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C08J 3/02 (2006.01)

     C08L 75/08 (2006.01)

     C08K 3/36 (2006.01)

     C09J 111/02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83211

2006년07월20일

(21) 출원번호 10-2006-7005380

(22) 출원일자 2006년03월17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03월17일

(86) 국제출원번호 PCT/EP2004/009932 (87) 국제공개번호 WO 2005/035683

국제출원일자 2004년09월07일 국제공개일자 2005년04월21일

(30) 우선권주장 10 2004 00 8055.0

103 43 676.6

2004년02월19일

2003년09월18일

독일(DE)

독일(DE)

(71) 출원인 바이엘 머티리얼사이언스 아게

독일 데-51368 레버쿠젠

(72) 발명자 무쉬, 루에디게르

독일 51467 베르기쉬 글라드바흐 알텐베르게르-돔-스트라쎄 169

판스쿠스, 크누트

독일 51375 레버쿠젠 그루에네르 베그 28아

헨닝, 볼프강

독일 51515 쿠에르텐 주르 린데 25

루카스, 하인츠- 베르너

독일 51467 베르기쉬 글라드바흐 레우취테르 게마르크 7

(74) 대리인 장수길

김영

심사청구 : 없음

(54) 수성 접착제 분산액

요약

본 발명은 폴리우레탄-기재의 수성 중합체 분산액, 그의 제조 방법 및 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색인어

폴리우레탄, 폴리클로로프렌, 이산화규소, 수성 중합체 분산액, 접착제

명세서

공개특허 10-2006-0083211

- 1 -



본 발명은 폴리우레탄 및 폴리클로로프렌을 기재로 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 그의 제조 방법 및 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하는 접착제는 결합될 두 기재에 도포되고 건조되는 주로 용매-함유 접착제이다. 이어서 두 기재를

실온에서 또는 열활성화 후 압력의 존재하에서 서로 접합시킴으로써, 이러한 접합 작업 직후에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 결

합을 얻는다.

생태학적 이유 때문에, 상응하는 수성 접착제 배합물로 가공될 수 있는 적합한 수성 접착제 분산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접착제 층을 도포한 후 건조시켜야 하고, 이러한 건조한 접착제 필름을 사전에 열활성화시킨

후에만 기재들을 접합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기재들을 실온에서 접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의 경우에는, 이를 수성 이산화규소 분산액과 배합함으로써, 실온에서 습윤 상태로 기재를 결

합시킬 수 있는 혼합물을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열활성화 후 폴리우레탄 분산액 접착제에 의해서는 성공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재, 예를 들면 가소화 PVC를, 실온에서 수성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사용해서는 불만족스러운 정도로

만 결합시킬 수 있다.

그러나, 폴리우레탄 분산액과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함께 사용하는 수성 배합물의 제조 및 용도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한데, 왜냐하면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은 통상적으로 수중 강알칼리성 중합체 분산액의 형태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

건에서는, 폴리우레탄이 가수분해되며 중합체 사슬이 분해된다. 예를 들면 아미노아세트산과 같은 적당한 약품을 사용하

여 배합물의 pH를 감소시킨 후에라도, 이러한 혼합물은 불안정한데, 왜냐하면 저장 동안에 소량의 HCl이 폴리클로로프렌

으로부터 분리되며, 이는 마찬가지로 폴리우레탄 사슬의 분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결합될 기재에 도포되고 접합된 후, 높은 초기 강도, 특히 습윤 상태에서의 높은 강도(습윤 강도)를 나타

내고 가수분해에 대해 안정한 수성 폴리우레탄 접착제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폴리우레탄 분산액과, HCl 분리에 대해 안정한 수성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과, 수성 이산화규소 분산액을 적합하게 배합

함으로써, 결합 후 높은 초기 강도, 습윤 강도 및 열안정성을 나타내는 접착제를 제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양한 용도에서 규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종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다. 고체 SiO2 제품은 충전제 또는 흡착제로서 유

동학적 성질을 조절하는데에 널리 사용되는 반면에, 이산화규소 분산액(실리카졸)은 주로 다양한 무기 물질을 위한 결합

제, 반도체용 연마 화합물 또는 콜로이드 화학 반응에서 응결 파트너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EP-A 0 332 928에는 방화

요소의 제조에 있어서 함침층으로서의 실리카졸의 존재하에서 폴리클로로프렌 라텍스를 사용함이 개시되어 있다. 발열성

규산이, 난연성 발포체 마감재의 제조용 또는 역청 코팅용 폴리클로로프렌 라텍스와 함께 사용되는 예가 FR-A 2 341 537

및 FR-A 2 210 699에 기술되어 있고, 클로로프렌-아크릴산 공중합체와 함께 사용되는 예가 JP-A 06 256 738에 기술되

어 있다.

높은 고체 함량을 갖는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의 템퍼링(tempering)이 종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다. EP-A 0 857 741에

는 50℃에서 분산액을 저장함으로써, 분산된 폴리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해 우수한 반응성을 갖는 생성물을 얻는 방법이 기

술되어 있다. 이러한 공정에 의해 분산액의 pH가 크게 감소하고 전해질 함량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

다. 이로 인해 저장 및 접착제로의 배합 시의 안정성이 감소한다.

가교된 (겔-함유)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의 제조 방법도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중합은 US-A 5 773 544에 기술되어 있

다. 높은 단량체 전환율로 중합하여 접착제 배합물에서 높은 열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겔-함유 중합체 분산액을 얻는다.

이 경우에도 분산액의 낮은 저장 안정성이 분명한 단점이다.

본 발명은 (a) 평균입도가 60 내지 350 ㎚,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300 ㎚인 폴리우레탄 분산액 1종 이상, (b) 평균입도가

60 내지 300 ㎚인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 1종 이상, 및 (c) SiO2 입자의 입경이 1 내지 400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00

㎚, 특히 바람직하게는 8 내지 60 ㎚인 수성 이산화규소 분산액 1종 이상을 포함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분산액(a)은, (A1) 폴리이소시아네이트와, (A2) 평균몰질량이 400 내지 8000인 중

합체성 폴리올 및/또는 폴리아민과, (A3) 임의적으로 몰질량이 400 이하인 모노- 또는 폴리-알콜 또는 모노- 또는 폴리-

아민 또는 아미노 알콜과, (A4) 이온성 또는 잠재적 이온성 기 1개 이상을 갖는 화합물 및/또는 (A5) 친수성인 비-이온성

화합물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 1종 이상의 반응 생성물인 폴리우레탄(A)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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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는 잠재적 이온성 기는 이온성 기를 형성할 수 있는 기이다.

폴리우레탄(A)은, 바람직하게는 7 내지 45 중량%의 성분(A1), 50 내지 91 중량%의 성분(A2), 0 내지 15 중량%의 성분

(A5), 0 내지 12 중량%의 이온성 또는 잠재적 이온성 화합물(A4) 및 임의적으로 0 내지 30 중량%의 화합물(A3)(여기서

성분(A4)과 성분(A5)의 합은 0.1 내지 27 중량%이고 성분들의 총합은 100 중량%임)으로부터 제조된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폴리우레탄(A)은, 10 내지 30 중량%의 성분(A1), 65 내지 90 중량%의 성분(A2), 0 내지 10 중량%의

성분(A5), 3 내지 9 중량%의 이온성 또는 잠재적 이온성 화합물(A4) 및 임의적으로 0 내지 10 중량%의 화합물(A3)(여기

서 성분(A4)과 성분(A5)의 합은 0.1 내지 19 중량%이고, 성분들의 총합은 100 중량%임)으로 구성된다.

매우 특히 바람직하게는, 폴리우레탄(A)은, 8 내지 27 중량%의 성분(A1), 65 내지 85 중량%의 성분(A2), 0 내지 8 중

량%의 성분(A5), 3 내지 8 중량%의 이온성 또는 잠재적 이온성 화합물(A4) 및 임의적으로 0 내지 8 중량%의 화합물(A3)

(여기서 성분(A4)과 성분(A5)의 합은 0.1 내지 16 중량%이고, 성분들의 총합은 100 중량%임)으로 구성된다.

적합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A1)는 방향족, 아르지방족, 지방족 또는 지환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이다. 이러한 폴리이소시

아네이트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적합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예는 부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사메틸렌 디이소

시아네이트(HDI), 이소포론 디이소시아네이트(IPDI), 2,2,4- 및/또는 2,4,4-트리메틸-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비

스(4,4'-이소시아네이토시클로헥실)메탄의 이성질체 또는 임의의 원하는 이성질체 함량을 갖는 그의 혼합물, 이소시아네

이토메틸 1,8-옥탄 디이소시아네이트, 1,4-시클로헥실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4-페닐렌 디이소시아네이트, 2,4- 및/또

는 2,6-톨루일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5-나프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2,4'- 또는 4,4'-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트

리페닐메탄 4,4',4"-트리이소시아네이트, 또는 우레탄, 이소시아누레이트, 알로파네이트, 비우레트, 우레트디온, 이미노옥

사디아진디온 구조를 갖는 그의 유도체 및 그의 혼합물이다.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이소포론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비스(4,4'-이소시아네이토시클로헥실)메탄의 이성질체 및 그의 혼합물이 바람직하다.

지방족 및/또는 지환족이 되게 결합된 이소시아네이트기만을 갖는 전술된 유형의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폴리이소시아

네이트 혼합물이 바람직하다. 매우 특히 바람직한 출발 성분(A1)은 HDI, IPDI 및/또는 4,4'-디이소시아네이토디시클로헥

실메탄을 기재로 하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혼합물이다.

단순 지방족, 지환족, 아르지방족 및/또는 방향족 디이소시아네이트를 개질시킴으로써 제조된, 2종 이상의 디이소시아네

이트로 구성된, 예를 들면 문헌[J.Prakt.Chem.336(1994), 185 내지 200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은, 우레트디온, 이소

시아누레이트, 우레탄, 알로파네이트, 비우레트, 이미노옥사디아진디온 및/또는 옥사디아진트리온 구조를 갖는 임의의 원

하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도 폴리이소시아네이트(A1)로서 적합하다.

적합한 중합체성 폴리올 또는 폴리아민(A2)은 OH 작용기수가 적어도 1.5 내지 4이고, 예를 들면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

에스테르, 폴리락톤, 폴리에테르,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 카르보네이트, 폴리아세탈, 폴리올레핀 및 폴리실록산

이다. 몰질량 범위가 600 내지 2500이고 OH 작용기수가 2 내지 3인 폴리올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히드록실기-함유 폴리카르보네이트를, 탄산 유도체, 예를 들면 디페닐 카르보네이트, 디메틸 카르보네이트 또는

포스겐과 디올을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적합한 디올은, 예를 들면, 에틸렌 글리콜, 1,2- 및 1,3-프로판디올,

1,3- 및 1,4-부탄디올, 1,6-헥산디올, 1,8-옥탄디올, 네오펜틸 글리콜, 1,4-비스히드록시메틸시클로헥산, 2-메틸-1,3-

프로판디올, 2,2,4-트리메틸-1,3-펜탄디올, 디프로필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디부틸렌 글리콜, 폴리부틸렌 글

리콜, 비스페놀 A,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 뿐만 아니라, 락톤-개질된 디올이다. 디올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100

중량%의 헥산디올, 바람직하게는 1,6-헥산디올 및/또는 헥산디올 유도체, 바람직하게는 말단 OH기 뿐만 아니라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기를 함유하는 헥산디올 유도체, 예를 들면 헥산디올 1몰과 DE-A 1 770 245에 따르는 카프로락톤 1몰 이

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몰의 반응에 의해 제조된 생성물, 또는 헥산디올 그 자체를 에테르화시킴으로써 디- 또는 트리

-헥실렌 글리콜을 형성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생성물을 함유한다. 이러한 유도체의 제조 방법은 예를 들면 DE-A 1 570

540에 공지되어 있다. DE-A 3 717 060에 기술된 폴리에테르-폴리카르보네이트 디올을 사용할 수도 있다.

히드록실 폴리카르보네이트는 바람직하게는 선형이어야 한다. 그러나, 임의적으로는 다작용성 성분, 특히 저분자량 폴리

올을 도입시킴으로써 이것을 약간 분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글리세롤, 트리메틸올프로판,

1,2,6-헥산트리올, 1,2,4-부탄트리올, 트리메틸올프로판, 펜타에리쓰리톨, 퀴니톨, 만니톨 및 소르비톨, 메틸 글리코시드,

1,3,4,6-디안히드로헥사이트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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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폴리우레탄 화학에서 그 자체로 공지된, 예를 들면 양이온성 개환 반응에 의한 테트라히드로

푸란의 중합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폴리테트라메틸렌 글리콜 폴리에테르이다.

추가로 적합한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폴리에테르, 예를 들면 스티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부틸렌 옥사이드 또는

에피클로로히드린의 폴리올, 특히 개시자(starter) 분자를 사용해 제조된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폴리올이다.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은, 예를 들면 다가, 바람직하게는 2가, 임의적으로는 추가로 3가의 알콜과, 다가, 바람직하게

는 2가의 카르복실산의 반응 생성물이다. 폴리에스테르의 제조에 있어서, 자유 카르복실산 대신에, 상응하는 폴리카르복

실산 무수물 또는 보다 저급의 알콜의 상응하는 폴리카르복실산 에스테르 또는 그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폴리카르

복실산은 지방족, 지환족, 방향족 및/또는 헤테로고리형일 수 있고, 임의적으로는 예를 들면 할로겐 원자로 치환될 수 있고

/있거나 치환되지 않을 수 있다.

성분(A3)은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종결시키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1작용성 알콜과 모노아민을 고려

한다. 바람직한 모노알콜은 1 내지 18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지방족 모노알콜, 예를 들면 에탄올, n-부탄올, 에틸렌 글리

콜 모노부틸 에테르, 2-에틸헥산올, 1-옥탄올, 1-도데칸올 또는 1-헥사데칸올이다. 바람직한 모노아민은 지방족 모노아

민, 예를 들면 디에틸아민, 디부틸아민, 에탄올아민, N-메틸에탄올아민 또는 N,N-디에탄올아민 및 제파민(Jeffamin, 등

록상표) M 시리즈(벨기에 헌츠만 코포레이션 유럽(Huntsman Corp. Europe)) 또는 아미노-작용성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및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이다.

분자량이 400 미만인 폴리올, 아미노폴리올 또는 폴리아민도 성분(A3)으로서 적합하며, 이것들 다수는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바람직한 성분(A3)은 예를 들면 (a) 알칸-디올 및 -트리올, 예를 들면 에탄디올, 1,2- 및 1,3-프로판디올, 1,4- 및 2,3-

부탄디올, 1,5-펜탄디올, 1,3-디메틸프로판디올, 1,6-헥산디올, 네오펜틸 글리콜, 1,4-시클로헥산디메탄올, 2-메틸-

1,3-프로판디올, 2-에틸-2-부틸프로판디올, 트리메틸펜탄디올, 위치이성질 디에틸옥탄디올, 1,2- 및 1,4-시클로헥산디

올, 2,2-디메틸-3-히드록시프로피온산(2,2-디메틸-3-히드록시프로필 에스테르), 수소화 비스페놀 A [2,2-비스(4-히

드록시시클로헥실)프로판], 트리메틸올에탄, 트리메틸올프로판 또는 글리세롤; (b) 에테르 디올, 예를 들면 디에틸렌 디글

리콜, 트리에틸렌 글리콜, 테트라에틸렌 글리콜, 디프로필렌 글리콜,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1,3-부틸렌 글리콜 또는 히드

로퀴논-디히드록시에틸 에테르; (c) 하기 화학식 I 및 II의 에스테르 디올, 예를 들면 δ-히드록시부틸-ε-히드록시-카프로

산 에스테르, ω-히드록시헥실-γ-히드록시부티르산 에스테르, 아디프산(β-히드록시에틸)에스테르 및 테레프탈산 비스

(β-히드록시에틸)에스테르; 및 (d) 디- 및 폴리-아민, 예를 들면 1,2-디아미노에탄, 1,3-디아미노프로판, 1,6-디아미노

헥산, 1,3- 및 1,4-페닐렌디아민, 4,4'-디페닐메탄디아민, 이소포론디아민, 2,2,4- 및 2,4,4-트리메틸헥사메틸렌디아민

의 이성질체 혼합물, 2-메틸-펜타메틸렌디아민, 디에틸렌-트리아민, 1,3- 및 1,4-자일릴렌디아민, α,α,α',α'-테트라메틸

-1,3- 및 -1,4-자일릴렌디아민, 4,4-디아미노디시클로헥실메탄, 아미노-작용성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또는 폴리프로필

렌 옥사이드(제파민 D 시리즈(벨기에 헌츠만 코포레이션 유럽)라는 상표로서 입수가능), 디에틸렌트리아민 및 트리에틸렌

테트라민,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는 적합한 디아민으로서, 히드라진, 히드라진 수화물 및 치환된 히드라진, 예를 들면

N-메틸히드라진, N,N'-디메틸히드라진 및 그의 동족체, 산 디히드라지드, 아디프산, β-메틸아디프산, 세박산, 히드라크

릴산 및 테트라프탈산, 세미카르바지도-알킬렌 히드라지드, 예를 들면 β-세미카르바지도프로피온산 히드라지드(예를 들

면 DE-A 1 770 591에 기술되어 있음), 세미카르바지도알킬렌-카르바진 에스테르, 예를 들면 2-세미-카르바지도에틸카

르바진 에스테르(예를 들면 DE-A 1 918 504에 기술되어 있음) 또는 아미노세미카르바지드 화합물, 예를 들면 β-아미노

에틸-세미카르바지도-카르보네이트(예를 들면 DE-A 1 902 931에 기술되어 있음)이다:

화학식 I

화학식 II

상기 식에서,

R은 1 내지 10 개, 바람직하게는 2 내지 6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알킬렌 또는 아릴렌 라디칼이고,

x는 2 내지 6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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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3 내지 5이다.

성분(A4)은 본질적으로 양이온성이거나 음이온성일 수 있는 이온성 기를 함유한다. 양이온적 또는 음이온적인 분산 작용

을 하는 화합물은 예를 들면 술포늄, 암모늄, 포스포늄, 카르복실레이트, 술포네이트, 포스포네이트기, 또는 염 형성에 의

해 전술된 기로 전환될 수 있고(잠재적 이온성 기) 존재하는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에 의해 거대분자 내로 도입될 수

있는 기를 갖는 것이다. 바람직한 적합한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는 히드록실 및 아민 기이다.

적합한 이온성 또는 잠재적 이온성 화합물(A4)은 예를 들면 모노- 및 디-히드록시카르복실산, 모노- 및 디-아미노카르복

실산, 모노- 및 디-히드록시술폰산, 모노- 및 디-아미노술폰산 및 모노- 및 디-히드록시포스폰산 또는 모노- 및 디-아미

노포스폰산 및 그의 염, 예를 들면 디메틸올프로피온산, 디메틸올부티르산, 히드록시피발산, N-(2-아미노에틸)-β-알라

닌, 2-(2-아미노-에틸아미노)-에탄술폰산, 에틸렌-디아민-프로필- 또는 -부틸-술폰산, 1,2- 또는 1,3-프로필렌디아민

-β-에틸술폰산, 말산, 시트르산, 글리콜산, 락트산, 글리신, 알라닌, 타우린, 리신, 3,5-디아미노벤조산, IPDI와 아크릴산

의 첨가생성물(EP-A 0 916 647의 실시예 1) 및 그의 알칼리 및/또는 암모늄 염; 아황산수소나트륨과 2-부텐-1,4-디올

의 첨가생성물, 폴리에테르술포네이트, 2-부텐디올과 NaHSO3의 프로폭실화 첨가생성물(예를 들면 DE-A 2 446 440의

5 내지 9 페이지, 화학식 I 내지 III), 및 친수성 구조 성분으로서 N-메틸-디에탄올아민과 같은 양이온성 기로 전환될 수 있

는 성분이다. 바람직한 이온성 또는 잠재적 이온성 화합물은 카르복시 또는 카르복실레이트 및/또는 술포네이트 기 및/또

는 암모늄 기를 갖는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이온성 화합물은 이온성 또는 잠재적 이온성 기로서 카르복실 및/또는 술포네

이트 기를 함유하는 것, 예를 들면 N-(2-아미노에틸)-β-알라닌의 염, 2-(2-아미노-에틸아미노)에탄술폰산의 염 또는

IPDI와 아크릴산의 첨가생성물의 염(EP-A 0 916 647의 실시예 1), 및 디메틸올프로피온산의 염이다.

비-이온적인 친수화 작용을 하는 적합한 화합물(A5)은 예를 들면 1개 이상의 히드록시 또는 아미노 기를 함유하는 폴리옥

시알킬렌 에테르이다. 이러한 폴리에테르는 에틸렌 옥사이드로부터 유도된 성분을 30 내지 100 중량% 함유한다. 1 내지

3의 작용기수를 갖는 선형 구조의 폴리에테르 뿐만 아니라 하기 화학식 III의 화합물이 적합하다.

화학식 III

상기 식에서, R1 및 R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1 내지 18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산소 및/또는 질소 원자가 삽입될 수 있

는, 2가 지방족, 지환족 또는 방향족 라디칼이고, R3는 알콕시-종결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라디칼이다.

비-이온적인 친수화 작용을 하는 화합물은 예를 들면, 통계학적 의미에서, 분자 1개당 에틸렌 옥사이드 단위를 5 내지 70

개, 바람직하게는 7 내지 55 개 갖는, 적합한 개시자 분자의 알콕실화에 의해 그 자체로 공지된 방식으로 제조될 수 있는 1

가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에테르 알콜이다(예를 들면 문헌[Ullmanns Encyclopaedie der technischen Chemie, 제 4

판, 제 19 권, Verlag Chemie, Weinheim, 31 내지 38 페이지]을 참고).

적합한 개시자 분자는 예를 들면, 포화 모노알콜, 예를 들면 메탄올, 에탄올, n-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 이소부

탄올, 2차-부탄올, 펜탄올, 헥산올, 옥탄올 및 노난올의 이성질체, n-데칸올, n-도데칸올, n-테트라데칸올, n-헥사데칸올,

n-옥타데칸올,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또는 히드록시메틸시클로헥산의 이성질체, 3-에틸-3-히드록시메틸옥세

탄 또는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콜,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알킬 에테르, 예를 들면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불

포화 알콜, 예를 들면 알릴 알콜, 1,1-디메틸알릴 알콜 또는 올레익 알콜, 방향족 알콜, 예를 들면 페놀, 크레솔의 이성질체

및 메톡시페놀, 아르지방족 알콜, 예를 들면 벤질 알콜, 아니식 알콜 또는 신나밀 알콜, 2차 모노아민, 예를 들면 디메틸아

민, 디에틸아민, 디프로필아민, 디이소프로필아민, 디부틸아민, 비스-(2-에틸헥실)-아민, N-메틸- 및 N-에틸-시클로헥

실아민 또는 디시클로-헥실아민 뿐만 아니라, 헤테로고리형 2차 아민, 예를 들면 모르폴린, 피롤리딘, 피페리딘 또는 1H-

피라졸이다. 바람직한 개시자 분자는 포화 모노알콜이다. 개시자 분자로서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를 사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알콕실화 반응에 적합한 알킬렌 옥사이드는 특히 에틸렌 옥사이드 및 프로필렌 옥사이드이며, 이것들은 알콕실화 반응에

서 임의의 원하는 순서 또는 교대로 혼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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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에테르 알콜은 순수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에테르이거나, 알킬렌 옥사이드 단위가 30 몰%

이상, 바람직하게는 40 몰% 이상의 에틸렌 옥사이드 단위로 이루어진 혼합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에테르이다. 바람직

한 비-이온성 화합물은 40 몰% 이상의 에틸렌 옥사이드 단위 및 60 몰% 이하의 프로필렌 옥사이드 단위를 함유하는 1작

용성 혼합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에테르이다.

비-이온성 친수화제(A5)와 이온성 친수화제(A4)의 조합이 폴리우레탄(A)의 제조에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비-이온성 친

수화제와 음이온성 친수화제의 조합이 특히 바람직하다.

수성 폴리우레탄(A)의 제조를, 1단계 이상의 반응에서 균질상에서, 또는 다단계 반응의 경우 부분적으로 분산상에서, 수행

할 수 있다. 완전 또는 부분 중첨가 후, 분산, 유화 또는 용해 단계를 수행한다. 이어서 임의적으로 분산상에서 추가의 중첨

가 또는 개질을 수행한다.

폴리우레탄(A)의 제조에 있어서, 종래 기술에 공지된 임의의 공정, 예를 들면 유화제 전단력, 아세톤, 예비중합체 혼합, 용

융 유화, 케티민 및 고체 자발적 분산 공정 또는 이로부터 유도된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들이 문헌[Methoden

der organischen Chemie(Houben-Weyl, 제 4 판에 대한 후속 보충편, 제 E20 권, H.Bartl 및 J.Falbe, Stuttgart, New

York, Thieme 1987, 1671 내지 1682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용융 유화, 예비중합체 혼합 및 아세톤 공정이 바람직하

다. 아세톤 공정이 특히 바람직하다.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1차 또는 2차 아미노기를 함유하지 않는 성분(A2) 내지 성분(A5) 중 일부 또

는 전부, 및 폴리이소시아네이트(A1)를 통상적으로 반응기에 넣고, 임의적으로는 수-혼화성이되 이소시아네이트기에 대

해 불활성인 용매로 희석시키지만, 바람직하게는 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비교적 높은 온도,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20 ℃로 가열한다.

적합한 용매는 예를 들면 아세톤, 부탄온, 테트라히드로푸란, 디옥산, 아세토니트릴,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및

1-메틸-2-피롤리돈이며, 이것을 제조 개시 때에 첨가할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나중에 몇번에 나누어서 첨가할 수 있다.

아세톤 및 부탄온이 바람직하다. 상압 또는 승압에서, 예를 들면 아세톤과 같은 용매의 비등점-상압 이상에서 반응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소시아네이트 첨가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공지된 촉매, 예를 들면 트리에틸아민, 1,4-디아자비시클로-[2,2,2]-옥

탄, 디부틸틴 옥사이드, 틴 디옥토에이트 또는 디부틸틴 디라우레이트, 틴 비스-(2-에틸헥사노에이트) 또는 기타 유기금

속 화합물을 구성성분으로서 동시에 반응기에 첨가하거나 나중에 계량 첨가할 수 있다. 디부틸틴 디라우레이트가 바람직

하다.

이어서 반응 개시 때에 첨가되지 않은, 1차 또는 2차 아미노기를 함유하지 않는 임의의 성분(A1), 성분(A2), 임의적으로

성분(A3) 및 성분(A4) 및/또는 성분(A5)을 계량 첨가한다.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의 제조에 있어서, 이소시아네이트기

대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의 비는 0.90 내지 3, 바람직하게는 0.95 내지 2.5, 특히 바람직하게는 1.05 내지 2.0이다.

성분(A1) 내지 성분(A5)의 전환을, 1차 또는 2차 아미노기를 함유하지 않는 성분(A2) 내지 성분(A5)의 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기의 총량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완전히 수행한다. 전환율을 통상적으로는, 반

응 혼합물의 NCO 함량을 추적함으로써, 감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수된 샘플을, 분광분석법, 예를 들면 적외선 또는 근적

외선 스펙트럼, 굴절률 측정법, 및 화학적 분석법, 예를 들면 적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자유 이소시아네이트기를

함유하는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용매-비함유 형태 또는 용액 형태로서 수득한다.

음이온적 및/또는 양이온적 분산 작용을 하는 기의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염 형성을 출발 분자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분(A1) 및 성분(A2) 내지 성분(A5)으로부터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제조한 후 또는 제조하는 동안, 상기 염 형성을

수행한다. 음이온성 기의 경우, 염기, 예를 들면 암모니아, 탄산암모늄 또는 탄산수소, 트리메틸아민, 트리에틸아민, 트리

부틸아민,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디메틸에탄올아민, 디에틸에탄올아민, 트리에탄올아민, 수산화칼륨 또는 탄산나트륨,

바람직하게는 트리에틸아민, 트리에탄올아민, 디메틸에탄올아민 또는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

한다. 염기의 양은 음이온성 기의 50 내지 100 %,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90 %이다. 양이온성 기의 경우, 황산 디메틸 에스

테르 또는 숙신산을 사용한다. 에테르기를 갖는 비-이온적으로 친수화된 화합물(A5)만을 사용하는 경우, 중화 단계를 생

략한다. 분산수가 이미 중화제를 함유하는 경우, 분산과 동시에 중화를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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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아민 성분은, 전환될 수 있는 임의의 잔여 이소시아네이트기를 갖는 성분(A2), 성분(A3) 및 성분(A4)이다. 이러한

사슬 연장을 용매중에서 분산 전, 분산 동안 또는 수중에서 분산 후에 수행할 수 있다. 아민 성분을 성분(A4)으로서 사용하

는 경우, 사슬 연장을 바람직하게는 분산 전에 수행한다.

아민 성분(A2), 성분(A3) 또는 성분(A4)을 유기 용매 및/또는 물로 희석된 반응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95 중량%의 용매 및/또는 물을 사용한다. 1종 초과의 아민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 혼합물을 첨가함으로써, 전환을

연속적으로 임의의 원하는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폴리우레탄 분산액(A)을 제조하기 위해서,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임의적으로는 확실하게 전단시키면서, 예를 들면 격

렬하게 교반시키면서, 분산수에 첨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분산수를 예비중합체에 교반 첨가한다. 이를 균질상에서 수행

하지 않은 경우, 몰질량의 증가는 존재하는 임의의 이소시아네이트기와 성분(A2) 및 성분(A3)의 반응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폴리아민(A2) 및 (A3)의 사용량은 존재하는 미전환 이소시아네이트기에 따라 달라진다.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00 %, 특히 바람직하게는 75 내지 95 %의 이소시아네이트기가 폴리아민(A2) 및 (A3)에 의해 전환된다.

유기 용매를 임의적으로 증류 제거할 수 있다. 분산액은 10 내지 70 중량%,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65 중량%, 특히 바람직

하게는 30 내지 60 중량%의 고체 함량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르는 코팅 시스템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결합제, 보조 물질 및 코팅 분야에서 공지된 첨가제, 특히 광안정

제, 예를 들면 자외선 흡수제 및 입체장애아민(HALS), 항산화제, 충전제 및 코팅보조제, 예를 들면 침강방지제, 소포제 및/

또는 습윤제, 유동촉진제, 반응성 희석제, 가소제, 촉매, 보조 용매 및/또는 증점제 및 첨가제, 예를 들면 분산액, 안료, 착색

제 또는 소광제와 함께 사용한다. 특히 임의적으로 히드록시-작용성일 수도 있는 폴리우레탄 분산액 또는 폴리아크릴레이

트 분산액과 같은 기타 결합제와의 조합을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첨가제를, 가공 직전에, 본 발명에 따르는 코팅 시

스템에 첨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합제 또는 결합제/가교제 혼합물의 분산 전 또는 동안에 적어도 몇몇 첨가제를 첨가할

수도 있다. 개별 성분 및/또는 혼합물 전체에 첨가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의 선택 및 계량 방법은 해당 분야의 숙련자들에

게 공지되어 있다.

폴리클로로프렌의 제조 방법은 오랫동안 공지되어 있으며, 알칼리성 수성 매질에서의 유화 중합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

며, 문헌["Ullmanns Encyclopaedie der technischen Chemie", 제 9 권, 366 페이지, Verlag Urban and

Schwarzenberg, Munich-Berlin 1957]; 문헌["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제 3 권, 705 내

지 730 페이지, John Wiley, New York 1965]; 문헌["Methoden der Organischen Chemie"(Houben-Weyl) XIV/1,

738 페이지 이하, Georg Thieme Verlag Stuttgart 1961]을 참고하도록 한다.

유화제로서는, 원칙상으로는, 유화를 충분히 안정화시키는 임의의 화합물 및 그의 혼합물, 예를 들면 긴사슬 지방산의 수

용성 염, 특히 나트륨, 칼륨 및 암모늄 염, 송진 및 송진 유도체, 보다 고분자량의 알콜 황산염, 아릴술폰산, 아릴술폰산의

포름알데히드 축합 생성물,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및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를 기재로 하는 비-이온성 유화제, 및 유화 작

용을 하는 중합체, 예를 들면 폴리비닐 알콜(DE-A 2 307 811, DE-A 2 426 012, DE-A 2 514 666, DE-A 2 527 320,

DE-A 2 755 074, DE-A 3 246 748, DE-A 1 271 405, DE-A 1 301 502, US-A 2 234 215, JP-A 60 031 510)이 고려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긴 저장 안정성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즉 저장 기간 동안 pH가 현저하게 변하지 않는 수성 폴

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절제를 소량만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서 수성 유화액 중에서 클로로프렌을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으로 중합시키고,

잔여 단량체를 제거하고, 특정 조건에서 저장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는 수성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제공함으로써, 원하

는 중합체 구조를 원하는 방식으로 확립함으로써, 상기 목적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알칼리성 매질에서, 클로로프렌과 공중합할 수 있는 에틸렌성 불포화 단량체 0 내지 20 중량부와 클로로프렌을 중

합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는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본 발명에 따라 사용한다.

적합한 공중합성 단량체가 예를 들면 문헌["Methoden der Organischen Chemie"(Houben-Weyl) XIV/1, 738 페이지 이

하, Georg Thieme Verlag Stuttgart 1961]에 기술되어 있다. 분자당 3 내지 12 개의 탄소 원자 및 1 또는 2 개의 공중합

성 C=C 이중결합을 갖는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공중합성 단량체의 예는 2,3-디클로로부타디엔 및 1-클로로부

타디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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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0 내지 70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5 ℃에서, 10 내지 14, 바람직하

게는 11 내지 13의 pH에서, 유화 중합에 의해 제조한다. 통상적인 활성화제 또는 활성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활성화를 수

행한다.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은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200 ㎚, 특히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150 ㎚, 가장 특히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120 ㎚의 입경을 갖는다.

활성화제 및 활성화 시스템의 예로서는, 포름아미딘술핀산, 과황산칼륨, 과황산칼륨 및 임의적으로 은 염을 기재로 하는

산화환원 시스템(안트라퀴논-β-술폰산의 Na 염)(여기서 예를 들면 포름아미딘술핀산, 히드록시메탄술핀산의 Na염, 아황

산나트륨 및 소디움 디티오나이트와 같은 화합물이 산화환원 파트너로서 작용함)를 들 수 있다. 과산화물 및 수소화과산화

물을 기재로 하는 산화환원 시스템도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르는 폴리클로로프렌을, 연속적으로 또는 불연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으며, 연속적 중합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는 폴리클로로프렌의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DE-A 3 002 711, GB-A 1 048 235, FR-A 2

073 106에 기술된 바와 같은 메르캅탄, 또는 DE-A 1 186 215, DE-A 2 156 453, DE-A 2 306 610 및 DE-A 3 044

811, EP-A 0 053 319, GB-A 512 458, GB-A 952 156 및 US-A 2 321 693 및 US-A 2 567 117에 기술된 바와 같은

잔토겐 이황화물과 같은 통상적인 사슬전달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사슬전달제는 n-도데실메르캅탄, 및 DE-A 3 044 811, DE-A 2 306 610 및 DE-A 2 156 453에 따라 사

용된 잔토겐 이황화물이다.

중합을 통상적으로, 50 내지 95 %,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80 %의 단량체 전환율에서 종결하며, 개시제로서, 예를 들면 페

노티아진, 3차-부틸피로카테콜 또는 디에틸히드록실아민을 첨가할 수 있다. 이러한 라디칼 유화 중합에서는, 단량체를 성

장하는 중합체 사슬의 상이한 위치에 도입시키는데, 예를 들면 42℃의 중합 온도에서, 92.5%를 트란스-1,4-위치에,

5.2%를 시스-1,2-위치에, 1.2%를 1,2-위치에 및 1.1%를 3,4-위치에 도입시키는데(문헌[W.Obrecht, Houben-Weyl:

Methoden der organischen Chemie, 제 20 권, 제 3 부, Makromolekulare Stoffe, (1987) 845 페이지]을 참고), 여기서

단량체는 불안정하면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염소 원자를 함유하는 1,2-위치에 도입된다. 이것은 금속 산화물과 가황을 일

으키는 활성 화학종이다.

중합 후, 잔여 클로로프렌 단량체를 증기 증류에 의해 제거한다. 이를 예를 들면 문헌["W.Obrecht, Houben-Weyl:

Methoden der organischen Chemie, 제 20 권, 제 3 부, Makromolekulare Stoffe, (1987), 852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한다.

이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저-단량체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저장한다. 이러한 시간 동안,

불안정한 염소 원자 중 일부는 분리 제거되며, 유기 용매에 불용성인 폴리클로로프렌 네트워크(겔)가 형성된다.

추가의 단계에서는, 크리밍(creaming) 공정을 사용하여 분산액의 고체 함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크리밍 공정을, 문헌

["Neoprene Latices, John C. Carl, E.I. Du Pont 1964, 13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알긴산염을 첨가함

으로써, 수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0 내지 70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5 ℃, 특히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25 ℃에서, 단량체 100g을 기준

으로, 0 내지 1 mmol, 바람직하게는 0 내지 0.25 mmol의 조절제의 존재하에서 클로로프렌을 중합시켜, 유기 용매에 불용

성인 분획을 중합체를 기준으로 0.1 내지 30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5 중량% 갖는 분산액을 형성하고; 잔여 미중

합 단량체를 증기 증류에 의해 제거하고; 분산액을 50 내지 110 ℃,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100 ℃, 특히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90 ℃의 온도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3시간 내지 14일 동안 저장하여, 유기 용매에 불용성인 분획(겔 분획)을 1 중량%

내지 60 중량%로 증가시키고, 예비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불용성 분획의 비율을 결정하고; 크리밍 공정을 사용하여 고체

함량을 50 내지 64 중량%, 바람직하게는 52 내지 59 중량%로 증가시킴으로써, 특히 바람직하게는 500 ppm 미만인 낮은

염화물 이온 함량을 갖는 매우 낮은 염 함량의 분산액을 수득함을 포함하는, 저장-안정성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산화규소의 수성 분산액은 오랫동안 공지되어 있다. 이것은 제조 공정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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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적합한 이산화규소 분산액(b)을 실리카졸, 실리카겔, 발열성 규산 또는 침강 규산 또는 그의 혼합물을 기재로 하

여 제조할 수 있다.

규산졸은 이산화규소졸이라고도 공지되어 있지만 대부분 실리카졸이라고 약칭되는 무정형 이산화규소의 콜로이드 수용액

이다. 이산화규소는 표면에서 히드록실화된 구형 입자의 형태를 갖는다. 콜로이드 입자의 입경은 일반적으로 1 내지 200

㎚이며, 이러한 입경에 상응하는 BET 비표면적(문헌[G.N.Sears, Analytical Chemistry 제 28 권, N.12, 1981-1983,

1956년 12월]에 의해 결정됨)은 15 내지 2000 ㎡/g이다. SiO2 입자의 표면은 상응하는 상대 이온에 의해 보상되는 전하

를 가져서, 콜로이드 용액의 안정화를 유도한다. 알칼리-안정화된 실리카졸은 pH가 7 내지 11.5이며, 알칼리화제로서, 예

를 들면 소량의 Na2O, K2O, Li2O, 암모니아, 유기 질소 염기, 테트라알킬암모늄 수산화물 또는 알칼리 또는 암모늄 알루

민산염을 함유한다. 실리카졸은 반-안정성 콜로이드 용액으로서 약산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표면을 Al2(OH)5Cl로 코팅함

으로써, 양이온적으로 조절된 실리카졸을 제조할 수도 있다. 실리카졸의 고체 농도는 5 내지 60 중량% SiO2이다.

실리카졸의 제조 공정은 실질적으로, 이온 교환에 의한 물유리의 탈-알칼리화, SiO2 입자의 원하는 입경(분포)의 확립 및

안정화, 원하는 SiO2 농도의 확립 및 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Al2(OH)5Cl을 사용한 SiO2 입자의 표면 개질을 포함하는 제조

단계를 거친다. SiO2 입자는 이러한 임의의 단계에서 콜로이드적으로 용해된 상태를 갖지 않는다. 이로써 예를 들면 높은

결합력을 갖는 개별적인 주요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리카겔은 탄성 내지 견고함의 점조도를 갖고 느슨함 내지 조밀함의 기공 구조를 갖는, 콜로이드적으로 성형되거나 성형

되지 않은 규산으로 이해된다. 규산은 매우 조밀한 폴리규산의 형태를 갖는다. 실록산 및/또는 실란올 기는 표면 상에 존재

한다. 실리가켈은 물유리와 무기산의 반응에 의해 제조된다.

또한 발열성 규산과 침강 규산은 구별된다. 침강 공정에서는, 물을 용기에 넣은 후, 물유리 및 산(예를 들면 H2SO4)을 동시

에 첨가한다. 이렇게 하여 콜로이드 주요 입자를 형성하고, 이 입자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응집하고 함께 성장하여 응집

체를 형성한다. 비표면적은 30 내지 800 ㎡/g(DIN 66131)이고 주요 입경은 5 내지 100 ㎚이다. 이러한 고체 형태의 규산

주요 입자는 견고하게 가교하여 2차 응집체를 형성한다.

발열성 규산을 화염 가수분해 또는 아크 공정의 도움을 받아 제조할 수 있다. 발열성 규산에 있어서 지배적인 합성 공정은

테트라클로로실란을 산수소염에서 분해시키는 화염 가수분해이다. 이렇게 형성된 규산은 X-선으로 촬영시 무정형으로 나

타난다. 발열성 규산은 실질적으로 무공질인 표면 상에 OH기를 침강 규산보다 훨씬 더 적게 갖는다. 화염 가수분해에 의해

제조된 발열성 규산은 비표면적이 50 내지 600 ㎡/g(DIN 66131)이고 주요 입경은 5 내지 50 ㎚이고, 아크 공정에 의해 제

조된 규산은 비표면적이 25 내지 300 ㎡/g(DIN 66131)이고 주요 입경이 5 내지 500 ㎚이다.

고체 형태의 규산의 합성 및 성질에 관한 추가의 정보를 예를 들면 문헌[K.H.Buechel, H.-H. Moretto, P.Woditsch

"Industrielle Anorganische Chemie", Wiley VCH Verlag 1999, Chap .5.8]에서 찾을 수 있다.

독립적인 고체 형태의 SiO2 원료, 예를 들면 발열성 또는 침강 규산을 본 발명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에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성 SiO2 분산액으로 전환시킨다.

종래 기술의 분산기, 바람직하게는 높은 전단속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분산기, 예를 들면 울트라토락스(Ultratorrax) 또

는 용해기 판(dissolver plate)을 사용하여 이산화규소 분산액을 제조한다.

주요 입경이 1 내지 400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00 ㎚, 특히 바람직하게는 8 내지 60 ㎚인 SiO2 입자를 갖는 수성 이산

화규소 분산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강 규산을 사용하는 경우, 입자를 세분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쇄한다.

본 발명에 따라 바람직한 중합체 분산액은, 이산화규소 분산액(b)의 SiO2 입자가 가교되지 않은 개별적인 주요 입자의 형

태를 갖는 것이다.

SiO2 입자가 입자 표면 상에 히드록실기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개특허 10-2006-0083211

- 9 -



수성 이산화규소 분산액으로서 수성 규산졸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는 규산의 역할은, 폴리우레탄 분산액과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의 배합물을 증점시켜, 침강에 대해 안정하

고 제조가 용이하며 결합될 다공질 기재에서조차도 높은 안정성을 갖는 미분된 분산액을 형성하는 접착제를 제공하는 것

이다.

양쪽성이고 부분 가수분해되는 산화아연 또는 기타 금속 산화물과 같은 첨가제를 사용하여, 이산화규소 분산액의 증점 작

용을 촉진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을 제조하기 위해서, 개별 성분의 비율을, 분산된 중합체의 함량이 30 내지 60 중량%이고,

폴리우레탄 분산액(a)의 함량이 55 내지 99 중량%이고, 이산화규소 분산액(b)의 함량이 1 내지 45 중량%인 분산액(여기

서 상기 %는 비-휘발성 성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총합은 100 중량%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은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98 중량%의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과 폴리우레탄 분산액의 혼

합물(a) 및 2 내지 30 중량%의 실리카졸 분산액(b), 특히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93 중량%의 중합체 분산액 혼합물(a) 및

20 내지 7 중량%의 분산액(b)을 함유한다(여기서 상기 %는 비-휘발성 성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총합은 100 중량%

임).

본 발명에 따르는 폴리우레탄 분산액과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의 혼합물에서, 폴리우레탄 분산액의 양은 10 내지 80 %,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 %이다.

중합체 혼합물은 임의적으로 기타 분산액, 예를 들면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 폴리부타디엔, 폴리비

닐 아세테이트 또는 스티렌-부타디엔 분산액을 30 중량% 이하의 양으로 함유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은 추가의 첨가제 및 임의적으로 접착 보조 물질을 함유한다. 예를 들면, 충전제, 예를 들

면 석영 분말, 규사, 중정석, 탄산칼슘, 백악, 백운석 또는 활석과, 임의적으로는 습윤제, 예를 들면 폴리포스페이트, 예를

들면 소디움 헥사메타포스페이트, 나프탈렌술폰산, 암모늄 또는 소디움 폴리아크릴산 염을 첨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충전

제는 비-휘발성 성분을 기준으로 10 내지 60 중량%,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첨가되고, 습윤제는 비-휘

발성 성분으로 기준으로 0.2 내지 0.6 중량%의 양으로 첨가된다.

예를 들면 매우 투명한 접착제 필름을 제조하는 경우, 첨가제로서 에폭사이드(루에타폭스(Ruetapox, 등록상표) 0164; 비

스페놀 A 에피클로로히드린 수지 MW ≥ 700, 점도: 8000 내지 13000 mPas, 공급처: 독일 뒤스부르크-마이데리히

47138 파르칭거 슈트라세 49 소재의 베이클라이트 아게(Bakelite AG))를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클로로프렌 중

합체로부터 분리 제거될 수 있는 소량의 염화수소를 위한 수용체로서, 산화아연 또는 산화마그네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것들은 비-휘발성 성분을 기준으로 0.1 내지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 중량%의 양으로 첨가되며, 폴리클로로프

렌 분산액(a)의 존재하에서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될 수 있거나 가수분해가능한 성분을 함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합체

분산액의 점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증가 및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가수분해는, ZnO의 경우, 예를 들면 문헌["Gmelins

Handbuch der anorganischen Chemie", 제 8 판, 1924, Verlag Chemie Leipzig, 제 32 권, 134/135 페이지, 및 보충편

제 32 권, Verlag Chemie, 1956, 1001 내지 1003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 MgO의 경우, 예를 들면 문헌["Gmelins

Handbuch der anorganischen Chemie", 제 8 판, 1939, Verlag Chemie Berlin, 제 27 권, 12/13 페이지, 47-50, 62-

64]에 기술되어 있다.

임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추가의 적합한 보조 물질은 예를 들면, 비-휘발성 성분을 기준으로 0.01 내지 1 중량%의 양으

로 사용되는, 셀룰로스 유도체, 알긴산염, 전분, 전분 유도체, 폴리우레탄 증점제 또는 폴리아크릴산과 같은 유기 증점제,

또는 비-휘발성 성분을 기준으로 0.05 내지 5 중량%의 양으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와 같은 무기 증점제이다.

보존을 위해, 살균제를, 본 발명에 따르는 접착제 조성물에 첨가할 수도 있다. 이것을 비-휘발성 성분을 기준으로 0.02 내

지 1 중량%의 양으로 사용한다. 적합한 살균제는 예를 들면 페놀 및 크레솔 유도체 또는 유기주석 화합물이다.

분산된 형태의 본 발명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에, 점착성 부여 수지, 예를 들면 미개질 또는 개질 천연 수지, 예를 들면 송

진 에스테르, 탄화수소 수지, 또는 합성 수지, 예를 들면 프탈레이트 수지를 첨가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문헌["Klebharze"

R.Jordan, R.Hinterwaldner, 75 내지 115 페이지, Hinterwaldner Verlag Munich 1994]을 참고). 70℃ 초과, 특히 바람

직하게는 110℃ 초과의 연화점을 갖는 알킬페놀 수지 및 테르펜페놀 수지 분산액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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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용매, 예를 들면 톨루엔, 아세톤, 자일렌, 부틸 아세테이트, 메틸 에틸 케톤, 에틸 아세테이트, 디옥산 또는 그의 혼합

물, 또는 가소제, 예를 들면 아디페이트, 프탈레이트 또는 포스페이트를 기재로 하는 것을, 비-휘발성 성분을 기준으로 0.5

내지 10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이산화규소 분산액(b)과 혼합하고, 여기에 폴리우레탄 분산액을 첨가하여 폴리클로

로프렌-이산화규소 혼합물의 점도를 감소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

다. 통상적인 접착 보조 물질 및 첨가제를 임의적으로 첨가할 수 있다.

접착제 배합물을 공지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스프레드 코팅, 쏟아붓기, 나이프 도포, 분무, 롤러 도포 또는 침지 방법으로

도포할 수 있다. 실온 또는 220℃ 이하의 승온에서 접착제 필름을 건조시킬 수 있다.

접착제 배합물을 1-성분 형태로서 사용하거나, 공지된 방식으로, 가교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 층을, 단시간(수

초 내지 수분) 동안 150 내지 180 ℃로 가열함으로써, 추가로 가황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접착제는 추가로, 통상적인 폴리클로로프렌 접착제와 비교하여, 황변 경향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것은

활성화되지 않고서도 가소화 PVC에 접착하며, 결합시키기 어려운 합성피혁(메시(Mesh)) 상에서 우수한 습윤 접착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합은 가수분해에 의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높은 품질을 보유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을, 예를 들면 목재, 종이, 플라스틱, 직물, 피혁, 고무 또는 무기 물질, 예를 들면 도기, 석

기, 유리 섬유 또는 시멘트와 같은, 동일한 유형 또는 상이한 유형의 임의의 원하는 기재를 접착 결합시키는데에 있어, 접

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1.1 사용된 물질

[표 1]

폴리우레탄 및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

 분산액  제품  공급 형태  공급처

 A
 디스퍼콜(Dispercoll, 등록상표)

C VPLS 2325

결정화 경향이 매우 높은 58% 수성 폴리-2-클로로부타

디엔-(1,3)-분산액

pH 약 13(DIN 53606에 따름)

 바이엘 머터리얼사이언

스 아게

 B  디스퍼콜 U 54

지방족 히드록실-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의 50% 분산

액;

입경 200 ㎚

최소 활성화 온도: 45 내지 55 ℃

pH 6.0 내지 9.0

 바이엘 머터리얼사이언

스 아게

[표 2]

이산화규소

 제품  공급처  공급 형태  유형

 디스퍼콜 S 5005
 독일 레버쿠젠 소재의 바이엘 머터리얼

사이언스 아게

실리카졸 분산액, 50%

BET 50㎡/g,

pH 9

입경 50㎚

 실리카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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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퍼콜 S 3030
 독일 레버쿠젠 소재의 바이엘 머터리얼

사이언스 아게

실리카졸 분산액, 30%

BET 300㎡/g,

pH 10

입경 9㎚

 실리카졸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의 제조:

실시예(디스퍼콜 C VPLS 2325)

(A1) 중합

부피가 각각 50 리터인 7개의 동일한 반응기로 이루어진 중합 캐스캐이드의 제 1 반응기에, 수성상(W) 및 단량체상(M)을,

측정 및 조절 장치를 통해, 일정한 속도로, 활성화제 상(A)과 함께 넣었다. 용기당 평균 체류시간은 25분이었다. 반응기는

DE-A 2 650 714에 기술된 것에 상응하였다(단위는 사용된 단량체 100 중량부당 중량부임).

(M) = 단량체상:

클로로프렌 100.0 중량부

n-도데실메르캅탄 0.03 중량부

페노티아진 0.005 중량부

(W) = 수성상:

탈염수 115.0 중량부

불균화 아비에트산의 나트륨염 2.6 중량부

수산화칼륨 1.0 중량부

(A) = 활성화제 상:

1% 수성 포름아미딘술핀산 용액 0.05 중량부

과황산칼륨 0.05 중량부

안트라퀴논-2-술폰산 Na 염 0.005 중량부

15℃의 내부 온도에서, 반응을 약하게 개시하였다. 방출된 중합열을 외부 냉각에 의해 제거하고, 중합 온도를 10℃에서 유

지하였다. 80%의 단량체 전환율에서, 디에틸히드록실아민을 첨가함으로써, 반응을 종결하였다. 잔여 단량체를 증기 증류

에 의해 중합체로부터 제거하였다. 고체 함량은 38 중량%였고, 겔 함량은 4 중량%였고, pH는 12.8이었다.

120 시간의 중합 시간이 흐른 후, 중합을 종결하였다.

(A2) 분산액의 템퍼링

증기 증류 후, 분산액을 절연 저장 탱크에서 2일 동안 80℃에서 템퍼링하되 온도를 임의적으로는 추가로 가열함으로써 조

절하였다. 이어서 라텍스를 냉각시키고 크리밍하였다(A3).

(A3) 크리밍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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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알긴산염(마뉴텍스(Manutex))을 탈이온수에 용해시키고, 2 중량%의 알긴산염 용액을 제조하였다.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 200g을 8개의 250㎖ 유리병에 각각 넣고, 알긴산염 용액 6 내지 20 g(2g 단계)을 교반해 넣었다. 24 시간 동안 저

장한 후, 두터운 라텍스 상에 형성된 세럼의 양을 측정하였다. 가장 많은 세럼 형성을 나타낸 샘플의 알긴산염 함량에 5를

곱하여,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 1㎏을 크리밍하는데 필요한 알긴산염의 최적량을 얻었다.

1.2 측정 방법

1.2.1 실온에서 가소화 PVC 상에서의 박리 강도의 결정

EN 1392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였다. 100 ×30 ㎜의 가소화 PVC 시험 견본(30% 디옥틸 프탈레이트, DOP) 2개를 연마지

(조도 = 80)로써 거칠게 만들고, 분산액을 솔로써 견본 양면의 거친 표면에 도포하고, 실온에서 60분 동안 건조시켰다. 이

어서 시험 견본을 함께 놓고 프레스에서 가압하였다(10초; 4bar 선형 압력). 실온에서 시판 인장 시험기 상에서 인열 시험

을 수행하였다. 결합 직후 및 3일 후에 강도를 결정하였다. 시험 견본을 23℃의 온도 및 50%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하였다.

접착제의 도포:

접착제를 1성분으로서 나이프로써 200㎛ 두께가 되게 도포하였다.

1.3 접착제 조성물의 제조

배합물의 제조를 위해,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을 유리 비이커에 넣었다. 이어서 항산화제 레노피트(Rhenofit, 등록상표)

DDA-50 EM(N-페닐벤젠아민, 스티렌으로 처리됨, 고체 함량 50%, pH 8 내지 10, 라인 케미 라이나우 게엠베하(Rhein

Chemie Rheinau GmbH) 제조), 분산액 형태의 산화아연인 보르헤르스(Borchers, 등록상표) 9802(활성 산화아연을 기재

로 하는 수성 패이스트, 본질적으로 점성인 백색 패이스트, 안료 함량 50 중량%, 밀도 약 1.66 g/㎤, 점도 10.3 ℓ/s에서 약

3500 mPas; 공급처: 독일 몬하임 40765 알프레드 노벨 슈트라세 50 소재의 보르헤르스 게엠베하(Borchers GmbH)) 및

마지막으로 실리카졸을 차례대로 첨가하였다.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실리카졸(CR(유기)-이산화규소/실리카졸-(무기)-

혼성 시스템)을 겔화시킴으로써, 본질적으로 점성인 덩어리를 형성하고, 여기에 폴리우레탄 분산액을 첨가함으로써 원하

는 점도로 조절하였다.

30% 가소제를 사용한 PVC 결합(활성화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1*  2*  3  4  5  6  7*

 디스퍼콜 C 2325  100  100  100  100  100  100  

 디스퍼콜 U 54  -  -  25  50  75  100  100

 디스퍼콜 S 3030  -  20  20  20  20  20  -

 산화아연 보르헤르스 9802  4  4  4  4  4  4  -

 레노피트 DDA-50EM  2  2  2  2  2  2  -

결합 직후의 박리강도

(N/㎜)
 0.1  0.2  1.1  1.5  0.7  0.5  0

1일 후의 박리강도

(N/㎜)
 0.2  0.3  1.5  1.5  0.6  0.5  0

* 비교예

4번 접착제를 사용한 합성피혁(메시)의 결합

합성피혁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기재로 하는 직물면을 갖는 PUR 상부층으로 이루어졌다.

메시의 직물면 상에 접착제를 코팅하고, 임의의 폭기(aeration) 시간을 두지 않고서, 특정 시간(분)이 흐른 후, 손으로(손가

락 끝으로) 함께 가압(직물면끼리 가압, 소위 움버그(Umbugg) 공정)하거나; 65℃에서 공기-순환 캐비넷에서 90초 후, 특

정 시간(분)이 흐른 후, 손으로(손가락 끝으로) 함께 가압(직물면끼리 가압, 소위 움버그 공정)하였다.

 실온에서 수분간 저장  0  4  6  8  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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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물 4 = 본 발명에 따름  C  C  C  C  B  B  A

 배합물 2 = 비교예  C  C  C  C  C  C  C

        

 65℃에서 90초 동안 저장  0  4  6  8  10  12  15

 배합물 4 = 본 발명에 따름  A  A  A  A  A  A  A

 배합물 2 = 비교예  C  C  C  C  C  C  C

A: 우수한 강도

B: 보통의 결합

C: 부적당한 결합, 약한 결합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평균입도가 60 내지 350 ㎚인 폴리우레탄 분산액 1종 이상, (b) 평균입도가 60 내지 300 ㎚인 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

1종 이상, 및 (c) SiO2 입자의 입경이 1 내지 400 ㎚인 수성 이산화규소 분산액 1종 이상을 포함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SiO2 입자가 5 내지 100 ㎚의 입경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SiO2 입자가 8 내지 60 ㎚의 입경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SiO2 입자가 가교되지 않은 개별적인 일차 입자의 형태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SiO2 입자가 입자 표면에 히드록실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성 이산화규소 분산액(c)이 수성 규산졸임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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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클로로프렌 분산액(b)을 이산화규소 분산액(c) 및 첨가제 및 임의적으로 통상적인 접착 보조 물질과 혼합하고, 마지막

으로 폴리우레탄 분산액(a)을 혼합 첨가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접착제로서의,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의 용도.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르는 중합체 분산액을 사용하여 결합된 기재.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신발 구조재 또는 신발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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