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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리인 주성민

김영

심사관 : 김란

전체 청구항 수 : 총 25 항

(54) 형태 트래핑 및 그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질

(57) 요약

본 발명은 "형태-트래핑된", 즉, 경화 단계에 의해 고정되는 고정된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을 나타내는 거대분자 네트

워크 및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경화성 물질의 신속한 동일계 경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데드 중합체 또는

예비중합체, 반응성 가소제 또는 희석제 및 개시제를 혼합하여 중합성 조성물을 제공하는 단계; 이 혼합물을 더 가공하여

중합체성 성분들을 원하는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으로 얻는 단계; 중합성 조성물을 원하는 기하학적 형상으로 성형하

는 단계; 및 혼합 없이 중합성 조성물을 중합 에너지원에 노출시켜 상기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이 고정된 최종 생성물

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중합성 조성물의 경화 직전에 존재하는 상 형태 및 분자 배향은 형태의 추가 변화가 방해되

거나 저해되도록 추후에 경화 단계에 의해 트래핑되거나 고정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드 (dead) 중합체, 반응성 가소제 및 개시제를 함께 혼합하여 중합성 조성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중합성 조성물을 가공하여 중합성 조성물의 중합체성 성분들을 원하는 형태로 얻는 단계;

상기 중합성 조성물을 원하는 기하학적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 및

상기 중합성 조성물을 중합 에너지원에 노출시켜 상기 원하는 형태가 고정된 중합체성 물질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중합체성 물질을 원하는 형태로 고정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성 조성물이 성형된 후 및 상기 중합 에너지원에 노출되기 전에 예정된 온도에서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 단계가 대기 시간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상기 중합체성 물질의 상-분리 형태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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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상기 중합체성 물질의 분자 배향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상기 중합체성 물질의 배향된 상-분리 형태인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상기 중합체성 물질의 다공 형태인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두 개 이상의 등굴절 상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공 단계 및 상기 성형 단계가 중합성 조성물을 원하는 기하학적 형상에 상응하는 주형에서 압축함

으로써 수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성 물질이 광학적으로 투명한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성 가소제가 데드 중합체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더 높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중합체쇄를 형

성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드 중합체가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인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드 중합체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인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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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드 중합체가 스티렌-메틸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와 블렌딩된 폴리스티렌-폴리부타디엔-폴리

스티렌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인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 에너지원이 UV 광이고, 상기 원하는 형태가 빠른 경화에 의해 고정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6.

뒤얽힌 데드 중합체 내에 반응성 가소제의 반-상호침투 중합체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고정된 원하는 형태를 갖는 경화된

수지.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성 가소제의 네트워크가 상기 데드 중합체에 더 가교결합되어 있는 것인 수지.

청구항 18.

데드 중합체, 반응성 가소제 및 개시제를 함께 혼합하여 중합성 조성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중합성 조성물을 가공하여 중합성 조성물의 중합체성 성분들을 원하는 형태로 얻는 단계;

상기 중합성 조성물을 원하는 기하학적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 및

상기 중합성 조성물을 중합 에너지원에 노출시켜 상기 원하는 형태가 고정된 중합체성 물질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중합체성 물질.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상-분리 형태인 물질.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분자 배향인 물질.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배향된 상-분리 형태인 물질.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다공 형태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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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형태가 두 개 이상의 등굴절 상을 포함하는 것인 물질.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 에너지원이 UV 광이고, 상기 원하는 형태가 빠른 경화에 의해 고정되는 것인 물질.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중합, 중합체 상 형태 및 성형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단상 또는 다상 중합체성 시스템

의 형태 구조의 고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추후의 가공 단계 또는 사용 동안에 상 형태의 추가 변화

에 대한 내성을 보유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배경기술

상-분리 시스템이 중합체 분야에 편재되어 있는 주된 이유는 사실상 상용가능한 중합체 블렌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

행스럽게도, 다상 형태는 종종 중합체 분야에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가지 이유는 내충격성, 인성, 고온 수행성, 높

은 탄성률, 인장 강도, 낮은 팽창률, 치수 안정성, 플라스틱에서의 높은 강도 대 중량 비율, 엘라스토머에서의 개선된 탄성

또는 댐핑 (damping), 내열성, 신장성, 광택 및(또는) 우수한 부착성과 같은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다상계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상-분리 물질들이 상승작용을 통해 더 높은 수행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합체 블렌드에 의해 용융 점

도, 높거나 낮은 연화점, 용이한 가공성 및 내용매성과 같은 목적하는 물리적인 특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

용 절감을 위해 고가의 재료를 더 저렴한 재료로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중합체 혼합물 또는 블렌드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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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중합체 블렌드의 이점과 결점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바람직한 상 형태는 높은 가공 온도 또는 강력한 혼

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달성하기에 곤란할 수 있다. 일단 얻어진 다른 형태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며, 유발된 응력, 고온

으로의 변화 또는 용매에 대한 노출에 의해 쉽게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여러 물질 시스템이 가공되는 동안 임계 용액 온도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CST) 상 전이를 나타냄으로써, 계의

상은 상 경계를 따라 분리된다. 가열시에 상 분리가 나타나는 경우, 시스템은 하한 임계 용액 온도 (LCST)를 나타낸다. 냉

각시에 상 분리가 나타나는 경우, 시스템은 상한 임계 용액 온도 (UCST)를 나타낸다. LCST 또는 UCST 전이가 일어나는

온도는 시스템의 조성뿐 아니라, 다른 물리적인 조건, 예를 들어 압력, pH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 전이는

주어진 중합체 블렌드의 상 형태를 크게 변화시키며, 종종 바람직하지 못하다. 냉각시에 상 분리로 인해 탁해지는 광학상

투명한 중합체 블렌드는 불안정한 상 형태를 나타내는 물질 시스템의 한 예이다.

중합체쇄의 분자 수준 배향이 목적하거나 원치 않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중합체 형태는 단성분 시스템 또는 동종의 다

성분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한 예가 각종 용매에 노출될 때 "용매 유도성" 크레이징 (crazing)

을 수행하는 폴리카르보네이트계에서 나타난다. 크레이징 반응은 깨지기 쉽고(쉽거나) 불투명한 물질을 형성하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쇄 재배향 반응 (이 경우, 미세결정화)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분자 수준의 배향은 때때로, 예를 들어 연

신된 중합체 필름 또는 섬유에서 유리하며, 얻어진 분자 배향은 인장 강도 또는 파괴, 또는 내인열성과 같은 개선된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 배향된 필름은 그의 고유의 광학 이방성으로 인해 광학 분야에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향된 필름

및 섬유는 흔히 승온에서의 연신에 의해 얻어지며, 이는 그 자체가 시간 및 에너지 소모적인 공정이다. 또한, 이러한 기법

에 의해 달성된 분자 수준의 배향은 향후에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쇄가 다시 무작위화 (re-randomization)되기 쉬우며, 위

축, 수축 및 분해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불리한 환경으로의 노출시에 이러한 형태-변형 크레이징 및(또는) 재-무작위

화 반응에 대한 내성을 보유하는 물질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공 동안이든지 사용중이든지 간에, 불리한 조건은 종종 주어진 물질 형태의 바람직하지 못한 변형 또는 파괴를 초래한

다. 중합체 시스템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는 하기에 개시된 본 발명에

의해 설명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물질에서 상-분리 양상, 형태 및 분자 배향을 개조 및 조절하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대량 제조에 적합한 매우 경제적인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 형태의 트랩핑

(trapping) 또는 분자 수준의 배향을 나타내는 새로운 종류의 중합체성 물질을 제조하여, 최적으로 설계된 최종 생성물의

특성을 안정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독특한 특징은 중합성 조성물의 경화 직전에 나타나는 상 형태 및 분자

배향이 추후에 추가적인 형태 변화가 억제되거나 방지되도록 경화 단계에 의해 트랩핑되거나 고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 트랩핑은 매크로상 (macrophase)-, 마이크로상 (microphase)- 및 나노상 (nanophase)-분리계, 또는 분자 수준에

서 균일한 시스템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생성된 중합체성 물질은 하나 이상의 중합체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중합체

분자는 서로 무작위적으로 코일링되거나 배향될 수 있다. 단상, 2상 및 다상 시스템 모두가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물질의 빠른 시스템 내의 중합에 의해 "형태-트랩핑된," 즉 중합 단계에 의해 고정된 고정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을 나타내는 중합체 거대분자 네트워크 및 제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데드

(dead) 중합체 또는 예비중합체, 반응성 가소제 또는 희석제, 및 개시제를 함께 혼합하여 중합성 조성물을 제공하는 단계;

이 혼합물을 가공하여 중합체 성분을 목적하는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으로 얻는 단계; 중합성 조성물을 목적하는 기하

학적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 및 중합성 조성물을 혼합하지 않고 중합 에너지 공급원에 노출시켜 치수 안정성 및 목적하

는 상 형태 및(또는) 고정된 분자 배향을 갖는 최종 생성물을 얻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중

합성 조성물은 반-고체이다.

이 방법에서, 목적하는 물질 형태 (상 형태 및 분자 배향) 및 부품의 목적하는 전체 형태 또는 배치는 물질의 경화에 앞서

정해진다. 이와 같이 제조된 형태-트래핑된 제품은 임의로 투명하고(하거나) 내충격성 (탄성)을 가질 수 있다. 생성된 형태

-트랩핑된 거대분자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i) 뒤얽힌 데드 (dead) 중합체 (세미-IPN)에 의해 둘러싸여 그 내부에 있는 반

응성 가소제의 반-상호침투 (interpenetrating) 가교결합 중합체 네트워크; ii) 뒤얽힌 데드 중합체 내에 있는 반응성 가소

제의 상호침투 가교결합 중합체 네트워크 (이 반응성 가소제 중합체 네트워크는 데드 중합체에 추가로 가교결합됨); 또는

iii) 뒤얽힌 데드 중합체 내에서 직쇄, 분지쇄 등일 수 있는 상호침투 반응성 가소제 중합체쇄 (가교결합되지 않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중합성 조성물의 경화는, 경화 개시 직전에 존재하는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이 데드 중합

등록특허 10-0668580

- 6 -



체-반응성 가소제의 경우 반응성 가소제 중합체쇄 및(또는) 중합체 네트워크의 형성에 의해 보존되는 최종 중합성 복합재

를 형성한다. 본 발명에 따라 경화 단계 동안 물질의 분자 구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고정하여 이러한 상 형태 트랩핑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경화 반응속도가 빠른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반응성 가소제 또는 희석제는 두 중합체 (단독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의 혼합 및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응성 가소제 또는 희석제도 상용화제로 작용한

다. 슈도 (pseudo)-상용화 상태에서 상기 결과가 나타나는 동안, 시스템은 빠르게 경화되고(되거나) 가교결합되어 부분

상용성을 보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르게는 달성될 수 없는 (즉, 상용화제를 사용하지 않음) 형태적 상태를 달성하고

보존할 수 있다.

본원에 개시된 형태 트랩핑 방법은 예를 들어 고-충격 폴리스티렌 (HIPS)과 같은 시스템의 제조 방법과는 뚜렷하게 다르

며, 중합이 진행됨에 따라 목적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HIPS 제조 공정에서, 폴리부타디엔 입자 (통상적으로 약간 가

교결합됨)를 과량의 스티렌 단량체에 가한다. 폴리부타디엔의 존재하에 스티렌 단량체가 중합하는 경우, 종종 시스템에 적

용되는 혼합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매우 특이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본 발명의 형태 트랩핑 방법은 HIPS의 제조와 유사한

방법 등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이는 트랩핑되는 형태가 경화 직전에 나타나며 최종 경화 단계 동안 혼합되지 않기 때

문이다.

개시된 본 발명은 형태-트랩핑된 물질이 제조될 수 있는 가공 단계 및 방법뿐 아니라 이렇게 제조된 물질을 포함한다. 또

한 본 발명은 이러한 방법에 유용한 여러 중합성 조성물뿐 아니라 고정된 형태를 갖는 생성된 경화 물질을 포함한다. 조성

물은 여러 바람직한 특징을 제공하기 위해, 예를 들어 주형 이탈, 개선된 안정성 또는 내후성 및 비-황색화 특성 등을 달성

하기 위해 당업계에 잘 알려진 다른 첨가제를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반응 화학의 넓은 선택 범위를 허용하여

물질내 각 분자의 상-분리 양상 및(또는) 기하적 배향을 기초로 목적하는 형태를 갖는 최종 부품을 얻을 수 있다. 생성된

개조 물질 및 방법을 이용하여 최상의 기계적, 열적 또는 광학적 특성을 갖거나, 기존에는 달성하기가 어려웠던 다른 바람

직한 특징을 갖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및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서 사용된 용어 "하나"는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본원 및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서 사용된 "형태"라는 용어는 주어진 물질 시스템 내에서 임의의 다른 성분들과 비교할 때의

중합체 성분들의 형태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독중합체 시스템, 중합체 블렌드 (중합체를 다른 중합체와 혼합하는 경

우), 중합체 네트워크 (중합체쇄를 서로 가교결합시키는 경우), 및 중합체 복합재 (중합체를 다른 비-중합성 물질과 혼합하

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중합체성 성분이 존재하는 중합체 블렌드 또는 복합재에서, 중합체는 2가지 이상

의 상이한 상 도메인의 존재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종종 상 분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중합체 성분의 형태는 주

어진 물질 시스템 내에서 하나 이상의 중합체 상의 존재, 크기, 형태 및 밀도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한 예에는 연속

상내의 구형 또는 실린더형 흡장, 상호침투 2-연속 실린더, 또는 2가지 상이 교대로 존재하는 판의 존재가 포함된다. 다른

많은 배치, 예를 들어 주어진 물질에 여러 바람직한 기계 및 광학 특성, 예를 들어 충격 강도를 부여하는 데 특히 중요할 수

있는 상-내-상-내-상 (phase-within-a-phase-within-a-phase) 또는 계면-형태의 배열이 존재한다. 다성분 시스템에

적용되는 중합체 시스템의 형태는 문헌에 잘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본원에 참고로 포함되는 문헌 (Polymeric

Multicomponent Materials by L. H. Sperling (John Wiley & Sons, Inc., 1997)을 참조한다).

분자 수준에서 하나 이상의 중합체 성분의 배향도 "형태"라는 용어의 범위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합체쇄는 연신 (즉,

필름 또는 섬유), 또는 고 전단을 포함하는 조작 (예, 사출 성형)에 의해 서로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배향되거나, 취입 성

형과 같은 조작에 의해 2축으로 배향될 수 있다. 이러한 배향은 주어진 경우에서 목적하는 기계적 특성을 달성하는 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중합체성 물질의 형태 또한 배향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실린더 또는 판과 같은 형태적 특징은

(예를 들어, 연신 또는 주형내의 유동에 의해) 서로에 대해, 그리고(또는) 부품의 외부 표면에 대하여 배향되도록 유도된다.

형태 배향은 또한 상-분리된 물질의 경우 목적하는 기계적 (때로는 광학적) 특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형태"라는 용어는 경계면에서 또는 경계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합체성 물질의 물리적 배열을 추가로 포함한다. 특히,

두 중합체 상의 사이, 또는 중합체 상과 비-중합체 상 (예, 충전제 입자, 섬유 또는 혈소판과 같은 첨가제) 사이의 경계면에

서의 중합체 성분의 배열 및 배향은 생성된 복합재의 기계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관심있는 다른 경

계면은 필수적으로 고체-고체는 아니며, 오히려 다공성을 나타내는 물질중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고체-액체 또는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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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경계면일 수 있다. 중합체성 물질내의 공극의 크기, 형태, 배향 및 배열은 물질의 차단 또는 투과 특성 (예를 들어, 필

터로 작용하는 능력), 및 그의 기계적 특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계

면 배열 및(또는) 다공성 특징은 본원에서 형태라는 용어에 포함된다.

본원 및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사용된 "트래핑된" 또는 "고정된"이라는 용어는 비교할만한 순수한 비처리된 중합체 시스템

에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는 형태의 안정화를 말한다. 안정화 효과는 하나 이상의 역효과, 예를 들어 저온 또는 고온으로

의 변화, 바람직하지 못한 화학적 환경, 외부 응력 또는 하중, 또는 계의 형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조건에 대

한 반응일 수 있다.

본원 및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사용된 "데드 중합체"라는 용어는 완전하게 중합된, 일반적으로 비-반응성인 중합체를 의미

한다. 일부 중합체 화학반응을 이용할 때, 데드 중합체는 경화가 개시되는 경우 비록 데드 중합체가 쇄내에 존재하거나 쇄

에 부착된 불포화 또는 반응성 잔기를 갖지 않을지라도 반응성 가소제와 반응할 수 있다. 또는, 데드 중합체는 의도적으로

중합체 쇄내에 어느 수준 또는 정도의 불포화를 보유할 수 있다. 데드 중합체는 직쇄 또는 분지쇄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

체일 수 있다. 공중합체의 경우, 순서 분포는 순서에 있어서 무작위적이거나 블로킹될 수 있다. 블록 공중합체는 끝이 가늘

어지거나, 또는 그래프트된 측쇄를 가질 수 있다. 데드 중합체의 구조는 분지되거나, 다중쇄이거나, 빗 (comb) 모양이거

나, 또는 별모양일 수도 있다. 이중-블록, 삼중-블록 또는 다중-블록 구조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된다. 많은 물질

시스템의 경우, 본원에서 모두 데드 중합체로 명명된 2개 이상의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의 혼합물을 제조하여 관련 특성을

달성한다.

데드 중합체를, 소분자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반응성 잔기의 존재로 인해 그 자체가 중합가능하거나 가교결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소분자 종과 혼합하여 본원의 개시에 따른 형태-트랩핑된 중합체성 물질의 제조에 유용한 중합성 조성물을

제조한다. 이러한 소분자 종류는 본원 및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서 "반응성 가소제"로 불린다. 반응성 가소제는 단량체, 가

교결합제, 올리고머 반응물, 올리고머 가교결합제, 또는 매크로머 (macromeric) 반응물 또는 매크로머 가교결합제 (총괄

하여 매크로머라고 함)를 포함할 수 있다. 반응성 가소제는 데드 중합체를 가소화하여 목적하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혼합물

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성분 중합체 시스템에서 통상적인 다상 형태에도 불구하고 혼합시에 만족스럽게 균질해야 한다. 임

의의 성형 또는 코팅 단계에서 혼합물을 목적하는 온도 (즉, 가공 온도)로 추가로 가열 또는 냉각시켜 목적하는 물질의 형

태를 형성하거나, 물질에 목적하는 전성 (malleability) 또는 변형을 부여할 수 있다. 가공 온도는 순환 시간이 최소화되도

록 적절하게는 주변 온도를 초과하는 온도 또는 주변 온도 미만의 온도에서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경화에 앞서 목적하

는 물질 형태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공 조건하에서 혼합물을 순서에 따라 또는 동시에 압축, 압착, 연신 또는 가공할 수

도 있다. 용매 용액으로부터의 캐스팅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가 곤란할 수 있는 목적하는 물질 형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다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우, 목적하는 혼합 정도 및 생성된 형태가 나타난 다음, 최종 경화 단계로 진

행한다.

반응성 가소제는 그 자체로는 1-관능성, 2-관능성, 3-관능성 또는 다관능성 잔기로 구성되는 혼합물일 수 있다. 예를 들

어, 1-관능성 및 다관능성 반응성 가소제의 혼합물을 포함시키면 반응성 가소제 중합체쇄가 서로 가교결합된 반응성 가소

제 중합체 네트워크 (즉, 세미-IPN)가 형성된다. 중합 동안, 연장되는 반응성 가소제 중합체쇄는 데드 중합체에 그래프트

되거나 또는 그와 반응하여, 비록 불포화되거나 또는 다른 분명한 반응성 존재가 데드 중합체 쇄내에 존재하지 않을지라

도, 특정 유형의 IPN을 형성할 수도 있다. 즉, 데드 중합체쇄는 경화 동안 가교결합제로 작용하여, 1-관능성 반응성 가소

제만이 혼합물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교결합된 반응성 가소제 중합체를 형성시킬 수 있다. 데드 중합체쇄에 그래프팅

시키거나 가교결합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로부터 형성되는 최종 복합재에 대해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본

발명의 고유한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 트랩핑 양상을 사실상 강화시킬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생성된 배합물 중의 반응성 가소제 (그 자체로 다양한 정도의 관능성을 갖는 단량체와 가교결합제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음)의 양 및 조성은 경화된 중합성 복합재가 반응성 가소제 중합체쇄의 형성에 의해 고정되거나 트래핑된 형

태를 나타내도록 한다. 즉, 반응성 가소제는 경화 직전에 나타나는 형태를 보존하거나 안정화하기에 충분한 농도로 존재한

다. 형태 보존은 목적하는 형태가 (해당 온도 및 압력과 같은 조건 하에서) 해당 기간 동안 만족스러울 정도로 일정하게 유

지되도록, 경화된 복합재 중에서 (반응속도론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또는 반응속도론적 및 화학적으로) 중합체 성분의

배열을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론에 얽매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합체 성분의 이동에 대

한 이와 같은 물리적인 제한은 i) 확산 또는 렙테이션 (reptation)에 대한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해 근처 중합체 분자의 이동

을 늦추거나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인접 또는 주변의 반응성 가소제 네트워크의 형성 (반응속도론적 트랩핑); ii) 중합체 분

자의 이동이 상기 가교결합에 의해 억제되도록 하는, 경화 반응 동안 반응성 가소제 쇄의 데드 중합체 쇄로의 화학적 가교

결합 및(또는) 그래프팅 (화학적 트랩핑); iii) 상기 i)과 ii)의 조합; 또는 iv) 양 측면에 물질이 부분적으로 가교결합된 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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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된다. 상기 형태 또는 분자 배향 트랩핑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반응성 가소제의 양은

일반적으로 약 0.1 중량％ 내지 약 9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1 중량％ 내지 약 50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중

량％ 내지 약 30 중량％이다.

형태-트랩핑 효과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예를 들어 열 안정성을 갖는 고정된 중합체쇄 (즉, 비교적 높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중합체)를 형성하는 반응성 가소제를 선택함으로써 사용되는 반응성 가소제의 유형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

한 쇄는 형성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데드 중합체(들)의 임의의 이동 또는 재배열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경화시에 완전한 가교결합이 일어나도록 데드 중합체에 그래프팅되거나 그와 반응할 수 있는 반응성 존재를 포함하도록

반응성 가소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유형의 반응성 가소제는 다른 데드 중합체 상과 비교할 때 주로 하나

의 데드 중합체 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용어로, "유사한 물질은 유사한 물질을 용해시킨다 (like-dissolves-

like)"라는 개념은 이러한 데드 중합체-반응성 가소제 시스템에 적용되며, 반응성 가소제가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는 데드

중합체 상 중에서 농축되는 경향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화시에 고정된 형태를 달성할 것이 요구되는 반

응성 가소제의 유형 및 양은 과도한 실험 없이도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될 수 있는 반응성 가소제의 범위

및 종류는 하기에 추가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중합 개시제를 혼합물에 첨가하여 혼합물이 광, 열, 이온 빔, 마이크로웨이브, x-선, e-빔 또는 감마 방사선과 같은 중합

에너지 공급원에 노출될 때 중합을 개시하도록 한다. 또한, 적합한 단량체 전구체 및 개시제를 첨가하여 축합, 개환 및 다

른 중합 메카니즘을 유사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개시제는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임의로, 다른 첨가제, 예를 들어

주형 이탈제, 비반응성의 통상의 가소제 또는 유연제, 안료, 염료, 유기 또는 무기 섬유상 또는 입자상 보강 또는 연장 충전

제, 요변성 (thixotropic) 물질, 지시제 (indicator), 억제제 또는 안정화제 (내후성 또는 비-황색화 물질), UV 흡수제, 계면

활성제, 유동성 보조제, 쇄 전달제, 발포제 및 다공성 변화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시제 및 다른 임의의 첨가제를 반응성

가소제 성분에 용해시키거나 분산시킨 다음, 데드 중합체와 배합하여 데드 중합체 중의 완전한 용해 및 데드 중합체와의

균일한 혼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는, 중합 직전을 비롯하여 임의의 시기에 개시제 및 다른 임의의 첨가제를 혼합물에 첨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예를 들어 열 개시제가 사용되는 경우에 바람직할 수 있다.

중합 혼합물의 성분은 손으로 또는 기계적 혼합에 의해 블렌딩할 수 있다. 성분들을 약간 가온하여 데드 중합체 성분을 연

화시키거나 액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임의의 적합한 혼합 장치, 예를 들어 블렌더 (blender), 니더 (kneader),

내부 혼합기, 혼합기, 압출기, 분쇄기, 인-라인 (in-line) 혼합기 및 정적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기계적으로 균질

화하거나, 임의로 주변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블렌딩하거나, 또는 대기압 초과 또는 미만의 압력에서 임의로 블렌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양태에서, 성분들이 기계적으로 교반되지 않는 동안에 임의의 대기 (waiting) 시간이 허용된다.

이러한 임의의 대기 시간은 성분들이 초기에 보유 용기내에 계량되는 시간과 이들이 기계적으로 또는 수동으로 균질화되

는 시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또는, 성분들을 건조-혼합 (dry-blending)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작동하는 혼합 장치내

에 계량할 수 있으며, 이후에 추가로 혼합하기에 앞서서 임의의 대기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또는, 성분들을 기계 장치내

에서 완전히 혼합할 수 있으며, 이 시간 이후에 대기 시간이 계속된다. 대기 시간은 약 1시간 내지 1일 이상 연장될 수 있

다. 기계 혼합 기술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상 도메인의 길이 스케일에서의 혼합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 기

시은 주어진 중합체 시스템을 매우 작은 길이 스케일로 균질화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기계적 혼합과 대기 시간의 조합

을 이용하여 모든 길이 스케일을 따라 균질화를 달성할 수 있다. 가공 과정에 있어서 대기 시간 및 그 순서는 에너지 소비,

전체 공정의 비용 및 최종 물질의 특성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체 혼합 공정을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과도한 실험 없이도

경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양태는 중합성 혼합물이 높은 비율의 데드 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특히 데드 중합체가 주변

온도에서 유리질이거나 단단한 경우에 특히 유리할 수 있다. 대기 시간의 이용은 또한 데드 중합체가 열적으로 민감하여

어떤 기간에 걸쳐 과도한 분해 없이 그의 연화점 초과의 온도에서 가공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유리할 수도 있다. 2종 이상

의 중합체를 혼합하려 할 때, 반응성 가소제(들)을 먼저 가장 높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성분에 첨가하여 이 성분이 가소

화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어서, 반응성 가소제의 가소화 효과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온도에서 다

른 낮은 Tg 성분을 혼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열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는, 반응성 가소제(들)을

혼합되는 중합체들에 분배시킬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을 별도로 가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독립적으로 가소화된 중합체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그와 상응하게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중합체가 적게 분해되도록 혼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측면에서 구체화된 다른 종류의 물질로는 하기에서 예비중합체로 언급된 관능화된 중합체를 들 수 있다. "예

비중합체"는 추가의 중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조되기 위해 관능화된 올리고머 쇄 또는 중합체 쇄를 의미한다. 바람직한

등록특허 10-0668580

- 9 -



실시양태에서, 예비중합체는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관능기를 포함한다. 중합체를 관능화하는 방법은 당업자

에게 잘 알려져 있다. 펜던트 히드록실, 카르복실, 알데히드 및 아민기를 포함하는 중합체는 무수물 기를 포함하는 중합체

가 그러한 것처럼 관능화가 매우 잘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예비중합체가 높은 분자량을 갖고(가지며) 높은 유리 전이 온도를 나타내는 경우, 또는 주변-온도에서의 가공이

바람직한 경우, 추가의 가소제를 데드 중합체 또는 예비중합체와 함께 혼합하여 목적하는 반-고체 점조도를 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가소제는 반응성이거나 (즉, 반응성 가소제) 또는 비반응성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데드 중합체 또는 예비중합체를 가소화하는 비반응성 종은 하기에서 "희석제"로서 언급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측면의 바람직한 한 실시양태에서, 예비중합체는 펜던트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기로 관능화

된 수불용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어서 예비중합체를 가소화하여 혼합시에 투명한 균질의 반-고체를 형성하는 희석제를

상기 예비중합체에 첨가한다. 이어서, 개시제를 첨가하면서 혼합물을 성형하고 UV로 경화시켜 목적하는 물질 형태를 갖

는 가교결합된 샘플을 얻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물질 형태는 가교결합된 예비중합체가 상 분리 없이 물 10 내지 90 중

량％를 흡수하도록 허용하는 형태이다 (물에 노출된 이후에 흐려짐 또는 탁해짐에 의해 입증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측면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예비중합체는 폴리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pHEMA)의 메타

크릴레이트-관능화된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이다. 메타크릴레이트의 관능화도는 부속 히드록실기의 약 0.2 내지 약 10

몰％의 범위일 수 있다. 공중합체는 HEMA, 및 카프롤락톤, 피롤리돈,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및 아크릴아미드와 같은 기를

포함하는 다른 단량체 종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콘택트렌즈 산업 분야에서 콘택트렌즈로 사용하기에 적

합한 히드로겔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바람직한 희석제로는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 PEG400 (분자량 약 400의 폴리에틸렌글리콜), PEG1000, 에톡실화 및

프로폭실화 글루코시드, 술폭시드 및 물을 들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희석제는 물과 프로필렌글리콜 또는 PEG400과의 혼

합물이다.

데드 중합체-반응성 가소제 조합들을 참고할 수 있지만, 이들은 또한 예비중합체-반응성 가소제 및 예비중합체-희석제의

조합에도 적용되며, 이들 혼합물은 달리 언급되지 않는다면 본 명세서에 있어서 상호교환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

해야 한다.

다중 중합체, 및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데드 중합체-반응성 가소제-개시제 혼합물을 혼합하는 기술 및 프로토콜은 종

종 생성되는 물질 시스템의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상 형태 및 분자 배향이 목적

하는 물질 특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혼합 단계에 대해 많이 고려할 것이다. 일

반적으로, 순수한 중합체 시스템의 상 형태 및(또는) 분자 배향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가공 기술은 본 발명

의 실시에서 유사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때때로 낮은 온도 및(또는) 압력에서 유리함), 특히 반응성 가소제 함량이 약

3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본 발명의 이와 같은 유리한 측면 및 다른 유리한 측면

은 하기에 추가로 기술되어 있다.

데드 중합체(들), 예비 중합체(들), 반응성 가소제(들), 희석제(들) 및 개시제(들)이 배합되는 경우, 혼합물은 종종 실온에서

반-고체이고 비유동성인 바람직한 조성물을 제공하며, 과도한 점착 또는 변형 없이 별개의 부재 또는 물건으로서 쉽게 취

급될 수 있으며, 유연하고 다루기 쉽다. 그 결과, 상기 바람직한 혼합물을 밀폐된 2개의 주형 하프 (half) 사이에 위치시킬

때, 특히 혼합물이 주변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가온되도록 약간의 열을 적용하는 경우 과도한 내성 없이 혼합물이 원

하는 기하학적 형상으로 변형된다. 복합재를 압축, 연신, 또는 처리 또는 성형하여 원하는 상 형태, 분자 배향 또는 형태 배

향을 달성하는 경우, 이러한 공정은 데드 중합체를 반응성 가소제로 가소화하고, 임의로 혼합물을 가열하거나 냉각시켜 달

성할 수 있는, 유연하고 변화가능한 점조도에 의해 유사하게 촉진될 수 있다.

상기 기재된 유연하고 변형가능한 혼합물은 이들이 성형, 형상화 또는 분자 배향 공정에 대한 내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또는, 어떠한 가소제 성분도 포함하지 않는 중합체 시스템 단독으로 수행된 필적할만한 공정에서 이용

된 것보다 낮은 온도에서 상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각 경우, 반응성 가소제의 존재로 인해 순수한 중합체 시스템에 비

해 변형된 물질의 보다 우수한 어닐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생성된 물체에서 응력 농축점 및 복굴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이점은 이러한 조성물을 실온에서 취급 및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원하는 기하학적 형상으로의 성형 또는 형상

화는 주변보다 단지 약간 낮은 온도 또는 적당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반응성 가소제 및 데드 중합체의 유형 및

상대적인 양은 혼합물의 시간-의존적 및 온도-의존적 점탄성을 나타낼 것이다. 선택된 조성물의 점탄성은 다양하며 변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공지된 모든 물질 시스템은 (화학 반응의 부재하에) 가열시에 보다 유연해지기 때문

에, 성형 온도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급 온도 이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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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에 따라 목적하는 분자 또는 형태학적 배향이 달성되고 고정되는 경우, 실온에서 순수한 상태로 유리 성질

을 갖는 중합체에 대한 반응성 가소제의 가소 효과가 본질적으로 이로운 것으로 입증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중합체는

임의의 배향 조작, 예를 들어 플로잉 또는 연신이 수행되기 전에 대략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되어야 한다. 그

러나, 반응성 가소제가 적어도 소량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중합체의 유리 전이 온도는 효과적으로 낮아지므로 상응하게

이러한 배향 조작이 저온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일단 중합이 개시되면, 반응성 가소제의 가소 효과가 제거되어 (데드 중합

체로서 Tg가 유사한 중합체를 형성하는 경우), 분자 배열 상태에서 순수한 데드 중합체 시스템에 비해 유사하거나 향상된

성질을 갖는 복합재가 얻어진다. 경화전에 저온에서의 공정능은 순환 시간 및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이점을 갖고, 이

로써 이러한 공정은 더욱 경제적이 된다. 또한, 고온 공정과 관련된 본래의 위험성이 감소되는 것과 같이 온도-민감성 중

합체의 열 분해가 감소된다.

본 발명의 실시에서, 목적하는 물질 형태 (상 형태 뿐 아니라 분자 및(또는) 형태 배향)와 물질 경화 전에 설정되는, 부품의

목적하는 전체 외형 또는 배향 모두가 본 발명자의 목적이다. 단일 경화 단계에서 정교한 외형과 물질 형태 모두가 고정되

는 능력은 중합체 공정 및 성형 분야의 당업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기계적 분쇄, 절단, 연마 또는 기타 이러한 조작에 의

해 경화된 부분을 더욱 성형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후속되는 공정은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가공된 데드 중합체-반응성 가소제-개시제 혼합물을 중합 에너지원에 노출시켜서 경화 반응을 개시하는 경우, 반응성 가

소제는 대부분이 혼합물에 존재하는 단량체성 종으로 이루어진 중합체쇄를 형성하고, 종종 일부는 데드 중합체쇄에 그래

프팅 또는 가교된다. 중합반응은 반응 부위가 켄칭될 때까지 또는 단량체 모두가 효과적으로 성장성 중합체쇄로 반응될 때

까지 (중합 에너지원이 소실된 경우라도) 단량체성 종 중에서 진행된다. "단량체성" 종은 일관능성 또는 다관능성 (따라서

쇄 연장제 또는 가교제의 역할을 함)일 수 있음을 주목한다. 또한, 단량체성 종은 비교적 분자량이 커서 통상적으로는 올리

고머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한다. 중합 에너지원에의 노출 시간 및 강도는 사용되는 단량체성 종 및 개시제의 종류 및 양

(뿐 아니라 사용되는 중합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화 기간은 종종 주변 온도보다 약간 더 높은 온

도에서 가열시켜 열적으로 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 내지 수일 정도 지속시킬 수 있다. 별법으로, 자유 라디칼 또는 양

이온성 경화 메카니즘이 사용되고, 고강도 UV 광원에 의해 개시되는 경우, 경화 기간은 수초 내지 수분동안 지속될 수 있

다.

순환 기간을 이롭게 감소시키는 것 외에, 특히 목적하는 형태가 평형 상태를 나타내지 않거나 조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

한 경우에는, 빠른 반응 시간 (즉, 신속 경화) 또한 신속하게 목적하는 형태를 고정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 본 발

명의 목적을 위해, "신속 경화" 또는 "신속 반응" 시간은 단량체의 95 % 이상이 1 시간 미만에 경화되는 경화 주기를 의미

한다. 단량체의 99 %가 10분 미만으로 경화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평형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 형태는 이러한 고려 사

항없이 더욱 천천히 경화될 수 있으나, 통상 더 빠른 순환 시간이 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경화 조작동안 순수한 단량체 시스템의 경화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축과 단지 온화한 정도의 온도 상승이 통상

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주목한다. 이는 전체 혼합물에서 단량체성 종의 백분율이 90 % 미만, 바람직하게는 50 % 미만, 더

욱 바람직하게는 30 % 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단량체성 캐스팅 (casting) 조작으로 수축이 약 15 % 정도 증가

되고, 온도가 약 200 ℃ 정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단량체성 종의 30 % 만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혼합물에

혼입되는 경우, 수축이 약 5 % 미만으로 감소되며, 온도 상승이 약 70 ℃ 미만으로 완화된다. 경화시의 수축량 및 온도 상

승은 반응성 가소제가 30 % 미만으로 혼합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감소된다. 예를 들어, 실제 배합물은 반응성 가소제

를 약 10 중량%으로만 함유할 수 있다. 혼합물을 경화하는 경우, 약 2 % 미만의 수축 및 약 20 ℃의 온도 상승이 관찰된다.

이렇게 낮은 수축 및 열 상승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치수적으로 정밀한 제품 제조가 매우 쉽다.

유사한 주장이 예비중합체를 함유하는 혼합물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반응성 가소제를 첨가하여 반응성 종을 혼입시

키거나 예비 중합체를 관능화함으로써 반응성 종의 전체 농도를 낮게 유지할 때마다 정밀한 외형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의 수축 및 온도 상승 문제가 대체적으로 경감된다.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통상적인 반응성 단량체의 메타크릴레이

트 농도가 약 9 몰/리터임을 주목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반응성 기의 저농도는 상기 값의 약 25 % 또는 관능기에 대

해 약 7 몰인 농도를 의미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반응성 기는 약 2.5 몰 미만의 농도로 존재해야 한다.

경화가 완결되면, 최종 부품 또는 제품은 확립된 또는 고정된 상의 형태, 분자 배향 및(또는) 형태 배향 ("형태적으로 트랩

핑된")을 갖는 이점을 갖는다. 즉, 시스템 형태는 순수한 중합체 시스템에서 달리 보여지는 것보다 우수한 안정성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가열 또는 냉각시 (즉, UCST 또는 LCST) 상변화를 나타내는 다성분 시스템은 예상되는

전이 온도에서 상변화가 전혀 보여지지 않도록 고정된 상 상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승온으로 노출되는 경우 일반적으

로 상이 분리되거나 달리 그의 형태가 변화되는 시스템은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목적하는 상태로 트랩핑될 수 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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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조된 물질에서, 상 분리 및(또는) 형태 변화는 유사한 온도 동안 방지된다. 다른 예로서, 특정 블록 공중합체는 용매

용액으로부터 캐스팅시 목적하는 형태 (예를 들어, 연속상에 분산된 실린더형 막대)를 나타내나, 가열 또는 냉각시 교대식

판형 또는 구형 흡장물로 변형된다.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실린더형 막대 배치는 후속되는 가열 또는 냉각이 목적하는 형

태를 파괴하지 않도록 트랩핑시킬 수 있다.

다른 예는 중합체 필름에 대한 내파괴성 및 내인열성을 부여하는 데 유용한 방법인, 중합체 분자가 2축으로 배향되도록 연

신시키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중합체성 필름이다. 그러나, 중합체쇄가 상대편 방향으로 이동하기에 충분한 이동성을 획득

할 정도로 상기 중합체 필름을 가열하는 경우, 이들은 통상적으로 그 자체가 재배향되어 목적하는 내충격성 및(또는) 내인

열성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2축 배향을 파괴하는 무작위적 배열을 취한다. 반응성 가소제를 필름 물질에 혼입시키고, 물

질을 연신시켜 분자 수준의 배향을 얻은 다음 시스템을 경화하여 바람직한 분자 배향을 트랩핑시키거나 고정시킴으로써,

필름은 보다 높은 내성을 갖고, 일부 경우 필름은 고온 노출 동안 열에 의해 유도되는 중합체쇄 배향이 다시 무작위화됨으

로써 일어나는 분해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교대식 판형 구조 (또는 해당 물질에 대해 실린더형 막대)를 나타내는 블록 공중합체는 물질을 2축으로 연신함

으로써 형태적으로 배향될 수 있다. 2개의 주형 하프 사이에서 물질을 압착하는 것이 하나의 예로서, 여기서 판은 압축 방

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서, 이후에 고온에 노출되는 것과 같이, 성형에

사용되는 승온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형태가 덜 배향된 상태로 이완된다. 그러나, 반응성 가소제가 경화되어 목

적하는 형태 배향 (이 예에서는 2축)을 고정시키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제거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형태 트랩핑은

이완이 일어나기 전에 목적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 (냉각이 너무 느린 경우의 일반적인 결과)을 막기 위하여 그 부분을 켄

칭하는 신속한 냉각 절차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또다른 예로서, 많은 물질들이 크레이징되거나 가해진 응력 또는 변화된 화학적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유사한 상분리를 일

으킨다. 예를 들어, 폴리카르보네이트는 아세톤과 같은 통상적인 용매에 노출되는 경우 용매 유도된 크레이징을 나타내어

탁한 비투명 물질이 된다. 그러나, 이는 데드 중합체를 반응성 가소제와 혼합한 다음 경화시켜 쇄의 분자 배열을 고정시킴

으로써 (이 경우, 쇄의 무정형 배열) 경감시킬 수 있다. 그다음 이러한 복합재를 동일한 용매에 노출시키면 물질의 크레이

징 또는 탁함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경화된 반응성 가소제의 안정화 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특정 물질의 목적하는 형태가 이들의 다공성 또는 내부 공극 구조의 표시임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동

안 발포제의 함유에 의해 발포되거나 다공성 변형제 (일반적으로 일단 변형제가 제거되면 다공성 구조를 벗어나는 비혼화

성 액체 제제)의 함유에 의해 다공성이된 물질의 경우이다. 이러한 물질에서, 셀 및(또는) 공극의 크기, 및 이들의 배열 (개

방 셀 또는 폐쇄 셀, 연속 공극 또는 종단 공극)은 강도-대-중량 비, 투과성 (분산성 및 용해성), 흡착성 및 흡수성 등과 같

은 최종 성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물질이 고온 또는 고압, 혼화성 또는 비혼화성 용매, 외부 응력 등

과 같은 불리한 환경 조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셀 또는 공극 구조가 변경되고(되거나) 손상된다. 그러나,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의 실시를 통해서 해당 물질의 형태적 특징이 확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극 또는 셀 구조에서의 원치않는 변동에

대해 물질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 트랩핑은 현재 기존 물질 시스템의 능력으로는 극복되지 않는 조건 (온도, 압력,

용매 노출 등) 하에서 기존 물질 시스템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특별히 인식될 것이다.

후속되는 가공 단계 동안 및(또는) 사용 조건 동안, 안정성을 위해 주어진 바람직한 형태를 트랩핑하거나 고정시키는 데 바

람직한 것으로 발견될 수 있는 무수한 적용 예가 존재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 또는 형태 변화가 온도 또는 다른 환경 조

건에서 요구되거나 피할 수 없는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매우 자주 직면하게 된다.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의

유용성은 형태 트랩핑이 반응성 가소제 성분 및 적합한 개시제의 혼입 후 목적하는 형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중합 반응시

킴으로써 쉽고도 경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태 트랩핑의 이점이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응성 가소제 성분의 가소 효과가 이용되어 경화 전에 혼합물의 가공 특성 (저온 가공, 손쉬운 성형 등)에 이로울

수 있다.

물질 디자인 고려:

본원에서 관심있는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중합체 성분 (데드 중합체)을 함유한다. 중합체 성분(들)은 직쇄, 분지쇄 또는 가

교결합쇄일 수 있다. 중합체쇄는 형태 또는 분자 배향이 어느 정도의 길이에 걸쳐 한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약 10 "머" (반복 단위) 이상이다. 한 가지 이상의 상 도메인의 물리적 배열을 고려하면, 시스템은 나노 스케

일 크기 정도 (즉, 약 1 내지 100 나노미터 정도의 상-분리 도메인)의 작은 별개의 상 영역에서부터 수밀리미터 정도 (예를

들면, 중합체 매트릭스 중에 분산된 밀리미터 길이의 섬유)로 큰 거시적 상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분자 배향을 고

등록특허 10-0668580

- 12 -



려한 물질 형태는 옴스트롱 크기의 길이에 집중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은 대략 밀리미터 길이의 크

기부터 옴스트롱 길이의 크기까지 관심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임의의 물질 시스템으로, 상기 물질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중

합체 성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스템 중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보편적인 단독 중합체가 고려될 것이며, 여기에 반응성 가소제 및 개시제가 쉽게

혼입되고 반응하여 경화 직전에 데드 중합체쇄의 분자 배향을 트랩핑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서, 반응성

가소제는 적어도 일부 목적하는 공정 조건, 즉, 원하는 온도 및 압력에서 관심있는 데드 중합체와 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된다. "상용성"은 반응성 가소제가 데드 중합체를 용매화하고(하거나) 가소화하는 열역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실제로,

구조 유사성을 갖는 분자 세그먼트가 상호 용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합체 중의 방향족 잔기는 일반적

으로 방향족 가소제에 용해되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친수성 및 소수성은 해당 데드 중합체와 혼합되는 반응성 가

소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또다른 고려사항이다. 본 발명의 목적상 상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람직한 것일

지로도, 특히 투명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상용성은 일반적으로 혼합시 맑고 투명하게 나타나는 시스템에서 예상될 수 있

다.

실온에서 부분 상용성만 관찰되는 경우에도, 혼합물은 종종 약간 증가된 온도에서 균일해진다, 즉, 많은 시스템이 약간의

승온에서 투명해진다. 이러한 온도는 주변 온도보다 약간 높을 수 있거나 100 ℃ 이상 근처까지 상승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 반응성 성분은 승온에서 빠르게 경화되어 시스템이 냉각되기 전에 경화 수지에서 상용성 상-상태를 "고정"시킨다. 따

라서, 상-형태 트랩핑은 냉각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반투명 또는 불투명 물질 대신에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을 제조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물질 및 가공 방법 모두가 광학적으로 투명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투명한 제품을 제조

하기 위한 강력한 신규 기술이다.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형태적으로 안정한 부품은 광범위한 잠재적 용도를 갖는다. 본 명

세서에 기재된 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독특한 복합재 시스템이 지금까지 얻기 어렵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 투명

한 제품의 제조를 위해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스티렌,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폴리술폰,

폴리페닐렌 옥시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무정형 폴리올레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및 이들의 변형물, 공중합체 및

(또는) 혼합물과 같은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을 적당한 반응성 가소제 패키지와 혼합함으로써 유용한 배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데드 중합체로서 상-분리 등굴절성 혼합물을 배합함으로써 제조된 광학적으로 투명한 상-분리 시스템

이 이로울 수 있다. (1) 상들 사이에서 그 자체가 대략 동일하게 분할되거나, (2) 중합시 굴절률이 데드 중합체 혼합물의 굴

절률과 유사한 반응성 가소제가 가해지는 경우, 경화 동안에 투명한 부분이 얻어진다. 별법으로, 반응성 가소제가 상들 사

이에서 그 자체가 동일하게 분할되지 않거나 경화시 굴절률이 중합체 혼합물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상들 중에서 하나의

상의 굴절률이 변경되고, 그 결과 등굴절성 혼합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작은 본 발명에 따라 이롭게 수행되어 해당

물질 시스템에서 이전에 얻기 어려웠던 특성 (즉, 동시에 존재하는 기계적, 광학 및 가공 특성)을 실현할 수 있다.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의 제조에 있어서 사실상 임의의 열가소성 물질이라 할지라도 형태-트랩핑된 물질의 제조를 위한

데드 중합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리스티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

렌),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술폰,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카프로락톤 및 폴리에테르이미드가 포함

될 수 있다. 열가소성 물질은 중합체 주쇄에 부착되어 (공중합되거나, 그래프트되거나 또는 달리 혼입됨) 경화시 가교를 촉

진하는 소량의 반응성 물질을 임의로 가질 수 있다. 이들은 무정형 또는 결정성일 수 있다. 이들은 고성능으로 작용하는 열

가소성 물질로 분류될 수 있거나 (예를 들어, 폴리에테르 이미드, 폴리술폰, 폴리에테르 케톤 등), 생분해성 천연 중합체

(예를 들어, 전분, 프롤아민 및 셀룰로스)일 수 있다. 이들은 사실상 올리고머 또는 매크로머일 수 있다. 이들의 예는 본 발

명의 실시 동안 가능한 조성물의 범주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 발명 하에서 가능한 열가소성 화학의 광범위한

선택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반응성 가소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열가소성 중합체와 혼합되어 정밀한 치수의 제품으로 쉽게 성형될 수 있는 반고체-유

사 조성물을 형성할 수 있다. 경화 수지를 형성하기 위해 중합하는 경우, 경화 직전의 물질 내에서의 상 형태는 고정되어

형태 안정성의 정도가 증가된 복합물이 얻어진다. 열가소성 중합체는 광학적 투명성, 고굴절률, 낮은 복굴절률, 뛰어난 내

충격성, 열안정성, UV 투명성 또는 차단성, 내인열성 또는 내파괴성, 목적하는 수치의 다공성, 목적하는 투과물로의 선택

적 투과성 (예를 들면, 높은 산소 투과성), 내변형성, 저비용, 또는 최종품에서의 이들 및(또는) 다른 특성의 조합을 얻기 위

해 선택될 수 있다.

2가지 이상의 중합체를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얻어진 중합체 블렌드는 해당 물질 시스템에서 바람직한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실제로, 이러한 블렌드는 기계적 라텍스 또는 용매-캐스트 블렌드; 그래프트형 블렌드 (표면 개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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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트, 예비 그래프트 (IPN, 기계화학적 블렌드)) 또는 블록 공중합체일 수 있다. 화학적 구조, 분자 크기 및 중합체의 분

자 형태에 따라서, 블렌드는 무정형 또는 결정형의 상용가능한 및 상용불가능한 성분들 모두를 포함하는 혼합물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중합체 블렌드 및 블록 공중합체, 및 많은 기타 공중합체들은 상-분리 시스템을 만들어 물질 디자이너에 의해 개

발될 상 배열의 다양함을 제공한다. 상 도메인의 물리적 배열은 단순하거나 복잡할 수 있으며, 연속성의 분리된/비연속성

및(또는) 이연속성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예들로 설명된다: 상 II에 분산된 상 I의 구형, 또는

상 I에 분산된 상 II의 구형; 상 II에 분산된 상 I의 실린더형, 또는 상 I에 분산된 상 II의 실린더형; 내부연결된 실린더형; 정

렬된 이연속성의 이중 다이아몬드 내부연결된 상 II 중 상 I의 실린더형 (성형 블록 공중합체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음); 교

대식 판형 (쇄 길이가 거의 동일한 이중블록 공중합체로 널리 공지됨); 둥근 쉘형 또는 나선형을 형성하는 고리형; 상 내에

상이 존재하고 그 상에 존재하는 상 (HIPS 및 ABS); 상 분리의 열역학 (결정생성 및 성장 모두 뿐 아니라 스피노달 분해 메

카니즘), 상 분리의 역학, 및 혼합 방법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들 형태의 동시적 집합; 또는 이들의 조합. 본원에 기재된 발명

이 이러한 유용한 형태를 제조하기 위한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을 대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 배열은 본 발명과 함

께 이롭게 사용될 수 있다. 대신에, 본 발명은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달성되었던 해당 상태에서의 목적하는 형태를 고

정 또는 트랩핑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단 트랩핑되면, 물질은 안정화 형태라는 이점을 가지면서 용매가 없는 상태로

건조되고, 가열 또는 냉각되고, 응력을 받고, 기계적으로 절단되고, 분쇄되거나, 연마되거나, 불리한 화학적 환경을 받을

수 있다.

물질의 다른 카테고리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데드 폴리머로서 사용한다.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예는 화학식 "A-B-

A" (여기서, A는 열가소성 경질 중합체 (즉, 유리 전이 온도가 주변 보다 높음)이고, B는 엘라스토머 (고무질) 중합체 (유리

전이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낮음)임)의 삼중블록 공중합체이다. 순수한 상태에서, ABA는 미세상-분리 또는 나노상-분리

형태를 형성한다. 이러한 형태는 고무질의 쇄 (B)에 연결되고 둘러싸인 경질 유리 중합체 영역 (A), 또는 유리질의 연속상

(A)으로 둘러싸인 고무질 상 (B)의 흡장물로 이루어진다. 중합체에서 상기 (A)와 (B)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서, 중합체쇄의

외형 또는 구조 (즉, 직쇄, 분지쇄, 별모양, 비대칭 별모양 등), 및 사용되는 가공 조건, 교대형 판, 비연속성 막대 또는 다른

상-도메인 구조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물질에서 관찰될 수 있다. 특정 조성 및 가공 조건 하에서, 형태는 관련된 도메인

크기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더 짧다. 따라서, 이러한 ABA 공중합체로 제조된 부품은 투명하거나 최악의 경우 반투명할

수 있다. 가황없이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는 통상적인 가황 고무의 특성과 유사한 고무와 같은 특성을 가지나, 유리 중합체

영역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열가소성 물질로서 이동한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예로

는 SBS, SIS 및 SEBS가 있으며, 여기서 S는 폴리스티렌이고, B는 폴리부타디엔이고, I는 폴리이소프렌이며, EB는 에틸렌

부틸렌 공중합체이다. 다수의 기타 이중블록 또는 삼중블록 후보물질들이 공지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폴리(방향족 아미

드)-실록산, 폴리이미드-실록산 및 폴리우레탄이 있다. SBS 및 수소화 SBS (즉, SEBS)는 쉘 케미칼스(Shell Chemicals,

크라톤(Kraton, 등록상표))의 제품으로 널리 공지되어 있다. 듀폰(DuPont)의 라이크라(Lycra, 등록상표) 또한 블록 공중

합체이다.

배합물을 위한 출발 데드 중합체로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선택하는 경우, 상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반응성 가소제

와 함께 혼합시켜 뛰어난 내충격성의 투명한 부품을 제조할 수 있다.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는 그 자체로는 화학적으로 가교

되지 않고, 성형을 위해 비교적 고온의 가공 단계를 요구한다. 냉각시, 이러한 온도 변동은 치수적으로 불안정하고, 수축되

거나 뒤틀린 부품을 초래한다. 반응성 가소제는, 그 자체로 경화되는 경우, 비교적 유리질의 경질 망상구조 또는 비교적 연

질의 고무질 망상구조를 형성하도록 선택될 수 있으나, 각 경우에서 비교적 크게 수축된다. 그러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및 반응성 가소제가 함께 블렌딩되고 반응하여 경화 수지를 형성하는 경우, 경화 동안 수축이 거의 없으면서 월등한 충격

흡수성 및 내충격성을 갖는 복합 망상구조를 형성한다. "내충격성"은 주변 물체에 의해 충돌되는 경우의 내파괴성 또는 내

분쇄성을 의미한다. 배합물에서 사용되는 데드 중합체 및 반응성 가소제의 성질에 따라, 최종 경화 수지의 가요성은 출발

데드 중합체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다 (다르게는, 좀더 경질 또는 연질임). 뛰어난 인성을 나타내는 복합품은 중합체

쇄를 따라 그자체가 중합가능한 기를 함유하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바람직한

조성물은, 예를 들어 SBS 삼중블록 또는 성형 공중합체일 수 있으며, 여기서 반응성 가소제는 SBS 중합체의 부타디엔 세

그먼트에서 불포화기와 약간 가교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높은 내충격성을 갖는 물질을 제조하기에 바람직한 배합물은 스티렌을 약 75 % 이하로 함유하는 스

티렌-풍부 SBS 삼중블록 공중합체를 사용한다. 이들 SBS 공중합체는 쉘 케미칼스 (크라톤(등록상표)), 필립스 케미칼 컴

퍼니 (Phillips Chemical Company, 케이-레진(K-Resin, 등록상표)), BASF (스티로룩스(Styrolux, 등록상표)), 피나 케

미칼스 (Fina Chemicals, 피나클리어(Finaclear, 등록상표)), 아사히 케미칼 (Asahi Chemical, 아사플렉스(Asaflex, 등록

상표)) 등에서 시판된다. 높은 내충격성 및 우수한 광학적 투명성 외에, 이러한 스티렌-풍부 공중합체는 비교적 높은 굴절

률 (즉, 약 1.54 이상) 및(또는) 낮은 밀도 (반응성 가소제 30 % 이하, 이들의 밀도는 약 1.2 g/cc 미만, 더욱 통상적으로는

약 1.0 g/cc)와 같은 다른 바람직한 특성을 때때로 나타내는 물질 시스템을 생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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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굴절률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 높은 굴절률 중합체는 1종 이상의 데드 중합체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중합체의 예로는 폴리카르보네이트 및 할로겐화 및(또는) 술폰화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스티렌 및 할로겐화 및

(또는) 술폰화 폴리스티렌, 폴리스티렌-폴리부타디엔 블록 공중합체 및 이들의 수소화, 술폰화 및(또는) 할로겐화 형태

(이들 모두는 직쇄, 분지쇄, 별모양, 비대칭 분지쇄 또는 비대칭 별모양 등일 수 있음), 폴리스티렌-폴리이소프렌 블록 공

중합체 및 이들의 수소화, 술폰화 및(또는) 할로겐화 형태 (직쇄, 분지쇄, 별모양, 비대칭 분지쇄 및 별모양 등 포함), 폴리

에틸렌 또는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또는 이들의 다른 형태), 폴리(펜타브로모페닐 (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비닐

카르바졸, 폴리비닐 나프탈렌, 폴리비닐 비페닐, 폴리나프틸 (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비닐 티오펜, 폴리술폰, 폴리페닐렌

술피드 또는 옥시드, 우레아-, 페놀- 또는 나프틸-포름알데히드 수지, 폴리비닐 페놀, 클로린화 또는 브롬화 폴리스티렌,

폴리(페닐 α- 또는 β-브로모아크릴레이트),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 또는 브로마이드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방향

족 성분, 할로겐 성분 (특히, 브롬) 및(또는) 황 성분의 증가가 물질의 굴절률 증가시키는, 당업계에 널리 공지된 효과적인

수단이다. 높은 굴절률, 낮은 밀도 및 내충격성은 착용자에게 외관상 잘 드러나지 않고 편안하며 안전한 점에서 바람직한

초박의 경량 안경 렌즈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안구 렌즈에 특히 바람직한 특성이다.

다르게는, 엘라스토머, 열경화성 물질 (예를 들어, 비경화 상태에서의 에폭시, 멜라민, 아크릴레이트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우레탄 등), 및 기타 비가소성 중합체성 조성물이 본 발명의 실시 동안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물질의 혼합물은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 형태적으로 안정한 부품을 형성하는 데 이롭게 사

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격 변형제 (보통 약간 가교결합된 입자 또는 직쇄 중합체쇄)는 다양한 가소성 물질 또는 가소성

엘라스토머와 블렌딩시켜 최종 경화 수지의 충격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반응성 가소제의 존재는 블

렌딩되는 중합체의 연화 온도를 낮춤으로써 블렌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온도-민감성 물질을 Tg가 높은 중합체와 함께

블렌딩되는 경우에 특히 이롭다.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이 요구되는 경우, 혼합물 성분 (즉, 데드 중합체, 충격 변형제 및

(또는) 반응성 가소제)은 빛 산란이 감소되도록 상 간의 동일한 굴절률 (등굴절성)을 얻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등굴절성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반응성 가소제가 상용화제로 작용하여 2개의 불혼화성 중합체간의 도메인 크기를 빛의 파장

미만으로 감소시켜, 광학적으로 투명한 중합체 혼합물 (상기와 같이 처리되지 않으면 불투명함)을 제조한다. 또한, 반응성

가소제의 존재는 일부 경우에서 충격 변형제와 데드 중합체간의 부착을 향상시켜 생성 혼합물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응성 가소제 (희석제)는 단독으로 또는 혼합물 형태로 사용되어 해당 데드 중합체의 용해를 촉진할 수 있다. 반응성 관능

기는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 무수물, 아크릴아미드, 비닐, 비닐 에테르, 비닐 에스테르, 비닐 할라이드, 비

닐 실란, 비닐 실록산, (메트)아크릴레이트 실리콘, 비닐 헤테로사이클, 디엔, 알릴 등일 수 있다. 덜 공지되었으나 중합가

능한 다른 관능기, 예를 들어 에폭시드 (경화제가 포함된 것) 및 우레탄 (이소시아네이트와 알코올간의 반응물)이 사용될

수 있다. 원리적으로, 본 발명에 따라 임의의 단량체, 바람직하게는 주변 온도 또는 그 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액체로 존

재하고, 적합한 개시제 존재하에 광원 또는 열원과 같은 중합 에너지원의 사용시 쉽고 빠르게 중화되는 단량체를 반응성

가소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관능기를 함유하는 반응성 단량체, 올리고머 및 가교제는 널리 공지되어 있고, 사르토

머(Sartomer), 라드큐어(Radcure) 및 헨컬(Henkel)에서 시판된다. 유사하게, 비닐 에테르는 알리드 시그널(Allied

Signal)에서 시판된다. 또한, 라드큐어는 UV 경화가능한 시클로지방족 에폭시 수지를 공급한다. 이르가큐어(Irgacure) 및

다로큐어(Darocur) 시리즈와 같은 광개시제가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사르토머의 에사큐어(Esacure) 시리즈와 같이 시바

가이기(Ciba Geigy)에서 시판된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 (AIBN), 벤조일 퍼옥시드, 디큐밀 퍼옥시드, t-부틸 히드

로퍼옥시드 및 칼륨 퍼술페이트와 같은 열개시제가 또한 널리 공지되어 있고, 알드리치(Aldrich)와 같은 화학 공급체로부

터 입수가능하다. 비닐, 디엔 및 알릴 화합물은 벤조페논과 같이 다수의 화학 공급체로부터 입수가능하다. 개시제에 관한

참고문헌으로 예를 들어, 문헌[Polymer Handbook, J. Brandrup, E.H. Immergut, eds., 3rd Ed., Wiley, New York,

1989]을 참조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자들은 아크릴레이트 (및 몇몇 경우에서는 메타크릴레이트)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배

합 방법의 유연성을 설명할 것이다. 소분자 또는 대분자 구조를 기초로 하는 다른 반응성 기를 갖는 유사한 구조 (예를 들

어, 아크릴아미드, 비닐 에테르, 비닐류, 디엔류 등)가 기재된 주조 공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상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반응성 가소제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수백 내지 수천 가지의

시판되는 화합물의 목록 중에서 단지 일부만을 언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관능성 화합물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부틸 아

크릴레이트, 옥틸 아크릴레이트, 이소데실 아크릴레이트, 헥사데실 아크릴레이트, 스테아릴 아크릴레이트, 이소보르닐 (메

트)아크릴레이트, 비닐 벤조에이트,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카프로락톤 아크릴레이

트, 시클로헥실 (메트)아크릴레이트, 벤질 (메트)아크릴레이트,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아크릴레이트, 메틸 메타크릴

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및 프로필 아크릴레이트 등이 포함된다. 이관능성 화합물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폴리에틸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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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디아크릴레이트,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디아크릴레이트, 헥산디올 디아크릴레이트, 포토머(Photomer) 4200 (헨켈),

폴리부타디엔 디아크릴레이트 (또는 디메타크릴레이트), Ebecryl 8402 (라드큐어), 비스페놀 A 디(메트)아크릴레이트,

에톡실화 (또는 프로폭실화) 비스페놀 A 디(메트)아크릴레이트 등이 포함된다. 삼관능성 및 고도의 다관능성화합물의 비

제한적인 예로는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메트)아크릴레이트 (및 그의 에톡실화 또는 프로폭실화 유도체),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아크릴레이트 (및 그의 에톡실화 또는 프로폭실화 유도체), 포토머 6173 (다관능성의 독점적으로 아크릴화된 올리

고머, 헨켈), 및 사르토머 (SR 시리즈), 라드큐어 (Ebecryl 시리즈) 및 헨켈 (포토머 시리즈)의 지방족 및 방향족 아크릴화

올리고머 및 아크릴화 우레탄 기재 올리고머의 전체 호스트가 포함된다.

굴절률이 높은 물질이 요구되는 경우, 굴절률이 높은 반응성 가소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성 가소제의 예로는, 상

기한 것 외에, 브롬화 또는 클로린화 페닐 (메트)아크릴레이트 (예를 들어, 펜타브로모 메타크릴레이트, 트리브로모 아크릴

레이트 등), 브롬화 또는 클로린화 나프틸 또는 비페닐 (메트)아크릴레이트, 브롬화 또는 클로린화 스티렌, 트리브로모네오

펜틸 (메트)아크릴레이트, 비닐 나프틸렌, 비닐 비페닐, 비닐 페놀, 비닐 카르바졸, 비닐 브로마이드 또는 클로라이드, 비닐

리덴 브로마이드 또는 클로라이드, 브로모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브로모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등이 포함된다. 상기한 바

와 같이, 반응성 가소제의 방향족 함량, 황 함량 및(또는) 할로겐 함량의 증가가 굴절률이 높은 특성을 얻기 위한 널리 공지

된 기술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아미드 및(또는) 비닐 에테르 잔기를 함유하는

반응성 가소제는 편리하고 빠른 경화 UV-유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데드 중합체-반응성 가소제 혼합물의 상용성은 하기 실시예 1에 의해 설명되는 바와 같이 실온 또는 실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생성 물질의 광학 투명도를 조사함으로써 입증한다.

실시예

실시예 1: 실험 프로토콜

데드 중합체를 소량의 원하는 반응성 가소제로 미리 채워진 바이알에 첨가한다. 교반하여 혼합물을 균질화하면서 약간 가

열한다. 생성된 반고체 유사 덩어리를 가시적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온도에서의 광학 투명도를 기록하였다. 완전한 투명함

은 성분 혼화성을 표시한다. 희미한 탁함은 부분 혼화성을 암시하고, 불투명함은 상용불가능을 표시한다 (상 분리의 결과

로서의 광 산란). 따라서, 많은 쌍의 데드 중합체-반응성 가소제를 조사할 수 있다.

실시예 2 내지 8에는 이 방법을 따르는 시스템 상용성 및 부분 상용성의 여러 발견이 기재되어 있다.

실시예 2: 크래톤-기재 시스템

하기 중합체는 실시예 1에 기재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수반되는 표에는 중합체 특성이 요약되어 있다.

[표 1]

크래톤 타입 조성물(%) 설명

   

G 1652 SEBS (S:29/EB:71) 직쇄, 저분자량

G 1650 SEBS (S:29/EB:71) 직쇄, 중간 분자량

G 1657 SEBS (S:13/EB:87) 직쇄

D 1102 SBS (S:28/B:72) 직쇄, 저분자량

D 4141 SBS (S:31/B:69) 직쇄

D 4240p (SB)n (S:44/B:56) 분지쇄

D 1116 (SB)n (S:21/B:79) 분지쇄

D 1107 SIS (S:14/I:86) 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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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스티렌, EB = 에틸렌 부틸렌, B = 부타디엔, I = 이소프렌

헥산디올 디아크릴레이트는 부분 혼화성을 보여주는 G 1650을 제외하고 모든 크래톤 샘플을 잘 용매화시켰다. 포토머

(photomer) 4200은 승온에서 D1102, D1107, D4141, D4240p 및 G1657를 용매화시켰다. 포토머 4200 (올리고머 디아

크릴레이트)은 G 1652를 부분 용매화시켰다. 폴리부타디엔 디메타크릴레이트 (Sartomer CN301)는 승온에서 D1116,

D1102 및 D4141를 부분 용매화시켰다. 에베크릴 (ebecryl) 8402는 G 1657를 용매화시켰다. 이소데실 아크릴레이트는

상기 크래톤 모두와 상용가능하였다. 헥사데실 아크릴레이트, 라우릴 아크릴레이트 및 스테아릴 아크릴레이트는 승온에서

크래톤을 용매화시켰다.

크래톤을 용매화시키는 다른 단량체에는 부틸 아크릴레이트, 이소옥틸 아크릴레이트, 이소보르닐 아크릴레이트, 벤질 아

크릴레이트,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아크릴레이트 및 비닐 벤조에이트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족 아크릴레이트는 고

무질의 크래톤을 잘 용매화시켰다. 에톡실화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트 (424의 평균 분자량)는 크래톤 D4240p, D1107,

D4141 및 D1102만을 약간 용매화시켰다.

실시예 3: 스티렌-풍부-SBS 시스템

크래톤 D1401P는 직쇄 스티렌-풍부-SBS-삼중블록 공중합체이다. 크래톤 D1401P를 용매화시키는 반응성 가소제에는

비닐 벤조에이트;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아크릴레이트; 벤질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레이트; 이소보르닐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레이트; 부틸 아크릴레이트; 옥틸 아크릴레이트; 이소데실 아크릴레이트; 부탄디올 디아크릴레이트; 헥산디올

디아크릴레이트; 및 에톡실화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트 및 디메타크릴레이트가 포함된다.

스티렌-풍부-SBS-삼중블록 공중합체를 함유하는 열동력학적으로 상용가능한 시스템을 얻기 위해, 크래톤 D1401P는 필

립스 케미칼 캄파니로부터 시판되는 공중합체 (K-수지), BASF로부터 시판되는 공중합체 (Styrolux), 피나 케미칼로부터

시판되는 공중합체 (Finaclear) 및 아사이 케미칼로부터 시판되는 공중합체 (Asaflex)와 같은 다른 SBS 공중합체로 대체

할 수 있다.

실시예 4: PMMA-기재 시스템

본 연구는 분자량이 25,000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 샘플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많은 반응성 가소제가

PMMA와 상용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들의 예로는 포토머 4200; 포토머 6173; 프로폭실화 글리세롤 트리아크릴레

이트와 같은 많은 알콕실화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에스테르; 에베크릴 8402 (지방족) 및 에베크릴 4827, 4849 및 6700

(방향족)과 같은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아크릴레이트; 벤질 아크릴레이트; 부틸 아크릴레이트; 부탄

디올 디아크릴레이트; 헥산디올 디아크릴레이트; 옥틸데실 아크릴레이트; 이소보르닐 아크릴레이트; 및 에톡실화 비스페

놀 A 디아크릴레이트가 있다.

실시예 5: 폴리스티렌-기재 시스템

폴리스티렌을 용매화시키는 아크릴화 가소제에는 포토머 42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아크릴레이트, 이소데실 아크릴레

이트가 포함된다.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트, 헥사데실 아크릴레이트 및 스테아릴 아크릴레이트는 승온 (예컨대, 대략

100℃)에서 상용성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6: 폴리카르보네이트-기재 시스템

많은 것들 중에서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트, 알콕실화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트, 시클로지방족 에폭시 수지, N-비닐

-2-피롤리디논 및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아크릴레이트가 승온에서 폴리카르보네이트의 용매화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

다. 여러 방향족 우레탄 아크릴레이트를 상기 화합물과 혼합하여 성분들의 상용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실시예 7: ARTON-기재 시스템

ARTON FX4727T1 (JSR 코포레이션)를 용매화시키는 반응성 가소제는 벤질 아크릴레이트; 이소보르닐 아크릴레이트;

이소보르닐 메타크릴레이트; 부틸 아크릴레이트; 옥틸 아크릴레이트; 이소옥틸 아크릴레이트; 이소데실 아크릴레이트; 라

우릴 아크릴레이트; 또는 벤헤닐 아크릴레이트이다. 지방족 아크릴레이트는 ARTON을 매우 잘 용매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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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8: ZEONEX-기재 시스템

옥틸데실 아크릴레이트,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소옥틸 아크릴레이트는 ZEONEX 480R (Nippon Zeon Co., Ltd)을 용매

화시켰다. 이소보르닐 (메트)아크릴레이트는 ZEONEX 480R 및 E48R, ZEONOR 1420R, 1020R 및 1600R을 용매화시켰

다. 라우릴 아크릴레이트 및 벤헤닐 아크릴레이트는 ZEONEX 480R 및 E48R을 승온에서 용매화시켰다. 단량체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는 다른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에는 헥산디올 디아크릴레이트, 도데칸디올 디메타크릴레이트, 및 트리시클로

[5.2.1.0(2,6)]데칸디메탄올 디아크릴레이트가 포함된다.

실시예 9: 등굴절 시스템

이러한 물성을 나타내고 본 명세서에 기재된 새로운 방법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시스템은 유사한 굴절률을 갖는 스티렌-메

틸메타크릴레이트 (SMMA) 공중합체 (예를 들어, 노바 케미칼의 NAS21)와 혼합되는 SBS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예컨대,

필립스의 K-수지)에 의해 제공되었다. SMMA 함량은 0 중량% 내지 약 95 중량%일 수 있다. 보다 낮은 온도 혼합을 달성

하기 위해, 5-30 중량%의 반응성 가소제 (예를 들어, 벤질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를 첨가하여 SMMA 공중합

체를 연화시킬 수 있다. 일단 SMMA-반응성 가소제 혼합물이 균질화되면, 그 다음으로 두 중합체가 저절로 블렌딩될 수

있는 온도보다 더 낮은 전체 온도에서 SBS 물질과 블렌딩시킬 수 있었다. 또는, 상기 중합체를 반응성 가소제(들) 및 개시

제와 함께 단일 용기에 첨가하고 수일 동안 약간 가열된 오븐 (예를 들어, 약 60℃) 중에서 닫혀진 용기를 보관함으로써 동

시에 용매화시킬 수 있었다. 일단 (사용되는 혼합 방법 또는 방식과 관계없이) 잘 혼합되면, 이 혼합물을 (임의로) 성형하거

나 바람직하게는 압착 성형하여 제품이 100-110℃의 온도에서 15,000 psi 이하의 압력을 받도록 할 수 있었다. 부품을 신

속히 냉각시킨 후, 경화시켜 복합 시스템의 상 형태를 고정시킬 수 있었다. 또는, 부품을 승온 및 승압에서 경화시킨 후, 임

의의 편리한 속도로 냉각시킬 수 있었다. 생성된 제품은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내충격성을 갖는 형태학적으로 안정한 제품

이다.

실시예 10: 대기 시간 및 압착 성형을 활용하는 투명 시스템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K-수지 KR03-NW (Chevron-Philips Chemical Company, Bartlesvile,

Oklahoma)를 스티렌-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NAS-21 (Nova Chemicals of Chesapeake, Virginia)과 30:70의

중량비로 물리적으로 혼합하였다. 중합체 및 단량체 혼합물을 80:20의 중량비로 바이알에 넣었다. 단량체 혼합물은 벤질

메타크릴레이트 ("BMA")와 에톡실화 비스페놀 A 디메타크릴레이트 (1 급 에톡실화)의 9:1 혼합물로 구성되었다. 캡핑된

바이알을 70℃의 대류 오븐 중에서 1주일 동안 두고, 그 후, 개시제 (시바 가이기의 다로큐어 1173) (시스템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0.5 중량%를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고, 약 150℃의 핫플레이트 셋트를 사용하여 가열고 수동으로 혼합하면서

시스템 내로 용해시켰다.

샘플을 결함 없는 디스크 형태로 성형하기 위해, 대략 5 그램의 반고체 혼합물을 카버, 인크 (Carver, Inc.)의 압축 주형

(카달로그 제2091.2호)의 한 면 위에 놓여 있는 가스켓 (가스켓 타입 AS568A, 맥마스터-카 (McMaster-Carr)의 대쉬 #

222)의 중간부에 놓았다. 주형을 폐쇄하고, 약 270℉의 가열된 압반을 갖는 유압기 내로 옮겼다. 그 다음, 약 7톤의 힘을

10분 동안 상기 압반에 인가하였다. 압축 후, 공정 물을 사용하여 상기 압반을 주위 온도로 신속히 냉각시켰다. 압축 주형

을 해체하고, 두께가 대략 2 mm이며 직경이 55 mm로 측정되는 버블 없는 디스크를 분리하였다. 그 다음, 상기 디스크를

가열된 석영 플레이트 사이에 둔 후, 약간 압축시켜 반고체 디스크가 상기 석영 플레이트의 표면에 맞게 하였다. 그 후, 상

기 조립체를 90℃로 측정되는 핫플레이트 위에 두고, UV 빛을 상부 석영 플레이트 위에 즉시 위치시켜 반고체 디스크를

경화시켰다. UV 광원은 투광 전구 (UVP, Upland, California)를 갖는 Blak-Ray Model B 100AP 장파 자외선 램프이었

다. 약 10분간의 경화 후, 샘플 및 플레이트를 핫플레이트로부터 분리하여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그 다음, 샘플을 플레이트

로부터 제거하여 우수한 광 투과성을 나타내며 쇼어 (shore) D 경도가 83-84로 측정되는 디스크형 경화 수지를 얻었다.

실시예 11: 분자 배향의 트래핑

폴리스티렌을 각각 85:10:5의 중량비로 반응성 가소제 혼합물 (벤질 아크릴레이트와 에톡실화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

트의 혼합물)과 배합하였다. 이르가큐어 184와 같은 광개시제도 2 중량%의 농도로 첨가하였다. 성분들을 60℃의 오븐내

의 닫힌 용기 중에서 수일 동안 두었다. 이어서, 혼합물을 120℃에서 작동되는 2축-압출기 중에서 균질화시켰다. 생성된

필름을 흐름 방향 및 흐름 방향에 가로로 수직인 방향으로 연신하였다. 연신 작업 후, 필름은 중합체쇄의 이축 분자 배향을

갖고, 이어서 이 필름을 UV 램프 하에 두어 물질을 경화시킴으로써 상기 중합체쇄의 이축 분자 배향을 제자리에 고정시켰

다. 이축 배향 중합체쇄를 갖는 생성 필름은 미래에 일어날 파괴 또는 기존 형태로의 대체에 대하여 추후에 안정화되는 유

익한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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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 상 형태 트래핑

SBS 삼중블록 공중합체 (BASF 코포레이션의 Styrolux 684D)를 반응성 가소제 혼합물 (이소보르닐 메타크릴레이트

(Sartomer 423A), 트리메틸롤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 (라드큐어의 TMPTA-N) 및 에톡실화 비스페놀-A 디아크릴레이

트 (사르토머 349))과 각각 1.5:0.1:0.1:0.1의 중량비로 배합하였다. 이르가큐어 184와 같은 광개시제도 2 중량%의 농도

로 첨가하였다. 성분들을 60℃의 오븐내의 닫힌 용기 중에서 수일 동안 두었다. 이어서, 혼합물을 대략 150℃의 온도에서

2축-압출 장치 또는 손으로 균질화시켰다. 그 후, 혼합물이 실온으로 냉각되면, 나중에 경화되든지 아니면 경화되든지간

에 약간 불투명한 물질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상기 물질이 UV 광과 같은 중합 에너지원에 노출됨으로써 승온에서 경화되

는 경우, 반응성 가소제는 기존 투명 형태를 트래핑하거나 고정시키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반응한다. 그 후, 생성된 제

품은 탁한 또는 불투명한 형태의 유도 없이 실온으로 냉각시켜 투명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실시예 13: 형태-트래핑된 시스템

평균 분자량이 300k인 폴리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pHEMA)를 사이언티픽 폴리머 프로덕츠, 인크 (Ontario, New

York)로부터 구입하였다. 상기 중합체를 피리딘에 용해시킨 후, 메타크릴산 무수물과 반응시켜 대략 5 몰%의 pHEMA 히

드록실기를 메타크릴레이트-관능기로 전환시켰다. 그 다음, 중합체를 침전시키고 수회 세척하여 정제함으로써 얇은 조각

모양의 분말 형태로 관능화된 pHEMA를 제조하였다.

관능화된 pHEMA를 희석 혼합물 (물과 50:50의 비로 혼합된 PEG400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혼합하여 중합체 농도가

40 중량%가 되도록 하였다. ACVA와 같은 광개시제도 1 중량%만큼 첨가하였다. 이러한 혼합물은 주위 조건에서 단순히

놓아 두기만하여도 균질화되지만, 기계적 교반 및(또는) 가열을 이용하여 중합체-희석 혼합물의 균질화를 가속화하고 개

선시킬 수 있었다. 일단 희석제와 혼합되면, 중합체는 실온에서 유연한 투명한 반고체가 되었다. 그 다음, 중합체-희석 혼

합물을 두 개의 주형 하프 사이에 넣고, 상기 주형 하프를 접합시키거나 서로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원하는 기학학적 형

태를 형성시켰다. 이어서, 성형 조립체에 UV 광 (Blak-Ray BP-100, UVP, Inc., Upland, CA)을 10분간 조사하여 반고체

혼합물을 경화시키고, 중합체-희석제 형태를 고정시켰다. 경화시, 부품을 주위 온도로 냉각시킨 후, 성형 조립체를 개방시

키고 부품을 분리하였다. 경화된 부품은 나중에 탁하게 또는 불투명하게 변하는 것 없이 정화수에 잠길 수 있었는데, 이는

물로 포화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불투명한 샘플의 특징이 되는 pHEMA쇄의 부분 결정화 또는 침전을 막을 수 있는 고

정된 형태를 의미한다.

실시예 14: 투명한 광-경화 시스템

데드 중합체, 반응성 가소제 및 광개시제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실시예 1에 기재된 프로토콜에 따라 혼합하였다. 반응성 가

소제의 양은 통상 3 내지 25 중량%이고, 광개시제의 양은 1 내지 5 중량%이었다. 예시적 광개시제에는 에사큐어 KT046

(사르토머) 및 이르가큐어 184 (Ciba Geigy로부터 시판됨)이 포함된다.

생성된 반고체 조성물을 (약 100℃ 이하의 온도에서) 약간 가열하고, 평평한 유리 플레이트 사이에 놓고 압축하고, UV 광

에 투광 노출시켰다. 투명하고 고체와 유사한 물질을 생성시키는 신속한 중합이 관찰되었다.

투명한 광-경화 시스템의 예에는 실시예 3에 기재된 크래톤 D1401P-기재 시스템; 실시예 4에 기재된 PMMA-기재 시스

템; 실시예 7에 기재된 ARTON-기재 시스템이 포함된다. 크래톤 D1401P-기재 시스템도 뛰어난 내충격성을 보였다.

실시예 15: 고굴절률 갖는 투명한 광-경화 시스템

데드 중합체, 반응성 가소제 및 광개시제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실시예 1에 기재된 프로토콜에 따라 혼합하고, 실시예 1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추가로 가공하였다. 데드 중합체는 크래톤 D1401P이고, 반응성 가소제는 벤질 아크릴레이트이고, 이들

을 88/12의 중량비로 혼합하였다. 이르가큐어 184를 시스템의 총 중량으로 기준으로 2 중량%만큼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

였다. UV 경화시, 700 nm의 파장에서 88%의 광 투과도를 보이는 2.4 밀리미터 두께의 평평한 샘플을 생성하였다. 경화된

샘플의 굴절률은 실온에서 나트륨 D 라인에서 1.5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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