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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초임계 조건에서 중합체의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중합 시스템에서, 중합체 시스템의 담점 온도보다 높은 온도 및 중합 시스템의 담점 압력보다 1OMPa 이내의 범

위로 낮은 압력에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량체를 촉매 화합물, 활성화제, 임의로는 공단량체, 및 임의로

는 희석제 또는 용매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중합 시스템이 임의의 존재하는 공단량체, 임의의 존재하는 희석제 또

는 용매, 중합체 생성물을 포함하고,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이 40중량% 이상으로 존재하며, 촉매 화합물이

인덴일 기를 함유한 가교결합된 메탈로센인 올레핀 중합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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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합 시스템에서, 중합 시스템의 담점(cloud point) 온도보다 높은 온도 및 중합 시스템의 담점 압력보다 10MPa 이하의

범위로 낮고 1000MPa 미만인 압력에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량체와 1)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 2) 활성

화제, 3) 임의로는 공단량체, 및 4) 임의로는 희석제 또는 용매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여기서 중합 시스템이 단량

체, 임의의 존재하는 공단량체, 임의의 존재하는 희석제 또는 용매, 및 중합체 생성물을 포함하며, 올레핀 단량체가 중합

시스템에 40중량% 이상으로 존재하고,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이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것인 올레핀의 중합방법: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이고;

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임의의 2

개의 R1 기는 연결될 수 있으며,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된 경우 이들은 M이 Zr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고;

각각의 R2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둘 이상의

R2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3는 탄소 또는 규소이고;

R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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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0, 1 또는 2이며;

R5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R4와 R5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5와 R3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b는 0, 1 또는 2이며;

R6은 탄소 또는 규소이고, R4와 R6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각각의 R7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각각의 R8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7과 R8

은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R9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개의 R9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과 R16은 함께 연

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과 R11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c는 0, 1 또는 2이며;

R10은 -M2(R16)h-이며, 이 때 M2는 B, Al, N, P, Si 또는 Ge이고, h는 M2의 원자가가 채워지도록 하는 1 내지 2의 정수이

고, R16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2개의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d는 0, 1 또는 2이고;

각각의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개의

R11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1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1과 R16은 함

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e는 0, 1 또는 2이며;

여기서 c, d 및 e의 합은 1, 2 또는 3이고;

R12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R13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R13과 R14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

며, g가 0일 때 R13과 R15은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f는 0, 1 또는 2이고;

R1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f가 0일 때 R14과 R12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

할 수 있으며;

g는 0, 1 또는 2이고;

R15는 탄소 또는 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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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R3는 탄소이고/이거나 R6는 탄소이고/이거나 R12는 탄소이고/이거나 R15는 탄소인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방법이 연속적인 방법인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4 및/또는 R5가 CH2인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13이 CH2인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14이 CH2인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이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방법:

화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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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M, R1, R2, R7, R8, R9, R10, R11, c, d 및 e는 제 1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M이 하프늄 또는 지르코늄인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M이 하프늄인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1이 하이드라이드, 아마이드, 하이드로카빌 또는 할로겐화물인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1이 메틸, 에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및 벤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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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11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2가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인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1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7이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인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1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8이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인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 내지 제 1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9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인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 내지 제 15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10이 SiMe2, Si(CH2)3, SiPh2, Si(바이페닐)1, Si(바이페닐)2, Si(o-톨릴)2인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1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11이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인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1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c, d 및 e의 합이 1 또는 2인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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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1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c, d 및 e의 합이 1인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M이 하프늄이고, R1이 메틸, 에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및 벤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2가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며, R7이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R8이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

이며, R9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R10이 SiMe2, Si(CH2)3, SiPh2, Si(바이페닐)1, Si(바이페닐)2, Si(o-

톨릴)2이며, R11이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인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이 하기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방법:

화학식 3

상기 식에서,

M, R1, R8 및 R16은 1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고,

Me는 메틸이다.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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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 하프늄이고, R1이 하이드라이드, 메틸, 에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또는 벤질이고, R8

이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며, R16이 메틸, 에틸, 페닐, 바이페닐, o-톨릴 또는 아렌인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 내지 제 2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8이 페닐기가 아닌 방법.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이 화학식

중 하나로 표시되고, 여기서 Me는 메틸이고 Hf는 하프늄이며, Ph는 페닐이고 Si는 규소인 방법.

청구항 25.

제 1 항 내지 제 2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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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제가, 가교결합된 메탈로센 금속 중심을 양이온으로 이온화시키고 역평형화(counterbalancing) 비배위 이온을 제

공하는 루이스산인 방법.

청구항 26.

제 1 항 내지 제 25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제가 식 (St+)u(NCAv-)w으로 표시되고, 여기서 St+는 t+ 전하를 갖는 양이온 성분이고, NCAv-는 v- 전하를 갖는

비배위 음이온이며, t는 1 내지 3의 정수이고, v는 1 내지 3의 정수이며, u와 v는 (u) x (t) = (v) x (w) 관계식에 구속되고,

이 때 St+는 양성자를 제공하거나 잔기를 떼어낼 수 있는(abstracting) 브뢴스테드산 또는 환원가능한 루이스산인 방법.

청구항 27.

제 1 항 내지 제 2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량체가 프로필렌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1 항 내지 제 2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제가 트리메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 테트라페닐보

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t-부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

라페닐보레이트, N,N-다이에틸아닐리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2,4,6-트리메틸아닐리늄)테트라페닐보레

이트, 트리메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sec-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

보레이트, N,N-다이에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2,4,6-트리메틸아닐리늄) 테

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메틸암모늄 테트라키스(헵타플루오로나프틸)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

라키스(헵타플루오로나프틸)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 테트라키스(헵타플루오로나프틸)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헵타플루오로나프틸)보레이트, 트리(sec-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헵타플루오로나프틸)보레이트, N,N-다이

메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헵타플루오로나프틸)보레이트, N,N-다이에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헵타플루오로나프틸)보레

이트, 트리메틸암모늄(2-퍼플루오로바이페닐)3(퍼플루오로페닐알킨일)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2-퍼플루오로바이페

닐)3(퍼플루오로페닐알킨일)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2-퍼플루오로바이페닐)3(퍼플루오로페닐알킨일)보레이트, 트리

(n-부틸)암모늄(2-퍼플루오로바이페닐)3(퍼플루오로페닐알킨일)보레이트, 트리(sec-부틸)암모늄(2-퍼플루오로바이페

닐)3(퍼플루오로페닐알킨일)보레이트, N,N-다이메틸아닐리늄(2-퍼플루오로바이페닐)3(퍼플루오로페닐알킨일)보레이

트, N,N-다이에틸아닐리늄(2-퍼플루오로바이페닐)3(퍼플루오로페닐알킨일)보레이트, 트리메틸암모늄 테트라키스

(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

필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

로페닐)보레이트, 다이메틸(t-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에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

레이트, N,N-다이메틸-(2,4,6-트리메틸아닐리늄)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다이-(i-프로필)

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다이시클로헥실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페

닐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o-톨릴)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

리(2,6-다이메틸페닐)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페닐카브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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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레이트, 트리페닐카브늄 테트라키스(헵타플루오로나프틸)보레이트, 트리페닐카브늄 (2-퍼플루오로바이페닐)3(퍼플루

오로페닐알킨일)보레이트, 트리스퍼플루오로페닐 보레인 및 트리퍼플루오로나프틸 보레인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택되는 방법.

청구항 29.

제 1 항 내지 제 2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제가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트리페닐카브늄 테트라키스(퍼플루오로페

닐)보레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30.

제 1 항 내지 제 2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제가 알룸옥세인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1 항 내지 제 2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제가 메틸알룸옥세인인 방법.

청구항 32.

제 1 항 내지 제 2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제가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인 방법.

청구항 33.

제 1 항 내지 제 3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트리-n-헥실알루미늄 및 트리-n-옥틸알루미늄으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소거제(scavenger)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1 항 내지 제 3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촉매, 활성화제 또는 둘다가 지지되어 있는 방법.

청구항 35.

제 1 항 내지 제 3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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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 시스템의 압력이 중합 시스템의 담점 압력보다 높은 방법.

청구항 36.

제 1 항 내지 제 35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 시스템의 압력이 27.5MPa 이상이고, 온도가 100℃ 이상인 방법.

청구항 37.

제 1 항 내지 제 3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 시스템의 압력이 27.5MPa 이상이고, 온도가 105℃ 이상인 방법.

청구항 38.

제 1 항 내지 제 3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 시스템의 압력이 28.5MPa 이상이고, 온도가 110℃ 이상인 방법.

청구항 39.

제 1 항 내지 제 3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 시스템의 압력이 25 내지 200MPa인 방법.

청구항 40.

제 1 항 내지 제 3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 시스템의 온도가 105 내지 140℃인 방법.

청구항 41.

제 1 항 내지 제 40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용매 및/또는 희석제가 중합 시스템에 0 내지 25중량%로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1 항 내지 제 41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용매 및/또는 희석제가 중합 시스템에 0 내지 10중량%로 존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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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 1 항 내지 제 4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량체가 중합 시스템에 55중량% 이상으로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1 항 내지 제 4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량체가 중합 시스템에 75중량% 이상으로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1 항 내지 제 4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량체가 프로필렌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1 항 내지 제 45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공단량체가 1 내지 45몰%로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 1 항 내지 제 4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량체, 공단량체, 용매 및 희석제의 중합 매질이 프로필렌 단량체 55 내지 100중량%; 및 에틸렌, 부트-1-엔, 헥스-1-엔,

4-메틸펜트-1-엔, 다이시클로펜타디엔, 노르보르넨, C4-C2000 α-올레핀, C4-C2000 α,내부(internal)-다이올레핀 및

C4-C2000 α,ω-다이올레핀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공단량체를 포함하는 공단량체 혼합물 0 내지

45중량%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공단량체가 하나 이상의 에틸렌, 부텐, 헥센 또는 옥텐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 1 항 내지 제 4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이 관형(tubular)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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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관형 반응기가 1:1 내지 20:1의 길이-대-직경 비를 갖는 방법.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관형 반응기가 4:1 내지 20:1의 길이-대-직경 비를 갖는 방법.

청구항 52.

제 49 항에 있어서,

관형 반응기가 1:1 내지 500:1의 길이-대-직경 비를 갖는 방법.

청구항 53.

제 49 항에 있어서,

관형 반응기가 길이 100 내지 2000m 및 내부 직경 10㎝ 미만을 갖는 방법.

청구항 54.

제 49 항 내지 제 5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관형 반응기가 6개 이하의 상이한 유입 위치를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 49 항 내지 제 5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관형 반응기가 복합(multiple) 대역에서 작동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 1 항 내지 제 4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이 오토클레이브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방법.

청구항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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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항에 있어서,

오토클레이브 반응기가 1:1 내지 20:1의 길이-대-직경 비를 갖는 방법.

청구항 58.

제 56 항에 있어서,

오토클레이브 반응기가 1:1 내지 20:1의 길이-대-직경 비를 갖는 방법.

청구항 59.

제 56 항 내지 제 5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오토클레이브 반응기가 6개 이하의 상이한 유입 위치를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60.

제 56 항 내지 제 5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오토클레이브 반응기가 복합 대역에서 작동되는 방법.

청구항 61.

제 1 항 내지 제 60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법이 (a) 올레핀 단량체,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 및 활성화제를 반응기에 연속하여 공급하는 단계, (b) 승압하에서 중합대

역 반응기에서 단량체를 연속하여 중합시키는 단계, (c) 중합체/단량체 혼합물을 반응기로부터 연속하여 제거하는 단계,

(d) 용융된 중합체로부터 단량체를 연속하여 분리하는 단계, (e) 단량체가 풍부한 상과 중합체가 풍부한 상을 형성하기 위

해 감압하는 단계, 및 (f) 중합체로부터 단량체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2.

제 1 항 내지 제 4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이 루프식(loop)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방법.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루프식 반응기가 직경 41 내지 61㎝ 및 길이 100 내지 200m를 갖는 방법.

청구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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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항 또는 제 63 항에 있어서,

루프식 반응기가 25 내지 30MPa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 62 항 내지 제 6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인-라인(in-line) 펌프가 루프식 반응기를 통해 중합 시스템을 연속하여 순환시키는 방법.

청구항 66.

제 62 항 내지 제 65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법이 (a) 올레핀 단량체, 촉매 화합물 및 활성화제를 루프식 반응기에 연속하여 공급하는 단계, (b) 승압하에서 중합대역

반응기에서 단량체를 연속하여 중합시키는 단계, (c) 중합체/단량체 혼합물을 반응기로부터 연속하여 제거하는 단계, (d)

용융된 중합체로부터 단량체를 연속하여 분리하는 단계, (e) 단량체가 풍부한 상과 중합체가 풍부한 상을 형성하기 위해

감압시키는 단계, 및 (f) 중합체로부터 단량체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7.

제 1 항 내지 제 6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합이 복합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방법.

청구항 68.

제 67 항에 있어서,

중합이 관형 반응기에서 일어난 이후에 오토클레이브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방법.

청구항 69.

제 67 항에 있어서,

중합이 관형 반응기에서 일어난 이후에 루프식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방법.

청구항 70.

제 1 항 내지 제 6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체류 시간이 5분 미만인 방법.

청구항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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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70 항중 어느 한 항에 의하여 생성된 중합체.

청구항 72.

제 71 항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블렌드.

청구항 73.

제 72 항에 있어서,

비작용화(non-functionalized) 가소제 1 내지 75중량%를 추가로 포함하는 블렌드.

청구항 74.

제 73 항에 있어서,

비작용화 가소제가 유동점 -10℃ 이하 및 인화점 200℃ 이상을 갖는 블렌드.

청구항 75.

제 73 항에 있어서,

비작용화 가소제가 점도 지수 120 이상을 갖는 블렌드.

청구항 76.

제 73 항에 있어서,

비작용화 가소제가 인화점 200℃ 이상 및 비중 0.86 이하를 갖는 블렌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특정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을 사용하여 초임계 조건하에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량체를 중

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1980년대 중반부터 메탈로센 촉매가 4-메틸-1,5-헥사디엔과 같은 다른 특수 단량체와 함께, 프로필렌, 부텐 및 헥센중

하나 이상의 단량체와 에틸렌의 공중합체를 비롯한 에틸렌-주쇄 중합체를 주로 생성시키기 위한 고압 반응기에서 사용되

어 왔다. 예컨대, 랭하우젠(Langhausen) 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5,756,608호는 가교결합된 메탈로센 촉매를 사용하

여 C2-C10 1-알켄을 중합하는 방법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고압 조건에서의 폴리프로필렌의 제조는 프로필렌 임

계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는 비실용적이고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왔다. 상업적으로 유용한 폴리프로필렌을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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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제조하는 방법은 증가된 반응성, 증가된 촉매 생산성 또는 높은 처리량 또는 짧은 체류시간 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규한 폴리프로필렌 중합체도 신규하고 개선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당업계에서는 신규한 폴리프로필렌 중합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신규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단량체와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융통성(flexible)을 갖는 신규한 중합방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폴리부

텐 또는 폴리헥센을 제조하기 위한 고압 방법이 또한 바람직하다.

앤드쵸(Andtsjo) 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6,084,041호는 지지된 지글러-나타(Ziegler-Natta) 및 메탈로센 촉매를 사

용하는 비교적 적당한 조건(90 내지 100℃ 및 6.89MPa 미만의 압력)하에서의 초임계 프로필렌 중합반응을 개시하고 있

다. 상기 특허는 전술한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 또는 압력에서의 프로필렌 공중합반응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또한 지지

되지 않은 가용성 메탈로센 촉매를 사용하는 벌크(bulk) 프로필렌 중합반응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

몰(Mole) 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5,969,062호는 100 내지 350MPa 압력 및 200 내지 280℃ 온도에서 중합반응이 실

시되는 α-올레핀과의 에틸렌 공중합체의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촉매는 테트라메틸시클로펜타디엔일 티탄 착물을 함

유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5,408,017호는 140 내지 160℃ 또는 그 이상의 중합반응 온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올레핀 중합반응 촉매를 개

시하고 있다. 대체로, 용융 온도보다 높고 중합체 분해 온도에 근접한 온도가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WO 제93/11171호는 반응기에 올레핀 단량체와 메탈로센 촉매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폴리올레핀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단량체는 단량체-중합체 혼합물을 제공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중합된다. 반응 조건은 혼합물을

시스템의 담점(cloud point) 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유지시킨다. 상기 조건은 중합체가 풍부한 상과 단량체가 풍부한 상

을 발생시키며, 혼합물의 온도를 중합체 융점보다 높게 유지시킨다.

미국특허 제6,355,741호는 쌍봉형(bimodal) 분자량 분포를 갖는 폴리올레핀의 제조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방법은

제 1 루프식 반응기에서 제 1 폴리올레핀 분획물을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제 1 루프식 반응기를, 제 2 폴리

올레핀 분획물을 제조하는 제 2 루프식 반응기에 결합시킨다. 루프중 하나 이상이 초임계 조건을 이용한다.

WO 제92/14766호는 (a) 올레핀 단량체 및 촉매 시스템을 메탈로센 성분 및 조촉매 성분과 함께 반응기에 연속하여 공급

하는 단계; (b) 승압하에서 중합대역 반응기내의 단량체를 연속하여 중합하는 단계; (c) 반응기로부터 중합체/단량체 혼합

물을 연속하여 제거하는 단계; (d) 용융된 중합체로부터 단량체를 연속하여 분리하는 단계; (e) 단량체가 풍부한 상과 중합

체가 풍부한 상을 형성하도록 압력을 감압시키는 단계; 및 (f) 단량체를 반응기로부터 분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5,326,835호는 쌍봉형 폴리에틸렌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발명의 제 1 반응기 단계는 중합반응이 불

활성 저비점 탄화수소에서 발생하는 루프식 반응기이다. 루프식 반응기 이후에, 반응 매질은 기상 에틸렌 중합반응이 일어

나는 기상 반응기로 이동된다. 생성된 중합체는 쌍봉형 분자량 분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특허 제2,118,711호(독일특허 제4,130,299호에 대응)는 (CH3)2C(플루오렌일)(시클로펜타디엔일)지르코늄 다이

클로라이드 착물, 메틸알룸옥세인 및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사용하는 149℃ 및 1510bar에서의 프로필렌 중합반응을 개시

하고 있다. 촉매 활성은 8380gPP/gIc'h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Mw는 2,00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캐나다특허 제

2,118,711호는 또한 (CH3)2C(플루오렌일)(시클로펜타디엔일)지르코늄 다이클로라이드 착물, 메틸알룸옥세인 및 트리메

틸알루미늄을 사용하는 190℃ 및 1508bar에서의 에틸렌과의 프로필렌 중합반응을 개시하고 있다. 촉매 활성은 24358g

중합체/gIc'hr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Mw는 10,00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WO 제2004/026921호는 중합반응 시스템에서, 중합 시스템의 담점 온도보다 높은 온도 및 중합 시스템의 담점 압력보다

1OMPa 이내 범위로 낮은 압력에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을 촉매 화합물(예컨대, 메탈로센), 활성화제, 임의

로는 공단량체, 및 임의로는 희석제 또는 용매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중합 시스템이 임의의 존재하는 공단량체, 임

의의 존재하는 희석제 또는 용매, 중합체 생성물을 포함하고,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이 40중량% 이상으로 존

재하는 올레핀 중합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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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방법 및 촉매가 불포화 단량체의 단독중합 또는 공중합, 특히 올레핀의 중합을 위해 존재한다. 많은 용도에

서, 폴리올레핀이 비교적 좁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면서 높은 중량평균분자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랄 비스-인덴일

메탈로센 촉매는 고 결정질의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과 다른 단량체의 공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문헌[Resconi, L. Chem. Rev. 2000, 100, 1253] 참고). 또한, 어택틱(atactic) 폴리프로필렌 및 공중합체를 생성시

키는 비-키랄성 메탈로센 촉매가 제조되어 왔다(문헌[Resconi, L. in Metallocene Based Polyolefins, Eds. J. Schiers,

W. Kaminsky; Wiley; NY, 2000; 467] 참고). 결정도가 고 결정질보다는 낮고 무정질보다는 높은 폴리프로필렌을 제조하

는데 있어서 상기 극단에서 작용하는 키랄 촉매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기 키랄 촉매는 저분자량 중합체를 제공한다. 이

는 상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프로필렌 및 다른 단량체로부터 제조된 공중합체의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특허 제6,051,522호는 올레핀 중합반응에 유용한 촉매로서 가교결합된 키랄 메탈로센을 개시하고 있다. WO제2002/

01745호, US2002/0004575 A1호, WO제2002/083753A1호 및 US 제6,525,157호는 키랄 메탈로센 rac-Me2Si(1-인

덴일)2HfMe2 및 이온화 활성화제를 사용하여 프로필렌 시퀀스내에 입체규칙성(tacticity)을 함유한 프로필렌/에틸렌 공중

합체의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6,057,408호는 키랄 비스-인덴일 메탈로센을 사용하여 프로필렌 시퀀스내

에 고 결정질을 갖는 고분자량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의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가장 큰 분자량을 나타내는 촉매는

rac-Me2Si(2-Me-4-(1-나프틸)-1-인덴일)2ZrCl2이었다.

콜린스(S.Collins) 및 동료들은 용액 에틸렌 및 프로필렌 중합반응상에서 키랄 에틸렌 가교결합된 메탈로센 rac-

(CH2CH2)(5,6-X2-1-인덴일)2ZrCl2의 시리즈상에서 5,6-위치에서의 치환된 효과 연구를 보고하였다(문헌

[Organometallics 1992, 11, 2115] 참고). X=H인 경우와 X=Me인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분자량이 폴리에틸렌(X=H,

Mn=145㎏/mol; X=Me, Mn=127㎏/mol) 및 폴리프로필렌(X=H, Mn=15.7㎏/mol; X=Me, Mn=16㎏/mol)의 제조에서 찾

을 수 있다. 유사하게, 미국특허 제5,455,365호에서 5- 및 6-위치에서 메틸기를 함유하는 키랄 비스인덴일 메탈로센 및

5- 또는 6- 위치에서 페닐기를 함유하는 메탈로센이 개시되어 있다. 액체 프로필렌중에서 70℃에서의 중합반응은 132 내

지 147℃의 중합체 융점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적당한 결정질의 폴리프로필렌을 제공한다. 상기 물질의 분자량(Mw)

은 100 내지 200㎏/mol이다. rac-Me2Si(2,5,6-Me3-1-인덴일)ZrCl2/MAO을 사용하는 에틸렌과의 프로필렌 공중합반

응은 고유 점도가 155mL/g(Mw=143㎏/mol)에서 98mL/g(Mw은 기록되지 않음)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바와 같

이 상당히 낮은 분자량을 갖는 에틸렌 2.8중량%, 프로필렌 97.2중량%의 공중합체를 생성하였다. 이 공중합 반응은 융점

을 132℃에서 123℃로 감소시켰다.

미국특허 제6,084,115호에는 5- 및 6-위치에 부착된 환형 테트라메틸화 시클로헥실 고리를 함유하는 키랄 비스-인덴일

메탈로센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메탈로센 rac-Me2Si(5,6,7,8-테트라하이드로-2,5,5,8,8-펜타메틸-벤즈[f]인덴일)2Zr

(1,4-다이페닐부타디엔)이 +2 산화 상태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프로필렌 중합 양태는 70℃에서 수소 부분압하에 알케인

용액(프로필렌 24중량%)중에서 보고되었다. 수득된 분자량은 약 60㎏/mol이고, 중합체 융점은 144.8 내지 147℃이었다.

상기 분자량은 5- 및 6- 위치에서 H를 갖는 유사한 착물인 rac-Me2Si(2-Me-1-인덴일)Zr(1,4-다이페닐부타디엔),

Mw=79㎏/mol보다 낮았다. 유사한 결과가 상기 두 촉매를 사용한 에틸렌/옥텐 중합반응에서 관찰되었다. H2를 함유하지

않은 용액 중합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지지된 촉매는 미국특허 제6,084,115호에서 연구되었으나, 넓은 분자량 분포(>3.5)는 촉매간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상기

결과는 분자량 이점이 5- 및 6-위치에서 커다란 기를 갖는 촉매에서는 기대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합체 분자량

의 유의한 증가는 상기 이전 치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WO제2004/050724호는 부텐과 메틸알룸옥세인 및 다이메틸실릴 비스[2-메틸-5,6(테트라메틸-시클로트리메틸렌)인덴

일]지르코늄 다이클로라이드와의 중합반응을 개시하고 있으며, 또한 환형 6원 고리를 갖는 특정한 인덴일 유형의 화합물

을 개시하고 있으나, WO 제2004/050724호는 고온에서 고분자량을 획득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고온에서 제조된 우수한 결정도 및 달리 얻어지는 것에 비해 우수한 생산성 뿐만 아니라 높은 분자량을 갖는

중합체를 제공할 수 있는 촉매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당업계에 존재한다.

미국특허 제6,479,424호는 프로필렌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교결합되지 않은 화합물인 비스(2-(3,5-다이-

t-부틸페닐)-5,5,8,8-테트라메틸-5,6,7,8-테트라하이드로벤즈(f)인덴일)하프늄 다이클로라이드, 비스(2-(3,5-다이-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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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페닐)-5,5,8,8-테트라메틸-5,6,7,8-테트라하이드로벤즈(f)인덴일)지르코늄 다이클로라이드, 비스(2-(4-t-부틸페

닐)-5,5,8,8-테트라메틸-5,6,7,8-테트라하이드로벤즈(f)인덴일)하프늄 다이클로라이드 및 비스(2-(4-t-부틸페닐)-

5,5,8,8-테트라메틸-5,6,7,8-테트라하이드로벤즈(f)인덴일)지르코늄 다이클로라이드의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다른 흥미로운 참고문헌에는 1) 미국특허 제6,034,022호(특히, 실시예 17); 2) 미국특허 제6,268,444호(특히, 실시예 2);

3) 미국특허 제6,469,188호; 및 4) 유럽특허 제1 138 687호(특히, 실시예 8 및 9), 및 문헌[Olefin Polymerization Using

Highly Congested ansa-Metallocenes under High Pressure: Formation of Superhigh Molecular Weight

Polyolefins, Suzuki 등, Macromolecules, 2000, 33, 754-759], 유럽특허 제1 123 226호, WO 제00 12572호, WO 제

00 37514호, 유럽특허 제1 195 391호, 미국특허 제6,355,741호, 및 문헌[Ethylene Bis(Indenyl) Zircocenes…,

Schaverien, C.J. 등, Organometallics, ACS, Columbus Ohio, vol 20, no 16, August 2001, pg 3436-3452], WO 제

96/34023호, WO 제97/11098호, 미국특허 제5,084,534호, 미국특허 제2,852,501호, WO 제93/05082호, 유럽특허 제

129 368B1호, WO 제97/45434호, JP 제96-208535 199660807호, 미국특허 제5,096,867호, WO 제96/12744호, 미국

특허 제5,408,017호, 미국특허 제5,084,534호, 미국특허 제6,225,432호, WO 제02/090399호, 유럽특허 제 1 195 391

호, WO 제02/50145호, 미국특허 제 2002 013440호, WO 제01/46273호, 유럽특허 제1 008 607호, 일본특허 제1998-

110003A호, 미국특허 제6 562,914호 및 일본특허 제1998-341202B2호를 포함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은 "특히 승온 및 초임계 조건하에서 벌크 조건(100% 프로필렌)에서 제조된 mPP는 중합체중 소량

의 LCB를 나타내는 유동 양태를 나타낸다. 이는 공업적으로 의미있는 조건하에서 증가된 용융 강도를 갖는 mPP를 생성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이다"라는 내용의 보리알리스(Borealis)의 웹사이트[Barbo Loefgren, E. Kokko, L.

Huhtanen, M. Lahelin, Petri Lehmus, Udo Stehling. "Metallocene-PP produced under supercritical conditions" 1st

Bluesky Conference on Catalytic Olefin Polymerization, 17.-20.6.2002, Sorrrento, Italy.,() 2002]의 발췌문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중합반응 시스템에서, 중합 시스템의 담점 온도보다 높은 온도 및 중합 시스템의 담점 압력보다 1OMPa 이하의

범위로 낮은 압력 및 1000MPa 미만의 압력에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량체를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 활

성화제, 임의로는 공단량체, 및 임의로는 희석제 또는 용매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중합 시스템이 단량체, 임의의 존

재하는 공단량체, 임의의 존재하는 희석제 또는 용매, 중합체 생성물을 포함하고,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

량체가 40중량% 이상으로 존재하며,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이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올레핀 중합방법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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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이고;

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임의의 2

개의 R1은 연결될 수 있으며;

각각의 R2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개 이상

의 R2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3는 탄소 또는 규소이고;

R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a는 0, 1 또는 2이며;

R5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R4와 R5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5

와 R3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b는 0, 1 또는 2이고;

R6은 탄소 또는 규소이고, R4와 R6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각각의 R7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각각의 R8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7과 R8

은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R9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개의 R9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과 R16은 함께 연

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과 R11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c는 0, 1 또는 2이며;

R10은 -M2(R16)h-이며, 이 때 M2는 B, Al, N, P, Si 또는 Ge이고, h는 1 내지 2의 정수이어서 M2의 원자가는 채워지고,

R16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2개의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

으며;

d는 0, 1 또는 2이며;

각각의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개의

R11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1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1과 R16은 함

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e는 0, 1 또는 2이며;

여기서 c, d 및 e의 합은 1, 2 또는 3이고;

R12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공개특허 10-2007-0039930

- 20 -



R13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R13과 R14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

며, g가 0일 때 R13과 R15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f는 0, 1 또는 2이고;

R1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f가 0일 때 R14과 R12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

할 수 있으며;

g는 0, 1 또는 2이고;

R15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된 경우, 이들은 M이 Zr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중합 시스템에서, 중합 시스템의 담점 온도보다 높은 온도(바람직하게는 100℃ 이상, 바람직하게는 105℃ 이

상, 바람직하게는 110℃ 이상) 및 중합 시스템의 담점 압력보다 1OMPa 이하 범위로 낮은 압력 및 1000MPa 미만의 압력

(바람직하게는 27.5MPa 이상, 바람직하게는 40.0MPa 이상인 압력)에서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 단량체(바람

직하게는 프로필렌)를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 활성화제, 임의로는 공단량체(바람직하게는 에틸렌, 부텐, 헥센 또는 옥텐),

및 임의로는 희석제 또는 용매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중합 시스템이 단량체, 임의의 존재하는 공단량체, 임의의 존

재하는 희석제 또는 용매, 중합체 생성물을 포함하고, 올레핀 단량체가 40중량% 이상으로 중합 시스템에 존재하며, 메탈

로센 촉매 화합물이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올레핀의 중합방법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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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임의의 2

개의 R1 기는 연결될 수 있으며,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된 경우 M이 Zr일 때에는 부타디엔기를 형성하지 않고;

각각의 R2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둘 이상의

R2 기는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3는 탄소 또는 규소이고;

R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a는 0, 1 또는 2이며;

R5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R4와 R5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5

와 R3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b는 0, 1 또는 2이고;

R6은 탄소 또는 규소이고, R4와 R6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각각의 R7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각각의 R8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7과 R8

은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R9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개의 R9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과 R16은 함께 연

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과 R11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c는 0, 1 또는 2이며;

R10은 -M2(R16)h-이며, 이 때 M2는 B, Al, N, P, Si 또는 Ge이고, h는 1 내지 2의 정수이어서 M2의 원자가는 채워지고,

R16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2개의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

으며;

d는 0, 1 또는 2이고;

각각의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개의

R11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1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1과 R16은 함

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e는 0, 1 또는 2이며;

여기서 c, d 및 e의 합은 1, 2 또는 3이고;

R12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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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R13과 R14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

며, g가 0일 때 R13과 R15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f는 0, 1 또는 2이고;

R1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f가 0일 때 R14과 R12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

할 수 있으며;

g는 0, 1 또는 2이고;

R15는 탄소 또는 규소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 바람직하게는 Zr 또는 Hf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Hf이며;

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본 또는 할로겐화물이고, 바람직하게 R1은 하이드라이드이며, 더 더욱 바람직하게 R1은 메틸, 에

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및 벤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R1은 메틸이고, R1은 연결될 수 있으며, R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고;

각각의 R2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단 R3와

R6 및/또는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고, 각각의 R2는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게 R2는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2는 메틸이고, R2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R3는 탄소 또는 규소이고;

R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R4는 CH2이며, R4와 R5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있거나 R4와 R6가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a는 0, 1 또는 2인 정수이며;

R5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R5는 CH2이며, R5와 R3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b는 0, 1 또는 2인 정수이고;

R6은 탄소 또는 규소이며;

각각의 R7은 수소이고;

각각의 R8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

람직하게 R8은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8은 수소 또는 메틸이며, R8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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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9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9는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9는 수소이며, R9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9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과

R16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과 R11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0은 -M2(R16)h-이며, 이 때 M2는 B, Al, N, P, Si 또는 Ge이고, h는 M2의 원자가가 채워지도록 1 내지 2의 정수이고,

R16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는 아렌이며, 각각의 R16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Si(CH2)2,

Si(CH2)3, SiPh2, Si(바이페닐)1, Si(바이페닐)2, Si(o-톨릴)2, 더욱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또는 SiPh2이고;

각각의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

하게 R11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11은 수소이며, R1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으며, R11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1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1과 R16

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c는 정수 0, 1 또는 2의 정수이고;

d는 정수 0, 1 또는 2의 정수이며;

e는 정수 0, 1 또는 2의 정수이고;

여기서 c, d 및 e의 합은 1, 2 또는 3이고,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또는 2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이고;

R12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R13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CH2이며, R13과 R14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

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g가 0일 때 R13과 R15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CH2이며, f는 0일 때, R14과 R12는 함께 연

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5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f는 0, 1 또는 2인 정수이고;

g는 0, 1 또는 2인 정수이며;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된 경우, 이들은 M이 Zr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R3와 R6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다른 양태에서, R12와 R15는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

다. 다른 양태에서, R3와 R6 및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M이 Zr일 때 R3와 R6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다른 양태에서, M이 Zr일 때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다른 양태에서, M이 Zr일 때 R3와 R6 및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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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양태에서, M이 Hf일 때 R3와 R6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고, 5 탄소고리에 결합된 1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

니며, 바람직하게 2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고, 바람직하게 3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며, 바람직하게 5 탄소

고리에 부착된 모든 4개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다.

또 다른 양태에서, M이 Hf일 때,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고, 5 탄소고리에 결합된 1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

니며, 바람직하게 2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고, 바람직하게 3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며, 바람직하게 5 탄소

고리에 부착된 모든 4개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M이 Hf일 때 R1기 둘 다는 메틸이다.

본 발명 및 이에 대한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중합 시스템은 단량체(들)와 공단량체와 용매/희석제와 중합체가 합쳐진 것으

로 정의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 시스템은 방향족 탄화수소 20중량% 미만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톨루엔 20중량% 미만을 포함

한다.

바람직하게, 중합 시스템의 온도는 중합 시스템의 담점 온도보다 3℃ 이상 높고, 다르게 5℃ 이상 높고, 다르게 10℃ 이상

높고, 다르게 15℃ 이상 높고, 다르게 20℃ 이상 높고, 다르게 25℃ 이상이 높고, 다르게 30℃ 이상 높다. 더 더욱 바람직하

게 상기 온도는 100 내지 250℃이고, 바람직하게 105 내지 225℃이며, 바람직하게 110 내지 220℃이고, 바람직하게 110

내지 190℃이며, 바람직하게 115 내지 170℃이고, 바람직하게 120 내지 150℃이며, 바람직하게 120 내지 140℃ 이다.

다른 양태에서, 온도는 바람직하게 100 내지 200℃이고, 바람직하게 105 내지 180℃이며, 바람직하게 110 내지 170℃이

다.

바람직하게, 중합 시스템의 압력은 중합 시스템의 담점 압력보다 10MPa 이내 범위로 낮고, 바람직하게는 담점 압력보다

5MPa 이내 범위로 낮으며, 바람직하게 담점 압력보다 높고, 바람직하게 담점 압력보다 5MPa 이상 높고, 바람직하게

25MPa 이상 높고, 바람직하게 50MPa 이상 높으며, 바람직하게 100MPa 이상 높다. 바람직하게, 압력은 5MPa 이상이고,

바람직하게 10MPa 이상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25MPa 이상이고, 바람직하게 27.5MPa 이상이며, 바람직하게 28.5MPa

이상이고, 바람직하게 30MPa 이상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5MPa 내지 350MPa이다. 더 더욱 바람직하게 압력은 15 내지

200MPa이며, 바람직하게 20 내지 150MPa이고, 바람직하게 25 내지 100MPa이며, 바람직하게 30 내지 75MPa이고, 가

장 바람직하게 25 내지 50MPa이다.

바람직하게, 용매 및/또는 희석제는 중합 시스템에 0 내지 60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25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20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15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10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4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3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2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1중량%으로 존재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용매 및/또는 희석제는 존재하는 용매 및/또는 희석제의 중량을 기준으로 1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7.5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5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3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2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중

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5중량% 미만으로 존재한다. 일부양태에서, 용매 또는 희석제가 반응기에 첨가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일부 용매 또는 희석제가 촉매 용액 공급물과 함께 도입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올레핀 단량체는 중합 시스템에 4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5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5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6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6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7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75중량% 이

상, 바람직하게는 8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85중량% 이상으로 존재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프로필렌은 중합 시스템에 4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5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5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6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6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7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75중량% 이상, 바

람직하게는 8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85중량% 이상으로 존재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프로필렌 및 30몰% 이하의 하나 이상의 공단량체가 중합 시스템에 4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50중

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5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6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6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70중

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7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8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85중량% 이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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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 시스템의 온도는 100℃ 이상(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170℃)이고, 중합 시스템의 압력은

27.5MPa 이상(바람직하게는 27.5 내지 250MPa)이다. 더욱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 시스템의 온도는 105℃ 이상

(바람직하게는 105 내지 170℃)이고, 중합 시스템의 압력은 27.5MPa 이상(바람직하게는 28.5 내지 250MPa)이다. 더욱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 시스템의 온도는 110℃ 이상(바람직하게는 110 내지 170℃)이고, 중합 시스템의 압력은

28.5MPa 이상(바람직하게는 30 내지 220MPa)이다. 더욱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 시스템의 온도는 120℃ 내지

160℃이고, 중합 시스템의 압력은 30 내지 2000MPa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매질의 담점보다 높은 초임계 중합 매질에서 일어난다. 초임계 상태는 물질의 온도 및 압

력이 임계점보다 높을 때 물질에서 발생한다. 압력 또는 온도가 임계 상태를 넘을 때, 유체는 초임계 상태에 있다. 유체의

임계 압력 및 임계 온도는 유체를 희석제 또는 다른 단량체와 같은 다른 유체와 함께 결합시킴으로써 변형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발명 및 이에 대한 청구의 범위에 있어 초임계 중합 매질은 중합 매질이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 및 매질의 임계 압

력에서 존재하는 상태이다.

본 발명 및 이에 대한 청구의 범위에 있어, 임계 온도(Tc) 및 임계 압력(Pc)은 문헌[the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David R. Lide, Editor-in- Chief, 82nd edition 2001-2002, CRC Press, LLC. New York, 2001]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분자의 Tc 및 P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단량체(들) 및 용매/희석제의 합한 부피는 무수 단량체 5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무수 단량체 60

체적%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70체적%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80체적% 이상, 바람직하게는 90체적% 이상, 바람직하

게는 95체적% 이상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정상 상태 조건(질량 평형법을 사용하여 계산함) 중합체, 단량체 및 용매/희석제의 중량을 기준으로 무수

단량체(들)는 40중량% 이상으로 존재하며, 용매는 0 내지 60중량%으로 존재할 수 있고, 중합체는 0.1 내지 60중량%로

존재한다. 정상 상태 조건이란 반응기가 중합 체류 시간의 80% 이상동안(바람직하게는 85% 이상, 바람직하게는 90% 이

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95% 이상) 일정한 온도 및 압력(즉, ±5℃ 및 ±0.5MPa)에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 상태에

서 총 반응기 함량은 희석제 + 단량체(들) + 중합체와 동일하며, 바람직하게 각각의 중량%는 0 내지 40, 60 내지 100, 및

0.01 내지 50이고, 합계는 100이다.

일부 양태에서, 선택적인 공단량체, 희석제 또는 다른 유체가 단량체와 함께 중합 매질에 존재한다. 희석제, 공단량체 및

다른 유체 각각은 매질의 임계점을 변경시키며, 따라서 특정한 매질이 초임계 상태로 있는 압력-온도 방식을 변경시킨다.

희석제, 공단량체 및 다른 유체 각각은 중합 매질의 상 양태를 변경시키고, 따라서 특정한 매질이 단일 상으로 있는 압력-

온도 방식을 변경시킨다. 결과적으로, 2개 성분의 반응 매질은 임계점 이상에서 2개의 상을 가질 수 있다.

본 개시내용은 무수 프로필렌과 용해된 폴리프로필렌의 2개 상이 반응 혼합물의 담점 이상에서 단일 상으로 전환되는 것

에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 양태는 특히 반응 매질이 무수 프로필렌보다 더욱 복잡할 때에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추가

된 복잡성은 반응 매질이 희석제와 같은 추가적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임의의 시점을 나타낼 수 있다.

"2-상 중합 시스템" 또는 "2-상 중합 매질"이란 용어는 2상을 갖는 시스템, 바람직하게는 단지 2상 만을 갖는 시스템을 의

미한다. 특정한 양태에서, 2상은 "제 1 상"과 "제 2 상"으로 불리운다. 특정한 양태에서, 제 1 상은 "단량체"상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이는 단량체를 포함하고, 또한 용매 및 중합 생성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단량체 상은 중합체 생성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예컨대 프로필렌 중합에서 단량체 상은 "프로필렌 상"으로 불리울 수

있다. 특정한 양태에서, 제 2 상은 고상이거나 고상을 포함하고, 이는 중합 생성물, 예컨대 거대단량체 및 중합체 생성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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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만 단량체, 예컨대 프로필렌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촉매 시스템 부분의 어떠한 것도 중합 시스템의 일부로 고

려되지 않으나, 촉매 시스템의 특정한 부분은 명확하게 고체, 예컨대 지지된 촉매일 수 있다. 또한, 촉매 시스템의 일부가

액체 또는 기체 또는 본 방법의 특정한 양태에서 존재하는 기체/액체 상의 일부일 수 있다.

일부 양태는 반응에서 생성된 중합체 및 중합체를 용매화하는 반응 매질이 중합체와 함께 반응 매질의 담점 이상에서 단일

상으로 남아있도록 온도 및 압력을 선택한다. 다른 양태는 반응 매질이 특정한 중합 매질에서 중합체의 담점 미만의 압력

에서만 초임계 상태로 남아있도록 온도 및 압력을 선택한다. 이는 2상의 반응 매질, 즉 중합체가 풍부한 상과 중합체가 부

족한 상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합체 담점 미만에 있는 일부 양태는 중합체의 결정화 온도 이상에서 작용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희석제는 에테인, 프로페인, n-부테인, i-부테인, n-펜테인, i-펜테인, n-헥세인, 톨루

엔, 시클로헥세인, 크실렌, 혼합된 헥세인과 시클로펜테인과 같은 C1-C24 알케인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일부 양태는 탄

화수소 희석제로부터 희석제를 선택한다. 일부 바람직한 양태에서, 희석제는 하나 이상의 에테인, 프로페인 및 이소부테인

을 포함한다. 일부 바람직한 양태에서, 희석제는 재순환할 수 있다.

바람직한 희석제는 또한 C6-C150 이소파라핀, 바람직하게는 C6-C100 이소파라핀, 바람직하게는 C6-C25 이소파라핀, 더

욱 바람직하게 C8-C20 이소파라핀을 포함한다. 이소파라핀이란 파라핀 사슬이 각각의 파라핀 사슬의 적어도 일부를 따라

C1-C10 알킬 분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특히, 이소파라핀은 분자가 3개 이상의 다른 탄소원자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탄소원자 또는 하나 이상의 측쇄(즉, 1개 이상의 3급 또는 4급 탄소원자를 갖는 분자)를 갖는 포화 지방족 탄화수

소이고, 분자당 탄소원자의 총 수는 6 내지 50개, 또 다른 양태에서는 10 내지 24개, 또 다른 양태에서는 10 내지 15개이

다. 각각의 탄소원자의 다양한 이성체가 전형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이소파라핀은 일반적으로는 이소파라핀의 미량 구성

성분으로서 분지된 측쇄를 갖는 시클로파라핀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이소파라핀의 밀도(ASTM 4052,

15.6/15.6℃)는 0.70 내지 0.83g/㎤이고, 유동점은 -40℃ 이하, 바람직하게는 -50℃ 이하이며, 점도(ASTM 445, 25℃)

는 25℃에서 0.5 내지 20cSt이고, 평균분자량은 100 내지 300g/mol 범위이다. 적합한 이소파라핀은 이소파르(ISOPAR)

(엑손모빌 케미칼 캄파니(ExxonMobil Chemical Company),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로 시판되며, 예컨대 미국특허

제6,197,285호, 제3,818,105호 및 제3,439,088호에 기재되어 있고, 이소파라핀의 이소파르 시리즈로 시판되고 있다. 다

른 적합한 이소파라핀은 또한 상품명 셸솔(SHELLSOL)(셸에 의함), 솔트롤(SOLTROL)(셰브론 필립스(Chevron Phillips)

에 의함) 및 사솔(SASOL)(사솔 리미티드(Sasol Limited)에 의함)으로 시판된다. 셸솔은 로얄 덧치/셸 그룹 오프 캄파니즈

(Royal Dutch/Shell Group of Companies)의 생성물, 예컨대 셸솔 TM(비점 215 내지 260℃)이다. 솔트롤은 셰브론 필립

스 케미칼 캄파니 엘피의 생성물, 예컨대 솔트롤 220(비점 233 내지 280℃)이다. 사솔은 사솔 리미티드(남아프리카 요하

네스버그 소재)의 생성물, 예컨대 사솔 LPA-210, 사솔-47(비점 238 내지 274℃)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바람직한 희석제는 방향족 화합물 0.1% 미만, 바람직하게는 0.01% 미만을 갖는 C5-C25 n-파라핀, 바

람직하게는 C5-C20 n-파라핀, 바람직하게는 C5-C15 n-파라핀을 포함한다. 적합한 n-파라핀은 상품명 노르파르

(NORPAR)(엑손모빌 케미칼 캄파니,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로 시판되며, n-파라핀의 노르파르 시리즈로 시판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바람직한 희석제는 노말 파라핀, 이소파라핀 및 시클로파라핀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탈방향족화된

(dearomaticized) 지방족 탄화수소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이들은 C4-C25 노말 파라핀, 이소파라핀 및 시클로파라핀의

혼합물이고, 바람직하게는 C5-C18, 바람직하게는 C5-C12이다. 이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방향족 탄화수소, 바람직하게는

0.1중량%, 바람직하게는 0.01중량% 미만의 방향족 화합물을 함유한다. 적합한 탈방향족화된 지방족 탄화수소는 상품명

엑솔(EXXSOL)(엑손모빌 케미칼 캄파니,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로 시판되며, 탈방향족화된 지방족 탄화수소의 엑솔

시리즈로 시판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희석제는 10 이상의 동점도(ASTM D 445로 측정), 바람직하게는 ASTM D-2270으로 측정될 때 100

이상의 점도 지수(VI)를 갖는 C6-C14 올레핀의 올리고머 및/또는 탄소원자 6 내지 14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소원자 8

내지 12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소원자 10개를 갖는 선형 올레핀의 올리고머 20중량% 이하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희석제는 C20-C1500 파라핀, 바람직하게는 C40-C1000 파라핀, 바람직하게는 C50-C750 파라핀, 바람직

하게는 C50-C500 파라핀의 올리고머 20중량% 이하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희석제는 1-펜텐, 1-헥센, 1-헵텐, 1-

옥텐, 1-노넨, 1-데센, 1-운데센 및 1-도데센의 올리고머 20중량 이하를 포함한다. 상기 올리고머는 SHF 및 수퍼신

(SuperSyn) PAO(엑손모빌 케미칼 캄파니,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으로 시판된다. 다른 유용한 올리고머는 미국 텍사

스주 파세데나 소재의 셰브론 필립스 케미칼 캄파닐로부터 구입가능한 신플루이드(Synfluid)TM, 영국 런던 소재의 B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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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 케미칼즈(BP Amoco Chemicals)에서 시판하는 두라신(Durasyn)TM, 핀란드 소재의 포툼 오일 앤드 가스(Fortum

Oil and Gas)에서 시판하는 넥스베이스(Nexbase)TM, 미국 씨엔 미들베리 소재의 크롬톤 코포레이션(Crompton

Corporation)에서 시판하는 신톤(Synton)TM, 및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의 코그니스 코포레이션(Cognis Corporation)에서

시판하는 에메리(EMERY)TM를 포함한다.

프로필렌 중합 매질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단량체 및 희석제는 중합 온도 및 압력에서 프로필렌 및 임의의 다른 중합 구성

성분에 용해되고 이에 불활성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원에 기재된 중합 방법은 초임계 조건하에서 실시된다. 이러한 특징은 보다 낮은 압력 및 온도 한계,

즉 반응 매질의 임계 온도 및 압력을 제공한다. 또한, 온도 및 압력은 상한값에도 구속된다. 상한 온도 범위는 폴리프로필

렌의 분해 또는 천정 온도이다. 하기의 온도(℃)가 모든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유용한 온도 하한값이다: 110, 120, 130,

140 및 150. 하기의 온도(℃)가 모든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유용한 온도 상한값이다: 160, 170, 180, 190, 200 및 220.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 온도는 92 내지 330℃, 바람직하게는 95 내지 250℃,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200℃, 더욱 바람직하게는 105 내지 150℃, 더욱 바람직하게는 120 내지 160℃, 더욱 바람직하게는 115 내지 140℃, 더

욱 바람직하게는 112 내지 160℃이다.

이론적으로 압력은 상업적으로 수용가능한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 압력은 생성된 폴리프로필렌의 목

적하는 특성에 의해 제한된다. 하기의 압력(MPa)이 모든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유용한 압력 하한값이다: 4.62, 5, 10, 15,

30, 50, 60, 80, 100, 120, 140, 150, 160, 180, 200, 250, 260, 300, 330, 350, 400, 440, 500 및 600MPa. 하기의 압력

(MPa)이 모든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유용한 압력 상한값이다: 10, 15, 30, 50, 60, 80, 100, 120, 140, 150, 160, 180,

200, 250, 260, 300, 330, 350, 400, 440, 500, 600 및 1000MPa.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 압력은 4.6 내지 1000MPa,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500MPa,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400MPa,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300MPa,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0MPa,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00MPa,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400MPa,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190MPa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154.6 내지

180MPa,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170MPa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범위 전부에서 하한값은 15MPa보다는

20MPa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범위 전부에서 하한값은 15MPa보다는 25MPa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범위 전

부에서 하한값은 15MPa보다는 30MPa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범위 전부에서 하한값은 15MPa보다는 40MPa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범위 전부에서 하한값은 15MPa보다는 50MPa이다.

임의의 온도 범위는 임의의 압력 범위와 조합될 수 있으나, 단 선택된 온도 및 압력은 반응 매질이 담점보다 높게(또는 담

점의 10MPa 이내)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112℃ 보다 높은 온도 및 80 내지 250MPa의 압력이 특히 유용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와 마찬가지로, 105℃ 보다 높은 온

도 및 28 내지 200MPa의 압력이 특히 유용한다.

단량체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임의의 단량체를 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단량체는 프로

필렌, 부텐, 헥센, 데센 및 옥텐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임의의 불포화 단량체 또는 단량체들을 중합하는데 사용된다. 바람직한 단량체는

C3-C100 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C60 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C40 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C20 올레핀, 바람직하게

는 C3-C12 올레핀을 포함한다. 일부 양태에서 바람직한 단량체는 선형, 분지형 또는 환형 α-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

C100 α-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C60 α-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C40 α-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C20 α-올레핀, 바람

직하게는 C3-C12 α-올레핀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올레핀 단량체는 하나 이상의 프로필렌, 부텐, 펜텐, 헥센, 헵텐, 옥텐,

노넨, 데센, 도데센, 4-메틸-펜텐-1,3-메틸 펜텐-1,3,5,5-트리메틸 헥센 1 및 5-에틸-1-노넨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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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서 제조된 중합체는 입체특이적 촉매 또는 비-입체특이적 촉매에 의해 중합될 수 있는 선형 또는

분지형 C3-C30 선구키랄성(prochiral) α-올레핀 또는 C5-C30 고리-함유 올레핀 또는 그의 조합물의 하나 이상의 공중합

체이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선구키랄성은 입체특이적 촉매(들)를 사용하여 중합될 때 아이소택틱 또는 신디오택틱 중합체

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단량체를 말한다.

바람직한 단량체는 또한 탄소원자 30개 이하를 함유하는 방향족 기-함유 단량체를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방향족 기-함

유 단량체는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개의 방향족 구조물, 더욱 바람직하게는 페닐, 인덴일, 플루오렌일 또는 나

프틸 잔기를 포함한다. 방향족 기-함유 단량체는 중합 이후에 방향족 구조물이 중합체 주쇄에 매달려 있도록(pendant) 하

나 이상의 중합가능한 이중 결합을 추가로 포함한다. 방향족 기-함유 단량체는 C1-C10 알킬기를 비롯한(그러나, 이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카빌 기로 또한 치환될 수 있다. 추가로, 2개의 인접한 치환기는 연결되어서 고

리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족-기-함유 단량체는 중합가능한 올레핀 잔기에 부가되는 하나 이상의 방향족

구조물을 함유한다. 특히 바람직한 방향족 단량체는 스티렌, α-메틸스티렌, 파라-알킬스티렌, 비닐톨루엔, 비닐나프탈렌,

알릴 벤젠 및 인덴, 특히 스티렌, 파라메틸 스티렌, 4-페닐-1-부텐 및 알릴 벤젠을 포함한다.

방향족 환형 기를 함유하지 않은 단량체가 또한 바람직하다. 상기 단량체는 30개 이하의 탄소원자를 함유할 수 있다. 방향

족 환형 기를 함유하지 않은 적합한 단량체는 환형 구조물에 매달려있거나 환형 구조물의 일부인 하나 이상의 중합가능한

올레핀 기를 갖는다. 환형 구조물은 또한 C1-C10 알킬기와 같은(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 이상의 하이드

로카빌 기로 추가로 치환될 수도 있다. 방향족 환형 기를 함유하지 않은 바람직한 단량체는 비닐시클로헥세인, 비닐시클로

헥센, 비닐노르보르넨, 에틸리덴 노르보르넨, 시클로펜타디엔, 시클로펜텐, 시클로헥센, 시클로부텐, 비닐아다만탄, 노르

보르넨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바람직한 다이올레핀 단량체는 둘 이상의 불포화 결합을 갖는 임의의 탄화수소 구조물, 바람직하게는

C4-C30을 포함하고, 여기서 불포화 결합중 둘 이상은 입체특이적 촉매(들) 또는 비-입체특이적 촉매(들)에 의해 중합체로

쉽게 혼입된다. 다이올레핀 단량체가 α, ω-디엔 단량체(즉, 다이-비닐 단량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더

욱 바람직하게, 다이올레핀 단량체는 선형 다이-비닐 단량체, 가장 바람직하게는 탄소원자 4 내지 30개를 함유하는 것이

다. 바람직한 디엔의 예는 부타디엔, 펜타디엔, 헥사디엔, 헵타디엔, 옥타디엔, 노나디엔, 데카디엔, 운데카디엔, 도데카디

엔, 트리데카디엔, 테트라데카디엔, 펜타데카디엔, 헥사데카디엔, 헵타데카디엔, 옥타데카디엔, 노나데카디엔, 이코사디

엔, 헤네이코사디엔, 도코사디엔, 트리코사디엔, 테트라코사디엔, 펜타코사디엔, 헥사코사디엔, 헵타코사디엔, 옥타코사디

엔, 노나코사디엔, 트리아콘타디엔을 포함하고, 특히 바람직한 디엔은 1,6-헵타디엔, 1,7-옥타디엔, 1,8-노나디엔, 1,9-

데카디엔, 1,10-운데카디엔, 1,11-도데카디엔, 1,12-트리데카디엔, 1,13-테트라데카디엔 및 저분자량 폴리부타디엔

(1000g/mol 미만의 Mw)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환형 디엔은 시클로펜타디엔, 비닐노르보르넨, 노르보르나디엔, 에틸리덴

노르보르넨, 다이비닐벤젠, 다이시클로펜타디엔, 또는 다양한 고리 위치에서 치환기를 갖거나 갖지 않는 고급-고리 함유

다이올레핀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극성 불포화 단량체의 비제한적인 예는 6-니트로-1-헥센, N-메틸알릴아민, N-알릴시클로펜틸아민, N-알릴-

헥실아민, 메틸 비닐 케톤, 에틸 비닐 케톤, 5-헥센-2-온, 2-아세틸-5-노르보르넨, 7-syn 메톡시메틸-5-노르보르넨-

2-온, 아크롤레인, 2,2-다이메틸-4-펜텐알, 운데실렌계 알데하이드, 2,4-다이메틸-2,6-헵타디엔알, 아크릴산, 비닐아

세트산, 4-펜테노산, 2,2-다이메틸-4-펜테노산, 6-헵테노산, 트랜스-2,4-펜타디에노산, 2,6-헵타디에노산, 노나-플루

오로-1-헥센, 알릴 알코올, 7-옥텐-1,2-다이올, 2-메틸-3-부텐-1-올, 5-노르보르넨-2-카보니트릴, 5-노르보르넨-

2-카복스알데하이드, 5-노르보르넨-2-카복실산, 시스-5-노르보르넨-엔도-2,3-다이카복실산, 5-노르보르넨-2,2-다

이메탄올, 시스-5-노르보르넨-엔도-2,3-다이카복실산 무수물, 5-노르보르넨-2-엔도-3-엔도-다이메탄올, 5-노르보

르넨-2-엔도-3-엑소-다이메탄올, 5-노르보르넨-2-메탄올, 5-노르보르넨-2-올, 5-노르보르넨-2-일 아세테이트, 1-

[2-(5-노르보르넨-2-일)에틸]-3,5,7,9,11,13,15-헵타시클로펜틸펜타시클로[9.5.1.13,9.15,15.17,13]옥타실록세인, 2-

벤조일-5-노르보르넨, 알릴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틸 에테르, 아크롤레인 다이메틸 아세탈, 부타디엔 일산화물, 1,2-

에폭시-7-옥텐, 1,2-에폭시-9-데센, 1,2-에폭시-5-헥센, 2-메틸-2-비닐옥시레인,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 2,5-다이하

이드로푸란, 2-시클로펜텐-1-온 에틸렌 케탈, 알릴 다이설파이드, 에틸 아크릴레이트, 메틸 아크릴레이트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 및 이에 대한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공중합체는 2개, 3개, 4개 이상의 상이한 단량체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서 제조된 바람직

한 중합체는 상기 임의의 단량체의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체는 임의의 C3-C12

α-올레핀의 단독중합체이다. 바람직하게, 중합체는 프로필렌의 단독중합체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중합체는 프로필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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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을 포함하는 공중합체이고, 바람직하게 공중합체는 에틸렌 40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에틸렌 30중량% 미

만, 바람직하게는 에틸렌 20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에틸렌 10중량% 미만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중합체

는 프로필렌 및 상기 나열된 임의의 단량체 1개 이상의 공중합체이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공중합체는 하나 이상

의 다이올레핀 공단량체,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C2-C40 다이올레핀을 포함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서 제조된 중합체는 프로필렌, 및 하나 이상의 C2 또는 C4 내지 C20 선형, 분지형 또는

환형 단량체,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C2 또는 C4 내지 C12 선형, 분지형 또는 환형 α-올레핀의 공중합체이다. 바람직하

게, 본원에서 제조된 중합체는 프로필렌, 및 에틸렌, 부텐, 펜텐, 헥센, 헵텐, 옥텐, 노넨, 데센, 도데센, 4-메틸-펜텐-1,3-

메틸 펜텐-1 및 3,5,5-트리메틸 헥센 1중 하나 이상의 공중합체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공중합체는 제 1 단량체 50몰% 이상 및 다른 단량체 50몰% 이하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중합체는 40 내지 95몰%,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90몰%,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80몰%로 존재하는 제 1

단량체, 5 내지 40몰%,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60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40몰%로 존재하는 공단량체, 0 내지

10몰%,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5몰%,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몰%로 존재하는 제 3 단량체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제 1 단량체는 프로필렌, 부텐(및 그의 모든 이성체 포함), 펜텐(및 그의 모든 이성체 포함), 헥센(및 그

의 모든 이성체 포함), 헵텐(및 그의 모든 이성체 포함) 및 옥텐(및 그의 모든 이성체 포함)을 비롯하여 임의의 C3-C8 선형,

분지형 또는 환형 α-올레핀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단량체는 프로필렌, 1-부텐, 1-헥센, 1-옥텐, 시클로헥센,

시클로옥텐, 헥사디엔, 시클로헥사디엔 등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공단량체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텐, 펜텐, 헥센, 헵텐, 옥텐, 노넨, 데센, 운데센, 도데센, 헥사데센, 부

타디엔, 헥사디엔, 헵타디엔, 펜타디엔, 옥타디엔, 노나디엔, 데카디엔, 도데카디엔, 스티렌, 3,5,5-트리메틸헥센-1,3-메

틸펜텐-1,4-메틸펜텐-1, 시클로펜타디엔 및 시클로헥센을 비롯하여 하나 이상의 임의의 C2-C40 선형, 분지형 또는 환형

α-올레핀(단, 에틸렌이 존재하는 경우 5몰% 이하로 존재한다)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제 3 공단량체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텐, 펜텐, 헥센, 헵텐, 옥텐, 노넨, 데센, 운데센, 도데센, 헥사데

센, 부타디엔, 헥사디엔, 헵타디엔, 펜타디엔, 옥타디엔, 노나디엔, 데카디엔, 도데카디엔, 스티렌, 3,5,5-트리메틸헥센-

1,3-메틸펜텐-1,4-메틸펜텐-1, 시클로펜타디엔 및 시클로헥센을 비롯하여 하나 이상의 임의의 C2-C40 선형, 분지형 또

는 환형 α-올레핀(단, 에틸렌이 존재하는 경우 5몰% 이하로 존재한다)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전술한 중합체는 조성물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디엔을 1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00001 내지 1.0중량%, 바람직하게는 0.002 내지 0.5중량%,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3 내지 0.2중량%으로 추가로

포함한다. 일부 양태에서, 디엔 500ppm 이하, 바람직하게는 400ppm 이하, 바람직하게는 300ppm 이하가 중합에 첨가된

다. 다른 양태에서 디엔 50ppm 이상, 100ppm 이상, 또는 150ppm 이상이 중합에 첨가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에틸렌, 다른 α-올레핀, α-올레핀계 다이올레핀, 또는 비공액 다이올레핀 단량체,

예컨대 C4-C20 올레핀, C4-C20 다이올레핀, C4-C20 환형 올레핀, C8-C20 스티렌계 올레핀과 같은 다른 단량체 단위와의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이외에 다른 불포화 단량체, 예컨대 스티렌,

알킬-치환된 스티렌, 에틸리덴 노르보르넨, 노르보르나디엔, 다이시클로펜타디엔, 비닐시클로헥세인, 비닐시클로헥센, 아

크릴레이트, 및 시클로펜텐, 노르보르넨 및 알킬-치환된 노르보르넨과 같은 다른 환형 올레핀을 비롯한 다른 올레핀계 불

포화 단량체가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중합될 수 있다. 공중합은 또한 동일 반응계에서 생성된 또는 다른 공급원으

로부터 첨가된 α-올레핀계 거대단량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발명의 양태는 α-올레핀계 거대단량체의 공중합을 2000개

미만의 단위를 갖는 거대단량체로 제한한다. 미국특허 제6,300,451호는 많은 유용한 공단량체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개

시내용은 공단량체를 "제 2 단량체"로 지칭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원할 때 하기의 단량체가 프로필렌과 함께 공중합될 수 있다: 에틸렌, 부트-1-엔,

헥스-1-엔, 4-메틸펜트-1-엔, 다이시클로펜타디엔, 노르보르넨, C4-C2000, C4-C200 또는 C4-C40 선형 또는 분지형,

α,ω-디엔; C4-C2000, C4-C200 또는 C4-C40 환형 올레핀; 및 C4-C2000, C4-C200 또는 C4-C40 선형 또는 분지형 α-올레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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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일차 단량체

일부 본 발명의 방법은 반응 매질 또는 용매로서 초임계 조건에서 단량체 또는 단량체를 포함하는 혼합물을 사용하여 부트

-1-엔(Tc=146.5℃; Pc=3.56MPa), 펜트-1-엔(Tc=191.8℃; Pc=3.56MPa), 헥스-1-엔(Tc=230.8℃; Pc=3.21MPa), 및

3-메틸-부트-1-엔(Tc=179.7℃; Pc=3.53MPa)을 중합한다. 상기 방법은 하나 이상의 부트-1-엔, 펜트-1-엔 또는 3-메

틸-부트-1-엔중 하나 이상을 단량체로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또한 부트-1-엔, 펜트-1-엔 또는 3-메틸-부트-

1-엔을 포함하는 반응 매질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부트-1-엔, 펜트-1-엔 또는 3-메틸-부트-1-엔을 50중량%

보다 많이 함유하는 반응 매질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상기 화합물은 서로 자유롭게 혼합될 수 있고, 단량체, 벌크 반응 매

질 또는 둘 다로서의 프로필렌과 자유롭게 혼합될 수 있다.

촉매 시스템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활성화제와 조합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을 포함하는 촉매 시스템과 함께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촉

매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촉매 화합물 및 하나 이상의 활성화제의 조합물로 정의된다.

촉매 화합물

본 발명의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촉매 화합물은 활성화제 및 임의로는 추가적인 촉매와 조합되며 특수하게 치환된 인덴

일 리간드를 함유하는 키랄 메탈로센을 포함한다. 특수하게 치환된 인덴일 리간드를 갖는 바람직한 메탈로센은 하기 화학

식 1로 표시된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 바람직하게는 Zr 또는 Hf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Hf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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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1은 수소, 탄화수소 또는 할로겐화물이고, 바람직하게 R1은 하이드라이드이며, 더 더욱 바람직하게 R1은 메틸, 에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및 벤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R1

은 메틸이고, R1은 연결될 수 있으며, R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고;

각각의 R2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2는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2는 메틸이며, R2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고, 임의의

2개의 R2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3는 탄소 또는 규소이고;

R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R4는 CH2이며, R4와 R5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있거나 R4와 R6가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a는 0, 1 또는 2인 정수이며;

R5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R5는 CH2이며, R5와 R3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b는 0, 1 또는 2인 정수이고;

R6은 탄소 또는 규소이고;

각각의 R7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R7은 동

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R7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 R7은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7은 수소이며, R7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고, R7과 R8은 함께 연결되

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R8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8은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8은 수소 또는 메틸이고, R8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으며;

각각의 R9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9는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9는 수소이며, R9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9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

과 R16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과 R11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0은 -M2(R16)h-이며, 이 때 M2는 B, Al, N, P, Si 또는 Ge이고, h는 M2의 원자가가 채워지도록 1 내지 2의 정수이고,

R16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는 아렌이며, 각각의 R16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Si(CH2)2,

Si(CH2)3, SiPh2, Si(바이페닐)1, Si(바이페닐)2, Si(o-톨릴)2, 더욱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또는 SiPh2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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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

하게 R11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11은 수소이며, R1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으며, R11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1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1과 R16

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c는 정수 0, 1 또는 2이고;

d는 정수 0, 1 또는 2이며;

e는 정수 0, 1 또는 2이고;

여기서 c, d 및 e의 합은 1, 2 또는 3이고,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또는 2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이고;

R12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R13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CH2이며, R13과 R14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

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g가 0일 때 R13과 R15은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CH2이며, f가 0일 때, R14과 R12는 함께 결

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5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f는 0, 1 또는 2인 정수이고;

g는 0, 1 또는 2인 정수이며;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되는 경우, 이들은 M이 Zr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 바람직하게는 Zr 또는 Hf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Hf이며;

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1은 수소, 탄화수소 또는 할로겐화물이고, 바람직하게 R1은 하이드라이드이며, 더 더욱 바람직하게 R1은 메틸, 에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및 벤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R1

은 메틸이고, R1은 연결될 수 있으며, R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고;

각각의 R2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단 R3와

R6 및/또는 R12와 R15이 5 탄소고리를 형성할 때, 각각의 R2는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게 R2는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2는 메틸이고, R2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R3는 탄소 또는 규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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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R4는 CH2이며, R4와 R5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있거나 R4와 R6가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a는 0, 1 또는 2인 정수이며;

R5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R5는 CH2이며, R5와 R3는 함께 결합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b는 0, 1 또는 2인 정수이고;

R6은 탄소 또는 규소이며;

각각의 R7은 수소이고;

각각의 R8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

람직하게 R8은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8은 수소 또는 메틸이며, R8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고;

각각의 R9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9는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9는 수소이며, R9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9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

과 R16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과 R11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0은 -M2(R16)h-이며, 이 때 M2는 B, Al, N, P, Si 또는 Ge이고, h는 M2의 원자가가 채워지도록 1 내지 2의 정수이고,

R16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는 아렌이며, 각각의 R16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Si(CH2)2,

Si(CH2)3, SiPh2, Si(바이페닐)1, Si(바이페닐)2, Si(o-톨릴)2, 더욱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또는 SiPh2이고;

각각의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

하게 R11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11은 수소이며, R1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으며, R11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1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1과 R16

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c는 정수 0, 1 또는 2이고;

d는 정수 0, 1 또는 2이며;

e는 정수 0, 1 또는 2이고;

여기서 c, d 및 e의 합은 1, 2 또는 3이고,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또는 2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이고;

R12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공개특허 10-2007-0039930

- 34 -



R13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CH2이며, R13과 R14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

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g가 0일 때 R13과 R15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4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 CH2이며, f는 0일 때, R14과 R12는 함께 연

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15는 탄소 또는 규소이며;

f는 0, 1 또는 2인 정수이고;

g는 0, 1 또는 2인 정수이며;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된 경우, 이들은 M이 Zr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R3와 R6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다른 양태에서,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

다. 또 다른 양태에서, R3와 R6 및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M이 Zr일 때 R3와 R6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다른 양태에서, M이 Zr일 때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다른 양태에서, M이 Zr일 때 R3와 R6 및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M이 Hf일 때 R3와 R6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고, 5 탄소고리에 결합된 1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

니며, 바람직하게 2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고, 바람직하게 3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며, 바람직하게 5 탄소

고리에 부착된 모든 4개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다.

또 다른 양태에서, M이 Hf일 때, R12와 R15은 5 탄소고리를 형성하고, 5 탄소고리에 결합된 1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

니며, 바람직하게 2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고, 바람직하게 3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며, 바람직하게 5 탄소

고리에 결합된 모든 4개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M이 Hf이고, R1 기 둘다는 메틸이다.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라디칼(또는 치환된 하이드로카빌이라고도 함)은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카빌 수소원자가 하나 이상

의 헤테로원자 또는 헤테로원자-함유 기로 치환된 라디칼이다.

"하이드로카빌 라디칼"이란 용어는 본 문헌 전체에서 때때로 "하이드로카빌"과 상호 바꿔 사용된다. 본 개시내용을 위해, "

하이드로카빌 라디칼"은 탄소, 수소 및 임의로는 규소 원자,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0개의 탄소원자, 수소 및 임의로는 규

소를 함유하는 라디칼을 포함한다. 상기 라디칼은 선형, 분지형, 또는 다환을 비롯한 환형일 수 있다. 이들 라디칼은 포화

되거나, 부분 불포화되거나 완전히 불포화될 수 있고, 환형일 때에는 방향족 또는 비-방향족일 수 있다.

하이드로카빌은 아렌일 수 있다. 아렌은 치환된 또는 치환되지 않은 방향족 탄화수소이다. 아렌은 일환, 다환 탄화수소 고

리의 집합체 또는 융합된 고리 시스템일 수 있다. 아렌은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을 수 있다. 치환된 하이드로카빌은 아렌

-함유 작용기일 수 있다. 그 자체로, 치환된 하이드로카빌은 헤테로환형, 폴리헤테로환형, 헤테로환형 고리 집합체 또는

융합된 헤테로환형 고리 시스템일 수 있다.

일부 양태에서, 하이드로카빌 라디칼은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헵틸, 옥틸, 노닐, 데실, 운데실, 도데실, 트리

데실, 테트라데실, 펜타데실, 헥사데실, 헵타데실, 옥타데실, 노나데실, 에이코실, 헨에이코실, 도코실, 트리코실, 테트라코

실, 펜타코실, 헥사코실, 헵타코실, 옥타코실, 노나코실, 트리아콘틸, 에텐일, 프로펜일, 부텐일, 펜텐일, 헥센일, 헵텐일, 옥

텐일, 노넨일, 데센일, 운데센일, 도데센일, 트리데센일, 테트라데센일, 펜타데센일, 헥사데센일, 헵타데센일, 옥타데센일,

노나데센일, 에이코센일, 헨에이코센일, 도코센일, 트리코센일, 테트라코센일, 펜타코센일, 헥사코센일, 헵타코센일, 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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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일, 노나코센일, 트리아콘텐일, 프로핀일, 부틴일, 펜틴일, 헥신일, 헵틴일, 옥틴일, 노닌일, 데신일, 운데신일, 도데신

일, 트리데신일, 테트라데신일, 펜타데신일, 헥사데신일, 헵타데신일, 옥타데신일, 노나데신일, 에이코신일, 헨에이코신일,

도코신일, 트리코신일, 테트라코신일, 펜타코신일, 헥사코신일, 헵타코신일, 옥타코신일, 노나코신일 또는 트리아콘틴일

이성체로부터 선택된다. 본 개시내용에서, 라디칼이 열거될 때, 그 라디칼 유형 및 그 라디칼 유형에 전술한 치환이 적용되

어 형성되는 모든 다른 라디칼을 의미한다. 열거된 알킬, 알켄일 및 알킨일 라디칼은 적절한 환형 이성체를 비롯한 모든 이

성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컨대 부틸이 n-부틸, 2-메틸프로필, 1-메틸프로필, tert-부틸 및 시클로부틸(및 유사한 치환

된 시클로프로필)을 포함하고; 펜틸은 n-펜틸, 시클로펜틸, 1-메틸부틸, 2-메틸부틸, 3-메틸부틸, 1-에틸프로필 및 네오

펜틸(및 유사한 치환된 시클로부틸 및 시클로프로필)을 포함하고; 부텐일은 1-부텐일, 2-부텐일, 3-부텐일, 1-메틸-1-

프로펜일, 1-메틸-2-프로펜일, 2-메틸-1-프로펜일 및 2-메틸-2-프로펜일(및 시클로부텐일 및 시클로프로펜일)의 E 및

Z 형태를 포함한다. 치환기를 갖는 환형 화합물은 모든 이성체 형태를 포함하는데, 예컨대 메틸페닐은 오르토-메틸페닐,

메타-메틸페닐 및 파라-메틸페닐을 포함하고, 다이메틸페닐은 2,3-다이메틸페닐, 2,4-다이메틸페닐, 2,5-다이메틸페닐,

2,6-다이페닐메틸, 3,4-다이메틸페닐 및 3,5-다이메틸페닐을 포함한다.

작용기는 주기율표 1 내지 17족의 헤테로원자 단독 또는 공유결합에 의해 또는 이온 결합, 반데르발스힘 결합 또는 수소

결합과 같은 다른 상호작용에 의해 다른 원자에 결합된 상기 헤테로원자이다. 작용기의 예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카

복실산, 산 할로겐화물, 카복실산 에스테르, 카복실산 염, 카복실산 무수물, 알데하이드 및 그의 칼코겐(14족) 유사체, 알코

올과 페놀, 에테르, 퍼옥사이드, 하이드로퍼옥사이드, 카복실산 아마이드, 하이드라자이드 및 이마이드, 아미딘, 아미드의

다른 질소 유사체, 니트릴, 아민 및 이민, 아조, 니트로, 다른 질소 화합물, 황산, 셀레늄산, 티올, 설파이드, 설폭사이드, 설

폰, 포스핀, 포스페이트, 다른 인 화합물, 실레인, 보레인, 보레이트, 알레인, 알루민에이트를 포함한다. 작용기는 또한 유기

중합체 지지물 또는 무기 중합체 지지물, 예컨대 알루미나 및 실리카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고려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서 사용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은 화학식 2로 표현된다:

화학식 2

상기 식에서,

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 바람직하게는 Zr, Hf 또는 Ti이고, 바람직하게는 Zr 또는 Hf이며, 가장 바람

직하게는 Hf이고;

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1은 수소, 탄화수소 또는 할로겐화물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1은 하이드라이드, 메틸, 에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

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또는 벤질이고, 더 더욱 바람직하게 R1은 메틸이고, 2개의 R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으며, 2개의 R1 기는 연결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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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2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2는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2는 메틸이고, R2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

의 2개의 R2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다르게, 하나 이상의 R2 기는 수소가 아니

고, 바람직하게 모든 R2 기는 수소가 아니다);

각각의 R7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7은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R7은 수소이며, R7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고, R7 및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지방족 또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잇고;

각각의 R8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8은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R8은 수소 또는 메틸이고, R8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고;

각각의 R9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9는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9는 수소이며, R9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9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와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

과 R11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0은 -M2(R16)h-이며, 이 때 M2는 B, Al, N, P, Si 또는 Ge이고, h는 M2의 원자가가 채워지도록 하는 1 내지 2의 정수이

고, R16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는 아렌이며, 각각의 R16 기는 동일하거

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Si

(CH2)2, Si(CH2)3, SiPh2, Si(바이페닐)1, Si(바이페닐)2, Si(o-톨릴)2, 더욱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또는 SiPh2이고;

각각의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

하게 R11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11은 수소이며, R1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으며, R11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1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c는 정수 0, 1 또는 2이고;

d는 정수 0, 1 또는 2이며;

e는 정수 0, 1 또는 2이고;

여기서 c, d 및 e의 합은 1, 2 또는 3이고,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또는 2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이고;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된 경우, 이들은 M이 Zr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 바람직하게는 Zr 또는 Hf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Hf이고;

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1은 수소, 탄화수소 또는 할로겐화물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1은 하이드라이드, 메틸, 에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

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또는 벤질이고,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R1은 메틸이고, 2개의 R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2개의 R1 기는 연결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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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2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단 R3와

R6 및/또는 R12와 R15는 5 탄소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각각의 R2는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게 R2는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2는 메틸이고,

R2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각각의 R7은 수소이고;

각각의 R8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및 그의 이성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

람직하게 R8은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8은 수소 또는 메틸이며, R8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각각의 R9는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9는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9는 수소이며, R9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9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9와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R9

과 R11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0은 -M2(R16)h-이며, 이 때 M2는 B, Al, N, P, Si 또는 Ge이고, h는 M2의 원자가가 채워지도록 하는 1 내지 2의 정수이

고, R16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고, 바람직하게는 아렌이며, 각각의 R16 기는 동일하거

나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의 2개의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Si

(CH2)2, Si(CH2)3, SiPh2, Si(바이페닐)1, Si(바이페닐)2, Si(o-톨릴)2, 더욱 바람직하게 R10은 SiMe2 또는 SiPh2이고;

각각의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

하게 R11은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페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11은 수소이며, R1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으며, R11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R11과 R8은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c는 정수 0, 1 또는 2이고;

d는 정수 0, 1 또는 2이며;

e는 정수 0, 1 또는 2이고;

여기서 c, d 및 e의 합은 1, 2 또는 3이고,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또는 2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c, d 및 e의 합은 1

이고;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된 경우, 이들은 M이 Zr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M이 Hf일 때 6원 탄소고리에 결합된 1개 이상의 R2 기는 메틸이 아니고, 바람직하게 2개 이상의 R2 기

가 메틸이 아니며, 바람직하게 3개 이상의 R2 기가 메틸이 아니고, 바람직하게는 6원 탄소고리에 결합된 모든 4개의 R2 기

가 메틸이 아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M은 Hf이고, R1 기 둘다는 메틸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서 사용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3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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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3

상기 식에서,

M은 주기율표 4족으로부터 선택된 전이금속, 바람직하게는 Zr, Ti 또는 Hf이고, 바람직하게는 Zr 또는 Hf이며, 가장 바람

직하게는 Hf이고;

각각의 R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1은 수소, 탄화수소 또는 할로겐화물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R1은 하이드라이드, 메틸, 에틸, 트리메틸실릴메틸, 트리

메틸실릴, 페닐, 나프틸, 알릴 또는 벤질이고, 더 더욱 바람직하게 R1은 메틸이고, 2개의 R1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으며, 2개의 R1 기는 연결될 수 있고, 단 2개의 R1 기가 연결되는 경우 이들은 M이 Zr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고;

Me는 메틸이며;

각각의 R8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및 작용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바람직하

게 R8은 수소, 메틸, 에틸 또는 프로필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R8은 수소 또는 메틸이고, R8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

고;

각각의 R16 기는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R16 기는 함께 연결되어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각각의

R16는 독립적으로 메틸, 에틸, 페닐, 바이페닐, o-톨릴 또는 아렌이고, 바람직하게 R16는 메틸, 에틸, 페닐 또는 아렌이다.

전술한 임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화학식 R8은 페닐기 및/또는 치환된 페닐기가 아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2개의 R1 기가 연결된다면, 이들은 M이 Ti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2개의 R1 기가 연결된다면, 이들은 M이 Hf일 때 부타디엔 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서 사용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은 화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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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되고, 여기서 Me는 메틸이고, Hf는 하프늄이며, Ph는 페닐이고, Si는 규소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Hf는 지르코

늄으로 대체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 Hf는 티탄으로 대체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에서 유용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은 +4 형식 산화 상태로 존재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

의 촉매 화합물은 +2 형식 산화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형식 산화 상태의 명명법은 문헌[Hegedus,

L.S. Transition Metals in the Synthesis of Complex Organic Molecules 2nd Ed, University Science Press, 1999,

Sausalito, CA. and Collman, J.P. 등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Organotransition Metal Chemistry. University

Science Press, 1987, Sausalito, CA.]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은 다른 중합반응 및/또는 올리고화 촉매와 조합되어 사

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 발명의 촉매 화합물은 이후의 문헌 및 그에 기재된 참고문헌중 임의의 것에 기재된

촉매 화합물과 조합되어 사용된다: [Hlatky, G.G. Chem. Rev. 2000, 100, 1347; Alt, H,; Koppl, A. Chem. Rev. 2000,

100, 1205; Resconi, L.; Cavallo, L.; Fait, A.; Piermontesi, F. Chem. Rev. 2000, 100, 1253; Bryntzinger, H.H. 등;

Angrew. Chem. Int. Ed. Engl. 1995, 34, 1143; Ittel, S.D.,; Johnson, L.K.; Brookhart, M. Chem. Rev. 2000, 100,

1169; Gibson, V.C.; Spitzmesser, S.K. Chem. Rev. 2003, 103, 283; Skupinska, J. Chem. Rev. 1991, 91, 613;

Carter, A. 등 Chem. Commun, 2002, 858; McGuinness, D.S. 등; J. Am. Chem, Soc. 2003, 125, 5272; McGuiness,

D.S. Chem. Commun. 2003, 334].

또 다른 양태에서,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과 같은 비-메탈로센 촉매 화합물이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과 조합되어 사용

될 수 있다.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은 두자리(bidentate)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 피리딘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

및 아민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로 정의된다.

두자리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은 화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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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되며, 여기서 M은 Ti, Zr 또는 Hf이다. R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알킬, 아릴, 치환된 알킬 또는 치환된 아릴 라디칼

이다. X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알킬, 아릴 또는 할로겐화물 라디칼이다. 치환된 알킬 및 아릴은 알킬-, 아릴- 및 할로-치환

될 수 있다. X가 할로겐화물일 때,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은 전형적으로 X를 추출가능한(abstractable) 리간드로 변환

시키기 위해 우선 화학적으로 개질된다. 이는 예컨대 알킬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피리딘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이 또한 본원에서 유용하다. 피리딘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은 화학식

를 갖는 화합물이다. M은 Ti, Zr 또는 Hf이다. R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알킬, 아릴, 치환된 알킬 또는 치환된 아릴 라디칼이

다. X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알킬, 아릴 또는 할로겐화물 라디칼이다. 치환된 알킬 및 아릴은 알킬-, 아릴- 및 할로-치환될

수 있다. X가 할로겐화물일 때, 피리딘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은 전형적으로 X를 추출가능한 리간드로 변환시키기 위

해 우선 화학적으로 개질된다. 이는 예컨대 알킬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민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이 또한 본원에서 유용하다. 아민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은 화학식

로 표시되는 화합물이다. M은 Ti, Zr 또는 Hf이다. R과 R'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알킬, 아릴, 치환된 알킬 또는 치환된 아릴

라디칼이다. X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알킬, 아릴 또는 할로겐화물 라디칼이다. 치환된 알킬 및 아릴은 알킬-, 아릴- 및 할로

-치환될 수 있다. X가 할로겐화물일 때, 아민 비스아마이드 촉매 화합물은 전형적으로 X를 추출가능한 리간드로 변환시키

기 위해 우선 화학적으로 개질된다. 이는 예컨대 알킬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메탈로센 촉매 화합물과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촉매 화합물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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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되는 비스이마이드 촉매 화합물을 포함하고, 여기서 M은 8족, 9족 또는 10족 금속이고, 바람직하게는 10족 금속

이며, 바람직하게는 Pd, Pt 또는 Ni이고, n은 M의 산화 상태이고, 2, 3 또는 4일 수 있으며; 각각의 X는 독립적으로 할로

겐, 치환된 하이드로카빌기, 치환되지 않은 하이드로카빌기, 치환된 하이드로카복시기, 치환되지 않은 하이드로카복시기,

치환된 헤테로원자-함유 기 또는 치환되지 않은 헤테로원자-함유 기이며;

y는 0 또는 1이고;

z는 0 또는 1이며, 이 때 n = y + z + 2이고;

R1은 헤테로원자, 치환된 C1-C50 하이드로카빌기 또는 치환되지 않은 C1-C50 하이드로카빌기이고;

R2는 헤테로원자, 치환된 C1-C50 하이드로카빌기 또는 치환되지 않은 C1-C50 하이드로카빌기이고;

R3은 헤테로원자, 치환된 C1-C50 하이드로카빌기 또는 치환되지 않은 C1-C50 하이드로카빌기, 바람직하게는 페닐기이

며;

R4는 헤테로원자, 치환된 C1-C50 하이드로카빌기 또는 치환되지 않은 C1-C50 하이드로카빌기, 바람직하게는 페닐기이

고, 이 때 임의의 인접한 R기는 융합된 고리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

예시적인 화합물은 특허문헌에 기재된 것을 포함한다. 국제특허공보 WO 제96/23010호, WO 제97/48735호 및 문헌

[Gibson 등, Chem. Comm., pp. 849-850 (1998)]은 이온 활성화를 일으킨 다음 올레핀을 중합시키는 8 내지 10족 화합

물을 위한 다이이민계 리간드를 개시하고 있다. 활성 중심이 고도로 산화되어 있고 저 배위수의 폴리음이온계 리간드 시스

템에 의해 안정화된 5 내지 10족 금속으로부터의 중합 촉매 시스템이 미국특허 제5,502,124호 및 그의 분할출원인 미국

특허 제5,504,049호에 개시되어 있다. 미국특허 제5,851,945호의 5족 유기금속 촉매 화합물 및 미국특허 제6,294,495호

의 세자리-리간드-함유 5 내지 10족 유기금속 촉매를 참고한다. 올레핀 및 비닐계 극성 분자에 유용하고 이온화 조촉매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11족 촉매 전구체 화합물이 WO 제99/30822호에 개시되어 있다.

미국특허 제5,318,935호는 α-올레핀 중합할 수 있는 4족-금속의 가교결합된 및 가교결합되지 않은 비스아미도 촉매 화

합물을 개시하고 있다. 올레핀 중합을 위한 가교결합된 비스(아릴아미도) 4족 화합물은 문헌[D.H.McConville 등,

Organometallics 1995, 14, 5478-5480]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참고문헌은 합성 방법 및 화합물의 특징을 제공한다. 문

헌[D.H.McConville 등, Macromolecules 1996, 29, 5241-5243]에 있는 그 밖의 연구는 1-헥센에 대한 중합 촉매인 가

교결합된 비스(아릴아미도)4족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다. 본 발명에 적합한 추가적인 전이금속 화합물은 WO 제96/40805

호에 기재된 것을 포함한다. 양이온성 3족 또는 란탄계 금속 올레핀 중합 착물은 1999년 9월 29일자로 출원된 동시계속중

인 미국특허출원 제09/408,050호에 개시되어 있다. 일가 음이온성 이자리 리간드 및 2개의 일가 음이온성 리간드는 상기

촉매 화합물을 안정화시키며, 본원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문헌은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추가적인 적합한 촉매 화합물을 기재하고 있다. 예컨대, 문헌[V.C.Gibson

등, The Search for New-Generation Olefin Polymerization Catalysts: Life Beyond Metallocenes, Angew. Chem.

Int. Ed., 38, 428-447(1999)]을 참고한다.

혼합물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둘 이상의 촉매 화합물을 사용하여 이용될 수 있다. 특히 2개

의 상이한 촉매 화합물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활성화제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으며, 동시에 또는 상이한 시점에 중합 시스

템에 도입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은 중합체로부터 목적하는 특성을 선택하기 위해 촉매 화합물의 혼합물을 이용할 수 있

다. 혼합된 촉매 시스템이 본 발명의 방법에서 이용되어서 목적하는 물성 또는 분자 특성을 변경시키거나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혼합된 촉매 시스템은 본 발명의 방법에서 또는 본 발명의 중합체를 위해 사용될 때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의

분자량 분포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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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촉매 시스템은 높은 촉매 생산성을 갖는 공중합체의 조성물 분포로 만들기 위하여 본 발명의 중합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임의로는 혼합된 촉매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쇄 분지화 및 높은 수준의 비닐 말단화 중합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디엔 혼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둘 이상의 상기 촉매 화합물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바람직한 촉매 조합물은 전술한 임의의 촉매(바람직하게 다이메틸실릴 비스(2,2,5,5-테트라메틸 시클

로헥실 인덴일) 하프늄 다이메틸)와 하나 이상의 다이메틸실릴 비스(2-메틸, 5-페닐-인덴일) 지르코늄 다이클로라이드,

다이메틸실릴 비스(2-메틸, 5-페닐-인덴일)지르코늄 다이브로마이드, 다이메틸실릴 비스(2-메틸, 5-페닐-인덴일) 지르

코늄 다이메틸, 다이메틸실릴 비스(2-메틸, 5-페닐-인덴일)Zr(N-R)2을 포함하고, 여기서 R은 메틸, 에틸, 부틸 또는 헥

실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촉매 화합물은 다이메틸메텐일(플루오렌일)(시클로펜타디엔일)지르코늄 다이클로라이드[Me2C(flu)

(cp)ZrCl2]가 아니다.

활성화제, 및 촉매 화합물의 활성화 방법

본원에 기재된 촉매 화합물은 본 발명의 방법에서 사용하기 위해 활성화제와 함께 결합된다.

활성화제는 금속 착물이 올레핀과 같은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시키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임의의 시약의 조합물로 정의된

다. 활성화제는 또한 중합체의 분자량, 분지도, 공단량체 함량 또는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알룸옥세인 및 알루미늄 알킬 활성화제

한 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알룸옥세인은 본 발명의 방법에서 활성화제로서 이용된다. 알룸옥세인은 때때로는 당업계에서

알루민옥세인으로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Al(R)-O- 하위단위를 함유하는 올리고머성 화합물이며, 이 때 R은 알킬기이다.

알룸옥세인의 예는 메틸알룸옥세인(MAO), 개질된 메틸알룸옥세인(MMAO), 에틸알룸옥세인 및 이소부틸알룸옥세인을

포함한다. 알킬알룸옥세인 및 개질된 알킬알룸옥세인은 특히 추출가능한 리간드가 할로겐화물일 때 촉매 활성화제로서 적

합하다. 상이한 알룸옥세인 및 개질된 알룸옥세인의 혼합물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추가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제4,665,208호, 제4,952,540호, 제5,041,584호, 제5,091,352호, 제5,206,199호, 제5,204,419호, 제4,874,734호,

제4,924,018호, 제4,908,463호, 제4,968,827호, 제5,329,032호, 제5,248,801호, 제5,235,081호, 제5,157,137호, 제

5,103,031호 및 유럽특허 제 0 561 476 A1호, 유럽특허 제 0 279 586 B1호, 유럽특허 제 0 516 476A호, 유럽특허 제 0

594 218A1호 및 WO 제94/10180호를 참고한다.

활성화제가 알룸옥세인(개질된 또는 비개질된)일 때, 일부 양태는 촉매 화합물(금속 촉매 부위당)에 비해 5000배 몰 과량

의 Al/M으로 최대량의 활성화제를 선택한다. 최소 활성화제-대-촉매 화합물은 전형적으로 1:1 몰비이다.

알룸옥세인은 각각의 트리알킬알루미늄 화합물의 가수분해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MMAO는 트리메틸알루미늄, 및 트리

이소부틸알루미늄과 같은 고급 트리알킬알루미늄의 가수분해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MMAO는 일반적으로 지방족 용매

에서 보다 잘 용해되며, 보관시에 보다 안정하다. 알룸옥세인과 개질된 알룸옥세인을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

며, 그의 비제한적인 예가 미국특허 제4,665,208호, 제4,952,540호, 제5,091,352호, 제5,206,199호, 제5,204,419호, 제

4,874,734호, 제4,924,018호, 제4,908,463호, 제4,968,827호, 제5,308,815호, 제5,329,032호, 제5,248,801호, 제

5,235,081호, 제5,157,137호, 제5,103,031호, 제5,391,793호, 제5,391,529호, 제5,693,838호, 제5,731,253호, 제

5,731,451호, 제5,744,656호, 제5,847,177호, 제5,854,166호, 제5,856,256호 및 제5,939,346호, 유럽공보 EP-A-0

561 476호, EP-B1-0 279 586호, EP-A-0 594 218호 및 EP-B1-0 586 665호, 및 PCT 공보 WO 제94/10180호, WO

제99/15534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전부는 본원에서 전체적으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육안으로 투명한 메틸알룸

옥세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탁한 또는 겔화된 알룸옥세인을 여과하여서 투명한 용액을 생성할 수 있거나,

또는 탁한 용액으로부터 투명한 알룸옥세인의 웃물을 따를 수 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알룸옥세인은 개질된 메틸 알룸옥세

인(MMAO) 조촉매 유형의 3A(미국특허 제 5,041,584호에서 다루고 있으며, 아크조 케미칼즈 인코포레이티드(Akzo

Chemicals, Inc.)에서 모디파이드 메틸알룸옥세인 타입 3A(Modified Methylalumoxane type 3A)으로 시판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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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제(또는 소거제(scavenger))로서 이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알킬 또는 유기알루미늄 화합물은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트리-n-헥실알루미늄, 트리-n-옥틸알루미늄 등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활성화제는 알룸옥세인이 아니며, 바람직하게 활성화제는 메틸알룸옥세인이 아니다. 다르게, 본원에서

사용되는 촉매 시스템은 알룸옥세인 0.1중량% 미만을 포함한다.

B. 이온화 활성화제

본 발명의 범주에는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론, 트리스퍼플루오로페닐 보론 메탈로이드 전

구체 또는 트리스퍼플루오로나프틸 보론 메탈로이드 전구체, 폴리할로겐화 헤테로보레인 음이온(WO 제98/43983호), 붕

산(미국특허 제5,942,459호) 또는 이들의 조합물과 같은 중성 또는 이온성인 이온화 또는 화학량론적 활성화제를 본 발명

의 방법에서 활성화제로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의 범주에는 중성 또는 이온성 활성화제 단독으로 또는

알룸옥세인 또는 개질된 알룸옥세인 활성화제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성 화학량론적 활성화제의 예는 삼-치환된 붕소, 텔루르, 알루미늄, 갈륨 및 인듐 또는 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개의

치환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알킬, 알켄일, 할로겐, 치환된 알킬, 아릴, 아릴할로겐화물, 알콕시 및 할로겐화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바람직하게, 3개의 기는 할로겐, 일환 또는 다환(할로치환된 경우를 포함) 아릴, 알

킬 및 알켄일 화합물 및 그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며, 탄소원자 1 내지 20개의 알켄일기, 탄

소원자 1 내지 20개의 알킬기, 탄소원자 1 내지 20개의 알콕시기 및 탄소원자 3 내지 20개의 아릴기(치환된 아릴 포함)가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 3개의 기는 탄소기 1 내지 4개의 알킬, 페틸, 나프틸 또는 그의 혼합물이다. 더 더욱 바람직

하게, 3개의 기는 할로겐화 아릴기, 바람직하게는 불화 아릴기이다. 가장 바람직하게 중성 화학량론적 활성화제는 트리스

퍼플루오로페닐 보론 또는 트리스퍼플루오로나프틸 보론이다.

이온성 화학량론적 활성화제 화합물은 활성 양성자, 이온화 화합물의 나머지 이온과 배위되지는 않았으나 결합된 일부 다

른 양이온 또는 단지 약하게 배위된 양이온을 함유할 수 있다. 상기 화합물 등은 유럽공보 EP-A-0 570 982호, EP-A-0

520 732호, EP-A-0 495 375호, EP-B1-0 500 944호, EP-A-0 277 003호 및 EP-A-0 277 004호, 미국특허 제

5,153,157호, 제5,198,401호, 제5,066,741호, 제5,206,197호, 제5,241,025호, 제5,384,299호 및 제5,502,124호, 및

1994년 8월 3일자로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제08/285,380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전부는 본원에서 전체적으로 참고문

헌으로 인용된다.

바람직한 활성화제는 양이온 및 음이온 성분을 포함하며, 식 (Wf+)g(NCAh-)i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Wf+는 f+ 전하를 갖

는 양이온 성분이고, NCAh-는 h- 전하를 갖는 비배위 음이온이며, f는 1 내지 3의 정수이고, h는 1 내지 3의 정수이며, g

와 h는 (g)x(h) = (h)x(i) 관계식으로 제한된다.

양이온 성분(Wf+)은 양성자와 같은 브뢴스테드 산, 또는 유사한 메탈로센 또는 15족-함유 전이금속 촉매 화합물로부터 알

킬 또는 아릴과 같은 잔기에 양성자 제공(protonating)하거나 상기 잔기를 끌어당겨서 양이온성 전이 금속 화합물을 생성

시킬 수 있는 양성자화 루이스 염기 또는 환원가능한 루이스산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활성화제는 양이온 및 음이온 성분을 포함하며, 식 (LB-Hf+)g(NCAh-)i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여기에

서 LB는 중성 루이스 염기이며; H는 수소이고; NCAh-는 h- 전하를 갖는 비배위 음이온이며, f는 1 내지 3의 정수이고, h

는 1 내지 3의 정수이며, g와 h는 (g)x(h) = (h)x(i) 관계식으로 제한된다.

활성화 양이온(Wf+)은 전이금속 촉매 화합물에 양성자를 제공하여서, 암모늄, 옥소늄, 포스포늄, 실릴늄 및 그의 혼합물,

바람직하게는 메틸아민, 아닐린, 다이메틸아민, 다이에틸아민, N-메틸아닐린, 다이페닐아민, 트리메틸아민, 트리에틸아

민, N,N-다이메틸아닐린, 메틸다이페닐아민, 피리딘, p-브로모-N,N-다이메틸아닐린, p-니트로-N,N-다이메틸아닐린

의 암모늄; 트리에틸포스핀, 트리페닐포스핀 및 다이페닐포스핀으로부터의 포스포늄; 다이메틸 에테르 다이에틸 에테르,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및 다이옥세인과 같은 에테르로부터의 옥소늄; 다이에틸 티오에테르 및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과 같

은 티오에테르로부터의 설포늄; 및 그의 혼합물을 비롯한 전이금속 양이온을 생성할 수 있는 브뢴스테드 산(LB-Hf+)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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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양이온(Wf+)은 은, 카보늄, 트로필륨, 카베늄, 페로세늄 및 혼합물과 같은 끌어당기는 잔기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

는 카보늄 및 페로세늄일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게 (Wf+)는 트리페닐 카보늄 또는 N,N-다이메틸아닐리늄이다.

음이온 성분(NCAh-)은 식 [Tj+Qk]
h-을 갖는 것을 포함하고, 여기서 j는 1 내지 3의 정수이고, k는 2 내지 6의 정수이며,

k-j=h이고, T는 원소주기율표 13족 또는 15족으로부터 선택된 원소이고, 바람직하게는 붕소 또는 알루미늄이며, Q는 독

립적으로 하이드라이드, 가교결합된 또는 가교결합되지 않은 다이알킬아미도, 할로겐화물, 알콕사이드, 아릴옥사이드, 하

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할로카빌, 치환된 할로카빌 및 할로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라디칼이고, 상기 Q는 20개

이하의 탄소원자를 갖고, 단 1개 이하인 경우에 Q가 할로겐화물이다. 바람직하게, 각각의 Q는 탄소원자 1 내지 20개를 갖

는 불화 하이드로카빌기이고, 더욱 바람직하게 각각의 Q는 불화 아릴기이며, 가장 바람직하게 각각의 Q는 펜타플루오릴

아릴기이다. 적합한 (NCAh-)i의 예는 또한 미국특허 제5,447,895호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붕소 화합물을 포함하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서 전체적으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추가적인 적합한 음이온이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본 발명의 촉매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미국특허 제

5,278,119호 및 문헌[S.H. Strauss, "The Search for Larger and More Weakly Coordinating Anions", Chem. Rev.

93, 927-942(1993); C.A.Reed, "Carboranes: A New Class of Weakly Coordinating Anions for Strong

Electrophiles, Oxidants and Superacids", Acc. Chem. Res., 31, 133-139(1998)]에 기재된 논문을 참고한다.

본 발명의 개선된 촉매의 제조에서 활성화 조촉매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붕소 화합물의 예시적이지만 비제한적인 예는 트리

메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n-

부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t-부틸)암모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N,N-다이에틸아닐리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2,4,6-트리메틸아닐리늄) 테트라페닐보레이트, 트리메틸

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

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sec-부

틸)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에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2,4,6-트리메틸아닐리늄)테트라키스(펜

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메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에틸암모늄 테트라키

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프로필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

(n-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다이메틸(t-부틸)암모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

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N,N-다이에틸아닐

리늄 테트라키스(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N,N-다이메틸-(2,4,6-트리메틸아닐리늄)테트라키스-

(2,3,4,6-테트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와 같은 삼-치환된 암모늄 염; 다이-(i-프로필)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

페닐)보레이트 및 다이시클로헥실암모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와 같은 다이알킬 암모늄 염; 및 트리페

닐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트리(o-톨릴)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

트리(2,6-다이메틸페닐)포스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와 같은 삼-치환된 포스포늄 염이다.

가장 바람직하게, 이온성 화학량론적 활성화제는 N,N-다이메틸아닐리늄 테트라(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및/또는 트리

페닐카브늄 테트라(퍼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가 있다.

한 양태에서, 활성 양성자를 함유하지 않지만 유사한 메탈로센 촉매 양이온 및 그의 비배위 음이온을 생성시킬 수 있는 이

온화 이온성 화합물을 사용하는 활성화 방법이 고려되며, EP-A-0 426 637호, EP-A-0 573 403호 및 미국특허 제

5,387,568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전부는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비배위 음이온(NCA)"이란 용어는 상기 양이온에 배위되지 않거나 상기 양이온에 약하게 배위되어서 중성 루이스 염기에

의해 충분히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음이온을 의미한다. "상용성" 비배위 음이온은 처음에 형성된 착물이 분해될 때 중성으로

분해되지 않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한 비배위 음이온은, 상용가능하고 이온 전하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금속

양이온을 안정화시키지만 중합반응 동안에 에틸렌계 또는 아세틸렌계 불포화 단량체에 의해 대체될 정도로 충분히 화학반

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조촉매는 때때로 트리-이소부틸 알루미늄 또는 트리-옥틸 알루미늄을 소거제로서

사용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처음에는 중성 루이스산이지만 본 발명의 화합물과 반응할 때에 양이온성 금속 착물 및 비배위성

음이온 또는 쯔비터이온성 착물을 형성하는 조촉매 화합물 또는 활성화제 화합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트리스(펜

공개특허 10-2007-0039930

- 45 -



타플루오로페닐)붕소 또는 알루미늄은 하이드로카빌 또는 하이드라이드 리간드를 끌어당겨서 본 발명의 양이온성 금속 착

물 및 안정화 비배위 음이온을 생성시키는 작용을 하고, 유사한 4족 메탈로센 화합물의 설명에 대하여는 EP-A-0 427

697호 및 EP-A-0 520 732호를 참고한다. 또한, EP-A-0 495 375호의 방법 및 화합물을 참고한다. 유사한 4족 화합물

을 사용하는 쯔비터이온성 착물의 형성에 대하여는 미국특허 제5,624,878호, 제5,486,632호 및 제5,527,929호를 참고한

다.

추가적인 중성 루이스-산이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형식 음이온성 리간드를 끌어당기기에 적합하다. 특히, 문헌

[E.Y.X. Chen and T.J.Marks, "Cocatalysts for Metal-Catalyzed Olefin Polymerization: Activators, Activation

Processes, and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Chem. Rev., 100, 1391-1434 (2000)]의 개요 논문을 참고한다.

촉매 화합물이 하나 이상의 하이드라이드 또는 하이드로카빌 리간드를 함유하지 않지만 클로라이드, 아미도 또는 알콕시

리간드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작용기 리간드를 함유하고 작용기 리간드가 이온화 음이온 전구체 화합물과 함께 이온화 추출

을 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작용기 리간드는 리튬 또는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같은 유기금속 화합물 또는 알킬, 알킬알룸

옥세인, 그리냐드 시약 등과 함께 공지된 알킬화 반응에 의해 전환될 수 있다. 활성화 비배위 음이온 전구체 화합물을 첨가

하기 전에 또는 그 첨가와 함께 알킬 알루미늄 화합물과 유사한 이할로겐화물 치환된 메탈로센 화합물의 반응을 기술하고

있는 유사한 방법에 대하여는 EP-A-0 500 944호, EP-A1-0 570 982호 및 EP-A1-0 612 768호를 참고한다.

비배위 음이온 전구체의 양이온이 양성자 또는 양성자화 루이스 염기(물 제외)와 같은 브뢴스테드산, 또는 페로세늄 또는

은 양이온과 같은 환원가능한 루이스산, 또는 나트륨, 마그네슘 또는 리튬과 같은 알칼리 또는 알칼리토금속 양이온일 때,

촉매 화합물 대 활성화제의 몰비는 임의의 비일 수 있다. 전술한 활성화제 화합물의 조합물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트리스(퍼플루오로페닐)붕소가 메틸 알룸옥세인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C. 비이온화 활성화제

활성화제는 전형적으로 이온화 또는 비이온화 활성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한 루이스-산이다. 상기에 이온화 활성화

제로서 기재된 활성화제가 비이온화 활성화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형식적인 중성 리간드의 추출은 형식적인 중성 리간드에 대해 친화성을 나타내는 루이스 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

기 루이스산은 전형적으로 불포화되거나 약하게 배위된다. 비이온화 활성화제의 예는 R10(R11)3을 포함하며, 여기서 R10

은 13족 원소이고,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다. 전형적으로, R11은 아렌 또는 과불

화 아렌이다. 비이온화 활성화제는 또한 낮은 원자가의 올레핀 착물과 같은 약하게 배위된 전이 금속 화합물을 포함한다.

비이온화 활성화제의 비제한적인 예는 BMe3, BEt3, B(iBu)3, BPh3, B(C6F5)3, AlMe3, AlEt3, Al(iBu)3, AlPh3, B(C6F5)3,

알룸옥세인, CuCl, Ni(1,5-시클로옥타디엔)2을 포함한다.

추가적인 중성 루이스산이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형식적인 중성 리간드를 추출하기에 적합하다. 문헌[E.Y.X. Chen

and T.J.Marks, "Cocatalysts for Metal-Catalyzed Olefin Polymerization: Activators, Activation Processes, and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Chem. Rev., 100, 1391-1434 (2000)]의 개요 논문을 특히 참고한다.

바람직한 비-이온화 활성화제의 예는 R10(R11)3을 포함하며, 여기서 R10은 13족 원소이고, R11은 수소, 하이드로카빌, 치

환된 하이드로카빌 또는 작용기이다. 전형적으로, R11은 아렌 또는 과불화 아렌이다.

더욱 바람직한 비-이온화 활성화제는 B(R12)3을 포함하고, 여기서 R12는 아렌 또는 과불화 아렌이다. 더 더욱 바람직한 비

-이온화 활성화제는 B(C6H5)3 및 B(C6F5)3을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비-이온화 활성화제는 B(C6F5)3이다. 더욱 바람

직한 활성화제는 PhNMe2H
+ B(C6F5)4

-, B(C6H5)3C
+ B(C6F5)4

- 및 B(C6H5)3와 같은 퍼플루오로아릴 보레인 및 퍼플루

오로아릴 보레이트를 함유한 이온화 및 비-이온화 활성화제이다.

본원에 개시된 촉매 화합물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바람직한 활성화제는 WO 03/064433A1호에 기재된 것을 포

함하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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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촉매 화합물(들)과 활성화제는 약 1000:1 내지 약 0.5:1의 비로 조합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촉매 화합물 및

활성화제는 약 300:1 내지 약 1:1의 비, 바람직하게는 약 150:1 내지 약 1:1의 비로 조합되며, 보레인, 보레이트 및 알루민

에이트의 경우 비는 바람직하게는 약 1:1 내지 약 10:1이고, 알킬 알루미늄 화합물(물과 결합된 다이에틸알루미늄 클로라

이드와 같은)의 경우에 상기 비는 바람직하게는 약 0.5:1 내지 약 10:1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제 1 촉매 대 제 2 촉매 또는 부가적인 촉매의 비는 5:95 내지 95:5, 바람직하게는 25:75 내지 75:25,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40:60 내지 60:40이다.

일반적으로, 결합된 촉매 화합물 및 활성화제는 약 1:10,000 내지 약 1:1의 비로 결합되며, 다른 양태에서 결합된 촉매 화

합물 및 활성화제는 1:1 내지 100:1의 비로 결합된다. 알룸옥세인 또는 알루미늄 알킬 활성화제가 사용될 때 결합된 촉매

화합물-대-활성화제의 몰비는 1:5000 내지 10:1, 다르게는 1:1000 내지 10:1, 다르게는 1:500 내지 2:1 또는 1:300 내

지 1:1이다. 이온화 활성화제가 사용될 때 결합된 촉매 화합물-대-활성화제의 몰비는 10:1 내지 1:10, 5:1 내지 1:5, 2:1

내지 1:2, 또는 1.2:1 내지 1:1이다. 알룸옥세인 또는 알루미늄 알킬과 이온화 활성화제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

여 복합 활성화제가 사용될 수 있다.

지지물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촉매 조성물은 지지물 또는 담체를 포함한다. 예컨대, 하나 이상의 촉매 성분 및/또는 하나 이

상의 활성화제가 하나 이상의 지지물 또는 담체에 침착되거나 접촉되거나 증착되거나 결합되거나 그 안에 혼입되거나 흡

착되거나 흡수되어 있을 수 있다.

지지 물질은 임의의 통상적인 지지 물질이다. 바람직하게, 지지된 물질은 다공성 지지 물질, 예컨대 활석, 무기 산화물 및

무기 염화물이다. 다른 지지 물질은 폴리스티렌과 같은 수지상 지지 물질, 폴리스티렌 다이비닐 벤젠 폴리올레핀 또는 중

합성 화합물, 제올라이트, 점토와 같은 작용화 또는 가교결합된 유기 지지물, 또는 임의의 다른 유기 또는 무기 지지 물질

등,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지지 물질은 2족, 3족, 4족, 5족, 13족 또는 14족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는 무기 산화물이다. 바람직한 지지물은

탈수되거나 탈수되지 않을 수 있는 실리카, 발연(fumed) 실리카, 알루미나(WO 제99/60033호), 실리카-알루미나 및 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유용한 지지물은 마그네시아, 티타니아, 지르코니아,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미국특허 제

5,965,477호), 몬모릴로나이트(유럽특허 EP-B1 0 511 665호), 필로실리케이트, 제올라이트, 활석, 점토(미국특허 제

6,034,187호) 등을 포함한다. 이들 지지 물질의 조합물, 예컨대 실리카-크롬, 실리카-알루미나, 실리카-티타니아 등이 사

용될 수 있다. 추가적인 지지 물질은 EP 0 767 184 B1호에 기재된 다공성 아크릴계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문

헌은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다른 지지 물질은 PCT WO99/47598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나노복합물, WO 99/

48605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에어로겔, 미국특허 제5,972,510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결정(spherulite) 및 WO 99/

50311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중합성 비드를 포함하며, 이들은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지지 물질, 가장 바람직하게는 무기 산화물이 약 10 내지 약 700㎡/g 범위의 표면적, 약 0 내지 약 4.0cc/g 범위의 공극,

및 약 0.02 내지 약 50㎛ 범위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 지지 물질의 표면적은 약 50

내지 약 500㎡/g 범위이고, 공극이 약 0 내지 약 3.5cc/g 범위이며, 평균입자 크기는 약 0.02 내지 약 20㎛ 범위이다. 가장

바람직하게, 지지 물질의 표면적은 약 100 내지 약 400㎡/g 범위이고, 공극이 약 0 내지 약 3.0cc/g 범위이며, 평균입자크

기는 약 0.02 내지 약 10㎛ 범위이다.

비-다공성 지지물은 또한 본원에 기재된 방법에서 지지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바람직한 양태에서, 미국특허

6,590,055호에 기재된 비다공성, 발연 실리카 지지물이 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용한 활성화제는 미국특허 제 6,531,552호 및 EP 1 160 261 A1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예컨대, H2SO4)으로 처리된 후에 금속 알킬(예컨대, 트리에틸알루미늄)과 결합시킨 점토를 포함하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바람직한 활성화제는 산 부위의 양이 중화에 소모되는 2,6-다이메틸피리딘 0.05mmol/g 이상에 해당하는 최대 -8.2kPa

의 산 부위를 갖는 이온-교환 적층 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지지물일 수 있다. 바람직한 예는 화학적으로 처리된 스멕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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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smectite) 군 실리케이트, 산-처리된 스멕타이트 군 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유용한 이온-교환 적층 실리케

이트의 추가적인 바람직한 예는 문헌["Clay Minerals, (Nendo Kobutsu Gaku)", Haruo Shiramizu, Asakura Shoten in

1995]에 기재된 바와 같은 1:1 유형의 구조 또는 2:1 유형의 구조를 갖는 적층 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주된 구성 층으로 1:1 층을 포함하는 이온-교환 적층 실리케이트의 예는 딕카이트(dickite), 낙라이트(nacrite), 카올린나

이트(kaolinite), 메타할로이사이트, 할로이사이트 등과 같은 고령토 군 실리케이트, 및 크라이소타일(chrysotile), 리잘다

이트, 안티고라이트 등과 같은 사문석 군 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유용한 이온-교환 적층 실리케이트의 추가적

인 바람직한 예는 주된 구성 층으로 2:2 층을 포함하는 이온-교환 적층 실리케이트를 포함하며, 몬모릴로나이트, 바이델라

이트, 논트로나이트, 사포나이트, 헥토라이트, 스테펜사이트 등과 같은 스멕타이트 군 실리케이트, 질석 등과 같은 질석 군

실리케이트, 운모, 일라이트, 견운모, 해록석 등과 같은 운모 군 실리케이트, 및 애터풀자이트, 해포석, 팰리고르스카이트,

벤토나이트, 납석, 활석, 녹니석 등을 포함한다. 점토는 산, 염, 알칼리, 산화제, 환원제, 또는 이온교환 적층 실리케이트의

층 사이에 층간삽입가능한(intercalatable) 화합물을 함유하는 처리제와 접촉된다. 층간삽입가능한이란 적층 물질의 층사

이에 다른 물질이 도입되는 것을 말하고, 도입될 물질을 게스트(guest) 화합물이라 부른다. 상기 처리중에서 산 처리 또는

염 처리가 특히 바람직하다. 처리된 점토는 이어서 TEAL과 같은 활성화제 화합물, 및 촉매 화합물과 접촉되어서 올레핀을

중합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중합 시스템은 5중량% 미만의 극성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4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3중량% 미

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

게는 7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ppm 미

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ppm 미만을 포함한다. 극성 화합물은 알코올, 산소, 케톤, 알데

하이드, 산, 에스테르 및 에테르와 같은 산소-함유 화합물(알룸옥세인 제외)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중합 시스템은 트리메틸알루미늄 및/또는 트리에틸알루미늄 5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4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3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7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ppm 미만을 포함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 시스템은 메틸알룸옥세인, 및 트리메틸알루미늄 및/또는 트리에틸알루미늄 5중량% 미

만, 바람직하게는 4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3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

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7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ppm 미만, 더

욱 바람직하게는 2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pp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ppm 미만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본 발명의 방법은 1.0몰% 보다 많은 헥스-1-엔을 갖는 프로필렌/1-헥센 공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분되어

지지된 촉매를 사용할 수 있다. 미분된 지지물 이외에, 본 발명의 방법은 지지물 입자 직경이 반응 매질과 콜로이드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은 200 내지 1500Å일 수 있는 발연 실리카 지지물을 이용할 수 있다.

중합방법

본 발명은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하나 이상의 올레핀을 반응기내의 초임계 중합 매질에서 촉매 화합물 및 활성화제

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올레핀 중합방법에 관한 것이다. 직렬 또는 병렬의 하나 이상의 반응기가 본 발명에서 사용

될 수 있다. 촉매 화합물 및 활성화제는 용액 또는 슬러리로서, 반응기 직전에 인-라인(in-line)에서 활성화되어 반응기에

별도로 전달되거나 또는 반응기에 활성화된 용액 또는 슬러리로서 예비 활성화된 후 펌핑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방법은

인-라인에서 활성화된 2개 용액이다. 중합은 단량체, 공단량체, 촉매/활성화제, 소거제 및 임의적인 개질제가 연속하여 단

일 반응기에 첨가되는 단일 반응기 작동, 또는 상기 성분이 직렬로 연결된 둘 이상의 반응기 각각에 첨가되는 직렬 반응기

작동에서 실시된다. 촉매 성분이 직렬로 있는 제 1 반응기에 첨가될 수 있다. 촉매 성분이 또한 반응기 둘다에 첨가될 수 있

는데, 하나의 성분은 제 1 반응에 첨가되고 다른 성분은 다른 반응기에 첨가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바람직하게는 반응기가 실질적으로 중합반응 성분과 실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중합반응동안에 발

생하는 고압 및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고압 반응기에서의 프로필렌 중합을 포함한다. 상기 반응기는 본 개시내용의 목적을

위한 고압 반응기로 알려져 있다. 상기 고압 및 고온을 견딤으로써 반응기는 초임계 조건에서 프로필렌을 유지할 수 있다.

적합한 반응 용기는 초임계 또는 다른 고압 에틸렌 중합반응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업계에 알려진 것을 포함한다. 적합한

반응기는 특히 오토클레이브(autoclave), 관형(tubular), 오토클레이브/관형 반응기로부터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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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 기재된 중합방법은 오토클레이트 및 관형 반응기에서 잘 실시된다. 전형적으로 오토클레이브 반응기는 1:1 내지

20:1의 길이-대-직경 비를 가지며, 고속(1500RPM 이하) 멀티블레이드 교반기가 장착되어 있다. 오토클레이브 압력은 전

형적으로 6MPa 보다 크며, 전형적으로 최대 260MPa 미만이다. 바람직한 오토클레이브 반응기는 외부 및/또는 내부 냉각

기 및 반응 대역을 따라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유입 지점을 갖는다. 오토클레이브가 적은 길이-대-직경비(예컨대, 4 미만)

를 가질 때, 프로필렌과 다른 단량체는 전형적으로 단 한 지점에서 유입된다. 그러나, 오토클레이브의 둘 이상의 지점에서

의 유입도 가능하다. 예컨대, 길이-대-직경 비가 약 4 내지 20인 반응기에서 반응기는 6개 이하의 상이한 유입 지점을 함

유할 수 있다. 추가로, 보다 큰 오토클레이브에서 하나 이상의 측면 고정 장치는 고속 교반기를 지지한다. 상기 고정 장치

는 또한 오토클레이브를 둘 이상의 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교반기상의 혼합 블레이드는 대역마다 다를 수 있어서 분리 대

역에서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플러그(plug) 유동 또는 역혼합(back mixing)을 허용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대역을 갖는 둘

이상의 오토클레이브는 중합체 구조를 맞추기 위해 직렬로 연결될 수 있다.

관형 반응기, 바람직하게는 약 350MPa 이하에서 작동할 수 있는 관형 반응기가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적합

하다. 바람직한 관형 반응기는 외부 및/또는 내부 냉각기 및 (관형) 반응 대역을 따라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유입 지점을 갖

는다. 오토클레이브에서처럼 상기 유입 지점은 단량체(예컨대, 프로필렌), 하나 이상의 공단량체, 촉매 또는 이들의 혼합물

에 대한 도입 지점으로 작용한다. 관형 반응기에서, 외부 냉각은 적은 표면-대-체적비가 임의의 상당한 열 제거를 방해하

는 오토클레이브에 비해 단량체 전환을 증가시킨다. 관형 반응기는 관을 따라 후방으로 압력 충격을 줄 수 있는 특수한 배

출구 밸브를 갖는다. 충격은 실시중에 반응기 벽에 형성된 임의의 중합체 잔기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벽 침전물을 처리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끄러운 내부 표면을 갖는 관을 제작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관형 반응기는 360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2000m 길이 및 일반적으로 10cm 미만의 내부 직경을 갖는다. 바람직한 관형

반응기는 전형적으로 1:1 내지 500:1,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20:1, 바람직하게는 4:4 내지 20:1의 길이-대-직경비를 갖

는다.

오토클레이브와 관형 반응기가 짝을 이룬 연속된 반응기가 본 발명의 방법에서 작용할 수 있다. 상기 예에서 오토클레이브

가 전형적으로 관형 반응기의 앞에 놓인다. 상기 시스템에서는 오토클레이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관 길이를 따라 존재

하는 여러 지점에서 추가적인 촉매 및/또는 공급물 성분이 유입될 수 있다.

오토클레이브 및 관형 반응기 둘다에서, 유입시에 공급물은 바람직하게는 실온 이하에 있어서 최대 작동 온도 한도내에서

최대 중합체 생성을 제공한다. 오토클레이브 작동에서 예비가열기가 착수 시점에 작동하지만 제 1 혼합 대역이 약간의 역

혼합 특징을 갖는다면 반응이 정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관형 반응기에서 이중-자켓 관의 제 1 구역은 냉

각되기보다는 가열되며, 관형 반응기가 본래 플러그 유동이기 때문에 연속하여 작동된다. 복합 대역인 오토클레이브 및 관

형 반응기 둘다에서 촉매는 유입구에서 유입될 뿐만 아니라 반응기를 따라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지점에서 임의로 유입될

수 있다. 유입구 및 다른 유입 지점에서 유입되는 촉매 공급물은 함량, 밀도 및 농도 등에서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다

른 촉매 공급물을 선택하여 맞춤형 중합체 설계가 가능해진다. 반응기 배출구 밸브에서 압력은 임계상 분리가 일어나는 압

력 미만의 수준으로 감소된다. 따라서, 용기 아래쪽(downstream)에서는 중합체가 풍부한 상 및 중합체가 부족한 상을 함

유한다. 전형적으로, 상기 용기내의 조건은 초임계 상태로 있고, 온도는 중합체 생성물의 결정화 온도보다 높은 상태이다.

오토클레이브 또는 관형 반응기의 유출물은 고압 분리기(HPS)로 들어갈 때에 감압된다. 프로필렌을 함유한 중합에서 전

통적인 고압 폴리에틸렌 방법 기술에 비해 또 다른 선택이 설계에 있어 가능하다.

반응기 배출구 밸브에서 압력이 감소되어 중합체 및 미반응된 단량체, 공단량체, 프로페인 등의 분리를 시작하도록 개시시

킨다. 상기 용기에서의 온도는 임의로는 중합체 생성물의 결정화점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지만, 압력은 임계점 미만일 수

있다. 압력은 프로필렌이 표준 냉각수에 대해 축합될 수 있을 정도로만 높을 필요가 있다. 액체 재순환 스트림은 이어서 폴

리에틸렌 단위에 필요한 하이퍼-압축기 대신에 액체 펌프 시스템을 갖는 반응기로 재순환될 수 있다. 상기 분리기에서의

비교적 낮은 압력은 액체 중합체상의 단량체 농도를 감소시키고, 이는 중합속도를 훨씬 느리게 만든다. 상기 중합 속도는

촉매 독 또는 "제거제(killer)"를 첨가하지 않고 상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충분히 낮을 수 있다. 촉매 제거제가 필요하다

면(예컨대, 고압 재순환에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순환된 프로필렌이 풍부한 단량체 스트림으로부터 예컨대 고정층

흡착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알루미늄 알킬에 의한 제거에 의해 임의의 잠재적인 촉매 독을 제거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

다.

다르게, HPS는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2상 영역내에서만 프로필렌 임계 압력 이상에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개조된

HPPE 설비를 사용하여 폴리프로필렌을 제조하려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다. 재순환된 HPS 오버헤드는 제

2 압축기의 흡입부로 복귀하기 전에 냉각되고 밀랍 제거되며, 이는 전형적인 HPPE 설비 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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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기 중간 또는 고압 용기로부터의 중합체는 또 다른 감압 단계를 거쳐 저압 분리기로 이동한다. 상기 용기의 온도

는 중합체 융점 이상으로 유지되어서 상기 용기의 중합체는 액체로서 압출기 또는 스택틱 혼합기로 직접 공급될 수 있다.

상기 용기내의 압력은 압축기를 사용함으로써 낮게 유지되어서 미반응된 단량체를 전술한 축합기 및 펌프 시스템으로 복

귀시킨다. 다른 양태에서, 작동 압력이 충분히 낮다면 압력 감소를 두 단계 대신에 한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오토클레이브 반응기, 관형 반응기, 또는 이들을 결합시킨 반응기 이외에, 루프식 반응기가 또한 잘 기능한다. 이러한 반응

기 유형에서, 루프를 따라 존재하는 상이한 지점에서 단량체가 유입되고 중합체가 연속하여 배출되는 반면, 인-라인 펌프

는 연속하여 내용물(반응 액체)을 순환시킨다. 공급물/생성물의 분리(takeoff) 속도는 전체 평균 체류 시간을 조절한다. 냉

각 자켓은 루프에서 반응 열을 제거한다. 공업적으로 루프식 반응기는 오토클레이브 및 관에서 발생하는 고압에서는 전형

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판되는 저압 루프식 반응기는 16 내지 24in(41 내지 61㎝)의 직경 및 100 내지 200+m 길이를 갖는다. 프로필렌 용액상

의 단일 초임계 폴리프로필렌에서의 작동은 25 내지 30MPa 압력에서 바람직하다. 상기 압력에서, 보다 작은 직경 및 보다

두꺼운 벽을 갖는 루프 관이 필요한데, 효율 및 최대 허용가능한 반응기 용량 때문에 펌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토클레이브 반응기, 관형 반응기 또는 이들 반응기의 조합 이외에, 루프식 반응기가 또한 본 발명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반응기 유형에서, 루프를 따라 존재하는 상이한 지점에서 단량체가 유입되고 중합체가 연속하여 배출되는 반면, 인-라인

펌프는 연속하여 내용물(반응물 액체)을 순환시킨다. 공급물/생성물 분리 속도는 전체 평균 체류 시간을 조절한다. 냉각 자

켓은 루프에서 반응 열을 제거한다. 미국특허 제6,355,741호는 루프 1개 또는 루프 2개 모두가 초임계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우 본 발명의 실시에서 유용한 둘 이상의 루프를 갖는 반응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5,326,835호는 쌍봉형

방식으로 중합체를 제조하는 상기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 방법의 제 1 반응기 단계는 중합이 불활성, 저비점 탄화수

소에서 일어나는 루프식 반응기이다. 루프식 반응기 이후에 반응 매질은 기상 중합이 일어나는 기상 반응기로 이동한다.

매우 상이한 2개 환경이 중합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는 쌍봉형 분자량 분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두 단계 절차는 본 출

원 절차에서 적용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예컨대, 제 1 단계의 루프식 반응기는 단량체로서 프로필렌 및 불활성 저비점 탄

화수소로서 프로필렌계 반응 매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반응기는 내부 냉각 코일을 갖출 수 있다.

WO 제19/17466호는 (a) 메탈로센 성분 및 조촉매 성분과 함께 올레핀 단량체 및 촉매 시스템을 반응기에 연속하여 공급

하는 단계, (b) 승압하에서 중합대역 반응기에서 단량체를 연속하여 중합시키는 단계, (c) 중합체/단량체 혼합물을 반응기

로부터 연속하여 제거하는 단계, (d) 용융된 중합체로부터 단량체를 연속하여 분리하는 단계, (e) 감압하여서 단량체가 풍

부한 상과 중합체가 풍부한 상을 형성하는 단계, 및 (f) 반응기로부터 단량체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방법에서 기술한 중합 대역 기술은 본 발명의 공정 조건을 이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즉, 하나 이상의 중합 대역

이 프로필렌, 또는 프로필렌을 함유한 반응 매질을 초임계로 만들 수 있다면 상기 공정은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공급물 유입 온도는 일반적으로 실온 이하이어서 중합체 생성물의 결정화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반응기내의 발열 반응을 냉각시킨다. 상당한 중합체 아이소택틱성을 생성시키는 촉매와 함께 주로 프로필렌을 함유하는

공급물의 경우, 반응기 온도는 145℃보다 높다.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0.5초 내지 4시간의 체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체류 시간은 1초 내지 30분, 바

람직하게는 5초 내지 10분, 더욱 바람직하게는 10초 내지 7분, 더욱 바람직하게는 10초 내지 5분이다. 일부 양태에서, 체

류 시간은 10초, 30초, 45초, 50초, 60초, 120초 및 150초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최대 체류 시간은 200초, 300초, 400초,

500초 또는 600초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30초 내지 600초, 더욱 특히는 45 내지 400초 또

는 60초 내지 300초의 체류 시간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30초 내지 1시간, 더욱 특히는 30초 내지 30

분, 45초 내지 400초 또는 60초 내지 300초의 체류 시간을 선택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프로필렌 중합의 체류 시간은 5분

이하이다.

일부 양태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560 내지 10,000lb/w-Ft2의 속도로 중합체를 생성한다. 더욱 특히, 생성 속도는 560 내

지 2000 또는 600 내지 1500 범위일 수 있다.

반응 시간동안에 회수되는 중합체의 총량을 반응에 첨가되는 프로필렌 양으로 나누면 전환 속도가 나온다. 전술한 방법에

서 단량체-대-중합체 전환 속도는 높다. 본 발명의 방법은 60 이하, 10 내지 60, 20 내지 60, 30 내지 60, 40 내지 60, 10

내지 50, 20 내지 50, 30 내지 50, 40 내지 50, 10 내지 40, 20 내지 40 또는 30 내지 40의 전환율, 바람직하게는 10%보다

크거나 20%전환율의 전환속도로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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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생산성은 전형적으로 828 내지 5940㎏ PP/㎏ 촉매*hr 범위이다. 상기 높은 촉매 생산성의 수준은 중합체 생성물중

잔류 고체가 적게 할 수 있다. 전체 고체 잔류물 0.5중량% 미만, 특히 0.3중량% 미만, 더욱 특히는 0.1중량% 미만의 잔류

고체 양이 바람직하다.

공단량체, 이중 촉매 및 중합체 구조

촉매 및 공급물을 위해 다수의 유입부를 갖는 반응기에서 맞춤형 중합체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 상이한 분자량 및 구조적

용량을 갖는 하나 보다 많은 촉매를 사용하면 광범위한 생성물 조성(예컨대, 쌍봉형, 장쇄 분지형과 혼합된 선형)이 가능해

진다.

일정한 촉매에 대해 다양한 올레핀이 상이한 반응비를 가져서, 플러그 유동형 작동은 예컨대 공급물이 반응기에 유입되지

않는 경우 조성이 점점 묽어지거나 또는 보다 많은 반응성 단량체가 관을 따라 우선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묽어지는 것

을 보충한다. 역혼합형 오토클레이브 반응기에 이상적인 단일 대역은 중합체 조성이 묽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나, 다수

의 촉매 사용이 여전히 가능하다. 직렬 또는 병렬로 있는 상기 2개의 오토클레이브의 작동은 제 2 반응기로 유입되는 새로

운 공급물의 조성을 변경시킴으로써 맞춤형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촉매 제거

반응기 유출액은 담점 압력보다 상당히 낮지만 상기 조성물에 대해서는 초임계에 해당하는 중간 압력으로 감압된다. 이로

써 추가 정제를 위한 중합체가 풍부한 상 및 재순환 압축을 위해 다시 반응기로 이동할 프로필렌이 풍부한 상으로 분리된

다.

이러한 분리는 고압 분리기(HPS)로 알려진 용기에서 실시된다. 상기 용기는 상당한 체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촉매 활성이

물, 알코올 또는 스테아르산 나트륨/칼슘을 첨가함으로써 제거된다. 제거제의 선택 및 양은 재순환 프로필렌 및 공단량체

의 제거를 위한 필요조건 뿐만 아니라 제거제가 저 휘발성인 경우에는 생성물 특성에도 의존된다.

다르게, 중간체 분리는 임계점보다 충분히 낮은 압력에서 실시될 수 있어서 단량체 농도 및 그에 따른 고압 반응기에서의

반응성이 비교적 낮다. 목적하지 않는 반응이 고압 또는 중간압 재순환 시스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할 때 PE

공정에서 발생되는 바와 같은 촉매 불활성화 화합물의 첨가가 방지될 수 있다면 용기내에서 비교적 소량의 연속된 중합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제거용 화합물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제거제의 제거 단계는 생략될 수 있다.

프로필렌 공급물 순도의 선택

프로필렌은 2가지 수준의 순도, 즉 99.5%에서의 중합체용 및 약 93 내지 95%의 합성용으로 시판된다. 공급물의 선택은

불활성 프로페인에 의한 공급물의 과희석(over dilu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순환에 요구되는 불순물 제거(purge) 수준

을 결정한다. 반응기 및 HPS에서의 프로페인 존재는 일정한 온도에서의 담점 곡선 압력을 상승시키지만, 반응기중 프로필

렌(및 다른 올레핀) 농도 감소로 인해 중합 효율을 감소시킨다. 프로페인에 기인한 담점 압력의 상승은 HPS의 작동 범위를

넓힌다. 프로필렌과 제한된 양의 에틸렌의 공중합에서, HPS중 낮은 수준의 에틸렌 존재로 인해 담점 압력을 상승시키는데

있어서 유사한 효과가 주목된다.

저압 분리기 작동

대기압 바로 위에서 작동하는 LPS는 마무리 압출기 또는 스택틱 혼합기로 유입되는 저 휘발물-함유 중합체 용융물을 생

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벼운 성분, 반응물 및 그의 올리고머로 이루어진 단순 아임계 플래시(simple

subcritical flash)이다.

중합체 생성물

본 발명은 보다 낮은 용융열을 수득하면서 우수한 분자량을 갖는 프로필렌 중합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중합체는 블록, 선형, 방사형, 별형, 분지형 및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한 임의의 구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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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 발명의 양태는 폴리프로필렌 및 독특한 미세구조물과 폴리프로필렌의 공중합체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신

규한 아이소택틱 및 신디오택틱 조성물이 제조되도록 실시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결정질 중합체를

제조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60 내지 150℃의 융점 및 2,000 내지 1,000,000, 10,000 내지 1,000,000, 40,000 내지 300,000,

50,000 내지 250,000 또는 70,000 내지 200,000의 중량평균분자량을 갖는 프로필렌 중합체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1 내지 70J/g, 5 내지 65J/g 또는 10 내지 60J/g의 융합열(△Hf)을 갖는 중합체를 생성한다. 또 다른 양

태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80J/g 이하,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70J/g,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60J/g의 융합열(△Hf)을

갖는 중합체를 생성한다.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촉매 또는 지지물로부터의 재(ash) 또는 잔기를 거의 또는 전혀 갖지 않는 중합체를 생성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서 제조된 중합체는 실리카 1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1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00ppm

미만, 바람직하게는 10ppm 미만을 포함한다.

디엔은 생성된 중합체의 분자량을 증가시키고 장쇄 분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공단량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비닐 클로라

이드가 중합체의 비닐 말단화 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단량체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장쇄 분지형 폴리프로필렌을 생성시킬 수 있다. 장쇄 분지화는 비닐노르보르넨과 같은 추가적인 α,ω-디

엔 또는 다른 디엔이 사용되는지에 상관없이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0.5중량%

미만의 디엔이 사용된다. 다르게, 양태에서 0.4중량% 미만, 0.3중량% 미만, 0.2중량% 미만, 1000ppm 미만, 500ppm 미

만, 200ppm 미만 또는 100ppm 미만이 사용된다.

일부 양태에서, 본 발명은 공단량체로서 α,ω-디엔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올레핀/α,ω-디엔 공중합체를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본 발명은 올레핀 단량체의 공중합 반응을 포함하며, 여기서 반응은 프로필렌 및 에틸렌

의 α,ω-디엔과의 공중합 및 제조된 공중합체와의 공중합 반응을 포함한다. 상기 공중합체는 예컨대,필름, 및 스펀본드된

(spunbonded) 및 용융 취입된(melt blown) 섬유와 같은 섬유, 및 부직포와 같은 직물, 및 성형 제품을 비롯한 각종 제품에

서 사용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상기 제품은 예컨대 주조 필름, 배향된 필름, 사출성형 제품, 취입 성형 제품, 포움 제

품, 포움 적층물 및 열성형 제품을 포함한다.

선형 α,ω-디엔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디엔이 본 발명의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들은 분

지형, 치환된 α,ω-디엔, 예컨대 2-메틸-1,9-데카디엔; 환형 디엔, 예컨대 비닐노르보르넨; 또는 방향족 유형, 예컨대 다이

비닐 벤젠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양태는 올레핀 단위 98 내지 99.999중량% 및 α,ω-디엔 단위 0.001 내지 2.000중량%을 포함한다. 공중합 양태

는 50,000 내지 2,000,000의 중량 평균 분자량, 50 내지 140℃의 결정화 온도 및 0.1 내지 1500dg/min의 용융 유동 속도

(MFR)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양태가 본래 높은 결정화 온도를 갖고, 외부적으로 첨가되는 조핵제가 필요없음을 유념한다.

다른 양태에서, 공중합체는 프로필렌 단위 90 내지 99.999중량%, 프로필렌 이외의 올레핀 단위 0.000 내지 8중량%, 및

α,ω-디엔 단위 0.001 내지 2중량%를 포함한다. 공중합체 양태는 20,000 내지 2,000,000의 중량 평균 분자량, 115 내지

135℃의 결정화 온도(외부의 조핵제를 첨가하지 않음) 및 0.1 내지 100dg/min의 MFR를 가질 수 있다. 수반되는 올레핀

은 임의의 C2-C20 α-올레핀, 다이올레핀(하나의 내부 올레핀을 가짐) 및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올레

핀은 에틸렌, 부텐-1, 펜텐-1, 헥센-1, 헵텐-1, 4-메틸-1-펜텐, 3-메틸-1-펜텐, 4-메틸-1-헥센, 5-메틸-1-헥센, 1-

옥텐, 1-데센, 1-운데센 및 1-도데센을 포함한다.

초임계 조건하에서 제조된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의 공중합체는 에틸렌, 및 부트-1-엔, 3-메틸펜트-1-엔, 헥스-1-엔,

4-메틸펜트-1-엔 및 옥트-1-엔과 같은 C4-C12 공단량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낮

은 용매 농도를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상기 공중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중합체는 0.5중량% 미만의 잔류 고체 양을 갖고, 특히 0.3중량% 미만, 더욱 특히는 0.1중량% 미만의

전체 고체 잔류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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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바람직한 프로필렌 중합체는 전형적으로 공단량체 0 내지 50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0중량%, 바람직하게는

2 내지 30중량%,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0중량%, 바람직하게는 4 내지 15중량%,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0중량%를 가지

며, 1. 융합열 60J/g 이하, 바람직하게는 50J/g 이하, 바람직하게는 40J/g 이하, 30J/g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0J/g 이

하; 2. 중량평균분자량(GPC DRI로 측정) 20,00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00 내지 2,000,000, 바람직하게는

100,000 내지 1,000,000, 바람직하게는 150,000 내지 900,000, 바람직하게는 200,000 내지 800,000; 3. 용융 유동 속

도 0.5dg/min 이상, 바람직하게는 0.7dg/min 이상, 바람직하게는 1.0dg/min 이상,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500dg/min;

4. 용융 온도 60℃ 이상, 바람직하게는 70℃ 이상, 바람직하게는 80℃ 이상, 바람직하게는 90 내지 150℃, 더욱 바람직하

게는 100 내지 150℃; 5. Mw/Mn(GPC DRI로 측정) 약 1 내지 20,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8,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중

하나 이상을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서 생성된 중합체는 브룩필드(Brookfield) 점도계로 측정될 때 180℃에서 10,000cps 미만의 용

융 점도, 일부 양태(예컨대, 포장 및 접착제)에서는 바람직하게는 300 내지 3000cps, 및 다른 용도에서는 바람직하게는

5000 내지 10,0000의 용융 점도를 갖는다.

배합

일부 양태에서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중합체는 열가소성 중합체(들) 및/또는 엘라스토머(들)를 비롯한(그러나, 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 이상의 다른 중합체와 블렌딩될 수 있다.

"열가소성 중합체(들)"란 인지할만한 특성 변화없이 가열에 의해 용융된 후에 냉각될 수 있는 중합체이다. 열가소성 중합

체는 전형적으로 폴리올레핀, 폴리아마이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본에이트, 폴리설폰에이트, 폴리아세탈, 폴리락톤, 아크

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수지, 폴리페닐렌 산화물,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수지, 스티렌 말레

산 무수물, 폴리이마이드, 방향족 폴리케톤, 또는 이들의 둘 이상의 혼합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

직한 폴리올레핀은 하나 이상의 선형, 분지형 또는 환형 C2-C40 올레핀을 포함하는 중합체,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C2- 또는 C4-C40 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C20 α-올레핀, 더욱 바람직하게는 C3-C10 α-올레핀과 공중합된 프로필렌을

포함하는 중합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바람직한 폴리올레핀은 C3-C40 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3-

C20 α-올레핀, 더욱 바람직하게는 프로필렌 및/또는 부텐과 공중합된 에틸렌을 비롯한(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에틸렌을 포함하는 중합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엘라스토머"에는 ASTM D1566에서 정의된 것을 비롯하여 모든 천연 및 합성 고무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엘라스토머의

예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단량체 고무,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 고무(SI, SIS, SB, SBS, SEBS 등

을 포함하고, 이 때 S는 스티렌이고, I는 이소부틸렌이며, B는 부타디엔이다), 부틸 고무, 할로부틸 고무, 이소부틸렌과 파

라-알킬스티렌의 공중합체, 이소부틸렌과 파라-알킬스티렌의 할로겐화 공중합체, 천연 고무, 폴리이소프렌, 부타디엔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 폴리클로로프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고무, 염소화 이소프렌 고무, 아크릴로니트릴 염소화 이

소프렌 고무, 폴리부타디엔 고무(시스 및 트랜스 둘다)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중합체는 하나 이상의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고도의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

렌, 신디오택틱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과 에틸렌 및/또는 부텐 및/또는 헥센의 랜덤 공중합체, 폴리부텐, 에틸렌 비닐 아

세테이트, 저밀도 폴리에틸렌(밀도 0.915 내지 0.935g/㎤ 미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초저밀도 폴리에틸렌(밀도

0.86 내지 0.90g/㎤ 미만), 극저밀도 폴리에틸렌(밀도 0.90 내지 0.915g/㎤ 미만), 중간 밀도 폴리에틸렌(밀도 0.935 내지

0.945g/㎤ 미만), 고밀도 폴리에틸렌(밀도 0.945 내지 0.98g/㎤ 미만),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

트, 아크릴산, 폴리메틸메트아크릴레이트 또는 고압 유리 라디칼 방법에 의해 중합가능한 임의의 다른 중합체와의 공중합

체,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부텐-1, 아이소택틱 폴리부텐, ABS 수지,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R), 가황 경화된 EPR,

EPDM, 블록 공중합체,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 폴리아마이드, 폴리카본에이트, PET 수지, 가교결합된 폴리에틸렌, 에틸

렌 비닐 알코올 공중합체에 상응하는 EVA의 가수분해 생성물인 중합체, 방향족 단량체의 중합체, 예컨대, 폴리스티렌, 폴

리-1 에스테르, 및 폴리아세탈, 폴리비닐리딘 플루오라이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또는 폴리이소부틸렌과 결합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 엘라스토머는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중합체와 블렌딩되어서 고무 강화된(toughened) 조성물을 형성한

다. 일부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서, 고무 강화된 조성물은 엘라스토머가 불연속상이고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중합체가 연

속상인 2상(또는 그 이상의 상) 시스템이다. 상기 블렌드는 점착부여제 및/또는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다른 첨가제와 결

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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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중합체는 엘라스토머 또는 다른 연질 중합체와 결합되어서 충격 공중합체를 형

성할 수 있다. 일부 양태에서 블렌드는 엘라스토머 또는 연질 중합체가 불연속상이고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중합체가 연

속상인 2상(또는 그 이상의 상) 시스템이다. 상기 블렌드는 점착부여제 및/또는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다른 첨가제와 결

합될 수 있다.

일부 양태에서, 상기에 기재된 본 발명의 중합체는 메탈로센 폴리에틸렌(mPE) 또는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mPP)과 결합

된다. mPE 및 mPP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는 전형적으로 용액, 슬러리, 고압 또는 기체상의 알룸옥세인 활성화제 및/

또는 비배위 음이온과 조합된 모노- 또는 비스-시클로펜타디엔일 전이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촉매 및 활성화제

는 지지되거나 지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클로펜타디엔일 고리는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촉매/활성화

제 조합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여러 시판되는 제품은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 소재의 엑손모빌 케미칼 캄파니에서 엑시드

(EXCEED)TM, 어치브(ACHIEVE)TM 및 이그잭트(EXACT)TM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상기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및 촉매/활성화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WO 제94/26816호, WO 제94/03506호, EPA

277,003호, EPA 277,004호, 미국특허 제5,153,157호, 미국특허 제5,198,401호, 미국특허 제5,240,894호, 미국특허 제

5,017,714호, 캐나다특허 제1,268,753호, 미국특허 제5,324,800호, EPA 129,368호, 미국특허 제5,264,405호, EPA

520,732호, WO 92/00333호, 미국특허 제5,096,867호, 미국특허 제5,507,475호, EPA 426 637호, EPA 573 403호,

EPA 520 732호, EPA 495 375호, EPA 500 944호, EPA 570 982호, WO 91/09882호, WO 94/03506호 및 미국특허 제

5,055,438호를 참고한다.

일부 양태에서, 본 발명의 중합체는 상기 블렌드에 블렌드중 중합체 중량 기준으로 10 내지 99중량%, 바람직하게는 20 내

지 95중량%,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90중량%,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90중량%,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90중량%,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90중량%,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90중량%로 존재한다.

상기 기재된 블렌드는 (a) 본 발명의 중합체를 하나 이상의 중합체(상기 전술된 바와 같음)와 혼합하거나, (b) 반응기에 직

렬로 연결시켜서 동일 반응기에서 블렌드를 제조하거나, (c) 하나보다 많은 촉매를 동일한 반응기에서 사용하여 다수 종의

중합체를 생성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중합체는 압출기에 투입되기 전에 혼합되거나 압출기에서 혼합될 수 있다.

상기 임의의 중합체는 작용화될 수 있다. 작용화된다는 의미는 중합체가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과 접촉하였음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은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과 하나 이상의 카본일기를 함유하는 임의의 불포화 유기 화합물

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산은 카복실산, 무수물, 에스테르 또는 이들의 금속성 염 및 비금속성 염을 둘다 포함한다. 바람직

하게 유기 화합물은 카본일기(-C=O)와 공액된 에틸렌계 불포화를 함유한다. 예에는 말레산, 푸마르산, 아크릴산, 메트아

크릴산, 이타콘산, 크로톤산, α-메틸 크로톤산 및 신남산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무수물, 에스테르 및 염 유도체를 포함한다.

말레산 무수물이 특히 바람직하다.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은 탄화수소 수지 및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5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약 4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3중량%으로 존재한다.

점착부여제는 본 발명의 중합체 및/또는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중합체 블렌드(상기 기재된 바와 같음)와 함께 블렌딩될 수

있다. 유용한 점착부여제의 예는 지방족 탄화수소 수지, 방향족 개질된 지방족 탄화수소 수지, 할로겐화 폴리시클로펜타디

엔 수지, 폴리시클로펜타디엔 수지, 고무(gum) 로진, 고무 로진 에스테르, 우드(wood) 로진, 우드 로진 에스테르, 톨유(tall

oil) 로진, 톨유 로진 에스테르, 폴리테르펜, 방향족 개질된 폴리테르펜, 테르펜 페놀계 화합물, 방향족 개질된 수소첨가 폴

리시클로펜타디엔 수지, 수소첨가 지방족 수지, 수소첨가 지방족 방향족 수지, 수소첨가 테르펜, 개질된 테르펜 및 수소첨

가 로진 에스테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양태에서 점착부여제는 수소첨가된다. 다른 양태에서 점

착부여제는 비극성이다(비극성 점착부여제는 실질적으로 극성기를 갖는 단량체를 함유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 극성 기

는 존재하지 않으나, 존재하는 경우에는 5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2중량% 이하,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0.5중량% 이하

로 존재한다.) 일부 양태에서 점착부여제는 80 내지 140℃ 연화점(링 앤드 볼, ASTM E-28로 측정함),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130℃ 연화점을 갖는다. 일부 양태에서 점착부여제는 작용화된다. 작용화된다는 의미는 탄화수소 수지가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과 접촉하였음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은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과 하나 이상의 카본일기

를 함유하는 임의의 불포화 유기 화합물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산은 카복실산, 무수물, 에스테르 또는 이들의 금속성 염 및

비금속성 염 둘다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유기 화합물은 카본일기(-C=O)와 공액된 에틸렌계 불포화를 함유한다. 예에는

말레산, 푸마르산, 아크릴산, 메트아크릴산, 이타콘산, 크로톤산, α-메틸 크로톤산 및 신남산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무수물,

에스테르 및 염 유도체를 포함한다. 말레산 무수물이 특히 바람직하다.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은 바람직하게는 탄화수소

수지 및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10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약 7중량%, 더 더

욱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4중량%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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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부여제는 존재하는 경우 전형적으로는 블렌드의 중량을 기준으로 약 1중량% 내지 약 5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10중량% 내지 40중량%,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20중량% 내지 40중량%로 존재한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점착부여제는 존

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1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5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중량% 미만으로 존재

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중합체 및/또는 그의 블렌드는 추가로 가교결합제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가교결합제는 산 또

는 무수물 기와 반응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가교결합제는 알코올, 멀티올(multiol), 아민, 다이

아민 및/또는 트리아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유용한 가교결합제의 예는 에틸렌다이아민, 다이에틸렌트리아민, 헥사메틸

렌다이아민, 다이에틸아니이노프로필아민 및/또는 메테인다이아민과 같은 폴리아민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중합체 및/또는 그의 블렌드는 충전제, 공동화제(cavitating agent), 산화방지제, 계면활성제,

어쥬반트(adjuvant), 가소제, 블록, 블록방지제(antiblock), 칼라 마스터배치(color masterbatch), 안료, 염료, 가공조제,

UV 안정화제, 중화제, 윤활제, 왁스 및/또는 조핵제와 같은 당업계에 알려진 전형적인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한다. 첨가제

는 당업계에 잘 알려진 전형적인 유효량, 예컨대 0.001중량% 내지 10중량%로 존재할 수 있다.

바람직한 충전제, 공동화제 및/또는 조핵제는 이산화티탄, 탄산칼슘, 황산바륨, 실리카, 이산화규소, 카본블랙, 모래, 유리

비드(bead), 광물질, 활석, 점토 등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산화방지제는 이르가녹스(Irganox) 1010, 이르가녹스 1076과 같은 페놀계 산화방지제를 포함하며, 이들 둘다

는 시바-가이기(Ciba-Geigy)로부터 구입가능하다. 바람직한 오일은 프랑스 파리 소재의 엑손모빌 케미칼 프랑스, 에스.

에이로부터 구입가능한 프리몰(Primol) 352 또는 프리몰 876과 같은 파라핀계 또는 나프텐계 오일을 포함한다.

더욱 바람직한 오일은 지방족 나프텐계 오일, 백유 등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가소제 및/또는 어쥬반트는 광유, 폴리부텐, 프탈레이트 등을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가소제는 프탈레이트, 예

컨대 다이이소운데실 프탈레이트(DIU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다이옥틸프탈레이트(DOP), 및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의 엑손모빌 케미칼 캄파니에서 구입가능한 파라폴 950 및 파라폴 1300과 같은 폴리부텐을 포함한다. 추가적

인 바람직한 가소제는 WO0118109A1 및 USSN 제10/640,435호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서 참고문

헌으로 인용된다.

바람직한 가공조제, 윤활제, 왁스 및/또는 오일은 왁스, 오일 또는 저분자량(Mn) 중합체와 같은 저분자량 제품("저"는 Mn

5000 미만, 바람직하게는 400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 미만,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2500 미만을 의미한다)을 포

함한다. 바람직한 왁스는 극성 또는 비-극성 왁스, 작용화 왁스, 폴리프로필렌 왁스, 폴리에틸렌 왁스 및 왁스 개질제를 포

함한다. 바람직한 왁스는 에스코머(ESCOMER)TM101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작용화 왁스는 알코올, 산 또는 케톤에 의해 개질된 것을 포함한다. 작용화된다는 의미는 중합체가 불포화 산 또

는 무수물과 접촉하였음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은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 및 하나 이상의 카본일기를

함유하는 임의의 불포화 유기 화합물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산은 카복실산, 무수물, 에스테르 또는 이들의 금속성 염 및 비

금속성 염 둘다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유기 화합물은 카본일기(-C=O)와 공액된 에틸렌계 불포화를 함유한다. 예에는

말레산, 푸마르산, 아크릴산, 메트아크릴산, 이타콘산, 크로톤산, α-메틸 크로톤산 및 신남산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무수물,

에스테르 및 염 유도체를 포함한다. 말레산 무수물이 특히 바람직하다.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은 탄화수소 수지 및 불포화

산 또는 무수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10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5중량% 내지 약 7중량%, 더 더욱 바람직

하게는 약 1 내지 약 4중량%로 존재한다. 바람직한 예는 메틸 케톤, 말레산 무수물 또는 말레산에 의해 개질된 왁스를 포

함한다. 바람직한 저분자량 중합체는 프로필렌, 부텐, 펜텐, 헥센 등과 같은 저급 알파 올레핀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중합체는 1000 미만의 Mn을 갖는 폴리부텐을 포함한다. 상기 중합체의 예가 엑손모빌 케미칼 캄파니에서 파라

폴(PARAPOL)TM 950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파라폴TM 950은 ASTM D 445에 의해 측정될 때 Mn 950 및 100℃에

서 동점도 220cSt를 갖는 액체 폴리부텐 중합체이다.

바람직한 UV 안정화제 및/또는 산화방지제는 이르가녹스 1010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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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서 제조된 중합체(단독으로 또는 다른 중합체 또는 구성성분과 블렌딩됨)는 비-작용화 가

소제(NFP)와 블렌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NFP는 조성물 중량을 기준으로 1 내지 75중량%, 바람직하게는 5 내지 60중

량%,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중량%로 블렌드에 존재한다. 유사하게, 전형적으로 본원에서 생성된 중합체는 조성물 중량

을 기준으로 25 내지 99중량%,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95중량%,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90중량%로 블렌드에 존재한다.

비-작용화 가소제로서 유용한 본원에 기재된 물질 종류는 목적하는 특성을 얻기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본원에 기재된 다

른 NFP와 혼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임의의 NFP는 본원에 기재된 변수의 임의의 갯수 또는 임의의 조합에 의해

기재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NFP는 0℃ 보다 높은 명확한 융점을 갖지 않고 30,000cSt 이하의 25℃ 동점도를 갖는 액체이다.

한 양태에서, NFP는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이며, 수산화기, 아릴, 치환된 아릴, 할로겐, 알콕시, 카복실레이트, 에

스테르, 탄소 불포화, 아크릴레이트, 산소, 질소 및 카복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작용기를 인지가능한 정도로 포

함하지 않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방향족 잔기(그 분자가 벤젠,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고리 구

조를 갖는 임의의 화합물 포함 등)는 실질적으로 NFP를 함유하지 않는다. "인지가능한 정도"란 용어는 상기 기, 및 상기 기

를 포함하는 화합물이 NFP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이 아니며,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한 양태에서 NFP 중량을 기준으로 5

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4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3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중량% 미만, 더욱 바

람직하게는 1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7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5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3

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1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05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중량% 미

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1중량% 미만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이란 상기 화합물이 조성물

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이 아니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0.5중량% 미만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올레핀계 불포화를 인지가능한 정도로 함유하지 않는 탄화수소이다. "올레핀계 불포화의 인지가

능한 정도"란 올레핀계 결합에 포함된 탄소가 탄소 총수의 10% 미만, 바람직하게는 9%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8% 미

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7%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6%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4%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7% 미만, 더

욱 바람직하게는 0.5%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3%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05% 미

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1% 미만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일부 양태에서, 올레핀계 결

합에 포함된 NFP의 탄소 비율은 NFP의 탄소원자 총수의 0.001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7%,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미만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C6-C200 파라핀(바람직하게는 C8-C100 파라핀)을 포함하고, 여기서 NFP는 a) 0.85 이하의 비

중 및 b) -2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본질적으로 C6-C200 파라핀으로 이루어지고(바람직하

게는 NFP가 본질적으로 C8-C100 파라핀으로 이루어짐), 여기서 NFP는 a) 0.85 이하의 비중 및 b) -20℃ 이하의 유동점

을 갖는다.

본 발명의 특정한 양태에서 a) 0.85 이하의 비중 및 b) -2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 NFP는 하기 특성중 하나 이상을 갖는

다:

1. ASTM D86에 의해 측정될 때 상한 온도와 하한 온도의 차이가 40℃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 바람직하게는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6 내지 40℃을 갖는 증류 범위; 및/또는

2. ASTM D86에 의해 측정될 때 최종 비점 115 내지 500℃, 바람직하게는 200 내지 450℃, 바람직하게는 250 내지

400℃; 및/또는

3. 수평균분자량(Mn) 2,000 내지 100g/mol, 바람직하게는 1,500 내지 150g/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0 내지 200g/

mol; 및/또는

4. 20℃에서의 유전상수 3.0 미만, 바람직하게는 2.8 미만, 바람직하게는 2.5 미만, 바람직하게는 2.3 미만, 바람직하게는

2.1 미만;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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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에서의 점도(ASTM 445, 25℃) 0.5 내지 20cSt; 및/또는

6. ASTM E1356으로 측정될 때 유리전이온도(Tg) 0℃ 미만, 바람직하게는 -1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미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ASTM E1356으로 측정될 수 없는

Tg.

다른 양태에서, a) 0.85 이하의 비중 및 b) -2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 NFP는 바람직하게는 C6-C150 이소파라핀, 바람

직하게는 C6-C100 이소파라핀, 바람직하게는 C6-C25 이소파라핀, 더욱 바람직하게는 C8-C20 이소파라핀 5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6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7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8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90중량% 이상, 바

람직하게는 9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100중량% 이상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이소파라핀의 밀도(ASTM 4052,

15.6/15.6℃)는 0.70 내지 0.83g/㎤ 범위이고, 유동점은 -40℃ 이하, 바람직하게는 -50℃ 이하이고, 점도(ASTM 445,

25℃)는 25℃에서 0.5 내지 20cSt이고, 수평균분자량은 100 내지 300g/mol이다. 적합한 이소파라핀이 예컨대 미국특허

제6,197,285호, 제3,818,105호 및 제3,439,088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소파르(ISOPAR)TM(엑손모빌 케미칼) 상품명으

로 시판되고 있으며, 이들중 일부는 하기 표에 요약되어 있다.

이소파르 시리즈 이소파라핀

다른 적합한 이소파라핀이 또한 셸솔TM(로얄 덧치/셸), 솔트롤(SOLTROL)TM(셰브론 필립스) 및 사솔TM(사솔 리미티드)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이소파라핀은 분자에 탄소원자 6 내지 50개, 또 다른 양태에서는 탄소원자 10 내지 24개의 분지형 및

노말 파라핀의 혼합물이다. 이소파라핀 조성물은 한 양태에서 0.5:1 내지 9:1, 또 다른 양태에서는 1:1 내지 4:1 범위의 분

지형 파라핀 대 n-파라핀 비(분지형 파라핀:n-파라핀)를 갖는다. 본 양태에서 혼합물중 이소파라핀은 혼합물중 이소파라

핀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예컨대 에틸, 프로필, 부틸 등과 같이 1개보다 많은 탄소수의 치환기를 갖는 분지를 최소로 형

성하는 모노-메틸 화합물, 예컨대 2-메틸, 3-메틸, 4-메틸, 5-메틸 등을 50중량%보다 많이(이소파라핀 조성물 전체 중

량 기준) 함유한다. 한 양태에서, 혼합물의 이소파라핀은 모노-메틸 화합물을 혼합물중 이소파라핀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

로 70중량%보다 많이 함유한다. 이소파라핀계 혼합물은 한 양태에서 100 내지 350℃ 범위에서 비등하고, 다른 양태에서

는 110 내지 320℃ 범위에서 비등한다. 다른 등급을 제조하는 경우, 파라핀계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예컨대 35℃ 비등 범

위인 좁은 비등 범위를 갖는 분획물(cut)로 분별된다. 상기 분지 파라핀/n-파라핀 블렌드가 예컨대 미국특허 5,906,727호

에 개시되어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C25-C1500 파라핀, 또 다른 양태에서는 C30-C500 파라핀을 포함하며, 200℃ 이상의 인화점, -

10℃ 이하의 유동점 및 120 이상의 점도지수를 갖는다. 다르게, NFP는 C25-C1500 파라핀, 바람직하게는 C30-C500 파라

핀을 포함하고, 200℃ 이상의 인화점 및 -2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다. 다르게, NFP는 C25-C1500 파라핀, 바람직하게는

C30-C500 파라핀을 포함하고, 200℃ 이상의 인화점 및 35cSt 이상의 100℃ 동점도를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본질적으로 C35-C300 파라핀으로 이루어지고, 바람직하게 NFP는 본질적으로 C40-C250 파라핀으로 이루어지며, 200℃

이상의 인화점, -10℃ 이하의 유동점 및 120 이상의 점도지수를 갖는다. 다르게, NFP는 본질적으로 C35-C300 파라핀으

로 이루어지고, 바람직하게 C40-C250 파라핀으로 이루어지며, 200℃ 이상의 인화점 및 -2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다. 다

르게, NFP는 본질적으로 C35-C300 파라핀으로 이루어진고, 바람직하게 C40-C250 파라핀으로 이루어지며, 200℃ 이상의

인화점 및 35cSt 이상의 100℃ 동점도를 갖는다. 다르게, NFP는 200℃ 이상의 인화점 및 -2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다.

다르게, NFP는 200℃ 이상의 인화점 및 100℃에서의 35cSt 이상의 100℃ 동점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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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C5-C20 올레핀의 폴리알파올레핀(PAO) 올리고머, 및 또 다른 양태에서는 C6-C18 올레핀의 올

리고머, 및 또 다른 양태에서는 C6-C14 올레핀의 올리고머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C8-C12 1-올레핀의

올리고머를 포함한다. 더욱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선형 C8-C12 1-올레핀의 올리고머를 포함하고, 선형 C10 1-올레

핀이 가장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C8, C10 및 C12 1-올레핀의 올리고머, 바람직하게는 1-옥텐, 1-데센

및 1-도데센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탄소원자 5 내지 18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소원자 6 내지 12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소원자

10개의 선형 올레핀의 폴리알파올레핀(PAO) 올리고머를 포함하며, 이 때 개개의 PAO 또는 PAO의 조합물은 3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6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8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0cSt 이상(ASTM D445로 측정됨)의 100℃ 동점도

(KV); 및 바람직하게는 100 이상, 바람직하게는 11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2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30 이상, 더

욱 바람직하게는 140 이상, 바람직하게는 150 이상의 점도지수(VI)(ASTM D2770으로 측정); 및 바람직하게는 -10℃ 이

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이하의 유동점(ASTM D97으로 측정)을 갖는 선형 올레핀의

폴리알파올레핀(PAO)의 올리고머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C20-C1500(바람직하게는 C35-C400, 더욱 바람직하게는 C40-C250) 폴리알파올레핀 올리고머를

포함한다. PAO 올리고머는 바람직하게는 한 양태에서는 C5-C14 α-올레핀, 다른 양태에서는 C6-C14 α-올레핀, 또 다른

양태에서는 C8-C12 α-올레핀, 및 또 다른 양태에서는 C10 α-올레핀의 이합체, 삼합체, 사합체, 오합체 등이다. 적합한 올

레핀은 1-펜텐, 1-헥센, 1-헵텐, 1-옥텐, 1-노넨, 1-데센, 1-운데센 및 1-도데센 및 그의 블렌드를 포함한다. 한 양태에

서 올레핀은 1-데센이고, NFP는 1-데센의 이합체, 삼합체, 사합체, 오합체 (또는 그 이상)의 혼합물이다. 또 다른 양태에

서, PAO는 올리고머 또는 1-옥텐, 1-데센 및 1-도데센의 중합체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PAO는 예컨대 미국특허 제

5,171,908호, 미국특허 제5,783,531호 및 문헌[SYNTHETIC LUBRICANTS AND HIGH-PERFORMANCE

FUNCTIONAL FLUIDS 1-52, Leslie R. Rudnick & Ronald L. Shubkin, ed. Marcel Dekker, Inc. 1999]에 보다 구체

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PAO 올리고머 또는 중합체는 아이소택틱성(isotacticity) 또는 신디오택틱성

(syndiotacticity)을 비롯하여 임의의 정도의 입체규칙성을 특징으로 할 수 있고, 어택틱(atactic)일 수 있다. 또 다른 양태

에서, 폴리알파올레핀은 13C NMR으로 측정할 때 50% 보다 많은, 바람직하게는 60% 보다 많은 메조 다이아드(meso

dyad)를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폴리알파올레핀은 13C NMR으로 측정할 때 50% 보다 많은, 바람직하게는 60% 보다

많은 라세미 다이아드를 갖는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PAO는 전형적으로 수평균 분자량을 한 양태에서는 300 내지 21,000g/mol, 다른 양태에서는 400 내

지 20,000g/mol, 또 다른 양태에서는 500 내지 10,000g/mol, 또 다른 양태에서는 500 내지 5,000g/mol, 또 다른 양태에

서는 600 내지 3,000g/mol, 또 다른 양태에서는 500 내지 1,500g/mol 갖는다. 바람직한 PAO는 100℃에서의 동점도를

한 양태에서는 3 내지 3000cSt, 또 다른 양태에서는 4 내지 3000cSt, 또 다른 양태에서는 6 내지 300cSt, 또 다른 양태에

서는 8 내지 100cSt, 또 다른 양태에서는 10cSt 이상으로 갖고, 유동점을 한 양태에서는 -10℃ 미만, 다른 양태에서는 -

20℃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25℃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30℃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35℃ 미만, 또 다른 양

태에서는 -40℃ 미만으로 갖는다. 바람직한 PAO는 스펙트라신(SpectraSyn)TM 및 스펙트라신 울트라(SpectraSyn

Ultra)TM (엑손모빌 케미칼, 이전에는 SHF 및 수퍼신(SuperSyn)TM 상품명으로 시판되었음)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를 하기 표에 요약하였다.

스펙트라신TM 시리즈 폴리알파올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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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용한 PAO는 셰브론필립스 케미칼 캄파니(미국 텍사스주 파시데나 소재)로부터 구입가능한 신플루이드(Synfluid)

TM, 비피 아모코 케미칼즈(영국 런던 소재)로부터 구입가능한 두라신(Durasyn)TM, 포텀 코포레이션(Fortum

Corporation)(핀랜드 케일라니에미 소재)으로부터 구입가능한 넥스베이스(Nexbase)TM, 및 크롬톤 코포레이션

(Crompton Corporation)(미국 커넥티컷주 미들베리 소재)으로부터 구입가능한 신톤(Synton)TM 상품명으로 시판되는 것

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PAO는 3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6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8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0cSt 이상, 바람

직하게는 20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300cSt 이하, 바람직하게는 100cSt 이하의 100℃ 동점도를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

서, PAO는 3 내지 1000cSt, 바람직하게는 6 내지 300cSt,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00cSt, 바람직하게는 8 내지 40cSt의

100℃ 동점도를 갖는다.

다른 양태에서, PAO는 100 이상, 바람직하게는 110 이상, 바람직하게는 120 이상, 바람직하게는 130 이상, 바람직하게는

140 이상, 바람직하게는 150 이상, 바람직하게는 170 이상, 바람직하게는 200 이상, 바람직하게는 250 이상의 점도 지수

를 갖는다.

다른 양태에서, PAO는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 바람직하게는 -25℃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이하, 바람

직하게는 -35℃ 이하,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바람직하게는 -5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다.

다른 양태에서, PAO는 200℃ 이상, 바람직하게는 210℃ 이상, 바람직하게는 220℃ 이상, 바람직하게는 230℃ 이상, 바람

직하게는 240 내지 290℃의 인화점을 갖는다.

본원에서 사용하기에 특히 바람직한 PAO는 a) 200℃ 이상(바람직하게는 210℃ 이상, 바람직하게는 220℃ 이상, 바람직

하게는 230℃ 이상)의 인화점; 및 b) -20℃ 미만(바람직하게는 -25℃ 미만, 바람직하게는 -30℃ 미만, 바람직하게는 -

35℃ 미만, 바람직하게는 -40℃ 미만)의 유동점 또는 35cSt 이상(바람직하게는 40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50cSt 이상, 바

람직하게는 60cSt 이상)의 100℃ 동점도를 갖는 것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약 0.5:1 내지 9:1, 바람직하게는 약 1:1 내지 4:1 범위의 분지형 파라핀:노말 파라핀 비를 갖는

고순도 탄화수소 유체이다. 혼합물의 분지형 파라핀은 예컨대 에틸, 프로필, 부틸 등과 같이 1개 보다 많은 탄소수의 치환

기를 갖는 분지가 최소로 형성된 모노-메틸 화합물, 예컨대 2-메틸, 3-메틸, 4-메틸, 5-메틸 등을 50중량%보다 많이(분

지형 파라핀의 전체 중량 기준) 함유하고, 바람직하게는 분지형 파라핀의 70중량% 보다 많은 것이 모노-메틸 화합물이다.

파라핀 혼합물은 280 내지 7000g/mol 범위, 바람직하게는 420 내지 5600g/mol, 바람직하게는 560 내지 2800g/mol, 바

람직하게는 350 내지 2100g/mol, 바람직하게는 420 내지 1400g/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280 내지 980g/mol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고, 3 내지 500cSt, 바람직하게는 6 내지 200cSt,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00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6 내지

25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5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5의 100℃ 동점도를 갖고; 100 내지 350℃, 바람직

하게는 110 내지 320℃,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300℃ 범위의 비점을 갖는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파라핀계 혼합물은 피

셔-트롭쉬(Fischer-Tropsch) 방법으로부터 유도된다. 상기 분지 파라핀/n-파라핀 블렌드가 예컨대 미국특허 제

5,906,727호에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하기의 특성을 갖는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포함한다:

1. 수평균 분자량 300 내지 10,000g/mol, 바람직하게는 400 내지 5,000g/mol,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2,500g/mol, 바

람직하게는 300 내지 1,200g/mol;

2. 4개 이상의 탄소를 갖는 측쇄 10% 미만, 바람직하게는 8% 미만, 바람직하게는 5% 미만, 바람직하게는 3% 미만, 바람

직하게는 2% 미만, 바람직하게는 1% 미만, 바람직하게는 0.5% 미만, 바람직하게는 0.1% 미만;

3. 탄소 1개 또는 2개를 갖는 측쇄 15% 이상, 바람직하게는 20% 이상, 바람직하게는 25% 이상, 바람직하게는 30% 이상,

바람직하게는 35% 이상, 바람직하게는 40% 이상, 바람직하게는 45% 이상,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4. 환형 파라핀 2.5중량% 미만(혼합물중 파라핀의 전체 중량 기준), 바람직하게는 2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중량% 미

만, 바람직하게는 0.5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1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1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001중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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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 동점도 3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6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8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5cSt; 및

6. 점도지수(VI) 110 이상, 바람직하게는 120 이상, 바람직하게는 130 이상, 바람직하게는 140 이상, 바람직하게는 150

이상, 바람직하게는 180 이상, 바람직하게는 200 이상, 바람직하게는 250 이상, 바람직하게는 300 이상;

7. 유동점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 및

8. 인화점 200℃ 이상, 바람직하게는 210℃ 이상, 바람직하게는 220℃ 이상.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왁스 이소머레이트(isomerate) 윤활유 베이스원료(basestock)를 포함하며, 이는 수소첨가 이성

체화된 왁스 원료(예컨대, 기체 오일, 슬랙 왁스(slack wax), 연료 수소첨가분해로(hydrocracker) 하부물 등과 같은 왁스

원료), 수소첨가 이성체화된 피셔-트롭쉬 탄화수소 및 왁스, 기체-대-액체(GTL) 베이스원료 및 베이스 오일, 및 수소첨가

이성체화된 베이스 원료 및 베이스 오일로부터 유도된 다른 왁스 공급 원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피셔-트롭쉬

합성에서의 고비점 잔류물인 피셔-트롭쉬 왁스는 매우 낮은 황 함량을 갖는 고 파라핀계 탄화수소이며, 윤활 점도의 탄화

수소 유체를 제조하는 방법에서 종종 바람직한 공급원료이다.

상기 베이스원료의 제조에 사용된 수소첨가 처리는 특수화된 윤활유 수소첨가분해 촉매 또는 결정질 수소첨가 분해/수소

첨가 이성체화 촉매, 바람직하게는 제올라이트계 촉매중 하나와 같은 무정형 수소첨가분해/수소첨가 이성체화 촉매를 사

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유용한 촉매는 미국특허 제5,075,269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ZSM-48이다. 수소첨가분해/수

소첨가 이성체화된 증류물 및 수소첨가분해/수소첨가 이성체화된 왁스의 제조 방법이 예컨대 미국특허 제2,817,693호,

제4,975,177호, 제4,921,594호 및 제4,897,178호 뿐만 아니라 영국특허 제1,429,494호, 제1,350,257호, 제1,440,230

호 및 제1,390,359호에 기재되어 있다. 특히 바람직한 방법이 유럽특허출원 제464546호 및 제464547호에 기재되어 있

다. 피셔-트롭쉬 왁스 공급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미국특허 제4,594,172호 및 제4,943,672호에 기재되어 있다.

베이스원료 및 베이스 오일, 피셔-트롭쉬 탄화수소 유도된 베이스 원료 및 베이스오일, 및 본 발명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체-대-액체(GTL) 베이스원료 및 베이스오일(또는 왁스 이소머레이트)로부터 유도된 다른 왁스성 공급원료는

약 3cSt 내지 약 500cSt, 바람직하게는 약 6cSt 내지 약 200cSt, 바람직하게는 약 8cSt 내지 약 100cSt, 더욱 바람직하게

는 약 3cSt 내지 약 25cSt의 100℃ 동점도를 갖는다. 상기 기체-대-액체(GTL) 베이스원료 및 베이스 오일, 피셔-트롭쉬

탄화수소 유도된 베이스 원료 및 베이스오일, 및 베이스원료 및 베이스오일(또는 왁스 이소머레이트)로부터 유도된 다른

왁스성 공급원료는 낮은 유동점(바람직하게는 -10℃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15℃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25℃ 이하, 바

람직하게는 -30 내지 -40℃ 또는 그 이하)을 갖고; 높은 점도 지수(바람직하게는 110 이상, 바람직하게는 120 이상, 바람

직하게는 130 이상, 바람직하게는 150 이상)를 가지며; 높은 순도(높은 포화물 함량(바람직하게는 90중량% 이상, 바람직

하게는 9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99중량% 이상), 저함량 내지 0인 황 함량(바람직하게는 0.03중량% 이하), 저함량 내

지 0인 질소 함량(바람직하게는 0.05중량% 이하), 저함량 내지 0인 방향족 화합물 함량(바람직하게는 0.05중량% 이하),

적은 브롬 개수(바람직하게는 1개 이하), 적은 요오드 개수(바람직하게는 1개 이하), 높은 아닐린점(aniline point)(바람직

하게는 120℃ 이상)을 갖는다. 기체-대-액체(GTL) 베이스원료 및 베이스오일, 피셔-트롭쉬 탄화수소 유도된 베이스원료

및 베이스오일, 및 왁스 이소머레이트 수소첨가 이성체화된 베이스 원료 및 베이스 오일의 유용한 조성물이 예컨대 미국특

허 제6,080,301호, 제6,090,989호 및 제6,165,949호에 인용되어 있으며, 이들은 본원에서 전체적으로 참고문헌으로 인

용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 발명의 NFP는 3 내지 500cSt, 바람직하게는 6 내지 200cSt,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00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5cSt의 100℃ 동점도; 및/또는 300 내지 10,000g/mol, 바람직하게는 400 내지 5,000g/mol, 500

내지 2,500g/mol, 더욱 바람직하게 300 내지 1,200g/mol의 수평균 분자량(Mn)을 갖는 GTL-유도된 베이스원료 또는 베

이스오일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III족 탄화수소 오일(또한 윤활제 베이스원료라고도 함)을 포함하며, 이들은 심하게 수소첨가 처

리된 특수한 광유 종류이다. 바람직하게 NFP는 90% 이상, 바람직하게는 92% 이상, 바람직하게는 94% 이상, 바람직하게

는 95% 이상의 포화물 수준, 및 0.03% 미만,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0.01%의 황 함량, 및 120 이상, 바람직하게는 130

이상의 VI를 갖는다. 바람직하게 III족 탄화수소 오일은 3 내지 100cSt, 바람직하게는 4 내지 100cSt, 바람직하게는 6 내

지 50cSt, 바람직하게는 8 내지 20cSt의 100℃ 동점도; 및/또는 300 내지 5,000g/mol, 바람직하게는 400 내지 2,000g/

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1,000g/mol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다. 바람직하게 III족 탄화수소 오일은 -10℃ 이하

의 유동점 및 200℃ 이상의 인화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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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태에서, NFP는 저분자량의 C4 올레핀(n-부텐, 2-부텐, 이소부틸렌, 부타디엔 및 이들의 혼합물 포함)을 포함한다.

상기 물질은 올리고머가 이소부틸렌 및/또는 1-부텐 및/또는 2-부텐을 포함할 때 "폴리부텐" 액체라고도 불리운다. 이는

예컨대 점성을 도입하기위한 폴리올레핀의 첨가제로서, 또는 가공조제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C4 올레핀 이성체의 비

는 제조업자 및 등급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물질은 합성 이후에 수소첨가되거나 수소첨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경우

에, 폴리부텐 액체는 C4 추잔액(raffinate) 스트림의 중합체이다. 다른 경우에, 이는 본질적으로 폴리이소부틸렌 또는 폴리

(n-부텐) 올리고머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으로, 폴리부텐 액체는 15,000g/mol 미만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고, 통상적으로

는 5,000g/mol 미만, 더 더욱 1,000g/mol 미만을 갖는다. 이들은 예컨대 문헌[SYNTHETIC LUBRICANTS AND

HIGH-PERFORMANCE FUNCTIONAL FLUIDS 357-392, Leslie R. Rudnick & Ronald L. Shubkin, ed. Marcel

Dekker. 1999]에 기재되어 있다. 폴리부텐의 시판되는 공급원은 BP(인도폴(Indopol) 등급) 및 인피늄(Infineum)(C-시리

즈 등급)을 포함한다. C4 올레핀이 오로지 이소부틸렌일 때 상기 물질은 "폴리이소부틸렌" 또는 PIB라고 불리운다. PIB의

시판되는 공급원은 텍사스 페트로케미칼(Texas Petrochemical)(TPC 강화 PIB 등급)을 포함한다. C4 올레핀이 오로지

1-부텐일 때, 상기 물질은 "폴리-n-부텐" 또는 PNB라고 불리운다. C4 올레핀(들)으로부터 제조된 일부 액체의 특성이 하

기 표에 요약되어 있다. 200℃ 이상의 인화점을 갖는 등급이 또한 -10℃보다 높은 유동점 및/또는 120 미만의 VI를 갖는

것을 주목한다. 바람직하게, NFP는 폴리부텐 액체가 아니다.

C4 올레핀(들)의 올리고머의 시판 예

또 다른 양태에서, NFP가 존재할 때 올리고머 또는 C4 올레핀(들)의 중합체(모든 이성체, 예컨대 n-부텐, 2-부텐, 이소부

틸렌, 부타디엔 및 그의 혼합물을 포함)가 조성물에 존재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조성물은 조성물 중량을 기준으로

PIB, 폴리부텐 또는 PNB와 같은 중합체 또는 C4 올레핀(들)의 올리고머 50중량% 미만(바람직하게는 40중량% 미만, 바람

직하게는 3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20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중량% 미

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중량%)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C4 올레핀(들), 바람직하게는 이소부틸렌을 NFP 중량을 기준으로 90중량% 미만으로 함유한

다. 바람직하게 NFP는 C4 올레핀(들), 바람직하게는 이소부틸렌을 NFP 중량을 기준으로 8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7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6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5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4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30

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2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5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2중

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중량%로 함유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한 양태에서 -10℃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 -20℃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

는 -25℃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30℃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35℃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40℃ 미만, 또 다

른 양태에서는 -45℃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50℃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60℃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120℃

보다 높은 유동점(ASTM D97)을 가지며, 바람직한 범위는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유동점 하한치와 임의의 유동점 상한치

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100 이상, 바람직하게는 105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10 이상, 더욱 바

람직하게는 115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2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25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30 이상, 더욱 바

람직하게는 150 이상의 점도 지수(VI, ASTM D2270)를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100 내지 300, 바람직하게는

120 내지 180의 VI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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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3 내지 3000cSt, 또 다른 양태에서는 6 내지 300cSt, 또 다른 양태에서는

6 내지 200cSt, 또 다른 양태에서는 8 내지 100cSt, 또 다른 양태에서는 4 내지 50cSt, 또 다른 양태에서는 50cSt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25cSt 미만의 100℃ 동점도(KV100, ASTM D445)를 가지며, 바람직한 범위는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점도 상한값과 임의의 점도 하한값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2cSt 미만의 100℃ 동점도를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200℃ 이상, 바람직하게는 210℃ 이상, 바람직하게는 220℃ 이상, 바람

직하게는 230℃ 이상, 바람직하게는 240℃ 이상, 바람직하게는 245℃ 이상, 바람직하게는 250℃ 이상, 바람직하게는

260℃ 이상, 바람직하게는 270℃ 이상, 바람직하게는 280℃ 이상의 인화점(ASTM D92)을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200℃ 내지 300℃의 인화점, 바람직하게는 220℃ 내지 280℃의 인화점을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100℃ 내지 200℃ 인화점을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한 양태에서 3.0, 또 다른 양태에서는 2.8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2.5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2.3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2.1 미만의 20℃에서 측정된 유전상수를 갖는다. 폴리에틸렌 그

자체는 문헌[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David R. Lide, ed 82ded. CRC Press 2001]에 따르

면 2.3 이상의 유전상수(1㎑, 23℃)를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한 양태에서 0.86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0.85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

는 0.84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0.83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는 0.80 내지 0.86, 또 다른 양태에서는 0.81 내지 0.85, 또

다른 양태에서는 0.82 내지 0.84의 비중(ASTM D4052, 15.6/15.6℃)을 가지며, 바람직한 범위는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비중 하한치와 함께 임의의 비중 상한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한 양태에서 300 내지 600℃, 또 다른 양태에서는 350 내지 500℃, 또 다른

양태에서는 400℃보다 높은 초기 비점(ASTM D1160)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전형적으로 "무색 투명", "초벌 백색(prime white)", "표준 백색" 또는 "밝

고 투명한"으로 정의되는 바와 같은 낮은 색도를 가질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ASTM D1209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100 이하, 바람직하게는 80 이하, 바람직하게는 60 이하,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의 APHA 색을 가

질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바람직하게 한 양태에서는 21,000g/mol 이하, 바람직하게는 20,000g/mol 이하, 바람직하

게는 19,000g/mol 이하, 바람직하게는 18,000g/mol 이하, 바람직하게는 16,000g/mol 이하, 바람직하게는 15,000g/mol

이하, 바람직하게는 13,0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10,0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5,0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3,0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2,0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1,5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1,0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9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8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

는 7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600g/mol 이하, 또 다른 양태에서는 500g/mol 이하의 수평균분자량(Mn)을 갖는

다. 바람직한 최소 Mn은 200g/mol 이상, 바람직하게는 300g/mol 이상이다. 추가로, 바람직한 분자량 범위는 전술한 임의

의 분자량 하한치와 임의의 분자량 상한치의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Mn은 하기의 시험 방법에서 유체 특성하에 명시된 방

법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의 NFP는 또한 본원에 기재된 변수의 임의의 개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기재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NFP는 200℃ 이상(바람직하게는 210℃ 이상)의 인화점 및 -20℃ 이하(바람직

하게는 -2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4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220℃ 이상(바람직하게는 230℃ 이상)의 인화점 및 -10℃ 이하(바람직하게는 -2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4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이하)의 유동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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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35cSt 이상(바람직하게는 40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50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60cSt 이상)의 100℃ 동점도, 및 0.87 이하 비중(바람직하게는 0.865 이하, 바람직하게는 0.86 이하, 바람직하게는 0.855

이하)의 비중(15.6/15.6℃) 및 200℃ 이상(바람직하게는 230℃ 이상)의 인화점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a) 200℃ 이상의 인화점, b) 0.86 이하의 비중, 및 c1) -10℃ 이하의 유동점 및 120 이

상의 점도 지수, 또는 c) -20℃ 이하의 유동점, 또는 c) 35cSt 이상의 100℃ 동점도를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0.85 이하(바람직하게는 0.80 내지 0.85)의 비중(15.6/15.6℃) 및 3cSt 이상(바람직

하게는 4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5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8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0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5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20 cSt 이상)의 100℃ 동점도 및/또는 280g/mol 이상의 수평균분자량(Mn)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0.86 이하(바람직하게는 0.81 내지 0.855, 바람직하게는 0.82 내지 0.85)의 비중

(15.6/15.6℃) 및 5cSt 이상(바람직하게는 6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8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0 cSt 이상, 바람직하게

는 12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5 cSt 이상 또는 바람직하게는 20 cSt 이상)의 100℃ 동점도 및/또는 420g/mol 이상의 수

평균분자량(Mn)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0.87 이하(바람직하게는 0.82 내지 0.87)의 비중(15.6/15.6℃) 및 10 cSt 이상(바람직

하게는 12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4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6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20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30

cSt 이상 또는 바람직하게는 40 cSt 이상)의 100℃ 동점도 및/또는 700g/mol 이상의 수평균분자량(Mn)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0.88 이하(바람직하게는 0.87이하, 바람직하게는 0.82 내지 0.87)의 비중(15.6/

15.6℃) 및 15 cSt 이상(바람직하게는 20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25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30 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40 cSt 이상)의 100℃ 동점도 및/또는 840g/mol 이상의 수평균분자량(Mn)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3 내지 3000cSt, 바람직하게는 6 내지 300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00cSt의

100℃ 동점도; 및 300 내지 21,000g/mol,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5,000g/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600 내지 3,000g/mol

의 수평균분자량(Mn)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3 내지 500 cSt, 바람직하게는 6 내지 200 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00 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5 cSt의 100℃ 동점도; 및 300 내지 10,000g/mol, 바람직하게는 400 내지 5,000g/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2,500g/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 내지 1,200g/mol의 수평균분자량(Mn)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3 내지 100 cSt, 바람직하게는 4 내지 50 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6 내지 25 cSt,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5 cSt의 100℃ 동점도; 및 300 내지 3,000g/mol, 바람직하게는 350 내지 2,000g/mol, 더욱 바람

직하게는 400 내지 1,000g/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 내지 800g/mol의 수평균분자량(Mn)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25℃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90℃의 유동점, 및 20 내지 5000cSt의 40℃ 동

점도를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25℃ 이하의 유동점 및 400g/mol 이상의 Mn을 갖는다. 대부분의 광

유는 전형적으로 작용기를 포함하는데, 동일한 점도 및 분자량 범위에서 10 내지 -25℃의 유동점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3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6cSt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8cSt 이상의 100℃ 동점도,

및 하기의 특성중 하나 이상을 갖는다:

1. 유동점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이하,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및/또는

2. 점도지수 120 이상; 및/또는

3. "무색 투명", "초벌 백색", "표준 백색" 또는 "밝고 투명한"으로 정의되는 바와 같은 낮은 색도를 가질 수 있으며, 바람직

하게는 ASTM D1209에 의해 결정될 때 100 이하, 바람직하게는 80 이하, 바람직하게는 60 이하,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의 APHA 칼라;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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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화점 200℃ 이상, 바람직하게는 220℃ 이상, 바람직하게는 240℃ 이상; 및/또는

5. 비중(15.6℃) 0.86 미만.

대부분의 광유는 동일한 점도 범위에서 -20℃보다 높은 유동점 또는 20보다 큰 APHA 칼라 또는 0.86 이상의 비중

(15.6℃)을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120 이상의 점도지수 및 하기의 특성중 하나 이상을 갖는다:

1. 유동점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이하,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및/또는

2. 100℃에서의 동점도 3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6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8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0cSt 이상; 및/또는

3. "무색 투명", "초벌 백색", "표준 백색" 또는 "밝고 투명한"으로 전형적으로 정의되는 바와 같은 낮은 색도를 가질 수 있

으며, 바람직하게는 ASTM D1209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100 이하, 바람직하게는 80 이하, 바람직하게는 60 이하,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의 APHA 칼라; 및/또는

4. 인화점 200℃ 이상, 바람직하게는 220℃ 이상, 바람직하게는 240℃ 이상; 및/또는

5. 비중(15.6℃) 0.86 미만.

대부분의 광유는 120 미만의 점도 지수를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20℃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이하의 유동점 및 하기의 특성중 하나 이상을 갖는

다:

1. 100℃에서의 동점도 3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6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8cSt 이상, 바람직하게는 10cSt 이상; 및/또는

2. 점도 지수 120 이상, 바람직하게는 130 이상; 및/또는

3. "무색 투명", "초벌 백색", "표준 백색" 또는 "밝고 투명한"으로 전형적으로 정의되는 바와 같은 낮은 색도를 가질 수 있

으며, 바람직하게는 ASTM D1209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100 이하, 바람직하게는 80 이하, 바람직하게는 60 이하,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바람직하게는 20 이하의 APHA 칼라; 및/또는

4. 인화점 200℃ 이상, 바람직하게는 220℃ 이상, 바람직하게는 240℃ 이상; 및/또는

5. 비중(15.6℃) 0.86 미만.

대부분의 광유는 6cSt 미만의 100℃ 동점도 또는 20보다 큰 APHA 칼라 또는 200℃ 미만의 인화점을 유동점이 -20℃ 미

만일 때 갖는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NFP는 ASTM E1356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유리전이온도(Tg)를 가지며, 결정될 수 있다하

더라도 ASTM E1356에 따른 Tg는 0℃ 미만, 바람직하게는 -1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

는 -3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미만이고 바람직하게는 하기의 특성중 하나 이상을 갖는다.

1. ASTM D1160에 의해 측정될 때 초기 비점이 300℃ 보다 높고, 바람직하게는 350℃ 보다 높으며, 바람직하게는 400℃

보다 높고/높거나;

2. 유동점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15℃ 이하, 바람직하게는 -25℃ 이하, 바람직하게는 -35℃ 이하, 바람직하게는 -

45℃ 이하;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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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중(ASTM D4052, 15.6/15.6℃) 0.88 미만, 바람직하게는 0.86 미만, 바람직하게는 0.84 미만, 바람직하게는 0.80

내지 0.88, 바람직하게는 0.82 내지 0.86; 및/또는

4. ASTM D1160에 의해 결정될 때 최종 비점 300 내지 800℃, 바람직하게는 400 내지 700℃, 바람직하게는 500℃보다

높고/거나;

5. 중량평균분자량(Mw) 30,000 내지 400g/mol, 바람직하게는 15,000 내지 500g/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0 내지

600g/mol; 및/또는

6. 수평균분자량(Mn) 10,000 내지 400g/mol, 바람직하게는 5,000 내지 500g/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2,000 내지 600g/

mol; 및/또는

7. ASTM D92에 의해 측정될 때 인화점 200℃ 이상; 및/또는

8. 20℃에서의 유전상수 3.0 미만, 바람직하게는 2.8 미만, 바람직하게는 2.5 미만, 바람직하게는 2.3 미만, 바람직하게는

2.2 미만.

또 다른 양태에서, NFP는 미국특허 제6,639,020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중합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조성물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ER 고무 50중량% 미만(바람직하게는 40

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3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20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0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중량% 미만)을 포함한다. 본 발명 및 이에 대한 청구의 범위를 위해, ER 고무는 에틸렌과 프

로필렌, 및 임의로는 디엔 단량체(들)의 공중합체인 것으로 정의되며, 이 때 에틸렌 함량은 35 내지 80중량% 이며, 디엔 함

량은 0 내지 15중량% 이고, 나머지는 프로필렌이고, 공중합체는 125℃에서 15 내지 100의 무니(Mooney) 점도, ML

(1+4)(ASTM D1646에 의해 측정됨)를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조성물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엘라스토머 10중량% 미만(바람직하게는 5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3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2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5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1중량% 미만)을 포함한다. "엘라스토머"란 ASTM D1566에 서 정의된 것을 비롯한 모든 천연

및 합성 고무를 의미한다. 엘리스토머의 예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단량체 고무, 스티렌계 블록 공

중합체 고무(SEBS, SI, SIS, SB, SBS, SIBS 등을 포함하고,이 때 S는 스티렌, EB는 랜덤 에틸렌+부텐, I는 이소프렌, B는

부타디엔이다), 부틸 고무, 할로부틸 고무, 이소부틸렌과 파라알킬스티렌의 공중합체, 이소부틸렌과 파라-알킬스티렌의

할로겐화 공중합체, 천연 고무, 폴리이소프렌, 부타디엔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 폴리클로로프렌, 알킬 아크릴레이

트 고무, 염소화 이소프렌 고무, 아크릴로니트릴 염소화 이소프렌 고무, 폴리부타디엔 고무(둘다 시스 및 트랜스)를 포함한

다.

용도

동일반응계에서 형성되거나 물리적 블렌딩에 의해 형성된 본 발명의 중합체(및 전술한 바와 같은 그의 블렌드)는 바람직하

게는 임의의 공지된 열가소성 또는 엘라스토머 용도에서 사용된다. 예는 성형 부품, 필름, 테이프, 시이트, 관, 호오스

(hose), 판금재(sheeting), 와이어 및 케이블 피복재(coating), 접착제, 구두밑창, 범퍼, 개스킷(gasket), 풀무(bellows),

필름, 섬유, 탄성 섬유(elastic fiber), 부직포, 스펀본드, 밀봉재, 외과용 가운 및 의료 장치에서의 용도를 포함한다.

접착제

본 발명의 중합체 또는 그의 블렌드는 단독으로 또는 점착부여제와 조합되어 접착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점착부여제는 전

형적으로 블렌드의 중량을 기준으로 약 1 중량% 내지 약 5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10중량% 내지 40중량%,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40중량%로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다른 첨가제가 또한 첨가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접착제는 일회용, 포장용, 적층판용(laminates), 감압성 접착제, 테이프 라벨, 목재 결합, 종이 결합, 부직포, 도

로 표지, 반사 코팅 등을 비롯한(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의 접착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양태에

서, 본 발명의 접착제는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각부 구조물(chassis construction), 일회용 제품 전환, 포장,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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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바인딩(book binding), 목재가공 및 다른 조립 용도에서의 탄성 부착부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용도는 아기

기저귀 다리 탄성부, 기저귀 앞면 테이프, 기저귀의 기립(standing) 다리 커프스, 기저귀 각부 구조물, 기저귀 코어 안정화

부, 기저귀 액체 이동층, 기저귀 외부 커버 적층부, 기저귀 탄성 커프스 적층부, 여성용 생리대 코어 안정화부, 여성용 생리

대 접착제 스트립, 공업용 여과 결합, 공업용 여과 물질 적층물, 여과 마스크 적층물, 외과용 가운 적층물, 외과적 방포

(surgical drape) 적층물, 및 부패성 제품의 포장재를 포함한다.

상기 기재된 접착제는 임의의 기재에 적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기재는 목재, 종이, 카드보드지, 플라스틱, 열가소성 물질,

고무, 금속, 금속 호일(예컨대, 알루미늄 호일 및 주석 호일), 금속화된 표면, 직물, 부직포(특히 폴리프로필렌 스퍼본드된

섬유 또는 부직포), 스펀본드 섬유, 카드보드지, 돌, 플라스터, 유리(필름 표면상에 규소 산화물을 증발시킴으로써 적용된

규소 산화물(SiOx) 코팅물을 포함), 포움(foam), 바위(rock), 세라믹, 필름, 중합체 포움(예컨대, 폴리우레탄 포움), 및 잉

크, 염료, 안료, PVDC로 코팅된 기재,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추가적인 바람직한 기재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렌, 폴리아크릴레이트, 아크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또는 블렌드에 적합한 전술한 임의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코로

나 표면처리, 전자빔 조사, 감마 조사, 마이크로파 또는 실레인화는 전술한 임의의 기재를 개질시킬 수 있다.

필름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중합체 및 그의 블렌드는 단층 또는 다층 필름으로 성형될 수 있다. 상기 필름은 압출, 공압

출, 압출 코팅, 적층, 취입, 텐터 프레임(tenter frame) 및 주조를 비롯하여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통상적인 기술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필름은 평면 필름 또는 관형 공정에 의해 수득될 수 있으며, 이어서 단축 방향 또는 필름 면에서 상호 수직

인 두 방향으로 배향될 수 있다. 필름층중 하나 이상은 동일하거나 다른 정도로 횡방향으로 및/또는 종방향으로 배향될 수

있다. 상기 배향은 개개의 층이 접합되기 이전에 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폴리에틸렌 층은 배향된 폴리프로필

렌층위에 압출코팅되거나 적층될 수 있거나, 또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필름과 함께 공압출된 이후에 배향될 수

있다. 유사하게, 배향된 폴리프로필렌은 배향된 폴리에틸렌에 적층될 수 있거나 또는 배향된 폴리에틸렌이 폴리프로필렌

에 코팅된 이후에 임의로 조합물이 추가로 더 배향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필름은 15 이하, 바람직하게는 5 내지 7 비의 기

계 방향(MD), 및 15 이하, 바람직하게는 7 내지 9 비의 횡방향(TD)으로 배향된다. 그러나, 또 다른 양태에서, 필름은 MD

와 TD 두 방향으로 동일한 정도로 배향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중합체 조성물(및/또는 그의 블렌드)을 포함하는

층은 하나 이상의 층과 결합될 수 있다. 다른 층(들)은 다층 필름 구조물에 전형적으로 포함된 임의의 층일 수 있다. 예컨

대, 다른 층 또는 층들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 폴리올레핀

바람직한 폴리올레핀은 C2-C40 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2-C20 올레핀의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바람직하게는 α-올레

핀과 다른 올레핀 또는 α-올레핀(에틸렌은 본 발명의 목적에 있어 α-올레핀으로 정의된다)의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바람

직하게, 호모폴리에틸렌, 호모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및/또는 부텐과 공중합된 프로필렌, 및 프로필렌, 부텐 또는 헥센중 하

나 이상과 공중합된 에틸렌, 및 임의의 디엔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예는 초(ultra)저밀도 폴리에틸렌, 극(very)저밀도 폴리

에틸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간 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이소택

틱 폴리프로필렌, 고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신디오택틱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열가소성 중합체, 프로필렌과 에틸렌 및/

또는 부텐 및/또는 헥센의 랜덤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단량체 고무, 네오프렌 및 열가

소성 중합체와 엘라스토머, 예컨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와 고무 강화된 플라스틱의 블렌드와 같은 엘라스토머를 포함한

다.

2. 극성 중합체

바람직한 극성 중합체는 에스테르, 아마이드, 아크릴레이트, 무수물의 단독중합체 및 공중합체 또는 C2-C20 올레핀, 예컨

대 에틸렌 및/또는 프로필렌 및/또는 부텐과 하나 이상의 극성 단량체, 예컨대 아세테이트, 무수물, 에스테르, 알코올 및 아

크릴계 화합물의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예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마이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및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포함한다.

3. 양이온성 중합체

바람직한 양이온성 중합체는 초기(germinally) 이치환된 올레핀, α-헤테로원자 올레핀 및/또는 스티렌계 단량체의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초기 이치환된 올레핀은 이소부틸렌, 이소펜텐, 이소헵텐, 이소헥세인, 이소옥텐, 이

소데센 및 이소도데센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α-헤테로원자 올레핀은 비닐 에테르 및 비닐 카바졸을 포함하며, 바람직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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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렌계 단량체는 스티렌, 알킬 스티렌, 파라-알킬 스티렌, 알파-메틸 스티렌, 클로로-스티렌 및 브로모-파라-메틸 스티렌

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양이온성 중합체의 예는 부틸 고무, 파라메틸 스티렌과 공중합된 이소부틸렌, 폴리스티렌 및 폴리

α-메틸 스티렌을 포함한다.

4. 기타

다른 바람직한 층은 종이, 목재, 카드보드, 금속, 금속 호일(예컨대, 알루미늄 호일 및 주석 호일), 금속화 표면, 유리(필름

표면상에 규소 산화물을 증발시킴으로써 적용된 규소 산화물(SiOx) 코팅물을 포함), 직물, 스펀본드된 섬유, 부직포(특히,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섬유 또는 부직포), 및 잉크, 염료, 안료, PVCD으로 코팅된 기재 등일 수 있다. 필름은 목적하는 용

도에 따라 두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1 내지 250㎛의 필름 두께가 일반적으로 적합하다. 포장 목적의 필름은 일반적으

로 10 내지 60㎛ 두께이다. 밀봉층의 두께는 전형적으로 0.2 내지 50㎛이다. 필름의 내부 표면 및 외부 표면 둘다 위에 밀

봉층이 존재할 수 있으며, 밀봉층은 내부 표면 또는 외부 표면에만 존재할 수 있다. 블록, 블록 방지제, 산화방지제, 안료,

충전제, 가공조제, UV 안정화제, 중화제, 윤활제, 계면활성제 및/또는 조핵제와 같은 첨가제가 필름의 하나 이상의 층에 존

재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첨가제는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탄,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 활석, 염료, 왁스, 스테아르산 칼슘,

카본블랙, 저분자량 수지 및 유리 비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층이 코로나 표면 처리, 전자빔 조사, 감

마 조사 또는 마이크로파에 의해 개질될 수 있다. 일부 양태에서, 표면층중 한 또는 둘다가 코로나 처리에 의해 개질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필름은 중합체 및 수지의 중량을 기준으로 탄화수소 수지 5 내지 60중량%을 포함할 수도 있다. 수지

는 밀봉층(들) 중합체와 결합될 수 있거나 코어층(들)의 중합체와 결합될 수 있다.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100℃ 보다 높은

연화점,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130 내지 180℃의 연화점을 갖는다. 바람직한 탄화수소 수지는 전술한 것을 포함한다. 탄화

수소 수지를 포함하는 필름은 일축 또는 이축 방향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각도로 배향될 수 있다.

전술한 필름은 신축성 필름(stretch film) 및/또는 식품포장용 랩(cling film)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축성 필름/식품포장용

랩은 다양한 묶음판매, 포장 및 팔레트 적재(palletizing) 작업에서 사용된다. 특정한 필름에 식품포장용 특성을 부여하거

나 고착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잘 알려진 점착부여 첨가제가 이용되어 왔다. 통상적인 점착부여 첨가제는 폴리

부텐, 테르펜 수지, 알칼리금속 스테아레이트 및 수소첨가 로진 및 로진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코로나 방전으로 불리는 잘

알려진 물리적 공정이 필름의 고착 특성을 개질시킬 수 있다. 일부 중합체(예컨대,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고착용 첨가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점착 부여제없이도 고착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축성/식품포장용 랩은 폴리에틸

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 및 미량의 다른 올레핀, 특히 C4-C12 올레핀과 공중합된 에틸렌 및/또

는 프로필렌으로부터 수득된 중합체와 같은 임의의 적합한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올레핀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슬립층(slip

layer)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폴리프로필렌 및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폴리프로필렌은

일반적으로는 약 0.1 내지 약 300g/10min의 넓은 용융 유동 속도를 갖는 고체 및 90% 보다 많은 고온 헵테인 불용성 물질

인 아이소택틱이다. 추가로, 슬립층은 하나 이상의 고착방지(슬립 및/또는 블록방지)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폴

리올레핀의 생성동안에 첨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이후에 상기 층의 슬립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블렌딩될 수 있다. 상기 첨

가제는 당업계에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예컨대 실리카, 실리케이트, 규조토, 활석 및 다양한 윤활제를 포함한다. 이들

첨가제는 바람직하게는 슬립층의 중량을 기준으로 약 100ppm 내지 약 20,000ppm,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0ppm 내지

약 10,000ppm 범위의 양으로 이용된다. 슬립층은 필요시에 전술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다른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서 생성된 필름은 열 밀봉 용도, 특히 열 밀봉층, 예컨대 다층필름중 표면층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양태

에서, 본원에서 생성된 중합체는 포장, 형상, 충전 및 밀봉 용도와 같은 열 밀봉 용도, 및 이축 배향된 필름과 같은 포장 필

름에서 사용된다. 본원에서 생성된 중합체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중합체와 블렌딩되어 공압출되거나 또는 (전형적으로는

필름 구조물중에서) 다른 중합체 위에 적층될 수 있으며, 우수한 열 밀봉을 필요로 하는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우수한 열 밀봉 양태의 중요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문헌[(1) A new high performance mVLDPE. Halle,

Richard W.; Malakoff, Alan M. Baytown Polymers Center, 엑손 케미칼 캄파니,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 소재.

Polymers, Laminations & Coatings Conference,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Aug. 26-30, 2001(2001), 457-

466. 출판사: TAPPI Press, Atlanta, Ga; (2) Seal through contamination performance of metallocene plastomers.

Mensil, Philippe; Arnauts, Jan,; Halle, Richard W.; Rohse, Norbert. 엑손모빌 케미칼 유럽, Machelen, Belg. TAPPI

Polymers, Laminations & Coatings Conference, Proceedings,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Aug. 27-31, 2000

(2000), 2 669-686. 출판사: TAPPI Press, Atlanta, Ga; (3) Heat sealing of semicrystalline polymer films. II. Effect

of melting distribution on heat-sealing behavior of polyolefins. Stehling, Ferdinand C.; Meka, Prasadarao.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1994), 51(1), 105-19, (4) EP 제0 633 133 A1호; 및 (5) 1995년 6월 20일자로 공개된

JP 07156353A2호(JP-93-339004 우선권 주장)]를 참고한다.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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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중합체 및 그의 블렌드는 단층 또는 다층 필름으로 성형될 수 있다. 상기 필름은 압출, 공압출, 압출

코팅, 적층, 취입 및 주조를 비롯하여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통상적인 기술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필름은 편평면 필름

또는 관형 공정에 의해 수득될 수 있으며, 이어서 필름 면의 단축 방향 또는 상호 수직인 두 방향으로 배향될 수 있다. 필름

층중 하나 이상은 동일하거나 다른 정도로 횡방향 및/또는 종방향으로 배향될 수 있다. 상기 배향은 개개의 층이 접합되기

이전에 또는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폴리에틸렌 층은 배향된 폴리프로필렌층위에 압출코팅 또는 적층될 수 있거

나, 또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필름으로 공압출된 이후에 배향될 수 있다. 유사하게, 배향된 폴리프로필렌은 배향

된 폴리에틸렌에 적층될 수 있거나 또는 배향된 폴리에틸렌이 폴리프로필렌에 코팅된 이후에 임의로 조합물이 추가로 더

배향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필름은 15 이하, 바람직하게는 5 내지 7 비의 기계 방향(MD), 및 15 이하, 바람직하게는 7 내

지 9의 횡방향(TD)으로 배향된다. 그러나, 또 다른 양태에서, 필름은 MD와 TD 두 방향으로 동일한 정도로 배향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중합체 조성물(및/또는 그의 블렌드)을 포함하는 층은 하나 이상의 다른 층과 결합될 수 있다.

다른 층(들)은 다층 필름 구조물에 전형적으로 포함된 임의의 층일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층 또는 층들은 하기의 것일 수

있다:

1. 폴리올레핀

바람직한 폴리올레핀은 C2-C40 올레핀, 바람직하게는 C2-C20 올레핀의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바람직하게는 α-올레

핀과 다른 올레핀 또는 α-올레핀(에틸렌은 본 발명의 목적에 있어 α-올레핀으로 정의된다)의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바람

직하게, 호모폴리에틸렌, 호모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및/또는 부텐과 공중합된 프로필렌, 및 프로필렌, 부텐 또는 헥센중 하

나 이상과 공중합된 에틸렌, 및 임의의 디엔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예는 초저밀도 폴리에틸렌, 극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간 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

렌, 고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신디오택틱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과 에틸렌 및/또는 부텐 및/또는 헥센의 랜덤 공중

합체,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단량체 고무, 네오프렌 및 열가소성 중합체와 엘라스토머, 예컨대 열가

소성 엘라스토머와 고무 강화된 플라스틱의 블렌드와 같은 엘라스토머를 포함한다.

2. 극성 중합체

바람직한 극성 중합체는 에스테르, 아마이드, 액테이트, 무수물 또는 C2-C20 올레핀, 예컨대 에틸렌 및/또는 프로필렌 및/

또는 부텐과 하나 이상의 극성 단량체, 예컨대 아세테이트, 무수물, 에스테르, 알코올 및/또는 아크릴계 화합물의 공중합체

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예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마이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및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포

함한다.

3. 양이온성 중합체

바람직한 양이온성 중합체는 초기 이치환된 올레핀, α-헤테로원자 올레핀 및/또는 스티렌계 단량체의 중합체 또는 공중합

체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초기 이치환된 올레핀은 이소부틸렌, 이소펜텐, 이소헵텐, 이소헥세인, 이소옥텐, 이소데센 및 이

소도데센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α-헤테로원자 올레핀은 비닐 에테르 및 비닐 카바졸을 포함하며, 바람직한 스티렌계 단량

체는 스티렌, 알킬 스티렌, 파라-알킬 스티렌, 알파-메틸 스티렌, 클로로-스티렌 및 브로모-파라-메틸 스티렌을 포함한

다. 바람직한 양이온성 중합체의 예는 부틸 고무, 및 파라메틸 스티렌과 공중합된 이소부틸렌, 및 폴리스티렌 및 폴리 α-메

틸 스티렌을 포함한다.

4. 기타

다른 바람직한 층은 종이, 목재, 카드보드, 금속, 금속 호일(예컨대, 알루미늄 호일 및 주석 호일), 금속화 표면, 유리(필름

표면상에 규소 산화물을 증발시킴으로써 적용된 규소 산화물(SiOx) 코팅물을 포함), 직물, 스펀본드된 섬유, 부직포(특히,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섬유 또는 부직포), 및 잉크, 염료, 안료, PVCD으로 코팅된 기재 등일 수 있다.

필름은 목적하는 용도에 따라 두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1 내지 250㎛의 필름 두께가 일반적으로 적합하다. 포장 목적

의 필름은 일반적으로 10 내지 60㎛ 두께이다. 밀봉층의 두께는 전형적으로 0.2 내지 50㎛이다. 밀봉층이 필름의 내부 표

면 및 외부 표면 둘다 위에 존재할 수 있거나, 밀봉층이 내부 표면 또는 외부 표면에만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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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블록 방지제, 산화방지제, 안료, 충전제, 가공조제, UV 안정화제, 중화제, 윤활제, 계면활성제 및/또는 조핵제와 같은

첨가제가 필름의 하나 이상의 층에 존재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첨가제는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탄,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

활석, 염료, 왁스, 스테아르산 칼슘, 카본블랙, 저분자량 수지 및 유리 비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층이 코로나 표면 처리, 전자빔 조사, 감마 조사 또는 마이크로파에 의해 개질될 수 있다. 바

람직한 양태에서, 표면층중 한층 또는 두층이 코로나표면 처리에 의해 개질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필름은 중합체 및 수지의 중량을 기준으로 탄화수소 수지 5 내지 60중량%을 포함할 수 있다. 수지는 밀봉

층(들)의 중합체와 결합될 수 있거나 코어층(들)의 중합체와 결합될 수 있다.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100℃ 보다 높은 연화

점, 더 더욱 바람직하게는 130 내지 180℃의 연화점을 갖는다. 바람직한 탄화수소 수지는 전술한 것을 포함한다. 탄화수소

수지를 포함하는 필름은 일축 또는 이축 방향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각도로 배향될 수 있다.

전술한 필름은 신축성 필름 및/또는 식품포장용 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축성 필름/식품포장용 랩은 다양한 묶음판매, 포

장 및 팔레트 적재 작업에서 사용된다. 특정한 필름에 고착 특성을 부여하거나 고착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잘

알려진 점착부여 첨가제가 이용되어 왔다. 통상적인 점착부여 첨가제는 폴리부텐, 테르펜 수지, 알칼리금속 스테아레이트

및 수소첨가 로진 및 로진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코로나 방전으로 불리우는 충분히 공지된 물리적 공정에 의해 필름의 고

착 특성이 개질될 수 있다. 일부 중합체(예컨대,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고착용 첨가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

며, 점착 부여제없이도 고착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축성/식품포장용 랩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과 프로필

렌의 공중합체, 및 미량의 다른 올레핀, 특히 C4-C12 올레핀과 공중합된 에틸렌 및/또는 프로필렌으로부터 수득된 중합체

와 같은 임의의 적합한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올레핀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슬립층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폴리프로필렌

및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폴리프로필렌은 일반적으로는 약 0.1 내지 약 300g/10min의

넓은 용융 유동 속도 범위를 갖는 고체, 및 90% 보다 많은 고온 헵테인 불용성 물질인 아이소택틱이다. 추가로, 슬립층은

하나 이상의 고착방지(슬립 및/또는 블록방지)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폴리올레핀의 생성동안에 첨가될 수 있거

나, 이후에 상기 층의 슬립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블렌딩될 수 있다. 상기 첨가제는 당업계에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예컨대 실리카, 실리케이트, 규조토, 활석 및 다양한 윤활제를 포함한다. 이들 첨가제는 바람직하게는 슬립층의 중량을 기

준으로 약 100ppm 내지 약 20,000ppm,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0ppm 내지 약 10,000ppm 범위의 양으로 이용된다.

슬립층은 필요시에 전술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다른 첨가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용융취입 및 스펀본드된 직물

본원에서 제조된 중합체 및 그의 블렌드는 용융 취입 및 스펀본드된 직물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스펀본드(SB) 및

용융취입(MB)된 섬유에서 PP를 제조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본 발명의 중합체는 1000, 900, 700, 500, 400,

300, 200, 100, 50, 10, 1, 0.5 또는 0.1ppm 미만의 회(ash) 함량을 갖는다. 일부 양태는 1 내지 500ppb의 회 함량을 갖

는다. 이들 특징 전부는 다이 배출구에서 중합체 축적(build-up)을 감소시키기 위해 결합된다. 상기 생성물은 섬유 용도에

서 유용한 300 내지 5000ppb의 높은 MFR을 가질 수 있다.

부직포 및 섬유

본원에 기재된 중합체 및 그의 블렌드는 또한 용융 취입, 스펀본드, 필름 천공 및 단섬유 소면(staple fiber carding)을 비

롯한(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의 부직포 및 섬유 제조 공정에서 부직포 및 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연속 필라멘트 공정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스펀본드 공정이 사용된다. 스펀본드 공정은 당업계에 충

분히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방사구를 통한 섬유 압출을 포함한다. 이어서, 상기 섬유는 고속 공기를 사용하여 인발

되고, 순환 벨트에 놓인다. 이어서, 초음파 결합 및 접착제 결합과 같은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나, 웹을 가열하고 섬유

를 서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캘린더 롤(calender roll)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섬유 제조

중합체, 특히 중합체/NFL 블렌드로부터 직조 및 부직 제품의 형성은 전형적으로 압출후 직조 또는 결합에 의한 섬유 제작

을 필요로 한다. 압출 공정은 전형적으로 섬유의 기계적 또는 공기역학적 인발을 동반한다. 본질적으로 모든 섬유는 압출

공정동안 뿐만 아니라 부직 제품의 제작공정 동안에도 배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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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상적인 미세 데니어 PP 섬유

3개 이상의 통상적인 PP 섬유 작업, 연속 필라멘트, 벌크 연속 필라멘트 및 단섬유가 본 발명의 블렌드의 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전형적으로 용융 블렌드가 0.3mm 내지 0.8mm(10밀 내지 30밀) 직경의 다이 구멍(방사구)을

통해 압출된다. 중합체 블렌드의 낮은 용융 점도가 바람직하며, 전형적으로 높은 용융 온도(230℃ 내지 280℃) 및 높은 용

융 유동 속도(15g/10분 내지 40g/10분)를 통해 얻어진다. 비교적 큰 압출기는 전형적으로 용융 블렌드의 많은 배출량을

일렬의 8 내지 20개 방사구로 분배시키는 분배관(manifold)을 갖는다. 각각의 스핀헤드(spinhead)는 전형적으로 스핀헤

드를 통한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어 펌프; "차단기 판(breaker plate)"에 의해 지지되는 필터 팩(filter pack);

및 스핀헤드내의 방사구 판을 갖는다. 방사구 판의 구멍 갯수는 얀(yarn)의 필라멘트 수를 결정하며, 상이한 얀 구조에 따

라 상당히 변하지만, 전형적으로는 50 내지 250 범위이다. 상기 구멍은 전형적으로는 둥근 패턴, 환형 패턴 또는 직사각형

패턴으로 분류되어서 급냉(quench) 공기 유동의 우수한 분배에 일조한다.

B. 연속 필라멘트

연속 필라멘트 얀은 전형적으로 40데니어 내지 2,000데니어(데니어 = g 수/9000yd) 범위이다. 필라멘트는 전형적으로 1

내지 2dpf 범위이지만, 보다 클 수 있다. 방사 속도는 전형적으로 800m/min 내지 1500m/min (2500ft/min 내지 5000ft/

min)이다. 필라멘트는 3:1 이상의 인발비(1- 또는 2-단계 인발)로 인발되고, 포장용기에 권취된다. 2-단계 인발로 인해

보다 높은 인발비가 수득된다. 권취 속도는 2,000m/min 내지 3,500m/min(6,600ft/min 내지 11,500ft/min)이다. 900m/

min(3000ft/min)을 넘는 방사 속도는 보다 미세한 필라멘트에 의한 최상의 방사를 얻는데 있어 NMWD를 필요로 한다.

C. 벌크 연속 필라멘트

벌크 연속 필라멘트 제작공정은 2개의 기본적인 유형인 1-단계 및 2-단계로 나누어진다. 구식의 2-단계 방법에서 미인발

된 얀이 1,000m/min(3,300ft/min) 미만, 일반적으로는 750m/min으로 방사되고, 포장용기에 놓인다. 얀이 인발되고(일반

적으로는 2 단계에서) 텍스처 가공장치(texturizer)라고 불리우는 기계상에서 "벌크화(bulked)"하게 된다. 권취 및 인발

속도는 부피증가 또는 텍스처 가공 장치에 의해 2,500m/min(8,200ft/min) 이하로 제한된다. 전형적으로 제 2 결정화가

2-단계 CF 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인발 텍스처 가공을 신속하게 이용한다. 현재의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1-

단계 방사/인발/텍스트(SDT) 방법이다. 상기 방법은 2-단계 방법에 비해 보다 우수한 경제성, 효율성 및 품질을 제공한다.

이는 "벌크화" 장치가 인-라인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단계 CF 방법과 유사하다. 벌크화 또는 텍스처 변화는 얀의 외

관을 변화시키고, 필라멘트를 분리시키며 얀이 보다 부풀어지게(부피가 크게) 보이도록 적당한 굴곡(bending) 및 주름

(fold)을 추가한다.

D. 단섬유

2개의 기본적인 단섬유 제작방법, 즉 전통적인 방사법 및 간결한 방사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법은 2개의 단계인 1) 생산,

가공 및 귄취(winding)시킨 이후에 2) 인발, 제 2 가공, 권축(crimping) 및 단섬유로의 절단을 포함한다. 필라멘트는 용도

에 따라 1.5dpf 내지 >70dpf 범위일 수 있다. 단섬유 길이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7mm 내지 200mm(0.25인치 내지 8인치)

일 수 있다. 많은 용도에 있어 섬유는 권축된다. 권축은 토우(tow)를 증기-가열된, 한 쌍의 닙 롤(nip roll)을 갖는 스터퍼

(stuffer) 상자에 과-공급(over-feed)하여서 이루어진다. 과-공급에 의해 토우가 상자에서 주름잡혀서 필라멘트에 접힘

또는 권축이 형성된다. 이들 굴곡은 박스에 분사되는 증기에 의해 열-경화된다.

E. 용유-취입 섬유

용융 취입 섬유는 매우 미세한 필라멘트를 만들 수 있으며, 뛰어난 균일성을 갖는 매우 가벼운 직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

결과, 종종 우수한 "차단" 특성을 갖는 부드러운 직물이 수득된다. 융용 취입 공정에서 용융 중합체는 압출기로부터 특수한

용융 취입 다이로 이동한다. 용융 필라멘트가 다이에서 배출될 때, 상기 필라멘트는 고온의 고속 공기(공정 또는 일차 공기

라고 함)와 접촉한다. 이 공기는 신속하게 끌어당겨지고 급냉 공기와 함께 필라멘트를 고화시킨다. 전체 섬유 제조 공정은

일반적으로 다이 7mm(0.25인치)내에서 일어난다. 직물은 방사구로부터 200mm 내지 400mm(8인치 내지 15인치)인 성

형 와이어상에 필라멘트를 직접 취입시킴으로써 형성된다.

본 발명에 유용한 용융 취입 미세섬유는 문헌[Van A. Wente, "Superfine Thermoplastic Fibers", Industrial

Engineering Chemistry, vol. 48, pp. 1342-1346; 및 Report No. 4364 of the Naval Research Laboratories,

published May 25, 1954, "Manufacture of Super Fine Organic Fibers", Van A. Wente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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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부 바람직한 양태에서, 미세섬유는 필터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취입 미세섬유는 문헌[Davies, C.N., "The

Separation of Airborne Dust and Particles",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London, Proceedings 1B, 1952]

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계산할 때 전형적으로 약 3 내지 30㎛, 바람직하게는 약 7 내지 15㎛의 효과적인 섬유 직경을 갖는

다.

F. 스펀본드된 섬유

섬유 형성은 수천개의 구멍을 갖는 대형 방사구로부터 또는 40개 정도의 구멍만을 함유한 소형 방사구 여러 열로부터 용융

중합체를 압출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방사구에서 배출된 이후에 용융 섬유는 교차-유동(cross-flow) 공기 급냉

시스템에 의해 급냉된 다음, 방사구로부터 잡아당겨서 고압 공기에 의해 가늘어진다(인발된다). 이러한 공기 감소

(attenuation)에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들 둘다 벤츄리(venturi) 효과를 사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흡입구 슬롯을 사용

하여 필라멘트를 인발시키고(슬롯 인발), 기계의 폭을 따라 실시된다. 두 번째 방법은 노즐 또는 흡입구 건(gun)을 통해 필

라멘트를 인발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필라멘트는 스크린("와이어") 또는 다공성 성형 벨트상에 수거되어서 직물

을 형성한다. 이어서, 직물은 압착 롤을 통과한 후, 1개 롤위의 융기부가 직물 표면적의 24 내지 40%를 차지하는 지점에서

직물을 결합시키는 가열된 캘린더 롤사이를 통과한다.

어닐링(annealing)

추가적인 양태에서, 본 발명의 블렌드를 포함하는 섬유의 기계적 특성은 본 발명의 블렌드로부터 제조된 섬유 또는 부직물

을 어닐링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어닐링은 종종 기계적 배향과 결합되지만, 어닐링이 바람직하다. 어닐링은 부분적으

로는 신장된 섬유의 내부 응력을 경감시키고 섬유중의 블렌드의 탄성 회복성을 복구시킨다. 어닐링은 결정질 구조물의 내

부 조직 및 무정질 및 반결정질 상의 상대적인 정렬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닐링은 전형적으로 탄성 특

성을 향상시킨다. 섬유 또는 직물은 바람직하게는 실온보다 40℉ 이상, 바람직하게는 20℉ 이상 높은 온도(그러나, 블렌드

의 결정질 융점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에서 어닐링된다. 블렌드의 열적 어닐링은 중합체 블렌드 또는 상기 블렌드로부터

제조된 제품을 실온 내지 최대 160℃, 더욱 바람직하게는 최대 130℃에서 5분 내지 7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지시킴으로써

실시된다. 전형적인 어닐링 기간은 50℃에서 5일 또는 100℃에서 5분이다. 어닐링은 기계적 배향의 부재하에 실시되지만,

기계적 배향은 섬유(압출 과정을 지난)에 대한 어닐링 공정의 일부일 수 있다. 기계적 배향은 인장력 부재하에서 이완되기

이전에 단기간동안 섬유에 일시적인 인장력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배향된 섬유는 섬유 또는 블렌드로부터 제조

된 제품을 100% 내지 700% 인장으로 0.1초 내지 24시간동안 유지시킴으로써 실시된다. 전형적인 배향은 실온에서 순간

적인 기간동안 200% 연장이다.

배향에 있어 승온(그러나, 중합체의 결정질 융점 미만)에서의 섬유는 상이한 표면 속도로 구동되는 2개의 롤러 주위의 섬

유의 공급 롤로부터 결국에는 권취-롤까지 이동한다. 권취 롤에 가장 근접한 구동 롤러는 공급 롤에 가장 근접한 구동 롤

러보다 빠르게 구동하여서, 섬유는 구동 롤러 사이에서 신장된다. 조합체는 2번째 롤러 및 권취 롤러의 중간에 섬유를 냉

각시키는 롤러를 포함할 수 있다. 2번째 롤러 및 권취 롤러는 섬유를 신장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선단 속도

로 구동될 수 있다. 보충 냉각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섬유는 귄취 롤상에서 주위 온도로 냉각된다.

섬유 및 부직포 제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문헌[Polypropylene Handbook, E.P. Moore, Jr., 등, Hanser/

Gardn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96, 314쪽 내지 322쪽]을 참고하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

된다.

부직 웹

바람직한 양태에서, 부직 섬유 웹은 본 발명의 중합체, 바람직하게는 중합체/NFP 블렌드로부터 제조된다. 상기 웹에 이용

되는 섬유는 전형적으로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약 10 범위의 데니어(약 0.06 내지 약 11텍스(tex))를 가지나, 보다 큰

데니어의 섬유가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약 0.5 내지 3 데니어(0.06 내지 약 3.33텍스)를 갖는 섬유가 특히 바람직하다. ("

데니어"는 섬유 9000m의 중량(g 단위)을 의미하는 반면, 텍스는 섬유 1kg당 중량(g 단위)을 의미한다.) 약 0.5 내지 약 10

㎝ 범위의 길이, 특히 약 3 내지 약 8㎝ 범위의 섬유 길이를 갖는 섬유 원료가 출발 물질로서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섬유의 부직 웹은 부직 문헌에 기록된 방법을 잘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예컨대, 문헌[Turbak, A. "Nonwovens: An

Advanced Tutorial", Tappi Press, Atlanta, Ga., (1989)]을 참고한다). 코팅되지 않은(즉, 임의의 결합제를 적용하기 전

의) 웹은 약 10 내지 100밀(0.254 내지 2.54mm),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70밀(0.762 내지 1.778mm),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60밀(1.02 내지 1.524mm) 범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상기 바람직한 두께는 소면/크로스랩(crosslap) 작업에

의해 또는 섬유 인탱글(entanglement)(예컨대, 하이드로인탱글, 니들링(needling) 등)에 의해 수득될 수 있다. 코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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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웹의 기본중량은 약 50g/㎡ 내지 약 250g/㎡ 범위이다. 일부 양태에서, 부직 웹의 인탱글(예컨대, 니들점착, 하이드

로인탱글 등)에 의해 또는 코팅되지 않은 부직 웹 및/또는 코팅되어 경화된 부직 웹을 캘린더링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제품

의 인장 강도 및 인열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품 표면의 보풀(lint)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이드로인탱글은 섬유가

수-불용성인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섬유의 융점보다 약 5 내지 약 40℃ 낮은 온도에서의 부직 웹의 캘린더링은 보풀이

최종 제품 표면에 부착되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부직 웹상에 텍스처 가공된 패턴의 돌

출(embossing) 처리는 캘리더링과 동시에 또는 후속 단계에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폴리올레핀 및 NFP 이외에, 착

색제(특히 안료), 연화제(예컨대, 에테르 및 알코올), 향료, 충전제(예컨대, 실리카, 알루미나 및 이산화티탄 입자), 및 살균

제(예컨대, 요오드, 4급 암모늄 염 등)를 블렌드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부직 웹 및 섬유는 다른 물질, 예컨대 결합제, 접착제, 반사제 등으로 코팅될 수 있다. 부직웹 또는 섬유의 코팅

은 롤 코팅, 분무 코팅, 침지 코팅, 그래비아(gravure) 코팅 또는 전사(transfer) 코팅을 비롯하여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 적용(wiping) 제품중 코팅 중량(%)은 약 1% 내지 약 95%,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60%,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40% 일 수 있다.

단섬유가 부직웹에 존재할 수도 있다. 단섬유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단지 취입 미세섬유의 웹에 비해 보다 높고(lofty) 덜

조밀한 웹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약 90중량% 이하의 단섬유가 존재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70중량% 이하가 존재

한다. 단섬유를 함유하는 상기 웹이 미국특허 제4,118,531호(하우저(Hauser) )에 개시되어 있으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활성탄 또는 알루미나와 같은 흡수제 미립자 물질이 또한 웹에 포함될 수도 있다. 상기 입자는 웹 내용물중 약 80체적% 이

하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상기 입자가 적재된 웹이 예컨대 미국특허 제3,971,373호(브라운(Braun)), 미국특허 제

4,100,324호(앤더슨(Anderson)) 및 미국특허 제4,429,001호(콜핀(Kolpin)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본원에서 참

고문헌으로 인용된다.

본 발명의 블렌드를 사용하여 제조된 섬유 및 부직 웹은 직물, 의복, 의류, 의료용 의복, 외과용 가운, 외과적 방포, 기저귀,

배변연습용 팬츠, 생리대, 팬티라이너, 뇨실금자용 의류, 침대 패드, 가방, 포장재, 포장용기, 수용복, 체액 불투과성 배면시

이트, 체액 불투과성 층, 체액 투과성 층, 체액 투과성 커버, 흡수제, 티슈, 부직 복합물, 라이너, 의류 라이닝, 수세미

(scrubbing pad), 안면 마스크, 호흡기, 공기 필터, 진공 주머니, 오일 및 화합물 유출물 흡착제, 단열재, 응급처치용품, 의

료용 싸개(medical wrap), 인조섬유솜(fiberfill), 외투, 침대 퀼트속(quilt stuffing), 가구 패딩, 여과재(filter media), 수세

미, 걸레재료(wipe material), 양말(hosiery), 자동차 시트, 천을 씌운 가구, 카펫, 카펫 배면, 여과재, 일회용 걸레, 기저귀

커버스톡, 원예용 직물, 지오멤브레인(geomembrane), 지오텍스타일(geotextile), 자루(sack), 방습지(housewrap), 방수

포(vapor barrier), 투습성 의류(breathable clothing), 봉투, 개봉확인(tamper evident) 직물, 수송용 포장재 및 그릇밑받

침(coaster)으로 성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블렌드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섬유는 얀, 직조물, 부직물, 찍찍이(hook and loop fasteners), 섬유, 의복, 직물,

의료용 의복, 외과용 가운, 외과적 방포, 기저귀, 배변연습용 팬츠, 생리대, 팬티라이너, 뇨실금자용 의류, 침대 패드, 가방,

포장재, 포장용기, 수영복, 체액 불투과성 배면시이트, 체액 불투과성 층, 체액 투과성 층, 체액 투과성 커버, 흡수제, 티슈,

부직 복합물, 라이너, 의류 라이닝, 수세미, 안면 마스크, 호흡기, 공기 필터, 진공 주머니, 오일 및 화합물 유출물 흡착제,

단열재, 응급처치용품, 의료용 싸개, 인조섬유솜, 외투, 침대 퀼트속, 가구 패딩, 여과재, 수세미, 걸레재료, 양말, 자동차 시

트, 천을 씌운 가구, 카펫, 카펫 배면, 여과재, 일회용 걸레, 기저귀 커버스톡, 원예용 직물, 지오멤브레인, 지오텍스타일, 자

루, 방습지, 방수포, 투습성 의류, 봉투, 개봉확인 직물, 수송용 포장재 및 그릇밑받침으로 성형될 수 있다.

왁스

작업 조건 및 단량체와 공단량체 공급물의 적절한 선택은 본원에 기재된 방법으로부터 폴리프로필렌 왁스를 생성시킨다.

일부 발명의 양태는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왁스이다. 그 자체로 상기 물질은 접착제, 잉크용 담체 및 다른 용도의 점도

변형을 위해 충분히 적합하다. 일부 폴리프로필렌 왁스 양태는 180℃에서 3 내지 2000cP의 용융 점도를 선택한다. 일부

본 발명의 양태는 신디오택틱 폴리프로필렌 왁스를 생성시킨다.

본 발명의 방법은 높은 단량체 전환(35% 이상, 특히 45% 이상) 조건에서 장쇄 분지형 아이소택틱-폴리프로필렌을 제조할

수 있다. 일부 양태는 장쇄 분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다 다량의 희석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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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쇄 분지화는 또한 중합체가 풍부한 상과 중합체가 불충분한 상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초임계 조건하에서 중합을

실시함으로써 유리하게 된다. 이로써 중합체가 풍부한 상은 보다 낮은 단량체 농도 및 보다 높은 비닐 말단의 중합체 부분

농도를 갖게 된다.

180 내지 200℃ 및 20 내지 150MPa인 작업 조건 및 단량체와 공단량체 공급물의 적절한 선택은 본 발명의 중합체 및 방

법으로부터 폴리프로필렌 왁스를 생성시킨다. 일부 발명의 양태는 아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왁스이다. 그 자체로 상기 물

질은 접착제, 필름 및 다른 용도에서 점도 변형을 위해 충분히 적합하다. 일부 본 발명의 양태는 신디오택틱 폴리프로필렌

왁스를 생성시킨다.

최종 사용 제품

이오노머(ionomer)/연결층 적층물 시이트와 결합되도록 기재가 분무되거나 사출 성형되는 열성형 시이트로서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적층물이 사용될 수 있다. 복합물은 목적하는 형상으로 성형되어서 제품 또는 복합물 제품을 제조한다.

다양한 유형의 기재 물질이 매우 바람직한 제품을 형성한다. 적층물은 단독중합체, 공중합체, 포움, 충격 공중합체, 랜덤

공중합체 및 다른 용도를 위한 플라스틱 기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이 구체화될 수 있는 일부 제품

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부품, 특히 외장 부품, 예컨대 범퍼와 그릴(grill), 로커 패널(rocker panel), 펜더, 도어, 후드, 트

림, 및 기타 부품이 본 발명의 적층물, 복합재 및 방법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다른 제품, 예컨대 주방용 조리대, 적층 표면의 주방용 조리대, 풀장 라이너/커버/보트 커버, 보트 돛, 케이블 자켓, 오토바

이/설상차/야외용 자동차, 해양보트 외피/카누 내부 및 외부, 수하물, 의류/직물(부직물과 결합된), 텐트 재료, 고어텍스

(GORETEX)TM, 감마선 방지 용도, 가전용품 하우징(TV, VCR 및 컴퓨터), 테라스(deck) 및 다른 야외 건물재의 목재 대

체물, 조립식(prefab) 빌딩, 건축용 합성 대리석 패널, 벽 커버재, 개저식 화물차(hopper car), 바닥 코팅재, 중합체/목재

복합물, 비닐 타일, 욕조/샤워/화장실 용도 및 반투명 유리 대체물, 벽널(siding), 잔디밭/야외용 가구,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전기제품, 어린이 장난감, 도로 및 의류상의 반사 신호계 및 다른 반사 제품, 스노보드, 서핑보드, 스키, 스쿠터, 인라

인 스케이트 바퀴와 같은 스포츠 장비, 내스크래치용 CD, 경기장 좌석, 항공우주선 재진입 보호물, 플라스틱 종이 제품, 스

포츠 헬멧, 플라스틱 전자렌지용 조리기구, 및 고광택 및 내스크래치성 표면이 바람직하지만 조류 생성/변색이 되지 않아

야 하는 플라스틱 및 금속 코팅을 위한 다른 용도가 거론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는 사출 및 취입 성형 용기 및 자동차 제품에서 사용되는 성형 아이템, 예컨대 자동

차 내장 및 외장 트림을 비롯한 성형 제품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다. 폴리프로필렌 중합체를 제조하고 폴리프로필렌 중합체

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다른 방법 및 용도의 예가 문헌[Encyclopedia of Chemical Technology, Kirk-Othmer, 4th

Edition, vol. 17, 748쪽 내지 819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성형 제품에 대

해 용도를 갖는 상기 예에서, 성형 제품은 각종 성형 부품,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그에 사용되는 성형 부품, 예컨대

범퍼, 사이드 패널, 바닥 매트, 계기판(dashboard) 및 주행기록계(instrument panel)를 포함할 수 있다. 포움 제품은 또 다

른 용도이며, 포움 플라스틱, 예컨대 포움 폴리프로필렌이 유용하게 되는 예를 문헌[Encyclopedia of Chemical

Technology, Kirk-Othmer, 4th Edition, vol. 11, 730쪽 내지 783쪽]에서 찾을 수 있으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서 참고문

헌으로 인용된다. 포움 제품은 건축 및 자동차 용도에서 특히 유용하다. 건축 용도의 예는 단열 및 차음, 산업용 전자제품

과 가전제품, 및 포장재를 포함한다. 자동차 용도의 예는 예컨대, 범퍼 가드, 계기판 및 내장 라이너와 같은 내장 및 외장 자

동차 부품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폴리올레핀계 조성물은 자동차 구성성분, 와이어 및 케이블 자켓, 파이프, 농업용 필름, 지오멤브레인, 장난감,

스포츠 장비, 의료 장치, 포장용 필름의 주조 및 취입, 및 관, 파이프 및 프로필의 압출, 스포츠 장비, 야외용 가구(예컨대,

정원 가구) 및 운동장 장비, 보트 및 배 구성성분과 같은 제품 및 다른 상기 제품에 적합하다. 특히, 조성물은 범퍼, 그릴, 트

림 부품, 계기판 및 기록주행계 패널, 외장 도어 및 후드 구성성분, 스포일러, 바람막이용 앞유리(wind screen), 휠캡(hub

cap), 거울 하우징(mirror housing), 차체 패널, 보호용 사이드 몰딩, 및 자동차, 트럭, 보트 및 다른 운송수단과 관련된 다

른 내장 및 외장 구성성분과 같은 자동차 구성성분에 적합하다.

나무상자, 용기, 포장재, 실험기자재, 예컨대 배양물 증식용 롤러 병(roller battle) 및 배지 병, 및 사무실 바닥 매트, 기계

샘플 홀더 및 샘플 창; 액체 보관 용기, 예컨대 혈액 또는 용액의 보관 및 IV 유입을 위한 백, 주머니 및 병; 단위 투여량 또

는 다른 블리스터(blister) 또는 기포 팩을 포함한 임의의 의료 장치 또는 약물용 포장재 뿐만 아니라 방사선 조사

(irradiation)에 의해 보존되는 음식을 포장하거나 담기 위한 포장재를 비롯하여 다른 유용한 제품 및 물품이 본 발명의 실

시에 의해 경제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른 유용한 아이템은 유입 키트(kit), 카테터(catheter) 및 호흡 치료를 비롯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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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료 장치용 의료 튜브 및 밸브; 보관 액체, 특히 물, 우유 또는 쥬스, 한끼 식사를 담은 용기 및 다량의 보관 용기 뿐만

아니라 쟁반을 비롯하여 방사선 조사된 의료 장치 또는 음식용 포장재; 뿐만 아니라 튜브, 파이프와 같은 운반 수단을 포함

한다.

성형 제품

본원에 기재된 중합체는 사출성형, 기체-보조 사출성형, 압출 취입 성형, 사출 취입 성형, 사출 신장 취입 성형, 압축 성형,

회전 성형, 포움 성형, 열성형, 시이트 압출, 및 프로필 압출을 비롯한(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의 성형 방

법에서 본 발명의 성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성형 방법은 당업계의 평균적인 숙련자들에게 충분히 공

지되어 있다.

본원에 기재된 조성물은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목적하는 최종 사용 제품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열

성형, 진공 성형, 취입 성형, 회전 성형, 슬러쉬(slush) 성형, 이송 성형, 습식 적층 또는 접촉 성형, 캐스트(cast) 성형, 냉간

성형 매치-다이 성형, 사출 성형, 분무법, 프로필 공-압출, 또는 이들의 조합물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열성형은 하나 이상의 유연한(pliable) 플라스틱 시이트를 목적하는 형상으로 성형시키는 방법이다. 열성형 순서의 양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조성물을 사용하는 유용한 열성형 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본 발명의 조성물의 압출물 필름(및 임의의 다른 층 또는 물질)을 셔틀 랙(shuttle rack)위에 놓아서 가열 동안에 필름을 고

정시킨다. 셔틀 랙은 성형 이전에 필름을 예비 가열시키는 오븐으로 안내한다. 필름이 일단 가열되면 셔틀 랙은 성형 틀

(forming tool)로 다시 안내한다. 이후, 필름은 이를 제위치에 고정시키는 성형 틀에서 진공화되고, 성형 틀이 닫혀진다.

성형 틀은 "남성형" 또는 "여성형" 틀일 수 있다. 틀은 필름을 냉각시키도록 닫혀진 채로 있으며, 이어서 틀이 개방된다. 이

어서, 형상화된 적층물이 틀로부터 이형된다.

일단 물질의 시이트가 열 성형 온도, 전형적으로는 140 내지 185℃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하면, 열성형은 진공, 양의 기압,

플러그-보조 진공 성형, 이들의 조합 및 변형을 수반한다. 특히 대개는 물질 분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비-신장된 기포

단계가 사용된다. 한 양태에서, 분절화된(articulating) 랙은 남성형 성형 틀의 구멍에 가해지는 진공의 도움을 받아 가열된

적층물을 남성형 성형 틀쪽으로 들어올린다. 작층물이 남성형 성형 틀 주위에서 단단하게 성형되면, 열성형된 형상화된 적

층물은 이어서 전형적으로는 취입기(blower)에 의해 냉각된다. 플러그-보조 성형은 일반적으로 소형의 깊은 인발 부품에

사용된다. 플러그 물질, 설계 및 적용시점은 상기 방법의 최적화에 중요할 수 있다. 절연 포움으로부터 제조된 플러그는 플

라스틱의 때이른 급냉을 피하게 한다. 플러그 형상은 일반적으로 금형 공동(cavity)과 유사하지만 세부 부품이 없으며 보

다 소형이다. 둥근 플러그 바닥은 일반적으로 고른 물질 분포 및 균일한 측벽 두께를 용이하게 한다.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반결정질 중합체의 경우, 신속한 플러그 속도가 일반적으로 부품에서 최상의 물질 분포를 제공한다.

이어서, 형상화된 적층물은 금형에서 냉각된다. 30 내지 65℃의 금형 온도를 유지하는 충분한 냉각이 바람직하다. 부품은

한 양태에서 사출되기 이전에 90 내지 100℃ 미만이다. 열성형에서의 우수한 양상을 위해, 가장 낮은 용융 유동 속도의 중

합체가 바람직하다. 이어서, 형상화된 적층물로부터 과량의 적층물을 제거한다.

취입 성형은 또 다른 적합한 성형 방법인데, 이는 사출 취입 성형, 다층 취입 성형, 압출 취입 성형 및 신장 취입 성형을 포

함하며, 특히 실질적으로 폐쇄형 또는 중공 물질, 예컨대 기체 탱크 및 다른 유체 용기에 적합하다. 취입 성형은 예컨대, 문

헌[CONCISE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90-92, Jacqueline I. Kroschwitz, ed.,

John Wiley & Sons 1990]에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성형 및 형상화 방법의 또 다른 양태에서, 프로필 공-압출법이 사용될 수 있다. 프로필 공-압출 방법의 변수는 취입 성형

방법에서와 같으며, 다만 다이 온도(이중 대역 상부 및 하부)가 150 내지 235℃ 범위이고, 공급물 블록이 90 내지 250℃이

며, 수-냉각 탱크 온도가 10 내지 40℃인 것을 예외로 한다.

사출 성형 방법의 한 양태가 하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형상화된 적층물이 사출 성형 틀에 놓인다. 금형이 닫히고, 기재

물질이 금형내에 유입된다. 기재 물질은 한 양태에서 200 내지 300℃ 및 215 내지 250℃의 용융 온도를 갖고 2 내지 10초

의 사출 속도로 금형에 유입된다. 유입 이후에 예정된 시간 및 압력에서 물질을 채워 넣거나 유지시켜서 치수적으로 및 심

미적으로 정확하게 부품을 제조한다. 전형적인 시간은 5 내지 25초이고, 압력은 1,380kPa 내지 10,400kPa 이다. 금형은

10 내지 70℃에서 냉각되어서 기재를 냉각시킨다. 온도는 목적하는 광택 및 목적하는 외관에 따라 결정된다. 전형적인 냉

각 시간은 부분적으로는 두께에 따라 결정되며 10 내지 30초이다. 최종적으로, 금형을 개방하고 형상화된 복합물 제품을

이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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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용융된 중합체를 성형 제품의 바람직한 형태 및 두께로 형상화하고 고화시키는 금형내에 용융 중합체를 유입

함으로써 성형 제품이 제작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편평한 프로필을 다이로부터 냉각(chill) 롤위에 압출시키거나 또는 캘

린더링시켜서 시이트가 제조될 수 있다. 시이트는 일반적으로 10밀 내지 100밀(254㎛ 내지 2540㎛)의 두께를 갖는 것으

로 생각되나, 시이트는 실질적으로 보다 두꺼울 수 있다. 관류 또는 파이프는 휴대용 의료수, 땅 배수구 용도 등에서 사용

하기 위해 프로필 압출에 의해 수득될 수 있다. 프로필 압출 방법은 다이를 통한 용융 중합체 압출을 포함한다. 압출된 관

류 또는 파이프는 이어서 냉수 또는 냉각 공기에 의해 연속적인 압출 제품으로 고화된다. 관류는 일반적으로 0.31㎝ 내지

2.54㎝ 범위의 외부 직경 범위이며, 254㎛ 내지 0.5㎝ 범위의 벽 두께를 갖는다.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2.54㎝ 내지 254㎝

의 외부 직경 범위이며 0.5㎝ 내지 15㎝ 범위의 벽 두께를 갖는다. 본 발명의 한 변형 양태의 생성물로부터 제조된 시이트

는 용기를 형성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용기는 열 성형, 고상 압력 성형, 압형(stamping) 및 다른 형상화 기술에 의해

성형될 수 있다. 시이트는 또한 바닥, 벽 또는 다른 표면을 덮도록 성형될 수 있다.

열 성형 방법의 양태에서, 오븐 온도는 160 내지 195℃이고, 오븐에서의 시간은 10 내지 20초이며, 전형적으로 남성형 다

이인 다이 온도는 10 내지 71℃이다. 냉각된(실온) 형상화된 적층물의 최종 두께는 한 양태에서 10㎛ 내지 6000㎛이고,

또 다른 양태에서는 200㎛ 내지 6000㎛이며, 또 다른 양태에서는 250㎛ 내지 3000㎛이고, 또 다른 양태에서는 500㎛ 내

지 1550㎛이며, 바람직한 범위는 임의의 두께 상한치와 임의의 두께 하한치의 임의의 조합이다.

기재 물질이 형상화된 적층물을 포함한 틀로 사출 성형되는 사출 성형 방법의 한 양태에서, 기재 물질의 용융 온도는 한 양

태에서 230℃ 내지 255℃이고, 또 다른 양태에서는 235 내지 250℃이며, 충전 시간은 한 양태에서 2 내지 10초이고, 또

다른 양태에서는 2초 내지 8초이며, 틀 온도는 한 양태에서는 25 내지 65℃이고, 또 다른 양태에서는 27 내지 60℃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기재 물질은 층 간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임의의 연결층 물질 또는 배면층을 용융시킬 정도로 충분히 고

온인 온도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취입 성형 작업을 이용하여 기재 물질에 고정될 수 있다. 취입 성형은 연

료 탱크 및 다른 유체 용기, 놀이터 장비, 야외용 가구 및 소형 밀폐형 구조물과 같은 밀폐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같은 용도

에서 특히 유용하다. 상기 방법의 한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다층 헤드(head)를 통해 압출된 이후에 냉각되지 않은

적층물을 금형내의 패리슨(parison)내에 놓는다. 그 내부에 남성형 또는 여성형 패턴을 갖는 금형을 이어서 닫고, 공기가

금형내로 취입되어서 부품을 형성한다.

당업계의 숙련자들은 상기 개략된 단계는 목적하는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잇음을 이해할 것이다. 예컨대, 본 발명의 조성물

의 압출된 시이트는 냉각없이, 따라서 냉각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열성형되거나 취입 성형될 수 있다. 또한 목적하는 특징

을 갖는 가공된 복합물 제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변수를 변형시킬 수 있다.

부직물 및 섬유

상기 기재된 중합체가 또한 용융 취입, 스펀본드, 필름 천공 및 단섬유 소면을 비롯한(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의 부직물 및 섬유 제조 방법에서 본 발명의 부직물 및 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연속 필라멘트 방법이 또

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스펀본드 방법이 사용된다. 스펀본드 방법은 당업계에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방사구를 통한 섬유 압출을 포함한다. 이어서, 상기 섬유는 고속 공기를 사용하여 인발되고, 순환 벨트에 놓인다. 이

어서, 일반적으로 칼렌더 롤이 웹을 가열하고 섬유를 서로 결합시키는데 사용되지만, 초음파 결합 및 접착제 결합과 같은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직물은 혼합된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단독으로, 다른 혼합된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과 물리

적으로 블렌딩되어, 또는 단일의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과 물리적으로 블렌딩되어 제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직물은 통상적인 지글러-나타 생성된 중합체와 물리적으로 블렌딩된 혼합된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블렌딩되는 경우 본 발명의 직물은 바람직하게는 50% 이상의 혼합된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다. 상기

부직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는 메탈로센 생성된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된 직물의 목적하는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

에, 통상적인 중합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직물에 비해 직물 강도를 증가시키고 라인 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가질 수 있

다.

실시예

중합체의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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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 분포(Mw/Mn)는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SEC)를 사용하여 특징화하였다. 차등 굴절률 검출기(DRI), 온라인 광

산란 검출기 및 점도계를 갖춘 고온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와터즈 코포레이션(Waters Corporation) 또는 폴리머 래

보래토리즈(Polymer Laboratories) 제품)를 사용하여 분자량(중량평균분자량, Mw, 수평균분자량, Mn 및 z-평균분자량,

Mz)을 결정하였다. 검출기가 보정되는 방법을 비롯하여 하기에 기재되지 않은 실험의 세부사항은 문헌[T. Sun, P.Brant,

R.R. Chance, and W.W. Graessley, Macromolecules, Volume 34, Number 19, 6812-6820, (2001)]에 기재되어 있

다.

3개의 폴리머 래보래토리즈 PL겔(PLgel) 10mm 믹스트-B 컬럼을 사용하였다. 명목 유동속도는 0.5㎤/min이었고, 명목

유입 체적은 300㎕이었다. 다양한 전송 라인, 컬럼 및 차등 굴절계(DRI 검출기)는 135℃로 유지되는 오븐에 함유되었다.

SEC 실험용 용매는 알드리히(Aldrich) 시약용 1,2,4-트리클로로벤젠(TCB) 4ℓ에 산화방지제로서 부틸화 하이드록시 톨

루엔 6g을 용해시킴으로써 제조하였다. 이어서, TCB 혼합물을 0.7㎛ 유리 예비-필터에 여과시키고, 이어서 0.1㎛ 테플론

(Teflon) 필터에 여과시켰다. 이어서, SEC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 기체제거기(degasser)를 사용하여 TCB의 기체를 제

거하였다.

무수 중합체를 유리 용기에 넣고, 원하는 양의 TCB를 첨가한 후 혼합물을 160℃에서 연속하여 약 2시간동안 교반하면서

가열함으로써 중합체 용액을 제조하였다. 모든 양은 중량 측정하였다. 중합체 농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질량/체적

단위의 TCB 밀도는 실온에서 1.463g/㎖이고, 135℃에서 1.324g/㎖이다. 유입 농도는 1.0 내지 2.0㎎/㎖ 범위이고, 보다

높은 분자량 샘플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농도가 사용된다.

각 샘플에 대한 실시 이전에 DRI 검출기 및 유입기에서 불순물을 제거(purging)하였다. 이어서, 장치에서의 유동 속도를

0.5㎖/min으로 증가시키고, 제 1 샘플을 유입하기 이전에 8 내지 9시간동안 DRI를 안정화시켰다. 샘플 실시 이전에 LS 레

이저를 20 내지 30분동안 유휴 모드(idle mode)로 놓은 후에 광 조절 모드에서 전체 전력(full power)으로 바꿈으로써 LS

레이저를 1 내지 1.5시간동안 켜놓았다.

크로마토그램 각 지점에서의 농도(c)는 하기 수학식 1를 사용하여 기본선-차감된 DRI 신호(IDRI)로부터 계산하였다:

상기 식에서,

KDRI은 DRI를 보정함으로써 결정된 상수이고,

(dn/dc)는 LS 분석에 있어 이하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다

SEC 방법에 대한 본원의 상세한 설명 전체에서 변수에 대한 단위는 농도가 g/㎤으로 표현되고, 분자량이 g/mole으로 표

현되며, 고유점도가 dL/g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된 광산란 검출기는 와이어트 테크놀러지 하이 템퍼래쳐 미니-던(Wyatt Technology High Temperature mini-

DAWN) 또는 프리시전 디텍터 2040 랠스(Precision Detector 2040 LALLS)이다. 데이터는 정적 광산란에 대해 하기 수

학식 2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상기 식에서,

△R(θ,c)는 산란각 θ에서의 과량의 레일리(Rayleigh) 산란 강도이고, c는 중합체 농도이며, M은 중합체 분자량이고, A2

는 용액의 제 2 비리알(virial) 계수이고, P(θ)는 식 인수(form factor)이며, Ko는 하기 수학식 3의 시스템 광학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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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NA는 아보가드로수이고,

dn/dc는 시스템의 굴절률 증분이다.

랠스 검출기의 경우 15°에서의 산란 강도를 측정하고, P(θ) = 1로 가정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농도는 DRI 출력 데이터

으로부터 수득된 값이다. 690nm 파장에 있어서 135℃에서의 TCB 굴절률 n은 1.500이다. 또한, A2는 프로필렌 중합체의

경우 0.0006이고, 부텐 중합체의 경우 0.0015이며, (dn/dc)는 프로필렌 중합체의 경우 0.104이고, 부텐 중합체의 경우

0.098이다.

사용된 점도계는 2개의 압력 변환기를 가지며 위트스톤(Wheatstone) 다리 형태로 배열된 4개의 모세관을 갖는 비스코텍

코포레이션(Viscotek Corporation) 고온 점도계이었다. 1개의 변환기는 검출기를 통과한 경우의 전체 압력 감소를 측정

하고, 다른 변환기는 다리의 양 측면 사이에 위치하여서 차압을 측정한다. 점도계를 통과하여 흐르는 용액의 비점도

(specific viscosity: ηs)는 그 출력 데이터으로부터 계산한다. 크로마토그램의 각 지점에서의 고유 점도([η])는 하기 수학

식 4로부터 계산한다:

상기 식에서,

c는 DRI 출력 데이터으로부터 결정하였다.

분지률(g')은 하기와 같이 SEC-DRI-LS-VIS 방법의 출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샘플의 평균 고유 점도([η]avg)는

하기 수학식 5로부터 계산한다:

상기 식에서,

합계는 적분 극한값 사이의 크로마토그래피 몫(i)으로 나눈다.

분지률(g')은 하기 수학식 6으로 정의된다:

상기 식에서,

프로필렌 중합체의 경우 k는 0.0002288이고, α는 0.705이며, 부텐 중합체의 경우 k는 0.00018이고, α는 0.7이다.

Mv는 LS 분석에 의해 결정된 분자량을 근거한 점도-평균 분자량이다.

시차 주사 열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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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점(Tm), 융합열(△Hf), 다수의 융점 피크, 및 결정질 융점 또는 결정화의 검출과 관련된 임의의 측정값이 시차 주사 열량

계(DSC)에 의해 측정된다. 사용되는 전형적인 절차는 하기와 같다. 바람직하게, 실온에서 24시간 이상 숙성시킨 중합체

약 5mg 내지 약 9mg을 시차 주사 열량계에 놓았다. 샘플을 약 10℃/min으로 가열하여서 약 200℃의 최종 온도에 이르렀

다. 이어서, 샘플을 약 10℃/min으로 실온까지 냉각시키고, 그 동안 열 배출량은 결정화 열을 기록한다. 결정화 온도

(Tcmax)는 결정화 발열반응의 피크에서의 온도로 기록된다. 이어서, 샘플을 다시 200℃로 가열한다. 열 배출량은 융점 피

크 또는 피크들 아래의 면적으로 기록되고, 그 샘플의 용융 피크는 전형적으로 약 160℃에서 최대 피크에 있다. 융점은 샘

플의 용융 범위내에서 가장 큰 열 흡수 온도로서 기록된다. 일부 경우에서는 가열 사이클 이후에 제 2 가열 사이클 이전에

샘플을 실온 미만으로 냉각하였다.

13C NMR을 베리안(Varian) NMR 분광계상에서 125C에서 수집하였다. 샘플 농도는 중수소(perdeutero) 테트라클로로에

테인중 약 10중량%(wt/vol)이었다. 10mm NMR 관은 상기 샘플을 함유하였다. 입수 조건은 90°펄스(pulse), 비통제형

(ungated) 광대역 분리(decoupling), 연속된 데이터 입수 간격 약 15초, 8000Hz의 스위프(sweep) 폭, 0f<0.2Hz의 디지

털 해상능이었고, 최종 스펙트럼은 1000회 이상의 데이터 입수치의 평균으로 구성된다.

1H NMR을 베리안 NMR 분광계상에서 125C에서 수집하였다. 샘플 농도는 퍼더테로 테트라클로로에테인중 약 1.5중량%

(wt/vol)이었다. 5mm NMR 관은 상기 샘플을 함유하였다. 입수 조건은 <45°펄스, 연속된 데이터 입수 간격 약 8초,

10ppm 이상의 스위프 폭이었고, 최종 스펙트럼은 120회 이상의 데이터 입수치의 평균으로 구성된다.

용융 유동 속도(MFR)는 2.16㎏ 적재(load)하에서 230℃에서의 ASTM D1238에 따라 측정한다. 용융 지수(MI)는 2.16㎏

적재하에서 190℃에서의 ASTM D1238에 따라 측정한다. 단위는 g/10분 또는 dg/min이다.

동적 기계적 열적 분석

저장 탄성률(E') 및 손실 탄성률(E")은 동적 기계적 열적 분석(DMTA)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상기 시험은 용융전 유리전이

영역 및 점탄성적 영역을 포함하는 온도 범위에서 온도 함수로서 샘플의 작은-스트레인(strain) 기계적 반응(완화 거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샘플은 3곳의 휨 형태를 사용하여 시험하였다(TA 장비 DMA 2980). 고체 직사각형 압축 성형 막대기(bar)를

2개의 고정된 지지물위에 놓고, 이동가능한 클램프에 의해 1㎐ 진동수 및 20㎛ 진폭으로 샘플 중간점에 주기적인 변형을

가하였다. 샘플을 처음에 -130℃로 냉각시킨 후 3℃/min 가열 속도로 60℃까지 가열하였다. 일부 경우에 압축 성형 막대

기는 다른 변형 형태, 즉 이중 캔틸레버(cantilever) 휨 및 인장 신율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레오메트릭스(Rheometrics)

RSAII). 상기 형태에서의 주기적인 변형은 1㎐ 진동수 및 0.05% 스트레인 진폭으로 적용되었다. 샘플을 -130℃까지 냉각

시키고, 2℃/min 속도로 60℃까지 가열하였다. 가열 속도에서의 근소한 차이는 유리전이온도 측정값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 DMTA 실험의 출력 데이터는 저장 탄성률(E') 및 손실 탄성률(E")이다. 저장 탄성률은 탄성 반응 또는 물질이 에너지

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손실 탄성률은 점성 반응 또는 물질이 에너지를 방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Tanδ는 E"/E'의 비이고, 물질의 감폭(damping) 능력의 측정값을 제공한다. 넓은 유리전이의 시작(β-완화)은 Tanδ피크에

대해 외삽된 탄젠트값으로 정의된다. 또한, 피크 온도 및 피크 아래의 면적을 측정하여서 유리로부터 점탄성 영역으로의

전이를 보다 완전히 특징화한다.

헤이즈(Haze)는 0.04인치 두께의 사출성형 명판(plaque)상에서 ASTM D1003에 의해 결정된다. Tg는 ASTM 1356에 따

라 측정된다. 미세구조, 구체적으로 몰% 결함, %rr 트리아드(triad), m4, mmmr, mmrr, rmmr, mmrm, mrrr, mrrm,

rmrm, r4, m, r, 2, 1, 에리트로(erythro), 및 1,3 레지오(regio)는 하기와 같이 결정하였다: 중합체 생성물에 대한 1H 및

13C NMR 분석 프로토콜.

양성자 NMR: 양성자 스펙트럼은 전형적으로 베리안 유니티플러스(UnityPlus) 500상에서 5mm 스위치가능한

(switchable) 프로브를 사용하여 입수하였다. 샘플을 1,2-다이클로로벤젠-d4에서 제조하고(올레핀 피크의 정확한 적분

을 위함), 120 내지 140℃에서 용해시켰다. 각 양성자 스펙트럼에 대해 400의 공첨가된(coadded) 임시물질(transient)의

자유 유도 감쇠를 120℃에서 입수하였다. 양성자 스펙트럼은 낮은 수준의 올레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체 올레핀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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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 분율 뿐만 아니라 각 유형에서 1000개 탄소당 올레핀 측면에서 이하에 표시된다. 상기 물질의 분자량에서 올레핀 농

도는 매우 낮아서 정확한 올레핀 분포를 얻기 어렵게 한다. 결과로 얻어진 소수점 자리수는 그 자리수의 정확도의 신뢰도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작은 값을 또 다른 값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비닐 말단기로 인해 하나의 양성자

신호가 5.6 내지 5.9ppm 영역에 존재하며, 2개 양성자에 대해서는 4.9 내지 5.3ppm에 존재하게 된다. 비환형 1,2-이치

환된 올레핀은 2개 양성자의 강도를 갖고, 5.3 내지 5.5ppm 영역에서 공명된다. 3치환된 올레핀의 단일 양성자로부터의

신호는 4.9 내지 5.3ppm 영역에서 비닐 기여분과 중복되며, 아적분(subintegral)으로부터 아래쪽(downfield) 올레핀 농

도 2배값을 차감시킴으로써 계산된다. 비닐리덴 올레핀(2개 양성자)은 4.6 내지 4.9ppm 영역 적분으로부터 계산된다. 올

레핀 분포는 기여 올레핀의 양성자 중복에 의한 각 영역의 적분을 보정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중합체 사슬당 1개의 올

레핀을 가정할 때, 지방족/올레핀계 적분비로부터 수평균분자량을 추정한다. 샘플중 일부는 (첨부된 스프레드시이트상에

서 주목되는 바와 같이) 4.0 내지 4.4ppm 영역에서 피크(들)를 가지며, 이는 산소화 또는 염소화된 화합물을 나타내는 것

일 수 있다. 샘플 양성자 올레핀/분자량 분석은 하기와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탄소 NMR

탄소 NMR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베리안 유니티플러스 500상에서 10mm 광대역 프로브를 사용하여 입수하였다. 샘플은

데이터 입수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완제 Cr(acac)3와 함께 1,1,2,2-테트라클로로에테인-d2중에서 제조하였다.

샘플 제조는 120 내지 140℃에서 실시하였다. 1600의 공첨가된 임시물질의 자유 유도 감쇠가 120℃ 온도에서 이루어졌

다. 입체 규칙도는 메틸 영역에서 적분된 강도 분포(펜트아드 입체서열(stereosequence)의 범위에 해당함)를 참고문헌

[A. Tonelli and F. Schilling, Acc. Chem. Res. 14, 233(1981)]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추정한다. 사슬 결함은 문헌[L.

Resconi, L. Cavallo, A. Fait, and F. Piemontesi, "Selectivity in Propene Polymerization with Metallocene

Catalysts", Chem. Rev. 100(2000) 1253-1345]에 따라 정하였다. 모든 펜트아드 구성성분을 85/15 로렌츠

(Lorentzian)/가우스(Gaussian) 선 모양에 의해 콘볼루션 제거(de-convolution)하고, 중심 트리아드(triad)(mm, mr 또는

rr)에 따라 구성성분을 합하였다. 펜트아드를 트리아드로 통합함으로써 측정값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샘플 결과를 하기

표에 나타내었다.

보정된 측정된 면적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적합한 최소제곱(least-square) 결과와 함께 펜트아드 분석이 하기 표에 제공

되어 있다. 개개의 펜트아드 원소의 상대적 농도에 불일치가 있다면, 적합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권한다. 그 경우에도

mmmm 및 mmmr 펜트아드로부터의 기여를 분해하기가 어려웠다. 중합반응에 대한 버놀리안(Bernoullian) 중합 모델을

사용하여 아적분에 대한 실험값을 모델화하였다(즉, 증가하는 사슬에 첨가되는 단량체의 입체규칙도는 이전 단량체의 입

체 규칙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리아드 입체규칙도는 펜트아드 분포에서의 오차 일부로부터 벗어난 평균을 가지며,

이는 중합체의 특징으로서 아마 보다 강할 것이다. 실험적 펜트아드 분포의 샘플 및 적합한 최소제곱 버놀리안 모델을 하

기 표로 나타내었다.

거의 모든 스펙트럼에서 결함 피크의 2개 세트를 관찰하였고, 이들은 에리트로 2,1 변형 및 1,3 사슬 삽입에 해당하였다.

그 농도는 "단량체 10000개당 결함"으로 표기되고, 이는 몰% 농도와 유사하다(이하의 수를 100으로 나눔으로써 획득됨).

입체 결함의 수(m/r 교환)와 함께 결함 농도의 예를 하기 표로 나타내었다. 평균 메조 실시 길이는 펜트아드 원소 분포로부

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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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도 2 및 도 3은 상이한 사슬 결함에 대한 번호붙이는 방법 및 구조식, 13C NMR 스펙트럼에서의 다양한 결함의 모습,

및 다양한 사슬 말단기와 관련된 공명에서의 화학적 이동 상쇄 표를 나타낸다.

중합 절차

모든 중합 실험은 30,000psi(2000바아)의 최대 압력 및 225℃의 최대 온도에 대해 설계된 연속적으로 교반되는 오토클레

이브(오토클레이트 엔지니어스(Autoclave Engineers),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에리 소재)에서 실시하였다. 명목 반응기 부

피는 150㎖이었으며, 작업 부피는 127㎖이었다(작업 부피는 반응기 내부 구조물로 인해 보다 적음). 반응기는 마그네틱

구동의 교반기 및 전기 히터를 갖추었다. 단량체 공급 라인상에 위치한 압력 변환기는 반응기내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온

도는 K형 열전대를 사용하여 반응기 내부에서 측정하였다. 반응기 압력이 미리 설정한 한계값을 넘는 경우에 반응기는 자

동적으로 열리는 공기-작동 밸브(하이 프레슈어 캄파니(High Pressure Company),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에리 소재)에 의

해 초과 압력으로부터 보호된다. 반응기 측면에 위치한 매입형 파열판은 크게 변동하는 압력 이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호

를 제공한다. 반응기로부터의 모든 생성물 라인을 약 150℃로 가열하였다. 반응기 몸체는 순차처리제어부(PLC)에 의해

조절되는 2개의 가열 밴드를 가졌다. 반응기가 중합동안에 라인 밖에 있으면(lined out), 단량체 및 촉매 공급물의 유동속

도를 조정함으로써 반응기 온도를 수동 조절하였다. 반응이 고 발열성이므로, 대부분의 실험에서 외부 가열이 필요하지 않

았으며 반응기 온도는 중합 열 방출을 조절함으로써 유지하였다.

2개의 록-호퍼(lock-hopper) 조립체를 사용하여 반응기로부터 수거 용기까지의 유출물 유동을 관리하였다. 록-호퍼는

짧은 고압 관류를 일괄 취급하는 2개의 공기-작동 밸브로 이루어졌다. 록-호퍼의 부피는 관의 직경 및/또는 길이를 변화

시킴으로써 조정하였다. 1개의 록-호퍼 사이클은 록-호퍼 관 및 반응기 사이의 밸브를 우선 개방하고 밀폐시킨 이후에 아

래쪽 밸브를 개방하고 밀폐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록-호퍼 사이클의 빈도는 유출액의 유동 속도를 결정하였다. 일정

한 유동 속도에 대하여, 반응기 압력은 록-호퍼를 통과하는 유출액 유동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조절하였다. 2개의 독립적

인 록-호퍼가 설치되어 있는데,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 폐기물 수거를 위한 1개 및 실시중인 정지 상태 조건에서 나머지

기간동안 생성물 수거를 위한 다른 1개이다. 반응기 하부의 배수구는 각 실험 이후에 반응기를 비우기 위해 사용하였다.

반응기로 액체를 전달하기 위한 딥 레그(dip leg)를 갖는 저압 실린더에서 프로필렌, 부텐 또는 이들의 에틸렌과의 블렌드

와 같은 축합가능한 단량체 또는 단량체 블렌드를 수용받았다. 맞춤형 블렌드를 또한 가정에서 제조하였다. 두가지 경우

모두에서, 자체 제어식 가열 블랑켓(최대 온도 80℉/26.7℃)이 열을 제공하여서 실린더 상부 압력을 증가시키고, 포점

(bubble point) 위의 압력에서 단량체를 공급 펌프에 공급하였다. 10℃로 흐르는 냉각수를 사용하여 펌프 상부를 냉각시킴

으로써 기포 형성에 대해 저압 단량체 공급물을 안정화시켰다. 단량체 공급물은 O2 제거를 위한 활성화 구리(225℃ 및 1

바아에서 유동중인 H2에서 환원됨) 및 물 제거를 위한 분자체(5Å, 270℃에서 유동중인 N2에서 활성화됨)로 된 직렬의 2

개 별도 층을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단량체 공급물은 격막 펌프(diaphragm pump)(모델 MhS600/11, 프로미넨트

올리타(ProMinent Orlita), 독일 소재)에 의해 교반기 축을 거쳐 반응기로 공급하였다. 단량체 유동 속도는 공급 펌프의 저

압 쪽에 있는 정제 트랩 아래쪽에 위치한 코리올리스(Coriolis) 질량유량계(모델 PRO라인 프로매쓰(Promass) 80, 엔드레

스 앤드 하우저(Endress and Hauser))에 의해 측정하였다. 맥동 방지기(pulsation dampener)(BALCOH, ∼200㎖, 최대

압력 1000psi/69바아)를 유량계와 펌프 사이에 설치하여서 막 펌프에 의해 발생하는 임의의 유량 변동을 방지하고 기포

형성을 완화시켰다. 동일한 공급물 시스템이 헥센-1 또는 옥텐-1과 같은 액체 단량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액체 단

량체 공급물은 정제 트랩 아래쪽의 단량체 공급물 라인에 연결되어서 수용받은 대로 사용되었다. 액체 단량체 재고량은 공

급물 용기내의 단량체의 정수압을 측정하는 차압계 이후에 존재한다.

촉매 공급물 용액은 N2-충전된 건조 상자(진공 대기) 내부에서 제조하였다. 글러브 상자내의 대기를 정제하여서

O2<1ppm 및 물<1ppm으로 유지하였다. 모든 유리용기를 최소 4시간동안 120℃에서 오븐-건조하고, 고온인 채로 건조

상자의 대기장소로 옮겼다. 촉매 전구체 및 활성화제의 원료 용액을 정제된 톨루엔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건조 상자 내부

의 황색병에 보관하였다. 각각의 중합 실험 이전에 분액을 취하여 새로운 활성화 촉매 용액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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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촉매 용액을 호스 연결부를 갖는 콕마개 어댑터(stopcock adapter)를 갖춘 오븐-건조된 유리 압력 평형 용기(삽입

식(drop-in) 깔때기)에 옮겼다. 상기 용액을 N2 블랑켓하에 촉매 공급물 저장소로 옮겼다. 유리 삽입식 깔때기로부터 옮긴

이후에 N2 50psi(3.4 바아) 상부 압력을 촉매 공급물 용기에 적용하여서 불활성 대기를 유지하고, 펌프 상부에서 적절한

흡입 압력을 제공하였다. 촉매 용액 재고량은 공급물 용기내의 촉매 용액의 정수압을 측정하는 차압계 이후에 존재한다.

활성화 촉매 용액을 격막 펌프(모델 MhR150/6, 프로미넨트 올리타, 독일 소재)에 의해 반응기 측면 입구로 공급된다. 촉

매 용액의 유동 속도는 촉매 용액이 공급물 용기로부터 사용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톨루엔 용매를 사용하여 공급 라인과 반응기의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용매 공급물을 촉매 및 액체 단량체 공급 라인 둘다

로 3분지(three-way) 밸브를 통해 연결하였다. 톨루엔 용매를 희석하고, N2 50psi(3.4바아) 상부 압력 미만으로 유지되

는 공급물 용기에서 질소하에 보관하였다. 이 공급물 용기는 톨루엔 재고량을 모니터하는 차압계를 갖추었다.

전형적인 실험에서 원하는 반응 온도보다 약 10 내지 15℃ 낮은 온도로 반응기를 예비 가열하였다. 일단 반응기가 원하는

예비 가열 온도에 이르면, 촉매 펌프가 작동되어서 톨루엔을 용매 용기로부터 반응기로 전달한다. 용매 용기로부터 취해진

톨루엔의 양을 모니터함으로써 톨루엔이 반응기로 흐른 것을 확인한 후에 단량체 펌프를 작동시켰다. 각각의 밸브를 순간

적으로 개방하여서 압력이 ∼5000psi(∼345바아)로 증가할 때 반응기의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이는 반응기의 압력을 감

소시키고, 반응기의 모든 입구가 작동가능한지를 확인시켰다. 모든 밸브를 시험하고 반응기가 원하는 반응 압력에 도달한

이후에 촉매 공급 라인위의 3분지 밸브를 작동시켜서 촉매 용액이 반응기로 흐르기 시작하도록 하였다. 촉매가 반응기에

도달하였음은 발열 중합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반응 온도 증가에 의해 알 수 있었다. 라인 이외의 기간동안에 촉매 공급 및

록-호퍼 속도는 목적하는 반응 온도 및 압력에 도달하여 유지되도록 조정하였다. 반응기가 원하는 조건에서 정지 상태에

도달하면, 생성물 회수는 폐기물 회수에서 나머지(on-balance) 생성물 회수 용기로 바뀌었다. 반응기는 전형적으로 30 내

지 90분동안 나머지에 대해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 유출물은 다시 폐기물 회수 용기로 보내지고, 반응기는 폐쇄되었다. 생

성물을 나머지 용기로부터 회수하였다. 전환 및 반응 속도는 사용된 전체 공급물 및 나머지 기간동안의 생성물 수율을 기

준으로 결정하였다. 생성물은 결정화 이전에 70℃에서 밤새 진공 건조하였다.

물질

프로필렌 등급 2.5(BOC)을 100# 저압 실린더에서 수득하였다. 특성을 하기 표 1에 기재하였다.

[표 1]

사용된 활성화제 및 소거제(scavenger)는 메틸알룸옥세인(알버마를 코포레이션(Albermarle Corporation)) 및 트리-이

소부틸알루미늄(시그마-알드리히(Sigma-Aldrich))이었다. 특성을 하기 표 2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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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에서 사용된 메탈로센 촉매는 (μ-다이-메틸실릴)비스(2-메틸-4-페닐인덴일)하프늄 다이클로라이드(MW 628.82g/

mol)이었다.

촉매 제조 및 반응기 수세(flushing)에 사용된 용매는 시그마-알드리히사의 무수 톨루엔이었다(표 3 참조).

[표 3]

톨루엔을 반응기 세정 및 수세를 위해 받은 대로(18ℓ, N2 상부 압력) 사용하였다. 촉매 제조에 사용된 톨루엔(1ℓ확실하게

밀봉된 용기, 알드리히)을 추가로 정제하였다: N2-충전된 건조 상자에는 2ℓ들이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톨루엔 1.5ℓ, 나트륨

칼륨 합금 약 500mg(NaK)을 투입하고, 밤새 교반하고, 건조된 염기성 알루미나를 통해 여과시켰다. 알루미나(베이커 케

미칼(Baker Chemical))를 진공하에 밤새 200℃에서 건조시켰다.

개별 실험에 대한 중합 조건을 하기 표 I에 기재하였다.

[표 I]

중합체 생성물에 대한 특징 데이터를 하기 표 A, B 및 C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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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피나플라스TM-1251은, 미국 텍사스주 라포르테 소재의 토탈 페트로케미칼즈(Total Petrochemicals)에서 구입가능하며

MFR 2dg/min, 밀도 0.88g/cc, 융점 130℃, 황색 지수(ASTM D-1925) 3.7, 항복신장율(ASTM D-790) 11% 및 파단신

장율(ASTM D-790) 250%를 갖는 신디오택틱 공중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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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

[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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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플라스TM-1251은, 미국 텍사스주 라포르테 소재의 토탈 페트로케미칼즈에서 구입가능하며 MFR 2dg/min, 밀도

0.88g/cc, 융점 130℃, 황색 지수(ASTM D-1925) -3.7, 항복신장율(ASTM D-790) 11% 및 파단신장율(ASTM D-790)

250%를 갖는 신디오택틱 공중합체이다.

어치브TM 1635은 MFR 32dg/min, 밀도 0.9g/cc, 융점 149℃, Mw/Mn 1.8 및 항복신장율(ASTM D-638) 9%를 갖는 메

탈로센 호모폴리프로필렌이다.

블렌드

상기 중합체 2개를 폴리알파올레핀과 블렌딩하여서 가소화 중합체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세부사항을 하기 표 D에 나타내

었다.

[표 D]

SHF 101은, 엑손모빌 케미칼 캄파니에서 구입가능하며 점도지수 136, KV100 10cSt, 유동점 -54 및 비중 0.835(15.6/

15.6℃)을 갖는 폴리알파올레핀 올리고머이다. 유사한 폴리알파올레핀이 현재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의 엑손모빌 케

미칼 캄파니로부터 스펙트라신(Spectrasyn)TM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특정한 대표적인 양태 및 세부사항이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해 도시되어 있으나, 당업계의 숙련자들은 첨부된 청구의 범위

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본 출원에 개시된 것으로부터 다양한 방법 및 생성물의 변화가 이

루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알 것이다. 모든 인용된 특허, 시험 절차, 우선권 서류 및 다른 인용 문헌은 상기 문헌이 본 명세서

에 일치하는 정도로, 및 상기 구체화가 허용되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참고문헌으로 완전히 인용된다. 본 발명의 일부 특징

은 일련의 상한값 및 일련의 하한값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본 명세서는 상기 상기 한계값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모든 범위를 개시하는 것이다. 상기 한계값의 모든 조합이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범주내에 있다. 임의의 하한값

으로부터 임의의 상한값까지의 범위는 달리 표기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이한 사슬 결함에 있어서 번호붙이는(numbering) 방법 및 구조식을 나타낸다.

도 2는 13C NMR 스펙트럼에서의 다양한 결함의 형태를 나타낸다.

도 3은 각종 사슬 말단기와 관련된 공명에서의 화학적 이동 상쇄(offset)의 표를 나타낸다.

정의

본 발명 및 이에 대한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1. 촉매 시스템은 촉매 화합물 및 활성화제의 조합인 것으로 정의된다.

2. 담점은 일정한 온도에서 중합 시스템이 문헌[J. Vladimir Oliveira, C. Dariva and J.C.Pinto, Ind. Eng, Chem. Res. 29,

2000, 4627]에 기재된 바와 같이 탁하게 되는 점보다 낮은 압력이다. 본 발명 및 이에 대한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담점은

광전지상의 담점 셀(cell)내의 선택된 중합 시스템에 헬륨 레이저를 비추고, 일정한 온도에서 광 산란이 발생할 때의 압력

을 기록함으로써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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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 α-올레핀은 4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올레핀으로 정의된다.

4. "중합"이란 용어의 사용은 단독중합 및 공중합과 같은 임의의 중합반응을 포함한다.

5. 공중합은 둘 이상의 단량체의 임의의 중합반응을 포함한다.

6. 주기율표 그룹의 새로운 번호붙이는 방법이 문헌[CHEMICAL AND ENGINEERING NEWS, 63(5), 27(1985)]에 공개

된 바와 같이 사용된다.

7. 중합체가 올레핀을 포함한다고 할 때, 중합체에 존재하는 올레핀은 올레핀의 중합된 형태이다.

8. 올리고머는 2 내지 75개 단위를 갖는 조성물로 정의된다.

9. 중합체는 76개 이상의 단위를 갖는 조성물로 정의된다.

10. Me는 메틸, Ph는 페닐, Et는 에틸, Pr은 프로필, iPr은 이소프로필, n-Pr은 노말 프로필, Bu는 부틸, iBu는 이소부틸,

tBu는 3급 부틸, p-tBu는 파라-3급 부틸, TMS는 트리메틸실릴, TIBA는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MAO는 메틸알룸옥세

인, pMe는 파라-메틸, flu는 플루오렌일, cp는 시클로펜타디엔일과 같은 약어가 사용된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슬러리 중합"이란 용어는 예컨대, 미립자, 고체 중합체(예컨대, 과립)가 액체, 초임계의 또는 기상 중

합반응 매질에서 또는 액체/기상 중합반응 매질에서 형성되는 둘 이상의 상을 포함하는 중합방법을 의미한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벌크 중합"이란 용어는 중합반응 매질이 주로 단량체이고 60중량% 미만의 용매 또는 희석제를 함유

하는 중합방법을 의미한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연속이란 용어는 중단 또는 중지없이 작용하는(또는 작용하도록 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합

체를 생성하는 연속 방법은 반응물이 하나 이상의 반응기에 연속하여 도입되고 중합체 생성물이 연속하여 회수되는 것이

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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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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