부틸암모니움(트리데카히드라이드-7-카르브운
데카)보레이트 등이 있다.

이들 이온화이온성화합물(b2)는 단독 또는 2종 이상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기알루미늄화합물(b3)은 예를들어 하기식(iii)으로 표시되는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이다.

[하기식 iii]

상기식에서 R
b
는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이고, X는 할로겐원자 또는 수소이고, n은 1∼3이다.

상기식(iii)에서 R
b
는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 예를들어 알킬기, 시클로알킬기 또는 아릴기이며, 

이들은 예를들어 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 이소부틸, 펜틸, 헥실 및 옥틸 등의 알킬기류와, 시
클로펜틸 및 시클로헥실 등의 시클로알킬기류와, 페닐 및 톨일 등의 아릴기류등이 있다.

그러한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은  예를들어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이소프로필알루미늄,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트리옥틸알루미늄, 트리(2-에틸헥실)알루미늄 및 트리데실알루미늄 등의 트리알킬
알루미늄류와, 이소프레닐알루미늄 등의 알케닐알루미늄류와, 디메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디이소프로필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디이소부틸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및 디메틸알루미늄 블로
마이드 등의 디알킬알루미늄 할라이드류와, 메틸알루미늄 세스퀴클로라이드, 에틸알루미늄 세스퀴클로라
이드, 이소프로필알루미늄 세스퀴클로라이드, 부틸알루미늄 세스퀴클로라이드 및 에틸알루미늄 세스퀴브
로마이드 등의 알킬알루미늄 세스퀴할라이드류와, 메틸알루미늄 디클로라이드, 에틸알루미늄 디클로라이
드,  이소프로필알루미늄 디클로라이드,  에틸알루미늄 디브로마이드 등의 알킬알루미늄 디할라이드류와, 
디에틸알루미늄수소화물 및 디이소부틸알루미늄 수소화물 등의 알킬알루미늄수소화물류 등이 있다.

또한 유기알루미늄화합물(b3)로서 하기식(iv)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기식 iv]

R
b

nAlL3-n           (iv)

상기식에서 R
b
는 위와 동일하며, L은 -OR

c
기, -OSiR

d

3기, -OAlR
e

2기, -NR
f

2기, -SiR
g

3기, 또는 

-N(R
h
)AℓR

j

2기, n은 1∼2, R
c
, R

d
, R

e
 및 R

j
는 각각 메틸, 에틸, 이소프로필, 이소부틸, 시클로헥실, 페닐

등이고, R
f
는 수소, 메틸, 에틸, 이소프로필, 페닐, 트리메틸실릴 등이고, R

g
와 R

h
는 각각 메틸, 에틸 등

이다.

상기식(iv)으로  표시되는  유기알루미늄화합물들중 식R
b

nAl(OAℓR
e

2)3-n 의  화합물  예를들어, Et2AlOAEt2 와 

(iso-Bu)2 AlOAl(iso-Bu)2가 좋다.

상기식(iii) 및 (iv)으로 표시되는 유기알루미늄화합물들중, 식 R
b

3Al의 화합물이 좋고, 특히 R
b
가 이소알

킬기인 상기식의 화합물이 좋다.

본 발명의 제1올레핀중합촉매는 성분(A)와 성분(B)이외에 촉매성분으로서 물을 함유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물은 예를들어 후술되는 중합용제 중에 용해된 물 또는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 
제조에 사용되는 염류 또는 화합물류에 함유된 흡착수 또는 결정수이다.

본 발명의 제1올레핀중합촉매는 (A) 상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성분(A)] 및 (B) (b1) 유기
알루미늄옥시화합물[성분(b1)]  (b3)  이온화이온성화합물[성분(b2)]  및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성분
(b3)]로부터 선택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형성된다.

성분(b2)(b2) 및 (b3)로부터 선택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은 이후 종종 성분(B)라 한다.

본 발명에서 성분(B)로서 성분(b1)을 단독으로 또는 성분(b3)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12-5

1019950031193



제1올레핀중합촉매는 예를들어 불활성탄화수소용제 또는 올레핀용제 중에서 원할경우 촉매성분으로서 물
과 성분(A) 및 (B)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촉매제조에 사용되는 불활성탄화수소용제는 예를들어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데칸, 도데
칸 및 케로신 등의 지방족 탄화수소류와, 시클로펜탄, 시클로헥산 및 메틸시클로펜탄 등의 지환족 탄화수
소류와, 벤젠, 톨루엔 및 크시렌 등의 방향족 탄화수소류와, 에틸렌 클로라이드, 클로로벤젠 및 디클로로
메탄 등의 할로겐화 탄화수소류와 이들 탄화수소류의 혼합물 등이 있다.

그다음 제1올레핀의 제조시에 사용된 성분들간의 비에 대한 일예를 기술한다.

성분(A)와 (B)의 혼합시에 성분(A)의 밀도는 천이금속원자환산으로 통상 10
-8
∼10

-1
몰/리터-용제, 바람직하

기로는 10
-7
∼5×10

-2
몰/리터-용제로 한다.

성분(B)로서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을 사용할 경우, 성분(b1)내의 알루미늄과 성분(A)내의 천이금속
의 원자비[Al/천이금속]는 통상 10∼10,000; 바람직하기로는 20∼5000으로 한다.

성분(B)로서 이온화이온성화합물(b2)를 사용할 경우, 성분(A)와 성분(b2)의 몰비[성분(A)/성분(b2)]는 통
상 0.01∼10, 바람직하기로는 0.1∼5로 한다.

성분(B)로서,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과 유기(b3)의 조합을 사용할 경우, 성분(b1)의 양은 위와 동일
하고,  성분(b3)내의 알루미늄원자(A1-b3)와  성분(b1)내의 알루미늄원자(A1-b1)의  원자비[A1-b3/A1-b1]는 
통상 0.02∼20, 바람직하기로는 0.2∼10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제2올레핀중합촉매는 미립자담체,  (A)  상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 및 (B) 
(b1)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및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한 적어
도 하나의 화합물로 되며, 상기 성분(A) 및/또는 성분(B)는 미립자담체상에 담지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성분(B)로서 성분(b1) 단독 또는 성분(b3)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미립자담체는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로서 10∼300㎛, 바람직하게는 20∼200㎛의 직
경을 갖는 알맹이 또는 입자이다.

무기화합물 담체는 다공성 산화물이 좋으며, 예를 들어 SiO2 , Al2O3 ,  MgO, ZrO2 , TiO2 , B2O3 ,  CaO,  ZnO, 

BaO, ThO2, 및 SiO  2-MgO, SiO2-Al2O3, SiO2-TiO2, SiO2-V2O5, SiO2-Cr2O3 및 SiO2-TiO2-MgO 등의 이들 산화물

의 혼합물들이 있다.

이들중 그들의 주성분으로서 SiO2 및/또는 Al2O3를 함유하는 화합물들이 좋다.

상술한 무기 산화물들은 탄산염류,  황산염류,  질산염류 및  산화물류 예, Na2CO3 , K2CO3 , CaCO3 , MgCO3 , 

Na2SO4, Al2(SO4)3, BaSO4, KNO3, Mg(NO3)2, Al(NO3)2, Na2O, K2O 및 Li2O를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미립자담체의 특성은 종류와 제조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본 발명에서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미립자담체는 
비표면적이 50∼1,000㎡/g, 바람직하기로는 100∼700㎡/g이고, 기공체적이 0.3∼2.5㎤/g인 것이 좋다. 필
요할 경우, 미립자담체는 사용전에 100∼1000℃, 바람직하기로는 150∼700℃에서 소성한다.

미립자담체는 흡착수 함량이 1.0중량이하, 바람직하기로는 0.05중량% 이하이고, 표면수산기 함량이 1.0중
량% 이상, 바람직하기로는 1.5∼4.0중량%, 특히 바람직하기로는 2.0∼3.5중량%이다.

미립자담체의 흡착수 함량(중량%)과 표면수산기 함량(중량%)은 하기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흡착수함량]

질소기류중에서 4시간동안 상압하에서 200℃에서 건조후 미립자담체의 중량감소를 측정한 다음 건조후와 
건조전의 중량의 퍼센테이지로 계산한다.

[표면수산기함량]

질소기류 중에서 4시간동안 대기압하의 200℃에서 미립자담체를 건조후 측정안 미립자담체의 중량을 X
(g)으로 취하고, 미립자담체를 20시간동안 1000℃에서 소성하여 표면수산기를 제거하여 중량을 측정하여 
Y(g)으로 취했다. 표면수산기 함량은 하기식으로 정의된다.

표면수산기(중량%)={(X-Y)/X}×100

본 발명에서는 또한 미립자담체로서 10∼300㎛의 직경을 갖는 알맹이 또는 고체입자의 유기화합물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러한 유기화합물은 에를들어 에틸렌, 프로필렌, 1-부텐 및 4-메틸-1-펜텐 등의 탄소원자수 
2∼14의 α-올레핀으로부터 주로 생성된 (공)중합체류와 비닐시클로헥산 또는 스티렌으로부터 주로 생성
된 (공)중합체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제2올레핀중합촉매는 제1올레핀중합촉매에서와 같이 물을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올레핀중합촉매는  미립자담체,  성분(A)  성분(B)로부터  형성되며,  또한  성분(A)  및  또는 
(B)가 미립자담체상에 담지된 고체촉매이다. 성분(A) 및/또는 (B)를 미립자담체상에 담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미립자담체를 불활성 탄화수소 용제 중에서 성분(A) 및/또는 (B)와 접촉시킨다. 여기서 사용된 불활
성 탄화수소 용제는 예를들어 전술한 것들과 동일하다.

본 발명에서는 성분(A)와 (B)를 둘다 미립자담체상에 담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촉매의 제조시에 미립
자담체, 성분(A) 및 (B)의 접촉순서는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우선 미립자담체를 성분(B)와 접촉시킨 다음 
성분(A)와 접촉시키는 것이 좋다. 성분(B)로서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과 유기알루미늄화합물(b3)의 
조합을 사용할 경우, 우선 미립자담체를 성분(b1)과 접촉시킨다음 성분(A)와 성분(b3)순으로 접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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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미립자담체상에 성분(A) 및/또는 (B)의 지담과정중에 사용되는 성분들간의 비에 대한 일예는 하기
와 같다.

미립자담체, 성분(A) 및 (B)의 혼합 및 접촉시에 성분(A)는 천이금속원자환산으로 미립자담체 1g당 통상

적으로 5×10
-6
∼5×10

-4
몰, 바람직하기로는 10

-5
∼2×10

-4
몰을 사용하고, 성분(A)의 밀도는 약 10

-4
~2×10

-2

몰/리터-용제, 바람직하기로는 2×10
-4
∼10

-2
몰/리터-용제로 한다.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을 성분(B)로서 사용할 경우, 성분(b1)내의 알루미늄과 성분(A)내의 천이금속
의 원자비[A1/천이금속]는 통상 10∼10,000, 바람직하기로는 20∼5,000으로 한다.

성분(B)로서 이온화이온성화합물(b2)를 사용할 경우, 성분(A)와 성분(b2)의 몰비[성분(A)/성분(b2)]는 통
상 0.01∼10, 바람직하기로는 0.1∼5로 한다.

성분(B)로서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과  유기알루미늄화합물(b3)의  조합을  사용할  경우,  성분(b1)의 
양은 위와 동일하며,  성분(b3)내의 알루미늄원자(Al-b3)와  성분(b1)내의 알루미늄원자(Al-b1)의 원자비
[Al-b3/Al-b1]는 통상 0.02∼20, 바람직하기로는 0.2∼10으로 한다.

미립자담체, 성분(A) 및 (B)를 혼합 및 접촉시키기 위한 온도는 통상 -50∼150℃, 바람직하기로는 -20∼
120℃이고, 접촉시간은 1분∼50시간, 바람직하기로는 10분∼25시간으로 한다.

그렇게 얻은 고체촉매가 성분(B)로서 성분(b1)과 (b3)의 조합을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 이 고체촉매 중에

서 성분(A)로부터 유도된 천이금속원자는 미립자담체 1g당 5×10
-6
∼5×10

-4
g.atom, 바람직하기로는 10

-5
∼

2×10
-4
g.atom의 양이 담지되며, 성분(b1)과 (b3)로부터 유도된 알루미늄원자는 미립자담체 1g당 10

-3
∼5×

10
-2
g.atom, 바람직하기로는 2×10

-3
∼2×10

-2
g.atom의 양이 담지된다.

본 발명에 의한 제3올레핀중합촉매는 고체촉매성분상에서 올레핀을 예비중합하여 얻은 예비중합된 촉매이
며, 상기 고체촉매성분은 미립자담체, (A) 상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 및 (B) (b1) 유기알루
미늄옥시화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및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한 적어도 하나의 화합
물로 되며, 상기 성분(A) 및/또는 성분(B)는 미립자담체상에 담지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성분(B)로서 성분(b1)을 단독 또는 성분(b3)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제3올레핀중합촉매는 제1올레핀중합촉매에서와 같이 물을 함유할 수도 있다.

미립자담체, 성분(A) 및 (B)의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불활성 탄화수소용제 중에 도입함으로써 예비중합을 
수행한다. 예비중합시 상술한 고체촉매는 미립자담체, 성분(A) 및 (B)로부터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 경
우에 성분들(b1), (b2) 및 (b3)로부터 선택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을 상기 고체촉매성분이외에 더 첨가
할 수도 있다.

예비중합시에 사용되는 올레핀은 예를들어 프로필렌, 1-부텐, 3-메틸-1-부텐, 시클로펜텐, 1-펜텐, 4-메
틸-1-펜텐, 1-헥센, 1-옥텐, 1-데센, 1-도데센 및 1-테트라데센 등의 탄소원자수가 3∼20인 α-올레핀류
와 에틸렌 등이 있다. 이들중 특히 에틸렌 또는 에틸렌과 중합시 사용되는 올레핀의 조합이 좋다.

특히 에틸렌 단독의 예비중합 및 에틸렌(주성분)과 탄소원자수 4∼12의 것들로부터는 선택한 α-올레핀
(부성분, 예, 1∼15몰%, 바람직하기로는 1∼10몰%)의 예비공중합이 좋다.

예비중합시에 사용되는 불활성탄화수소 용제는 예를들어 전술한 것들과 동일하다.

그다음 예비중합촉매의 제조시에 사용되는 성분들간의 비에 대한 일예를 기술한다.

미립자담체, 성분(A) 및 (B)의 존재하에서 올레핀의 예비중합시 성분(A)는 미립자담체 1g당 천이금속원자 

환산으로 통상 5×10
-6
~5×10

-4
몰, 바람직하기로는 10

-5
~2×10

-4
몰의 양이 사용되며, 성분(A)의 밀도는 약 

10
-4
∼2×10

-2
몰/리터-용제, 바람직하기로는 2×10

-4
~10

-2
몰/리터-용제로 한다.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을 성분(B)로서 사용할 경우, 성분(b1)내의 알루미늄과 성분(A)내의 천이금속
의 원자비[Al/천이금속]는 통상 10∼10,000, 바람직하기로는 20~5,000으로 한다.

이온화이온성화합물(b2)를 성분(B)로서 사용할 경우, 성분(A)와 성분(b2)의 몰비[성분(A)/성분(b2)]는 통
상 0.01~10, 바람직하기로는 0.1~5로 한다.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b1)과  유기알루미늄화합물(b3)의  조합을  성분(B)로서  사용할  경우,  성분(b1)의 
양은 위와 동일하며,  성분(b3)내의 알루미늄원자(Al-b3)와  성분(b1)내의 알루미늄원자(Al-b1)의 원자비
[Al-b3/Al-b1]는 통상 0.02~20, 바람직하기로는 0.2~10으로 한다.

예비중합온도는  통상  -20~80℃,  바람직하기로는  0~60℃,  예비중합시간은  0.5~100시간,  바람직하기로는 
1~50시간으로 한다.

예비중합에 의해 생성된 올레핀(공)중합체의 양은 미립자담체 1g당 0.1~500g, 바람직하기로는 0.2~300g, 
좀더 바람직하기로는 0.5~200g으로 한다.

그렇게 얻은 예비중합촉매가 성분(B)로서 성분(b1)과 (b3)의 조합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일 경우, 이 예비

중합된 촉매중에 성분(A)는 미립자담체 1g당 천이금속원자환산으로 약 5×10
-6
~5×10

-4
g.atom의 양이 담지

되고, 성분(b1)과 (b3)로부터 유도된 알루미늄원자(Al)는 알루미늄원자(Al)와 성분( A)로부터 유도된 천
이금속원자(M)의 몰비[Al/M]가 5~200, 바람직하기로는 10~150이 되는 양이 담지된다.

예비중합은 일괄식 또는 연속식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감압, 대기압 또는 가압하에서 수행할 수도 있
다. 예비중합시에 극한점도[η]가 135℃의 데카린 중에서 측정하여 0.2~7dl/g, 바람직하기로는 0.5~5d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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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비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를 공존시키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의한 올레핀중합촉매는 올레핀의 중합 또는 2 이상의 올레핀의 공중합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
히 2이상의 올레핀의 공중합에 사용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올레핀중합촉매를 사용하여 2이상의 올레핀을 공중합할 경우, 중합시 사용되는 공단량체의 양
이 작을지라도 종래에 공지된 올레핀중합체보다 결정화온도와 융점이 낮은 올레핀공중합체를 얻을 수 있
다.

본 발명의 올레핀중합촉매를 사용하여 중합할 수 있는 올레핀류는 예를들어 에틸렌, 프로필렌, 1-부텐, 
1-펜텐, 1-헥센, 4-메틸-1-펜텐, 1-옥텐, 1-데센, 1-도데센, 1-테트라데센, 1-헥사데센, 1-옥타데센 및 
1-에이코센 등의 탄소원자수 2~20의 α-올레핀류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올레핀중합촉매는 에틸렌과 탄소원자수 3~30의 α-올레핀의 공중합, 프로필렌과 부텐과 같은 
탄소원자수 4~20의 α-올레핀의 공중합, 프로필렌, 에틸렌 및 부텐 등의 공중합에 특히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에틸렌(주성분)과 탄소원자수 4~12의 것들로부터 선택한 α-올레핀(부성분 예 1~15몰%, 바람직하기
로는 1~10몰%)의 공중합이 바람직하다.

올레핀의 중합 또는 2이상의 올레핀류의 공중합은 기상 또는 슬러리 또는 용액 등의 액상중에서 행할 수 
있다. 슬러리 또는 용액 등의 액상중에서 행할 수 있다. 슬러리 중합 또는 용액중합시에 불활성탄화수소
를 용제로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올레핀 자체를 용제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슬러리 중합 또는 용액 중합에 사용되는 불활성 탄화수소용제는 예를들어 프로판, 부탄, 이소부탄, 펜탄, 
헥산, 옥탄, 데칸, 도데칸, 헥사데칸 및 옥타데칸 등의 지방족탄화수소류와, 시클로펜탄, 
메틸시클로펜탄, 시클로헥산 및 시클로옥탄 등의 지환족 탄화수소류와, 벤젠, 톨루엔 및 크시렌 등의 방
향족 탄화수소류와, 가소린, 케로신 및 가스오일 등의 석유류분 등이 있다. 이들중 지방족 탄화수소류와, 
지환족 탄화수소류 및 석유류분이 좋다.

중합시에 촉매는 중합반응계 중에서 천이금속원자로 환산하여 통상 10
-8
~10

-3
g.atom/liter, 바람직하기로는 

10
-7
~10

-4
g.atom/liter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중합시에 미립자담체상에 담지되는 유기알루미늄 옥시화합물(성분(b1))과 유기알루미늄화합물(성분(b3))
이외에 담지되지 않는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 및/ 또는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
우에 천이금속화합물(A)로부터 유도된 천이금속원자(M)에 대한 담지되지 않은 유기알루미늄화합물 및/또
는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로부터  유도된  알루미늄원자(Al)의  원자비[Al/M]는  5~300,  바람직하기로는 
10~200, 좀더 바람직하기로는 15~150으로 한다.

본 발명을 슬러리중합에 적용할시 중합온도는 통상 -50~100℃, 바람직하기로는 0~90℃로 하고, 용액중합
에 적용할시 중합온도는 -50~500℃, 바람직하기로는 0~400℃로 하고, 기상 중합에 적용할시 중합온도는 
0~120℃, 바람직하기로는 20~100℃로 한다.

중합압력은 대기압~100㎏/㎠, 바람직하기로는 2~50㎏/㎠으로 한다. 중합은 일괄식, 반연속식 또는 연속식
으로 할 수 있다.

중합은 상이한 반응조건을 갖는 2이상의 단계로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올레핀중합촉매를 사용하면 종래의 공중합체 보다 낮은 결정화온도와 융점을 갖는 올레핀 
공중합체를 종래에 사용한 것들보다 작은 공단량체의 공급량으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올레핀중합방법에서는 종래에 사용한 것보다 공단량체의 공급량이 작을 경우에도 종래의 
공중합체 보다 낮은 결정화온도와 융점을 갖는 올레핀 공중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올레핀중합촉매, 특히 미립자담체 및 특히 예비중합된 촉매상에 담지된 올레핀중
합촉매는 고온에서 큰 용융장력과 개선된 성형성을 갖는 폴리올레핀을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실시예 1]

질소로 청소한 1ℓ 유리반응기 중에 톨루엔 500㎖를 넣고 계의 온도를 50℃까지 올린 다음 반응기에 에틸
렌을 100N-ℓ/hr의 공급속도로 공급한 후 1-옥텐 35㎖, 메틸알루미녹산 0.5mmol(Al원자환산으로)과 비스
(1,3-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0.005mmol(지르코늄원자환산으로)을  더  첨가한  후 
중합을 개시했다. 중합을 15분동안 50℃에서 수행한 후, 이소프로판올을 첨가하여 중합을 종료한 다음 생
성된 중합체를 2ℓ의 메탄올중에서 완전히 석출후, 중합체를 여과하여 6시간동안 80℃에서 건조했다.

그결과 밀도가 0.88g/㎤, 용융유속(MFR)이 1.8g/10분, 융점이 78℃, 결정화온도가 47℃인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를 6.3g 얻었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에틸렌과 1-옥텐의 중합을 행했다. 단 1-옥텐의 양을 20㎖로 변경했다. 그 
결과 밀도가 0.90g/㎤, MFR이 0.96g/10분, 융점이 93℃, 결정화온도가 69℃인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를 
5.9g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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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 1]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에틸렌과 1-옥텐의 중합을 행했다. 단 
비스(1,3-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대신 비스(1,3-메틸-n-부틸시클로펜타디에

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를 사용했다. 

그결과 밀도가 0.90g/㎤, MFR이 0.98g/10분, 융점이 97℃, 결정화온도가 73℃인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
를 11.5g 얻었다.

[실시예 3]

질소로 청소한 2ℓ 유리반응기 중에 헥산 900㎖를 넣고 계의 온도를 80℃까지 올린 다음 반응기에 프로필
렌 24N-리터를 공급한 후 에틸렌을 더 공급하여 총압력을 8㎏/㎠-G이 되게 한 다음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0.9mmol,  메틸알루미녹산 0.1mmol(Al원자환산으로)과 비스(1,3-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
라이드 0.001mmol(지르코늄원자환산으로)을 더 첨가한 후 중합을 개시했다. 중합을 60분동안 80℃에서 수
행한 후, 압력을 해제한 다음 생성된 중합체를 2ℓ의 메탄올중에서 완전히 석출후, 중합체를 여과하여 6
시간동안 80℃에서 건조했다.

그결과 적외선 분광계(IR)로 측정한 에틸렌함량이 86.0몰%, 용융유속(MFR)이 0.10/10분인 에틸렌/프로필
렌 공중합체를 52.1g 얻었다.

[실시예 4]

[고체촉매성분의 제조] 

질소로 청소한 반응기 중에 250℃에서 10시간 동안 건조시킨 실리카(평균입경 : 43㎛, 비표면적 : 278㎡
/g, 기공체적 : 1.1㎤/g)8.4g을 넣고, 톨루엔 130ml를 첨가하여 현탁액을 만든다음 계를 0℃까지 냉각시
킨 후 20분에 걸쳐 메틸알루미녹산의 톨루엔용액(Almol/ℓ)41.7ml를 점적 첨가했다. 점적첨가동안 계를 0
℃에 유지시킨 다음 30분동안 0℃에서 반응시킨후, 계의 온도를 1시간에 걸쳐 95℃까지 상승시킨다음 이 
온도에서 4시간동안 반응시켰다. 그다음 계를 60℃로 냉각시킨후 상등액을 분리제거하여 고체로 얻은 다
음 고체를 톨루엔으로 2회 세척후 톨루엔 중에 재현탁시켰다(총량 : 150ml).

또다른 반응기내에 50ml의 최종 현탁액을 옮긴후 톨루엔10ml과 비스(1,3-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
코늄디클로라이드의 톨루엔용액(Zr : 35.4mmol/ℓ) 3.5ml를 첨가한다음 계의 온도를 80℃까지 상승시킨후 
2시간동안 반응시킨후, 상등액을 제거후 잔류물을 헥산으로 2회 세척하여 고체성분 1g당 지르코늄 3.0mg
을 함유하는 고체촉매성분을 얻었다.

[예비중합]

얻어진 고체촉매 성분을 헥산중에 재현탁후(총량 : 125ml),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의 데칸용액(Al : 1몰/
리터)6.2ml와 1-헥센 0.5ml를 첨가한 다음, 에틸렌을 연속공급하면서 대기압하에서 3.5시간동안 35℃에서 
예비중합을 수행했다. 그후, 예비중합 반응생성물을 헥산으로 2회 세척하여 예비중합된 촉매를 얻었다. 
상기 공정중에서 반응기 벽에 예비중합된 촉매가 달라붙지 않았다.

[중합]

질소로 청소한 2리터 압력용기 중에 헥산 1리터, 1-헥센 40ml 및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의 데칸용액(Al : 
1몰/리터)0.75ml를 넣고, 계의 온도를 70℃까지 상승시킨 다음 위에서 얻은 예비중합된 촉매 
0.005mg.atom(지르코늄원자환산으로)을 에틸렌과 함께 계에 공급하여 중합 개시한다음 즉시 계의 온도를 
80℃까지 상승시킨 다음 에틸렌을 연속 공급하면서 8㎏/㎠-G의 총압하에서 3시간동안 80℃에서 중합을 행
했다.

그결과 밀도가 0.93g/㎤, MFR이 0.03g/10분, 융점이 115℃, 결정화온도가 99℃인 에틸렌/1-헥센 공중합체 
289g을 얻었다.

[비교예 2]

실시예 4와 동일 방법으로 고체촉매성분을 제조하고, 에틸렌과 1-헥센의 예비중합 및 중합을 행했다. 단 
비스(1,3-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  대신 비스(1,3-메틸-n-부틸시클로펜타디에

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를 사용했다.

그결과 밀도가 0.93g/㎤, MFR이 0.18g/10분, 융점이 118℃, 결정화온도가 101℃인 에틸렌/1-헥센 공중합
체를 218g 얻었다.

결과는 표 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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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시예 5]

실시예 4와 동일 방식으로 에틸렌과 1-헥센의 중합을 행했다. 단 0.1몰%의 수소가스를 함유하는 에틸렌 
가스를 공급했다.

용융공중합체가  정속으로  연신할때  주어지는  응력을  측정하여  최종  중합체의  용융장력(MT(g))을 
측정했다. 즉, 분말상 중합체를 종래 방법으로 용융한 다음 용융된 중합체를 펠리트화하여 측정샘플을 얻
었다. 그다음 샘플의 MT를 수지온도 190℃, 압출속도 15mm/분 및 권취속도 10~20m/분의 조건하에서 노즐 
직경이 2.09mmφ, 노즐길이가 8mm인 MT측정장치(도요세키 세이사큐쇼사제)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결과는 표 2에 나타낸다.

[실시예 6]

실시예 5에서와 동일 방식으로 에틸렌과 1-헥센의 중합을 수행했다. 단, 비스(1,3-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
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대신 비스(1,3-메틸-p-톨일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를 사용했
다.

결과는 표 2에 나타낸다.

[비교예 3]

실시예 5와 동일 방식으로 고체 촉매성분을 제조하고, 에틸렌 및 1-헥센의 예비중합 및 중합을 수행했다. 
단, 비스(1,3-메틸페닐시클로펜타디에닐)지르코늄디클로라이드 대신 비스(1,3-메틸-n-부틸시클로펜타디에
닐)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를 사용하고, 0.05몰%의 수소가스를 함유하는 에틸렌 가스를 공급했다.

결과는 표 2에 나타낸다.

[표 2]

본 발명에 의하면 생성 폴리올레핀은 용융장력이 높고 양호한 성형성을 갖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하기식(I)으로 표시되는 천이금속화합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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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

R
1
R
2
MX2                   (I)

상기식에서 M은 주기율표 IVB족에서 선택한 천이금속원자이고, R
1
과 R

2
는 각각 천이금속원자 M에 배위된 

배우자로서 2이상의 치환기를 갖는 시클로알카디에닐기이며, 또한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시클로알카
디에닐기를 치환하기 위한 치환기들중 하나는 아릴기이고, 다른것은 탄소원자수 1~12의 포화 탄화수소기
이고, X는 탄소원자수 1~12의 탄화수소기, 알콕시기, 아릴옥시기, 트리알킬실릴기 및 할로겐원자로부터 
선택한 기 또는 원자이고, 두 X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함.

(B) (b1) 유기알루미늄옥시화합물 (b2) 이온화이온성화합물 (b3) 유기알루미늄화합물로부터 선택한 적어
도 하나의 화합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 올레핀중합촉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미립자 담체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성분(A) 및/또는 상기 성분(B)가 미립자담체상에 담지
된 것이 특징인 올레핀중합촉매.

청구항 3 

제1항 기재의 촉매에 올레핀을 예비중합하여 얻은 것이 특징인 예비중합된 올레핀 중합촉매.

청구항 4 

제1항에 기재한 올레핀중합촉매의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중합하는 것이 특징인 올레핀 중합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기재한 올레핀중합촉매와 유기알루미늄화합물의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중합하는 것이 특징인 올레
핀 중합방법.

청구항 6 

제2항 기재의 촉매에 올레핀 예비중합하여 얻은 것이 특징인 예비중합된 올레핀 중합촉매.

청구항 7 

제2항에 기재한 올레핀 중합촉매의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중합하는 것이 특징인 올레핀 중합방법.

청구항 8 

제3항에 기재한 올레핀 중합촉매의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중합하는 것이 특징인 올레핀 중합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기재한 올레핀 중합촉매와 유기알루미늄화합물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중합하는 것이 특징인 올레
핀 중합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기재한 올레핀 중합촉매와 유기알루미늄화합물 존재하에서 올레핀을 중합하는 것이 특징인 올레
핀 중합방법.

청구항 11 

제4항에 기재한 올레핀 중합방법에 의하여 얻은 중합체로 된 것이 특징인 성형품.

청구항 12 

제9항에 기재한 올레핀 중합방법에 의하여 얻은 중합체로 된 것이 특징인 성형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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