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106122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C08L 51/0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106122

2004년12월17일

(21) 출원번호 10-2003-0037351

(22) 출원일자 2003년06월11일

(71) 출원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72) 발명자 김억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2동극동아파트111-1502

(74) 대리인 맹선호

심사청구 : 있음

(54) 아크릴산 그래프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수지 조성물 및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자동차 인스트루먼트 패널 코어에 사용되는 종래의 PC/ABS보다 경량화가 가능하며, 패드와의 층접착력이

우수한 수지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폴리에틸렌수지 85wt%와 아크릴산 15wt%의 총중량에 대하여 

디-큐밀퍼옥사이드 0.1~20wt%를 믹싱한 후에 190℃에서 진공 압축하여 펠렛 상태로 제조함으로써, 기존 PC/ABS

소재보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경량화할 수가 있으며, 접착특성이 우수한 아크릴산을 폴리에틸렌 체인에 그래프팅하

여 극성을 부여함으로써, 패드재와의 접착력도 강하여 별도의 처리 공정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효과가 있는 발명인 것이다.

색인어

인스트루먼트 패널, 코어, 폴리에틸렌, 아크릴산, 그래프트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아크릴산 그래프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수지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자동차 인스트

루먼트 패널 코어에 사용되는 종래의 PC/ABS보다 경량화가 가능하며, 패드와의 층접착력이 우수한 수지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표피재인 스킨과, 부드러운 감촉을 제공하기 위한 다공성의 패드와, 이들

을 지지하기 위한 코어(core)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제조방법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와 폴리카보네이트(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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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폴리프로필렌의 합금으로 코어를 사출 성형하고 폴리염화비닐 시트를 진공 성형하여 인스트루먼트 패널 형상을

별도 성형한 후에, 발포공정에서 코어와 표피재 사이에 폴리우레탄 액을 주입하고 발포시켜 패 드층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종래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에서 코어로 사용되는 PC/ABS는 내약품성, 고중

량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폴리프로필렌의 경우에는 저중량과 함께 패드재와의 접착력이 약하여 별도의 처리 공정

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공정의 추가와 원가상승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코어 소재로 사용되어온 PC/ABS보다 

경량화할 수가 있으며, 패드재와의 접착력을 강하게 하여 패드재와의 접착을 위한 별도의 처리공정이 필요가 없는 아

크릴산 그래프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수지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본 발명의 아크릴산 그래프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수지 조성물은 폴리에틸렌수지 85wt%와 아크릴산 15wt

%의 총중량에 대하여 디-큐밀퍼옥사이드 0.1~20wt%를 포함하므로써 달성된다.

또한, 이러한 본 발명의 아크릴산 그래프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폴리에틸렌수지 85wt%

와 아크릴산 15wt%의 총중량에 대하여 디-큐밀퍼옥사이드 0.1~20wt%를 믹싱한 후에 190℃에서 진공 압축하여 펠

렛 상태로 제조 하는 공정으로써 달성될 수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수지(한화 제품, Melt index:4)를 헨쉘믹서에 넣은 상태에서 아크릴산(Acrylic acid, Aldr

ich(미) 제품)을 폴리에틸렌의 중량대비 15wt%를 넣고 디-큐밀퍼옥사이드(di-cumylperoxide, DCP)를 폴리에틸렌

과 아크릴산의 총중량대비 1.2wt%를 넣고 20분간 믹싱하였다.

이때, 헨쉘믹서의 온도는 40℃로 설정되었다.

그 후 믹싱된 원료를 압출기로 옮겨 넣어, 가공 중 재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출기에 진공이 인가되도록 하여 

산호의 유입을 막은 상태에서 평균 압출온도 190℃에서 압출하였다.

압출된 재료는 수조 내에서 식힌 후에 펠리타이저(pelletizer)를 이용하여 펠릿(pallet)의 행태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펠릿은 수분 건조를 위하여 오븐 내에서 100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펠릿을 사용하여 자동차 인스트루먼트 패널용 코어를 사출성형법으로 제조하였다.

[표 1]

종래 PC/ABS 실시예

용융 인덱스(g/10min) 6.5 5.8

비중(g/cm3) 1.131 0.886

화학적 저항(-) 방향제 사용시 크랙발생 이상없음

발포 접착력(Kg/cm2) 920 985

인장강도(Mpa) 56.5 69.2

연신율(%) 158 247

굽힘강도(Mpa) 82 87.8

굽힘계수(Mpa) 2265 2149

충격강도(J/m) 637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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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변형온도(℃) 111.4 116.5

[표 1]은 종래의 PC/ABS와,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국내 완성차 회사의 재료규격에 따라 실험하여 얻은 물성을 비교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종래의 PC/ABS보다 비중이 작으며, 접착특성이 우수한 아크릴산을 폴리에틸렌 체인에 

그래프팅하여 극성을 부여함으로써 발포 접착력에서 우수함을 알 수가 있으며, 화학적 저항이 없어 내약품성에 있어 

종래의 PC/ABS보다 우수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종래의 PC/ABS보다 경량화할 수가 있으며, 종래의 폴리프로필렌에서 문제가 되었

던 층접착력과 충격강도에 있어 우수함을 알 수가 있다. 기타 다른 전반적인 물성에 있어서도 종래의 PC/ABS보다 우

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아크릴산 그래프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수지 조성물은 폴리에틸렌을 기본 소재로 함으로써, 

기존 PC/ABS소재보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경량화할 수가 있으며, 접착특성이 우수한 아크릴산을 폴리에틸렌 체인

에 그래프팅하여 극성을 부여함으로써, 패드재와의 접착력도 강하여 별도의 처리 공정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가

절감이 가능한 효과가 있는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리에틸렌수지 85wt%와 아크릴산 15wt%의 총중량에 대하여 디-큐밀퍼옥사이드 0.1~20wt%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아크릴산 그래프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수지 조성물.

청구항 2.
폴리에틸렌수지 85wt%와 아크릴산 15wt%의 총중량에 대하여 디-큐밀퍼옥사이드 0.1~20wt%를 믹싱한 후에 190

℃에서 진공 압축하여 펠렛 상태로 제조하는 공정에 의한 아크릴산 그래프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수지 조성물의 제

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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