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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및 그의 성형품

(57) 요약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수지 중의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바람직하게는 50 ppm 이하, 더욱 바람

직하게는 1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로 구성된다.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는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일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추가로 내후(광)안

정제, 내충격성 개량제, 광택성 제어제, 접동성 개량제, 착색제 및 충전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 용출량 및(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현저

히 감소시킬 수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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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

로 구성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트리옥산 함유량이 5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트리옥산 함유량이 1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폴리아세탈 수지가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폴리아세탈 수지가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빈용매(poor solvent)에 의한 용매 처리 및 가열 처리에서 선

택된 하나 이상의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용매 처리가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빈용매이면서 트리옥산에 대한 양용매(good solvent)에 의한 것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가열 처리가 공기 통기 가열 처리, 불활성 가스 통기 가열 처리, 가열 수증기 처리 및 진공 가열 처리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가열 처리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폴리아세탈 수지가 80 ℃ 이상의 가열하에서의 수성 매질 또는 알코올 함유 수성 매질 처리에 의해 트리

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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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폴리아세탈 수지가 80 ℃ 이상의 가열하에서의 염기성 수성 매질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폴리아세탈 수지가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이 1.2 mmol/kg 이하이고 포르밀기 말단기의 양이 1.2

mmol/kg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폴리아세탈 수지가 불안정 말단기의 양이 0.5 중량％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

성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산화 방지제가 힌더드(hindered) 페놀계 화합물 및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

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가 염기성 질소 화합물, 활성 메틸렌기 함유 화합물 및 폴리페놀 화합물에서 선택되

고, 또한 활성 수소 원자를 갖는 1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가 아미노트리아진계 화합물, 구아니딘계 화합물, 요소계 화합물, 히드라진계 화합

물, 아미노산계 화합물, 아미노알코올계 화합물, 이미드계 화합물, 이미다졸계 화합물 및 아미드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염기성 질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가 멜라민계 화합물, 구아나민계 화합물, 크레아티닌계 화합물, 비우레아계 화합물,

환상 요소계 화합물,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 및 폴리아미드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염기성 질소 화합

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가공 안정제가 장쇄 지방산 또는 그의 유도체,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 및 실리콘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

종 이상의 화합물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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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내열 안정제가 유기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 포스

핀계 화합물, 히드로탈사이트 및 제올라이트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

제 및 내열 안정제로 구성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이며, 이 때 상기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산화 방

지제 0.005 내지 3 중량부,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0.001 내지 20 중량부, 가공 안정제 0.01 내지 5 중량부 및 내열 안정제

0.001 내지 5 중량부의 비율로 포함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내후(광)안정제, 내충격성 개량제, 광택성 제어제, 접동성(sliding property) 개량제, 착색제 및 충전제에

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내후(광)안정제가 벤조트리아졸계 화합물, 벤조페논계 화합물, 방향족 벤조에이트계 화합물, 시아노아

크릴레이트계 화합물, 옥살산 아닐리드계 화합물, 히드록시페닐-1,3,5-트리아진계 화합물 및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내충격성 개량제가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아크릴계 코어쉘(core-shell) 중합체

및 스티렌계 엘라스토머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광택성 제어제가 아크릴계 수지 및 스티렌계 수지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수지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

물.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접동성 개량제가 올레핀계 중합체, 실리콘계 수지 및 불소계 수지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인 폴리아

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의 펠릿과, 적어도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또는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포함하는 마스터 배치(master batch)가 공존해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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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기재된 폴리아세탈 수지와 적어도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탈휘구(exhaust port)를 갖는 압출기로 용융 혼합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으로, 상기 용융 혼합 과정 중에 물 및 알코올류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가공 보조제

를 첨가하고, 상기 탈휘구로부터 휘발 성분을 탈휘 제거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1항에 기재된 폴리아세탈 수지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

를 혼합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으로, 이 때 적어도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압출기의 측면 공급구로부터

공급하여 혼합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1항에 기재된 폴리아세탈 수지와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압출기로 용융 혼합하는 폴리아세탈 수지의 제조 방법으로, 평

균 체류 시간이 300초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1항에 기재된 폴리아세탈 수지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

의 안정제를 압출기에 의해 용융 혼합하고, 압출하여 펠릿을 제조한 후에, 추가로 얻어진 펠릿상 조성물에 대하여 용매 처

리 및(또는) 가열 처리를 수행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1항에 기재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로 구성된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증류수로 2 시간 동안 환류 가열 추출 처리했을 때의 트리옥산 용출량이 성형품 1 kg당 10 mg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증류수로 2 시간 동안 환류 가열 추출 처리했을 때의 트리옥산 용출량이 성형품 1 kg당 5 mg 이하인 폴

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증류수로 2 시간 동안 환류 가열 추출 처리했을 때 트리옥산 용출량이 성형품 1 kg당 1 mg 이하인 폴리

아세탈 수지 성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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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1) 온도 80 ℃에서 24 시간 동안 밀폐 공간에서 보존했을 때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이 성형품의 표면적

1 ㎠당 1.0 ㎍ 이하이고(이거나) (2) 온도 60 ℃, 포화 습도의 밀폐 공간에서 3 시간 동안 보존했을 때의 포름알데히드 발

생량이 성형품의 표면적 1 ㎠당 1.2 ㎍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120 ℃, 5 시간의 가열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이 아세톤 환산치로 성형품 1 g당

15 ㎍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청구항 35.

제29항에 있어서, 120 ℃, 5 시간의 가열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이 아세톤 환산치로 성형품 1 g당

10 ㎍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청구항 36.

제29항에 있어서, 120 ℃, 5 시간의 가열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이 아세톤 환산치로 성형품 1 g당

5 ㎍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청구항 37.

제29항에 있어서, 성형품이 식품용 부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건축자재·배관 부품, 생활·화장품용 부품, 의료용

부품 및 사진용 부품에서 선택된 1종인 이상의 부품인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트리옥산의 함유량이 현저히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및 상기 수지 조성물로 형성되

며 트리옥산의 용출량 및(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이 현저히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폴리아세탈 수지에는 폴리아세탈 수지 단독 중합체와 폴리아세탈 수지 공중합체(폴리아세탈 공중합체)가 알려져 있고, 특

히 열 안정성이 우수한 폴리아세탈 수지 공중합체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폴리아세탈 수지 공중합체는 트리옥산

을 단량체 원료로 하여, 에틸렌 옥사이드, 1,3-디옥솔란, 디에틸렌 글리콜 포르말, 1,4-부탄디올포르말 등의 환상 에테르

나 환상 포르말을 양이온 중합 촉매의 존재하에서 공중합하고, 중합 후의 촉매 실활 공정, 말단 안정화 공정, 안정제 배합

공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얻어지는 중합 직후의 조질(crude)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에는 반응하지 않은 트리옥산이 다량으로 포

함되어 있는 데, 이러한 반응하지 않은 트리옥산은 세정 공정, 탈휘 공정 등의 정제 공정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 실

용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까지 제거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폴리아세탈 수지의 용도가 식품 용도 분야, 생활 용도

분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폴리아세탈 수지로부터 트리옥산이 용출되거나 또는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VOC)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폴리아세탈 수지 공중합체 중에 포함되는 트리옥산, 나아가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으로

부터의 트리옥산의 용출량 또는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보다 한층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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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리옥산은 포름알데히드의 환상 3량체로서 트리옥산 자체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열, 산 등의 작용에 의해 포름알데

히드를 잠재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극한까지 감소시켜 두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폴리아세탈 수지 중

의 포름알데히드량 또는 그 성형품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량이 감소된 수지 조성물 및 성형품에 대하여 산화 방지제

나 염기성 질소 화합물 등의 안정제의 배합 기술에 의한 다양한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 폴리아세탈 수지

와 글리옥실디우레이도 화합물을 포함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일본 특허 공개 (평)10-182928호 공보(특허 문헌 1)

], (2) 폴리아세탈 수지와 환상 질소 함유 화합물(크레아티닌 등의 글리코시아미딘 또는 그의 유도체)를 포함하는 폴리아

세탈 수지 조성물[일본 특허 공개 (평)11-335518호 공보(특허 문헌 2)], (3) 폴리아세탈 수지와, 폴리알킬렌 글리콜, 지

방산 에스테르, 지방산 아미드 및 지방산 금속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가공 안정제와, 요소 또는 그의 유도체 및 아미딘

유도체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억제제를 포함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일본 특허 공개 (평)12-26704호 공보(특허

문헌 3)], (4) 폴리아세탈 수지와, 연질 중합체의 코어와 경질 중합체의 쉘을 갖는 코어쉘(core-shell) 중합체와, 요소 또

는 그의 유도체 및 아미딘 유도체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억제제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일본 특허 공

개 (평)12-26705호 공보(특허 문헌 4)], (5) 폴리아세탈 수지의 미립자와, 요소류 및 아미딘류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활

성 수소 함유 화합물로 구성된 억제제가 공존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일본 특허 공개 (평)12-44769호 공보(특허 문

헌 5)], (6) 폴리아세탈 수지와 pKa가 3.6 이상인 카르복실기 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일본 특허

공개 제2000-239484호 공보(특허 문헌 6)], (7) 폴리아세탈 수지와, 이오노머 수지와, 요소 또는 그의 유도체 및 아미딘

유도체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억제제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일본 특허 공개 제2000-239485호 공보

(특허 문헌 7)], (8) 폴리아세탈계 수지와 변성 페놀 수지(페놀류와 염기성 질소 함유 화합물과 알데히드류와의 축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아세탈계 수지 조성물[일본 특허 공개 제2002-212384호 공보(특허 문헌 8)], (9) 폴리아세탈 수지와,

힌더드 페놀계 화합물과, 트리아진환을 갖는 스피로 화합물과,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

로 구성된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일본 특허 공개 제2003-113289호 공보(특허 문헌 9)]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이나 그 성형품에서는 트리옥산의 용출량 또는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

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높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특히 성형품에서 발생하

는 포름알데히드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특허 문헌 1> 일본 특허 공개 (평)10-182928호 공보(청구항 1)

<특허 문헌 2> 일본 특허 공개 (평)11-335518호 공보(청구항 1)

<특허 문헌 3> 일본 특허 공개 (평)12-26704호 공보(청구항 1)

<특허 문헌 4> 일본 특허 공개 (평)12-26705호 공보(청구항 1)

<특허 문헌 5> 일본 특허 공개 (평)12-44769호 공보(청구항 1)

<특허 문헌 6> 일본 특허 공개 제2000-239484호 공보(청구항 1)

<특허 문헌 7> 일본 특허 공개 제2000-239485호 공보(청구항 1)

<특허 문헌 8> 일본 특허 공개 제2002-212384호 공보(청구항 1)

<특허 문헌 9> 일본 특허 공개 제2003-l13289호 공보(청구항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트리옥산의 용출량 또는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그의 제조 방법, 및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포름알데히드의 발생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그의 제조 방

법, 및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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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용출되는 트리옥산의 양,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이 감소하고 포름알데히

드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내후(광)안정성, 내충격성, (저)광택성, 접동성(sliding property), 기계 물성 등

의 특성이 한층 향상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그의 제조 방법 및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의 검토한 결과,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와 특정 안정

제(포름알데히드 억제제 등)을 조합함으로써,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및 그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의 용출량 및 트

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나아가 폴리아세탈 수지로서 특정 말단기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폴리아세탈 공중합체를 사용하는 동시에 안정제를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로 구성함으로써 상기 수지

조성물(및 그 성형품)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의 발생도 현저히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

렀다.

즉,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폴리아세탈 수지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

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로 구성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이며, 이 때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 중의 트리옥산 함

유량은 100 ppm 이하(바람직하게는 50 ppm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ppm 이하)이다.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폴

리아세탈 공중합체 또는 폴리아세탈 코폴리머)는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

세탈 수지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폴리아세탈 수지는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빈용매(poor solvent)에 의한 용매 처리

및 가열 처리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일 수도 있다. 상기 용매 처

리에 있어서, 용매는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빈용매이면서 트리옥산에 대한 양용매(good solvent)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열 처리로서는 공기 통기 가열 처리, 불활성 가스 통기 가열 처리, 가열 수증기 처리 및 진공 가열 처리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가열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수지 조성물에 있어서, 바람직한 폴리아세탈 수지에는 80 ℃ 이상의 가열하에

서 수성 매질 또는 알코올 함유 수성 매질을 처리하여 트리옥산 함유량을 감소시킨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80 ℃ 이상의 가

열하에서 염기성 수성 매질을 처리하여 트리옥산 함유량을 감소시킨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기 수지 조성물에 있어서, 바람직한 폴리아세탈 수지에는 특정 말단기의 양을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폴리아세탈

공중합체)도 포함된다. 이러한 폴리아세탈 수지는 예를 들면, (i)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이 1.2 mmol/kg 이하이고 포르밀

기 말단기의 양이 1.2 mmol/kg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ii) 불안정 말단기의 양이 0.5 중량％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

중합체 등일 수도 있다. 보다 더 바람직한 폴리아세탈 수지는 (iii)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이 0.7 mmol/kg 이하이고 포르

밀기 말단기의 양이 1 mmol/kg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iv) 불안정 말단기의 양이 0.4 중량％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

중합체 등일 수도 있다.

상기 산화 방지제에는 힌더드(hindered) 페놀계 화합물 및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 등이 포

함된다. 상기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는 염기성 질소 화합물(특히, 아미노트리아진계 화합물, 구아니딘계 화합물, 요소계 화

합물, 히드라진계 화합물, 아미노산계 화합물, 아미노알코올계 화합물, 이미드계 화합물, 이미다졸계 화합물 및 아미드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염기성 질소 화합물), 활성 메틸렌기 함유 화합물, 및 폴리페놀 화합물로부터 선택되며, 또

한 활성 수소 원자를 갖는 1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상기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는

멜라민계 화합물, 구아나민계 화합물, 크레아티닌계 화합물, 비우레아계 화합물, 환상 요소계 화합물, 카르복실산 히드라

지드계 화합물 및 폴리아미드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염기성 질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상기

가공 안정제에는 장쇄 지방산 또는 그의 유도체,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 및 실리콘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

물 등이 포함된다. 상기 내열 안정제는 유기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

포스핀계 화합물, 히드로탈사이트 및 제올라이트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일 수도 있다. 바람직한 폴리아세탈 수지 조

성물에는,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

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로 구성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로서,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트리옥산 함

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산화 방지제 0.005 내지 3 중량부, 포름알데히드 억

제제 0.001 내지 20 중량부, 가공 안정제 0.01 내지 5 중량부, 및 내열 안정제 0.001 내지 5 중량부의 비율로 포함하는 폴

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등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추가로 내후(광)안정제, 내충격성 개량제, 광택성 제어제, 접동성 개량제, 착색제 및

충전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후(광)안정제에는 벤조트리아졸계 화합물, 벤조페논

계 화합물, 방향족 벤조에이트계 화합물,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 옥살산 아닐리드계 화합물, 히드록시페닐-1,3,5-

트리아진계 화합물 및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 등이 포함된다. 또한, 내충격성 개량제는 열가

소성 폴리에스테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아크릴계 코어쉘 중합체, 및 스티렌계 엘라스토머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

등일 수도 있다. 또한, 광택성 제어제에는 아크릴계 수지 및 스티렌계 수지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수지 등이 포함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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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접동성 개량제로서는 올레핀계 중합체, 실리콘계 수지 및 불소계 수지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수지 등을 예시할 수 있

다. 한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에는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의 펠릿과 적어도 포름알

데히드 억제제 또는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포함하는 마스터 배치(master batch)가 공존해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

제를 혼합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i)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예를 들면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와 적어도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탈휘구(exhaust port)를 갖는 압

출기로 용융 혼합하는 방법으로, 상기 용융 혼합 과정 중에 물 및 알코올류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가공 보조제를 첨가하

고 상기 탈휘구로부터 휘발 성분을 탈휘 제거하는 방법, (ii)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예컨대,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

하인 폴리아세탈 수지)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

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압출기의 측면 공급구로부터 공급하여 혼합하는 방법, (iii) 상기 폴

리아세탈 수지(예를 들면,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와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압출기로 용융

혼합하는 방법으로, 평균 체류 시간(용융 혼련 시간)이 300초 이하인 방법, (iv)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트리옥산 함

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폴리아세탈 공중합체)]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

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를 압출기에 의해 용융 혼합하고 압출하여 펠릿을 제조한 후에, 추가로 얻어진 펠

릿상 조성물에 대하여 상기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 (v) 이들 방법을 조합한 방법 등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로 구성된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도 포함한다. 이 수지 성형품에서 트리옥산 용출

량이 매우 감소되었으며, 증류수로 2 시간 동안 환류 가열 추출 처리했을 때의 트리옥산 용출량이 성형품 1 kg 당 10 mg

이하(바람직하게는 5 mg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 mg 이하) 정도이다. 또한,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에서 트

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이 매우 감소되었으며, 120 ℃, 5 시간의 가열 조건하(독일 자동차 공업회 규

격 VDA277에 준거한 평가 조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이 아세톤 환산치로 성형품 1 g당 15 ㎍ 이하(바

람직하게는 10 ㎍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 ㎍ 이하) 정도이다. 또한,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에서 포름알데히

드의 발생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예를 들면 (1) 온도 80 ℃에서 24 시간 동안 밀폐 공간에서 보존했을 때의 포름알데

히드 발생량이 성형품의 표면적 1 ㎠당 1.0 ㎍ 이하이고(이거나) (2) 온도 60℃, 포화 습도의 밀폐 공간에서 3 시간 동안

보존했을 때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이 성형품의 표면적 1 ㎠당 1.2 ㎍ 이하이다. 상기 성형품은 식품용 부품,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부품, 건축자재·배관 부품, 생활·화장품용 부품, 의료용 부품 및 사진용 부품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부품 등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트리옥산 함유량이 낮은 폴리아세탈 수지와 안정제(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내열

안정제 등)를 포함하기 때문에,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및 그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의 용출량 및 트리옥산을 포함하

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트리옥산 함유량이 낮은 폴리아세탈 수지에 소량

의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첨가함으로써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및 그 성형품으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의 발생량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작업 환경, 사용 환경 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내후(광)안정제, 내

충격성 개량제, 광택성 제어제, 접동성 개량제, 착색제, 충전제 등의 배합에 의해, 트리옥산 용출량 및 트리옥산을 포함하

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및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후(광)성, 내충격성, (저)광택

성, 접동성 등의 물성이 향상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및 그 성형품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본 발명의 수지 조성물은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와 안정제로 구성되어 있다.

[폴리아세탈 수지]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폴리아세탈 수지는 수지 중의 트리옥산 함유량(또는 유리된 트리옥산 함유량)이 매우 작은 수지이

다. 트리옥산 함유량은 폴리아세탈 수지 중 100 ppm 이하(0 내지 100 ppm, 예를 들면 0.0001 내지 100 ppm), 바람직하

게는 50 ppm 이하(0 내지 50 ppm, 예를 들면 0.01 내지 50 ppm),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ppm 이하(0 내지 10 ppm, 예를

들면 0.05 내지 10 pp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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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리옥산 함유량"은 폴리아세탈 수지(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 g을 헥사플루오로이소프로판올(HFIP) 10 mL에 용

해시키고 아세톤 40 mL에 재침전 처리하고 이 아세톤 용액을 GC/MS법을 이용하여 정량할 수 있으며, 이는 중합체 품질

에 관한 지표로서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하여 mg/kg(ppm)의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폴리아세탈 수지는 옥시메틸렌기(-OCH2-)만을 구성 단위로 하는 폴리아세탈 단독 중합체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옥시

메틸렌기(특히, 트리옥산 유래의 옥시메틸렌기)를 주된 구성 단위로 하며 이 옥시메틸렌기 이외에 다른 공단량체 단위를

함유하는 폴리아세탈 코폴리머(또는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이다. 공중합체에 있어서, 공단량체 단위에는 탄소수 2 내지 6

정도(바람직하게는 탄소수 2 내지 4 정도)의 옥시알킬렌 단위(예를 들면, 옥시에틸렌기(-OCH2CH2-), 옥시프로필렌기,

옥시테트라메틸렌기 등)이 포함된다. 공단량체 단위의 함유량은 소량, 예를 들면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전체에 대하여 0.01

내지 20 몰％, 바람직하게는 0.03 내지 15 몰％(예를 들면, 0.05 내지 10 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0 몰％ 정도

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는 2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공중합체, 3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3원 공중합체 등일 수 있다. 폴리아세

탈 공중합체는 랜덤 공중합체 이외에, 블록 공중합체, 그래프트 공중합체 등일 수도 있다. 또한, 폴리아세탈 수지는 선상

뿐만 아니라 분지 구조일 수 있고, 가교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폴리아세탈 수지의 중합도, 분지도나 가교도도 특별

히 제한되지 않으며, 용융 성형이 가능한 것이면 바람직하다. 폴리아세탈 수지는 단독 또는 2종 이상을 임의의 비율로 포

함하는 블렌드물일 수 있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는 알데히드류(트리옥산, 포름알데히드, 파라포름알데히드 등) 등의 옥시메틸렌기를 구성하는 단량

체와 공중합 성분을 중합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알데히드류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알

데히드류는 통상적으로 적어도 트리옥산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트리옥산 단독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공중합 성분으로서는 환상 에테르(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부틸렌 옥사이드, 스티렌 옥사이드, 시클로헥센

옥사이드, 1,3-디옥솔란 등), 환상 포르말(디에틸렌 글리콜 포르말, 1,4-부탄디올 포르말 등) 등의 옥시 C2-4 알킬렌기 단

위를 구성하는 단량체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또한, 공중합 성분으로서 알킬 또는 아릴글리시딜 에테르(예를 들면, 메틸글리

시딜 에테르, 에틸글리시딜 에테르, 페닐글리시딜 에테르, 나프틸글리시딜 에테르 등), 알킬렌 또는 폴리옥시알킬렌 글리

콜 디글리시딜 에테르(예를 들면, 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트리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부탄디올 디

글리시딜 에테르 등), 알킬 또는 아릴글리시딜 알코올, 환상 에스테르(예를 들면, β-프로피오락톤 등), 비닐 화합물(예를

들면, 스티렌, 비닐 에테르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공중합 성분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에 있어서, 분자량 조정제로서 공지된 연쇄 이동제, 예를 들면 메틸알과 같이 양쪽 말

단에 알콕시기를 갖는 저분자량 아세탈 등을 임의량으로 공존시켜 분자량(용융 지수)을 조절할 수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의

용융 지수(용융 흐름 지수)는, 예를 들면 0.1 내지 100 g/10분,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80 g/10분,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 g/10분 정도일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 있어서, "폴리아세탈 수지"란 다양한 첨가제를 미리 함유하는 폴리아세탈 수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한다. 즉, 폴리아세탈 수지는 후술하는 각종 첨가제를 미리 함유하는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수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첨가

제로서는, 예를 들면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특히 염기성 질소 화합물), 가공 안정제, 내열 안정제, 내후 안정

제, 착색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첨가제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폴리아세탈 수지에 미리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들 첨가제 중, 산화 방지제(힌더드 페놀계 화합물,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 등), 염기성 질소 화합물(특히, 아미노트

리아진계 화합물, 폴리아미드계 수지, 가교 폴리(메트)아크릴산 아미드 공중합체 등), 가공 안정제[특히, 장쇄 지방산 에스

테르(C14-34 장쇄 지방산 에스테르 등), 장쇄 지방산 아미드(C14-34 장쇄 지방산 아미드 등),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 등],

내열 안정제(알칼리 (토)금속 유기 카르복실산염,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등의 알칼리 토금속 화합

물, 포스핀계 화합물 등)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수지는 통상적으로 미립자(특히, 펠릿)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폴리아세탈 수지가 첨가제를 미리 포함하는 경우, 첨가제(각 첨가제)의 첨가량(함유량)은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

부에 대하여, 예를 들면 0.0001 내지 1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0.8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7

중량부 정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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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의 제조 방법은 최종적인 중합체 특성 지표로서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예를 들면, 100 ppm 이

하)을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제조 공정을 선택하고 그의

제조 조건을 최적화시키거나, 또는 이들 제조 방법을 조합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제조 공정으로서는 예를 들면, 미국 특

허 제2989509호 공보, 미국 특허 제3174948호 공보, 미국 특허 제3318848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9-227916호 공

보, 일본 특허 공개 (소)60-121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60-60121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60-63216호 공보, 일

본 특허 공개 (소)63-101410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1-170610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2-29427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2-4321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4-6541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7-70267호 공보, 일본 특허 공

개 (평)7-90037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8-73549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9-5933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

9-24134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10-10175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10-168144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

10-18277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11-60663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11-12442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제

2003-26745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제2003-26746호 공보, WO 94/09055호 공보, WO 95/02625호 공보, WO 95/

02626호 공보, WO 95/25761호 공보, WO 95/27747호 공보, WO 96/13534호 공보, WO 03/085016호 공보, WO 03/

085017호 공보, WO 03/085018호 공보에 기재된 제조 방법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상기에서 예시한 일반적인 폴리아세탈 수지의 제조 공정(또는 그 조합) 이외에도, 폴리아세탈 수지 중의 트리옥산을 정밀

제거하는 처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트리옥산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즉,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폴리아세탈 수

지(특히,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또는 폴리아세탈 코폴리머)는 용매 처리(또는 용출 처리)나 가열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

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일 수도 있다.

용매 처리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빈용매를 사용하여 용매 처리(또는 세정

처리 또는 용출 처리 또는 추출 처리)하는 방법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용매 처리시, 사용하는 매질(또는 용매)은 적어도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빈용매가 바람직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폴리아세

탈 수지에 대한 빈용매(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하여 비용해성인 용매)이면서 동시에 트리옥산에 대한 양용매인 것이 바람직

하다. 즉, 용매 처리(추출 처리)는 통상적으로 불균일계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용매(빈용매)로서는 물, 알코올류(메탄올, 에탄올, 프로필 알콜 등의 알킬알코올 등), 케톤류(아세톤 등의 디알

킬케톤 등), 에테르류(디에틸 에테르 등의 디알킬 에테르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용매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2종

이상의 매질을 조합한 혼합 매질일 수도 있다. 바람직한 매질(용매)로서는 수성 매질(물), 물과 알코올류와의 혼합 매질(알

코올 함유 수성 매질) 등을 예시할 수 있고, 특히, 물이 바람직하다.

매질은 상기 예시한 매질에 추가로 염기성 물질(또는 알칼리성 물질)을 포함하는 염기성 매질(또는 알칼리성 매질)일 수도

있다. 염기성 물질로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아민류[모노알킬아민(메틸아민,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등),

디알킬아민(디메틸아민, 디에틸아민 등), 트리알킬아민(트리에틸아민 등) 등의 알킬아민류; 모노알칸올아민(에탄올아민

등), 디알칸올아민(디에탄올아민 등), 트리알칸올아민(트리에탄올아민 등) 등의 히드록시알킬아민류 등), 수산화물[금속

수산화물(수산화나트륨 등의 알칼리 금속 수산화물;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칼슘 등의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등), 암모

늄 수산화물(수산화암모늄;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히드록시테트라메틸아민), 수산화테트라에틸암모늄, 수산화테트라

부틸암모늄 등의 수산화테트라알킬암모늄; 콜린 등의 히드록시알킬트리알킬암모늄 히드록시드 등) 등], 약산염[예를 들

면, 유기산(예를 들면, 포름산, 아세트산 등의 알칸카르복실산)과 염기성 물질(상기 예시한 염기성 물질, 예를 들면 콜린

등)과의 염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염기성 물질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되어 매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한 염기성 매질에는 염기성 수성 매질(염기성 물질을 포함하는 물)이 포함된다.

매질(또는 매질과 염기성 물질과의 총량)의 사용량(또는 처리량)은 매질의 종류, 매질의 pH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폴

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예를 들면 50 내지 3000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10000 중량부, 더욱 바람

직하게는 100 내지 5000 중량부 정도일 수 있다.

용매 처리는 상온하에서 수행할 수 있고, 가온하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가온하[예를 들면, 80 ℃ 이상(예를

들면, 80 내지 160 ℃), 특히 90 내지 150 ℃ 정도]에서 용매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용매 처리 중에 상온하 뿐만 아

니라 가온하에서도 통상적으로 불균일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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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매 처리 방법은 연속 방식(향류 이동상 등), 회분 방식, 이들 양 방식의 병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

고, 용매의 종류, 용매의 사용량(공급량), 용매 처리 방식, 용매 처리 온도 등 이외에도, 추가로 용매의 pH, 용매의 처리량,

용매 처리 시간 등을 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예를 들면, 100 ppm 이하)을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가열 처리(방식)으로서는 가열하에서의 가스상 유체에 의한 처리[예를 들면, 공기 통기 가열 처리, 불활성 가스(특히, 질소

가스) 통기 가열 처리, 가열 수증기 처리 등], 진공 가열 처리(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열 처리 장치로서는 송풍 건조

기(예컨대, 수직형 통기 회전 건조기, 회전형 통기 건조기, 밴드형 통기 건조기, 회분식 통기 건조기 등) 등을 예시할 수 있

다.

가열 처리 온도(또는 가열 처리 장치의 열풍 분출구 온도)는 예를 들면, 80 ℃ 이상(예를 들면, 80 내지 160 ℃), 통상적으

로는 80 내지 150℃,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145 ℃ 정도, 더욱 바람직하게는 트리옥산의 비점 이상의 온도(예를 들면,

115 내지 145 ℃)일 수 있다. 또한, 가열 시간(가열 접촉 시간)은 10분 내지 20 시간, 바람직하게는 30분 내지 10 시간, 더

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8 시간 정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가열 온도나 가열 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풍량 등을 최적으

로 설정함으로써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예를 들면, 100 ppm 이하)을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용매 처리 및 가열 처리는 각각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고, 조합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용매 처리 및 가열 처리를 조합

하는 경우, 그 처리 순서는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용매 처리한 후 가열 처리할 수도 있고, 가열 처리한 후 용매 처리

할 수도 있다.

상기 수지 조성물에 있어서, 바람직한 폴리아세탈 수지는 (i) 가열하[예를 들면, 80 ℃ 이상(예를 들면, 80 내지 150 ℃ 정

도)]에서의 수성 매질 또는 알코올 함유 수성 매질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폴리아세

탈 공중합체), (ii) 가열하[예를 들면, 80 ℃ 이상(예를 들면, 80 내지 150 ℃ 정도)]에서의 염기성 수성 매질 처리에 의해

트리옥산 함유량이 감소된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이다.

한편,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는 폴리아세탈 수지 중의 트리옥산 함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

물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상기한 바와 같이 폴리아세탈 수지(상기 첨가제를 미리 포함하는

폴리아세탈 수지를 포함)에 대하여 수행할 수도 있고, (b) 안정제 등을 포함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예를 들면, 펠릿

상 조성물)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c) 이들을 조합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제조 방법(b)에서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에 대하여 상기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특정 트

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을 제조할 수도 있다. 구체적 양태로서는, 예를 들면 용매 처리 및(또는) 가

열 처리되어 있을 수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와 안정제(필요에 따라 다른 첨가제)를 압출기에 의해 용융 혼합하고 압출하여

수지 조성물(특히 펠릿)을 제조한 후에, 추가로 얻어진 조성물(특히, 펠릿상 조성물)에 대하여 상기 매질 처리 및(또는) 가

열 처리를 수행하는 제조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폴리아세탈 수지는 상기 트리옥산 함유량 이외에도, 추가로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 포르밀

말단기의 양, 불안정 말단기의 양 등의 말단기를 특정 비율로 포함하는 폴리아세탈 수지(통상적으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또는 폴리아세탈 코폴리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말단기를 특정 비율로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를 사용하면 한층 더 포름알

데히드의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본 명세서에 있어서 "헤미포르말 말단기"란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의 말단(및 측

쇄)에 위치하는 히드록시메톡시기(-OCH2OH)를 의미하고, "헤미아세탈 말단기"와 동일하다.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폴리아세탈 수지(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 kg에 대하여 2 mmol 이하(예를 들면, 0.01 내지 1.6

mmol)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1.5 mmol 이하(예를 들면, 0.05 내지 1.3 mmol), 바람직하게는 1.2 mmol

이하(예를 들면, 0.05 내지 1.1 m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mmol 이하(예를 들면, 0.05 내지 0.8 mmol), 특히 0.7

mmol 이하(예를 들면, 0.1 내지 0.7 mmol) 정도일 수도 있다. 한편,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통상 1H-NMR 측정에 의

해 산출되며, 일본 특허 공개 제2001-111433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정량할 수 있다.

포르밀 말단기의 양은 폴리아세탈 수지(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 kg에 대하여 2 mmol 이하(예를 들면, 0 내지 1.6 mmol)

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1.5 mmol 이하(예를 들면, 0 내지 1.3 mmol), 바람직하게는 1.2 mmol 이하(예를

들면, 0 내지 1.1 m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mmol 이하(예를 들면, 0 내지 0.8 mmol)정도일 수도 있다. 한편, 포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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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기(HCO-)의 양은 상기 헤미포르말 말단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1H-NMR 측정에 의해 포르밀옥시 말단기

(HCOO-)의 양으로서 산출되며, 일본 특허 공개 제2001-11143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 등을 이용하여 헤미포르말 말단기

와 동시에 정량할 수 있다.

헤미아세탈 말단기와 포르밀 말단기와의 비율(즉, 상기 헤미아세탈 말단기의 양과 포르밀 말단기의 양과의 비율)은 전자/

후자(몰비)가 100/0 내지 5/95, 바람직하게는 100/0 내지 10/90, 더욱 바람직하게는 90/10 내지 15/85, 특히 85/15 내지

15/85 정도인 경우가 많다.

불안정 말단기의 양은 폴리아세탈 수지(폴리아세탈 공중합체) 전체에 대하여 1.0 중량％ 이하(예를 들면, 0.01 내지 0.9

중량％)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0.8 중량％ 이하(예를 들면, 0.01 내지 0.6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중

량％ 이하(예를 들면, 0.01 내지 0.4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0.4 중량％ 이하(예를 들면, 0.01 내지 0.3 중량％), 특히

0.25 중량％ 이하(예를 들면, 0.01 내지 0.25 중량％)정도일 수 있다. 한편, 불안정 말단기의 양은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

g을, 0.5 ％(부피％)의 수산화암모늄을 포함하는 50 ％(부피％) 메탄올 수용액 100 ㎖와 함께 내압 밀폐 용기에 넣고,

180 ℃에서 45분간 가열 처리한 후에, 냉각 개봉하여 얻어지는 용액 중에 분해 용출된 포름알데히드량을 정량하여 폴리아

세탈 공중합체에 대한 중량％로 나타낸 것으로, 중합체 품질에 관한 지표이다.

또한, 이러한 말단기를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폴리아세탈 공중합체)는 예를 들면, 중합 성분(옥시메틸렌기를 구성하는 단

량체 및 공중합 성분) 중의 불순물(물, 메탄올, 포름산 등)을 적게 하는 (특히, 중합 성분 중의 수분량을 20 ppm 이하, 특히

10 ppm 이하로 하는) 방법 등에 의해, 제조 공정의 선택 및 그의 제조 조건의 최적화, 또는 이들 제조 방법을 조합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안정제]

본 발명에서는 트리옥산 함유량이 작은 폴리아세탈 수지를 사용하는 동시에 이러한 특정 트리옥산 농도를 갖는 폴리아세

탈 수지와 특정 안정제를 조합함으로써, 상승적으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및 그 성형품)로부터의 트리옥산 용출량 및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잠재적인 포름

알데히드 발생원이 될 수 있는 트리옥산의 함유량이 매우 작은 폴리아세탈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의 발생

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안정제를 적어도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트리옥산의 용출 및 트리옥산을 포

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및 그 성형품)에서 발생하는 포

름알데히드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안정제는 적어도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제는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로 구성되어 있

다.

[산화 방지제]

산화 방지제에는 힌더드 페놀계 화합물,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 아민계 산화 방지제[페닐나프틸아민, N,N'-디페닐-1,4-

페닐렌디아민, 4,4'-디(α,α-디메틸벤질)디페닐아민 등], 인계 산화 방지제(트리페닐포스파이트 등의 포스파이트계 화합

물, 트리스(2,4-디-t-부틸페닐)포스페이트 등의 트리페닐포스페이트계 화합물, 디포스포나이트계 화합물, 차아인산 금속

염 등), 황계 산화 방지제(디라우릴티오디프로피오네이트 등), 히드로퀴논계 산화 방지제(2,5-디-t-부틸히드로퀴논 등),

퀴놀린계 산화 방지제(6-에톡시-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등) 등이 포함된다. 산화 방지제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내후 안정제

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들 산화 방지제 중 힌더드 페놀계 화합물,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이 바람직하며, 산화 방지제

는 통상적으로 힌더드 페놀계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힌더드 페놀계 화합물]

힌더드 페놀계 화합물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페놀계 산화 방지제, 예를 들면 단환식 힌더드 페놀 화합물(2,6-디-t-부

틸-p-크레졸 등), 탄화수소기 또는 황 원자를 포함하는 기로 연결된 다환식 힌더드 페놀 화합물[2,2'-메틸렌비스(4-메틸

-6-t-부틸페놀), 4,4'-메틸렌비스(2,6-디-t-부틸페놀), 1,1,3-트리스(2-메틸-4-히드록시-5-t-부틸페닐)부탄 등의

C1-10 알킬렌비스 내지 테트라키스(t-부틸페놀)류; 4,4'-부틸리덴비스(3-메틸-6-t-부틸페놀) 등의 C2-10 알케닐렌 또는

디에닐렌 비스 내지 테트라키스(t-부틸페놀)류; 1,3,5-트리메틸-2,4,6-트리스(3,5-디-t-부틸-4-히드록시벤질)벤젠 등

의 C6-20 아릴렌 또는 아르알킬렌비스 내지 테트라키스(t-부틸페놀)류; 4,4'-티오비스(3-메틸-6-t-부틸페놀) 등의 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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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갖는 기로 연결된 비스(t-부틸페놀)류 등], 에스테르기 또는 아미드기를 갖는 힌더드 페놀 화합물[n-옥타데실-3-

(4'-히드록시-3',5'-디-t-부틸페닐)프로피오네이트, n-옥타데실-2-(4'-히드록시-3',5'-디-t-부틸페닐)프로피오네이트

등의 C2-10 알킬렌카르보닐옥시기를 갖는 t-부틸페놀; 1,6-헥산디올-비스[3-(3,5-디-t-부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

오네이트], 트리에틸렌 글리콜-비스[3-(3-t-부틸-5-메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 펜타에리트리톨테트라키

스[3-(3,5-디-t-부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 등의 지방산의 폴리올 에스테르로 연결된 비스 내지 테트라키

스(t-부틸페놀)류; 3,9-비스[2-{3-(3-t-부틸-4-히드록시-5-메틸페닐)프로피오닐옥시}-1,1-디메틸에틸]-2,4,8,10-

테트라옥사스피로[5.5]운데칸 등의 헤테로환기와 C2-10 알킬렌카보닐옥시기를 갖는 비스 내지 테트라키스(t-부틸페놀)

류; 2-t-부틸-6-(3'-t-부틸-5'-메틸-2'-히드록시벤질)-4-메틸페닐아크릴레이트, 2-[1-(2-히드록시-3,5-디-t-펜틸

페닐)에틸]-4,6-디-t-펜틸페닐아크릴레이트 등의 C3-10 알케닐카르보닐옥시기를 갖는 t-알킬페놀(예를 들면, t-부틸페

놀 및 t-펜틸페놀 등); 디-n-옥타데실-3,5-디-t-부틸-4-히드록시벤질포스포네이트 등의 포스폰산 에스테르기를 갖는

힌더드 페놀 화합물; N,N'-헥사메틸렌비스(3,5-디-t-부틸-4-히드록시디히드로신남아미드, N,N'-에틸렌비스[3-(3,5-

디-t-부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온아미드], N,N'-테트라메틸렌비스[3-(3,5-디-t-부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온아

미드], N,N'-헥사메틸렌비스[3-(3,5-디-t-부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온아미드], N,N'-에틸렌비스[3-(3-t-부틸-5-

메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온아미드], N,N'-헥사메틸렌비스[3-(3-t-부틸-5-메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온아미드]

, N,N'-비스[3-(3,5-디-t-부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오닐]히드라진, N,N'-비스[3-(3-t-부틸-5-메틸-4-히드록시

페닐)프로피오닐]히드라진, 1,3,5-트리스(3,5-디-t-부틸-4-히드록시벤질)이소시아누레이트, 1,3,5-트리스(4-t-부틸-

3-히드록시-2,6-디메틸벤질)이소시아누레이트 등의 아미드 단위를 갖는 힌더드 페놀 화합물 등)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

서도, t-부틸(특히 복수의 t-부틸)기를 갖는 페놀 화합물(특히 복수의 t-부틸페놀 부위를 갖는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힌

더드 페놀계 화합물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로서는 입체 장해성기를 갖는 피페리딘 유도체, 예를 들면 에스테르기 함유 피페리딘 유도체[4-아세

톡시-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 4-스테아로일옥시-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 4-아크릴로일옥시-2,2,6,6-테트

라메틸피페리딘 등의 지방족 아실옥시피페리딘(C2-10 지방족 아실옥시-테트라메틸피페리딘 등); 4-벤조일옥시-

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 등의 방향족 아실옥시피페리딘(C7-11 방향족 아실옥시테트라메틸피페리딘 등); 비스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딜)옥살레이트, 비스(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딜)말로네이트, 비스(2,2,6,6-테트라

메틸-4-피페리딜)아디페이트, 비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딜)아디페이트, 비스(2,2,6,6-테트라메틸-4-피페리

딜)세바케이트, 비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딜)세바케이트 등의 지방족 디 또는 트리카르복실산-비스 또는 트리

스피페리딜 에스테르(C2-20 지방족 디카르복실산-비스피페리딜 에스테르 등); 비스(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딜)테

레프탈레이트, 트리스(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딜)벤젠-1,3,5-트리카르복실레이트 등의 방향족 디 내지 테트라카

르복실산-비스 내지 테트라키스피페리딜 에스테르(방향족 디 또는 트리카르복실산-비스 또는 트리스피페리딜 에스테르

등) 등], 에테르기 함유 피페리딘 유도체[4-메톡시-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 등의 C1-10 알콕시피페리딘(C1-6 알콕

시-테트라메틸피페리딘 등); 4-시클로헥실옥시-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 등의 C5-8 시클로알킬옥시피페리딘; 4-페

녹시-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 등의 C6-10 아릴옥시피레리딘; 4-벤질옥시-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 등의 C6-10

아릴-C1-4 알킬옥시피페리딘; 1,2-비스(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딜옥시)에탄 등의 알킬렌디옥시비스비페리딘(C1-

10 알킬렌디옥시비스피페리딘 등) 등], 아미드기 함유 피페리딘 유도체[4-(페닐카르바모일옥시)-2,2,6,6-테트라메틸피

페리딘 등의 카르바모일옥시피페리딘; 비스(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딜)헥사메틸렌-1,6-디카르바메이트 등의 카

르바모일옥시로 치환된 알킬렌디옥시-비스피페리딘 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고분자량의 피페리딘 유도체 중축합물(숙

신산 디메틸-1-(2-히드록시에틸)-4-히드록시-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 중축합물, 폴리{6-[(1,1,3,3-테트라메틸

부틸)이미노-1,3,5-트리아진-2,4-디일][2-(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딜)아미노]헥사메틸렌[4-(2,2,6,6-테트라메틸

피페리딜)이미노]} 등) 등이 포함된다.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로서는 (a) 염기성 질소 화합물, (b) 활성 메틸렌 화합물, (c) 폴리페놀계 화합물 등의 활성 수소 함유

화합물을 들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a) 염기성 질소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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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성 질소 화합물로서는 아미노트리아진계 화합물, 구아니딘계 화합물, 요소계 화합물, 히드라진계 화합물, 아미노산계

화합물, 아미노알코올계 화합물, 이미드계 화합물, 이미다졸계 화합물 및 아미드계 화합물을 들 수 있다.

아미노트리아진계 화합물에는 멜라민계 화합물 {예를 들면, 멜라민, 멜라민 축합체(멜람, 멜렘, 멜론), 비스멜라민계 화합

물(WO 00/17171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61-271346호 공보에 기재된 화합물 등), 멜라민 수지(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 N-히드록시아릴알킬멜라민계 화합물[N,N',N''-모노 내지 헥사키스(o, m 및(또는) p-히드록시페닐메틸)멜라민

등] 등}, 구아나민계 화합물이 포함된다.

구아나민계 화합물로서는, 지방족 구아나민계 화합물[모노구아나민류(발레로구아나민, 카프로구아나민, 헵타노구아나민,

카프릴로구아나민, 스테아로구아나민 등), 알킬렌비스구아나민류(숙시노구아나민, 글루타로구아나민, 아디포구아나민,

피멜로구아나민, 수베로구아나민, 아젤로구아나민, 세바코구아나민 등)], 지환족 구아나민계 화합물[모노구아나민류(시

클로헥산카르보구아나민, 노르보르넨카르보구아나민, 시클로헥센카르보구아나민, 노르보르난카르보구아나민 및 이들의

관능기 치환체(알킬기, 히드록시기, 아미노기, 아세토아미노기, 니트릴기, 카르복시기, 알콕시카르보닐기, 카르바모일기,

알콕시기, 페닐기, 큐밀기, 히드록시페닐기 등의 관능기가 시클로알칸 잔기에 1 내지 3개 치환된 유도체 등) 등], 방향족

구아나민계 화합물[모노구아나민류(벤조구아나민 및 그 관능기 치환체(알킬기, 히드록시기, 아미노기, 아세토아미노기,

니트릴기, 카르복시기, 알콕시카르보닐기, 카르바모일기, 알콕시기, 페닐기, 큐밀기, 히드록시페닐기 등의 관능기가 벤조

구아나민의 페닐 잔기에 1 내지 5개 치환된 유도체 등: 예를 들면, o-, m- 또는 p-톨루구아나민, o-, m- 또는 p-크실로

구아나민, o-, m- 또는 p-페닐벤조구아나민, o-, m- 또는 p-히드록시벤조구아나민, 4-(4'-히드록시페닐)벤조구아나민,

o-, m- 또는 p-니트릴벤조구아나민, 3,5-디메틸-4-히드록시벤조구아나민, 3,5-디-t-부틸-4-히드록시벤조구아나민

등), α- 또는 β-나프토구아나민 및 이들의 관능기로 치환된 유도체, 폴리구아나민류(프탈로구아나민, 이소프탈로구아나

민, 테레프탈로구아나민, 나프탈렌디구아나민, 비페닐렌디구아나민 등), 아르알킬 또는 아르알킬렌구아나민류(페닐아세

토구아나민, β-페닐프로피오구아나민, o-, m- 또는 p-크실릴렌비스구아나민 등) 등)], 헤테로 원자 함유 구아나민계 화

합물[아세탈기 함유 구아나민류(2,4-디아미노-6-(3,3-디메톡시프로필-s-트리아진 등), 디옥산환 함유 구아나민류{[2-

(4',6'-디아미노-s-트리아진-2'-일)에틸]-1,3-디옥산,[2-(4',6'-디아미노-s-트리아진-2'-일)에틸]-4-에틸-4-히드록

시메틸-1,3-디옥산 등}, 테트라옥소스피로환 함유 구아나민류(CTU-구아나민, CMTU-구아나민 등), 이소시아누르환 함

유 구아나민류(1,3,5-트리스[2-(4',6'-디아미노-s-트리아진-2'-일)에틸]이소시아누레이트, 1,3,5-트리스[3-(4',6'-디

아미노-s-트리아진-2'-일)프로필]이소시아누레이트 등), 이미다조일환 함유 구아나민류(일본 특허 공개 (평)6-179671

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7-10871호 공보에 기재된 구아나민 화합물 등), 이미다졸환 함유 구아나민류(일본 특허 공개

(소)47-41120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3-284675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7-33766호 공보에 기재된 구아나민 화

합물 등), 일본 특허 공개 제2000-154181호 공보에 기재된 구아나민 화합물 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기 멜라민, 멜라

민 유도체, 구아나민계 화합물의 알콕시메틸기가 아미노기로 치환된 화합물[예를 들면, 모노 내지 헥사메톡시메틸멜라민,

모노 내지 테트라메톡시메틸벤조구아나민, 모노 내지 옥타메톡시메틸 CTU-구아나민 등] 등도 포함된다.

구아니딘계 화합물에는 시아노구아니딘, 크레아티닌계 화합물(크레아티닌 등) 등이 포함된다.

요소계 화합물에는 쇄상 요소계 화합물[비우레아계 화합물(비우레아 등), 뷰렛, 요소와 포름알데히드와의 축합체(포름 질

소), 폴리알킬렌 또는 아릴렌 요소(폴리노나메틸렌 요소 등) 등], 환상 요소계 화합물[히단토인류(히단토인, 5-메틸히단

토인, 5-에틸히단토인, 5-이소프로필히단토인, 5-페닐히단토인, 5-벤질히단토인, 5,5-디메틸히단토인, 5,5-펜타메틸렌

히단토인, 5-메틸-5-페닐히단토인, 5,5-디페닐히단토인, 5-(o-, m- 또는 p-히드록시페닐)히단토인, 5-(o-, m- 또는

p-아미노페닐)히단토인, 알란토인, 5-메틸알란토인, 알란토인의 금속염(Al염: 알란토인디히드록시알루미늄염 등), 크로

틸리덴 디우레아, 아세틸렌 요소, 모노 내지 테트라알콕시메틸글리콜우릴(모노 내지 테트라메톡시 메틸글리콜우릴 등), 요

산, 우라졸 등) 등이 포함된다.

히드라진계 화합물로서는 히드라진, 히드라진 유도체(히드라존,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 등)를 예시할 수 있고,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지방족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모노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

(라우르산 히드라지드, 스테아르산 히드라지드, 12-히드록시스테아르산 히드라지드,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히

드라지드 등), 폴리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숙신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글루타르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아디프

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피멜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수베르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아젤라산 모노 또는 디히

드라지드, 세박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도데칸이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헥사데칸이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에이코산이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7,11-옥타데카디엔-1,18-디카르보히드라지드 등) 등], 지환족 카르복실산 히드

라지드계 화합물[모노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시클로헥산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 등), 폴리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이

량체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삼량체산 모노 내지 트리히드라지드, 1,2-, 1,3- 또는 1,4-시클로헥산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시클로헥산트리카르복실산 모노 내지 트리히드라지드 등) 등], 방향족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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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모노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벤조산 히드라지드 및 그 관능기 치환체(알킬기, 히드록시기, 아세톡시기, 아미노기, 아

세토아미노기, 니트릴기, 카르복시기, 알콕시카르보닐기, 카르바모일기, 알콕시기, 페닐기, 벤질기, 큐밀기, 히드록시페닐

기 등의 관능기가 벤조구아나민의 페닐 잔기에 1 내지 5개 치환된 유도체: 예를 들면, o-, m- 또는 p-메틸벤조산 히드라

지드, 2,4-, 3,4-, 3,5- 또는 2,5-디메틸벤조산 히드라지드, o-, m- 또는 p-히드록시벤조산 히드라지드, o-, m- 또는

p-아세톡시벤조산 히드라지드, 4-히드록시-3-페닐벤조산 히드라지드, 4-아세톡시-3-페닐벤조산 히드라지드, 4-페닐

벤조산 히드라지드, 4-(4'-페닐)벤조산 히드라지드, 4-히드록시-3,5-디메틸벤조산 히드라지드, 4-히드록시-3,5-디-t-

부틸벤조산 히드라지드 등), α- 또는 β-나프토산 히드라지드 및 이들의 관능기 치환체(예를 들면, 3-히드록시-2-나프토

산 히드라지드, 6-히드록시-2-나프토산 히드라지드 등), 폴리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이소프탈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

지드, 테레프탈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1,4- 또는 2,6-나프탈렌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3,3'-, 3,4'-

또는 4,4'-디페닐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디페닐에테르 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디페닐메탄

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디페닐에탄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디페녹시에탄디카르복실산 모

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디페닐 술폰 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디페닐 케톤 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

지드, 4,4''-터페닐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4,4'''-쿼터페닐 디카르복실산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1,2,4-

벤젠트리카르복실산 모노 내지 트리히드라지드, 피로멜리트산 모노 내지 테트라히드라지드, 1,4,5,8-나프토산 모노 내지

테트라히드라지드 등) 등)], 헤테로 원자 함유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디옥산환 함유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

(5-메틸올-5-에틸-2-(1,1-디메틸-2-카르복시에틸)-1,3-디옥산의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등), 테트라옥소스피로환

함유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3,9-비스(2-카르복시에틸)-2,4,8,10-테트라옥사스피로[5.5]운데칸의 모노 또는 디히드

라지드, 3,9-비스(2-메톡시카르보닐에틸)-2,4,8,10-테트라옥사스피로[5.5]운데칸의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3,9-비

스(1,1-디메틸-1-카르복시메틸)-2,4,8,10-테트라옥사스피로[5.5]운데칸의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3,9-비스(1,1-디

메틸-1-메톡시카르보닐메틸)-2,4,8,10-테트라옥사스피로[5.5]운데칸의 모노 또는 디히드라지드 등), 이소시아누르환

함유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1,3,5-트리스[2-카르복시에틸]이소시아누레이트의 모노 내지 트리히드라지드, 1,3,5-트

리스(3-카르복시프로필)이소시아누레이트의 모노 내지 트리히드라지드 등), 히단토인환 함유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류

(1,3-비스(2-히드라디노카르보닐에틸)-5-이소프로필히단토인 등), 미국 특허 제4465830호 공보, 미국 특허 제

4544733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3-193753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8-131953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9-

24714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9-6725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60-178851호 공보 및 일본 특허 공개 (소)61-

183316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 등], 중합체형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가교체일 수 있

는 폴리(메트)아크릴산 히드라지드의 단독 또는 공중합체(올레핀 공중합체, 비닐 단량체 공중합체, 스티렌 공중합체 디비

닐벤젠 가교체, 비스(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 가교체 등) 등: 일본 특허 공개 (소)53-14249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

54-21493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4-43254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5-145529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

56-230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6-105905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8-6923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63-

49300호 공보에 기재된 중합체, 시판되는 "아미노폴리아크릴아미드 APA"(오츠카 가가쿠(주)(Otsuka Chemical Co.,

Ltd.) 제조), 미국 특허 제3574786호 공보에 기재된 공중합체 등] 등이 예시된다.

아미노산계 화합물에는 아미노산류 등이 포함된다. 아미노산류로서는 α-아미노산, β-아미노산, γ-아미노산, δ-아미노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α-아미노산으로서는, 모노아미노모노카르복실산류(글리신, 알라닌, 발린, 노르발린, 류신, 노르류신,

이소류신, 페닐알라닌, 티로신, 디요오도티로신, 수리나민, 트레오닌, 세린, 프롤린, 히드록시프롤린, 트립토판, 메티오닌,

시스틴, 시스테인, 시트룰린, α-아미노부티르산, 헥사히드로피콜린산, 테아닌, o-티로신, m-티로신, 3,4-디히드록시페닐

알라닌 등), 모노아미노디카르복실산류(아스파라긴산, 글루탐산,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헥사히드로디피콜린산, 헥사히드

로퀴놀린산 등), 디아미노모노카르복실산류(리신, 히드록시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β-아미노

산, γ-아미노산, δ-아미노산으로서는 β-알라닌, β-아미노부티르산, 헥사히드록시신코메론산, γ-아미노부티르산, δ-아미

노-n-발레르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이들 아미노산류는 D-형, L-형, DL-형 중 어느 하나일 수 있으며, 또한 카르복실기

가 금속염화(알칼리 금속염, 알칼리 토금속염 등), 아미드화, 히드라지드화, 에스테르화(메틸 에스테르, 에틸 에스테르 등)

된 아미노산 유도체도 포함된다.

아미노알코올계 화합물로는 모노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2-아미노-1-부탄올,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아

미노-2-메틸-1,3-프로판디올, 2-아미노-2-에틸-1,3-프로판디올,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등을 들 수 있다.

이미드계 화합물에는 프탈산 이미드, 트리멜리트산 이미드, 피로멜리트산 이미드 등이 포함된다.

이미다졸계 화합물에는 알킬이미다졸류(2-운데실이미다졸, 2-헵타데실이미다졸 등), 아릴이미다졸류(2-페닐이미다졸,

2-페닐-4-메틸이미다졸 등), 비스이미다졸류(2,2'-비스이미다졸 등), 알킬렌비스이미다졸류[테트라메틸렌-1,4-비스

(2-이미다졸) 등], 아릴렌비스이미다졸류[1,3-페닐렌-비스(2-이미다졸), 1,4-페닐렌-비스(2-이미다졸) 등], 이미다졸

의 요소 유도체[N-[2-(2-메틸-1-이미다졸릴)에틸]요소, N,N'-비스(2-메틸-1-이미다졸릴에틸)요소 등] 등이 포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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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드계 화합물에는 지방족 카르복실산 아미드류(말론아미드, 아디프산 아미드, 세박산 아미드, 도데칸이산 아미드 등),

환상 카르복실산 아미드류(ε-카프로락탐 등), 방향족 카르복실산 아미드(벤조산 아미드, o-, m- 또는 p-아미노벤즈아미

드, 이소프탈산 디아미드, 테레프탈산 아미드 등), 폴리아미드계 화합물[예를 들면, 나일론 3(폴리 β-알라닌), 나일론 46,

나일론 6, 나일론 66, 나일론 11, 나일론 12, 나일론 MXD6, 나일론 6-10, 나일론 6-11, 나일론 6-12, 나일론 6-66-610,

나일론 9T 등의 폴리아미드계 수지 등], 폴리에스테르 아미드, 폴리아미드이미드, 폴리우레탄, 폴리(메트)아크릴산 아미

드계 수지[미국 특허 제5011890호 공보에 기재된 중합체 등의 가교체일 수 있는 폴리(메트)아크릴산 아미드 단독 또는 공

중합체 등], 폴리(비닐락탐)단독 또는 공중합체[폴리(N-비닐피롤리돈)의 단독 또는 공중합체(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소)55-52338호 공보, 미국 특허 제3204014호 공보에 기재된 단독 또는 공중합체 등) 등], 폴리(N-비닐카르복실산 아미

드), N-비닐카르복실산 아미드와 다른 비닐 단량체와의 공중합체(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제2001-247745호 공보, 일

본 특허 공개 제2001-13138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8-31130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소)59-86614호 공보, 미국

특허 제5455042호 공보, 미국 특허 제5407996호 공보, 미국 특허 제5338815호 공보에 기재된 단독 또는 공중합체 등)

등을 들 수 있다.

(b) 활성 메틸렌 화합물

활성 메틸렌 화합물에는 β-디케톤 화합물[β-케토산류[(시클로)알킬카르보닐아세트산, 아릴카르보닐아세트산 및 아르알

킬카르보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유도체 또는 금속염류(다가 알코올의 에스테르 유도체: 예를 들면, 폴리비닐알콜 단독 또

는 공중합체의 아세토아세트산 에스테르 유도체 또는 벤조일아세트산 에스테르 유도체, 일본 특허 공개 (평)11-114041호

공보에 기재된 아세토아세트산기 함유 포화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등)], 아세틸아세톤류(아세틸아세톤, 1,3-아세톤디카르

복실산 디메틸, 1,3-아세톤디카르복실산 디아미드, 폴리-1,3-아세톤디카르복실산 에스테르 등), 시클로헥산-1,3-디온,

디메돈 등] 등을 들 수 있다.

(c) 폴리페놀계 화합물

폴리페놀계 화합물에는 예컨대, 노볼락형 페놀 수지, 페놀아르알킬 수지, 변성 페놀 수지(페놀멜라민 수지, 페놀아르알킬

멜라민 수지 등), 폴리비닐페놀 단독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탄닌류, 카테킨류, 리그닌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예를 들면, 히드라진계 화합물, 아미노산계 화합물)은 층상 물질, 다공성 물질(히드로탈사이트,

몬모릴로나이트, 실리카겔, 알루미나, 티타니아, 지르코니아, 세피오라이트, 스멕타이트, 팰리고르스카이트, 이모골라이

트, 제올라이트, 활성탄 등)에 담지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접 화합물(α-, β-, γ-, 또는 δ-시클로덱스트린 등)에 포접되어

있을 수도 있다.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중에서도 염기성 질소 화합물이 바람직하며, 특히 아미노트리아진계 화합물(특히, 방향족 구아

나민계 화합물, 헤테로 원자 함유 구아나민계 화합물 등의 구아나민계 화합물), 요소계 화합물(특히, 쇄상 요소계 화합물,

환상 요소계 화합물), 히드라진계 화합물(특히, 지방족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 지환족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 방향족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 헤테로 원자 함유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 중합체형 카르복실

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 등의 유기 카르복실산 히드라지드계 화합물), 아미드계 화합물(특히, 폴리아미드계 수지, 폴리(메

트)아크릴산 아미드계 수지 등의 아미드계 수지)를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공 안정제]

가공 안정제로서는 장쇄 지방산 또는 그의 유도체,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 실리콘 화합물, 불소 화합물(폴리테트라플루오

로에틸렌, 폴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공

중합체,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퍼플루오로알킬 비닐 에테르 공중합체 등의 불소 함유 올리고머나 불소계 수지 등), 왁스

류(폴리에틸렌 왁스 등의 폴리올레핀계 왁스, 에틸렌 공중합체 왁스 등의 올레핀 공중합체 왁스, 이들의 부분 산화물 또는

혼합물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바람직한 가공 안정제는 (a) 장쇄 지방산 또는 그의 유도체, (b)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 (c) 실리콘계 화합물이고, 가공 안

정제는 통상 이들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a) 장쇄 지방산 또는 그의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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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쇄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일 수 있고, 불포화 지방산일 수도 있다. 또한, 일부의 수소 원자가 히드록실기 등의 치환기로

치환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쇄 지방산으로서는 탄소수 10 이상의 1가 또는 2가 지방산, 예를 들면 탄소수 10 이

상의 1가 포화 지방산[카프르산,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펜타데실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아라크산, 베헨산, 몬탄산 등

의 C10-34 포화 지방산(바람직하게는 C10-30 포화 지방산) 등], 탄소수 10 이상의 1가 불포화 지방산[올레산, 리놀레산, 리

놀렌산, 아라키돈산, 에루크산 등의 C10-34 불포화 지방산(바람직하게는 C10-30 불포화 지방산) 등], 탄소수 10 이상의 2

가 지방산(이염기성 지방산)[세박산, 도데칸산, 테트라데칸산, 텝시아산 등의 2가 C10-30 포화 지방산(바람직하게는 2가

C10-20 포화 지방산), 데센이산, 도데센이산 등의 2가 C10-30 불포화 지방산(바람직하게는 2가 C10-20 불포화 지방산) 등]

을 예시할 수 있다. 이들 지방산은 1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지방산에는 하나 또는 복수의 히

드록실기를 분자내에 갖는 지방산(예를 들면, 12-히드록시스테아르산 등의 히드록시 포화 C10-26 지방산 등)도 포함된다.

장쇄 지방산의 유도체에는 지방산 에스테르 및 지방산 아미드 등이 포함된다. 상기 장쇄 지방산 에스테르는 그 구조가 특

별히 제한되지는 않고, 직쇄형 또는 분지쇄형 지방산 에스테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장쇄 지방산과 알코올과의

에스테르(모노에스테르, 디에스테르, 트리에스테르, 테트라에스테르 등의 하나 또는 복수의 에스테르 결합을 갖는 에스테

르 등)을 들 수 있다. 장쇄 지방산 에스테르를 구성하는 알코올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다가 알코올로서는 탄소

수가 2 내지 8 정도, 바람직하게는 2 내지 6가 정도의 다가 알코올 또는 그 중합체, 예를 들면 알킬렌 글리콜(예를 들면, 에

틸렌 글리콜, 디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등의 C2-8 알킬렌 글리콜(바람직하게는 C2-6 알킬렌 글리콜) 등) 등의 디

올류, 글리세린, 트리메틸올프로판 또는 이들의 유도체 등의 트리올류, 펜타에리트리톨, 소르비탄 또는 이들의 유도체 등

의 테트라올류, 및 이들 다가 알코올류의 단독 또는 공중합체(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등의 폴

리옥시알킬렌 글리콜의 단독 또는 공중합체, 폴리글리세린, 디펜타에리트리톨, 폴리펜타에리트리톨 등) 등을 예시할 수 있

다. 상기 폴리알킬렌 글리콜의 평균 중합도는 2 이상(예를 들면, 2 내지 500),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00(예를 들면, 2 내지

300) 정도이고, 평균 중합도 16 이상(예를 들면, 20 내지 200 정도)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은 탄소

수 12 이상의 지방산과의 에스테르로서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바람직한 다가 알코올은 평균 중합도가 2 이상인 폴리알킬

렌 글리콜이다. 이들 다가 알코올은 1종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쇄 지방산 에스테르의 예로서는 C14-34 장쇄 지방산 에스테르, 예를 들면 에틸렌 글리콜 모노 또는 디팔미트산

에스테르, 에틸렌 글리콜 모노 또는 디스테아르산 에스테르, 에틸렌 글리콜 모노 또는 디베헨산 에스테르, 에틸렌 글리콜

모노 또는 디몬탄산 에스테르, 글리세린 모노 내지 트리팔미트산 에스테르, 글리세린 모노 내지 트리스테아르산 에스테르,

글리세린 모노 내지 트리베헨산 에스테르, 글리세린 모노 내지 트리몬탄산 에스테르, 펜타에리트리톨 모노 내지 테트라팔

미트산 에스테르, 펜타에리트리톨 모노 내지 테트라스테아르산 에스테르, 펜타에리트리톨 모노 내지 테트라베헨산 에스테

르, 펜타에리트리톨 모노 내지 테트라몬탄산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 트리스테아르산 에스테르, 트리메틸올프로판 모노팔

미트산 에스테르, 펜타에리트리톨 모노운데실산 에스테르,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르산 에스테르, 폴리알킬렌 글리콜(폴리에

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등)의 모노라우레이트, 모노팔미테이트, 모노스테아레이트, 모노베헤네이트, 모노몬타

네이트, 디라우레이트, 디팔미테이트, 디스테아레이트, 디베헤네이트, 디몬타네이트, 디올레에이트, 디리놀레이트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지방산 아미드로서는 상기 장쇄 지방산(1가 또는 2가 장쇄 지방산)과 아민류(모노아민, 디아민, 폴리아민류 등)과의

산 아미드(모노아미드, 비스아미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모노아미드로서는 예를 들면, 카프르산 아미드, 라우르산 아미

드, 미리스트산 아미드, 팔미트산 아미드, 스테아르산 아미드, 아라크산 아미드, 베헨산 아미드, 몬탄산 아미드 등의 포화

지방산의 제1급산 아미드, 올레산 아미드 등의 불포화 지방산의 제1급산 아미드, 스테아릴스테아르산 아미드, 스테아릴올

레산 아미드 등의 포화 및(또는) 불포화 지방산과 모노아민과의 제2급산 아미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바람직한 지방산 아

미드는 비스아미드이다. 상기 비스아미드에는 C1-6 알킬렌디아민(특히 C1-2 알킬렌디아민)과 상기 지방산과의 비스아미

드 등이 포함되고,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C14-34 장쇄 지방산 아미드, 예를 들면 에틸렌디아민-디팔미트산 아미드, 에틸렌

디아민-디스테아르산 아미드(에틸렌비스스테아릴아미드), 헥사메틸렌디아민-디스테아르산 아미드, 에틸렌디아민-디베

헨산 아미드, 에틸렌디아민-디몬탄산 아미드, 에틸렌디아민-디올레산 아미드, 에틸렌디아민-디에루크산 아미드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에틸렌 디아민-(스테아르산 아미드)올레산 아미드 등의 알킬렌디아민의 아민 부위에 상이한 아실기가 결합

한 구조를 갖는 비스아미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산 아미드에 있어서, 산 아미드를 구성하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장쇄 지방산 또는 그의 유도체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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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

상기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에는 알킬렌 글리콜(예를 들면,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테트라메틸렌 글리콜 등의

C2-6 알킬렌 글리콜(바람직하게는 C2-4 알킬렌 글리콜) 등)의 단독 중합체, 공중합체 및 이들의 유도체 등이 포함된다. 구

체적인 예로서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폴리테트라메틸렌 글리콜 등의 폴리 C2-6 옥시알킬렌 글리콜

(바람직하게는 폴리 C2-4 옥시알킬렌 글리콜),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랜덤 또는 블록 공중합체 등),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 글리세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 모노부틸 에테르 등의 공중합체류

를 들 수 있다. 바람직한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은 옥시에틸렌 단위를 갖는 중합체,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옥

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및 이들의 유도체 등이다. 또한, 상기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의 수 평균 분자량은

3×102 내지 1×106(예를 들면, 5×102 내지 5×105), 바람직하게는 1×103 내지 1×105(예를 들면, 1×103 내지 5×104)

정도이다.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c) 실리콘계 화합물

실리콘계 화합물에는 폴리오르가노실록산 등이 포함된다. 폴리오르가노실록산으로서는, 디알킬실록산(예를 들면, 디메틸

실록산 등), 알킬아릴실록산(예를 들면, 메틸페닐실록산 등), 디아릴실록산(예를 들면, 디페닐실록산 등) 등의 단독 중합체

(예를 들면, 폴리디메틸실록산, 폴리페닐메틸실록산 등) 또는 공중합체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폴리오르가노실록산은 올리

고머일 수 있다. 또한, 폴리오르가노실록산에는 분자 말단이나 주쇄에, 에폭시기, 히드록실기, 알콕시기, 카르복실기, 아미

노기 또는 치환된 아미노기(디알킬아미노기 등), 에테르기, 비닐기, (메트)아크릴로일기 등의 치환기를 갖는 변성 폴리오

르가노실록산(예를 들면, 변성 실리콘) 등도 포함된다. 이들 실리콘계 화합물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열 안정제]

상기 내열 안정제에는 (a) 유기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 (b)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 (c) 포스

핀계 화합물, (d) 히드로탈사이트, (e) 제올라이트 등이 포함된다.

(a) 유기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

유기 카르복실산으로서는 pKa가 3.6 이상인 카르복실기 함유 화합물을 들 수 있고, 이러한 화합물에는 일본 특허 공개 제

2000-239484호 공보에 기재된 유기 카르복실산 등이 포함된다.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으로서는 유기 카르복실산과 금속(Li, Na, K 등의 알칼리 금속; Mg, Ca 등의 알칼리 토금속; Zn 등

의 전이 금속 등)과의 염을 들 수 있다.

상기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을 구성하는 유기 카르복실산은 저분자량 또는 고분자량 화합물 중 어느 하나일 수 있고, 상

기 장쇄 지방산의 항에서 예시한 장쇄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족 카르복실산 등 이외에도, 탄소수 10 미만의 저급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족 카르복실산, 불포화 지방족 카르복실산의 중합체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방족 카르복실산은 히

드록실기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상기 저급 포화 지방족 카르복실산으로서는 포화 C1-9 모노카르복실산(아세트산, 프로피온

산, 부티르산, 이소부티르산, 발레르산, 이소발레르산, 피발산, 카프로산, 카프릴산 등), 포화 C2-9 디카르복실산(옥살산,

말론산, 숙신산, 글루타르산, 아디프산, 피멜산, 코르크산, 아젤라산 등), 및 이들의 옥시산(글리콜산, 락트산, 글리세린산,

히드록시부티르산, 시트르산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저급 불포화 지방족 카르복실산으로서는 불포화 C3-9 모노카르복실산[(메트)아크릴산, 크로톤산, 이소크로톤산 등], 불포

화 C4-9 디카르복실산(말레산, 푸마르산 등), 및 이들의 옥시산(프로피올산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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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포화 지방족 카르복실산의 중합체로서는 중합성 불포화 카르복실산[α,β-에틸렌성 불포화 카르복실산, 예를 들면

(메트)아크릴산 등의 중합성 불포화 모노카르복실산, 중합성 불포화 다가 카르복실산(이타콘산, 말레산, 푸마르산 등), 상

기 다가 카르복실산의 산 무수물 또는 모노에스테르(말레산 모노에틸 등의 모노 C1-10 알킬에스테르 등) 등]과 올레핀(에

틸렌, 프로필렌 등의 α-C2-10 올레핀 등)과의 공중합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기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유기 카르복실산은 올레핀류와 (메트)아크릴산과의 공중합체, 옥시산(글리콜산, 락트산, 12-히드록시스테아르

산) 등이다.

바람직한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은 알칼리 (토)금속 유기 카르복실산염(아세트산 마그네슘, 아세트산 칼슘, 시트르산 리

튬, 시트르산 나트륨, 시트르산 칼륨, 시트르산 칼슘, 스테아르산 리튬,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스테아르산 칼슘, 12-히드록

시스테아르산 리튬, 12-히드록시스테아르산 마그네슘, 12-히드록시스테아르산 칼슘 등), 이오노머(ionomer) 수지(상기

중합성 불포화 다가 카르복실산과 올레핀과의 공중합체에 함유되는 카르복실기의 적어도 일부가 알칼리 (토)금속, 아연 등

의 금속 이온에 의해 중화되어 있는 수지) 등이다. 상기 이오노머 수지는 예를 들면, ACLYN(얼라이드 시그널사(Allied

Signal, Inc.) 제조), 하이밀란(Himilan)(미쓰이듀퐁 폴리케미컬사(Du Pont-Mitsui-Polychemicals Co., Ltd.) 제조), 설

린(Surlyn)(듀퐁사 제조) 등으로서 시판되고 있다.

(b)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에는 CaO, MgO 등의 금속 산화물, LiOH, Ca(OH)2, Mg(OH)2 등의 금속 수산화물, 금

속 무기산염(Li2CO3, Na2CO3, K2CO3, CaCO3, MgCO3 등의 금속 탄산염, 붕산염이나 인산염 등의 무기산염 등) 등의 무

기 화합물이 포함되며, 특히 금속 산화물 및 금속 수산화물이 바람직하다. 상기 화합물 중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이 바람직

하다.

이들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c) 포스핀계 화합물

포스핀계 화합물에는 알킬포스핀(예를 들면, 트리에틸포스핀, 트리프로필포스핀, 트리부틸포스핀 등의 트리 C1-10 알킬포

스핀 등), 시클로알킬포스핀(예를 들면, 트리시클로헥실포스핀 등의 트리 C5-12 시클로알킬포스핀 등), 아릴포스핀(예를

들면, 트리페닐포스핀, p-톨릴디페닐포스핀, 디-p-톨릴페닐포스핀, 트리-m-아미노페닐포스핀, 트리-2,4-디메틸페닐포

스핀, 트리-2,4,6-트리메틸페닐포스핀, 트리-o-톨릴포스핀, 트리-m-톨릴포스핀, 트리-p-톨릴포스핀 등의 트리 C6-12

아릴포스핀 등), 아르알킬포스핀(예를 들면, 트리-o-아니실포스핀, 트리-p-아니실포스핀 등의 트리 C6-12 아릴 C1-4 알

킬포스핀 등), 아릴알케닐포스핀(예를 들면, 디페닐비닐포스핀, 알릴디페닐포스핀 등의 디 C6-12 아릴 C2-10 알케닐포스

핀 등), 아릴아르알킬포스핀(예를 들면, p-아니실디페닐포스핀 등의 디 C6-12 아릴(C6-12 아릴 C1-4 알킬)포스핀이나 디-

p-아니실페닐포스핀 등의 C6-12 아릴 디(C6-12 아릴 C1-4 알킬)포스핀 등), 알킬아릴아르알킬 포스핀(예를 들면, 메틸페

닐-p-아니실포스핀 등의 C1-10 알킬 C6-12 아릴(C6-12 아릴 C1-4 알킬)포스핀 등), 비스포스핀류[예를 들면, 1,4-비스(디

페닐포스피노)부탄 등의 비스(디 C6-12 아릴포스피노)C1-10 알칸]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이들 포스핀 화합물은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d) 히드로탈사이트

히드로탈사이트로서는 일본 특허 공개 (소)60-1241호 공보 및 일본 특허 공개 (평)9-59475호 공보 등에 기재되어 있는

히드로탈사이트류, 예를 들면 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히드로탈사이트 화합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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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중, M2＋는 Mg2＋, Mn2＋, Fe2＋, Co2＋ 등의 2가 금속 이온을 나타내고, M3＋는 Al3＋, Fe3＋, Cr3＋ 등의 3가 금속 이

온을 나타낸다. An-는 CO3
2-, OH-, HPO4

2-, SO4
2- 등의 n가(특히 1가 또는 2가)의 음이온을 나타낸다. x는 0＜x＜0.5이

고, m은 0≤m<1이다.)

이들 히드로탈사이트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히드로탈사이트는 "DHT-4A", "DHT-4A-2", "알카마이저(Alcamizer)" 등으로서 교와가가쿠고교(주)(Kyowa

Chemical Industry Co., Ltd.)로부터 입수 가능하다.

(e)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로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평)7-62142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제올라이트

[최소 단위셀이 알칼리 및(또는) 알칼리 토금속의 결정성 알루미노규산염인 제올라이트(A형, X형, Y형, L형 및 ZSM형 제

올라이트, 모데나이트형 제올라이트; 차바자이트, 모데나이트, 포자사이트 등의 천연 제올라이트 등)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제올라이트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내열 안정제는 1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로서의 상기 염기성 질소

함유 화합물과, 포스핀 화합물, 유기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 히드로

탈사이트 및 제올라이트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극히 소량만으로도 수지 조성물에 대하여

높은 내열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안정제의 비율]

안정제의 비율은 그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화 방지제(특히, 힌더드 페놀계 화합물 및(또는) 힌더드 아

민계 화합물)의 비율은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0.001 내지 5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3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2 중량부 정도이다.

포름알데히드 억제제의 비율은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0.001 내지 2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5 중량부(예를 들면, 0.01 내지 2 중량부), 특히 0.02 내지 5 중량부(예를 들면, 0.02

내지 2 중량부) 정도이다.

가공 안정제의 비율은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0.001 내지 1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5 중량부(예

를 들면, 0.03 내지 3 중량부)정도, 특히 0.03 내지 2 중량부 정도이다.

내열 안정제의 비율은 예를 들면,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0.001 내지 1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5 중량부(특히 0.01 내지 2 중량부) 정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각 안정제(산화 방지제, 가공 안정제, 내열 안정제 또는 내후안정제)와, 포름알데히드 억제제와의 비율은 전자/후자

(중량비)가 99/1 내지 1/99, 바람직하게는 98/2 내지 2/98, 더욱 바람직하게는 95/5 내지 10/90 정도일 수 있다.

[다른 첨가제]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 예를 들면 내후(광)안정제, 내충격

성 개량제, 광택성 제어제, 접동성 개량제, 착색제, 충전제, 소취제(아민계 화합물 소취제 등), 핵제(nucleating agent)(탈

크, 보론 니트리드 등), 대전 방지제, 난연제, 계면 활성제, 항균제, 항곰팡이제, 방향제, 발포제, 상용화제, 물성 개량제(붕

산 또는 그의 유도체 등), 향료, 각종 중합체[폴리카르보네이트계 수지, 폴리올레핀계 수지, 폴리비닐알코올계 수지, 폴리

에스테르계 수지(폴리 D, L- 또는 D/L-락트산, 폴리글리콜산, 폴리(글리콜산/락트산)공중합체 등의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의 단독 또는 공중합체 등) 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내후안정제, 내충격성 개량제, 광택성 제어제,

접동성 개량제, 착색제, 충전제가 바람직하다. 이들 첨가제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첨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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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광)안정제)

내후(광)안정제로서는 (a) 벤조트리아졸계 화합물, (b) 벤조페논계 화합물, (c) 방향족 벤조에이트계 화합물, (d) 시아노아

크릴레이트계 화합물, (e) 옥살산아닐리드계 화합물, (f) 히드록시페닐-1,3,5-트리아진계 화합물, (g) 힌더드 아민계 화합

물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a) 벤조트리아졸계 화합물로서는, 2-(2'-히드록시-5'-메틸페닐)벤조트리아졸, 2-(2'-히드록시-3',5'-디-t-부틸페

닐)벤조트리아졸, 2-(2'-히드록시-3',5'-디-t-아밀페닐)벤조트리아졸, 2-(2'-히드록시-3',5'-디이소아밀페닐)벤조트리

아졸 등의 히드록실기 및 알킬(C1-6 알킬)기로 치환된 아릴기를 갖는 벤조트리아졸류; 2-[2'-히드록시-3',5'-비스(α,α-디

메틸벤질)페닐]벤조트리아졸 등의 히드록실기 및 아르알킬(또는 아릴)기로 치환된 아릴기를 갖는 벤조트리아졸류; 2-

(2'-히드록시-4'-옥톡시페닐)벤조트리아졸 등의 히드록실기 및 알콕시(C1-12 알콕시)기로 치환된 아릴기를 갖는 벤조트

리아졸류 등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벤조트리아졸계 화합물은 히드록실기 및 C3-6 알킬기로 치환된 C6-10 아릴(특히 페

닐)기를 갖는 벤조트리아졸류, 및 히드록실기 및 C6-10 아릴-C1-6 알킬(특히, 페닐-C1-4 알킬)기로 치환된 아릴기를 갖는

벤조트리아졸류 등이다.

상기 (b) 벤조페논계 화합물로서는 복수의 히드록실기를 갖는 벤조페논류(2,4-디히드록시벤조페논 등의 디 내지 테트라

히드록시벤조페논; 2-히드록시-4-옥시벤질벤조페논 등의 히드록실기 및 히드록실로 치환된 아릴 또는 아르알킬기를 갖

는 벤조페논류 등); 히드록실기 및 알콕시(C1-16 알콕시)기를 갖는 벤조페논류(2-히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 2-히드록

시-4-옥톡시벤조페논, 2-히드록시-4-도데실옥시벤조페논, 2,2'-디히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 2,2'-디히드록시-

4,4'-디메톡시벤조페논, 2-히드록시-4-메톡시-5-술포벤조페논 등) 등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벤조페논계 화합물은 히

드록실기와 함께 히드록실기로 치환된 C6-10 아릴(또는 C6-10 아릴-C1-4 알킬)기를 갖는 벤조페논류, 특히, 히드록실기와

함께 히드록실기로 치환된 페닐 C1-2 알킬기를 갖는 벤조페논류 등이다.

상기 (c) 방향족 벤조에이트계 화합물로서는 p-t-부틸페닐살리실레이트, p-옥틸페닐살리실레이트 등의 알킬페닐살리실

레이트류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d)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로서는 2-에틸헥실-2-시아노-3,3-디페닐아크릴레이트, 에틸-2-시아노-3,3-디

페닐아크릴레이트 등의 시아노기 함유 디페닐아크릴레이트류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e) 옥살산 아닐리드계 화합물로서는 N-(2-에틸페닐)-N'-(2-에톡시-5-t-부틸페닐)옥살산 디아미드, N-(2-에틸

페닐)-N'-(2-에톡시-페닐)옥살산 디아미드 등의 질소 원자 상에서 치환될 수 있는 페닐기 등을 갖는 옥살산 디아미드류

를 들 수 있다.

상기 (f) 히드록시페닐-1,3,5-트리아진계 화합물로서는, 2,4-디페닐-6-(2-히드록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페닐

-6-(2,4-디히드록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페닐-6-(2-히드록시-4-메톡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페닐-

6-(2-히드록시-4-에톡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페닐-6-(2-히드록시-4-프로폭시페닐)-1,3,5-트리아진, 2,4-

디페닐-6-(2-히드록시-4-부톡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페닐-6-(2-히드록시-4-헥실옥시페닐)-1,3,5-트리아

진, 2,4-디페닐-6-(2-히드록시-4-옥틸옥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페닐-6-(2-히드록시-4-도데실옥시페닐)-

1,3,5-트리아진, 2,4-디-p-톨릴-6-(2-히드록시-4-메톡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p-톨릴-6-(2-히드록시-4-

프로폭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p-톨릴-6-(2-히드록시-4-부톡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p-톨릴-6-

(2-히드록시-4-헥실옥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p-톨릴-6-(2-히드록시-4-펜톡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p-톨릴-6-(2-히드록시-4-옥틸옥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2,4-디메틸페닐)-6-(2-히드록시-4-메톡

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2,4-디메틸페닐)-6-(2-히드록시-4-프로폭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2,4-디

메틸페닐)-6-(2-히드록시-4-부톡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2,4-디메틸페닐)-6-(2-히드록시-4-헥실옥시페

닐)-1,3,5-트리아진 등의 디 C6-15 아릴-(히드록시-C1-20 알콕시페닐)-1,3,5-트리아진류; 2,4-디페닐-6-(2-히드록시

-4-벤질옥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p-톨릴-6-(2-히드록시-4-벤질옥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2,4-

디메틸페닐)-6-(2-히드록시-4-벤질옥시페닐)-1,3,5-트리아진 등의 디 C6-15 아릴-(히드록시-C6-10 아릴 C1-4 알킬옥

시-페닐)-1,3,5-트리아진류; 2,4-디페닐-6-(2-히드록시-4-(2-부톡시에톡시)페닐)-1,3,5-트리아진, 2,4-디-p-톨릴-

6-(2-히드록시-4-(2-헥실옥시에톡시)페닐)-1,3,5-트리아진 등의 디 C6-15 아릴-(히드록시-C1-10 알콕시에톡시-페닐)

-1,3,5-트리아진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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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g)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로서는 상기 산화 방지제의 항에서 예시한 화합물 등을 들 수 있다.

내후(광)안정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동종 또는 이종의 화합물을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내후안정제

는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g)과 다른 내후(광)안정제(a) 내지 (f)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벤조트리아졸계 화합물(a)과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f)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힌더드 아민계 화합물과 다른 내

후안정제(특히 벤조트리아졸계 화합물)과의 비율은, 예를 들면 전자/후자(중량비)가 0/100 내지 80/20, 바람직하게는 10/

90 내지 70/30, 더욱 바람직하게는 20/80 내지 60/40 정도이다.

내후(광)안정제의 함유량은 예를 들면,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내지 5 중량부(예를 들면, 0.01 내지 5 중

량부),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4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 중량부 정도일 수도 있다.

(내충격성 개량제)

내충격성 개량제 또는 저광택성 부여제로서는 아크릴계 코어쉘 중합체( 일본 특허 공개 (평)12-26705호 공보에 기재된

코어쉘 중합체 등), 폴리우레탄계 수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스티렌계 엘라스토머(SBS, SEBS,

수소 첨가 SEBS, SIS, SEPS, ABS, AES 수지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내충격성 개량제의 사용량은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예를 들면 0 내지 100 중량부(예를 들면, 1 내지 10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2 내지 75 중량부, 더욱 바

람직하게는 3 내지 60 중량부 정도일 수도 있다.

(광택성 제어제)

광택성 제어제로서는 내충격성 개량제의 항에서 예시한 수지 외에 아크릴계 수지[폴리(메트)아크릴산 메틸 등의 알킬(메

트)아크릴레이트의 단독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AS 수지, AES 수지 등], 스티렌계 수지(폴리스티렌 등) 등을 예시할 수 있

다. 광택성 제어제의 사용량은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예를 들면 0 내지 30 중량부(예를 들면, 0.01 내지

2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2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5 중량부 정도일 수 있다.

(접동성 개량제)

접동성 개량제로서는 올레핀계 수지, 실리콘계 수지, 불소계 수지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접동성 개량제의 사용량은 폴리아

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예를 들면 0 내지 50 중량부(예를 들면, 0.1 내지 5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 중

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0 중량부 정도일 수 있다.

(착색제)

상기 착색제로서는 각종 염료 또는 안료를 사용할 수 있다. 염료는 용매 염료가 바람직하며, 아조계 염료, 안트라퀴논계 염

료, 프탈로시아닌계 염료 또는 나프토퀴논계 염료 등을 들 수 있다. 안료에 대해서는 무기 안료 및 유기 안료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무기 안료로서는 티탄계 안료, 아연계 안료, 카본 블랙(퍼니스 블랙, 채널 블랙, 아세틸렌 블랙, 케첸 블랙 등), 철계 안료,

몰리브덴계 안료, 카드뮴계 안료, 납계 안료, 코발트계 안료 및 알루미늄계 안료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유기 안료로서는 아조계 안료, 안트라퀴논계 안료, 프탈로시아닌계 안료, 퀴나크리돈계 안료, 페릴렌계 안료, 페리논계 안

료, 이소인돌린계 안료, 디옥사진계 안료 또는 트렌계 안료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착색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복수의 착색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광 차폐 효과가

높은 착색제(카본 블랙, 티탄백(산화티탄), 프탈로시아닌계 안료, 페릴렌계 흑색 안료(예를 들면, WO 03/010241호 공보,

WO 03/010242호 공보 등에 기재되어 있는 안료) 등, 특히 카본 블랙 및 페릴렌계 흑색 안료)를 사용하면 내후(광)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착색제의 사용량은 예를 들면,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내지 5 중량부(예를 들면, 0.01 내지 5 중량부), 바

람직하게는 0.1 내지 4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 중량부 정도이다.

(충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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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수지 조성물에서는 성형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섬유상, 판상, 미립자상 등

의 충전제를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배합할 수 있다. 섬유상 충전제로서는 무기 섬유(유리 섬유, 탄소 섬유, 붕

소 섬유, 티탄산 칼륨 섬유(위스커; whisker) 등), 유기 섬유(아미드 섬유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판상 충전제로서는 유

리 박편, 운모, 흑연, 각종 금속 호일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미립자상 충전제로서는 금속 산화물(산화아연, 알루미나 등), 황

산염(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등), 탄산염(탄산칼슘 등), 유리류(가공 섬유, 유리 비드, 유리 풍선 등), 규산염(탈크, 카올

린, 실리카, 규조토, 점토, 규회석 등), 황화물(이황화 몰리브덴, 이황화 텅스텐 등), 탄화물(불화 흑연, 탄화규소 등), 활성

탄, 질화 붕소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충전제의 사용량은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예를 들면 0 내지 100 중량부(예를 들면, 1 내지 10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3 내지 8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5 내지 50 중량부 정도이다.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미립자상 혼합물이나, 용융 혼합물일 수 있고,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예를 들면, 트리옥산 함유량이 100 ppm 이하인 폴리아세탈 수지)와,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와,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첨가제 [내후(광)안정제, 내충격 개량제, 접동성

개량제, 광택성 제어제, 착색제, 충전제 등]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혼합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및 그 성형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1) 모든 성분을 주 공급구로부터 공

급하고, 압출기에 의해 혼련하고 압출하여 펠릿을 제조한 후에 성형하는 방법, (2)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포함하지 않는

성분(성분으로서, 폴리아세탈 수지, 산화 방지제 등의 다른 안정제, 다른 첨가제 등)을 주 공급구로부터, 그리고 적어도 포

름알데히드 억제제를 포함하는 성분(다른 성분으로서, 폴리아세탈 수지, 산화 방지제 등의 다른 안정제, 다른 첨가제 등)을

측면 공급구로부터 공급하고, 압출기에 의해 혼련 압출하여 펠릿을 제조한 후 성형하는 방법, (3) 일부의 포름알데히드 억

제제를 포함하는 각 성분(다른 성분으로서, 폴리아세탈 수지, 산화 방지제 등의 다른 안정제, 다른 첨가제 등)을 주 공급구

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또는 다른 종류의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포함하는 성분(다른 성분으로서, 폴리아세탈 수지, 산화

방지제 등의 다른 안정제, 다른 첨가제 등)을 측면 공급구로부터 공급하고, 압출기에 의해 혼련 압출하여 펠릿을 제조한 후

성형하는 방법, (4) 일단 조성이 다른 펠릿(마스터 배치)을 제조하고, 그 펠릿을 소정량 혼합(희석)하여 성형에 제공하여

소정 조성의 성형품을 얻는 방법, (5) 폴리아세탈 수지의 펠릿에 안정제(포름알데히드 억제제 등)를 산포, 코팅 등에 의해

부착시킨 후 성형하여 소정 조성의 성형품을 얻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상기 제조 방법 (1), (2) 및 (3)에 있어서 1개소 이상의 탈휘구(예를 들면, 탈휘 벤트구)를 갖는 압출기(일축 또는 이

축 압출기)로 용융 혼합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압출기의 중간부로부터 공급(측면 공급)하여 혼합하는 방법 (2) 및 (3)에서는 탈휘구(예를 들면, 탈휘 벤트구)의 중

간(전 또는 후)으로부터 측면 공급 가능하다. 또한, 압출 제조 과정(용융 혼합 과정)에 있어서, 가공 보조제[예를 들면, 물

및 알코올류(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n-프로필알코올 등의 C1-4 알코올 등)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을 첨

가(예를 들면, 예비 블렌드 또는 탈휘 벤트구보다 앞의 공급구로부터 주입함)하고 탈휘구(예를 들면, 탈휘 벤트구)로부터

상기 가공 보조제를 포함하는 휘발 성분을 탈휘 제거하는 제조법을 이용함으로써, 성형품에서 용출되는 트리옥산량 및 성

형품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량을 한층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공 보조제로서 첨가하는 물 및(또는) 알코올류의

양은 폴리아세탈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통상 0 내지 20 중량부이고,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

하게는 0.1 내지 5 중량부이다.

또한, 특히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와 포름알데히드 억제제(특히, 요소계 화합물 및 히드라지드계 화합물에서 선택된 1종 이

상의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압출기로 용융 혼합하는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억제제의 포름알데히드의 반응 포착 속도가

빠른 한편, 포름알데히드의 반응 포착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출기의 측면 공급구로부터 적어도 포름알데히드 억제

제를 측면 공급하여 혼합하는 압출 제조법, 및(또는) 압출기 내에서의 용융 혼련 시간(평균 체류 시간)을 단시간(예를 들

면, 300초 이하, 바람직하게는 250초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00초 이하, 특히 10 내지 150초 정도)로 하는 압출 제조법

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한편, 성형품에 사용되는 조성물의 제조에 있어서, 기질인 폴리아세탈 수지의 미립자(예를 들면, 폴리아세탈 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쇄한 미립자)와 다른 성분(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내열 안정제, 내후(광)안정제,

내충격 개량제 또는 저광택성 부여제, 접동성 개량제,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용융 혼련시키면 첨가물의 분산을 향상시키

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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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되어 있을

수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특히, 트리옥산 함유량 100 ppm 이하의 폴리아세탈 수지 등의 용매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된

폴리아세탈 수지, 즉, 상기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폴리아세탈 수지)와 안정제(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및 내열 안정제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안정제)과 (필요에 따라 다른 첨가제)를, 상기 제조 방법 (1) 내지(5)

등의 방법으로 압출기에 의해 용융 혼합하고, 압출하여 수지 조성물(특히 펠릿)을 제조한 후, 추가로, 얻어진 조성물(특히,

펠릿상 조성물)에 대하여 상기 매질 처리 및(또는) 가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은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의 용출 및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발생을 현저히 억제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성형 방법, 예를 들면 사출 성형, 압출 성형, 압축 성형, 블로우 성형,

진공 성형, 발포 성형, 회전 성형, 가스 주입 몰딩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성형품을 성형하는 데 유용하다.

[성형품]

상기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로 구성된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은 특정 폴리아세탈 수지와 특정 안정제(산화 방

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내열 안정제)를 조합하여 포함하고 있고, 압출 및(또는) 성형 가공 안정성이 우수

한 동시에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의 용출량 및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발생량이 매우 적다. 즉,

종래의 폴리아세탈 수지로 구성된 성형품에서는 일정량의 트리옥산이 용출되어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의 수 용출량은 10 내지

20 ppm 정도이고,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발생량은 20 내지 30 ㎍/g 정도이다.

이에 반해,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은 트리옥산 함유량이 매우 적은 폴리아세탈 수지와 안정제를 포함하는 조성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의 용출량(증류수로 2 시간 동안 환류 가열 추출 처리했을 때의 트리옥

산 용출량)을 성형품 1 kg당 10 mg 이하(0 내지 10 mg, 예를 들면 0.005 내지 10 mg), 바람직하게는 5 mg 이하(0 내지

5 mg, 예를 들면 0.01 내지 5 mg), 더욱 바람직하게는 1 mg 이하(0 내지 1 mg, 예를 들면 0.03 내지 1 mg)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트리옥산의 용출량은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을 증류수(50 mL/dm2)로 2 시간 동안 환류 가열 추출 처리하고 얻어

진 추출액을 GC/MS법으로 정량함으로써,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의 중량당의 트리옥산 용출량(mg/kg)으로서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발생량[120 ℃, 5 시간의

가열 조건하(독일 자동차 공업회 규격 VDA277에 준거한 평가 조건)에서 발생하는 아세톤 환산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성형품 1 g당 15 ㎍ 이하(0 내지 15 ㎍, 예를 들면 0.005 내지 15 ㎍), 바람직하게는 10 ㎍ 이하(0 내지 10 ㎍, 예를

들면 0.01 내지 10 ㎍), 더욱 바람직하게는 5 ㎍ 이하(0 내지 5 ㎍, 예를 들면 0.03 내지 5 ㎍)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안정제로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배합한 경우에 트리옥산 용출량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예

를 들면, 10 mg/kg 이하)과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발생량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예를 들면, 15 ㎍ 이하) 이외에도, 성형품으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포름

알데히드 억제제로서 염기성 질소 화합물(특히, 아미노트리아진계 화합물, 요소계 화합물, 히드라진계 화합물)을 첨가하여

지금까지 도달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폴리

아세탈 성형품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은 건식(항온 건조 분위기하)에서 표면적 1 ㎠당 2 내지 5 ㎍ 정도이고, 습식(항온

습윤 분위기하)에서 표면적 1 ㎠당 3 내지 6 ㎍ 정도이다.

이에 반해, 본 발명의 성형품의 건식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은 성형품의 표면적 1 ㎠당 1.5 ㎍ 이하, 바람직하게는

1.0 ㎍ 이하(예를 들면, 0 내지 1.0 ㎍), 더욱 바람직하게는 0.6 ㎍ 이하(예를 들면, 0 내지 0.6 ㎍) 정도이고, 통상적으로는

0.001 내지 1.0 ㎍이다. 특히, 폴리아세탈 수지의 종류나 트리옥산 농도,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나, 다른 첨가제

(힌더드 페놀계 화합물 등)의 조합이나 그 사용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성형품의 표면적 1 ㎠당 0.1 ㎍ 이하, 예를 들면 0 내

지 0.09 ㎍,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0.09 ㎍,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8 내지 0.08 ㎍ 정도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달

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습식에서,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은 성형품의 표면적 1 ㎠당 2.5 ㎍ 이하(0 내지 2㎍ 정도), 바람직하게는 1.2 ㎍ 이하

(예를 들면, 0 내지 1.2 ㎍), 더욱 바람직하게는 0.4 ㎍ 이하(예를 들면, 0 내지 0.4 ㎍), 나아가 0 내지 0.2 ㎍ 정도까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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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능하며, 통상적으로는 0.001 내지 1.2 ㎍ 정도이다. 특히, 폴리아세탈 수지의 종류나 트리옥산 농도, 사용하는 포름알

데히드 억제제나, 다른 첨가제(힌더드 페놀계 화합물 등)의 조합이나 그 사용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성형품의 표면적 1 ㎠

당 0.2 ㎍ 이하, 예를 들면 0 내지 0.15 ㎍,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0.1 ㎍,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09 ㎍ 정도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은 건식 및 습식 중 어느 한쪽에서 상기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가질 수 있지만, 특히 건식 및 습식

모두에서 상기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갖는 성형품이 혹독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한편, 건식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하여 측정할 수 있다.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을 필요에 따라 절단하여 표면적을 측정한 후에, 그 성형품의 적당량(예를 들면, 표면적 10 내지

50 ㎠가 되는 정도)을 밀폐 용기(용량 20 ㎖)에 넣고, 온도 80 ℃에서 24 시간 동안 방치한다. 그 후, 이 밀폐 용기 내에 물

을 5 ㎖ 주입하고, 이 수용액의 포르말린량을 JIS K0102, 29(포름알데히드의 항)에 따라 정량하여 성형품의 표면적당 포

름알데히드 발생량(㎍/㎠)을 산출한다.

또한, 습식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하여 측정할 수 있다.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을 필요에 따라 절단하여 표면적을 측정한 후에, 그 성형품의 적당량(예를 들면, 표면적 10 내지

100 ㎠가 되는 정도)를 증류수 50 ㎖를 포함하는 밀폐 용기(용량 1 L)의 뚜껑에 매달아 밀폐시키고, 항온조 내에 온도

60 ℃에서 3 시간 동안 방치한다. 그 후,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방치하고, 밀폐 용기 중의 수용액의 포르말린량을 JIS

K0102, 29(포름알데히드의 항)에 따라 정량하여 성형품의 표면적당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산출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상기 트리옥산 용출량의 수치 한정,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발생량의 수치 한정, 나

아가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의 수치 한정은, 특정 품질(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의 폴리아세탈 수지와 특정 안정제를 포함하는

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통상적인 안정제, 개질제 등)를 함유하는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의 성형품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무기 충전제, 다른 중합체 등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성형품으로 그 성형품 표면의 대부분(예를 들면, 50 내지

100 ％)이 폴리아세탈 수지로 구성된 성형품(예를 들면, 다색 성형품이나 피복 성형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성형품은 트리옥산이 폐해가 되는 어느 용도에서나 사용 가능하지만, 특히 식품용 부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능동 부품이나 수동 부품 등), 건축자재·배관 부품, 일용품(생활)·화장품용 부품, 의료용(의료·치료) 부품 및 사진용

부품 등으로서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식품용 부품으로서는 식기류(용기, 트레이, 스푼 등), 식품·조리 도구류(에어 롤러, 메쉬 롤러, 식칼 등),

마개류(음료수 마개 등), 포장류, 조리 기기 부품(아이스크림 제조기 부품 등), 냉동기 부품, 세척기 부품(야채 세척기, 식기

세척기, 병 세척기 등), 건조기 부품(식기 건조기 등), 정수기 부품, 포트 부품, 보온병 부품, 병 부품, 믹서 부품 등을 예시

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으로서는 내측 핸들, 연료 트렁크 오프너, 안전 벨트 버클, 어시스트 랩, 각종 스위치, 손잡이, 레버, 클립 등의

내장 부품, 미터기나 커넥터 등의 전기 계통 부품, 오디오 기기, 카 네비게이션 기기 등의 차량 탑재 전기·전자 부품, 윈도우

레귤레이터의 캐리어 플레이트로 대표되는 금속과 접촉하는 부품, 도어 록 엑츄에이터 부품, 미러 부품, 와이퍼 모터 시스

템 부품, 연료 계통의 부품 등의 기구 부품을 예시할 수 있다.

전기·전자 부품(기구 부품)으로서는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으로 구성되고 금속 접점이 다수 존재하는 기기의 부품 또는

부재[예를 들면,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등의 오디오 기기, VTR(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8 mm 비디오, 비디오 카메라 등의

비디오 기기, 또는 복사기, 팩시밀리,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등의 OA(사무 자동화) 기기, 나아가 모터, 스프링 등의 구동력

으로 작동하는 완구, 전화기, 컴퓨터 등에 부속된 키보드 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섀시(기반), 기어, 레버,

캠, 풀리, 베어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적어도 일부가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으로 구성된 광 및 자기 미디어 부품(예를

들면, 금속 박막형 자기 테이프 카세트, 자기 디스크 카트리지, 광자기 디스크 카트리지 등), 더욱 상세하게는 음악용 메탈

테이프 카세트,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카세트, 8 mm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플로피(등록상표) 디스크 카트리지, 미니 디스

크 카트리지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광 및 자기 미디어 부품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테이프 카세트 부품(테이프 카세트의 본

체, 릴, 허브, 가이드, 롤러, 스톱퍼, 리드 등), 디스크 카트리지 부품(디스크 카트리지의 본체(케이스), 셔터, 클램핑 플레이

트 등) 등을 들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6-0130034

- 26 -



또한, 본 발명의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은 조명 기구, 창호, 배관, 코크, 수도꼭지, 화장실 주변 기기 부품 등의 건축자재·

배관 부품, 패스너류(슬라이드 패스너, 스냅 패스너, 면 패스너, 레일 패스너 등), 문구, 립 크림·립스틱 용기, 분무 노즐, 분

무 용기, 에어졸 용기, 일반적인 용기, 주사침 홀더, 카메라 부품, 사진 필름 부품 등의 광범한 생활 관계 부품·화장 관계 부

품·의료용 관계 부품, 사진용 관계 부품에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실시예

이하에 실시예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시예 및 비교예에 있어서,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의 열수 용출량,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을 포함하는 휘

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 건식 및 습식에서의 성형품으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의 발생량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평가하였다.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 용출량]

시험편(50 mm×50 mm×2 mm) 2장(총 표면적 약 108 dm2)의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을 증류수 54 ㎖로 2 시간 동안 환

류하에 가열함으로써 추출 처리하고, 이 추출액을 GC/MS법으로 정량하여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중량당 트리옥산 용출

량(mg/kg)을 산출하였다.

[건식에서의 성형품으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

시험편(2 mm×2 mm×50 mm) 10개(총 표면적 약 40 ㎠)의 수지 샘플을 밀폐 용기(용량 20 ㎖)에 넣고, 온도 80 ℃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조 내에서 가열한 후에, 실온으로 공기 냉각시키고, 증류수 5 mL를 실린지로 주입하였다. 이 수용액의

포름알데히드량을 JIS K0102, 29(포름알데히드의 항)에 따라 정량하고, 표면적당 포름알데히드 가스 발생량(㎍ /㎠)을 산

출하였다.

[습식에서의 성형품으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

평판형 시험편(100 mm×40 mm×2 mm; 총 표면적 85.6 cm2)를 증류수 50 mL을 포함하는 폴리에틸렌제 병(용량 1 L)의

뚜껑에 2장 매달아 밀폐시키고, 항온조 내에 온도 60 ℃에서 3 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정치하였다. 폴

리에틸렌제 병 내의 수용액의 포르말린량을 JIS K0102, 29(포름알데히드의 항)에 따라 정량하여 표면적당 포름알데히드

가스 발생량(㎍/㎠)을 산출하였다.

[성형품으로부터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

성형품으로부터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은 VDA277(독일 자동차 공업회 규격)에 준거하여 측정하였다.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100 mm×40 mm×2 mm)을 10 내지 25 mg로 절단한 샘플 약 2 g을 22 ㎖의 바이알병에 넣고,

샘플 중량을 정확히 칭량한 후에 밀봉하여 HS-GC에서 120℃로 5 시간 동안 가열 처리하였다. 그리고, 가스 크로마토그래

피로 검출된 휘발 유기물 성분의 피크 적분 면적을 산출하고, 아세톤을 표준 중량 환산치로 하여 폴리아세탈 수지 성형품

중량당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g)을 산출하였다.

<실시예 1 내지 4, 6 내지 7, 12 내지 22, 26 내지 30>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00 중량부에,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내열

안정제, 착색제, 내후(광)안정제, 가공 보조제(물)를 표 1 내지 표 3에 나타낸 비율로 예비 블렌딩한 후에, 1개소의 벤트구

를 갖는 30 mm 직경의 이축 압출기의 주 공급구에 투입하여 용융 혼합(압출 조건: L/D=35, 압출 온도＝200℃, 스크류 회

전수＝100 rpm, 벤트 진공도＝70 cmHg, 토출량＝15 kg/hr, 평균 체류 시간 ＝100초)함으로써 펠릿상의 조성물을 제조

하였다. 이 펠릿 조성물을 대기 분위기하에서 송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140℃에서 3 시간 동안 가열 처리하였다.

이들 펠릿을 이용하여 사출 성형기에 의해 소정의 시험편을 성형하고, 소정의 시험편으로부터의 트리옥산 용출량,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 및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 내지 표 3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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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8 내지 11, 23>

특정 트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95 중량부에, 산화 방지제, 가공 안정제, 내열 안정제, 내후(광)안정제,

착색제, 가공 보조제(물)를 표 1 내지 표 3에 나타낸 비율로 혼합한 예비 블렌드재를 제조하고, 1개소의 벤트구를 갖는 30

mm 직경의 이축 압출기를 이용하여 예비 블렌드재를 주 공급구로부터 투입하여 용융 혼합(압출 조건: L/D=35, 압출 온도

＝200℃, 스크류 회전수＝100 rpm, 벤트 진공도＝70 cmHg, 토출량＝15 kg/hr, 평균 체류 시간 ＝100초)하고, 추가로 동

일한 트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의 미립자 5 중량부와 포름알데히드 억제제의 블렌드재를 압출기의 벤

트구 뒤의 측면 공급구로부터 측면 공급하여 펠릿상의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 펠릿 조성물을 대기 분위기하에서 송풍 건

조기를 이용하여 140 ℃에서 3 시간 동안 가열 처리하였다.

이들 펠릿을 이용하여 사출 성형기에 의해 소정의 시험편을 성형하고, 소정의 시험편으로부터의 트리옥산 용출량,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 및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 내지 표 3에 나타낸다.

<실시예 24>

실시예 7에서 얻어진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펠릿을 1개소의 벤트구를 갖는 30 mm 직경의 이축 압출기의 주 공급구에

투입하여 용융 혼합(압출 조건: L/D=35, 압출 온도＝200 ℃, 스크류 회전수＝100 rpm, 벤트 진공도＝70 cmHg, 토출량＝

15 kg/hr)하는 방법 및 140 ℃에서 3 시간 동안 가열 처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총 체류 시간이 200초인 펠릿상의 조성

물을 제조하였다.

이 펠릿을 이용하여 사출 성형기에 의해 소정의 시험편을 성형하고, 이 시험편으로부터의 트리옥산 용출량,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 및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평가하였다. 트리옥산 용출량은 0.38 mg/kg,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은 건식＝0.08

㎍/㎠, 습식＝0.15 ㎍/㎠,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은 2.4 ㎍/g이었다.

<실시예 25>

실시예 7에 있어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c-6)를 제외한 폴리아세탈 수지 조성물 펠릿를 제조하고, 이 폴리아세탈 수지 조

성물 펠릿 100 중량부에, 0.15 중량부의 포름알데히드 억제제(c-6)를 폴리에틸렌 주머니에 넣어 블렌딩하여 혼합 펠릿 조

성물을 얻었다. 이 혼합 펠릿 조성물을 이용하여 사출 성형기에 의해 소정의 시험편을 형성하고, 이 시험편으로부터의 트

리옥산 용출량 및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을 평가하였다. 트리옥산 용출량은 0.43 mg/kg, 포름알데히드 발생량은 건식＝

0.01 ㎍/㎠, 습식＝0.04 ㎍/㎠,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은 2.9㎍/g이었다.

<비교예 1 내지 4>

한편, 비교를 위해, 높은 트리옥산 함유량을 갖는 폴리아세탈 코폴리머(폴리아세탈 공중합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하여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3에 나타낸다.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 사용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폴리아세탈 수지 공중합체), 산화 방지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가공

안정제, 내열 안정제, 착색제, 내후(광)안정제, 가공 보조제는 이하와 같다.

1.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a

(a-1): 폴리아세탈 공중합체[트리옥산 함유량＝99 mg/kg, 용융 지수＝9 g/10분]

(a-2): 폴리아세탈 공중합체[트리옥산 함유량＝3 mg/kg, 용융 지수＝9 g/10분]

(a-3): 폴리아세탈 공중합체[트리옥산 함유량＝0.19 mg/kg, 용융 지수＝9 g/10분]

(a-4): 폴리아세탈 공중합체[트리옥산 함유량＝4 mg/kg, 용융 지수＝9 g/10분]

(a-5): 폴리아세탈 공중합체[트리옥산 함유량＝290 mg/kg, 용융 지수＝9 g/10분]

(a-6): 폴리아세탈 공중합체[트리옥산 함유량＝250 mg/kg, 용융 지수＝9 g/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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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의 제조법]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1)의 제조법]

이축 패들 타입의 연속 중합 장치에 공단량체로서의 1,3-디옥솔란 3.5 중량％ 및 분자량 조정제로서의 700 ppm의 메틸알

을 함유하는 트리옥산을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동일 장소에 3불화붕소의 디부틸 에테레이트를 3불화붕소로 하여

전체 단량체량에 대하여 20 ppm이 되도록 연속적으로 첨가하여 중합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중합기 토출구로부터 배출된

중합물을 1000 ppm의 트리에틸아민 수용액에 투입하여 촉매를 실활시킨 후에 원심 분리하고 건조 처리하여 조 폴리아세

탈 공중합체를 얻었다. 또한, 이 조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산화 방지제로서 트리에틸렌 글리콜 비스

[3-(3-t-부틸-5-메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 0.1 중량부를 첨가한 혼합물을 벤트를 갖는 이축 압출기에 공

급하고, 수지 온도 210 ℃에서 벤트 진공도 20 Torr로 흡인하면서, 트리에틸아민 5 중량％을 포함하는 수용액을 조 폴리

아세탈 공중합체 100 중량부당 3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융 혼련시킴으로써 펠릿상의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를

얻었다. 다음으로 오토클레이브 내에서, 이 펠릿상의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00 중량부와 15％의 메탄올을 포함

하는 수용액 1000 중량부를 혼합 교반하면서 100 ℃에서 2 시간 동안 처리한 후에, 펠릿을 분리하고 140 ℃에서 3 시간

동안 가열 건조시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1)를 얻었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1)의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1.1 mmol/kg, 포르밀 말단기의 양은 1.1 mmol/kg, 불안정 말단

기의 양은 0.48 중량％였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2)의 제조법]

보온 가능한 원통형의 내압 용기를 이용하여, 그 내부에 하측으로의 추진 작용을 갖는 날개를 구비한 교반축을 천천히 회

전시키면서 그 상부로부터 상기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를 1 시간당 100 중량부로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통 내

에 일정한 높이로 퇴적 체류시키고, 2 시간의 체류 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부로부터 제거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500 ppm

의 트리에틸아민을 함유하는 수용액 매질을 하부로부터 800 중량부/시간으로 공급하여 퇴적된 중합체 펠릿 사이를 통해

상부로 흘리고, 이를 통 상부로부터 제거하였다. 한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와 500 ppm의 트리에틸아민을 함유하는

수용액 매질을 반대 방향으로, 즉 향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접촉 처리는 130 내지 138 ℃에서 수행하였다. 이어서, 접촉

처리한 펠릿을 분리하여 140 ℃에서 질소 분위기하에 3 시간 동안 가열 건조시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2)를 얻었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2)의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0.8 mmol/kg, 포르밀 말단기의 양은 0.9 mmol/kg, 불안정 말단

기의 양은 0.38 중량％였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3)의 제조법]

상기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의 체류 시간을 7 시간으로 한 것 이외에는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2)와 동일하게

접촉 처리 및 가열 건조 처리하여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3)를 얻었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3)의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0.7 mmol/kg, 포르밀 말단기의 양은 0.6 mmol/kg, 불안정 말단

기의 양은 0.20 중량％였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4)의 제조법]

이축 패들 타입의 연속 중합 장치에 공단량체로서의 1,3-디옥솔란 3.5 중량％ 및 분자량 조정제로서의 700 ppm의 메틸알

을 함유하는 트리옥산을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동일 장소에 3불화붕소의 디에틸 에테레이트를 3불화붕소로 하여

전체 단량체량에 대하여 20 ppm이 되도록 연속적으로 첨가하여 중합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중합기 토출구로부터 배출된

중합물을 1000 ppm의 트리에틸아민 수용액에 투입하여 촉매를 실활시킨 후에, 원심 분리하고 건조 처리하여 조 폴리아세

탈 공중합체를 얻었다. 또한, 이 조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산화 방지제로서 트리에틸렌 글리콜 비스

[3-(3-t-부틸-5-메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 0.3 중량부를 첨가한 혼합물을 벤트를 갖는 이축 압출기에 공

급하고, 수지 온도 210 ℃에서 벤트 진공도 20 Torr로 흡인하면서, 콜린의 포름산염 0.7 중량％를 포함하는 수용액을, 조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00 중량부당 3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융 혼련시킴으로써 펠릿상의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B)를 얻었다. 이어서, 보온 가능한 원통형의 내압 용기를 이용하여, 그 내부에 하측으로의 추진 작용을 갖는 날개를 구비

한 교반축을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그 상부로부터 펠릿상의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B)를 1 시간당 100 중량부로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통 내에 일정한 높이로 퇴적 체류시키고, 2 시간의 체류 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부로부터 제거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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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한편으로는 수성 매질을 하부로부터 800 중량부/시간으로 공급하여 퇴적된 중합체 펠릿 사이를 통해 상부로 흘리고,

이를 통 상부로부터 제거하였다. 한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B)와 수성 매질을 반대 방향으로, 즉 향류 방향으로 이동시키

는 접촉 처리는 130 내지 135 ℃에서 수행하였다. 이어서, 접촉 처리한 펠릿를 분리하여 140 ℃에서 질소 분위기하에 3 시

간 동안 가열 건조시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4)를 얻었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4)의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0.4 mmol/kg, 포르밀 말단기의 양은 0.1 mmol/kg, 불안정 말단

기의 양은 0.18 중량％였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5)의 제조법]

상기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를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5)로서 사용하였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5)의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1.2 mmol/kg, 포르밀 말단기의 양은 1.2 mmol/kg, 불안정 말단

기의 양은 0.50 중량％였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6)의 제조법]

상기 안정화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B)를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6)로서 사용하였다.

폴리아세탈 공중합체(a-6)의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0.5 mmol/kg, 포르밀 말단기의 양은 0.2 mmol/kg, 불안정 말단

기의 양은 0.19 중량％였다.

한편,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중의 트리옥산 함유량은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 g을 헥사플루오로이소프로판올(HFIP) 10 mL

에 용해시키고, 아세톤 40 mL에 재침전 처리를 하고, 그 아세톤 용액 중의 트리옥산을 GC/MS법에 의해 정량하여 폴리아

세탈 공중합체에 대한 트리옥산 함유량(mg/kg)을 산출하였다.

또한,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의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 포르밀 말단기의 양 및 불안정 말단기의 양은 이하와 같이 하여 산

출하였다.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

헤미포르말 말단기의 양은 통상적으로 H-NMR 측정에 의해 산출되며, 일본 특허 공개 제2001-11143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포르밀 말단기의 양]

포르밀 말단기(HCO-)의 양은 상기 헤미포르말 말단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H-NMR 측정에 의해 포르밀 옥시 말단

기(HCOO-)의 양으로서 산출되며, 일본 특허 공개 제2001-11143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을 이용하여 헤미포르말 말단기

와 동시에 정량하였다.

[불안정 말단기의 양]

불안정 말단기의 양은 폴리아세탈 공중합체 1 g을, 0.5％(부피％)의 수산화 암모늄을 포함하는 50％(부피％)의 메탄올 수

용액 100 ml와 함께 내압 밀폐 용기에 넣고, 180 ℃에서 45분간 가열 처리한 후에, 냉각 개봉하여 얻어지는 용액 중에 분

해 용출된 포름알데히드량을 정량하여 폴리아세탈 공중합체에 대한 중량％로서 산출하였다.

상기 용융 지수는 ASTM-D1238에 준하여 190 ℃, 2169 g의 조건하에서 구한 값(g/10분)이다.

2. 산화 방지제 b

(b-1):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키스[3-(3,5-디-t-부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

(b-2): 트리에틸렌 글리콜 비스[3-(3-t-부틸-5-메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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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름알데히드 억제제 c

(c-1): 멜라민

(c-2): 벤조구아나민

(c-3): CTU-구아나민[아지노모또 파인테크노(주)(Ajinomoto Fine Techno Co., Inc.) 제조]

(c-4): 비우레아

(c-5): 알란토인

(c-6): 8,12-에이코사디엔이산 히드라지드[아미큐어 UDH, 아지노모또 파인테크노(주) 제조]

(c-7): 1,3-비스(2-히드라지노카르보닐에틸)-5-이소프로필히단토인[아미큐어 VDH, 아지노모또 파인테크노(주) 제조]

(c-8): 세박산 디히드라지드

(c-9): 도데칸이산 디히드라지드

(c-10): 크레아티닌

(c-11): 나일론 6-66-610[엘바미드(Elvamide) 8063R, 듀퐁(주)(Du Pont) 제조]

(c-12): 나일론 66[폴리플라나일론(Polyplanylon) 66(폴리플라스틱스(주)(Polyplastics Co., Ltd.) 제조)의 심냉 분쇄품,

평균 입경 3 ㎛].

4. 가공 안정제 d

(d-1): 에틸렌 비스스테아릴 아미드

(d-2): 에틸렌 글리콜 디스테아르산 에스테르

(d-3): 글리세린 모노스테아레이트.

5. 내열 안정제(유기 카르복실산 금속염, 알칼리 토금속염) e

(e-1): 12-히드록시스테아르산 칼슘

(e-2): 산화 마그네슘

(e-3): 시트르산 칼슘

(e-4): 스테아르산 칼슘.

6. 착색제 f

(f-1): 카본 블랙(아세틸렌 블랙).

7. 내후(광)안정제 g

(g-1): 2-[2'-히드록시-3',5'-비스(α,α-디메틸벤질)페닐]벤조트리아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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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비스(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딜)세바케이트.

8.가공 보조제 h

(h-l): 증류수

[표 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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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비교예에 비해 실시예의 성형품에서는 성형품으로부터의 트리옥산의 열수 용출량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이 현저히 적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억제제를 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형품으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의

발생량도 현저히 적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트리옥산이 폐해가 모든 용도, 예를 들면 식품용 부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능동 부품이나 수동 부품

등), 건축자재·배관 부품, 일용품(생활)·화장품용 부품, 의료용(의료·치료) 부품, 사진용 부품으로서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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