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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감압성 접착제 박리 피복용 조성물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감압성 접착제 박리 피복용 조성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부착된  감압성  접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  PSA)의  조절된  박리를  제공하기 위
한  피복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본  발명은  기판에  도포하여  습기에 노출시
키면  신속히  경화하여,  예정된  박리력(release  force)으로  다양한  감압성  접착제를  박리시키는 기판
상의 경화된 피복물을 제공하는 습기-경화성 실리콘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신속 경화성 피복 조성물은 종이 및  섬유 피복 조작과 같은 급속 피복조작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이와같은  급속  피복  조작에서는  신속한  연속  공정으로  경화성  조성물을  기판에  도포시켜  도포된 조
성물을  경화시킨  다음,  피복된  기판에  대하여  포장,  스풀링(spooling),  압연(rolling),  절단  또는 
재피복 등의 추가조작을 행한다.

1983년 8월 5일에 출원되어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호만(Homan)의 미합중국 특허원 제 
520,793호[발명의  명칭  :  Coating  Process  and  Moisture-Curable  Organopolysiloxane  Compositions 
Therefor]에는  신속  경화성,  습기-경화성  피복  조성물이  기술되어  있다.  호만의  조성물  및  공정은 
종이와  같은  기판을  실온에서  10초  정도로  짧은  시간내에  경화된  접착제-박리  피복물로  피복시키는 
공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주로  폴리디메틸실록산  조성물인  호만의  조성물은  감압성  접착제를 바람
직하지 못하게 조금 박리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감압성  접착라벨의  제조에  있어서,  접착제-함유  라벨  소재(stock)와  실리콘-함유 받침지
(backing  paper)와의  적층물은  이의  라벨  소재면을  타발(die-cut)하여  폐기판으로  둘러싸인  다수의 
라벨을  제공하며,  이때  폐기판과  라벨은  모두  받침지에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폐기판은  통상 신속
히  박리  제거되어  비-타발된  받침지에는  타발된  라벨만을  남겨놓게  된다.  이와  같은  공정에서 접착
제를  피복물로부터  분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힘은  폐기판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제거중에  받침지상에  라벨을  부착된  상태로  유지하기에는  충분히  높은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공정에는  통상적으로  100  내지  200g/in(38.6  내지  77.2N/m)의  박리력이 바람
직하다.

다른  예로서  감압성  접착  테이프  롤(roll)의  제조에  있어서  종이  또는  중합체  필름과  같은 지지재에
는  경화된  실리콘  박리피복물과  감압성  접착제  피복물을  피복시킨다.  제조된  소재는  롤  형상으로 말
아서,  접착제  피복물이  실리콘  박리  피복물의  거의  전표면상에  부착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품에
서  접착제를  피복물로  부터  분리하는데  필요한  힘은  테이프  롤을  손쉽게  해체(unwinding)할  수 있도
록  충분히  낮아야  하지만  롤의  제조,  보관  및  취급시에  테이프를  롤  형상으로  유지하기에는  충분히 
높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제품에  대하여,  통상은  200  내지  400g/in(77.2  내지  154.4N/m)의  박리력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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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폴리디메틸실록산을  기본으로  하는  전술된  호만의  조성물은  통상  100g/in(38.6N/m)미만의 박리
력에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하기에  SBR라  칭함)  감압성  접착제를  박리하게  되지만,  전술된  바와 
같이  100g/in  이상의  박리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필요시  접착제  박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선된 습기-경화성 실리콘 박리 피복물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신속경화성  습기-경화성  실리콘  피복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
의 또  다른 목적은 감압성 접착제에 대해 예정된 박리력을 갖는 신속 경화성 습기-경화성 실리콘 피
복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신속경화성  습기-경화성  실리콘  피복 조성
물의 접착제-박리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및  하기  본문과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추론되는  다른  본  발명의  목적은  특정 
알콕시-치환된  폴리디메틸실록산,  특정  티타네이트  에스테르  또는  이의  특정  유도체  및  특정 아미노
오가노실록산을  포함하는  성분들을  거의  무수  조건하에서  혼합하고,  생성된  조성물을  기판에 도포하
여  도포된  조성물이  경화될  때까지  이를  습기-함유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어서 
감압성  접착제  조성물을  경화된  피복물상에  도포하여  접착제/박리  피복물  계면을  형성시킨다. 접착
제를  박리  피복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힘은  본  명세서에서  조절된  박리  첨가제(CRA)로 명명
된 아미노오가노실리콘 화합물의 특성 및 상대량에 의해 결정된다.

전술된  본  발명의  세가지  측면,  즉  조성물,  감압성  접착제의  조절된  박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판피복 
방법  및  계면에서  예정된  박리력을  갖는  접착제/박리  피복물  계면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이후 본
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첫번째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기판에  도포시켜  습기에  노출시킬  경우  경화되는  액체  조성물에  관한 
것이며 이는 거의 무수 조건하에 하기의 성분들을 혼합하여 제조한다 :  (A)  분자당 평균 2개  이상의 

규소-결합된  알콕시실릴 유기라디칼-QSiR
1

a(OR
2
)3-a 을  함유하는  하기  일반식(Ia)의  오가노폴리실록산 

유체  100중량부  ;  (B)  0.5  내지  4.0중량부의  티탄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상기의  액체  조성물에 
가용성인  티탄  에스테르,  이의  부분적  가수분해물  또는  이의  부분적  알콜레이트  및  (C)  분자당  평균 

1개  이상의  규소-결합된  아미노오가노 라디칼-Q(NR
3
CH2CH2)mNHR

3
을  함유하는 아미노오가노실록산(여기

서,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의  모든  다른  규소-결합된  라디칼들은  실록산  산소원자, R
1
 라디칼  및 OR

2
 라

디칼중에서 선택된다) 0.5 내지 50중량부 :

ZR
1

2SiO(Me2SiO)x(MeRSiO)ySiR
1

2Z                                   (Ia)

상기식에서  R은 -QSiR
1

a(OR
2
) 3-a  라디칼이고, R

1
은  탄소수  1  내지  6의  1가  탄화수소  라디칼이며, R

2
는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메톡시에틸 라디칼이고, R
3
는  수소원자 또는 R

1
 라디칼이며,  Q는  알킬렌 라

디칼이고,  Z는  R라디칼 또는 R
1
 라디칼이며,  Me는  메틸 라디칼이고,  a는  0  또는 1이며,  x는  평균 약 

50 내지 500이고, y는 평균 0 내지 (x+y)/4이며, m은 0 내지 약 3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액체  조성물이다.  즉,  본  발명의  조성물은  유동,  분사,  압출,  압연  및 브러싱
(brushing)  등에  의해  기판에  도포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을  습기에  노출시키는  경우, 비-
액체 상태로 경화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중의  성분(A)는  2개  이상의  R라디칼을  함유하는  하기  일반식(Ia)의 오가노폴리실록
산 유체일 수 있다.

ZR
1

2SiO(Me2SiO)x(MeRSiO)ySiR
1

2Z                                (Ia)

상기식에서  R은  Z가  R인  경우  오가노폴리실록산의  말단  실록산  단위에  결합하고/하거나  y가  1이상인 

경우  오가노폴리실록산의  비-말단  실록산  단위에  결합할  수  있는  일반식 -QSiR
1

a(OR
2
) 3-a  의 알콕시실

릴 유기라디칼이다.

전술된  알콕시실릴  유기  라디칼에  있어서  Q는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2  내지  8인  알킬렌  라디칼이다. 
Q의  특정  구조는  이  구조가  신속  경화성  종이-피복  조성물로서의  본  발명의  조성물의  유용성에 악영
향을 미치지 않는 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적합한 Q라디칼의 예로는 -CH2-CH2-, -CH2CH2CH2-, 

-CH2CH(CH3), -CH2CH2CH2CH2-, -CH2CH(CH3)CH2-를 들 수 있으나, 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Q라디칼은  오가노폴리실록산  합성  방법과  출발물질을  기준으로  추가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Q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닐-또는 알릴-치환된 실란 또는 실록산으로부터 유도된 -CH2H4 - 또

는 -C3H6-일 수 있다.

전술된  알콕시실릴  유기  라디칼과  오가노폴리실록산(Ia)에  있어서, R
1
은  탄소수  1  내지  6의  1가 탄

화수소  라디칼이다. R
1
 라디칼의  예에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및  헥실과  같은 알킬라디

칼  ;  시클로헥실과  같은  지환족  라디칼  ;  비닐,  알릴,  부테닐  및  시클로헥센일과  같은  지방족 불포

화  라디칼  ;  및  페닐과  같은  아릴라디칼이  포함된다. R
1
은  양호한  접착제-박리특성,  즉시  이용 가능

성 및 제조 용이성의 견지에서 메틸 라디칼인 것이 바람직 하다.

알콕시실릴  유기  라디칼에  있어서, R
2
는  각각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메톡시에틸  라디칼중에서 선

택된  라디칼이다.  후술하려는  스미어(smear),  이행(migration)  및  마멸  시험  (rub-off  test)에  의해 

측정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  조성물의  종이  기판상의  신속  경화를  위하여, R
2
는  각각  메틸라디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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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특정  조성물의  최대  경화  속도를  위해서는  언급된  알콕시실릴  유기 라

디칼이  트리알콕시실릴일  유기 라디칼(-QSi(OR
2
)3 ),  예를  들어, -QSi(OMe) 3  라디칼인  것이 바람직하

지만, -QSiMe(OMe)2 라디칼도 매우 바람직한 경화속도를 제공한다.

일반식(Ia)에  있어서,  Me는  메틸 라디칼이고,  Z는  R라디칼 또는 R
1
 라디칼이며,  R  및 R

1
은  이의 바람

직한 정의를 포함하여 상기 정의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식(Ia)중의  x는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500,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400이다.  디메틸실록산 
단위의  하한치인  50은  본  발명의  피복  조성물에  바람직하게  낮은  접착제  박리력을  제공하기  위해 설
정된 수치이다.

일반식(Ia)중의  y는  0(이  경우에  Z는  각각  R라디칼이어야  한다)  내지  (x+y)/4(이  경우에  Z는  각각 R

라디칼  또는 R
1
라디칼일  수  있다)일  수  있다.  y의  최대치는 저장중에 겔화에 대한  내성을  갖는 촉매

화된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x+y)/4,  즉  오가노폴리실록산(Ia)중의  내부  실록산  단위의  총 수
의  25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x+y가  약  120을  초과하는  오가노폴리실록산(Ia)의  경우에  본 발
명의  촉매화된  조성물에  이상적인  신속  경화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y는  3600/(x+y)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x+y가  50으로부터  66  2/3으로부터  120  및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x가  50이상이면,  y의  최대 
허용치는  각각  0으로부터  16  2/3으로부터  30  및  그  이상의  범위이지만  ;  y의  최대  이상치는  0  내지 
16  2/3  내지  30  및  점차로  감소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오가노폴리실록산(Ia)은  분자당  약 
30 이하의 내부 R라디칼을 갖는다.

전술된 바와 같이 R
1
 및   R

2
는  바람직하게는 메틸 라디칼이며, 따라서 본 발명 조성물의 매우 바람직

한 성분(A)는 Z가 Me 또는 R인 하기 일반식(Ib)의 오가노폴리실록산이다 :

ZMe2SiO(Me2SiO)x(MeRSiO)ySiMe2Z                            (Ib)

또한  일반식(Ib)중의  각각의  R라디칼은  전술된  이유로 -QSiMea(OMe)3-a 인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식

(Ib)에서  x+y는,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400이고,  y는  x+y가  120  이상인  경우  0  내지  약 
3600/(x+y)이고,   x+y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0  내지  약(x+y)/4이다.  즉,  일반식(Ib)중의  x+y 수치
가  120을  넘어  증가하면,  성분  (A)중에  존재하는  알콜시실릴  유기라디칼의  바람직한  갯수는 감소하
게 된다.

일반식(Ib)를 갖는 성분 (A)의 바람직한 예는 Q가 구조식 -CH2CH2-의 에틸렌 라디칼인 경우 

수득된다.  일반식(Ib)를  갖고  하기에  기술되는  실시예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구조식에는  하기의  식이 
포함된다 :

상기식에서,  x  및  y는  전술된 바와 같고,  각각 100과  5,250과  4,400과  3,250과  14,100과  7  및  400과 
9일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중의  성분  (A)로서  유용한  공지된  및  신규한  오가노폴리실록산  유체의  예에는 브라운
(Brown)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3,122,522호,  웨이엔버그(Weyenberg)의  미합중국  특허  제 3,175,993
호,  기그낙  2세(Gignac,  Jr.)의  미합중국  특허  제  3,509,081호,  및  호만(Homan)의  미합중국  특허원 
제  520,793호(1983년  8월  5일)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포함되며,  상기  특허문헌들은  본  발명 조성
물중의 성분 (A)의 적당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전술된  오가노폴리실록산의  일반식이  2  또는  3가지  형의  내부  실록산  단위의  그룹으로  기술되어 있
지만,  이들  일반식의  통상적인  해석,  즉  내부  실록산  단위의  불규칙  배열도  포함한다는  것은 자명한
다.

성분  (A)는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언급된  성분의  제조후에  미반응  상태로  남아있는 미량
의 규소-결합된 수소원자를 함유할 수도 있다.

오가노폴리실록산(Ia)  내지  (Ie)는  모든  적당한  방법,  바람직하게는  내부  실록산  단위의  불규칙 배
열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실록산평형화  반응을  제조중의  특정  시점에서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록산  평형화  반응은  말단  실록산  단위가 평형
화  혼합물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환상  오가노폴리실록산과  다량의  선형  오가노폴리실록산을 
제공한다.  필요시  이들  환상  오가노폴리실록산을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것도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오가노폴리실록산은  알콕시실릴  유기  라디칼을  갖지  않는  환상 오
가노폴리실록산을 약 15중량%이하로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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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Ia)  내지  (Ie)의  오가노폴리실록산은  규소-결합된  수소원자  또는  규소-결합된  지방족  불포화 

라디칼을  함유하는  오가노폴리실록산  반응물과  2  또는  3개의  규소-결합된 -OR
2
라디칼,  각각  1  또는 

0개의  규소-결합된 R
1
라디칼  및  1개의  규소-결합된  지방족  불포화  라디칼  또는  1개의  규소-결합된 

수소원자를  함유하는  실란  반응물간의  하이드로실릴화  반응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하이드로실릴화  반응은  전술된  Q라디칼을  생성시키고, -QSiR
1

a(OR
2
) 3-a  라디칼을  Q라디칼을 

통하여 오가노폴리실록산에 결합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오가노폴리실록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  조성물중의  성분  (A)는, Me2 SiO  실록산  단위  및/또는 HR
1
SiO  실록산  단위의  특정 

배합물을 함유하는 평형량 이하의 환상 오가노폴리실록산을 임의로 함유하는 일반식 

HR
1

2SiO(Me2SiO)x(HR
1
SiO)ySiR

1

2 H의  오가노폴리실록산  반응물을  하이드로실리화  촉매의  존재하에 오가

노폴리실록산  반응물중의  모든  이용  가능한  규소-결합된  수소원자와  반응하기에  충분한  양의  일반식 

CH2=CH2SiR
1

a(OR
2
)3-a의 실란 반응물과 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본  발명  조성물중의  성분  (A)는  하이드로실릴화  촉매의  존재하에 Me2 SiO  실록산  단위 

및/또는  실록산  단위의  특정  배합물을  함유하는  평형량  이하의  환상 오가노폴리실록

산을  임의로  함유하는  일반식  의  오가노폴리실록산  반응물을 
오가노폴리실록산  반응물중의  모든  이용가능한  규소-결합된  비닐라디칼과  반응하기에  충분한  양의 

일반식 HSiR
1

a(OR
2
)3-a의 실란 반응물과 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

상기의  본문과  후술하려는  실시예를  통하여  오가노실리콘업계의  업자들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오가
노폴리실록산(Ia) 내지 (Ie)의 다른 적합한 제조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  조성물중의  성분  (B)는  티탄  에스테르,  이의  부분적  가수분해물  또는  이의  부분적 알콜레이
트이며  이들은  후술하려는  성분  (A)와  성분  (C)  또는  이들의  용매등의  다른  성분과의  혼합물에 가용
성이다.  본  원에서  “가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필요한  양의  티탄을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양의 티
탄  에스테르가  액체  조성물에  용해하여  균질,  비-침전  조성물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티탄 에스테
르는 공지의 물질이고 대다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시판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상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가  바람직한  티탄  에스테르이다.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의 
예에는  에탄올,  n-프로판올,  i-프로판올,  n-부탄올,  s-부탄올,  i-부탄올,  t-부탄올,  2-에틸헥산올 
및  옥타데칸올의  티탄  에스테르가  포함된다.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  중에서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
네이트가 본 발명의 목적상 가장 바람직하다.

장기간의  경화시간이  허용되거나  기판에  도포시킨  본  발명  조성물을  가열하여  경화시간을  단출시킬 
수  있는  경우,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  이외의  다른  티탄  에스테르를  본  발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와  동일한  방식  그러나  더욱  느린  방식으로  작용할 것
으로  기대되는  아릴  티타네이트  및  티탄  킬레이트를  본  발명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추가
의  티탄  에스테르의  예에는  트리에탄올아민  티타네이트,  옥틸렌글리콜  티타네이트  및 비스-아세틸아
세토닐디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가 포함된다.

티탄  에스테르는  가수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가수분해  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가수
분해된 티탄 에스테르는 단순 가용성 화합물,  복합 가용성  화합물 및  이들 가용성 화합물의 혼합물
이며,  이들은  티탄  에스테르,  특히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를  물에  노출시킬  경우  수득된다.  언급된 
물에  대한  노출은  티탄  에스테르의  용기를  습기-함유  대기에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개방시키거나 
액체  물을  단독으로  또는  담체  액체와  혼합하여  화학양론적양  미만의  양으로  티탄  에스테르에 첨가
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본  발명  조성물중의  성분  (B)는  티탄  에스테르  또는  이의  부분적  가수분해물  이외에도  티탄 에스테
르의  부분적  알콜레이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티탄  에스테르의  부분적  알콜레이트는  4몰부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2몰부의  알콜을  1몰부의  티탄  에스테르에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적당한 알콜에
는 탄소수 1 내지 6의 직쇄 및 측쇄 알콜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성분  (B)가  티탄  에스테르이든지  이의  부분적  가수분해물이든지  또는  이의 부분
적  알콜  레이트이든지에  무관하게  습기에  노출시킬  경우  경화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  특정 조성
물의  경화시간은  조성물이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조성물의  숙성  정도에 크
게  좌우되며,  조성물이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의  부분적  알콜레이트  또는  부분적  가수분해물을 사용
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조성물의 숙성 정도에 훨씬 적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경화성  조성물이  비-가수분해된,  예를  들어  새로  개방된  테트라이소프로필 티
타네이트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조성물은  언급된  성분들의  혼합후  약  15분내에,  바람직하게는  약 
10분내에,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5분,  예를  들어  신속한  경화  속도를  목적할  경우에는  성분들을 혼
합한  직후  습기에  노출시킴으로써  경화시켜야  한다.  “신속한  경화  속도”라는  것은  습기-노출후 
120초내에 완전히 경화된 조성물을 수득함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  발명의  조성물이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의  부분적  가수분해물  또는 부
분적  알콜레이트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조성물은  언급된  성분을  혼합한  후  약  1시간내의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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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습기에 노출될 때 신속한 경화 속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된  티탄  에스테르의  양은  조성물에  하기한  바와  같은  120초  미만의 완전경
화  시간을  제공하는  양만을  사용한다.  바람직하게는  하기한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하려는  조성물은 
기판에  도포시켜  습기에  노출시킨  후  60초  미만,  바람직하게는  30초  미만내에  하기에  정의한  바와 
같은 완전히 경화된 피복물을 제공할 것이다.

사용되는  티탄  에스테르  성분(B)의  양은  성분(A)  100중량부당  0.5  내지  4.0중량부(약  0.01  내지 0.1
몰부),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중량부의  티탄을  제공할  수  있는  양으로  사용한다.  바람직한  티탄 
에스테르인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의  경우,  전술된  양의  티탄을  제공하는  양은  약  3  내지 24
부,  바람직하게는  약  9  내지  15부이다.  바람직한  부분적으로  메탄올레이트화된  테트라이소프로필 티
타네이트(TPT)(중량  기준으로  80%  TPT/20%  MeOH)의  경우에  상응하는  양은  약  3.7  내지  29.7부, 바람
직하게는 약 11 내지 18.5부이다.

경우에  따라  티탄  에스테르  대신에  산화  바나듐,  지르코늄  또는  하프늄의  에스테르를  본  발명 조성
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몰량 및 경화 온도에 관해 적당한 허용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은  오가노폴리실록산  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지닌  자에게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상응하는 
산화 바나듐, 지르코늄 및 하프늄 화합물의 사용도 본원의 티탄 에스테르에 대한 상술에 포함된다.

본  발명  조성물중의  성분(C)는  2가의  산소원자(실록산  산소원자)가  결합된  다수의  규소원자를 함유

하고  평균  1개  이상의  일반식 -Q(NR
3
CH2CH2 )m NHR

3
의  규소-결합된  아미노오가노  라디칼을  함유하는 아

미노오가노실록산이다.

아미노오가노  라디칼에  관한  일반식에  있어서, R
3
는  수소원자  또는 R

1
 라디칼이고, R

1
 및  Q는  전술된 

성분(A)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그런,  아미노오가노  라디칼에  있어서, R
3
는  바람직하게는  H이고, Q

는  바람직하게는 -CnH2n -(여기서,  n은  3  또는  4이다),  예를  들어 -CH2CH2CH2 -, -CH2CH2CH2CH2 -  또는 

-CH2CH(CH3)CH2 -이다.  또한  규소와  가장  가까운  질소원자는  규소로부터  3개  이상의  탄소원자만큼 떨

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미노오가노  라디칼에  대한  상기  일반식에  있어서  m은  0  내지  3의  정수,  바람직하게는  1이다. 따라
서 매우 바람직한 아미노오가노 라디칼은 -CnH2nNHCH2CH2NH2, 예를 들어 -(CH2)3NHCH2CH2NH2 및 

-CH2CH(CH3)CH2NHCH2CH2NH2 이다.  아미노오가노  라디칼의  다른  예에는 -QNHR
3
,  예를  들어 -CH2CH2NH2 , 

-CH2CH(CH3)CH2NH2 및 -CH2CH2CH2NHCH3 및 -QNHCH2CH2NHCH2CH2NH2가 포함되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록산  산소원자  이외에도  아미노오가노  실록산  중에  존재하는  다른  규소-결합된  라티칼은 성분(A)

에서  전술된 R
1
라디칼  및 OR

2
 라디칼로부터  선택된다.  성분(A)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분(C)중의 R

1
라디

칼 및 OR
2
 라디칼은 각각 CH3 및 OCH3인 것이 바람직하다.

오가노실록산인  성분(C)는  일반식 b
4
SiO(4-b)/2 이며,  b는  0  내지  4  미만,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2이다. R
4
는  전술된  바람직한  정의를  포함하여 R

1
, OR

2
 또는 -Q(NR

3
CH2CH2)mNHR

3

의  유기  라디칼이다. R
4
는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하기에  기술된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의 제

조후에 미반응 상태로 남아있는 미량의 잔류 규소-결합된 라디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의  구조는  선형,  환상  또는  측쇄일  수  있으며, R3
4
SiO 1/2  단위, R2

4
SiO 2/2  단위, 

R
4
SiO 3/2  (여기에서, R

4
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다)  단위 및 SiO 4/2  단위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실록

산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한  실록산  단위의  예에는 R3
1
SiO 1/2  단위,  예를  들어 Me3SiO 1/2  ; 

R
1
(OR

2
)2SiO1/2 단위, 예를 들어 Me(OMe)2SiO1/2 ; R

1
NH(CH2CH2NR

3
)mQ(OR

2
)2SiO1/2 단위, 예를 들어 

H2NCH2CH2CH2(OCH2CH3)2SiO 1/2  ; R2
1
SiO 2/2  단위,  예를 들어 Me2SiO 2/2  ; R

3
NH(CH2CH2NR

3
)mQ(R

1
)SiO 2/2  단위, 예

를  들어 H2NCH2CH2CH2(Me)SiO 2/2  및 H2NCH2CH2NHCH2CH2CH2(Me)SiO 2/2  ; R
1
(OR

2
)SiO 2/2  단위,  예를  들어 

Me(OMe)SiO 2/2  ; R
3
HN(CH2CH2NR

3
)mQ(OR

2
)SiO 2/2  단위,  예를  들어 H2NCH2CH2NHCH2CH(CH3)CH2(OMe)SiO 2/2  ; 

R
1
SiO3/2  단위, 예를 들어 MeSiO3/2  ; R

3
HN(CH2CH2NR

3
)mQSiO3/2  단위, 예를 들어 

H2NCH2CH2NHCH2CH(CH3)CH2SiO3/2 및 H2NCH2CH2NHCH2CH2CH2SiO3/2 및 SiO4/2 단위가 포함된다.

본  발명  조성물중의  성분(C)는  바람직하게는 R3
4
SiO 1/2  단위와 R2

4
SiO 2/2  단위와의  조합,  예를  들어 

R3
1
SiO 1/2  단위, R2

1
SiO 2/2  단위  및 R

1
R
4
SiO 2/2  단위와의  조합  ; R

4
(OR

2
)2SiO 1/2  단위, R2

1
SiO 2/2  단위  및 

R
4
OR

2
SiO 2/2  단위와의 조합 ;  및 R

4
R2

1
SiO 1/2  단위와 R2

1
SiO 2/2  단위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선형 아미노오

가노실록산이며,  언급된  아미노오가노실록산중의  1개  이상의 R
4
라디칼은  언급된  아미노오가노 라디

칼이다.

바람직한  선형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은 R
4
가  전술된  바와  동일하고,  1개  이상의 R

4
 라디칼이  언급된 아

미노오가노  라디칼이며,  t가  10,  30,  100,  200  또는  그  이상과  같은  0보다  큰  정수인  하기 일반식
(IIa)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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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4
SiO(R2

4
SiO)tSiR3

4
                                                                    (IIa)

상기식에  있어서  실리콘  원자는  1개  이상의  아미노오가노라디칼이나  2개  이상의 OR
2
 라디칼을 함유

하지  않는다.  아미노오가노실록산(IIa)의  바람직한  예는  상이한  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된  2가지 유
형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을 나타내는 하기 일반식(IIb)와 (IIc)를 갖는다 :

R3
1
SiO(R2

1
SiO)p(R

1
R
4
SiO)qSiR3

1
                                                   (IIb)

R
4
(OR

2
)2SiO(R2

1
SiO)rSi(OR

2
)2R

4
                                                 (IIc)

R
1
에  대해  상기  바람직하게는  정의한  바와  관련하여  매우  바람직한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은  하기 일반

식(IId)와 (IIe)를 갖는다.

상기식 (IIb)  및 (IId)에 있어서 p는 평균 약 50  내지 500,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400의 평균치
를  가지며,  q는  1  내지  p/10의  평균치를  갖고,  p/q는  50/1  내지  500/50,  예를  들어  60/1,  65/5, 
90/2,  100/1,  100/10,  150/3,  200/15  및  400/12이다.  상기식  (IIc)  및  (IIe)에  있어서,  r은  4,  11, 
35 및 50과 같은 약 5 내지 50의 평균치를 갖는다.

전술된  바와  같이  아미노오가노실록산(IId)  및  (IIe)가  본  발명  조성물중의  성분(C)로서  매우 바람
직한  물질이지만,  아미노오가노  라디칼이  구조식 -C3H6NHCH2CH2NH 2  또는 -C4H8NHCH2CH2NH 2  인 일반식

(IId)  및  (IIe)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이  본  발명의  조성물중의  아미노오가노  실록산의  양과  경화된 
조성물에  의한  5BR  접착제에  대한  박리력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접착제-박리  피복물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감압성 접착제의 선택적 박리에 매우 유용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성분(C)로서  사용하기  접합한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은  하기의  다양한  특허 문헌들
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오가노실리콘  분야에  잘  공지되어  있다  ;  미합중국  특허  제3,754,312호 
;  제2,762,823호  ;  제2,947,771호,  제3,045,036호,  제3,355,424호,  제3,661,964호,  제3,803,196호 

및 제3,890,269호 이들 특허 문헌들은 아미노오가노실록산 및 이들의 제조방법을 추가로 설명한다.

브라운(Brown)의  미합중국  특허  제3,355,424호에는  규소-결합된  아미노오가노라디칼을  함유하는 일
반식(IIc)와  (IIe)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의  제조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브라운의 

방법은  부분적으로  일반식 R
3
NH(CH2CH2NR

3
)mQSiRc

1
(OR

2
)3-c 의  아미노오가노실란  또는  이의  부분적 가수

분해물을  하이드록실-말단  차단된  폴리디오가노실록산으로  공지된  일반식 HO(R2
1
SiO)rH의 오가노실록

산과  반응시킴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상기  식중의  c는  0,  1  또는  2이고,  r은  상기한  바와 
같다.

일반식(IIb)와 (IId)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은 R3
1
SiOSiR3

1 
와 같은 말단차단 성분과, (R2

1
SiO)4, 

R
3
HN(CH2CH2NR

3
)mSi(R

1
)(OR

2
) 2  및 HO(Me2 SiO)rH와  같은  1개  이상의  중합체  주쇄  성분과의  공지된 평형

화 반응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조성물중에서  사용되는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의  양은  조성물중의  성분(A)  100중량부를 기준으
로  하여,  일반적으로  약  0.5  내지  50중량부이다.  하기  실시예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약 1중량부
의  특정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을  알콕시실릴  유기  라디칼을  함유하는  오가노폴리실록산  및  티탄 에스
테르와  혼합시켜  생성  조성물을  종이  기판상에서  경화시킬  경우  접착제  박리  특성을  현저하게 증가
시킨다.  결론적으로  피복  조성물에서  1부  미만의  양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접착제  박리 수준
을 조절제하는데 효과적인 1부 미만의 양은 약 0.5부이다.

성분(A)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50중량부를  초과하는  양의  성분(C)는  신속경화성  습기-경화성  피복 
조성물에 충분히 높은 접착제 박리력을 제공하는데 불필요하다.

100g/in(38.6N/m)이상의  박리력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박리할,  스티렌-부타디엔  고무-기본  감압성 접
착제용  박리  피복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성분(A)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약  5  내지 25중량
부의 성분(C)가 필요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적당한 양의 성분(A),  (B)  및  (C)를  거의 무수 조건하에 혼합하여 제조한다. 성
분(B)는 마지막으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혼합을  위해  모든  적당한  혼합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생성  혼합물을  피복  조성물로서  거의 
즉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혼합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습기-경화성  조성물은  착색제,  안정화제  및  희석제와  같은  실리콘  접착제-박리  조성물에 
대한 통상의 임의 성분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임의 성분들은 존재할 경우 성분(B)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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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기  전에  혼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석제를  사용할  경우,  성분(A),  (B)와  (C)를  서로 혼
합시키기  전에  희석제를  성분(A)  및  또는  (B)  및/또는  (C)와  혼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  본  발명의  습기-경화성  조성물은  조성물의  경화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일반식 Rd
1
Si(OR

2
)4-d 의 

실란  또는  이의  부분적  가수분해물을  추가로  함유할  수도  있다.  언급된  일반식에서, R
1
과 R

2
는 상기

한  바와  같고,  d는  0  내지  3이다.  적당한  실란의  예에는  프로필  오르토실리케이트,  애틸 오르토실리
케이트,  에틸폴리실리케이트,  메틸트리메톡시실란,  셀로솔브  오르토실리케이트,  디메틸디메톡시실란 
및  트리메틸메톡시실란이  포함된다.  이  실란은  존재할  경우  성분(B)와  혼합시키기  전에  성분(A) 및/
또는 (C)와 혼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론에 의해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나,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의 조성물이 성분(A),  (B)  및  (C)를 포
함하는  성분의  단순  혼합물  이외의  특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반응  성분들  이외에도  본  발명의 

조성물에는  성분(B)와  (A)  및/또는  (C)와의  반응  생성물과  성분(C)가  규소-결합된 OR
2
 라디칼을 함

유할 경우 성분(A)와 (C)와의 반응 생성물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습기에  노출시킬  경우  신속하게  경화하기  때문에  기판에  얇은  피복으로  기판에 
도포시키기  전까지는  거의  무수  조건하에  보관해야  한다.  이와같은  피복형에  있어서  본  발명의 조성
물은 경화가 필요할 때까지 무수 조건하에 유지시켜야 한다.

두번째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ⅰ)하기의  성분들을  거의  무수  조건하에  혼합하여  제조된  기판에 도
포되고 습기에 노출될 때  경화되는 액체 조성물을 기판에 도포시키고 :  (A)  분자당 평균 2개  이상의 

규소-결합된  알콕시실릴오가노  라디칼 -QSiR
1
(OR

2
)3-a 을  함유하는  하기  일반식의  오가노폴리실록산 유

체  100중량부  ; ZR2
1
SiO(Me2SiO)x(MeRSiO)ySiR2

1
Z,  (B)  0.5  내지  4.0중량부의  티탄을  제공하기에 충분

한  양의  언급된  액체  조성물에  가용성인  티탄  에스테르,  이의  부분적  가수분해물  또는  이의  부분적 

알콜레이트  ;  및  (C)분자당  평균  1개  이상의  규소-결합된  아미노오가노  라디칼 -Q(NR
3
CH2CH2)mNHR

3
를 

함유하고,  모든  나머지  규소-결합된  라디칼이  실록산  산소원자, R
1
라디칼  및 OR

2
 라디칼로부터 선택

되는  아미노오가노실록산  0.5  내지  50중량부  [상기식에  있어서,  R은 -QSiRa
1
(OR

2
)3-a 라디칼이고  ; R

1
은 

탄소수  1  내지  6의  1가  탄화수소  라디칼이며  ; R
2
는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메톡시에틸 라디칼이

고 ; R
3
는  H원자 또는 R

1
 라디칼이며 ;  Q는  알킬렌 라디칼이고 ;  Z는  R라디칼 또는 R

1
 라디칼이고 ; 

Me는  메틸라디칼이고  ;  a는  0  또는  1이며  ;  x는  평균치  약  50  내지  500이고,  y는  평균치  0 내지
(x+y)/4이며  ;  m은  0  내지  약  3이다]  ;  (ⅱ)도포된  액체  조성물을  목적하는  정도  이상으로  경화될 
때까지 습기-함유 대기에 노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발법으로  기판에  도포시킨  습기-경화성  조성물은  이의  바람직한  양태를  포함하여 전술되
고 본원에서 청구된 조성물이다.

통상적으로  전술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본  조성물에  존재하는  성분(C)인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의 상대
량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착제-박리  능력을  갖는  탄성중합체성  피복물을  기판에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에 방법에서 사용된다.

또한  실온에서  60초  미만의  완전  경화  시간을  갖는  도포된  조성물에  대한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는  티탄이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  이의  부분적  가수분해물  또는  이의  부분적  알콜레이트 
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술된  일반식(Ib)  내지  (Ie)의  오가노폴리실록산  유체,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  이의 부
분적  가수분해물  또는  이의  알콜레이트  형으로서의  티탄  1.5  내지  2.5부  및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을 
포함하는  상기의  본  발명  조성물은  PSA의  조절  가능한  박리력을  갖는  접착제-박리  피복물을  종이 기
판상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에서  바람직하게  사용한다.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것은  도포된  조성물이  후술될  비-스미어,  비-이행,  비-마멸  상태로  완전  경화되는데  30초  미만이 소
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절  가능한  박리력”이라는  것은  본  발명  조성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성
분(C)의  종류와  양을  선택함으로써  박리  피복물의  감압성  접착제에  대한  접착제  박리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진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본  발명의  액체  조성물은  조성물의  혼합과  습기에의  노출사이에  경과된 시
간에  따라서  다양한  경화시간을  갖는다.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특히  실온에서  60초, 바람
직하게는  30초내에  경화된  오가노폴리실록산  피복물을  기판에  제공하려는  경우  언급된  특성들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

더욱  특히,  본  발명의  조성물을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와  같은  고-반응성  티탄에스테르를 사
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실온에서  도포시킨  조성물의  신속  경화가  요구되는  경우에  제조후  5분 미만
의 시간내에 기판에 도포시켜 습기에 노출시켜야 한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도포시키려는  조성물은  전술된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의  부분적 가수분해
물  또는  알콜레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성물은 
무수 조건하에서 현저한 경화시간의 증가없이 제조후 2시간 이하의 시간동안 방치시킬 수 있다.

물론  보다  긴  경화시간이  허용되거나  보다  높은  경화온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조성물은 
경우에 따라 습기에 노출시키기 전에 제조후 수시간 동안 방치시킬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기판에  도포시키려는  조성물은  적어도  도포시키기  직전,  즉  도포 수초전까
지는  거의  무수  조건하에  방치해야  한다.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기판에  도포할  때까지  가장 바람직
하게는  도포된  후까지  무수조건하에서  유지시킨다.  이어서  경화가  필요할때,  도포된  조성물을 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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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시킨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신속경화가  요구되는  경우에  50mil  미만,  바람직하게는  5mil  미만,  가장 바람직
하게는  0.5mil  미만과  같은  두께의  얇은  피복물로서  기판에  도포시켜야  한다.  경화  공정은  물의 조
성물내로의  분산을  포함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두꺼운  피복물은  얇은  피복물보다  더  오랜 
경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액체  조성물은  모든  바람직한  방법,  즉  브러싱,  유동,  분사,  압출,  압연  및  분무  등을  사용하여 기
판에  도포시킬  수  있으나,  특정  방법을  선택하여  조성물을  도포하기  적어도  직전까지는  전술된  무수 
조건을  유지시켜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액체  조성물의  에어로졸을  제조하여 도포
시키기  위한  기체상  매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분무  도포  방법에  있어서  액체  조성물은 적어
도  에어로졸이  제조될  때까지는  무수  조건하에  유지시켜야  한다.  다른  예로서  브러싱,  압연  또는 분
사  도포  방법에  있어서  액체  조성물과  이와  접촉한  브러시,  롤러,  분사기는  무수  조건하에 유지시켜
야  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특히  유용한  가요성  시트  물질에  도포하는  방법의  예는  본  발명의 양수
인에게  양도된  브라운(Brown)  등의  미합중국  특허  [발명의  명칭  ;  Dual  Web  Coating  Method]에 기술
되어  있다.  1982년  10월  18일  미합중국  특허원  제434,813호로  출원되어  현재  포기된  상기 특허원에
는 본 발명 조성물의 도포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액체  조성물은  기판의  전체  표면에  도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의 
일부분에 도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을  도포시키려는  기판은  형성된  피복물이  경우에  따라  접착제-박리피복을  대신에 
방수  피복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소하게  제한되지  않는다.  조성에  관하여는  기판은  종이 
및  목재와  같은  셀롤로오스  ;  콘크리트,  벽돌,  화강암,  유리,  세라믹  또는  모르타르와  같은  규토질 
;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폴리아크릴레이트와  같은  중합체  ; 
강철,  철,  구리,  알루미늄 또는 은과 같은 금속 ;  가죽 또는 모와 같은 동물성 재료일 수 있다. 형
태에 관하여는 섬유,  필라멘트,  시트,  필름,  직포,  평판,  포선체 및  복합재형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조성물을  습기에  노출시킬때  발생하는  신속  경화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동하고  무수  조건하에 
유지시킨  피복  조성물의  고정원으로  피복시킨  다음,  습도와  온도에  대해  조절된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기판이 본 발명의 방법에 바람직한 기판이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기판에  도포시키려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감압성  접착제의  박리  표면으로 사용
되는  종이  또는  중합체  필름과  같은  가요성  시트  물질을  처리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따라서  가요성 
시트물질이 본 발명의 방법에 바람직한 기판이다.

액체  조성물을  기판에  도포시킨  후에,  기판을  바람직한  정도,  통상적으로  적어도  피복된  기판의 취
급이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강성인  비-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바람직하게는  즉시  및  연속적으로 습
기-함유  환경에  노출시킨다.  예를  들어,  종이의  한면만을  피복하여  추가로  가공할  때까지  롤  형태로 
저장하는  종이피복  기술에  있어서  도포된  조성물은  단지  피복된  종이를  감을  수  있도록  하는  무수의 
고체  상태로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경화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없이  롤  중에서  더  경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도포된  조성물을  노출시키려는  습기-함유  환경의  습기  함량은  조성물  경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50%  이상과  같은  고-습기  함량의  환경은  저-습기  함량의 환경
보다  본  발명  조성물을  신속히  경화시키는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도포된  조성물의  재생 
가능한  경화의  관점에서,  각각  100%  및  40℃와  같이  용이하게  조절  가능한  상대  습도  및  온도를 갖
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액체  조성물을  가요성  시트  물질에  도포시키는  본  발명  방법의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액체  조성물의  점도는  바람직하게는  25℃에서  약  300  내지  5,000센티포이즈(0.3  내지  5.0Pa·sec)를 
갖는다.  전술된  바와  같이  충분량의  테트라이소프로필티타네이트를  갖도록  적절하게  제형화시키고 
연(ream)당  약  1lb의  피복  중량으로  종이  기판상에  도포된  조성물은,  종이와  대기중의  습기를 사용
하여  액체  조성물이  종이에  특정과량으로  종이에  침투하기  전에  종이/조성물  계면에서  경화된 접착
성  필름을  형성할  정도로  신속하게  습기와  반응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결과는  종이 피복
시에  선행  기술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적은  량의  피복조성물  및/또는  더욱  다공질인  기판을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된  피복된  가요성  시트  물질은  감압성  접착제  라벨상의 
박리 가능한 보호 받침 또는 감압성 접착 테이프의 접착제 없는 면과 같은 접착제-박리 표면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세번째  양상은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된  피복된  가요성  시트물질의  피복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감압성 접착제 조성물과 접착성 접촉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공정에 사용하려는 피복된 가요성 시트물질은 바람직한 양태를 포함하여 전술된 바와 동일하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태에서  피복된  가용성  시트  물질은  피복물이  비-스미어,  비-이행  및  비-마멸 상
태로  완전  경화된  후에  즉시  또는  일정시간  경과후에  PSA  조성물과  접촉시킬  수  있다.  완전  경화된 
피복물은  액체  PSA  조성물로  피복시키기전  적어도  24시간  동안  습기-함유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공정에  따라  피복물을  완전  경화시켜  PSA  조성물과  접촉시킬  때까지  경과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피복된  유연성  쉬트  물질과  접촉시키는  PSA  조성물은  당업계의  모든  유기  중합체-기본 
PSA  조성물일  수  있다.  통상적인  유기  중합체-기본  PSA  조성물은  SBR  공중합체  또는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포함하며, 이들의 예는 후술되어 있다.

SBR  공중합체를  기본으로  하는  PSA  조성물은  이들이  아크릴레이트-기본  PSA  조성물보다  공지된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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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피복물로부터의 낮은 박리 정도를 가지며,  또한 본  발명의 조절된 박리 측면에 대해서도 보다 유
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공정에 바람직하게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본  발명의  공정에  사용되는  PSA  조성물은  용액,  유액  또는  비휘발성  액체등의  액체 조성
물이며,  이들은  표준  피복  방법을  사용하여  피복된  가요성  시트  물질에  도포시키고  이어서  경화 및/
또는  휘발화  단계에  의해  점착성  PSA상태로  전환시켜  접착성  접촉시킨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기 
PSA를  점착성  상태로  전환시킨  다음,  점착성  PSA를  피복된  가요성시트  물질과  접착성  접촉시키는 것
도 본 발명의 법주 및 관점에 속한다.

“접착성  접촉”이라는  것은  PSA  조성물을  피복물질에  밀접하게  위치시켜  점착성  PSA를  피복물 위에
서 피복물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접착력을 갖으면서 제위치에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피복물-함유  박리  박판  및  접착제-함유  작용성  박판을  포함하는  적층물(여기에서 
접착제가  피복물에  접착된다)의  제조에  유용하다.  이와같은  적층물은  접착테이프의  롤,  박리  가능한 
지지체에  접착된  PSA-지지  장식지의  스트립(strip),  및  라벨로  타발하려는  PSA  라벨  소재의  시트 등
의  모든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다.  다른  형태는  본  명세서를  고려해  봄으로써  PSA  분야의 숙련인에
게 자명해질 것이다.

후술하려는  실시예는  특허청구  범위에서  적절하게  기술된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함이며,  이것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부와 %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한 중량 기준이다.  본 명세
서에 사용되는 약어의 의미는 하기와 같다.

PSA-감압성  접착제  ;  청결한  스테인레스강의  거울에  1N/m이상의  힘으로  접착되는  촉감이  접착성이나 
건조한  유기  접착제와  동일한  의미이다.  PSA는  이로부터  제거가능할  수도  있고  제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접착성을 갖는다.

SBR-스티렌-부타디엔 고무 ; SBR로 표기된 PSA의 탄성 중합체성 성분을 의미한다.

CRA-조절된 박리 첨가제 ; 아미노오가노실록산 및 성분(C)와의 동의어이다.

CRA  제1번  및  2번(실시예  1,  2  및  3에  기재되어  있음)은  공지된  방법에  따라  수성  알칼리의 존재하
에  상승된  온도에서  적당량의  Me3SiO(Me2SiO)4SiMe3,  MO(Me3SiO)35H  및 

H2NCH2CH2NHCH2CH(CH3)CH2Si(Me)(OMe)2를 평형화시켜 제조한다.

CRA  제3번  및  4번(실시예  4  및  5에  기재되어  있음)은 HO(Me2SiO)36 H  또는 HO(Me2SiO)12 H를  10% 이소프

로필 알콜 중의 적당량의 H2NCH2CH2NHCH2CH2CH2Si(OMe)3와 반응시켜 제조한다.

RA-1753-아크릴계 용매 유연 접착제.

(Monsanto Co. ; St. Louis, MO.) 실온 경화됨.

GMS-263-아크릴계 용매 유연 접착제.

(Monsanto Co. ; St. Louis, MO.) 열경화됨.

36-6045-고무-기본(SBR)용매 유연 접착제.

(National Starch and Chemical Corp. ; Somerville, NJ.)

72-9399-아크릴계 유액 유연 접착제, 고-점착성 영구 접착제.

(National Starch and Chemical Corp. ; Somerville, NJ.)

38-4516-아크릴계 유액 유연 접착제, 제거 가능한 접착제.

(National Starch and Chemical Corp. ; Somerville, NJ.)

경화성  조성물의  완전경화  시간은  새로  제조된  조성물을  실험실용  브레이드  피복기에  의해  약 1ld/
연의  피복  중량으로  초-압연  가공된  S2S  크래프트  종이에  도포시키고,  도포된  조성물을  77+2℉에서 
50+4%의  상대  습도를  갖는  대기에  노출시켜  측정한다.  습기에  노출시킨  후로부터  도포된  조성물이 
비-스미어, 비-마멸, 비-이행 상태로 경화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완전경화 시간으로 간주한다.

피복물의  스미어는  피복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지르고,  피복의  흐림도(haze)를  관찰하여 측정한
다.  관찰된  흐림  정도(없음,  매우  약간,  약간,  중간,  다량)는  피복의  스미어  정도를  나타낸다.  완전 
경화된 피복물은 스미어를 나타내지 않는다.

피복물의  마멸은  피복물을  집게  손가락  끝으로  강하게  문질러서  피복물을  종이로부터  제거하려고 시
도함으로써  측정한다.  마멸  정도는  없음,  매우  약간,  약간,  중간  또는  다량으로  나타낸다.  완전 경
화된 피복물은 마멸을 나타내지 않는다.

피복물의  이행은  No.  5910 3M (St.  Paul,  Minnesota)  상표  투명  테이프의  시험  스트립을  이의 접착

제-함유  표면이  피복물과  접촉하도록  피복물상에  위치시키고,  손가락으로  스트립을  5  내지  20회 문
질러서  스트립을  피복물에  접착시킨  다음  투명  테이프  스트립을  피복물으로부터  제거하고  스트립의 
접착제-함유  표면을  말단이  겹치도록  반으로  접고,  단단하게  압착시킨  다음  접힌  시험스트립을 분리
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관찰함으로써  측정한다.  비-이행  등급의  피복물의  경우  겹쳐진  시험  스트립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힘은  새로운  테이프의  겹쳐진  스트립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힘과  거의  동일하다. 
다른  등급으로는  매우  약간,  약간,  중간,  다량이행이  있다.  완전  경화된  피복물은  이행을  나타내지 
않는다.

피복물의  접착제  박리력은  실온  및  실상대  습도에서  2시간  이상  추가로  숙성시킨  완전  경화된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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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에서 측정한다.

하기의  절차에  따라  박리시험을  하기  위하여  경화된  피복물을  제조한다.  경화된  피복물에  드로우 다
운  바(draw  down  bar)를  사용하여  3mil(76.2㎛)의  습윤  두께로  접착제  용액  또는  유액(상기 기재
됨)으로  피복시킨다.  도포된  접착제  조성물을  실온에서  용액의  경우는  1분간,  유액의  경우  3분간 공
기  건조시키고,  이어서  용액의  경우  1분간,  유액의  경우  3분간  70℃에서  가열시킨  다음,  1분  동안 
실온으로  다시  냉각시킨다.  60lb매트  리토(matte  litho)의  시트에  건조된  접착제를  도포시키고, 생
성된  적층물을  4.5lb고무  피복된  롤러로  압연한  다음,  70℃에서  1일간  가열한다.  때로는,  적층물을 
70℃에서 2주 또는 6주 동안 숙성시킨다.

적층물의  박리  시험은,  적층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냉각된  적층물을  1in(25.4㎜)  스트립으로 절
단한  다음,  40in/분(0.17m/s)  및  180°(π라디안)의  각으로  크래프트  종이/피복물  박판으로부터 매
트/접착제  박판을  견인시키므로써  수행한다.  박판들을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힘(g/in)을  접착제 박리
력으로  간주한다.  이와같은  수치는  0.3860885  in.N/g·m을  곱하고  3자리  수가  되도록 반올림함으로
써 N/m로 환산한다.

[실시예 1]

약 13%의 시클로폴리디메틸실록산(시클릭스)을 함유하는 구조식

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CRA 제1번)과 일반식 RMe2SiO(Me2SiO)142(MeRSiO)3SiMe2R(여기서, R은 - 

CH2CH2Si(OMe)3 이다)의  오가노폴리실록산과의  혼합물  100부를  11.1부의 테트라이소프로필티타네이트

(1.87부의  Ti)와  혼합시켜  본  발명의  2개의  조성물을  제조한다.  2개의  조성물중의 아미노오가노실록
산과  시클릭스의  양은  R라디칼-함유  오가노폴리실록산  100부당  1.0  및  5.3부이다. 아미노오가노실록
산을  함유하지  않는  대조  조성물을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대조  조성물과  본  발명의  2개의 조성
물은 20초 이하의 완전한 경화 시간을 갖는다.

상기  3개의  조성물을  S2S  크래프트  종이상에  회복시키고,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50%  상대습도의 대
기에  노출시킨다.  이어서,  피복된  종이를  GMS-263  아크릴계  PSA  조성물  또는  36-6045  SBR  PSA 조성
물로 적층시키고, 제조된 샘플 6개를 70℃에서 1일간 가열시킨 후에 접착제 박리력에 대해 
시험한다.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을  함유하지  않는  대조용  샘플은  아크릴계  접착제를  34.0N/m에서 박리
하며,  SBR  접착제를  16.2N/m에서  박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1.0부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을 
사용할  경우  각각  57.1  및  27.0N/m로  증가한다.  5.3부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을  함유하는  샘플은 아
크릴계 접착제를 103N/m의 박리력에서 박리하게 된다.

[실시예 2]

일반식 Me3SiO(Me2SiO)210(MeRSiO)12SiMe3 (여기서,  R은 -CH2CH2Si(OMe)3 이다)의  오가노폴리실록산과 실시

예  1에서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CRA  제1)과의  혼합물  100부를  80% TPT(테트라이소프로필티타네이
트)와  20%  무수메탄올과의  혼합물(1.87부의  Ti)13.9부  혼합하여  4개의  본  발명  조성물을  제조한다. 
CRA  제1번과  시클릭스의  양은  R라디칼  함유  오가노폴리실록산  100부당  1.0  내지  17.7부이다. 아미노
오가노실록산을  함유하지  않는  대조  조성물을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대조  조성물과  4개의  본 
발명 조성물은 25초 이하의 완전 경화시간을 가지며, 시각적으로 투명하다.

상기의  5개  조성물을  S2S  크래프트  종이상에  피복시키고,  실온에서  50%  상대습도의  대기에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다음,  경화된 피복물을 3개의 아크릴계 PSA  조성물 또는 SBR  PSA  조성물 중 1개로 적
층시켜  20개의  적층물을  제조한다.  이  적층물들은  70℃에서  1일간  가열하고,  장기간의  저장  숙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70℃에서  6주간  숙성시킨  후에  접착제  박리력에  대해  시험한다.  결과는  표  1에 기
재되어 있다.

표  1의  데이타를  보면,  사용되는  성분(C)의  양을  변화시키므로써  본  발명의  신속  경화,  습기-경화성 
피복 조성물로 부터 광범위한 접착제 박리력을 수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 3]

약 13%의 시클로폴리디메틸실록산(시클릭스)를 함유하는 구조식

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CRA  제1번)와  실시예  2에서  사용된  알콕시실릴  유기라디칼을  함유하는 오가
노폴리실록산과의  혼합물  100부를  실시예  2에서  사용된  테트라이소프로필티타네이트-메탄올  혼합물 
13.9부와  혼합하여  3개의  본  발명  조성물을  제조한다.  CRA  제2번  +시클릭스의  양은  알콕시실릴  유기 
라디칼-함유  오가노폴리실록산  100부당  5.3  내지  17.7부이다.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을  함유하지  않는 
대조  조성물을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들  4개의  조성물은  15초  이하의  완전  경화시간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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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발명의 3개의 조성물은 시각적으로 불투명하다.

상기  4개의  조성물은  S2S  크래프트  종이상에  피복시기고,  실온에서  50%  상대습도의  대기에  1일간 노
출시킨  다음,  경화된  피복물을  수개의  PSA  조성물로  적층시킨다.  이어서,  적층물은  70℃에서  1일간 
가열한  다음  시험하거나,  장기간의  저장숙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70℃에서  6주간  숙성시킨  후  접착제 
박리력을 측정한다. 결과는 표 2에 요약 수록되어 있다.

[실시예 4]

10%의 이소프로필알콜을 함유하는 구조식 {H2NCH2CH2NHCH2CH2CH2Si(OMe)2O1/2}2

{O1/2(Me2SiO)35Me2SiO1/2 }의  아미노오가노실록산(CRA  제3번)과  실시예  2에서  사용된  알콕시실릴 유기라

디칼을  함유하는  오가노폴리실록산과의  혼합물  100부를  실시예  2에서  사용된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
네이트-메탄올  혼합물  13.9부와  혼합하여  3개의  본  발명  조성물을  제조한다.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의 
양은  알콕시실릴유기  라디칼-함유  오가노폴리실록산  100부당  5.3으로  부터  11.1으로부터  25.0부까지 
변화시킨다.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을  함유하지  않는  대조  조성물을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들 4
개의 조성물은 시각적으로 투명하며, 15초 이하의 완전 경화시간을 갖는다.

이들  4개의  조성물은  S2S  크래프트  종이상에  피복시키고,  실온에서  50%  상대습도의  대기에  1일  및 1
주일간  노출시킨  다음,  경화된  피복물  8개를  5개의  PSA  조성물로  적층시키고,  70℃에서  1일간 가열
한다.  제조된  40개의  적층물을  반으로  나누고,  이중  절반은  라벨  타발  조작중의  폐기매트릭스의 제
거를  모사하기  위하여  더이상  가열시키지  않고  초기의  접착제  박리력에  관해  시험한다.  40개의 적층
물중  나머지  절반은  라벨의  평균  저장  수명을  모사하기  위하여  70℃에서  2주간  숙성시킨  다음, 접착
제 박리력에 관해 측정한다. 결과는 표 3에 요약 수록되어 있다.

[실시예 5]

CRA  제3번  대신에  구조식{O 1/2(Me2SiO) 11 Me2 SiO 1/2}5{H2N(CH2)2NH(CH2)3SiO2·5/2(OMe)0.5}4 의 아미노오가

노실록산(CRA  제4번)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의  방법을  반복하여  3개의  본  발명의 조
성물을  제조한다.  CRA  제3번과  마찬가지로,  CRA  제4번도  10%의  이소프로필  알콜을  함유한다. 아미노
오가노실록산의  양은  알콕시  실릴유기  라디칼-함유  오가노폴리실록산  100부당  5.3으로부터 11.1으로
부터  2.50부까지  변화시킨다.  이들  3개의  조성물은  시각적으로  불투명하며,  20초  이하의  완전경화 
시간을 갖는다.

이들 조성물은 실시예 4의 절차에 따라 시험하며, 시험 결과는 표 4에 요약 수록되어 있다.

[표 1]

* PSA는 점착성을 손실한다.

[표 2]

* PSA는 점착성을 손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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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 4]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분자당  평균  2개  이상의  일반식 -QSiR
1
a(OR

2
)3-a 의  규소-결합된  알콕시실릴  유기  라디칼을 함유하

는,  일반식 ZR2
1
SiO(Me2SiO)x(MeRSiO)ySiR2

1
Z의  오가노폴리실록산  유체  100중량부  ;  (B)  0.5  내지 4.0

중량부의  티탄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생성된  액체  조성물에  가용성인  티탄  에스테르,  이의 부
분적 가수분해물 또는 이의 부분적 알콜레이트 ; 및 (C) 분자당 평균 1개 이상의 일반식 

-Q(NR
3
CH2CH2)mNHR

3
의  규소-결합된  아미노오가노  라디칼을  함유하며,  모든  다른  규소-결합된  라디칼이 

실록산  산소원자, R
1
 라디칼  및 OR

2
 라디칼  중에서  선택되는  아미노오가노실록산  0.5  내지 50중량부

를 포함하는 성분들 [이들 성분들에 있어서,  R은 -QSiRa
1
(OR

2
)3-a 라디칼이고 ; R

1
은  탄소수 1  내지 6의 

1가  탄화수소 라디칼이며 ; R
2
은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메톡시에틸 라디칼이고 ; R

3
는  H원자 또는 

R
1
라디칼이며  ;  Q는  알킬렌  라디칼이고  ;  Z는  R라디칼  또는 R

1
 라디칼이며  ;  Me는  메틸라디칼이고  ; 

a는 0 또는 1이며 ; x는 평균 약 50 내지 500이고 ; y는 평균 0 내지(x+y)/4이며 ; m은 0 내지 약 3
이다]을  거의  무수  조건하에  혼합하여  제조된,  기판에  도포하여  습기에  노출시킬  경우  경화하는 액
체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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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R
1
 라디칼이  각각  메틸라디칼이고,  티탄  에스테르가  테트라알킬  티타네이트,  이의 

부분적 가수분해물 또는 이의 부분적 알콜레이트인 액체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Z가  Me이고,  성분(B)가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의  부분적  메탄올레이트이며, 
아미노오가노실록산이 구조식

[여기서, n은 3 또는 4이다]을 갖는 액체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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