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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올레핀 중합을 위한 새로운 촉매 구조

요약

  브리지가 2개의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들에 걸치는 브리지드 촉매 성분. Cp 또는 방향족들은 브리지의 동일하

거나 별개인 헤테로원자들에 부착되고, 헤테로원자들은 금속에 또한 결합된다. 촉매 시스템은 브리지드 성분을 조촉매와

접촉시켜 만들어질 수 있다. 상기 시스템에 의해 올레핀의 중합이 촉진될 수 있다.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출원에 대한 교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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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출원은 2002.11.21.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제10/301,884호 및 2003.10.23.자로 출원된 특허출원 제10/692,068

호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한다.

  기술분야

  본 출원은 촉매 성분, 촉매 시스템, 올레핀 중합, 폴리머 조성, 및 그러한 폴리머 조성으로부터 만든 물품(article)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C1, C2 또는 CS 대칭(symmetry)을 가진 촉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폴리올레핀의 생산을 위하여 여러 공정과 촉매가 존재한다. 종래의 지글러-나타(Ziegler-Natta)

촉매 시스템은 알루미늄 알킬에 의해 조촉진된(cocatalyzed) 전이금속 화합물을 이용한다.

  1980년대에, 올레핀 중합을 위하여 메탈로센(metallocene) 촉매가 상업화되었고, 그것은 2개 이상의 사이클로펜타디에

닐(Cp) 고리 리간드를 가진 전이금속 화합물과 함께 메탈로센 및 알루미늄 알킬 성분을 포함했다. 따라서, 티타노센

(titanocene), 지르코노센(zirconocene) 및 하프노센(hafnocene)이 폴리올레핀의 생산을 위한 촉매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러한 메탈로센에서 전이금속 성분으로서 모두 이용되어 왔다. 메탈로센 촉매는, 폴레올레핀의 생산을 위한 고활성의 메

탈로센 촉매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알킬보다는 알루목산(alumoxane)으로 조촉진될 수 있다.

  지글러-나타 촉매 및 메탈로센 촉매에 더하여, 다수의 "비-메탈로센" 타입 촉매가 올레핀의 중합을 위하여 제시되어 왔

다. 특히, 예를 들면, The Search for New-Generation Olefin Polymerization Catalysts: Life Beyond Metallcenss,

Angew. Chem. Int. Ed. 1999, 38, 428-447에서, Britovsek 등은 다수의 올레핀 촉매 시스템을 검토한다: 스칸듐 및 이

트륨 복합체 같은 그룹 3 금속 촉매; 치환된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리간드로 안정화된, 란탄계열 원소 및 액티나이드-기반

촉매 같은 희귀 토금속 촉매; (알킬 리간드, 알릴 리간드, Cp 아날로그 같은) 카본-기반 리간드를 포함하고, (다른 리간드

와 화합되거나 단독인 아미드 리간드, 다른 리간드와 화합되거나 단독인 아미디네이트 리간드, 및 β-디케티메이트 리간드

같은) 질소-기반 리간드를 포함하고, 그리고 (다른 리간드와 화합되거나 단독인 알콕사이드 리간드, 부가 도너와 함께 비

스-알콕사이드 같은) 산소-기반 리간드를 포함하는 카티온 그룹 4 금속 복합체; 중성 그룹 4 금속 복합체; 그룹 5 금속 촉

매; 그룹 6 금속 촉매; 그룹 8 금속 촉매; 그룹 9 금속 촉매; 그룹 10 금속 촉매; 그룹 13 금속 촉매.

  추가적으로, Iron and Cobalt Ethylene Polymerization Catalysts Bearing 2,6-bis(Imino)Pyridyl Ligands;

Synthesis, Structures, and Polymerization Studies, Am. Chem. Soc. 1999, 121, 8728-8740에서, Britovsek 등은 에

틸렌의 중합을 위한 어떤 철과 코발트를 발견한다.

  1998년 7월 16일에 공표된 WO 98/30612호는 프로필렌의 중합을 위한 촉매로서 2,6-피리딘카르복스알데히드비스(이

민) 및 2,6-디아시클피리딘비스(이민)의 선택된 철 복합체를 개시한다. 1999년 3월 18일에 공표된 WO 99/12981호는 R

그룹들 R5 및 R7을 브리징하는(bridging) 헤테로원자들을 포함하는 브리지를 가진 촉매 복합체를 개시하며, 이들 복합체

는 "특히 에틸렌만을 중합하거나 에틸렌과 고차(higher) 1-올레핀을 혼성중합하는데" 유용한 것으로서 교사된다 (2 페이

지, 28-29 라인). 브리지드(bridged) R 그룹들 R5 및 R7은 수소, 할로겐, 그리고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르빌,

헤테로하이드로카르빌 또는 치환된 헤테로하이드로카르빌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고 입체규칙성(tacticity), 결정화

(crystallinity) 폴리프로필렌의 생산에 적합한 키랄(chiral) 복합체를 만드는 것은 교사되거나 제시되지 않는다.

  다음 특허는 브리지드 메탈로센 촉매 시스템을 개시한다: 1992년 9월 8일 Winter 등에게 발행된 미국 특허 제5,145,819

호; 1992년 10월 27일 Razavi에게 발행된 미국 특허 제5,158,920호; 1993년 9월 7일 Winter 등에게 발행된 미국 특허

제5,243,001호; 1999년 12월 14일 Razavi 등에게 발행된 미국 특허 제6,002,033호; 2000년 5월 23일 Razavi 등에게 발

행된 미국 특허 제6,066,588호; 2001년 1월 23일 Razavi 등에게 발행된 미국 특허 제6,177,529호 B1; 2001년 2월 27일

Collins 등에게 발행된 미국 특허 제6,194,343호 B1; 2001년 4월 3일 Santi 등에게 발행된 미국 특허 6,211,110호 B1;

및 2001년 7월 31일 Resconi 등에게 발행된 미국 특허 제6,268,518호 B1.

  그러나, 위와 같은 발달에도 불구하고, 촉매 조성(composition)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그러한 조성을 만드는 방법, 그러

한 성분을 사용하는 중합 방법, 폴리머 조성, 그리고 그러한 폴리머 조성으로부터 만들어진 품목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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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하기 식을 가진 브리지드 화합물이 제공된다:

  

  여기서 M은 금속이고; 각 X는 M에 공유결합되거나 이온결합된 원자 또는 그룹이고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으며;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이고; RB는 사이클로

펜타다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 R1과 R2 사이의 구조적 브리지이고 고리들에 입체강성(stereorigidity)을 부여하며, M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고, 각 R1 및 R2는 RB의 동일하거나 별개인, M에 또한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Z는 M의 배위수이고 4 이상이며; m은 M과 RB의 헤테로원자들 사이의 결합수이고, 입체강성을 부여하기 위해

2 이상이며; 그리고 R1, R2, 및 RB는 C1, C2 또는 CS 대칭을 촉매 성분에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촉매 성분은 키랄(chiral)

또는 비-키랄(non-chiral)일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키랄인 촉매 성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식 M(X)2의 금속 화합물을 하기 식의 브리지드 화합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브

리지드 메탈로센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이 제공된다.

  

  여기서 RB, R1 및 R2은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하기 식을 가진 활성화된 브리지드 메탈로센 화합물을 포함하는 촉매 시스템이 제공된

다.

  

  여기서 M, X, R1, R2, m 및 Z는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공개특허 10-2005-0085108

- 3 -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활성제를 하기 식을 가진 브리지드 메탈로센 화합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촉

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제공된다.

  

  여기서 M, X, R1, R2, m 및 Z는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하기 식을 가진 활성화된 브리지드 메탈로센 화합물의 존재 하에서 올레핀 모노머

또는 모노머들의 혼합물을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폴리올레핀을 형성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여기서 M, X, R1, R2, m 및 Z는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상기 실시예들 모두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에서 상술되는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실시예들이 M, X, R1, R2, m 및 Z를 변

경시켜 제공된다.

  상세한 설명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브리지드 메탈로센 촉매 성분은 다음 식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M은 금속이고; 각 X는 M에 공유결합되거나 이온결합된 원자 또는 그룹이고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으며;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이고; RB는 사이클로

펜타다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 R1과 R2 사이의 구조적 브리지이고 고리들에 입체강성을 부여하며, M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고, 각 R1 및 R2는 RB의 동일하거나 별개인, M에 또한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Z는

M의 배위수이고 4 이상이며; m은 M과 RB의 헤테로원자(들) 사이의 결합수이고, 입체강성을 부여하기 위해 2 이상이며;

공개특허 10-2005-0085108

- 4 -



M 주위의 결합(bond) 수가 그것의 배위수 Z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고; R1, R2, 및 RB는 C1, C2 또는 CS 대칭을 촉매 성

분에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촉매 성분은 키랄 또는 비-키랄일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키랄인 촉매 성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금속 M은 메탈로센 촉매에서 금속 성분으로서 유용한 어떤 적합한 금속일 수 있다. 비제한적인 실시예로서, M

은 메탈로센 촉매에서 금속 성분으로서 유용한 것으로 종래기술에서 알려진 어떤 금속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M은 (두 X

에 관하여) RB 헤테로원자-대-금속 결합 플러스 2의 m 수인, M에 결합되는 치환체들의 수와 적어도 동일한 배위수 Z를

가지도록 선택될 것이다. M은 전이금속, 란탄계열 원소 및 액티나이드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M은 Fe, Co, Ni, Ru, Rh,

Pd, Os, Ir 및 Pt 같은, 그룹 3d, 4d 또는 5d 전이금속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M은 Fe, Co 및 Ni 중에서

바람직하게 선택될 수 있다.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로서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비제한적인 실시예로서, R1 및 R2는 메탈로센 촉매에서 유용한 것으로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어떤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R1 및 R2로서 사용에 적합한 하이드로카본 라디칼

의 비제한적인 실시예들은 하기 실시예들에서 나타난다. 비제한적인 실시예로서, R1 및 R2는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형

태 (C5(R')4)의 방향족 고리로서 설명될 수 있으며, 여기서 R'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R'는 수소 또는 1-20 탄소 원

자들을 가진,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하이드로카르빌 라디칼이다.

  R'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하이드로카르빌 라디칼들의 비제한적인 예들은 치환되지 않은 및 치환된 알킬, 알케닐, 아릴,

알킬아릴 또는 아릴알킬 라디칼들을 포함한다. 적절한 하이드로카르빌 라디칼들의 보다 특정한 비제한적인 실시예들은 치

환되지 않은 및 치환된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아밀, 이소아밀, 헥실, 이소부틸, 헵틸, 옥틸, 노닐, 데실, 세틸, 페닐, 메틸

렌, 에틸렌, 프로필렌, 및 다른 유사한 그룹들을 포함한다.

  RB는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 R1과 R2 사이에서 구조적 브리지로서 작용하고 고리들에 입체강성을 부

여하며, M에 결합된 n 헤테로원자들 ("HA")을 포함한다. M에 결합된 헤테로원자들의 수는 n≥1, n≥2, 그리고 일부 실시

예에서 n≥3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적절한 구조적 브리지 RB의 예가 실시예들에서 제공된다.

  구조적 브리지 RB에서 유용한 헤테로원자들은 헤테로원자로부터 고립 전자쌍을 줌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인 "배위" 결합

에 의해 금속 M에 결합될(coordinated) 수 있는 임의의 것을 포함한다. RB가 M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들을 포

함하는 경우에, 그것들은 동일한 헤테로원자이거나 별개의 헤테로원자들일 수 있다. 적절한 헤테로원자들의 비제한적인

실시예들은 O, N, S 및 P를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헤테로원자들은 바람직하게는 N이다.

  R1은 M에 또한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인 RB의 헤테로원자에 별개의 헤테로원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결

합된다. 유사하게, R2는 M에 또한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인 RB의 헤테로원자에 별개의 헤테로원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또한 결합된다. R1 및 R2는 M에 또한 결합되는, 동일한 헤테로원자에 결합될 수 있고, 또는 M에 또한 결합

되는, 별개의 헤테로원자들에 결합될 수 있다. R1-R2-RB 부분의 구조는 촉매들의 대칭을 방해하지 않는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예컨대, R1-R2-RB 부분은 다음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역시 본 발명의 청구항들의 범위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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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실시예들에서, 4개의 헤테로원자들을 가진 브리징 그룹(bridging group)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R1, R2 및 RB는 C1, C2 또는 CS 대칭을 가진 촉매 성분을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촉매의 제조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C1, C2 또는 CS 대칭을 붕괴시키지 않는 R1, R2 및 RB의 어떤 구

조(configuration)가 본 발명과 함게 사용될 수 있다. 촉매 성분은 키랄 또는 비-키랄일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키랄

인 촉매 성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각 X는 촉매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원자나 그룹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M에 공유적으로 또는 이온적으로 결합

된다. 각 X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X는 동일하다. 비제한적인 실시예로서, X는 할라이드, 설페이

트, 나이트레이트, 티올레이트, 티오카르복실레이트, BF4
-, PF6

-, 하이드라이드, 하이드로카르빌옥사이드, 카르복실레이

트,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하이드로카르빌, 그리고 헤테로하이드로카르빌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그러한 원자나 그룹

의 비제한적인 실시예들은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옥틸, 데실, 페닐, 벤질, 메톡사이드, 에톡사

이드, 이소프로폭사이드, 톡실레이트, 트리플레이트, 포르메이트, 아세테이트, 페녹사이드 및 벤조에이트이다. X가 할라이

드 또는 C1에서 C20 하이드로카르빌일 때 바람직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X가 클로라이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브리

지드 촉매 성분은 일반적으로 브리지드 중간체를 M(X)2 형태의 화합물과 접촉시켜 만들어진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실시

예들에서 제공된다.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전술한 브리지드 촉매 성분 및 하나 이상의 활성제 및/또는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조촉

매 또는 예컨대, 메틸알루미녹산(MAO) 같은 활성제 및/또는 조촉매의 반응 산물 및 선택적으로 트리알킬알루미늄 화합물

같은 예컨대 트리에틸알루미늄(TEAL)인 알킬화/스캐벤징(scavenging) 작용제를 포함하는 촉매 시스템을 더 포함한다.

전술한 메탈로센 촉매 성분은 메탈로센 기술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또한 지지될 수 있다. 전형적인 지지제(support)는 활

석(talc), 무기 산화물, 점토, 그리고 점토 광물, 이온교환된 층(layered) 화합물, 규조토, 규산염, 제올라이트 또는 폴리올

레핀 같은 수지 지지 물질 같은 지지제일 수 있다. 특정 무기 산화물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마그네시아, 티타니아

(titania), 지르코니아 등과 같은 다른 무기 산화물과 조합하여 사용되는, 실리카 및 알루미나를 포함한다. 티타니움 테트라

클로라이드 같은, 비-메탈로센 전이금속 화합물이 지지되는 촉매 성분에 통합될 수 있다. 지지제로서 사용되는 무기 산화

물은 30-600 마이크론, 바람직하게는 30-100 마이크론에 걸친 평균 입자 크기, 그램당 50-1,000 평방미터, 바람직하게

는 그램당 100-400 평방미터, 그리고 0.5-3.5 cc/g, 바람직하게는 약 0.5-2 cc/g의 세공부피(pore volume)를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085108

- 6 -



  본 발명의 브리지드 촉매는 활성 촉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일부 형태의 활성제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용어 "활

성제"는 여기서 올레핀을 폴리올레핀으로 중합하는데 하나 이상의 촉매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화합물 또는 성

분, 또는 화합물들이나 성분들의 조합인 것으로 정의된다. 메틸알루목산(MAO) 같은 알킬알루목산이 메탈로센 활성제로

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알킬알루목산은 약 5에서 40의 반복 단위를 포함한다.

  알루목산 용액, 특히 메틸알루목산 용액은 다양한 농도를 가진 용액으로서 상업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 알루목산을 제조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비제한적인 실시예들은 미국 특허 제4,665,208호, 제4,952,540호, 제5,091,352호, 제

5,206,199호, 제5,204,419호, 제4,874,734호, 제4,924,018호, 제4,908,463호, 제4,968,827호, 제5,308,815호, 제

5,329,032호, 제5,248,801호, 제5,235,081호, 제5,103, 031호 그리고 EP-A-0 561 476, EP 0 279 586, EP-A-0 594

218 및 WO 94/10180에서 설명되며, 각각은 여기에 참조로서 완전히 통합된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달리 기재되지

않으면 "용액"은 현탁을 포함하는 어떤 혼합물을 나타낸다.)

  이온화 활성제들(ionizing activators)이 브리지드 촉매를 활성화시키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들 활성제들은 중성 또

는 이온이고, 또는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로페닐)보레이트 같은 화합물이며, 그것은 중성 촉매 화합물

을 이온화시킨다. 그러한 이온화 화합물은 활성 양자, 또는 이온화 화합물의 잔존 이온과 관련되지만 그것에 배위결합되지

않거나 느슨하게 배위결합되는 일부 다른 양이온을 포함할 수 있다. 활성제들의 조합, 예컨대, 알루목산 및 이온화 활성제

조합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WO 94/07928 참조.

  음이온을 비-배위 결합시켜 활성화되는 메탈로센 양이온을 포함하는, 배위 중합을 위한 이온 촉매의 설명이 (여기서 참

조로서 통합되는) EP-A-0 277 003, EP-A-0 277 004 및 US 특허 제5,198,401호 및 WO-A-92/00333에서 나타난다.

이것들은 바람직한 제조 방법을 교사하는데, 여기서 메탈로센(bisCp 및 monoCp)이 음이온 전구체(precursor)에 의해 양

자화되어(protonated), 음이온을 비-배위결합시켜 양이온 및 전하-균형화시키도록 알킬/하이드라이드 그룹이 전이금속

으로부터 추출된다. 적절한 이온염은 페닐, 바이페닐 및 나프틸 같은 플루오라이드 아릴-치환체를 가진 알루미늄염 또는

테트라키스-치환된 보레이트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용어 비배위결합 음이온(NCA : noncoordinating anion)은 양이온에 배위결합하지 않거나 양이온에 약하게 배위결합하

여 중성 루이스 염기에 의해 대체되게 충분히 불안정하게 남아있는 음이온을 의미한다. 융화성(compatible) 비배위결합

음이온은 초기에 형성된 복합체가 분해할 때 중성으로 분해되지(degraded) 않는 것들이다. 또한, 상기 음이온은 음이온

치환체나 조각(fragment)을 양이온으로 전달하여 중성 4 배위 메탈로센 화합물 및 상기 음이온으로부터의 중성 부산물을

형성하게 하도록 않을 것이다.

  활성 양자를 포함하지만 활성 메탈로센 양이온과 비배위결합 음이온을 생성할 수 있는 이온화 화합물의 사용이 또한 알

려져 있다. 예컨대, (여기서 참조로서 통합되는) EP-A-0 426 637 및 EP-A-0 573 403 참조. 이온 촉매를 만드는 추가적

인 방법은 초기에 중성 루이스 산이지만 메탈로센 화합물과 이온화 반응 시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는 이온화 음이온 전

구체를 사용하는데, 예컨대, 트리(펜타플루오로페닐) 보란(borane)의 사용이다. (여기서 참조로서 통합되는) EP-A-0

520 732 참조. 추가적인 중합을 위한 이온 촉매가 음이온 그룹과 함께 금속 산화 그룹을 포함하는 음이온 전구체에 의하여

전이금속 화합물의 금속 센터(center)의 산화에 의해 또한 조제될 수 있다. (여기서 참조로서 통합되는) EP-A-0 495 375

참조.

  금속 리간드들이 표준 조건 하에서 이온화 추출을 할 수 없는 할로겐 부분들(예컨대, 비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지르코늄

디클로라이드)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것들은 리튬 또는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또는 알킬, 알킬알루목산, 그리냐르 시약

(Grignard reagent) 등과 같은 유기금속 화합물과의 알려진 알킬화 반응에 의하여 변환될 수 있다. 음이온 화합물을 활성

화시키기 전에 또는 이와 함께 디할로-치환된 메탈로센 화합물과 알킬 알루미늄 화합물의 반응을 설명하는 직접공정(in

situ process)에 관하여 (여기서 참조로서 통합되는) EP-A-0 500 944 및 EP-A1-0 570 982 참조.

  메탈로센 양이온 및 NCA를 포함하는 이온 촉매를 지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들이 (모두 여기서 참조로서 통합되는)

미국 특허 제5,643,847호; 제6,143,686호; 및 제6,228,795에서 설명된다. 이들 NCA 지지 방법들은 중성 음이온 전구체

들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실라카 표면 상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실 반응 관능기(reactive

functionality)와 반응하도록 충분히 강한 루이스 산이어서 루이스 산이 공유적으로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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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적으로, 메탈로센 지지된 촉매 조성물을 위한 활성제가 NCA인 경우, NCA는 지지 조성물에 우선 부가되고, 다음에

브리지드 메탈로센 촉매가 부가된다. 활성제가 MAO인 경우, 바람직하게는 MAO 및 브리지드 메탈로센 촉매가 용액에 함

께 용해된다. 다음에 지지체가 MAO/메탈로센 촉매 용액과 접촉된다. 다른 방법들과 부가 순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숙련

된 자들에게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의 촉매는 적어도 2개의 탄소 원자들을 가진 α-올레핀의 중합 또는 α-올레핀들의 혼합물의 공중합을 위하여 사

용될 수 있다. 예컨대, 본 촉매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펜텐, 헥센, 4-메틸펜텐 및 그것들의 혼합물에 촉매작용을 미

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촉매는 예컨대, 고 결정도(crystallinity) 폴리프로필렌 같은 폴리프로필렌을 생성하기

위한 프로필렌의 중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중합 및 예비-중합(pre-polimerization) 조건이 적용 가능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알려져 있고 여기서 상세히 설명될 필

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중합은 중합 조건 하 전술한 촉매 시스템의 존재 하에서 α-올레핀 모노머 또는 α-올레핀들의 혼합

물을 함께 접촉시켜서 수행된다. 다음 실시예들은 발명의 특정 실시예로서 주어지고 발명의 실행과 이점을 증명한다.

실시예

  이들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몇 개의 실시예들을 예시하도록 단지 제공되고, 명세서나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이들 실시예들에서, 공기/습도-민감성 물질들의 모든 조작은 표준 슐렌크 라인 기술(standard Schlenk

line techniques)을 사용하여 종래의 진공/비활성 분위기에서 수행되었다.

  실시예 1

  WO 99/12981에서 설명되는 것과 같은 절차가 하기 식의 리간드 중간체 A의 합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2,6-디이소프로필아닐린(3.46 ml, 18.4 mmol)이 순수 에탄올(25 ml) 내 2,6-디아세틸피리딘(1.5 g, 9.2 mmol)의 용액

에 적하 부가되었다. 빙초산 몇 방울이 부가되었고 용액은 48시간 동안 환류되었다. 절반 부피까지 용액의 농축 및 78℃까

지 냉각이 담황색 결정(80%)으로서 중간체 A를 가져왔다. 중간체 C33H43N3에 관한 계산된 값은 C 82.3%; H 8.9%; N

8.7%이다. 고속 원자 충격 질량 분석(FABMS) 결과는 M+(481)이다. NMR 분석 결과는 1H NMR (CDCl3): 8.6 B 7.9

[m, 3H, C5H3N], 7.2 B 6.9 [m, 6H, C6(CHMe2)H3], 2.73 [sept, 4H, CHMe2], 2.26[s, 6H, C5H3N(CMeNAr)2] 및

1.16 [m, 24H, CHMe2]이다.

  실시예 2

  250 mg, 1.09 eq.의 중간체 A 및 95 mg의 FeCl2·4H2O가 교반막대(stirbar)를 가진 10 ml 슐렌크 플라스크로 계량되었

다. 플라스크는 슐렌크 매니폴드 상에 위치되었고, 아르곤으로 3회 백필되었고(backfilled), 10 ml의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HF)이 교반 동안 부가되었다. 2시간 후, THF는 진공 하에서 제거되었다. 결과물인 (하기 식의) 진청색 고체는 에테르로

2회 세척되었고 진공 하에서 건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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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3

  이 실시예는 C2/클래스 A 대칭을 가진 리간드의 생성을 나타낸다. 2,6-디이소프로필아닐린이 인딘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일반적 합성이 실시예 1을 따른다.

  1-아미노-인딘(18.4 mmol)이 순수 에탄올(50 ml) 내 2,6-디아세틸피리딘(9.2 mmol)의 용액에 부가되었다. 빙초산 몇

방울이 부가되었고, 용액은 48시간 동안 환류되었다. 용액은 절반 부피까지 농축되었고 실내 온도로 냉각되었으며, 하기의

중간체를 산출하도록 여과되었다.

  

  실시예 4

  실시예 3의 리간드(대칭 C2/클래스 A를 가진 중간체)로부터의 촉매가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일반 합성을 사용하여 합

성되었고, 하기의 촉매 성분을 제공한다.

  

  실시예 5

  이 실시예는 C2/클래스 B 대칭을 가진 리간드의 생성을 나타낸다. 이 리간드에 관한 제1 부분은 상기 실시예 1의 그것과

다르다. 합성의 제1 부분은 로이카르트-발라흐(Leuckart-Wallach) 반응을 사용하여 디아세틸피리딘의 디아민으로 환원

(reduction)과 함께 시작한다. 하기 도식에서, 일반 반응은 카르보닐의 아민으로 환원에 관하여 나타낸다.

  도식 1. 카르보닐 화합물의 아민으로 환원(로이카르트-발라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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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6

  이 실시예는 카르보닐의 아민으로 환원, 상세하게는, 1-페닐에틸아민(Vogel's Practical Organic Chemistry including

qualitative organic analysis, 4th Ed, Furniss, B.S., et al., School of Chemistry Thames Polytechnic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978). 126 g(2.0 mol)의 암모늄 포르메이트, 72 g(0.6 mol)의 아세토페논 및 수 개의 다공성

포셀린 칩들이 짧은 분류탑(short fractionating column)을 가진 크라이젠 스틸-헤드(Claisen still-head)가 달린 250 ml

플라스크에 부가되었다; 플라스크의 거의 바닥까지 연장되는 온도계가 삽입되었고, 짧은 콘덴서(short condenser)가 측

면 가지(side arm)로 하향 증류를 위해 설치되었다. 플라스크는 (가열 맨틀로 또는 공기 배치에서) 가열되었고; 우선 혼합

물이 2개의 층으로 용해되었고(melt) 증류가 일어난다. 혼합물은 150-155℃에서 균질해졌고, 반응이 약간의 거품과 함께

일어났다. 온도가 185℃에 이를 때까지(약 2시간) 가열이 계속되었다; 아세토페논, 물 및 암모늄 카르보네이트 증류.

185℃에서 가열이 중지되었고, 아세토페논의 상부 층이 증류물로부터 분리되었고 플라스크로 건조되지 않고 회수되었다.

혼합물은 180-185℃에서 3시간 동안 가열되었고 냉각되도록 하였다; 아세토페논은 20 ml 분(portion)의 톨루엔으로 추

출하여 증류물로부터 회수될 수 있다. 반응 혼합물은 250 ml 분별깔대기(separatory funnel)로 이동되었고 포름아미드 및

암모늄 포르메이트를 제거하기 위해 2개의 75 ml 분의 물로 진동되었다(shaken). 미정제 (1-페닐에틸)포름아미드는 최초

반응 플라스크로 이동되었고, 수성 층(aqueous layer)은 2개의 20 ml 분의 톨루엔으로 추출되었다. 톨루엔 추출물은 플라

스크로 전달되었고, 75 ml의 농축 하이드로클로릭산 및 수 개의 다공성 포셀린 칩들이 부가되었다. 혼합물은 약 40 ml의

톨루엔이 수집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가열되었고, 추가 40분 동안 환류 하에서 서서히 비등되었다; 불변 아세토페논의 작은

층을 제외하고는 1-페닐에틸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가수분해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반응 혼합물은 냉각되도록 하였

고, 아세토페논은 4개의 20 ml 분의 톨루엔으로 추출하여 제거되었다. 수성산(aqueous acid) 용액은 스트림 증류를 위해

마련된 50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로 이동되었고, 62.5 g의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의 용액이 125 ml 물에 신중하게 부가되

었고, 스트림이 증류되었다: 증류 플라스크는 부피가 거의 일정하게 남아있도록 가열되었다. 대부분의 아민은 500 ml의

제1 증류액에 함유되었다; 작업은 증류액이 약 알칼리성(faintly alkaline)이었을 때 중지되었다. 증류액은 5개의 25 ml 분

의 톨루엔으로 추출되었고, 추출물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펠렛으로 건조되었고 분별 증류되었다. 톨루엔은 111℃에서 증

류되었고, 파일에틸아민(phylethylamine)이 수반되었다. 후자는 b.p. 180-190℃의 프랙션(fraction)으로서 수집되었다

(대부분의 생성물은 184-186℃(3)에서 증류되었고; 수율은 43g(59%) 이었다).

  실시예 7

  이 실시예는 2,6-(1,1'-디에틸하이드록시이미노)-피리딘 (디옥심)의 합성을 나타낸다 (도식 2).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

로클로라이드(0.98 g; 14.1 mmol) 및 피리딘(5 mL)이 아르곤 하에서 플라스크에 위치되었고 자석 교반기가 장비되었다.

2,6-디아세틸피리딘(1.0 g; 6.1 mmol)이 부가되었고, 혼합물은 8시간 동안 환류되었고 2일 동안 실내 온도에서 교반되었

다. 피리딘은 진공 하에서 제거되었다. 물(20 mL)이 잔류물(residue)에 부가되었다. 백색 고체는 소량의 물로 세척되었다.

디옥심(dioxime)은 백색 분말(1.08 g; 5.6 mmol; 92%)을 제공하도록 진공 하에서 밤새 건조되었고, 그것은 더 이상의 정

화 없이 사용되었다. NMR 분석 결과는: 1H NMR (CD2Cl2), γ: 7.81 (d, 2H, Hmeta, J=7.8 Hz), 7.70 (t, 1H, Hpara,

J=7.8 Hz), 2.79 (s, 2H, OH), 2.33 (s, 6H, Me) 이었다.

  도식 2. 디옥심의 합성

  

  실시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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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7에서 얻어진 것과 같은 디옥심의 디아민으로 환원이 다음 합성 절차(도식 3)을 사용하여 제공된다.

  2,6-(1,1'-디에틸아미노)-피리딘 (디아민)의 합성. 2,6-(1,1'-디에틸하이드록시이미노)-피리딘(500 mg; 2.6 mmol)이

아르곤 하에 위치된, 자석 교반기가 장비된 플라스크에 부가되었고 에탄올(10 mL) 및 아세트산(6 mL)에 용해되었다. 아

연 분말(6 g; 94 mmol)이 10분에 걸쳐 적하 부가되었다. 1시간 교반 후 백색 침전물이 나타났다. 혼합물은 24시간 동안 실

내 온도에서 교반되었다. 용해되지 않은 아연은 여과에 의해 제거되었고 소량의 에탄올로 세척되었다. 여과물은 진공 하에

농축되었다. 소 분의 물이 어떤 남아있는 아세트산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되었고 증발되었다. 혼합물은 모든 Zn(OH)2가 재

용해될 때까지 포화된 수성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용액(약 56 mL)을 부가하여 강염기(pH > 12)로 만들어졌다. 수성 층

은 분별깔대기로 이동되었고 4개 분의 디에틸 에테르(20 mL)로 추출되었다. 결합된(combined) 유기 프랙션은 MgSO4 위

에서 건조되었고 용매는 무색 오일(310 mg; 1.87 mmol; 72%)을 얻기 위해 진공 하에서 제거되었다. NMR 분석 결과는:

1H NMR (CD2Cl2), γ: 7.59 (t, 1H, Hpara, J=7.8 Hz), 7.14 (d, 2H, Hmeta, J=7.8 Hz), 4.07 (q, 2H, CH, J=6.6 Hz),

1.79 (s, 4H, NH2), 1.38 (d, 6H, Me, J=6.6 Hz) 이었다.

  도식 3. 디아민의 합성

  

  실시예 9

  이 실시예는 실시예 7에서 얻어진 것과 같은 디아민을 케톤과 반응시켜 대칭 C2/클래스 B를 가진 촉매에 관한 리간드를

제공한다 (도식 4).

  도식 4. 대칭 C2/클래스 B를 가진 촉매에 관한 리간드의 합성

  

  실시예 10

  이 실시예는 디아민과 β-테트랄론의 반응에 기초하여 C2/클래스 B 대칭을 가진 촉매에 관한 비스-이민의 합성을 나타낸

다 (도식 5).

  교반막대가 장비된 10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서, 디아민(0.50 g, 3.03 mmol) 및 β-테트랄롤(0.85 mL, 6.43 mmol)

이 25에서 플라스크에 부가되었고 혼합물은 맑은 암황색 액체를 생성하였다. 그 다음에 플라스크는 진공 하에 위치되었고

3회 아르곤으로 백필된 후 아르곤 하에서 두었다. 10분 동안 교반 후, 혼합물은 담황색 고형 타르를 생성하였고, 그것은 교

반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25 mL의 에탄올이 혼합물의 교반을 돕기 위해 부가되었다. 맑은 오렌지황색 용액이 얻어졌다.

25℃에서 2시간 동안 교반 후, 용매가 진공 하에서 제거되었고 나머지 담황색 거품 고체가 얻어졌다. 1H-NMR 분석은 생

성물이 대부분 바랬던 비시민(bisimine) 리간드였다는 것을 나타냈다 (78% 수율). NMR 분석 결과는: 1H NMR (300

MHz, CD2Cl2, 35℃), γ: 7.63 (t, 1H), 7.21 (d, 4H), 6.96 (t, 4H), 6.80 (t, 2H), 6.77 (m, 2H), 5.14 (d, 2H), 4.64 (d,

2H), 2.80 (t, 4H), 2.36 (t, 4H), 1.55 (d, 6H, Me)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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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 5. β-테트랄론을 사용하여 비스-이민의 합성

  

  실시예 11

  이 실시예는 디아민과 사이클로헥사논의 반응에 기초하여 C2/클래스 B 대칭을 가진 촉매에 관한 비스-이민의 합성을 나

타낸다 (도식 6). 실시예 6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절차가 비스-이민의 합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도식 6. 사이클로헥사논을 사용하여 비스-이민의 합성

  

  실시예 12

  이 실시예는 디아민과 메시틸알데히드의 반응에 기초하여, C2/클래스 B 대칭을 가진 촉매에 관한 비스-이민의 합성을 나

타낸다 (도식 7). 실시예 9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절차가 비스-이민의 합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비스-이민: NMR 분석 결

과는: 1H NMR (300 MHz, CD2Cl2, 35℃), γ: 8.7 (s, 2H, HCN), 7.66 (t, J=7.8 Hz, 1H, Hpara), (d, J=7.8 Hz, 2H,

Hmeta), 6.88 (s, 4Hmeta, Mes), 4.63 (q, J=6.6 Hz, 2H, HCH3), 2.42 (s, 12H, CH3ortho, Mes), 2.28 (s, 6H,

CH3para, Mes), 1.63 (d, J=6.6 Hz, 6H, Me) 이었다.

  도식 7. 메시트알데히드를 사용하여 비스-이민의 합성

  

  실시예 13

  C2/클래스 B를 가진 촉매를 생성하기 위한 다른 촉매 합성 절차는 (다른 R 그룹들과 구조에서 이중 결합의 위치만 제외

하면) WO 98/30612에서 설명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이고 다음 반응식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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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9의 리간드(1.05 eq.) 및 수회되거나 무수 형태에서 금속염이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슐렌크 플라스에 함께 부가

된 후 THF로 변화되었다. 혼합물은 미반응 염들이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수 시간 동안 교반된다. 혼합물은 공기에서 여과

되고 고체는 Et2O로 세척되고 진공 하에 건조된다.

  실시예 14

  CS/클래스 B 대칭 또는 C1/클래스 B 대칭을 가진 촉매에 관한 리간드를 합성하기 위하여, C2/클래스 B 대칭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절차가 사용된다. 2개의 다른 케톤이 디아민과 반응되는 것만 예외로 한다. 이 합성을 위한 일반 절차가 하기

식에서 나타낸다 (도식 8).

  도식 8. CS/형 B 대칭을 가진 촉매에 관한 리간드의 합성

  

  실시예 15

  C2/클래스 C 대칭을 가진 구조를 합성하기 위하여, C2/클래스 B 대칭에 관하여 사용된 것과 유사한 절차가 사용된다. 하

나의 아세틸기가 2,6-디아세틸아날린 상에서 환원되는 것만 예외로 한다. 이 합성을 위한 일반 절차가 하기 식에서 도시되

고, 여기서 하나의 아세틸만 아민으로 환원된다.

  

  실시예 16

  이 실시예에서, 질소에 대해 R 그룹 이중 결합을 제공하도록 실시예 14의 아민이 케톤과 반응된다.

  

  실시예 17

  이 실시예에서, 아민이 하기 식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질소에 대해 단일 결합을 R 그룹에 제공하도록 실시예 15의 모노-

아세틸 중간체와 반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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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18

  실시예 13에서 설명된 절차에 따라서 촉매가 합성된다.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또는 하나의 단일 결합 및 하나의 이중 결합으로 질소 원자에 결합된 다른 R 그룹을 사용하여, C1

및 CS에 관한 대칭이 또한 얻어질 수 있다. 다른 대칭에 관한 일부 실시예들은 표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구조에 관하여 표

1에서 요약된다.

  여기서 인용된 어떠한 특허, 특허 출원, 기사, 책, 논문, 그리고 어떤 다른 공표도 교사하거나 시사하기 위하여 여기서 참

조로서 통합된다.

  표 1. 대칭의 예

  

  C2 대칭 철 복합체의 X-레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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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복합체의 고체상태 구조는 단일 결정의 X-레이 회절법에 의해 결정된다. 선택된 결정학적 데이터가 표 2에서 요약되

고, 구조는 실시예 4로부터의 식에서 묘사되고 하기 표에 도시된 것과 같다.

  표 2. C2 대칭 철 복합체의 선택된 길이 및 각

  

  복합체 1: 2,6-[비스-1-(1-인다닐이미노)에틸]피리딘 철 (II) 클로라이드

  복합체 2: 2,6-비스[1-(1-나프틸이미노)에틸]피리딘 철 디클로라이드

  *복합체 1 및 2는 앞에서 나타낸 식을 가진다.

  

  도 1. 2,6-[비스-1-(1-인다닐이미노)에틸]피리딘 철 (II) 클로라이드 (복합체 1)의 분자 구조

  

  도 2. 2,6-비스[1-(1-나프틸이미노)에틸]피리딘 철 디클로라이드 (복합체 2)의 분자 구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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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이 특히 설명되었지만, 다양한 다른 변경이 명백할 것이고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즉시 만들어질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위가

여기서 설명된 실시예와 상세한 설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들은 본 발명에 존재하는 특허 가능한 신규한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에게 균등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모든 특징들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식을 가진 브리지드 화합물:

  

  여기서 M은 금속이고; 각 X는 M에 공유결합되거나 이온결합된 원자 또는 그룹이고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으며;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이고; RB는 사이클로

펜타다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 R1과 R2 사이의 구조적 브리지이고 고리들에 입체강성을 부여하며, M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고, 각 R1 및 R2는 RB의 동일하거나 별개인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Z는 M의 배위수이고 4

이상이며; m은 M과 RB의 헤테로원자들 사이의 결합수이고, 입체강성을 부여하기 위해 2 이상이며; 그리고 R1, R2, 및 RB

는 C1, C2 또는 CS 대칭을 촉매 성분에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M은 전이금속과 란탄계열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고, 헤테로원자들은 O, N, S 및 P로 이루

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브리지드 화합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RB는 적어도 3개의 헤테로원자들을 포함하고, R1은 헤테로원자들 중 하나에 결합되며, R2는 헤테로원

자들 중 다른 하나에 결합되는 브리지드 화합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M은 Fe, Co 및 Ni 중에서 선택되는 브리지드 화합물.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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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M은 Fe이고, RB는 M에 결합된 3개의 헤테로원자들을 포함하며, R1은 3개의 헤테로원자들 중 하나에

결합되고, R2는 R1이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와 다른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M은 Fe, Co 및 Ni 중에서 선택되는 브리지드

화합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각 X는 할라이드 및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하이드로카본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브리지드 화

합물.

청구항 7.

  식 M(X)2의 금속 화합물을 하기 식을 가진 브리지드 화합물 RB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브리지드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

  

  여기서 M은 금속이고; 각 X는 M에 공유결합되거나 이온결합된 원자 또는 그룹이고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으며;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이고; RB는 사이클로

펜타다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 R1과 R2 사이의 구조적 브리지이고 고리들에 입체강성를 부여하며, M에 결합하기에 적합

한 적어도 하나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고, 각 R1 및 R2는 RB의 동일하거나 별개인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그리고 R1, R2,

및 RB는 C1, C2 또는 CS 대칭을 브리지드 메탈로센 화합물에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M은 전이금속과 란탄계열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고, 헤테로원자들은 O, N, S 및 P로 이루

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브리지드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RB는 3개의 헤테로원자들을 포함하고, R1은 3개의 헤테로원자들 중 하나에 결합되며, R2는 3개의 헤테

로원자들 중 다른 하나에 결합되는 브리지드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M은 Fe, Co 및 Ni 중에서 선택되는 브리지드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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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항에 있어서, M은 Fe이고, RB는 적어도 3개의 헤테로원자들을 포함하며, R1은 3개의 헤테로원자들 중 하나에 결합

되고, R2는 R1이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와 다른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M은 Fe, Co 및 Ni 중에서 선택되는 브리지드 화합

물을 만드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각 X는 할라이드 및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하이드로카본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브리지드 화

합물을 만드는 방법.

청구항 13.

  하기 식을 가진 활성화된 브리지드 화합물을 포함하는 촉매 시스템.

  

  여기서 M은 금속이고; 각 X는 M에 공유결합되거나 이온결합된 원자 또는 그룹이고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으며;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이고; RB는 사이클로펜

타다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 R1과 R2 사이의 구조적 브리지이고 고리에 입체강성를 부여하며, M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고, 각 R1 및 R2는 RB의 동일하거나 별개인, M에 또한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Z는 M의 배

위수이고 4 이상이며; m은 M과 RB의 헤테로원자들 사이의 결합수이고, 입체강성을 부여하기 위해 2 이상이며; 그리고

R1, R2, 및 RB는 C1, C2 또는 CS 대칭을 촉매 성분에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M은 전이금속과 란탄계열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고, 헤테로원자들은 O, N, S 및 P로 이

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촉매 시스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RB는 M에 결합된 적어도 3개의 헤테로원자들을 포함하고, R1은 헤테로원자들 중 하나에 결합되며, R2

는 헤테로원자들 중 다른 하나에 결합되는 촉매 시스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M은 Fe, Co 및 Ni 중에서 선택되는 촉매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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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항에 있어서, M은 Fe이고, RB는 M에 결합된 3개의 헤테로원자들을 포함하며, R1은 3개의 헤테로원자들 중 하나에

결합되고, R2는 R1이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와 다른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M은 Fe, Co 및 Ni 중에서 선택되는 촉매 시스

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각 X는 할라이드 및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하이드로카본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촉매 시스

템.

청구항 19.

  활성제를 하기 식을 가진 브리지드 화합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촉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여기서 M은 금속이고; 각 X는 M에 공유결합되거나 이온결합된 원자 또는 그룹이고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으며;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이고; RB는 사이클로

펜타다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 R1과 R2 사이의 구조적 브리지이고 고리들에 입체강성를 부여하며, M에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고, 각 R1 및 R2는 RB의 동일하거나 별개인, M에 또한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Z는

M의 배위수이고 4 이상이며; m은 M과 RB의 헤테로원자들 사이의 결합수이고, 입체강성을 부여하기 위해 2 이상이며; 그

리고 R1, R2, 및 RB는 C1, C2 또는 CS 대칭을 촉매 성분에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청구항 20.

  하기 식을 가진 활성화된 브리지드 화합물의 존재 하에서 올레핀 모노머 또는 모노머들의 혼합물을 접촉시키는 것을 포

함하는 폴리올레핀을 형성하는 방법.

  

  여기서 M은 금속이고; 각 X는 M에 공유결합되거나 이온결합된 원자 또는 그룹이고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으며;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별개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이고; RB는 사이클로

펜타다에닐 또는 방향족 고리들 R1과 R2 사이의 구조적 브리지이고 고리들에 입체강성를 부여하며, M에 결합되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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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고, 각 R1 및 R2는 RB의 동일하거나 별개인, M에 또한 결합되는 헤테로원자에 결합되며; Z는

M의 배위수이고 4 이상이며; m은 M과 RB의 헤테로원자들 사이의 결합수이고, 입체강성을 부여하기 위해 2 이상이며; 그

리고 R1, R2, 및 RB는 C1, C2 또는 CS 대칭을 촉매 성분에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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