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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상기 중합체로 제조된 강화재, 및 상기 강화재로 제조된 물품이 제공된다. 올리고

머-개질된 중합체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저분자량 아크릴 올리고머와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된다. 올리고머-개질된 중

합체는 접착제, 상용화제, 강화제 및 충격 개질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저분자량 아크릴 올리고머, 접착제, 상용화제, 강화제 및 충격 개질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능적으로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중합체를 함유하는 강화재, 및 강화재로부터 제조된 물품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음이온 중합은 플라스틱 및 엘라스토머 제조를 위한 공지된 기술이다. 음이온 중합 공정 동안 중합체 사슬의 "리빙(living)"

특징 때문에, 음이온 중합은 매우 한정된 중합체 블록 및 좁은 분자량 분포를 갖는 중합체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음이온

중합은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과 같은 공액 디올레핀을 중합화하고, 상기 디올레핀을 비닐 방향족 및 치환된 비닐 방향족과

같은 다른 음이온 중합가능한 단량체와 공중합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음이온 중합 공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조

된 시판 중합체는 폴리스티렌과 같은 플라스틱, 폴리부타디엔 및 폴리이소프렌과 같은 엘라스토머, 및 다양한 크기 및 수

의 블록을 갖는 스티렌,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의 블록 공중합체와 같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포함한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에 대한 많은 상업적 적용이 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타이어 및 기타 산업

에 대한 엘라스토머, 접착제, 밀봉제 및 코팅으로서 그 자체로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플라스틱 및

고무와 같은 각종 물질의 특징을 개질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아스팔트에서 상용화

제 및 강화제, 및 중합체 블렌드에서 상용화제 또는 타이층(tie layers)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사

출 및 압출된 물품, 예컨대 사출성형 부품 및 공학 성분, 필름 및 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플라스틱에서 충격 개질제,

강화제 또는 점도 조절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그 목적 적용에 대한 그들의 특징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능적으로 개질될 수 있다. 많은 개질화 경

로가 수년에 걸쳐 개발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인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개질은 말단-캡핑 반응에 의한 화학적 기능기의 도

입; 중합체를 선형 구조에서 방사형, 빗(comb)형 또는 암(arm)형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리빙 음이온과 다기능성 종의

반응에 의한 사슬 커플링; 잔여 이중결합의 수소화; 및 상기 개질화의 조합을 포함한다. 말단-캡핑 반응 및 사슬 커플링 반

응은 반응물로서 소(small) 분자 또는 고분자량 중합체를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종래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개질 기

술에서 캡핑 또는 커플링제로서 전형적으로 사용된 소 분자의 예는 이- 또는 다기능성 화합물, 예컨대 디비닐 벤젠, 디이

소프로페닐 벤젠, 트리비닐 벤젠, 디비닐 나프탈렌, 트리비닐 나프탈렌, 사염화주석 및 다양한 실란 화합물을 포함한다. 음

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개질에서 말단-캡핑 또는 커플링제로서 사용된 전형적인 고분자량 중합체의 예는 폴리올레핀 및 할

로겐화 스티렌 기재 중합체를 포함한다. 많은 이들 개질 기술이 틀에 박힌 관행이 되었으며, 이들 개질 기술을 사용하여 제

조된 개질된 생성물은 산업상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음이온성 중합체 개질화 분야에 존재한다. 이들 문제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물리적 또는 반응성

블렌드에 포함되는 경우, 다른 물질 내에서 또는 다른 물질과의 상용성, 혼화성, 접착 또는 분산성의 부족으로 인한 상이한

적용의 수행을 위한 개질 또는 비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무능력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각종 스티렌/부타디엔 기

재 및 스티렌/이소프렌 기재 중합체는 이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적용에 적절하기에는 불충분하게, 극성 플라스틱, 예컨대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에테르, 폴리술폰, 폴리에테르-케톤,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폴리이미드, 폴리에테르이미

드 폴리카르보네이트 및 폴리에스테르와 상용가능하다. 불행히도, 중합체에 극성 또는 화학적 기를 도입하는 음이온 중합

된 중합체의 현재의 개질은 이들 제한을 해결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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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가능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제한된 성공에 직면하는 또다른 중요한 적용은 도로포장 및 지붕공사 적용을 위

한 아스팔트의 강화에서이다. 선형 및 비선형인 스티렌/부타디엔 및 스티렌/이소프렌 기재 중합체가 아스팔트를 강화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아스팔트 중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분산성 및 생성된 아스팔트 제제의 형태학적 안정성과 관

련한 문제는 아스팔트의 장기간 성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유사한 문제가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감압성 접착제 및

고온 용융 접착제로서 사용되는 적용,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공)압출 또는 (공)사출 성형 적용을 위한 플라스틱에서

충격 개질제로서 사용되는 경우 발생한다. 추가의 문제가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금속 및 충전제와 같은 기타 타이어 성

분에 대한 불량한 접착을 나타내는 타이어를 위한 엘라스토머로서 사용되는 경우 존재한다.

이와 같이, 각종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및 기타 기판과 상용적이며 다양한 적용 범위에 적합한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

체를 제조하기 위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개질 방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발명의 개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상기 중합체를 함유하는 중합체 블렌드 및 혼합물, 상기 중합체의 제조 방법, 상

기 중합체를 함유하는 강화재 및 강화재로 제조된 물품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하나 이상의 아크릴 단량체로 제조되며, 에스테르, 카르복실산, 무수물

및 에폭시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기능기로 기능화된 올리고머의 반응 생성물로 제조된,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하나 이상의 아크릴 단량체로 제조되며 에스테르, 카르복실산, 무수물

및 에폭시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기능기로 기능화된 올리고머와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비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또는) 본원에 제공된 올리고머 외에 캡핑 또는 커플링제로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

체와,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혼합물로 구성된 조성물이 또한 제공된다. 본 공개의 목적을 위해, 비개질

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다른 분자와의 말단-캡핑 또는 커플링 반응보다는 음이온 중합 종결 반응을 행한, 음이온 중합

된 중합체를 말한다. 혼합물 중 이들 성분 각각의 특성 및 비율은 주어진 적용에 대한 적절한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타 양태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로 제조된 물품 및 조성물,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강화될 물질의 혼합물로 제조된 강화재, 및 강화재로 제조된 물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기타 양태는 특정 기판

에 대한 향상된 접착을 갖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접착 향상된 물질로 제조된 물품을 제공한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기능적으로 개질하기 위해 사용된 올리고머는 저분자량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공개에 걸쳐, 인용된

분자량은 선형 폴리스티렌 표준을 사용하여 ASTM D 3536 하에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예를 들

어, 일부 경우 올리고머는 약 10,000 이하의 수평균 분자량 (Mn) 및 약 60,000 이하의 중량평균 분자량 (Mw)을 갖는다.

일부 경우, 올리고머는 약 40,000 이하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다. 이는 약 1,000 내지 약 10,000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

는 올리고머, 및 약 1,500 내지 약 40,000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 올리고머를 포함한다. 그러나, 올리고머는 음이온 중

합된 중합체를 개질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소 분자보다 상당히 크다. 전형적으로, 올리고머는 약 500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1000 이상의 수평균 분자량, 및 1000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1500 이상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다.

올리고머는 하나 이상의 아크릴 단량체로 제조되며, 에스테르, 카르복실산, 무수물 및 에폭시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기능기로 기능화된다. 아크릴 단량체 외에, 올리고머는 하나 이상의 부가 자유 라디칼 중합가능한 단량체, 예컨대 스티렌

또는 개질된 스티렌 단량체 (이에 제한되지 않음)로 제조될 수 있다.

공단량체 조성물, 분자량 분포 및 올리고머 중 기능기 종류 및 분포를 조절함으로써, 올리고머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징이

원하는 적용을 위한 적절한 혼화성, 분산성, 상용성 및(또는) 접착 특징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품질을 갖는 올리고머-개질

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적합한 특

정 적용은 아스팔트 강화제, 조절제 및 아스팔트 형태 안정화제를 포함한다. 기타 적절한 적용은 극성 플라스틱 및 극성 플

라스틱 블렌드 및 알로이, 및 복합체를 위한 상용화제, 점도 조절제, 유동성 조절제, 공정 보조제, 유동학적 특성 조절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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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개질제를 포함한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또한 전형적인 접착제 적용뿐만 아니라 향상된 금속

접착을 갖는 타이어 고무에도 유용한, 극성 기판에 대한 최적 접착을 갖는 접착제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된 표면 활성을 갖

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1 반응기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2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2 반응기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3은 실시예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AC-20 중 3.5중량％ APP-1로 제조된 중합체-개질된 아스팔트의 형광 현미경 사

진이다.

도 4는 실시예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AC-20 중 3.5중량％ OMAPP-3으로 제조된 중합체-개질된 아스팔트의 형광 현미

경 사진이다.

도 5는 실시예 3에 기재된 바와 같은, AC-20 중 11중량％ APP-1로 제조된 중합체-개질된 아스팔트의 형광 현미경 사진

이다.

도 6은 실시예 3에 기재된 바와 같은, AC-20 중 11중량％ OMAPP-3으로 제조된 중합체-개질된 아스팔트의 형광 현미경

사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중합체로 제조된 조성물 및 물품, 중합

체를 함유하는 강화재 및 강화재로 제조된 물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상업적 적용의 광범위한 범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화학

적 및 물리적 특성을 갖는 개질된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올리고머를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된다.

특히, 본원에 제공된 일부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감압성 접착제 및 고온 용융 접착제를 비롯한 접착제

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또한 아스팔트 및 중합체 블렌드 내에서 상용화제

또는 강화제로서 사용하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 본원에 제공된 상용화제 또는 강화제로부터 유리할 수 있는 아스팔트는 도

로포장 및 지붕공사 적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 적용은 지붕널의 강화 뿐만 아니라, 지붕

방수, 보수 및 유지를 위한 물질의 개질을 포함한다. 특정 형태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또한 고무 및

플라스틱에서 강화제, 점도 조절제, 유동성 조절제, 공정 보조제 및 충격 개질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극성 플라스틱 및 극

성 공학 플라스틱이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로부터 유리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이다. 극성 플라스틱은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에테르, 폴리술폰, 폴리에테르-케톤, 폴리에테르에테르 케톤, 폴리이미드, 폴리에테르이미

드 폴리카르보네이트 및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량체 조성, 분자량 분포 및 기능화의 종류 및 정도를 포함하는 올리고머의 특징을 조절함으로써, 올리고머 특성, 예컨

대 용해도 파라미터, 굴절지수, 유리전이온도 및 표면 활성이 원하는 적용에 적합한 올리고머를 제공하도록 조정될 수 있

다. 그 결과, 조심스럽게 조정된 특징을 갖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제공하기 위해, 음이온 중합된 중

합체를 올리고머로 개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하는 적용을 위해,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적절한 접

착 특성을 갖거나, 또는 다른 물질과 적절히 상용적이거나, 혼화되거나 또는 그에 분산되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개질될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올리고머와 말단-캡핑 또는 커플링 반응을 행할 수 있는 임의의 음이온 중

합된 중합체일 수 있다. 음이온 중합은 공액 디올레핀 또는 기타 음이온 중합가능한 단량체를 중합화하거나, 또는 공액 디

올레핀과 기타 음이온 중합가능한 단량체를 공중합하기 위해 유기 알칼리 금속 개시제와 같은 개시제를 사용하는 공지된

기술이다. 음이온 중합은 연속식, 뱃치식 또는 반(semi)-뱃치식 공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음이온 중합 공정의 일반적인

설명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문헌 [Polymer Chemistry, An Introduction; 제7장, pp250-261, 제2판., M.P. Stevens

editor (1990)]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음이온 중합에 의해 제조된 중합체는 각각의 단량체 반응 단계가 새로운 반응성 카르

보음이온을 생성하여, 단량체가 고갈될 때까지 중합체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통상 "리빙 중합체"라고 한

다. 중합체는 단량체가 고갈되고 난 후에조차 "리빙" 채로 남아있고, 추가의 새로운 반응성 단량체가 공급되면 반응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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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계속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음이온 중합은 매우 한정된 블록 공중합체의 제조를 위해 특히 매력적인 공정이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그들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개시제, 단량체 또는 커플링제의 기능성에 따라 방사형, 선형 또는 분지형

중합체일 수 있다.

음이온 중합은 중합화 반응의 미숙한 종결을 방지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매우 정제된 시약으로 비활성 환경 또는 진공 하,

저온에서 비활성 탄화수소 용매 중에서 행해진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엘라스토머, 열가소성-엘

라스토머 중합체를 포함한다. 중합체는 랜덤 및 블록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호모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일 수 있다. 본 발명

에 사용하기 위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전형적으로 약 3,000 내지 약 300,000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다. 이는 약

20,000 내지 300,000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하나, 본 발명은 상기 분자량 범위에 부합되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위한 음이온 중합가능한 중합체의 구성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공액 디올레핀은 1,3-부타디엔, 이소프

렌, 1,3-펜타디엔, 메틸펜타디엔, 페닐부타디엔, 2,3-디메틸-1,3-부타디엔, 2,4-헥사디엔, 1,3-헥사디엔, 3,4-디메틸-

1,3-헥사디엔, 1,3-옥타디엔, 4,5-디에틸-1,3-옥타디엔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음이온 중합가능한

중합체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음이온 중합가능한 단량체는 비닐방향족 단량체, 예컨대 스티렌 및 스티렌 유도체,

예를 들어 3-메틸스티렌, α-메틸스티렌, p-메틸스티렌, α,4-디메틸스티렌, t-부틸스티렌, o-클로로스티렌, 2-부테닐 나

프탈렌, 4-t-부톡시스티렌, 3-이소프레닐 비페닐, 4-비닐피리딘, 2-비닐피리딘 및 이소프레닐 나프탈렌, 4-n-프로필스

티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음이온 중합가능한 단량체는 아크릴아미드, 아크릴로니트릴, 니트로부

텐, 비닐이소시아네이트, 무수물, 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레이트, 비닐 피리딘, 카르보디이미드, 락톤, 락탐, 디엔, 시클릭

실록산 및 에틸렌 등을 포함한다.

음이온 중합가능한 단량체로부터 제조될 수 있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예는 폴리스티렌,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폴리에테르, 폴리아세탈 및 폴리페닐렌 옥시드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음이온 중합가능한 중합체는 또한

다양한 크기 및 수의 블록의 스티렌 (S), 부타디엔 (B), 에틸렌 (E) 및 이소프렌 (I)의 블록 공중합체로 제조된 엘라스토머

및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일 수 있다. 상기 엘라스토머 및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예는 SB, SI, SBR, (SB)mS (여기서, m은

정수임), SBS, SIS, BSB, ISI 블록 공중합체, 뿐만 아니라 SEBS, SEB 등을 포함하는 그들의 수소화 및 부분적으로 수소화

된 대응물을 포함한다.

예로써, 개질제 아스팔트 및 접착제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예는 하나 이상의 비닐 방향족 단량체

및 하나 이상의 공액 디엔 단량체의 공중합화로 제조된 선형 엘라스토머를 포함한다. 일부 상기 선형 엘라스토머는 단량체

의 첨가 순서 및 단량체 반응성에 따라 하기 구조를 특징으로 할 수 있는 공중합체이다:

AB(AkBj)i

BA(BjAk)i

여기서, A는 중합된 비닐방향족 화합물로 주로 구성된 블록 호모중합체 또는 랜덤 또는 테이퍼 공중합체이며, B는 중합된

공액 디엔 화합물로 주로 구성된 블록 호모중합체 또는 랜덤 또는 테이퍼 공중합체이다. 상기 구조에서, i는 0 또는 정수 1

이상이며, j 및 k는 독립적으로 0 또는 1일 수 있다. 이는 비닐방향족/공액 디엔 중합체에 존재하는 A 및 B 단편이 디블록,

트리블록 및 멀티블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리블록 및 멀티블록 중합체의 경우, A 및 B 호모중합체 또는 공중

합체의 길이 및 조성은 동일한 중합체 내에서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BA 중합체에서 2개의 A 블록이 상이한 크기 및

조성을 가질 수 있다.

선형 엘라스토머의 일부 구현예에서, 비닐 방향족 단량체 대 공액 디엔 단량체의 몰 비는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지 약

1.0, 바람직하게는 약 0.2 내지 약 0.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3 내지 0.4이다. 선형 엘라스토머의 비닐기 함량은 거기에

혼입된 공액 디엔 기준으로 약 8 내지 약 70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8 내지 약 55몰％ 범위일 수 있다.

많은 음이온 중합 개시제가 공지되어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유기 리튬 화합물, 예컨대 부틸 리튬이 통상적으

로 사용되는 개시제의 예이다. 이들 개시제의 특정 예는 메틸리튬, 에틸리튬, t-부틸리튬, n-부틸리튬, n-데실리튬, 이소

프로필리튬, 에이코실리튬, 시클로알킬리튬 화합물, 예컨대 시클로헥실리튬, 및 아릴리튬 화합물, 예컨대 페닐리튬, 나프

틸리튬, p-톨루일리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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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중합 반응은 다양한 유기 용매 중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용매의 예는 펜탄, 헥산, 헵탄, 옥탄, 시클로펜탄, 시

클로헥산, 시클로헵탄, 벤젠, 나프탈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 에테르, 메틸 에틸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 테트라히드로푸란,

아세톤 및 메틸 에틸 케톤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클로헥산 및 n-헥산이 음이온 중합에 용매로서 사용

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개질하기 위해 사용되는 올리고머는 자유 라디칼 중합가능한 단량체로 제조된다. 올리고머는 중

합가능한 단량체의 하나 이상에 위치할 수 있는, 에스테르, 카르복실산, 무수물 및 에폭시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기능

기로 기능화된다. 본 발명에 유용한 단량체는 아크릴 및 비아크릴 단량체를 포함한다. 적절한 비아크릴 단량체는 방향족

단량체, 올레핀, 불포화 디카르복실산 무수물, 아크릴로니트릴 등을 포함한다. 메타크릴레이트 또는 아크릴레이트기만을

갖는 아크릴 단량체 (즉, 비기능성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가 본원의 목적을 위한 에스테르 기능성 단량체로서

고려된다. 이와 같이, 올리고머는 2개 이상, 일부 경우 3개 이상의 기능성을 포함하는 다기능성 올리고머일 수 있다. 아크

릴 대 비아크릴 단량체의 바람직한 비는 올리고머의 바람직한 특성, 예컨대 용해도 파라미터, 굴절지수, 유리전이온도 및

표면 활성에 의존한다. 바람직한 특성은 또한,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의도하는 적용에 의존할 것이다.

올리고머의 기능화 정도는 사슬 당 기능기의 수평균 (Fn) 및 중량평균 (Fw)으로서 측정될 수 있다. 주어진 올리고머에 대

한 최적 Fn 및 Fw 값은 의도하는 적용에 의존할 것이다. 일부 구현예에서, 올리고머는 약 20 이하의 Fn 값을 갖는다. 이는

올리고머가 약 10 이하의 Fn 값을 갖는 구현예를 포함하며, 또한 올리고머가 약 1 이하의 Fn 값을 갖는 구현예를 포함한

다. 예를 들어, 본원에 제공된 일부 올리고머는 약 1 내지 20,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10의 Fn 값을 갖는다. 유사하게, 일

부 구현예에서, 올리고머는 약 100 이하의 Fw 값을 갖는다. 이는 올리고머가 약 20 이하의 Fw 값을 갖는 구현예를 포함하

며, 또한 올리고머가 약 1 이하의 Fw 값을 갖는 구현예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본원에 제공된 일부 올리고머는 약 1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25의 Fw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Fn 및 Fw 값이 작을수록 말단-캡핑 반응이 시도되는 것

이 바람직하며, Fn 및 Fw 값이 클수록 커플링 반응이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에스테르기가 잠재적으로 반응성 기능기를 제공하지만, 올리고머에 대한 Fn 및 Fw 값은 올리고머 분자 상에 제시된

대부분의 반응성 기능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원에 인용된 Fn 및 Fw 값, 및 범위는 에스테르기를 고려하지

않으며, 즉 에폭시 기능성 올리고머의 경우, 인용된 1.4의 Fn 값은 에폭시 부분만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올리고머, 예컨

대 폴리아크릴레이트의 경우, 고유의 에스테르기가 또한 올리고머 상에 존재하는 기능기이지만, 본원의 목적을 위해, 이들

폴리아크릴레이트에 대한 Fn 및 Fw 값은 0임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인용된 Fn 및 Fw 값, 및 범위는 이러한 올

리고머에 적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올리고머 기능화의 최적 정도는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의도하는 적용에 따

라 다양할 것이다. 예로써, 바람직한 범위가 하기 다양한 적용에 관한 적용 항목에서 제공된다.

적절한 아크릴 단량체는 기능성 및 비기능성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레이트를 포함한다. 적절한 아크릴 단량체의 예는

메틸 아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n-프로필 아크릴레이트, i-프로필 아크릴레이트, n-부틸 아크릴레이트, s-부틸

아크릴레이트, i-부틸 아크릴레이트, t-부틸 아크릴레이트, n-아밀 아크릴레이트, i-아밀 아크릴레이트, 이소보르닐 아크

릴레이트, n-헥실 아크릴레이트, 2-에틸부틸 아크릴레이트,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n-옥틸 아크릴레이트, 이소옥틸

아크릴레이트, n-데실 아크릴레이트, 메틸시클로헥실 아크릴레이트, 시클로펜틸 아크릴레이트, 시클로헥실 아크릴레이

트,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n-프로필 메타크릴레이트, n-부틸 메타크릴레이트, i-프로필 메타크릴레

이트, i-부틸 메타크릴레이트, n-아밀 메타크릴레이트, n-헥실 메타크릴레이트, i-아밀 메타크릴레이트, s-부틸-메타크

릴레이트, t-부틸 메타크릴레이트, 2-에틸부틸 메타크릴레이트, 2-에틸헥실 메타크릴레이트, n-옥틸 메타크릴레이트, 이

소옥틸 메타크릴레이트, 메틸시클로헥실 메타크릴레이트, 신나밀 메타크릴레이트, 크로틸 메타크릴레이트, 시클로헥실 메

타크릴레이트, 시클로펜틸 메타크릴레이트, 2-에톡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이소보르닐 메타크릴레이트를 포함하며, 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에폭시 기능성 아크릴 단량체의 예는 1,2-에폭시기를 함유하는 것들, 예컨대 글리시딜 아크릴레이트, 글리시딜 메

타크릴레이트, 및 4-비닐-1-시클로헥센 1,2 에폭시드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산 기능성 아크릴 단량체의 예는 카르복실산기를 함유하는 것들, 예컨대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및 말레산을 포함하

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무수 기능성 아크릴 단량체의 예는 말레산 무수물, 이타콘산 무수물, 및 시트라콘산 무수물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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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단량체 외에, 올리고머는 기타 자유 라디칼 중합가능한 단량체, 예컨대 비닐 방향족 단량체를 포함할 수 있다. 적절

한 비닐 방향족 단량체는 스티렌 단량체를 포함한다. 적절한 스티렌 단량체는 스티렌, α-메틸스티렌, p-메틸스티렌, t-부

틸스티렌, o-클로로스티렌, 및 비닐 피리딘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특허출원 제10/342,502호 (2003년 1월 15일 출원)에 기재된 사슬 신장제가 본원에 기재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제조에서 올리고머로서 사용될 수 있다. 미국 특허출원 제10/342,502호는 그 전체 공개가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다.

올리고머는 저분자량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올리고머는 약 10,000 이하의 수평균 분자량 및 약 60,000 이하의 중량

평균 분자량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약 1,000 내지 약 10,000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올리고머를 포함하며, 또한 약 1,500

내지 약 5,000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올리고머를 포함한다. 또한, 약 1,500 내지 약 40,000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

올리고머 및 약 2,500 내지 약 20,000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 올리고머가 포함된다. 그러나, 올리고머는 음이온 중합

된 중합체를 개질하기 위해 사용된 소분자보다 상당히 크다. 전형적으로, 올리고머는 약 500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1000

이상의 수평균 분자량 및 1000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1500 이상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위한 캡핑 및 커플링제로서 저분자량을 갖는 올리고머의 사용은, 이들이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

합체의 특성을 소 분자 및 고분자량 중합체 캡핑 및 커플링제로는 불가능한 정도로 조정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

다. 조절에 종종 바람직한 이들 특성은 올리고머의 용해도 파라미터, 유리전이온도, 및 표면 활성이다. 이들 특성은 이들이

올리고머 및 그것으로 제조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접착, 상용성, 혼화성 및 분산성 특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적용에서 중요하다.

올리고머의 특성은 올리고머의 공단량체 조성, 분자량 분포 및 기능화도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 -

80℃ 내지 약 150℃ 범위의 유리전이온도를 갖는 올리고머가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 제공된 올리고머는 다양한 범위의 용해도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올리고머에 대한 용해도 파라미터

는 약 0 내지 30의 범위에 걸쳐 다양할 수 있다. 이는 약 13 내지 약 20의 용해도 파라미터를 갖는 올리고머를 포함한다.

주어진 적용을 위한 올리고머 (및 그것으로 제조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상용성은,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첨가될 조성물에 존재하는 중합체 성분 또는 성분들의 용해도 파라미터 및 올리고머의 용해도 파

라미터 간의 차이에 의해 예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올리고머는 올리고머의 용해도 파라미터를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가능한 중합체가 조합될 조성물 중의 중합체 성분의 용해도 파라미터와 정합시킴으로써 주어진 적용에 대해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에 사용하기 위한 음이온 중합가능한 중합체를 개질하기 위해 의도되는 올리고머는 아스팔트

에 존재하는 방향족 및 천연 분획과 유사한 용해도 파라미터를 갖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리고머의 용해도 파

라미터는 주어진 적용에 대해, 4 이하, 바람직하게는 2 이하의 최적 용해도 파라미터 단위가 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예로

써, 다양한 적용에 대한 다양한 중합체 시스템에 충분히 "정합되는" 용해도 파라미터를 갖는 올리고머가 하기 적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올리고머의 표면 에너지는 주어진 적용에 대해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5 이하의 최적 표면 에너지 다인(dyne) 내로 조정될

수 있다.

올리고머는 연속식, 뱃치식 및 반-뱃치식 중합화를 포함하는 종래의 중합화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그러나, 올

리고머는 바람직하게는, 그 전체가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미국 특허출원 제09/354,350호 및 미국 특허 제6,552,144호에

기재된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간략하게, 이들 공정은 하나 이상의 아크릴 단량체, 및 임의로 아크릴 단량체와 중

합가능한 하나 이상의 기타 단량체 (여기서, 하나 이상의 단량체는 에스테르 기능성, 카르복시 기능성, 무수 기능성 또는

에폭시 기능성 단량체임)를 반응기에 연속적으로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의 구현예에서, 반응기 공급물은 하나 이상

의 에폭시 기능성 (메트)아크릴 단량체, 하나 이상의 스티렌 및(또는) (메트)아크릴 단량체, 및 임의로 에폭시 기능성 단량

체, 스티렌 단량체 및(또는) (메트)아크릴 단량체와 중합가능한 하나 이상의 기타 단량체를 포함한다 (여기서, "(메트)"는

메타크릴 및 아크릴을 모두 지시하는 것으로서 사용됨).

반응기는 또한 임의로 하나 이상의 자유 라디칼 중합화 개시제 및(또는) 하나 이상의 용매로 충전될 수 있다. 적절한 개시

제 및 용매의 예는 미국 특허출원 제09/354,350호에 제공된다. 간략하게, 공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개시제는 첫번째 반

응에서 라디칼로 열적으로 분해하는 화합물이지만, 이는 결정적인 인자는 아니다. 적절한 개시제는 90℃ 이상의 온도에서

약 1시간의 라디칼 분해 공정 중 반감기를 갖는 것들을 포함하며, 100℃ 이상의 온도에서 약 10시간의 라디칼 분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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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반감기를 갖는 것들을 또한 포함한다. 100℃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약 10시간의 반감기를 갖는 것들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개시제는 예를 들어, 지방족 아조 화합물, 예컨대 1-t-아밀아조-1-시아노시클로헥산, 아조-비스-이소부

티로니트릴 및 1-t-부틸아조-시아노시클로헥산, 2,2'-아조-비스-(2-메틸)부티로니트릴 및 퍼옥시드 및 히드로퍼옥시

드, 예컨대 t-부틸퍼옥토에이트, t-부틸 퍼벤조에이트, 디쿠밀 퍼옥시드, 디-t-부틸 퍼옥시드, t-부틸 히드로퍼옥시드, 쿠

멘 히드로퍼옥시드, 디-t-아밀 퍼옥시드 등이다. 또한, 디-퍼옥시드 개시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개시제와 조합되어 사

용될 수 있다. 상기 디-퍼옥시드 개시제는 1,4-비스-(t-부틸 퍼옥시카르보)시클로헥산, 1,2-디(t-부틸 퍼옥시)시클로헥

산, 및 2,5-디(t-부틸 퍼옥시)헥신-3, 및 당업계에 공지된 기타 유사 개시제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시

제 디-t-부틸 퍼옥시드 및 디-t-아밀 퍼옥시드가 특히 적절하다. 올리고머의 제조에 적절한 기타 자유 라디칼 중합화 기

술은 그 전체가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U.S. 특허 제6,605,681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개시제는 단량체와 함께 첨가될 수 있다. 개시제는 임의의 적절한 양이 첨가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전체 개시제는 공

급물 중 단량체 1몰 당 개시제 약 0.0005 내지 약 0.06몰의 양으로 첨가된다. 이를 위해, 개시제가 단량체 공급물과 부가

혼합될 수 있거나, 또는 별도의 공급물로서 공정에 첨가될 수 있다.

용매가 단량체와 함께 또는 별도의 공급물로 반응기에 공급될 수 있다. 용매는 본원에 기재된 연속식 공정의 고온에서 아

크릴 단량체와 반응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용매일 수 있다. 용매의 적절한 선택은 연속적인

고온 반응 동안 겔 입자 형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용매는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아로

마틱(Aromatic)-100®, 아로마틱-150®, 아로마틱-200® (모든 아로마틱은 엑손(Exxon)으로부터 구입가능함), 아세톤,

메틸에틸 케톤, 메틸 아밀 케톤, 메틸-이소부틸 케톤, N-메틸 피롤리돈 및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시, 용매는 반응기 조건 및 단량체 공급물을 고려하여 임의의 바람직한 양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구현예에서,

하나 이상의 용매는, 단량체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40중량％ 이하, 특정 구현예에서 15중량％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반응기는 단량체로부터 올리고머를 제조하기 위해 단량체의 중합화를 일으키는 효과적인 기간 동안 효과적인 온도로 유지

된다.

연속적인 중합화 공정은 반응기 내에서 짧은 체류 시간을 허용한다. 체류 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 미만이며, 30분 미만일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체류 시간은 일반적으로 20분 미만이며, 15분 미만일 수 있다.

올리고머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은 당업계에 공지된 반응기의 임의의 종류를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으며, 연속적인 배열로

조작될 수 있다. 이러한 반응기는 연속식 교반 탱크 반응기 (CSTRs), 관형 반응기, 루프 반응기, 압출기 반응기 또는 연속

식 조작에 적합한 임의의 반응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리고머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CSTR 형태는, 그 안에 중합화를 위해 미리 선택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충전된 단량체 조성물의 온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취해지지 않는 중합화의 임의의 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냉각

코일 및(또는) 냉각 자켓이 제공된 탱크 반응기이다. 이와 같은 CSTR은 하나 이상, 통상적으로 다수의 교반기가 제공되어

잘 혼합된 반응 구역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CSTR은 20 내지 100 ％ 만수위(full) (액체 만수위 반응기 LFR)로 충전 수준

을 변화시키며 조작될 수 있다. 하나의 구현예에서, 반응기는 50％ 초과, 그러나 100％ 미만이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반응

기는 액체 만수위의 100％ 이다.

연속적인 중합화는 고온에서 행해진다. 하나의 구현예에서, 중합화 온도는 약 180℃ 내지 약 350℃의 범위이며, 이는 온도

가 약 190℃ 내지 약 325℃의 범위인 구현예를 포함하며, 또한 온도가 약 200℃ 내지 약 300℃의 범위인 구현예를 포함한

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온도는 약 200℃ 내지 약 275℃일 수 있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적합한 방법, 예컨대 본원에 참고로 그 전체가 인용된 U.S. 특허 제

3,281,383호 및 제3,753,936호에 기재된 것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이들 방법에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음이온 중합

가능한 단량체를 개시제로서 유기 리튬 화합물과 접촉시킴으로써 제조된다. 이들 화합물의 바람직한 부류는 화학식 RLi

(여기서, R은 1 내지 20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지방족, 시클로지방족 및 방향족 라디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탄화수소 라디칼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고분자량 개시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들 개시제의 예는 메틸리튬, 에틸리튬, t-

부틸리튬, n-부틸리튬, n-데실리튬, 이소프로필리튬, 에이코실리튬, 시클로알킬리튬 화합물, 예컨대 시클로헥실리튬, 및

아릴리튬 화합물, 예컨대 페닐리튬, 나프틸리튬, p-톨루일리튬 등을 포함한다. 개시제의 양은 생성물인 음이온 중합된 중

합체의 바람직한 분자량에 따라 다양하다. 약 20,000 내지 300,000의 수평균 분자량이 인자 100/(단량체의 MW)에 의해

보정된 단량체의 1몰 당 약 5.0 내지 0.33밀리몰의 RLi 개시제를 첨가함으로써 수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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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중합된 호모중합체, 예컨대 폴리스티렌, 폴리이소프렌 및 폴리부타디엔의 경우, 상응하는 단량체가 단량체 첨가 반

응을 완료하기에 효과적인 온도 및 체류 시간 하에 적절한 반응 구역에서 개시제와 접촉하기 위해 첨가될 수 있다. 음이온

중합된 블록 공중합체, 예컨대 SB, SBS, SI 및 SIS 등을 제조하기 위한 하나의 편리한 방법은, 유기 리튬 개시제의 존재 하

에 스티렌 단량체를 중합화하여, 개시 중합체 블록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공액 디엔을 중합화 혼합물에 첨가하여, 스티렌

과 공액 디엔 단량체의 블록 공중합체를 제조하는 것이다. 추가 블록이 스티렌 및 공액 디엔 단량체의 교차 공급을 계속함

으로써 첨가될 수 있다. 음이온 중합된 호모중합체 및 블록 공중합체 외에, 음이온 중합된 랜덤 공중합체, 예컨대 상이한

등급의 SBR 및 SIR이, 몇몇 종류의 단량체를 반응 구역에 동시에 첨가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이들 랜덤 사슬 중 단량체

의 서열 길이 분포는 랜덤화제로서 공지된 화학적 화합물의 반응 혼합물을 사용하여 더 변경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음이

온 중합된 테이퍼 블록 공중합체, 예컨대 SB 및 SI가 스티렌 단량체의 완전한 소비 전에 반응 구역에 공액 디엔 단량체를

첨가함으로써 수득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전이 랜덤 공중합체가 스티렌 및 공액 디엔 단량체 블록 사이에 형성된다.

당업자는 이들 상이한 종류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공중합체가 갖는 특징, 특성 및 적용가능성의 차이를 이해한다.

음이온 중합은 통상적으로 -100℃ 내지 150℃, 바람직하게는 -75℃ 내지 75℃ 범위의 온도에서 수행된다. 통상적으로,

반응 용매의 50 내지 90％,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85％가 반응 구역 내의 점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적절한 용매의 예

는 펜탄, 헥산, 헵탄, 옥탄, 시클로펜탄, 시클로헥산, 시클로헵탄, 벤젠, 나프탈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 에테르, 메틸 에틸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 테트라히드로푸란, 아세톤 및 메틸 에틸 케톤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음이온 중

합을 위한 전형적인 체류 시간은 반응 온도 및 개시제 수준에 따라 0.1 내지 5시간,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2시간으로 다

양하다.

생성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중합체 사슬의 사슬 말단 단량체 단위에서 음이온에 대한 짝이온으로서 리튬 원자가 사슬

말단에 위치하는 분자의 매우 높은 비율을 함유한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불순물, 예컨대 물 또는 알콜은 형성된 리튬 종결

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양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리튬 종결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리빙(living) 중합체"라고

하며, 본 발명의 올리고머와 같은 기능성 화합물과 추가로 반응할 수 있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음이온 중합된 "리빙" 중합체가 형성된 후, 즉 통상적으로 첨가된 물, 산 또는

알콜과 같은 물질을 중합체에 존재하는 리튬 원자를 불활성화 및(또는) 제거하기 위해 첨가하기 전에 음이온 중합 반응 구

역에 올리고머를 충전시킴으로써, U.S. 특허 제3,281,383호 및 제3,753,936호에 기재된 것과 같은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

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올리고머는 적절한 반응 용매 중에 용해된 후 반응 구역에 첨가될 수 있다. 용매는 바람직하게는

음이온 중합 동안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며, 이 용매 중의 올리고머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올리고머 용액의 점도가 반응 구

역 내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용액의 점도 이하이도록 조절된다. 통상적으로 본 발명의 올리고머는 음이온 중합에 사용된

동일한 용매에 가용성이도록 조정되며, 적당한 점도는 10 내지 60％ 고형물로 성취된다. 음이온 중합이 전형적으로 시클

로헥산 또는 n-헥산 중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들 용매에 가용성인 올리고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리고머 상의

기능기가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상에서 카르보음이온과 쉽게 반응하여 개질된 중합체를 생성한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중의 올리고머 대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비율은, 반응 생성물의 의도하는 적용

에 따라 넓은 범위로 다양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반응 생성물 중의 올리고머 대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몰 비는 약 0.05 내지 2이다. 이는 반응 생성물 중 올리고머 대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몰 비가 약 0.1 내지 1인 구현예를

포함한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중량은 또한 의도하는 적용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전형적으로, 올리

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수평균 분자량은 약 5,000 내지 1,800,000g/몰, 바람직하게는 약 60,000 내지 약

1,500,000g/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0,000 내지 약 600,000g/몰의 범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올리고머-개질된 음이

온 중합된 중합체는 약 5,000 내지 1,000,000, 또는 약 20,000 내지 1,800,000의 수평균 분자량을 가질 수 있다.

음이온 중합 반응 및 올리고머 개질 반응은 그 자리(in-situ)에서, 즉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일 반응 구역에서, 또는 상이

한 반응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단일 반응 구역 디자인은 빠른 반응에 좋은 한편, 후자의 디자인은 말단-캡핑 반응이 커

플링 반응에 비해 요구되는 경우 바람직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2개 이상의 반응 구역 (즉, 반응실)을 갖는 반응 장치

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구현예에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음이온 중합은 제1 반응 구역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올리고머의 중합화 및 올리고머와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반응은 제2 반응 구역에서 행해질 수 있다. 상기 구현

예의 변형으로,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 장치(100)는 제1 반응실(102), 제1 반응실(102)과 유체 소통하는 제2 반응

실(104), 및 제1 (102) 및 제2 (104) 반응실 모두와 유체 소통하는 제3 반응실(106)을 포함한다. 각각의 반응실은 바람직

하게는 혼합 및 가열 수단이 장착되어 있다. 이들 장치를 사용하여, 용매 및 단량체가 음이온 중합이 발생하는 제1 반응실

(102)로 그 각각의 저장 탱크(도시되지 않음)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이어서,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일부가 제1 반

응실(102)로부터, 올리고머와의 말단-캡핑 및(또는) 커플링 반응이 행해지는 제2 반응실(104)로 이동한다. 제2 반응실

(104)은 용매 및 올리고머 저장 탱크(도시되지 않음)가 장착되어, 올리고머 개질제 및 적절한 용매가 제2 반응실로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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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또다른 일부는 제1 반응실(102)로부터 제3 반응실(106)로 이동하며, 여기서 음

이온 중합 종결제 및(또는) 종래의 소분자 또는 중합성 커플링제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반응한다. 상기 제3 반응실

(106)은 용매, 종결제 및(또는) 커플링제 저장 탱크(도시되지 않음)가 장착되어 있다. 이어서, 제3 반응실(106)로부터의

음이온성 중합체가 제2 반응실(104)로 이동하여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비-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또는) 종래의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함유하는 중합체 혼합물을 제공한다.

도 2는 본원에 제공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장치(200)를 나타

낸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제1 용매 탱크(202)로부터 정제된 용매가 적절한 수준으로 제1 반응 구역(204)에 펌핑된다. 이

어서, 정제된 단량체의 원하는 양을 단량체 저장 탱크(206)로부터 제1 반응 구역(204)에 펌핑한다. 이어서, 제1 반응 구역

(204)의 내용물이 적절한 중합화 온도로 냉각 또는 가열되면서, 질소로 블랭킷되고 완전히 교반된다. 원하는 중합화 온도

에 도달하면, 소정량의 음이온 중합 개시제가 개시제 탱크(208)로부터 제1 반응 구역(204)에 신속히 주입되어 바람직한

중합체 분자량을 수득한다. 음이온 중합화가능한 공단량체가 중합화 단계 동안 임의의 시기에 제1 반응 구역(204)에 첨가

되어, 랜덤, 블록 또는 테이퍼 블록 공중합체를 수득할 수 있다. 샘플은 중합화 단계의 동안 임의의 시기에 제1 반응 구역

(204)으로부터 제거되어, 분석 및(또는) 사용을 위해 제1 샘플 용기(210)에서 회수될 수 있다. 제2 용매 탱크(212)로부터

정제된 용매가 적절한 수준으로 제2 반응 구역(214)에 펌핑된다. 원하는 양의 올리고머 개질제가 적절한 공급 장치를 사용

하여 올리고머 저장 탱크(216)로부터 제2 반응 구역(214)에 공급된다. 이어서, 제2 반응 구역(214) 내의 내용물이 적절한

개질 온도로 냉각 또는 가열되면서, 질소로 블랭킷되고 완전히 교반된다. 일단 제1 반응 구역(204) 내에서 원하는 중합화

정도가 성취되면, 사슬 커플링이 요구되는 경우, 제2 반응 구역(214) 중의 개질제 용액이 제1 반응 구역(204)으로 펌핑될

수 있다. 역으로, 말단-캡핑이 요구되는 경우, 제1 반응 구역(204)의 내용물이 제2 반응 구역(214)으로 펌핑될 수 있다. 샘

플이 개질 단계 동안 임의의 시기에 제2 반응 구역(214)으로부터 제거되어, 분석 및(또는) 사용을 위해 제2 샘플 용기

(218)에서 회수될 수 있다. 종결제가 종결제 저장 탱크(220, 222)로부터 중합화 및 개질 공정 중 임의의 시기에 첨가되어,

존재하는 음이온성 종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켄칭할 수 있다. 상기 공정의 완료시, 제1 또는 제2 반응 구역(204, 214)

중의 내용물이 분석 및 사용을 위해 중합체 분리 장치(224)를 통해 펌핑될 수 있다.

올리고머 용액의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용액에 대한 첨가 속도 및 올리고머 대 리튬 화학양론적 비를 조절함으로써,

올리고머 및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사이의 반응이 말단-캡핑 또는 사슬 커플링 반응 중 하나가 유리할 수 있다. 올리

고머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간의 반응은 매우 빠를 수 있다. 일부 경우에, 올리고머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약 1분

미만 내지 약 20분 이하의 기간 동안 반응할 수 있다. 이는 올리고머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약 5초 내지 5분간 반응하

도록 하는 구현예를 포함한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제조를 위한 전형적인 반응 온도는 실온 (즉, 약

20℃) 내지 약 150℃의 온도를 포함한다.

사슬 말단-캡핑은, 올리고머 및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간의 반응의 가장 유리한 반응 생성물이, 하나의 올리고머 사

슬이 하나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사슬에 공유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상응하는 생성된 중합체 분자의 리빙 특징의 불활성

화와 함께, 주로 SO, BO, SBO, SBRO, (SB)mSOIO (여기서, m은 정수임), SIO, SBSO, SISO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

합된 중합체 (여기서, O는 사슬 말단에서 형성된 올리고머 "블록"을 나타냄)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슬 말단-캡핑

구조는 1:1 이상의 올리고머 대 리튬 화학양론적 비가 사용되기만 하면 (즉, 리튬에 대한 과량의 올리고머) 유리하다. 특정

구현예에서, 2:1 내지 1:1의 비율이 사용되며, 올리고머의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에 대한 빠른 첨가가 행해진다. 이와

는 달리,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느린 첨가가 반응 구역 내에 미리 배치된 올리고머 용액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슬 커플링은, 올리고머 및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간의 반응의 가장 유리한 반응 생성물이, 하나의 올리고머 사슬이

하나 이상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사슬에 공유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상응하는 생성된 중합체 분자의 리빙 특성의 불활성

화와 함께, 주로 (S)n0, (B)n0, (SB)nO, (I)n0, (SI)nO, (SBS)nO 및 (SIS)nO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여기

서, O는 사슬 개시제에 형성된 올리고머 "블록"을 나타냄)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n은 Fn 및 Fw를 특징으로 하는 분포

의 모든 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그 분자량 분포에 의해 정의된 올리고머의 기능성 분포가 제시되면, 유리한 사슬 커플

링 반응에 의해 수득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블록의 수 (n)가 올리고머와 동일한 수평균 Fn 및 올리

고머와 동일한 중량평균 Fw를 갖는 올리고머에 공유적으로 결합된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블록 등의 집합체일 수 있

다. 사슬 커플링 구조는 올리고머 대 리튬 화학양론적 비가 1:1 미만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즉, 올리고머에 대한 리튬의 몰

과량), 바람직하게는 1:(1/Fn)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즉, 올리고머 기능기의 당량 당 리튬 1당량) 및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에 대한 올리고머의 느린 첨가가 행해지는 경우 유리하다. 일부 경우에, 사슬 커플링 반응은, 각각의 올리고머에 커

플링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평균 수가 약 2 내지 30,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1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10인

올리고머-커플링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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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올리고머와 혼합 및 반응하는 경우, 말단-캡핑 및 사슬 커플링 반응의 조합이 생성될 수 있다. 일

부 경우, 약 10몰％ 이상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말단-캡핑 반응을 행한다. 일부 경우, 약 2 내지 70몰％의 음이온 중합

된 중합체가 사슬 커플링 반응을 행한다. 이는 약 5 내지 50몰％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사슬 커플링 반응을 행하는 구

현예를 포함하며, 또한 약 20 내지 50몰％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사슬 커플링 반응을 행하는 구현예를 포함한다.

본원에 제공된 방법의 일부 구현예에서,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는 올리고머에 노출되거나 또는 올리고머와 반응하기

전에 부분적인 종결을 행한다. 부분적인 종결은, 전체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일부가 이들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올리고머 간의 반응을 제한하도록 불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적인 종결은 음이온 중합을 부분적으로 종결하기 위

해 반응에 양성자 공여자를 첨가함으로써, 또는 리빙 중합체를 열적으로 불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행

해질 수 있다. 리빙 중합체의 불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종결제는 알콜, 물, 지연된 페놀계 화합물 및 산을 포함하

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제제의 특정 예는 이소프로판올, 옥타데칸올, 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BHT) 및 이들

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불활성화를 수행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일부는, 원하는 특성을 갖는 중합체 블렌드를 제공하기

위해 올리고머-개질되어 있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일부와 혼합될 수 있다.

본원에 제공된 방법의 일부 구현예에서,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는 본원에 제공된 올리고머에 노출되거나 또는 올리고

머와 반응하기 전에 부분적인 커플링 및(또는) 말단-캡핑 반응을 행한다. 부분적인 커플링 및(또는) 말단-캡핑이란 총 음

이온적 중합된 리빙 중합체의 일부가 본원에 제공된 올리고머 외에, 커플링 또는 말단-캡핑제를 사용하여 커플링 및(또는)

말단 캡핑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커플링제는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개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사슬을 커플링하지

만, 다수의 사슬을 커플링할 수 있는 커플링제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부분적인 커플링 단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커플링제

는 주석 할라이드, 규소 할라이드 또는 기타 기능화 규소 화합물, 예컨대 실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염화규소 또는 사염화주석이 적합한 커플링제의 특정 예이며, 사염화규소가 본원에 특히 적합하다. 이와 같이 커플링되

거나 말단-캡핑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일부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일부, 또는 임의로 불활성화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일부와 혼합되어 원하는 특성을 갖는 중합체 블렌드를 제공할 수 있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불활성화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또는) 올리고머 외의 말단-캡핑 또는 커

플링제로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중합체 블렌드가 단일 반응 구역 내에서 단계적인 반응을 사

용하여 그 자리에서 제조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부분적인 종결/부분적인 커플링/말단-캡핑 및 올리고머 개질 반응이 별

도의 반응 구역에서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별도의 일부 상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생성물이 연속적으로 함

께 블렌딩될 수 있다. 블렌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올리고머 대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비는 커플링 수준, 따라서

최종 블렌드의 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올리고머 개질, 부분적인 종결 및 부분적인 커플링 반응의 상대적 정도를

조정함으로써, 블렌드가 다양한 적용에 사용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 하나의 예시적인 적용은 아스팔트에서 상용화제로서

이다. 이 적용은 하기 적용 항목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된다.

예시적인 제자리(in situ) 접근은 하기 절차에 따라 행해질 수 있다. 음이온 중합 반응은 각 사슬의 한쪽 말단에 카르보음이

온을 갖는 "리빙" 중합체 사슬을 제조하도록 행해진다. 이어서, 리빙 중합체 사슬의 일부 (예, 약 0 내지 약 95중량％)가 음

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를 제공하기 위해 사슬 말단을 불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적인 종결화 반응 중에서, 및(또는) 방사

형 중합체를 제공하기 위해 커플링제에 리빙 사슬을 커플링시키기 위한 부분적인 커플링 반응 중에서 불활성화된다. 이어

서 여전히 리빙 중합체 사슬의 일부 (예, 0.5 내지 70％)가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올리고머로 개질된다. 마지막으로, 종결

반응이 임의의 남아있는 리빙 중합체 사슬 말단의 불활성화를 행한다. 이와 같이, 상기 공정은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

합된 중합체,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 및(또는) 커플링된 방사형 중합체를 포함하는 중합체 블렌드를 제조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다양한 올리고머, 올리고머 첨가 양태 및 화학양론을 사용하여 행해진 사슬 커플링 또는 사슬 말단-캡핑 반응의 경우, 이

들 반응의 온도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수득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다양할 수 있다. 당업자

는 반응 온도가 존재하는 기능기에 기초하여 원하는 반응성 정도를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

어, 약 -78℃ 내지 150℃의 온도 범위가 사용될 수 있다. 더욱 전형적으로 25℃ 내지 120℃의 온도가 사용될 수 있다. 빠

른 반응은 40℃ 내지 120℃의 온도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들 조건 하에, 반응은 올리고머 스트림 및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혼합시 매우 빠르게 발생한다. 반응은 수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30분 미만, 바람직하게는

10분 미만의 반응 구역 내 체류 시간이 상기 기재된 조건에서 올리고머 및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간의 완전한 반응에

충분하다. 일부 경우에, 약 3분 이하의 반응 구역 내 체류 시간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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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기재된 합성이, 기재된 체류 시간 및 화학양

론적 조건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온도, 용매 비율 및 스트림 유동율에서 조작되는 뱃치식, 반-연속식 또는 연속식 공정을

포함하는 반응 설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적용

당업자는 올리고머의 최적 특성이 의도하는 적용에 의존함을 인지할 것이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에 대

한 몇몇 예시적인 적용이, 각 적용에 사용된 올리고머의 일부 적합한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기에 제공된다. 이들 적용

은 예시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고자 의도되는 것은 아니다.

하기에서, 올리고머 및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인용된 용해도 파라미터는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문헌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Hansen Solubility Parameters) - A Users Handbook, C.M. Hansen, CRC Press, 2000,

pp.1-13] 중의 용해도 파라미터 결정을 위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올리고머 및(또는) 주어진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유리전이온도(Tg)는 미국 재료 시험 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표준

공정 ASTM D3417 ＆ ASTM D3418에 기재된 표준 DSC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올리고머의 사슬 당 수평균 (Fn) 및 중

량평균 (Fw) 기능화도는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문헌 [Handbook of Plastics Testing Technology, 2nd Edition, Wiley-

Interscience pp.189-194]에 따라 GPC에 의해 측정된 분자량 분포를 사용하여 공지된 올리고머 조성물로부터 간단한 질

량 균형 계산에 의해 수득하였다. 올리고머 및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표면 에너지는 전형적인 접촉각

접근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피브로다트(FibroDat) 1100 기기를 사용하였으며, 접촉각은 5㎕ 수적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액적 프로필은 0.1, 1.0 및 10초에 영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포착하였다.

아스팔트 강화:

아스팔트 개질은 하기 이유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스팔트를 2개의 주요 분획: i) 포화 화합물,

방향족 나프탈렌 및 극성 방향족으로 분류되는 말텐; 및 ii) n-펜탄 또는 n-헵탄과 같은 용매에 불용성인 고분자량 화합물

을 포함하는 아스팔텐의 에멀젼으로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문헌 [Analytical Chemistry 1969, Vol.41, No.4, 576-579;

Energy ＆ Fuels 2000, 14, 6-10; Energy ＆ Fuels 2000, 14, 160-163; Energy ＆ Fuels 2000, 14, 677-684] 참조).

아스팔트는 전형적으로 원유 진공 증류탑의 부산물로부터 수득되며, 일반적으로 대기압에서 350℃ 이상의 비등점을 갖는

다.

도로 및 고속도로 포장에 사용될 아스팔트의 경우, 긴 수명 및 적절한 성능을 보장하는 일련의 물리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스팔트는 그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상적으로 스티렌-부타디엔 엘라스토머로 개질된다. 이들 엘라스

토머-개질된 아스팔트가 산업에서 "아스팔트 결합제"로서 공지되어 있다.

이들 엘라스토머가 아스팔트의 일부 특성에서 현저한 향상을 허용하지만, 개질된 아스팔트가 저장되는 경우, 엘라스토머-

아스팔트 혼합물은 2개의 상으로 분리한다. 하나는 아스팔트 내에 함유된 몇몇 화합물로 "팽윤된" 중합체를 주로 포함하는

중합체 상이며, 다른 하나는 엘라스토머와 비혼화적인 아스팔텐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의 복합성으로 인한, 선행 기술의 중합체 및 아스팔트 간의 불량한 상용성으로 인한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본원에 제공된 중합체 조성물을 아스팔트에 첨가함으로써 아스팔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상 분리를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본 발명의 임의의 특정 이론에 얽매이기를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본 발명자들은 이러

한 향상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올리고머의 비닐 방향족 성분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비닐 방향족,

예컨대 폴리스티렌이 유리질이며, 높은 Tg (예, 폴리스티렌의 경우 100℃에 근접)를 갖는 경우 높은 탄성값 - 물질의 강성

과 관련된 특성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공액 디엔 성분은 개

질된 아스팔트 중에서 열적 또는 기계적 파쇄력의 적절한 분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액 디엔 성분의 낮은 온도 (예,

Tg보다 유의적으로 낮음)에 의해 가능해진다. 대조적으로, 낮은 Tg 단량체가 부족한 아스팔트 개질제는 낮은 온도를 겪는

아스팔트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본원에 기재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이들이 아스팔트

매트릭스 중에서 물리적 및(또는) 화학적 가교결합을 형성하는 방사형 구조 및 선형 구조 (즉, 불활성화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균형을 함유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강화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는 연화점을 증가시키고, 상 분리

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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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개질된 아스팔트는 성능 등급 (PG)에 따라 아스팔트를 등급화하는 미국 도로교통 안전협회

(AASHTO)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미국 재료 시험 학회 (ASTM)의 기준 또한 아스팔트 평가에 사용된다. 개질된 아스

팔트에서 평가된 특성은 하기와 같다:

1) 환구식 연화점 (RBSP). 이는 아스팔트가 연화하여 목적 적용에 부적합하게 되는 온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ASTM D36

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연화점 또는 온도는 환구 장치 (R＆B라고도 함)를 사용하여 취해진다.

2) 개질된 아스팔트의 강성과 관련된 파라미터인 25℃에서의 침투. 침투는 ASTM D5에 따라, 칭량된 바늘 또는 원추가 설

정된 기간 동안 아스팔트로 가라앉는 거리로서 측정할 수 있다.

3) 브룩필드 점도(Brookfield Viscosity)는 아스팔트의 안정된 정지된 유동성과 관련된 특성이다. 브룩필드 점도는

ASTM D4404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4) 탄성은 아스팔트 물질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특성이다. 탄성은 ASTM D113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5) 루팅 인자(Ruting factor): 다양한 온도에서 G*/sinδ는 고온에서 개질된 아스팔트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상기

인자는 도로포장이 고온에서 반복된 하중으로 수회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영구적인 변형에 대해, 또는 도로포장이 원래의

디자인에서 허용되는 최대치보다 큰 하중을 받을 때 얼마나 내성이 있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고온에서 루팅 인자 값이

클수록, 아스팔트가 동일한 시험 온도에서 낮은 루팅 인자를 갖는 물질보다 더 큰 변형에 견딜 수 있음을 나타낸다. 루팅

인자는 AASHTO TP5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6) 상한 온도. 루팅 인자를 결정함으로써, AASHTO 표준에 따라 상한 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상한 온도는 아스팔트가 바

퀴자국을 견디기 위해 적절한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온도에 관한 것이다.

7) 하한 온도. 루팅 인자를 결정함으로써, AASHTO 표준에 따라 하한 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하한 온도는 아스팔트가 열

균열에 견디기 위해 적절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온도에 관한 것이다.

8) 상 분리는 상기 문제들로 인한, 스티렌-부타디엔 엘라스토머로 아스팔트 개질시 결정적인 인자이다.

약 15 내지 25, 바람직하게는 16 내지 22, 더욱 바람직하게는 17 내지 20의 용해도 파라미터, 약 60℃ 내지 -80℃, 바람직

하게는 약 -20℃ 내지 -70℃의 Tg, 약 1 내지 6,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2의 Fn, 및 약 1 내지 15, 바람직하게는 약 2 내

지 8의 Fw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단량체 및 올리고머 분자량의 균형을 갖는 약 1 내지 40몰％, 바람직하게는 약 3 내지

10몰％의 에폭시 또는 산 기능성 단량체를 함유하는 약 0.1 내지 1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0.2 내지 5중량부의 올리고

머가, 말단-캡핑 반응 및(또는) 커플링 반응에 의해, 약 20,000 내지 300,000, 바람직하게는 약 50,000 내지 200,000의

Mn을 갖는 음이온 중합된 SB, SI, SBS 또는 SIS 중합체를 개질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 생성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아스팔트 강화제 및 상용화제로서 향상된 성능을 가짐이 밝혀졌다.

아스팔트 개질을 위해 사용된 중합체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1)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올리고머 간의 말단-캡핑 반응에

의해 제조된 선형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2)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올리고머 간의 커플링 반응에

의해 제조된 방사형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중합체 조성물은 종결제로 음이온 중합을

종결함으로써 제조된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 (본원의 목적을 위해 "비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로서 공지됨)를 임

의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중합체 조성물은 본원에 기재된 올리고머 말단-캡핑제 외의 말단 캡핑제를 사용하여 말단-캡

핑된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 및(또는) 본원에 기재된 올리고머 커플링제 외의 커플링제로 커플링된 방사형 음이온 중

합된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아스팔트 강화에 사용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비닐 방향족 단량체 및 하

나 이상의 공액 디엔 단량체, 및 상기 동일한 특허 출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득된 하나 이상의 기능성 올리고머로부터 중

합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로 이루어진다. 일부 구현예에서, 방사형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분획은, 전

체 중합체 조성물 (즉, 올리고머-개질된 중합체 및 임의의 비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약 2 내지 90몰％, 바람직하

게는 약 2 내지 50％를 차지하며, 비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 및(또는) 선형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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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의 분획은 전체 중합체 조성물의 약 10 내지 98몰％,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98몰％를 차지한다. 특정 구현예에서,

방사형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올리고머 당 커플링된 평균 약 2 내지 25개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사

슬,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18개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사슬을 갖는다.

강화된 아스팔트가 사용될 수 있는 2개의 특정 적용은 도로포장 적용 및 지붕공사/방수 코팅 적용이다. 일부 경우에, 강화

된 아스팔트가 도로포장 적용에 사용되는 경우, 그 성능 특징을 향상시키기 위해, 1 내지 10부,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부

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99 내지 90부, 바람직하게는 98 내지 95부의 아스팔트와 혼합될 수 있다. 일

부 경우에, 강화된 아스팔트가 지붕공사 또는 방수 코팅 적용에 사용되는 경우, 그 성능 특징을 향상시키기 위해, 5 내지

20부,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6부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95 내지 80부, 바람직하게는 92 내지 84부

의 아스팔트와 혼합될 수 있다.

특정 구현예에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하나 이상의 하기 특성을 아스팔트 조성물에 부여할 수 있다:

a) 루팅 인자 또는 동적 전단 강성 (G*/sinδ)이 1.0KPa를 취하는 온도로서 측정 (여기서, G*는 복합모듈러스이며, δ는

AASHTO TP5에 따라 측정된 위상각임)된, 약 50℃ 내지 90℃의 최대 적용 온도; b) 약 40 내지 70℃의 RBSP (ASTM

D36에 따라 측정); c) 도로포장 적용의 경우 약 30 내지 75dmm, 또는 지붕공사 및 방수 코팅 적용의 경우 약 65 내지

100dmm의 25℃에서 아스팔트 침투 (ASTM D5에 따라 측정); 및 d) 도로포장 적용의 경우 약 5％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2％ 이하, 및 지붕공사 및 방수 코팅 적용의 경우 약 25％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0％ 이하의 형태 안정 또는 상 분리 지

수. 상 분리 지수는 교반 없이 수직 위치 중 48시간 동안 163℃에서 숙성하고 30℃에서 동결된 배합된 아스팔트를 함유하

는 밀봉된 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진, 원통형 프로브의 최상면 및 최하면에서 측정된 RBSP 간의 ％ 차이로서 측정된다.

RBSP의 ％ 차이는 아스팔트/중합체 블렌드 중 아스팔트가 풍부한 상 및 중합체가 풍부한 상 사이의 상용성의 측정을 제공

한다. 올리고머 개질 없이 동일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로 제조된 동일한 아스팔트 조성물에 비해, 상기 언급된 특성은 동

적 전단 유동학적 강성 약 20 내지 80％ 향상; RBSP 약 2℃ 내지 5℃ 증가; 아스팔트 침투 약 5 내지 20％ 향상; 및 상 분

리 약 50％ 내지 100％의 향상을 나타낼 수 있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아스팔트는 AC-20 아스팔트 또는 도로포장에 광범위

하게 사용된 기타 아스팔트, 예컨대 천연 바위 아스팔트, 호수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 에어블로운 아스팔트, 크랙킹된

아스팔트, 및 기타 아스팔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 및 공학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충격 개질:

약 0.1 내지 2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0.3 내지 10중량부의 올리고머가, 커플링 반응 및(또는) 말단-캡핑 반응에 의해,

약 20,000 내지 300,000g/몰, 바람직하게는 약 50,000 내지 100,000g/몰의 Mn을 갖는 음이온 중합된 폴리부타디엔, 폴

리이소프렌, SB, SI, SBS, (SB)mS 또는 SIS 또는 (SI)mS 중합체를 개질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생성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극성 플라스틱 블렌드, 극성 플라스틱의 알로이 및 복합체를 위한 충격 개질제로서 향상된 성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상기 적용에서, 올리고머는 0.5 내지 50몰％,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몰％의 에폭시, 무수물

또는 산 기능성 단량체를 함유한다. 기타 상기 적용에서, 올리고머는 (메트)아크릴레이트 단량체 전체로 이루어진 폴리아

크릴레이트일 수 있다. 올리고머 분자량은 바람직하게는, 약 0 내지 6단위, 바람직하게는 0 내지 2단위만큼 개질될 플라스

틱의 용해도 파라미터와 상이한 용해도 파라미터, 약 120℃ 내지 -70℃,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60℃의 Tg, 약 1 내

지 10, 바람직하게는 약 1.2 내지 5의 Fn, 및 약 1.5 내지 40,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10의 Fw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부 적용에서, 약 99 내지 85중량부, 바람직하게는 98 내지 90중량부의 극성 플라스틱과 함께 배합된 약 1 내지

15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10중량부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올리고머 개질 없이 동일한 음

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성물로 수득한 것에 비해, 5％ 내지 150％ 향상된 아이조드(Izod) 충격 내성

(ASTM D256에 따라 측정)을 상기 플라스틱 조성물에 부여한다.

충격 개질제와 사용하기에 적절한 극성 플라스틱은 폴리아미드 (PA), 폴리에스테르 (PE), 폴리카르보네이트 (PC), 폴리술

폰, 폴리에테르, 폴리우레탄 (PU), 및 기타 극성 플라스틱 및 그의 블렌드 및 알로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개질될 수 있는 특정 플라스틱은 PA6, PA6,6, PA12, PBT, PET, PETG, PS, PS 공중합체, SAN, ABS, PC/ABS,

HIPS, PPE, PPE/PS, PPE/PA, PA/ABS, PC/ABS, PEI, PEK, PEEK, PSu, POM 및 TPU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감압성 접착제 (PSA) 및 고온 용융 접착제 (HMA)의 향상된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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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가 적용될 기판의 용해도 파라미터와 약 0 내지 4단위, 바람직하게는 0 내지 2단위만큼 상이한 용해도 파라미터, 약

20℃ 내지 -80℃,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80℃의 Tg, 약 0.25 내지 5,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2의 Fn, 및 약 0.5

내지 15,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10의 Fw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단량체 및 올리고머 분자량의 균형을 갖는, 0.5 내지

10몰％의 에폭시, 산 또는 에스테르 기능성 단량체를 함유하는 약 0.1 내지 2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지 10중량부

의 올리고머가, 약 40 내지 60몰％, 바람직하게는 약 45 내지 60몰％의 비율로 선형 중합체를 생성하도록 선택적인 말단-

캡핑 반응에 의해 약 20,000 내지 300,000g/몰, 바람직하게는 약 40,000 내지 200,000g/몰의 Mn을 갖는 음이온 중합된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SB, SI, SBS, (SB)mS, SIS 또는 (SI)mS 중합체를 개질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생성된 올리고

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조성물의 Tg에 따라 PSAs 또는 HMAs로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함이 밝혀졌다. 방사형

중합체는 또한 올리고머와의 커플링 반응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다. 방사형 중합체는 5몰％ 이상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

온 중합된 중합체가 약 800,000 내지 1,600,000g/몰의 Mn을 갖는, 약 80,000 내지 1,600,000g/몰의 Mn을 전형적으로

갖는다.

일부 이러한 적용에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약 10 내지 40,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30, 더욱 바람직하게

는 18 내지 25중량부가, 종래의 접착제 배합 성분, 예컨대 점착제, 안정화제, 가소화제 및 산화방지제와 혼합되어, 올리고

머 개질 없이 동일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사용하는 동일한 조성물로 제조된 접착제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상기 플라스

틱 조성물에 부여한다. 적절한 점착제의 예는 중합체와 상용가능한 높고 낮은 연화점을 갖는 수지를 포함한다. 이들은 수

소화 수지, 로진 에스테르, 폴리테르펜 수지, 테르펜 페놀 수지 및 인덴-쿠마론 수지를 포함한다. 일부 예시적인 구현예에

서, 조성물 중 점착제 수지의 양은 약 45 내지 65중량％의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증점 오일로서 공지된 가소화제는 미네랄

오일, 파라핀 오일 및 나프텐 오일을 포함한다. 일부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조성물 중 가소화제의 양은 약 15 내지 30중

량％ 범위이다. 산화방지제가 열 및 UV 산화 공정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약 0.05 내지 3중량％의

양으로 접착제 조성물에 첨가된다. 산화방지제의 예는 페놀 화합물, 포스파이트, 아민 및 티오 화합물을 포함한다. 상업적

으로 이용가능한 접착제 성분의 일부 예는 하기 표 A와 같다.

[표 A]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접착제 성분

 수지

 로진 에스테르  스티렌화 테르펜  폴리테르펜 수지  폴리테르펜 수지

실바라이트(Sylvalite) RE100La

실바라이트 RE115a

실바라이트 RE 85La

포랄(Foral) 85b

포랄 105b

펜탈린(Pentalyn)Hb

페르말린(Permalyn) 3100b

실바레스(Sylvares)ZT 5100a

실바레스 ZT105LTa

실바레스 ZT115LTa

실바레스 TR1100a

실바레스 TR7115a
실바레스 TP2040a

실바레스 TP115a

 지방족 탄화수소 수지  수소화 탄화수소 수지   

피코텍(Piccotac) 1100b

피코텍 115b
이스토텍(Eastotac) H100b

이스토택 H130b
  

 가소화제

 나프텐  파라핀   

셸플렉스(Shellflex) 371c

셜플렉스 3271c

RPO-104Ce

셜플렉스 210c

셜플렉스 270c

셜플렉스 330c

프리몰(Primol) 352d

RPO-138e

P.OIL 50e

  

 산화방지제

 페놀성  포스파이트  티오  블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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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가녹스(Irganox) 1010f

이르가녹스 1076f

이르가녹스 565f

이르가녹스 1520f

이르가녹스 1098f

아녹스(Anox) 20g

울트라녹스(Ultranox) 276h

알카녹스(Alkanox) TNPPg

알카녹스 240g

울트라녹스 626h

웨스톤(Weston) 618Fh

로위녹스(Lowinox) DSTDPg 울트라녹스 877 Ah

 a: 아리조나 케미컬(Arizona Chemical); b: 이스트만/헤르큘레스(Eastman/Hercules); c: 셸(Shell); d: 에쏘(Esso), 엑슨모

빌(ExxonMobil); e: IPISA (Ingenieria y Procesos Industriales, S.A.); f: 시바 스페셜티 케미컬스 인크. (Ciba Specialty

Chemicals, Inc.); g: 그레이트 레이크 케미컬 코포레이션(Great Lakes Chemical Corporation.); h: GE 스페셜티 케미컬스

(Specialty Chemicals)로부터 구입가능.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특성 및 향상의 예는 하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a)

4.0kg/㎠ 초과의 인장 강도(ASTM-D3759에 따름); b) 100％ 응집 파손을 갖는 1.18kg/cm 초과 박리 강도 (ASTM D903

에 따름); c) 3.2kg/㎠ 초과의 루프 점착 강도; d) 10일 초과의 전단 강도 (ASTM D3654에 따름, 23℃에서 500g의 중량

및 스테인레스강 플라그 사용); 및 e) 150℃에서 10 내지 60,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포아즈의 브룩필드 점도 (ASTM

D1084에 따름).

올리고머 개질 없이 동일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로 제조된 동일한 접착제 조성물에 비해, 상기 언급한 특성은 인장 강도

약 50 내지 300％ 향상; 박리 강도 약 20 내지 100％ 향상; 점착성 약 50 내지 300％ 향상; 및 전단 강도 약 100％ 내지

800％ 향상을 나타낼 수 있다.

금속, 목재, 유리 및 극성 플라스틱 기판에 대한 향상된 접착을 갖는 엘라스토머 및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엘라스토머가 적용될 기판의 표면 에너지와 약 0 내지 10단위, 바람직하게는 약 0 내지 5 단위만큼 상이한 표면 에너지 수

준(dyne), 약 -80℃ 내지 80℃,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70℃의 Tg, 약 1 내지 10의 Fn, 및 약 2 내지 40, 바람직하게

는 약 3 내지 25의 Fw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단량체 및 올리고머 분자량의 균형을 갖는 1 내지 50몰％,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몰％의 에폭시, 산 또는 무수물 기능성 단량체를 함유하는 약 1 내지 45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3 내지 35중량부

의 올리고머를, 말단-캡핑 반응 및(또는) 커플링 반응에 의해, 약 2,000 내지 40,000g/몰, 바람직하게는 약 4,000 내지

25,000g/몰의 Mn을 갖는 선형 음이온 중합된 플라스틱, 예컨대 폴리스티렌 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예컨대 폴리부타

디엔, 폴리이소프렌, 랜덤 SBR, 테이퍼 SBR, SB, SI, SBS, (SB)mS, SIS 또는 (SI)mS 중합체를 개질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

우, 생성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관련 플라스틱 조성물이

그들의 비-올리고머 개질된 대응물에 비해 향상된 기판에 대한 접착을 나타내는 만큼 향상된 극성 기판에 접착을 가짐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접착 등급 (ASTM D3359 방법 B에 따름)은 그의 비 올리

고머-개질된 대응물에 비해 1 내지 3단위 향상될 수 있다. 이 특성은 타이어 및 기타 고무 적용, 예컨대 보호성 코팅 및 타

이층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판은 금속, 플라스틱, 목재 및 유리를 포함한다. 금속 기판

이 본원에 제공된 접착제와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기판 물질의 구체적인 예는 스테인레스강, 카본강, 철, 구리 및 기

타 금속, 극성 플라스틱, 예컨대 폴리아미드, 폴리카르보네이트, ABS, PC/ABS 알로이, SAN, 폴리에스테르 및 기타 플라

스틱, 극성 기판, 에컨대 목재, 유리 및 기타 극성 기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드러운 감촉 및 사출성형 적용을 위한 향상된 유동학적 및 기계적 특성을 갖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및 열가소성 엘라스토

머:

선택적인 사슬 커플링 반응에 의해, 약 20,000 내지 300,000g/몰, 바람직하게는 약 20,000 내지 100,000g/몰의 Mn을 갖

는 99.9 내지 95부의 선형 음이온 중합된 플라스틱, 예컨대 폴리스티렌, 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예컨대 SB, SI, SBS,

(SB)mS, SIS 또는 (SI)mS 중합체를 개질하기 위해, 약 0.1 내지 5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지 2중량부의 올리고머를

사용하는 경우, 압출 성형, 사출 성형 또는 압축 성형에 의해 가공된 생성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올

리고머 개질 없이 동일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사용한 유사한 조성물에 비해 향상된 유동학적 및 기계학적 특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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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적용의 일부에서, 올리고머는 약 0.5 내지 60몰％, 바람직하게는 약 3 내지 15몰％의 에폭시 또

는 산 기능성 단량체를 함유한다. 또다른 이러한 적용에서, 올리고머는 (메트)아크릴레이트 단량체로 전체적으로 구성된

폴리아크릴레이트일 수 있다. 올리고머 분자량은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120℃, 바람직하게는 약 -60℃ 내지

100℃의 Tg, 약 1 내지 15, 바람직하게는 약 1.2 내지 10의 Fn, 및 약 1 내지 60,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25의 Fw를 제공

하도록 디자인된다.

향상된 유동성 조절 및(또는) 유동학적 특성 조절을 갖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및 공학 열가소성 플라스틱:

사슬 커플링 및(또는) 말단-캡핑 반응에 의해, 약 3,000 내지 40,000g/몰, 바람직하게는 약 5,000 내지 30,000g/몰의 Mn

을 갖는 99.95 내지 6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99 내지 70중량부의 음이온 중합된 열가소성 플라스틱, 예컨대 폴리스티렌을

개질하기 위해, 약 0.05 내지 4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0.05 내지 30중량부의 올리고머를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올리고

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올리고머 개질 없이 동일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사용한 유사한 조성물에 비해 향

상된 유동성 및 유동학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적용의 일부에서, 올리고머는 약 1 내지 60몰％, 바람직하

게는 약 5 내지 15몰％의 에폭시 또는 산 기능성 단량체를 함유한다. 또다른 이러한 적용에서, 올리고머는 (메트)아크릴레

이트 단량체로 전체적으로 구성된 폴리아크릴레이트일 수 있다. 올리고머 분자량은 바람직하게는, 약 -80℃ 내지 80℃,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70℃의 Tg, 약 1 내지 10의 Fn, 및 약 1 내지 20,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10의 Fw를 제공하

도록 디자인된다.

일부 이러한 적용에서, 그 특징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 1 내지 1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7중량부의 올리고머-개

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99 내지 9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98 내지 93중량부의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혼합될 수 있

다.

생성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블렌드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다양한 용융 유동 지수

(ASTM D1238에 따름)를 가질 수 있다. 일부 경우,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용융 유동 지수를 감소시키

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한편, 또다른 경우에,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용융 유동 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 블렌드의 일부 구현예에서, 용융 유동 지수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포

함으로 인해 약 5％ 이상 변할 수 있다. 이는 용융 유동 지수가 약 10％ 이상, 약 30％ 이상, 약 50％ 이상 및 심지어 약

100％ 이상 변하는 구현예를 포함한다.

향상된 유동학적 특성을 갖는 플라스틱:

사슬 커플링 및(또는) 말단-캡핑 반응에 의해, 약 3,000 내지 50,000g/몰, 바람직하게는 약 5,000 내지 28,000g/몰의 Mn

을 갖는 99.9 내지 6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99 내지 70중량부의 음이온 중합된 열가소성 플라스틱, 예컨대 폴리스티렌을

개질하기 위해, 약 0.1 내지 4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30중량부의 올리고머를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올리고머-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올리고머 개질 없이 동일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사용한 유사한 조성물에 비해 향상된

유동성 및 유동학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성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올리고머 개질 없는

유사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에 비해, 0.01 및 4.0초-1에서 25㎜ 직경 평행판을 갖는 유동학적 기기(Rheoletric

Scientific) SR 5000을 사용하여 평행판 점도계로 특징화된 향상된 유동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전단 박층화 정도는 0.01

초-1에서의 점도 대 4초-1에서의 점도 비율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의 일부에서, 올리고머는 약 1 내지 60몰％, 바

람직하게는 약 5 내지 45몰％의 에폭시 또는 산 기능성 단량체를 함유한다. 또다른 이러한 적용에서, 올리고머는 (메트)아

크릴레이트 단량체로 전체적으로 구성된 폴리아크릴레이트일 수 있다. 올리고머 분자량은 바람직하게는, 약 -80℃ 내지

80℃,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70℃의 Tg, 약 1 내지 10의 Fn, 및 약 1 내지 40,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25의 Fw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된다.

생성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올리고머 개질 없는 유사한 선형 물질에 비해 평행판 점도계에 의해 특

징화된 향상된 유동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올리고머 개

질 없는 유사한 선형 물질에 비해 향상된 전단 박층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약 50％ 이상, 약 100％ 이상, 약 250％ 이

상, 심지어 약 500％ 이상의 전단 박층화 증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예시의 목적으로만 제시되며,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아닌 하기 실시예를 참고로 추가로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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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 올리고머,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제조

기능성 올리고머 I의 제조:

하기 올리고머 O1 내지 O14로 라벨링된 14개의 상이한 기능성 올리고머를 디자인하고, U.S. 특허출원 제09/354,350호

의 교시에 따라 8 내지 1200ℓ 자유 라디칼 연속식 중합화 반응기 시스템에서 제조하였다. 구체적인 합성 조건 및 올리고머

특징화 파라미터는 하기 표 1a 내지 1b에 제시된다. 하기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Y = 스티렌, 2-EHA =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MMA =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i-BMA = 이소-부틸 메타크릴레이트, MA = 메틸 아크릴레이

트, GMA =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 AA = 아크릴산, MAH = 말레산 무수물, 및 BA = 부틸 아크릴레이트.

[표 1a]

[표 1b]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I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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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상이한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APP)를 디자인하고,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뱃치식, 반-연속식 또는 연속식 형

태로 조작되는 1 내지 200ℓ 반응기 시스템 중에서 제조하였다. 간략히, 반응기에 공급하기 전에, 알루미나 및 분자체로 충

전된 컬럼 세트를 통해 흐르게 함으로써 용매 및 단량체를 정제하여 그 수분 함량을 최대 8ppm으로 감소시켰다. 이어서,

정제된 용매를 반응기 구역으로 로딩하고, 이어서 제1 단량체 공급물을 로딩하였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초기 반응 온도

(Ti)로 가열하였다. Ti에 도달하면, n-부틸 리튬 또는 기타 적절한 개시제를 순수하게 또는 적절한 용매 용액으로 반응기

구역에 첨가하였다. 개시제의 양은 목적 값의 수평균 및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 개별적인 블록 및(또는) 최종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를 형성하도록 화학양론적으로 계산되었다. 이어서, 중합화 단계를 최종 온도 (Tf)까지 및(또는) 소정의 체

류 시간 (RTp) 동안 등온 또는 유사-단열 형태로 진행하였다. 중합화 단계 동안, 상이한 단량체의 연속적인 첨가가 호모중

합체, 랜덤 공중합체, 블록 공중합체 또는 테이퍼 블록 공중합체 중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뱃치식 또는 반

-뱃치식으로 행해졌다. 이 공정의 말기에,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를 수득하였다.

특정 합성 조건 및 APP 특징화 파라미터는 하기 표 2에 제시된다. 하기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Y = 스티

렌, B = 1,3 부타디엔, n-BuLi = n-부틸 리튬, CH = 시클로헥산, 및 TMEDA = N,N,N'N'-테트라메틸 에틸렌 디아민. 표

2에서 "제1 피크 온도"는 제1 단량체 첨가 및 중합화 후에 기록된 온도를 말하며, "최종 피크 온도"는 마지막 단량체 첨가

및 중합화 후에 기록된 온도를 말한다.

[표 2]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

체

 APP 1  APP 2  APP 3  APP 4  APP 5  APP 6  APP 7  APP 8

제1 첨가 STY

(%)a
 25.93  25.93  25.09  24.80  24.00  30.0  30.0  29.57

제1 첨가 B(%

)a
 74.07  74.07  74.91  75.20  76.00  -  -  -

TMEDA(%)a  -  -  -  -  -  0.19  0.19  0.19

제2 첨가 B(%

)a
 -  -  -  -  -  70.0  70.0  70.24

CH(%)b  86.11  86.11  83.46  83.60  78.21  85.30  85.30  85.06

 반응기 부피

(리터)
 100  100  100  170  2  100  100  170

 초기 반응

온도(℃)
 52  50  50  50  50  55  52  52

 제1 피크 온

도(℃)
      67  64  62

 최종 피크

온도(℃)
 103  106  112  118  105  98  102  115

 목표 제1 블

록 Mn(g/몰)
 -  -  -  -  -  12000  12000  12000

 목표 APP Mn

(g/몰)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60000  60000  60000

 APP 종류
 테이퍼 블록

SB

 테이퍼 블록

SB

 테이퍼 블록

SB

 테이퍼 블록

SB

 테이퍼 블록

SB
 디블록 SB  디블록 SB  디블록 SB

 B 블록 중의

1,2 구조체
 10  10  10  10  10  50  49  30

 표에서, a = 전체 단량체 혼합물의 중량％, b = 전체 반응 혼합물의 중량％이다.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II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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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상이한 리빙 APPs를 디자인하고,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로타플로(Rotaflo)® 마개로 분리된 일련의 2개의 교반

된 반응기로 이루어진 반응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제1 반응기는 샘플의 회수를 위해 부착된 앰플을 갖는 측면

암(arm)이 장착되었다. 개시제 주입 암(arm), 및 단량체 및 용매 공급 앰플 또한 부착되었다. 이 반응기를 사용하여 음이온

중합 반응을 행하여 리빙 APP를 수득하였다. 계속해서, 말단-캡핑이 시도된 경우, 제2 반응기를 사용하여 올리고머 개질

을 행하였다. 개시제를 주입 암을 통해 중합화 반응기에 주입한 다음, 용매를 증류 후 반응기에 직접적으로 공급하였다. 이

어서, 반응기를 밀봉하고, 질소로 블랭킷하고, 반응 온도로 가열하였다. 이 온도에서, 정제된 단량체(들)을 첨가하고, 반응

을 소정 체류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였다. 반응의 말기에, 리빙 APP의 샘플을 적절한 종결제 (TA)로 켄칭하여, 기능성

올리고머로의 개질 전에 그 물리적 특징을 확립하였다.

특정 합성 조건 및 APP 특징화 파라미터는 하기 표 3a 및 표 3b에 제시된다. 하기에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Y = 스티렌, sec-BuLi = sec-부틸 리튬, 및 BZ = 벤젠.

[표 3a]

[표 3b]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III의 제조:

5개의 상이한 리빙 APPs를 디자인하고,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뱃치식, 반-연속식 또는 연속식 형태로 조작되는 1 내지

200ℓ 반응기 시스템 중에서 제조하였다. 간략히, 반응기에 공급하기 전에, 알루미나 및 분자체로 충전된 컬럼 세트를 통해

흐르게 함으로써 용매 및 단량체를 정제하여 그 수분 함량을 최대 8ppm으로 감소시켰다. 이어서, 정제된 용매를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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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로딩하고, 이어서 제1 단량체 공급물을 로딩하였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초기 반응 온도 (Ti)로 가열하였다. Ti에

도달하면, n-부틸 리튬 또는 기타 적절한 개시제를 순수하게 또는 적절한 용매 용액으로 반응 구역에 첨가하였다. 개시제

의 양은 목적 값의 수평균 및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 개별적인 블록 및(또는) 최종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를 형성하도

록 화학양론적으로 계산되었다. 이어서, 중합화 단계를 최종 온도 (Tf)까지 및(또는) 소정의 체류 시간 (RTp) 동안 등온 또

는 유사-단열 형태로 진행하였다. 중합화 단계 동안, 상이한 단량체의 연속적인 첨가가 호모중합체, 랜덤 공중합체, 블록

공중합체 또는 테이퍼 블록 공중합체 중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뱃치식 또는 반-뱃치식으로 행해졌다. 이

공정의 말기에,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를 수득하였다.

특정 합성 조건 및 APP 특징화 파라미터는 하기 표 4에 제시된다. 하기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Y = 스티

렌, B = 1,3 부타디엔, n-BuLi = n-부틸 리튬, 및 CH = 시클로헥산.

[표 4]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APP19  APP20  APP 21  APP 22  APP 23

제1 첨가 STYa  24  33  33  24  32

TMEDA(%)a  0.014  0.008  0.026  0.014  0.008

제2 첨가 B (%)a  76  67  67  76  68

CH(%)b  87  87  87  87  88

 반응기 부피(ℓ)  170  170  170  170  170

 제1 첨가 초기 반응 온도(℃)  53  52  53  50  50

 제1 첨가 최종 반응 온도(℃)  59  59  63  55  57

 제2 첨가 최종 반응 온도(℃)  108  99  102  102  95

 목표 제1 블록 Mn(g/몰)  9,000  12,000  18,000  9,000  12,000

 목표 APP Mn(g/몰)  90,000  64,000  110,000  90,000  64,000

 APP 종류  디블록 SB  디블록 SB  디블록 SB  디블록 SB  디블록 SB

 B 단위 또는 B 블록 중의 1,2 구조체  17  15  13  19  15

 표 4에서, a = 전체 단량체 혼합물의 중량％, b = 전체 반응 혼합물의 중량％이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I의 제조:

표 2에 기재된 리빙 APPs를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표 1에 기재된 기능성 올리고머 O1 내지 05로 개질시켜 올리고머-개

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OMAPPs)를 형성하였다. 간략히, 상기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개질 단계는 하기와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중합화 단계의 말기에, 개질화 온도 (Tm)를 반응 구역 내에 설정한다. 일단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를 함유

하는 반응 혼합물이 Tm에 도달하면, 올리고머를 반응 구역에 순수하게 또는 적절한 용매 중 용액으로 첨가한다. 기능성

올리고머의 목적량은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Mn 및 기능성 올리고머의 Fn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기능성 올리고

머의 양, 및 반응 구역에 첨가되는 형태 및 온도는,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기능성 올리고머 상으로의 유리한 말단-

캡핑 또는 사슬 커플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30분 미만의 체류 시간이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 및 기

능성 올리고머 간의 말단-캡핑 또는 사슬 커플링 반응을 수행하는 데 요구된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음이온 (또는 리튬) 농도에 대한 올리고머 기능성의 화학양론적 과량, 및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

체를 함유하는 반응 구역에 대한 기능성 올리고머의 빠른 첨가, 또는 기능성 올리고머 용액을 함유하는 Tm에서 제2 반응

구역에 대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느린 첨가, 모두 기능성 올리고머로 APP를 말단-캡핑하는 데 유리하다. 역으로, 음

이온 농도에 대한 기능성 올리고머의 화학양론적 결핍, 및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를 함유하는 반응 구역으로 올리고머

의 느린 첨가는, 리빙 APP 사슬을 기능성 올리고머 상에 커플링하는 데 유리하다. 본 발명의 교시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부 경우, 리빙 APP 사슬의 일부만을 올리고머로 개질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부분적인 종결제 (PTA)가,

중합화 단계의 말기 및 기능성 올리고머의 반응 구역으로의 도입 전에, 리빙 APP에 첨가될 수 있다. PTA는 순수하게 또는

적절한 용매 용액으로 첨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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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의 화학양론은, 리빙 APP 사슬의 나머지의 기능성 올리고머 개질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리빙 APP 사슬의

제시된 ％ (항상 100％ 미만)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부분적인 종결이 있거나 없이, 상기 개질 단계가 완료되면, 종결제

(TA)의 추가량이 첨가되어 모든 리빙 사슬이 불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올리고머-개질된 APP 생성물로부터 리튬의 연

속적인 분리가 일어나도록 한다. TA는 PTA와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최종 OMAPP 적용시 산화방지제 또는

열 안정화제로서 작용하는 화학적 화합물일 수 있다. 임의로, 기타 배합 화합물 및 첨가제가 이 시점에서 첨가될 수 있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공지된 분리 및 반응 구역의 하류 건조 단계에 의해 상

기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사용된 특정 합성 조건 및 OMAPP 특징화 파라미터는 하기 표 5에 제시된다. 하기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TA = 부분 종결제, TA= 종결제, CH = 시클로헥산, OD = 옥타데칸올, BHT = 부틸 히드록실 톨루엔, 및 UX = 울트라녹

스(Ultranox)-877A.

[표 5]

표 5 및 본원에 제시된 기타 표에서, Mp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겔 투과 크로마토그램 중 가장 높은

피크의 분자량이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II의 제조:

표 3a 및 3b에 기재된 리빙 APPs를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하기와 같이 도 2에 나타낸 2개의 반응기 장치를 사용하여, 표

1에 기재된 기능성 올리고머 06 내지 09로 개질하였다: 리빙 중합화가 제1 반응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안, 기능성 올리고머

및 증류된 반응 용매의 용액을 제2 반응 구역에서 제조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냉매를 사용하여 0℃로 냉각시키고, 질소로

블랭킷하였다. 기능성 올리고머로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말단-캡핑을 시도하는 경우, 제1 반응 구역의 내용물을

제1 및 제2 반응 구역을 연결하는 이동관을 통해 2 내지 4분에 걸쳐 제2 반응 구역 내에 함유된 올리고머 용액에 첨가하였

다. 기능성 올리고머로 음이온 리빙 중합된 중합체의 사슬 커플링을 시도하는 경우, 제2 반응 구역 중의 올리고머 용액을

제1 및 제2 반응 구역을 연결하는 이동관을 통해 2 내지 4분에 걸쳐 제1 반응 구역에 첨가하였다. 어느 경우건 개질 반응

은 선택된 온도에서 소정 체류 시간 동안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들 반응시, 어떠한 부분적인 종결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

든 반응은 개질 반응의 말기에 탈기 메탄올로 켄칭하였다. 생성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용매의 진공

증발을 통해 주어진 반응기 또는 하류 중에서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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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특정 합성 조건 및 OMAPP 특징화 파라미터는 하기 표 6a 및 6b에 제시된다. 하기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TA = 종결제, BZ = 벤젠, 및 MeOH = 메탄올.

[표 6a]

[표 6b]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III의 제조:

표 4에 기재된 리빙 APPs를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표 1에 기재된 기능성 올리고머 O11, O12 및 O14로 개질하여

OMAPP를 형성하였다. 이들 실험에 사용된 공정은 표 5에 보고된 OMAPPs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동일하였다.

사용된 특정 합성 조건 및 OMAPP 특징화 파라미터는 하기 표 7에 제시된다. 하기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H = 시클로헥산, OD = 옥타데칸올, BHT = 부틸 히드록실 톨루엔, 및 UX = 울트라녹스(Ultranox)-8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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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시예 2 - 도로포장을 위한 중합체 강화된 아스팔트에서의 적용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건조, 겔 무함유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OMAPP-1 내지 5 및 7 (표

5)을 아스팔트 개질제 또는 아스팔트 강화제로서 도로포장 제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AC- 20 아스팔트 (PG-64-22)

를 고온-혼합 공정에 의해 배합화하였다. 이 공정에서, 회전자-고정자로서 배열된 고전단 혼합기 (유로믹스(Euromix)

33/300P)를 사용하였다. 우선, AC-20 아스팔트 96.5부를 교반없이 120℃로 가열하여, 질소 대기 하에 아스팔트를 연화

시켰다. 이 단계 동안, 매우 낮은 교반을 사용하여 아스팔트가 과열 및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일단 아스팔트가 연화되

면, 가열을 185℃±5℃까지 계속하고, 혼합기 교반을 2000RPM으로 증가시켰다. 185℃에 도달하면, 올리고머-개질된 음

이온 중합된 중합체 3.5부를 2g/분의 속도로 아스팔트에 첨가하였다. 강화제로서 OMAPP 작용의 효과 및 전체 분산을 위

해 55 내지 100분 동안 교반을 유지하였다. 동일한 수준의 분산이 모든 제제에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아스팔트 중

OMAPP 분산액을 약 350 내지 480nm의 필터가 있는 올림푸스(Olympus) 현미경을 사용하여 형광 현미경을 통해 모니터

링하였다.

이렇게 수득한 아스팔트 제제을 ASTM D36에 따라 RBSP에 의해 AC-20 비개질된 아스팔트 대조구에 대해 특징화하였

다. 침투 (PI)를 험볼트(Humboldt) 모델 H1200 침투도계를 사용하여 25℃, 10초 및 100g에서 ASTM D5에 따라 측정하

였다. 최대 적용 온도 ("최대 사용 T")를 루팅 인자 또는 동적 전단 강성 G*/sinδ이 1.0KPa의 값을 취하는 온도로서 측정하

였다 (여기서, G*는 복합모듈러스이며, δ는 AASHTO TP5에 따라 측정된 위상각임). 형태학적 안정성 또는 상 분리를 배

합된 아스팔트를 함유하는 밀봉된 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진, 교반 없이 수직 위치로 163℃에서 48시간 동안 숙성된, 원통

형 프로브의 최상부 및 최하부에서 RBSP (ASTM D36에 따름) 간의 ％ 차이로서 ASTM D5976에 따라 측정하였다. 상부

및 하부에서의 특성에 대해 수득한 값을 하기와 같이 사용하여 상 분리 ％를 계산하였다:

1) ％ 분리 Δ(RBSP)

Δ(RBSP) = 최고 RBSP 값 - 최저 RBSP 값

％ 분리RBSP =(Δ(RBSP)/최고 RBSP 값) * 100

결과는 하기 표 8에 제시되며, OMAPP 강화된 아스팔트의 향상된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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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표 8을 검토하면, 순수한 AC-20 (PG 64-22) 아스팔트 및 대조구-개질된 아스팔트 APP-1에 대해 측정된 특성의 값 사이

에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OMAPP-3 및 7로 개질된 아스팔트는 대조구로 개질된 아스팔트에 비해, 현저

하게 높은 연화점, 낮은 침투 및 낮은 분리 ％를 입증한다.

형광 공급원 및 380-480 필터를 갖는 올림푸스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APP-1 (대조구), 및 OMAPP-1 내지 5 및 7로

강화된 아스팔트로부터 형광 현미경 상을 수득하여, 중합체가 풍부한 상 및 아스팔트가 풍부한 상 모두의 형태학을 관찰하

였다. 도 3은 대조구 시스템의 형광 현미경 사진을 나타내며, 도 4는 OMAPP-3 개질된 아스팔트의 형광 현미경 사진을 나

타낸다. 중합체가 풍부한 상은 더 밝은 영역으로 관찰되며, 아스팔트가 풍부한 상은 더 어두운 영역으로 관찰된다. 현미경

사진은 1000×배율로 찍었다. 예시적인 실시예로서, APP-1 및 OMAPP-3에 대한 형광 현미경 상의 질적인 비교는,

OMAPP-3 중의 중합체 입자가 APP-1 중의 중합체 입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자 크기의 이러한 감소는 문헌

[L.H. Lewandoski (1994), Rubber Chemistry and Technology, Rubber Reviews, Vol.67, No.3, pp.447-480]에 따

라 아스팔트와의 향상된 상용성의 증거이다.

실시예 3 - 지붕공사 및 방수 코팅을 위한 중합체 강화된 아스팔트에서의 적용

실시예 1에서 제조된 건조, 겔 무함유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OMAPP-2,3 및 5 (표 5)를 지붕공사 및 방

수 코팅 적용을 위한 아스팔트 개질제 또는 아스팔트 강화제로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실시예 2에 기재된 공정 및 시험

방법에 따라 고온 혼합 공정에 의해, AC-20 아스팔트 (PG-64-22) 89부를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11부

와 배합하였다. 결과는 하기 표 9에 제시되며, 비개질된 대조구에 대한 OMAPP 강화된 아스팔트의 향상된 성능을 나타낸

다.

[표 9]

표 9를 검토하면, APP-1-개질된 아스팔트 (대조구) 및 OMAPP-2-개질된 아스팔트에 대해 측정된 특성 값들 간의 현저

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OMAPP-2 및 3으로 개질된 아스팔트는 현저히 낮은 25℃에서의 침투 및 낮은 분리 ％

를 나타낸다.

실시예 2와 같이 형광 현미경 상을 수득하였다. APP-1 (도 5 참조) 및 OMAPP-3 (도 6 참조)에 대한 형광 현미경 상의 질

적인 비교는 OMAPP-3 중의 아스팔트 입자가 APP-1 중의 입자보다 더욱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자 크기의

감소는 또한 아스팔트와의 향상된 상용성의 증거이다.

실시예 4 - 감압성 접착제, 고온 용융 접착제 및 고온 용융 감압성 접착제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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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에서 제조된 건조, 겔 무함유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OMAPP-6, 7 및 8 (표 5)을 감압성 접착제

(PSA) 및 고온-용융 접착제 (HMA) 제제에 사용하였다. 접착제 제제은, 300RPM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 혼합기 중에서

180℃에서, 18 내지 25중량％의 나프텐 가소화제, 예컨대 셸플렉스(SHELLFLEX) 371을, 45 내지 60중량％의 점착제 조

합물, 예컨대 페르말린(Permalyn) 3100 (펜타에리트리톨의 로진 에스테르, RBSP=100℃), 실바텍(Sylvatac) RE100 (로

진 에스테르, RBSP=100℃), 이스토텍(Eastotac) H130 (C5 수소화 탄화수소 수지, RBSP=130℃), 실바레스(Sylvares)

TR1115 (폴리테르펜 수지, RBSP=115℃), 실바레스 ZT105LT (테르펜C스티렌 수지, RBSP=105℃) 및 실바레스

TP2040 (테르펜/페놀 수지, RBSP=118℃)과 혼합함으로써 제조하였다. 블렌드를 성분들의 우수한 분산이 성취될 때까지

방치하였다. 이어서, 0.5 내지 2.0중량％의 산화방지제, 예컨대 이르가녹스(Irganox)-1076 또는 울트라녹스(Ultranox)

877, 이어서 20 내지 25중량％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균질 상태를

성취하도록 방치한 다음, 생성된 접착제를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접착제 제제의 성능을 전단, 인장 및 브룩필드 점도 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전단 시험은 기판으로서 스테인르스강 프로

브 및 500g 중량을 사용하여 23℃에서 ASTM D3654에 따라 행하였다. 결과를 기판으로부터 접착제를 취하는 비율인 전

단 내성으로서 측정하고, 일 중 파손 시간으로서 표현하였다. 인장 시험을 변형된 ASTM D3759에 따라 측정하였다. 이 방

법에서, 접착제 제제의 10cm 길이 및 1㎠ 단면적 프로브를 사용하였다. 프로브를 프로브가 파괴될 때까지 508㎜/분의 일

정한 변형 속도에서 보편적인 기계적 시험기 즈빅(Zwick) 모델 1445에서 인장 시험을 행하고, 결과는 접착제 제제의 인장

강도 (파괴에 대한 내성)를 나타낸다. 접착제 제제의 브룩필드 점도는 ASTM D1084에 따라 150℃에서 측정하였다. 접착

제 제제 및 평가 결과를 비개질된 대조구에 대해 하기 표 10에 나타낸다.

[표 10]

실시예 5 - 유동학적 특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조성물의 제조

다수의 암 구조를 갖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폴리스티렌을 실시예 1에서 제조하였다 (표 6). 이로부터

OMAPP-12 내지 15를 유동학적 특성 평가를 위해 선택하였다 (50,000 내지 95,000의 Mw 범위). OMAPP-12 내지 15의

용융 유동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유사한 분자량 (Mw)을 갖는 2개의 선형 PS 대조구와 비교하였다. 이들 물질의 용융 유동

학적 특성을 125 내지 200℃ 사이에서 전단율 일소 하에 평행판 점도계 (Rheoletric Scientific SR5000)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1/초 및 100/초 전단율에서의 점도, 및 1/100초에서의 점도 대 1/초에서의 점도 비로서 정의된 유동학적 특성 비

로 이루어진 비교 결과를 하기 표 1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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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실시예 6 - 플라스틱 및 공학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유동성 개질 또는 유동학적 특성 조절에서의 적용

그 뛰어난 유동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예 1에서 제조된 다중 암 구조를 갖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OMAPP-9, 10 및 11 (표 6)을 플라스틱 및 공학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대한 유동성 개질제, 공정 보조제 또는 유동학적 특

성 조절제로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4부를, 50RPM에서 조작하는 64cc 브라벤

더(Brabender) 혼합 보울 중에서 소정의 온도 및 체류 시간에서, 96부의 폴리아미드-6 (울트라미드(Ultramid) B3,

BASF),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발록스(Valox) 325, GEP), 및 폴리카르보네이트 (렉산(Lexan) 131, GEP)와 용융

블렌딩하였다. 이와 같이 수득된 화합물을 작은 펠렛으로 분쇄하고, 그 용융 유동 지수를 ASTM D1238에 따라 가소성측

정기 (Tinius Olsen PPDT-600) 중에서 특징화하고, Tg를 ASTM D3417 및 D3418에 따라 DSC (TA Insturments 2910

및 2020)에 의해 확립하여, 화합물의 열 특성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였다. 폴리카르보네이트 화합물을 OMAPP와 배합하는

동안 개질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40℃에서 유지된, 차등굴절측정 검출기, THF 이동상 및 0.1㎖

/분 유속을 사용하여 워터스(Waters) 510 GPC로 추가로 특징화하였다. 유사한 열 이력을 갖는 비개질된 대조구와 비교하

여, 공학 열가소성 플라스틱 화합물의 MFI의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를 하기 표 12에 나타낸다.

[표 12]

실시예 7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표면 에너지 개질 및 표면 접착 향상에서의 적용

기능성 올리고머를 함유하는 (메트)아크릴레이트의 실질적인 양을 함유하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극

성 기판에 대한 향상된 접착 및 향상된 표면 에너지를 나타냈다. 건조 OMAPP-16, 17 및 18을 피브로다트(FibroDat) 접

촉각 기기를 사용하여 그 표면 에너지로 특징화하였다. 그들의 접착 특징을 시판 PS 대조구에 대해 알루미늄 상에서 평가

하였다. 비교 결과는 하기 표 13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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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실시예 8 - 플라스틱 및 공학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충격 개질에서의 적용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OMAPP-19, 20 및 21을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표 7). 이들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그 제조에 사용된 기능성 올리고머 (표 1) 및 이들 플라스틱 간의 작은 용해도

파라미터 차이로 인한 몇몇 플라스틱 및 공학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충격 개질을 위해 선택하였다.

폴리아미드 (PA), 특히 PA-6, PA-6,6, PA-12, 폴리에스테르 (PEs), 특히 PET 및 PBT, 폴리카르보네이트 (PC), PS, PS

공중합체, SAN, ABS, PC/ABS, HIPS, PPE, PPE/PS, PPE/PA, PA/ABS, PC/ABS, PEI, PEK, PEEK, PSu, POM, TPU

등으로부터 선택된 플라스틱 90 내지 95부로 이루어진 충격 개질된 플라스틱 제제을 OMAPP 5 내지 10부와 건조 블렌딩,

함께 공급 또는 별도 공급하였다. 이들 제제을 소정의 RPM, 온도 프로필 및 체류 시간 하에 작동하는 25mm 워너 ＆ 플라

이더러(Werner ＆ Pfleiderer) 공회전 2축 압출기 (L/D = 24) 또는 CW 브라벤더(Brabender) 15mm 공회전 원추형 2축

압출기 중에서 배합하였다. 생성된 충격 개질된 플라스틱 화합물을 40톤의 공칭 잠금쇠 압력을 갖는 배튼펠트

(Battenfeld) 39 울트라플러스 사출 성형 기계 중에서 표준 ASTM 프로브로 사출 성형하였으며, 사출 조건은 사용된 플라

스틱에 대한 권장사항에 따라 설정하였다. 배합된 펠렛을 MFI에 의해 특징화하고, 사출 성형된 프로브를 각각 ASTM

D1238, D638 ＆ D256에 따라, 인장 기계 시험, HDT, 및 눈금 아이조드 충격 기술(Notched Izod Impact techniques)에

의해 특징화하였다. 결과를 하기 표 14에 나타내며, 비개질된 플라스틱 및 공학 열가소성 플라스틱 및 기타 적절한 충격 개

질제 대조구에 비해 OMAPP의 향상된 충격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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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표 14에서, a) NAS 21: 노바 케미컬 컴퍼니(Nova Chemical Company)로부터 수득한 스티렌 공중합체, b) 마그넘

(Magnum) 545-7: 다우 케미컬 컴퍼니(Dow Chemical Company)로부터 수득한 ABS, c) 크리스탈(Crystal) 3100: 노바

케미컬 컴퍼니로부터 수득한 크리스탈 폴리스티렌, d) 렉산(Lexan) 141: 제네럴 일렉트릭 플라스틱(General Electric

Plastics)으로부터 수득한 폴리카르보네이트, e) 자이텔(Zytel) 7301: 듀폰 케미컬 컴퍼니(DuPont Chemical Company)

로부터 수득한 폴리아미드 6, f) 발록스(Valox) 325: 제네럴 일렉트릭 플라스틱으로부터 수득한 PBT.

실시예 9 - 부드러운 감촉 및 사출 성형 적용을 위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특성의 향상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OMAPP-19 ＆ 21을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표 7). 이들 올리

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그 비개질된 APP 대응물에 비해 향상된 OMAPP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TPE) 특

성을 증명하도록 선택하였다. 70 내지 100부의 OMAPP 및 0 내지 30부의 나프탈렌, 파라핀 또는 지방족 오일 첨가제, 및

0 내지 2부의 열 안정화제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감촉 및 사출 성형 TPE 제제을 제조하였다. 이들 제제을 실시예 8에 기재

된 바와 같이 ASTM 프로브로 압축 성형하였다. 생성된 TPE 조성물은 각각 ASTM D2240 및 D412에 따라 쇼어 A 경도

및 인장 기계 시험에 의해 특징화하였다. 결과를 하기 표 15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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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실시예 10 - 아스팔트 상용화제로서 사용하기 위한 중합체 블렌드

제1 중합체 블렌드 (PB1)의 제조:

80-ℓ 스테인레스강 반응기에 시클로헥산 50.4kg, 및 전체 8kg의 i) 스티렌 단량체 및 ii) 부타디엔 단량체 (스티렌 대 부타

디엔 중량비 0.33)를 로딩하였다. 용매 (시클로헥산) 및 단량체 모두를 정제하여, 습도 함량을 미리 감소시켰다. 0.3M n-

부틸리튬을 0.12몰과 함께 반응기 시스템에서 독성을 제거하기에 약간 과량으로 첨가함으로써, 50℃에서 음이온 중합 반

응을 개시하였다. 반응 온도가 피크가 된 후, 음이온 중합 체류 시간은 20분이었으며, 리빙 사슬을 갖는 스티렌-부타디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생성하였다. 이후 즉시, 시클로헥산 중 30중량％의 농도로 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BHT) 용액

0.0705kg을 첨가하여 부분적인 종결 반응을 행하였다. 온도가 단열적으로 100℃로 감소될 때까지 부분적인 종결을 계속

하였다. 계속해서, 10중량％의 농도로 시클로헥산 중에 용해된 스티렌,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및 글리시딜 메타크릴

레이트를 함유하는 올리고머 0.324kg을 첨가하여, 올리고머 커플링 반응을 행하였다. 이 반응에 대한 체류 시간은 3분이

었다. 부분적인 종결 반응 후 남아있는 리빙 스티렌-부타디엔 음이온 중합된 사슬의 구체적인 수를, 첨가된 올리고머의 각

각의 분자에 커플링하였다. 마지막으로, 30중량％의 농도로 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용액 0.03kg을 첨가함으로써 전체 반응

혼합물을 종결하였다. 이 종결된 임의의 리빙 선형 스티렌-부타디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사슬 및 임의의 리빙 올리고머

-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 및 방사형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조성물

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중합체 블렌드를 응결 및 건조시키고,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GPC)에 의해 특징화하였다.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

합체에 상응하는 크로마토그램 중의 최고 피크는 109,122g/몰의 평균 분자량 ("Mp"라 함) 및 1.1의 다분산성을 가졌다.

이 크로마토그램의 정량적 분석은, 조성물이 또한 방사형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넓은 분포를 함유함을

나타냈다.

크로마토그램에 나타난 넓은 분포에 기초하여, 방사형 구조가 올리고머에 커플링된 중합체 사슬의 다양한 수를 가지며, 전

형적으로 올리고머 코어와 함께 3 내지 18개의 분지를 함유하는 방사형 구조를 형성하는 분자 군을 함유함이 결정되었다.

3개의 추가 중합체 블렌드 (PB2-PB4)를 상기 기재된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각 조성물의 경우, 부분적 종

결 수준 및(또는) 첨가된 극성 랜덤 올리고머의 양을 변화시켰다.

대조구의 제조:

부분적 종결, 부분적 커플링 또는 올리고머 개질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기재된 절차에 따라 동시에 스티렌-부타디

엔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제조하였다 (대조구). 생성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는 0.33의 스티렌 대 부타디엔 중량비를 함

유하였다. 상기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선행 기술에서 아스팔트 개질제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표 16은 각각의 블렌드 중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의 평균 분자량, 각 블렌드 중의 부분 종결 및 올리고머 개질화 정도,

각 블렌드 중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분지화 정도, 및 각 블렌드 중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

된 중합체의 중량％를 나타낸다.

[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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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1  PB2  PB3  PB4  대조구

 선형 APP의 Mp  109,122  108,227  101,280  114,961  110,000

부분적인 종결 반응

종결된 ％
 50  80  80  80  0

올리고머 개질화

몰 비: 올리고머/선형 APP
 1  0.1  1  0.1  0

OMAPP의 분지화:

분지 수/올리고머 분자
 3-18  -  3-14  3-7  0

 블렌드 중 OMAPP (중량％)  29  -  21  3  0

중합체 블렌드로 아스팔트의 개질:

각각의 중합체 블렌드 (PB1 내지 PB4) 및 대조구를 멕시코 살라만카 소재의 AC-20 정제소에서 제조된 아스팔트와 혼합

하였다. 이 아스팔트의 특성을 표 17에 나타낸다.

[표 17]

아스팔트 특징

 환구식 연화점 (RBSP)  44℃

 침투  69㎜

 아스팔텐  21％

 PG (AASHTO 성능 등급)  64-22

더욱 구체적으로, 각각의 중합체 블렌드 (즉, 상용화제) 및 대조구에 대해, 3.5중량％, 7중량％ 및 11중량％의 상용화제 농

도를 함유하는 3개의 개질된 아스팔트를 수득하였다. 상용화제/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은, 고속 교반으로

중부과(heavy-duty) 전단 혼합기를 사용하여, 185℃±5℃에서 아스팔트에 중합체 블렌드를 첨가하여 개시하였다. 혼합

시간은 중합체 종류에 의존하나, 비교의 목적으로, 100분으로 설정하였다.

개질된 아스팔트 (MA1-MA15)의 상용성을 ASTM 표준 D5976에서 구체화된 관 상 분리 시험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시험에서, 고온 상용화제/아스팔트 혼합물을 직경 2㎝ 및 높이 12㎝의 금속 관에 배치하고, 48시간 동안 160℃ 오븐에서

저장한 다음, 급속 냉각시켰다. 관을 3개의 동일한 영역으로 절단하고, 상부 및 하부 영역의 물리적 특성 (연화점 및 침투)

및 유동성 특성 (모듈 또는 손실 각)을 조사하였다.

상부 및 하부 영역에서의 특성에 대해 수득한 값이 하기와 같이 분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1) ％ 분리 Δ(RBSP)

Δ(RBSP)= 최고 RBSP 값 - 최저 RBSP 값

％ 분리RBSP =(Δ(RBSP)/최고 RBSP 값) * 100

관의 상부 및 하부 간의 손실 각의 차이 (Δδ)가 개질된 아스팔트 시스템의 비균질성 또는 균질성을 측정한다. 이 측정은

25℃ 및 10rad/s에서 측정된 손실 각 δ(°)의 차이로서 표현된다. 위상각의 차이가 작을수록, 상용화제/아스팔트 혼합물이

더욱 균질하다.

제조된 15개의 개질된 아스팔트 (MA1-MA15) 각각에 대해 측정된 특성을 하기 표 18a 및 18b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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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a]

[표 18b]

아스팔트/상용화제 조성물의 형태학을 관찰하기 위해 형광 공급원 및 380-480nm 필터를 갖는 올림푸스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개질된 아스팔트 MA1, MA4, MA7, MA10, 및 MA13, 6, 9, 12, 15, 및 18의 형광 현미경 상을 수득하였다.

100× 배율로 현미경 사진을 찍었다.

표 18a 및 18b를 참고로, MA10 아스팔트 및 대조구-개질된 아스팔트 MA13에 대해 측정된 특성의 값들 간의 현저한 차

이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MA10으로 개질된 아스팔트는 대조구로 개질된 아스팔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연화점, 낮은

침투 및 낮은 분리의 ％를 증명한다.

MA10 및 MA13에 대한 형광 현미경 상의 비교는, MA10 중의 중합체 입자가 MA13 중의 중합체 입자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여기서 상 형태학은 45㎛ 이하의 평균 직경을 갖는 입자를 나타낸다. MA10에서, 입자는 20㎛ 이하이다. 입자

크기에서의 이러한 감소는 문헌 [L.H. Lewandoski (1994), Rubber Chemistry and Technology, Rubber Reviews,

Vol.67, No.3, pp.447-480]에서의 발견에 따라, 아스팔트와의 더욱 큰 상용성의 증거이다.

본 발명의 중합체 블렌드를 함유하는 개질된 아스팔트에서 이러한 더욱 큰 상용성의 증거는, MA1, MA4 및 MA7의 형광

현미경의 조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아스팔트 중에 분산된 더 작은 중합체가 풍부한 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중합체 블렌

드로 개질된 아스팔트 중 분리 ％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거동은 또한 아스팔트 중 중합체의 보다 높은 농도를 확인하

였다. 예를 들어, MA2의 제조에 11％가 사용되면, 연화점 및 침투에서의 향상 뿐만 아니라, 향상된 상용성 (표 18a)이 나

타났다.

당업자라면 임의의 및 모든 목적을 위해, 특히 기재된 상세한 설명의 제공 측면에서, 본원에 공개된 모든 범위가 임의의 및

모든 가능한 부-범위(sub-ranges) 및 그의 부범위의 조합을 포함함을 또한 이해할 것이다. 임의의 상기 기재된 범위는 동

일한 범위가 적어도 동일한 1/2, 1/3, 1/4, 1/5, 1/10 등으로 충분히 기재되고 분해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다.

비제한적인 예로서, 본원에 토의된 각각의 범위는 더 낮은 1/3, 중간 1/3 및 더 높은 1/3 등으로 쉽게 분해될 수 있다. 당업

자라면 "이하(up to)", "적어도(at least)", "초과(greater than)", "미만(less than)" 등과 같은 모든 용어들은 인용된 수를

포함하며,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은 부-범위(sub-ranges)로 연속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을 또한 이해할 것

이다.

본 발명이 예시되고 기재된 특정 제형에 한정되지 않으며, 하기 청구의 범위의 범주 내에서 그의 모든 변형된 형태를 포함

함이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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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비닐 방향족 단량체 및 에폭시 기능성 단량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단량체로부터 중합화되며,

약 500 내지 약 1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 및 약 1000 내지 약 60,000g/몰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 올리고머; 및

(b)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약 1000 내지 1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 및 약 1500 내지 60,000g/몰의 중량평균 분자량

을 갖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무수(anhydride) 기능성 단량체, 에스테르 기능성 단량체 및 카르복실산 기능성 단량체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부가 자유 라디칼 중합가능한 단량체로부터 중합된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에스테르 기능기를 제외한 사슬 당 평균 수 약 20개 이하의 기능기를 갖는 것인 올리고머-개

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약 13 내지 30의 용해도 파라미터를 갖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폴리스티렌,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및 스티렌,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단량체로 제조된 랜덤, 블록 또는 테이퍼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약 3,000 내지 30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

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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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약 20,000 내지 30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

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하나 이상의 비닐 방향족 단량체 및 하나 이상의 공액 디엔 분자로부터 중합된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비닐 방향족 단량체 대 공액 디엔 단량체의 몰 비 약 0.1 내지 약 1.0으로 비닐

방향족 단량체 및 공액 디엔 단량체로부터 중합된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공액 디엔 단량체로부터 중합화되며, 약 8 내지 70몰％의 1,2-구조체 함량을 갖

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약 2 내지 90몰％의 커플링된 사슬 백분율을 갖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약 5,000 내지 1,00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비닐 방향족 및 에폭시 기능성 단량체로부터 중합된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

합체.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반응 생성물이 반응된 올리고머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전체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40중량％의

올리고머를 포함하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약 3,000 내지 5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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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약 1 내지 60몰％의 에폭시 기능성 또는 카르복실산 기능성 단량체로부터 중합된 것인 올리

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반응 생성물이 반응된 올리고머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전체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5중량％의 올

리고머를 포함하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약 20,000 내지 10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것

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폴리스티렌,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및 스티렌,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으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단량체로 제조된 랜덤, 블록 또는 테이퍼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중합체

를 포함하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약 0.5 내지 60몰％의 에폭시 기능성 또는 카르복실산 기능성 단량체로부터 중합된 것인 올

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약 5,000 내지 4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청구항 23.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비닐 방향족 단량체 및 에폭시 기능성 단량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단량체

로부터 중합된 올리고머와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올리고머는 약 500 내지 약 1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 및

약 1000 내지 약 60,000g/몰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 것인,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약 60분 미만의 반응기 내 체류 시간으로 약 180℃ 내지 약 350℃의 중합화 온도에서 연속

적인 중합화 공정을 사용하여 반응기 내에서 중합화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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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음이온 중합가능한 중합체가 중합화되는 동일한 반응 구역에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반

응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제1 반응 구역에서 중합화되며, 제2 반응 구역에서 올리고머와 반응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중합시키고,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내에 리빙 사슬의 일부를 불활성화시키에 충분한 양의 종결제를 첨가하고,

남아있는 리빙 사슬의 적어도 일부를 올리고머와 반응시키는 것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반응 중 올리고머 대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몰 비가 0.02 내지 1인 방법.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올리고머와 반응시키는 것이,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올리고머와 커플링시키

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올리고머와 반응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사슬의 평균 수는 약 2 내지 30인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약 2 내지 약 90몰％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커플링 반응을 행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1.

제23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올리고머와 반응시키는 것이,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올리고머와 말단-캡핑하

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10몰％ 이상의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말단-캡핑 반응을 행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2.

(a) 제1항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b)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

를 포함하는 중합체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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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가 종결제에 의해 불활성화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선형 중합체가 중합체 조성물의 약 10 내지 90몰％를 구성하는 것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35.

강화될 물질과 혼합된 제1항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강화재.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강화될 물질이 아스팔트, 플라스틱 및 고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강화재.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에테르, 폴리술폰, 폴리에테르-케톤, 폴리에테르에테르 케톤, 폴리이미드,

폴리에테르이미드,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 폴리스티렌 및 이들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플라

스틱인 강화재.

청구항 38.

제35항의 강화재로 제조된 물품.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압출된 물품, 사출성형된 물품, 압축성형된 물품 또는 타이어인 물품.

청구항 40.

제1항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혼합된 아스팔트를 포함하는 개질된 아스팔트.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아스팔트 및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1 내지 15중량％의 올

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개질된 아스팔트.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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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항에 있어서, 아스팔트 및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5 내지 20중량％의 올

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개질된 아스팔트.

청구항 43.

제32항의 중합체 조성물과 혼합된 아스팔트를 포함하는 개질된 아스팔트.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아스팔트 및 중합체 조성물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1 내지 20중량％의 중합체 조성물을 포함하는

개질된 아스팔트.

청구항 45.

반응 생성물이 반응된 올리고머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전체량을 기준으로 약 0.05 내지 5중량％의 올리고머를 포함

하는 것인, 제1항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약 0.5 내지 30몰％의 에폭시 기능성 단량체로부터 중합된 것인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약 10 내지 75몰％의 비닐 방향족 단량체로부터 중합된 것인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점착제, 안정화제, 가소화제 및 산화방지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첨가제를 더 포

함하는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49.

제45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약 15 내지 30중량％, 점착제 약 45 내지 60중량％, 가소화제

약 15 내지 30중량％ 및 산화방지제 약 0.05 내지 2중량％를 포함하는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50.

제1항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혼합된 플라스틱을 포함하며, 이 혼합물이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

합된 중합체 및 플라스틱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1 내지 15중량％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하

는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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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항에 있어서, 플라스틱이 폴리스티렌,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및 스티렌,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단량체로 제조된 랜덤, 블록 또는 테이퍼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며, 약 3,000 내지

300,000g/몰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중합체를 포함하는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반응 생성물이 반응기 올리고머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전체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33중량％의

올리고머를 포함하는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올리고머가 약 0.5 내지 50몰％의 에폭시-기능성, 무수-기능성 또는 카르복실산 기능성 단량체를 포함

하는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4.

제50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폴리스티렌을 포함하는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5.

제50항에 있어서, 혼합물이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플라스틱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1 내지 10중

량％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6.

제52항에 있어서, 반응 생성물이 반응된 올리고머 및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의 전체량을 기준으로 약 10 내지 30중량％의

올리고머를 포함하는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가 폴리스티렌을 포함하는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8.

제50항에 있어서, 플라스틱이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에테르, 폴리술폰, 폴리에테르-케톤, 폴리에테르에테르 케톤,

폴리이미드, 폴리에테르이미드,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 폴리스티렌 및 이들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개질된 플라스틱.

청구항 59.

제22항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와 혼합된 플라스틱을 포함하며,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

및 플라스틱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1 내지 10중량％의 올리고머-개질된 음이온 중합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개질된 플

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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