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1-005900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C08L 23/1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1-0059003
2001년07월06일

(21) 출원번호 10-1999-0066381         
(22) 출원일자 1999년12월30일         

(71) 출원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이계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림산업 주식회사
이정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72) 발명자 정기연
울산광역시남구선암동621남영아파트가동501호
유용섭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217-3
장성근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217-3
김성훈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원앙마을아파트102동101호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대표변리사김원호송만호) 송만호

심사청구 : 있음

(54)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조성물은 a)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
합체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40 내지 80 중량%, b)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40
 중량%, c) 칼슘-메타-실리케이트계의 울라스토나이트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30 중량% 및 d) 무기질 보강
재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30 중량%를 포함한다.

상기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은 기계적 강성, 내충격성, 내열성, 사출성형성 및 제품의 평활성이 우수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축율, 선팽창 계수 및 열에 의한 처짐 현상이 작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외장재용 부
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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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팽창,복합수지,폴리올레핀계,치수안정성,선팽창계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산업상 이용 분야]

본 발명은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기계적 강성, 내충격성, 내열성, 사출
성형성 및 제품의 평활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수축율, 선팽창 계수 및 열에 의한 처짐 현상(heat sag)이 작아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

    
열가소성 수지, 특히 폴리올레핀계 수지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비중이 낮고 다른 수지에 비하여 가격이 저가
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계적 물성, 가공성 등이 우수하여 범용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전자, 항공산업 등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지이다. 그러나 폴리올레핀계 수지는 그 자체로 나타낼 수 있는 물성의 한계로 인하여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는 적용이 어렵고, 특히 폴리프로필렌 수지는 유리 전이 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가 0℃
로서 상온 및 저온에서의 충격 강도가 낮은 단점을 갖기 때문에 공업적인 적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상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종(異種)의 수지를 블렌드(blend)하거나 미네랄 충진제(mineral filler) 등을 수지에
 첨가하여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가 개발되어 종래의 폴리올레핀계 수지만으로는 적용이 어려
웠던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상기 적용예에는 폴리올레핀계 수지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을 모재로 하고 여기
에 충격 보강재로서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엘라스토머(elastomer) 등을 첨가하거나, 또는 강성 보강제로서 무
기 충진제를 첨가하여 필요한 물성을 발현시킨 폴리올레핀계 수지 조성물이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등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고, 상기 폴리프로필렌 수지의 종류와 각종 충격 보강재 및 강성 보강재의 종류 및 함량을 변화시켜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 및 열적 특성을 향상시킨 조성물이 다수 제안되어 부분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합 수지는 혼련기(kneader) 또는 압출기(extruder)를 사용하여 고분자를 모재로 하고 여기에 충진재 또
는 보강재를 용융 혼련시켜 고분자 자체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소재이다. 상기 복합 수지 응용 분야
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수지, 충진재 또는 보강재의 종류, 성상, 크기 및 함량을 선정해야 하고, 특히 수지 가공 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지의 물성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지 자체의 가공성, 재생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충진재에 의해
 특정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지의 가공 기기 및 가공 조건이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지의 가공시 압출기 내의 고온 및 고압의 분위기 하에서 수지가 변형 및 노화되어 물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
하거나 또는 성형 후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특성의 발현을 위하여 첨가되는 내열 안정제, 내후성 안정제 등의 첨가제의
 종류, 함량 등도 복합 수지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상기 고분자 모재, 충진재, 첨가제 등 서로 다른 물성
의 원재료들 사이에는 성분간의 계면이 존재하는데 이 계면에서 계면 접착력의 정도에 따라 복합 수지의 물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재료, 가공 기기 및 가공 조건의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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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자동차 내ㆍ외장 부품 및 전자 부품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수지로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
합체(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폴리카보네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polycarbonate/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의 알로이(alloy), 폴리카보네이트/폴리부틸렌 테
레프탈레이트 알로이(polycarbonate/polybutylene terephthalate alloy), 폴리아미드(polyamide), 폴리우레탄(po
lyurethane) 등이 있는데, 상기 수지 중에서 폴리아미드를 제외한 다른 수지는 자동차의 경량화, 원가절감, 재활용 등
의 면에서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로 대체가 가능하나, 폴리아미드는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로 대체할 경우 기계적 물
성 및 열적 성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로 대체될 수 없다.
    

    
상기 기술된 수지들을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는 기계적 강성, 내충격성
, 내열성, 치수 안정성, 내스크렛치성(scratch-resistant) 등이 우수해야 하고, 자동차의 경량화 및 부품의 경량화 추
세에 따라 부품 두께 등이 얇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체되는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는 성형성이 매우 우수해야 하고
 제조 비용 및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성형 시간도 짧아야 한다. 또한, 도장 타입 또는 무도장 타입에 따라 부품의 도장
성 및 성형 후의 외관이 우수해야 하는데, 현재 상기 요구되는 물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용, 특히 범퍼 훼시아(bumper fascia), 도아 가니쉬(door garnish), 인스트루먼트 판넬(instrument pan
el) 등 대형 부품의 성형에 사용되는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의 개발 중에서 저수축 및 저선팽창 계수를 갖는 재
료의 개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용 원재료에 요구되는 성질로는 강성, 인장강도, 신율, 밀도, 열
변형 온도, 선팽창 계수 등이 있으나, 이 중 가장 중요한 성질은 원재료의 강성으로서 이는 굴곡 탄성률 및 표면 경도로
 표시된다. 범퍼 훼시아, 인스트루먼트 판넬 등은 비교적 얇은 두께에 비하여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원재료가 충분
한 강성을 갖지 못하면 성형품이 휘거나 처질 수 있고, 최근에는 차량의 경량화 및 원재료의 절감 측면에서 성형품의 두
께가 점점 얇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굴곡 탄성률이 더욱 높은 원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굴곡
 탄성률의 향상과 함께 차체와의 조립성 및 성형품 자체의 치수 안정성 때문에 선팽창 계수 또는 열 처짐 현상(heat s
ag) 정도가 작은 원재료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강철에 비하여 선팽창 계수가 4-8배 커서 차체와 조립 후에 기후 또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 성
형품이 처지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본 수지인 폴리프로필렌, 고무
 등에 적절하게 선정된 무기 충진재(inorganic filler)를 함유하는 복합 제품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상기 무기 충진재의
 첨가에 의해 제품의 선팽창 계수가 감소되고 굴곡 탄성률이 향상되기는 하나 저온에서의 제품의 충격 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첨가되는 무기 충진재의 종류 및 첨가량을 조절하여 제품의 각 물성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제품의 성형을 위한 금형의 설계 용이성, 도장시의 치수 안정성, 성형 후의 후변형이 적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수축률이 적은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공지된 자동차 부품의 성형에 사용되는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은 결정성 폴리프로필렌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결정성 폴리프로필렌 수지로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함량이 7 내지 12 중량%이고 용융 지수가 20 내
지 45 g/10분인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프로필렌 함량이 92 내지 95 중량%이고 에틸렌 함량은 5 내지 8 중량%
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기 결정성 폴리프로필렌 수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α-올레핀의 함량이 
25 내지 45 중량%인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또는 에틸렌-옥텐 공중합체 등의 에틸렌-α-올레핀계 고무를 첨가
하고,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 입자 크기가 2 내지 4㎛인 미세 탤크(talc)를 첨가하여 혼련기 또는 압출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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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계적으로 용융 혼련시킨다. 이 경우 폴리프로필렌계 복합 수지 조성물의 충격 강도 및 강성을 요구되는 정도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가의 올레핀계 고무가 다량 사용되고 다량의 탤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
다.
    

    
유럽 특허공개 제557,124호에는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높은 용융 지수를 갖는 고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
체 55 내지 75 중량%, 약 30 내지 100℃의 용융 온도를 갖는 결정성 에틸렌 공중합체 25 내지 45 중량% 및 5㎛ 이하
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미세 탤크 1 내지 25 중량%를 포함하는 초고경질 조성물에 관해 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결정성의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여 조성물의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동차 용
품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강성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저온 충격 강도가 취약하고 조
성물의 결정성이 증가되어 도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된 공지 기술은 미국 특허공고 제5,311,5
42호, 유럽 특허공개 제596,621호, 유럽 특허공고 제496,625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공개특허공보 제99-033,557호, 제033,558호, 제99-039,953호 등에는 자동차 부품용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단지 단일 무기질 보강재만을 사용하여 복합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기 때문에 자
동차용 부품에서 요구하는 물성을 만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계적 강성, 내충격성, 내열성, 사출성형성 및
 제품의 평활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축율, 선팽창 계수 및 열에 의한 처짐 현상이 작아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원 발명의 다른 목적은 종래 범퍼 훼시아 등 자동차 외장 부품의 성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폴리부
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알로이(polycarbonate/polybutylene terephthalate alloy)를 대체할 수 있는 저선팽창 폴리올
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을 이용하여 자동차 외장재용 부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a)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40 내지 80
 중량%, b)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40 중량%, c) 칼슘-메타-실리케이트계의
 울라스토나이트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30 중량% 및 d) 무기질 보강재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30 
중량%를 포함하는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은 첨가제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1 내지 5 중량%를 더욱 포함
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은 우수한 내충격성, 강성, 내열성 등의 기본 물성을 가지면서 사출
 성형성을 개선하여 성형품의 두께를 얇게(thin wall)하여 차량의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고 사출한 제품의 표면 평활성
이 우수하여 사출 성형 후 성형품의 외관이 우수하며, 특히 성형 수축률 및 선팽창 계수를 낮추어 성형품의 차체와의 조
립성 및 성형품 자체의 치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도장 및 성형 후 후변형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성형을 위한 금형의 설
계 용이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종래의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이 단일의 충진재를 사용한 것
과는 달리 이종의 충진재를 복합(hybrid)시켜 이들 각 충진재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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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발명의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1)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일반적으로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는 지글러-낫타(Ziegler-Natta)형 촉매라 불리는 삼염화티탄 및 알킬
 알루미늄 화합물의 조합 촉매, 티탄 화합물, 마그네슘 화합물 등의 촉매 하에서 단량체를 중합해서 제조된다. 본 발명
에서는 에틸렌 1 내지 50 중량% 및 프로필렌 50 내지 99 중량%를 상기 촉매 하에서 중합시켜 제조되는 결정성 에틸
렌-프로필렌 공중합체 1종 이상을 사용하는데, 상기 중합된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는 에틸렌-프로필렌 고
무를 0.5 내지 35 중량% 포함한다. 본 발명의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의 녹는점이 165℃이
고 폴리에틸렌의 녹는점은 120℃이고 결정화도가 20 내지 30%인 수지이며, 상기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녹는
점은 시차주사 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를 사용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본 발명의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은 190,000 내지 265,000이고 수평균 분자량은 37,000 내지 50,000
이며, 상기 중량평균 및 수평균 분자량은 겔 퍼미에이션 크로마토크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를 사용하
여 통상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본 발명의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용융지수는 5 내지 60 g/10분(210℃,
 2.16kg)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용융지수가 5 g/10분 미만이면 복합 수지 조성물의 성형성이 감소하고 용융지수가
 60 g/10분을 초과하면 복합 수지 조성물의 내충격성이 감소된다.
    

    
본 발명의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는 공중합체의 중합 공정 상에서 반응기 내에 기체상의 에틸렌을 과량 주
입하여 반응기 내에 다량의 에틸렌-프로필렌 고무를 직접 제조함으로써 결정성의 폴리프로필렌 매트릭스(matrix)에
 상기 에틸렌-프로필렌 고무가 균일한 크기의 입자 상태로 분산되고, 생성된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중에 과량으로 존
재하는 프로필렌 성분이 폴리프로필렌 매트릭스와의 상용성이 우수하여 계면 접착력이 증가되어 향상된 충격 강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수지를 사용한 복합 수지 조성물은 일반적인 다른 복합
 수지 조성물과는 달리 내충격성 보강을 위해 부가적으로 첨가되는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고무 함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내충격성 복합 수지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기 복합 수
지 조성물을 이용한 제품 제조시 제품의 로트 간의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균일한 물성 및 성능을 갖는 제품을 제조
할 수 있다.
    

상기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40 내지 80 중량%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사용량이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80 중량%를 초과하면 충격강도가 감소되고 사용량이 40 중량% 미만이면 제품
의 성형성이 저하된다.

(2)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본 발명의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는 주로 충격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의 중합에 사용되는 α-올레핀으로는 1-프로필렌(1-propylene), 1-부텐(1-betene), 1-헥센(1-hexene), 1-옥
텐(1-octene)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들은 용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는 1-프로필렌 또는 1-옥텐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는 주로 지글러-낫타형 촉매
를 사용하여 중합할 수 있는데, 바나듐계 또는 크롬계 촉매를 사용하여 중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α-올레핀 함량이 20 내지 50 중량%이고 용융지수가 0.1 내지 15 g/10분(230℃, 2.16kg)인 에틸렌-α-올레핀 공
중합체를 1종 이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로서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고무 또는 에틸렌-옥텐 공중합체 고무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고무는 프로필
렌의 함량이 20 내지 50 중량%이고 용융지수가 0.1 내지 5 g/10분(230℃, 2.16kg)이고 무늬 점도가 19 내지 85 M
L1+4 (100℃)이고 비중이 0.86g/cm 3 인 것인 사용되고, 상기 에틸렌-옥텐 공중합체 고무는 옥텐 함량이 20 내지 50
 중량%,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30 중량%이고 용융지수가 0.1 내지 15 g/10분(230℃, 2.16kg)이고 무늬 점도가 19
 내지 50 ML1+4 (121℃)인 것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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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40 중량%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 중량%를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량이 5 중량% 미만이면 제품의 충격 강도가 저하되고 사
용량이 40 중량%를 초과하면 제품의 충격 강도는 강화되나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므로 상기 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 무기질 보강재

    
본 발명의 무기질 보강재는 제품의 강성 보강을 하여 수지 조성물에 첨가된다. 본 발명의 무기질 보강재로는 칼슘-메타
-실리케이트계 화합물인 울라스토나이트가 사용된다. 상기 칼슘-메타-실리케이트계 화합물로서 울라스토나이트가 사
용되는 경우에 울라스토나이트의 아스펙트 비가 10 내지 19이고 입자의 평균 직경이 3 내지 25㎛인 침상의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칼슘-메타-실리케이트계 화합물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3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며
, 사용량이 5 중량% 미만이면 제품의 강성 보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량이 30 중량%를 초과하면 충격 강
도가 저하되어 상기 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무기질 보강재

    
본 발명의 무기질 보강재는 충진재의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내충격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제품의 강성 보강을 위해서
 첨가된다. 본 발명의 무기질 보강재로는 탤크, 칼슘카보네이트(calcium-carbonate), 운모(mica), 유리섬유(glass 
fiber), 석면(asbestos), 고령토(kaolin)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탤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탤크가 무기질
 보강재로 사용되는 경우 아스펙트 비가 3 내지 20 이고 평균 입자 크기가 2 내지 4㎛인 단평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용되는 탤크는 탤크 원석을 롤러 밀(roller mill), 크로셔(crusher) 등의 분쇄기로 분쇄하여 원하는 분
    

상기 무기질 보강재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3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량이 5 중량% 미만이
면 제품의 강성 보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량이 30 중량%를 초과하면 강성보강은 충분하나 성형성과 충격
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상기 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첨가제

    
본 발명의 결정성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은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첨가제를 더욱 포함할 수 있는데, 본 발명의
 첨가제로는 커플링제(coupling agent), 1차 또는 2차 산화방지제(oxidation prohibitor), 자외선안정제, 가공윤활제
(process lubricant) 및 대전방지제(antistatic agent)가 복합 수지 조성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복합 수지의 용도
에 따라서 내열안정제, 카본 블랙(carbon black), 안료(pigment), 핵제, 등이 더욱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커플링제는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와 무기질 보강재와의 접착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상기 커플링제로는 
아미노 실란계, 아미노 티탄늄계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통상의 아미노 실란계 또는 아미노 티탄늄계를 사
용하는 것이다. 상기 커플링제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3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1차 또는 2차 산화방지제 및 내열안정제는 본원 발명의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열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상기 1차 산화방지제로는 통상의 페놀계 화합물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
는 페놀계 산화방지제인 2,6-디-t-부틸-4-메틸페놀(2,6-DI-t-Butyl-4-Methylphenol)를 사용하는 것이고, 
상기 1차 산화방지제의 사용량은 0.05 내지 0.5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2차 산화방지제로는 통상의 아민계 화합물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아민계 산화방지제인 디페닐-p-
페닐렌디아민(Diphenyl-p-Phenylenediamine)를 사용하는 것이고, 상기 2차 산화방지제의 사용량은 0.05 내지 0.
5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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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열안정제로는 2,6-디-t-부틸-4-메틸페놀(2,6-DI-t-Butyl-4-Methylphenol) 등의 통상의 페놀계 화합
물, 디페닐-p-페닐렌디아민(Diphenyl-p-Phenylenediamine) 등의 통상의 아민계 화합물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상
기 내열안정제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1.0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외선안정제는 복합 수지의 내후성 보강 및 복합 수지가 옥외 노출시 자외선으로 인한 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 수지 조성물에 첨가되는데, 상기 자외선안정제로는 통상의 할스(HALS)계 화합물, 벤조페논계 화합물, 벤조트리
아졸계 화합물등이 사용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할스계 화합물인 폴리-{[6-(1,1,3,3-테트라메틸부틸)이미노-1,
3,5-트리아진-2,4-디일][2-(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딜)-이미노]-헥사메틸렌-[4-(2,2,6,6-테트라메틸피페
리딜)-이미노]}를 사용하는 것이고, 상기 자외선안정제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0.5인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가공윤활제는 본 발명의 복합 수지 조성물의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되는데, 상기 가공윤활제로는 통상
의 칼슘-스테아레이트(Ca-stearate), 징크-스테아레이트(Zn-stearate)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칼슘
-스테아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상기 가공윤활제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0.1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대전방지제는 복합 수지의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복합 수지 조성물에 첨가되는데, 상기 대전방지제로는 통상의 알
킬아민계 화합물, 스테아린산계 화합물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상기 대전방지제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0.1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에는 색상 발현, 내후성 보강 등을 위하여 카본블랙(carbon black), 안
료, 핵제 등의 부가적인 첨가제가 용도에 따라서 더욱 첨가될 수 있고, 상기 부가적인 첨가제의 사용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1 내지 5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수지 조성물을 수득하기 위해서 헨셀 믹서(Henssel blender), 리본 블렌더(ribbon blender) 또는 브이 블
렌더(V-blender) 등을 사용하여 원료를 혼합하거나, 또는 각기 다른 원료 공급 장치로 정해진 비율로 각각의 원료를
 직접 가공 장치에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상기 가공 장치로는 원료 및 최종 조성물의 특성에 따라 1축 압출기, 2
축 압출기, 하나의 공급구 이외에 압출기의 일부를 공급구로 사용할 수 있는 2축 압출기, 니더 믹서(Kneader mixer)
, 벤버리 믹서(Banbery mixer)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가공 장치로 본 발명의 복합 수지 조성물의 성분들을 용융
 혼합한 후, 펠렛(pellet) 형태로 형상화한다. 이때 가공 조건에 따라 수지 조성물의 물성 및 성능이 변할 수 있으므로
 주로 하나의 공급구 이외에 압출기 일부를 공급구로 사용할 수 있는 2축 압축기를 사용하여 스큐류의 회전수, 압출량
, 가공 온도 등을 변화시켜 최적의 가공 조건을 선정하고 복합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조된 복합 수지 조성물은 일정한 수분 및 휘발분 제거 공정을 거치면서 수분 및 휘발분이 제거된 후, 사출 또는
 압축 시편으로 제조되어 미국표준규격(ASTM) 등에 의하여 복합 수지 조성물의 기계적 및 열적 물성이 측정되고, 필
요에 따라 자체 규격을 제정하여 복합 수지 조성물의 물성을 측정한다. 상기 복합 수지 물성 측정용 시편은 사출 성형에
 의해 제조된 시편이 주로 사용되는데, 상기 시편의 사출 성형은 통상의 사출기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이때 사출 조건으
로는 실린더 온도는 200 내지 230℃이고, 금형 온도는 30 내지 60℃이며, 사출압, 보압 및 사출 속도는 복합 수지가 
우수한 물성을 갖는 영역에서 고정시켜 사용한다. 상기 물성 측정용 사출 시편을 사출시킨 후, 온도가 23℃이고 상대습
도(Relative Humidity, RH)가 50%인 분위기 하에서 약 48 시간 동안 방치하고 시편의 물성을 측정한다. 상기 제조
된 복합 수지의 물성 측정은 복합 수지의 용융지수, 인장강도, 굴곡탄성율, 충격강도, 열변형 온도, 선팽창 계수, 성형 
수축율 및 열처짐 현상에 대해서 수행하였는데, 각 물성 측정 방법은 미국표준규격(ASTM) 등에 기재되어 있는 통상
의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바람직한 실시예 및 비교예를 제시한다. 그러나 하기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보
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 본 발명이 하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7 -



공개특허 특2001-0059003

 
(실시예 1 내지 8)

하기 표1에 나타낸 성분을 하기 표1의 조성으로 하나의 공급구 이외에 압출기의 일부를 공급구로 사용할 수 있는 2축 
압출기(스큐류 L/D="52이고"     ="52," 회전수="300rpm," 압출량="100kg/hr," 가공 온도="200-220℃임)를" 사
용하여 용융 혼합한 후, 펠렛형으로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표 1]

조성물 실시예1 실시예2 실시예3 실시예4 실시예5 실시예6 실시예7 실시예8
A1(중량%)                                 
A2(중량%) 17                             
A3(중량%) 34 51 50 47 48 50 32 34
A4(중량%)                         15 16
B1(중량%) 16     8 10             10
B2(중량%)             10 5             
B3(중량%)                                 
B4(중량%) 10 9 7 8 10 10 14 10
B5(중량%)     16 10     10 13 14 8
F1(중량%)                                 
F2(중량%) 5 5 8 5 5 10 8 5
F3(중량%) 16 17 15 18 20 15 15 15
첨가제 2 2 2 2 2 2 2 2

상기 표1에서 A1 내지 A4는 물성이 상이한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이고 그 각각에 대한 물성은 하기 표2와
 같고, B1 내지 B5는 물성이 상이한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 고무이고, 그 각각에 대한 물성을 하기 표3에 나타냈고
, F1 및 F2는 무기질 보강재이고 F3은 울라스토나이트이며 그 각각에 대한 물성을 하기 표4에 나타냈다.

[표 2]

물성 A1 A2 A3 A4
용융지수(g/10분) 21 30 50 20
에틸렌 함유량(중량%) 8.0 7.8 8.0 48.8
중량평균 분자량 215,000 199,000 189,000 180,000

[표 3]

물성 B1 B2 B3 B4 B5
용융지수(g/10분) 3.2 0.6 0.6 0.7 13
α-올레핀 형태 C3 C3 C3 C8 C8

α-올레핀 함량(중량%) 27 28 43 28 28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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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F2 F3
    칼슘카보네이트 탤크 울라스토나이트
형상 구상 단평상 침상
평균직경(㎛) 7 3 8
평균 아스펙트비 - 10 17

또한 상기 표1에서 첨가제는 하기 표5와 같은 함량으로 복합 수지 조성물에 첨가하였다. 이때 첨가제의 함량은 조성물
 총량에 대한 중량%이다.

[표 5]

첨가제 종류 화학식명 함량(중량%)
가공윤활제 칼슘-스테아레이트 0.1
1차 산화방지제 테트라키스[메틸렌(3,5-디-테트라-부틸-4-하이드록시-하이드로시나메

이트)]메탄
0.1

2차 산화방지제 트리스(2,4-디-테트라-부틸페닐)포스페이트 0.1
대전방지제 알킬아민계 0.1
자외선 안정제 폴리-{[6-(1,1,3,3-테트라메틸부틸)이미노-1,3,5-트리아진-2,4-디일

][2-(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딜)-이미노]-헥사메틸렌-[4-(2,2,6,6
-테트라메틸-피페리딜)-이미노]}

0.1

커플링제 아미노 실란계 또는 아미노 티탄계 1.0
카본블랙     0.5

(비교예 1 내지 8)

하기 표6에 나타낸 성분을 하기 표6의 조성으로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펠렛형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을 제
조하였다.

[표 6]

조성물 비교예1 비교예2 비교예3 비교예4 비교예5 비교예6 비교예7 비교예8
A1(중량%) 27     35     35 22         
A2(중량%) 30 15     22     28.5     22
A3(중량%)     35                 46.5 38.5
A4(중량%)         15 30 23             
B1(중량%) 12 10 5     10         16
B2(중량%)         7 6                 
B3(중량%)     17 12     8.5             
B4(중량%) 13         6 5 15 9 10
B5(중량%)             8     11 16     
F1(중량%) 15 20 23 25                 
F2(중량%)                 15 20 25 10
F3(중량%)                                 
첨가제 2 2 2 2 2 2 2 2

(실험예)

    
상기 실시예 1 내지 8 및 비교예 1 내지 8에 의해 제조된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및 휘
발분을 제거한 후, 한국 금성 사출기(모델명 : IDE90EN)를 사용하여 실린더 온도가 220℃이고 금형 온도가 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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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복합 수지 시편을 제조하였다. 상기 시편을 온도가 23℃이고 상대습도가 50%인 분위기 하에서 약 48시간 동
안 방치시키고 용융지수, 인장강도, 굴곡탄성율, 충격강도, 열변형 온도, 선팽창 계수, 성형 수축율 및 열처짐 현상을 측
정하고 그 결과를 하기 표7 및 8에 나타내었다.
    

[표 7]

물성 실시예1 실시예2 실시예3 실시예4 실시예5 실시예6 실시예7 실시예8
용융지수(g/10분) 23 21 21 20 18 18 25 23
인장강도(㎏/㎠) 180 190 185 190 190 185 185 190
굴곡탄성율(㎏/㎠) 15500 17000 17500 19000 24000 23000 18000 20000
아이조드충격강도(상온, ㎏-㎝/㎝) NB* NB NB NB NB NB NB NB
아이조드충격강도(-30℃, ㎏-㎝/㎝) 7.0 6.4 6.1 5.2 4.9 5.0 6.5 5.5
열변형온도(℃) 108 110 110 113 115 115 110 112
선팽창 계수(x10-5)(㎜/㎜-℃) 4.6 4.8 4.5 4.3 4.3 4.0 4.3 4.4
성형수축율(0.1%) 3.9 3.7 3.0 3.0 3.0 3.0 4.0 3.8
열처짐현상(㎜) 3.5 3.8 3.4 4.0 3.9 3.9 4.1 4.0
도장접착성(미탈락된격자수/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NB(non-break) : 파단되지 않음

[표 8]

물성 비교예1 비교예2 비교예3 비교예4 비교예5 비교예6 비교예7 비교예8
용융지수(g/10분) 14 15 15 16 15 16 17 17
인장강도(㎏/㎠) 170 169 170 165 165 170 170 175
굴곡탄성율(㎏/㎠) 9500 10200 10000 12000 11000 12000 13000 9500
아이조드충격강도(상온, ㎏-㎝/㎝) NB NB NB NB NB NB NB NB
아이조드충격강도(-30℃, ㎏-㎝/㎝) 6.0 5.5 5.2 5.2 6.5 6.2 6.0 6.4
열변형온도(℃) 95 93 98 100 100 102 103 100
선팽창계수(x10-5)(㎜/㎜-℃) 7.0 7.2 7.5 7.3 5.8 6.1 6.0 6.1
성형수축율(0.1%) 6.8 7.0 7.2 7.0 7.2 7.4 7.2 7.5
열처짐현상(㎜) 5.2 5.5 6.0 5.8 5.7 5.8 5.7 6.3
도장접착성(미탈락된격자수/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NB(non-break) : 파단되지 않음

상기 물성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서 수행하였다.

(1) 용융 지수(Melt Index, MI) : ASTM D1238(230℃, 2.16kg)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자동 측정 장치와 
수동 측정 장치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2)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 및 신율(Elongation) : ASTM D683(Type I, cross-head speed ="50" mm/분
)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굴곡 강도(Flexural Strength) 및 굴곡 탄성율(Flexural Modulus) : ASTM D790(cross-head speed ="10"
 mm/분)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4) 충격 강도(Impact Strength) : ASTM D256에 규정된 방법으로 상온 및 저온(-30℃)에서 측정한다. 이때 회전
추의 무게는 5파운드였다.

(5) 열변형 온도(Heat Deflection Temperature) : ASTM D648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한다. 이때 하중은 4.16k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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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형 수축율(Mold Shrinkage) : ASTM D955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7) 선팽창 계수(Coefficient of Linear Thermal Expansion, CLTE) : ASTM D696에 규정된 방법으로 온도를 -
30 내지 80℃로 변화시키면서 치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8) 열처짐 현상(Heat Sag) : 110(L) x 20(W) x 3(H)mm의 시편을 길이 방향으로 바닥과 평행하게 고정시키고 온
도 120℃의 오븐에 넣어서 약 1시간 동안 방치시킨 후, 가열 전 후 시편의 변형치를 측정하였다.

(9) 도장 접착성의 비교 : 도장 접착성은 50(L) x 100(W) x 2(H)mm의 복합 수지 시편에 염소화폴리프로필렌 프라
이머를 두께 5 내지 7㎛로 도장한 후, 우레탄계 페인트를 두께 20 내지 30㎛로 도장하고 온도 85℃의 오븐에 약 30 분
 동안 경화시키고 상온에서 약 24 시간 동안 방치시키고 2mm 격자를 100개 제조하여 테이프로 도장 접착성을 비교하
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은 기계적 강성, 내충격성, 내열성 등 기본 물성이 균형을 이루고, 
사출성형성이 개선되고, 이를 이용하여 사출한 제품의 평활성이 우수하고, 특히 열 처짐 현상이 작고 성형 수축율 및 선
팽창 계수를 저하시켜 성형품과 차체와의 조립성 및 성형품 자체의 치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종래 자동차 외장
 부품의 성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알로이를 대체할 수 있어 차량의 경량
화에 기여하고 우수한 외관을 갖는 자동차용 부품 재료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40 내지 80 중량%;

b)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40 중량%;

c) 칼슘-메타-실리케이트계의 울라스토나이트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30 중량%; 및

d) 무기질 보강재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5 내지 30 중량%

를 포함하는 저선팽창 폴리올렌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의 결정성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가 에틸렌-프로필렌 고무를 0.5 내지 35 중량% 함유하고 용융지수가 5
 내지 60 g/10분(230℃, 2.16kg)인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에틸렌 함량이 0.5 내지 50 중량%이고 프로필렌 함
량이 50 내지 99 중량%) 1종 이상인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의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가 α-올레핀 함량이 20 내지 50 중량%이고 용융지수가 0.1 내지 15 g/10분
(230℃, 2.16kg)인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1종 이상인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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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의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에서 α-올레핀이 1-프로필렌(1-propylene), 1-부텐(1-butene), 1-헥센
(1-hexene) 및 1-옥텐(1-octene)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인 것인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
지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의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가 프로필렌 함량이 20 내지 50 중량%이고 용융지수가 0.1 내지 5 g/10분(2
30℃, 2.16kg)인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고무 5 내지 20 중량%를 포함하는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
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의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가 옥텐 함량이 20 내지 50 중량%이고 용융지수가 0.1 내지 15 g/10분(230
℃, 2.16kg)인 에틸렌-옥텐 공중합체 고무 5 내지 20 중량%를 포함하는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의 칼슘-메타-실리케이트계의 울라스토나이트가 평균 입자 직경이 5 내지 25㎛이고 아스펙트비가 10 내지 1
9인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의 무기질 보강재가 탤크(talc), 칼슘카보네이트(calcium-carbonate), 운모(mica), 유리섬유(glass fiber)
, 석면(asbestos) 및 고령토(kaolin)로부터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인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탤크가 단평상이고 평균 입자 크기가 2 내지 4㎛이고 아스펙트비가 3 내지 20인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
지 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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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계 1차 산화방지제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0.5 중량% 또는 아민계 2차 산화방지제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0.5 중량%, 할스계 자외선 안정제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0.5 중량%, 가공윤활제를 조
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0.1 중량%, 아미노 실란계 또는 아미노 티탄늄계 커플링제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
05 내지 3 중량% 및 알킬아민계 대전방지제를 조성물 총량에 대하여 0.05 내지 0.1 중량%를 더욱 포함하는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
    

청구항 11.

상기 제1항의 저선팽창 폴리올레핀계 복합 수지 조성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자동차 외장재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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