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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점착성 아크릴 감압 접착제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점착성 아크릴 감압 접착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감압 접착제 및  접착 테이프,  특히 특정한 표면에 대하여 개량된 접착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된,  두꺼운  거품  또는  거품형  코어  및  비교적으로  얇고,  치밀한  감압  접착  표면층을 
갖는  테이프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신규  테이프들은  주로  자동차의  부품을  영구적으로  부착시키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자동차  차체의  측면  성형물은  통상적으로  기계  파스너를  이용하거나  또는  두꺼움  거품  또는  거품형 
코어  및  비교적  얇은  감압  접착  표면  층을  갖는  감압  접착제  테이프를  이용하여  영구적으로 장착시
킨다.  상기  거품  또는  거품형  코어를  갖는  감압접착제  테이프의  바람직한  다른  용도들로서는 채광창
의  이음  매칠을  하거나,  유리창에  유사  창살대  막대를  부착시킨다든지,  또는  자동차에  면허증을 부
착시키는데 있어서의 용도를 들 수 있다.

아크릴  거품형  코어는  미합중국  특허  제4,233,067호(레벨스)에  개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버블이 분
산되어 있는 아크릴 감압 접착제 층에 의해 만들어진다.  상기 레벤스 특허는 자체의 거품형 층의 접
착제를  중합시키는  자외선  방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특정한  자동차  페인트  표면에  대한  강력한 접착
은 자외선 방사에 의해 중합될 수  없는 감압 접착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기  표면에  접착시키고자  하는  비충전된  감압  접착제  층의 마이크로버블
-충전면의  한쪽  또는  양쪽에  이를  도포하는  것이  적합하다.  두꺼운  거품  또는  거품형  코어를 가짐으
로써 감압 접착제 테이프가 불균일한 표면에 보다 잘 부착된다.

레벤스  특허에  뒤이어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364,972호(문)는  자외선  방사에  의해  중합시킬  수 
있으며,  더우기  "자동차  페인트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  거품  층에  강력하게  부착되는"(컬럼 2,44-46
줄)  아크릴 감압 접착제에 관한 것이다.  상기 문에 의한 감압 접착제는 비3차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
스테르와  N-비닐-2-피롤리돈의  공중합체를  전체  단량체의  15-50중량부의  양으로  함유한다.  상기 문
에  의한  감압  접착제는  거품형  코어를  갖는  복합  테이프의  치밀하며  비충전된  표면층으로서 이용되
어  왔다.  그러나  문의  특허가  출원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자동차  페인트들에  대하여서 그
와  같은  표면층이  강력하게  접착되었으나,  유기  용매가  대기중으로  방출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들에 
대하여서는  복합  테이프뿐만  아니라  기타  시판되고  있는  감압  접착  테이프들도  만족스러울만큼 강력
하게  접착하지  못한다고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상기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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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관하여서는 "아메리칸 페인트 앤드 코우팅즈 저어널", 1985년 3월 18일, 54-58페이지를 보라.

본  발명에서는  점착부여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압  접착  테이프내에서의  점착부여제의  사용을 가
르치고  있는  종래의  기술들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보고자  한다.  최초의  감압  접착제  테이프들은 고
무와  점착부여제  수지들의  혼합물들을  주성분으로  하며  이들  고무-수지  감압  접착제를  이용한 테이
프들은  지금까지도  널리  시판되고  있다.  상기  테이프들의  일군으로서  미합중국  특허 제3,681,190호
(Dahlquist)에  개시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부류의  감압  접착제  테이프들이  점착부여제  수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유하게  점착성  및  감압성  부착력을  갖는  중합체,  예를들면,  (a)  비3차  알킬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스테프  및  (b)  아크릴산과  같은  극성기를  갖는  공중합성  단량체의 공중합체로
부터  개발된  바  있다.  상기  감압  접착제는  미합중국  특허  제Re24,906호(울리히)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내에서는 이를 때때로 "아크릴 감압 접착제"로 일컫는다.

울리히  특허  이후에  허여된  다수의  특허들이  아크릴  감압  접착제  테이프에  관한  것들이나,  이들 대
부분의  점착부여제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점착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인  미합중국  특허  제4,243,500호(글레논)는  불포화  아크릴레이트  에스테르  단량체,  열가소성 점
착부여제  수지  및  비-결정화  탄성  블록  공중합체와  같은  탄성중합체  혼합물이  피복막을 공중합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자외선을  이용하고  있다.  또  다른  것은  미합중국  특허  제4,500,683호(호리 일동)
이다.  점착부여제를  포함하여  아크릴  감압  접착제를  개시하고  있는  세번째  특허로서는  아크릴  감압 
접착제가  n-부틸  아크릴레이트,  N-비틸-2-피롤리돈  및  스티렌의  삼원공중합체를  포함하는  미합중국 
특허  제4,456,741호(에임즈)를  들  수  있다.  상기  에임즈의  특허에서는  상기의  감압  접착제 삼원공중
합체  "단독으로  또는  폴리테르펜과  같은  다른  물질들과의  혼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
으며,  이어서  모두가  점착부여제인  여러개의  이름을  나열(컬럼  2,  47-53줄)하고  있으나, 점착부여제
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점착부여제를  사용함으로써  수득되는  어떠한  효과도  기술하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시예들중  어느  곳에서도  점착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에임즈의  감압 접착
제는 용매없이 고열-용융 피복될 수 있음으로 인해 피복 공정중 휘발성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

점착부여 아크릴 감압 접착제에 관련된 또  다른 것으로서 용매 없이 고열-용융 피복될 수  있는 감압 
접착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럽  특허  출원  제85,307,696.6호(공보  제0,183,368호,  1986년  6월 4일)
를 들 수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4,645,711호(윈슬로우  일동)는  페인트  베이킹후  자동차  페인트로부터  제거되어 자
동차 마스킹 테이프로서 유용한 점착부여 아크릴 감압 접착제 테이프를 개시한다.

윈슬로우의  특허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상술한  "관련된  다른  기술"들  중  어느것도  자동차  페인트 또
는  기타  다른  페인트들에  대하여  향상된  접착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서  이들의  감압  접착제가 유용
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상기  인용된  문에  의한  특허는,특별히  자동차  페인트들에  대한  강화된  접착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고안된  감압  접착제에  관한  것으로,  점착부여제를  단량체들의  광활성  혼합물에  혼합하여, 이들
로부터  감압  접착제들을  광중합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상기와  같은  임의의  물질을  첨가할  경우, 
첨가하지  않은  것의  단순하고  간단하여  경제적인  방법에  복잡성을  부가하며,  따라서  경비도 가중시
키므로,  특수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고하고  있다.(컬럼  6, 3-
12줄)  상기  문의  특허에서와  같은  가르침을  예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착부여제를  광중합  가능한 
단량체들의  혼합물내에  도입하는  것은  때때로  중합을  방해하며  목적하는  접착  및  응집  특성을 수득
할 수 없게 한다.

본  발명은  높은  응집  강도를  가지며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접착되는 최초
의  것이라  생각되는  감압  접착제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신규  감압  접착제는  하기  (1)  및 (2)
의  중량비  혼합물을  포함한다:  (1)  (a)  알킬리가  평균  약 C 4  내지 C14 를  가지며,  끈적거리며 신축성

인 탄성 접착 물질로 그 자체가 중합 가능한 비 3차 알킬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스테르, 및 (b)  전체 
단량체  (a)  및  (b)의  10  내지  40부를  포함하는  양의  N-비닐-락탐을  포함하는  95%를  초과하는  단량체 
전환율을  갖고,  THF내에서  적어도  50%겔을  갖는  접착성에  의해  입증된  바와같이  가교된  단량체의 아
크릴  공중합체;  및  (2)  적어도  하나의  폴리(이소보르닐메타크릴레이트),  로진의 펜타에리트리톨에스
테르  및  혼합-지방족/방향족  중합체성  점착부여제  수지로부터  선택되고,  공중합체(1)의  100부당  약 
5 내지 50부 양의 점착부여제 수지.

유용한  N-비틸-락탐의  예는  N-비닐-2-피롤리돈  및  N-비닐-카프로락탐이며,  상기 N-비닐-2-피롤리돈
이 값이 덜  비싸고 시판제품들로부터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상기 신규 감압 접
착제가 테이프로 전환된 후 단량체 전환율이 거의 10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F  내에서의  겔  분획은  0.7-1.0g의  감압  접착제(PSA)를  500㎖  유리병에  넣고,  상기  병에  200㎖의 
테트라히드로푸란  용매를  가함으로써  측정  가능하다.  병을  밀봉하고  실온에서  12시간  방치한다. 12
시간  경과후  병속의  내용물을  다공성  유리  필터  깔때기(ASTM  40-60마이크론)로  흡입기에  의한 진공
을  이용하여  여과한다.  병으로부터  다공성  유리  필터  위에  모았다.  필터를  열풍  순환  오븐내에서 일
정한 중량으로 건조시킨다. 불용성 겔을 함유하는 여과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중량을 
측정한다.

%겔 함량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겔(%)=

상기  식에서,  CW는  필터와  불용성  PSA를  합한  건조  중량이고,  PW는  깨끗한  필터의  중량이며;  OW는 
PSA 시료의 원래 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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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부여제  수지가  혼합-방향족/지방족  단독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수지인  경우에  있어서 하이솔리
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우수한  접착성이  수득된다. C 9  단량체  탄화수소 분획들로부

터  유도된  방향족  성분은  문헌[사타스(Satas)의  압감  접착제  기술의  안내서,  반  노스트란드 레인홀
드사,  뉴욕,  1982년,  360-361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  지방족  성분은  사타스의  문헌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C5 또는 (C5)2단량체로부터 유도된다.

방향족 C9 단량체의  예는  스티렌,  비닐  톨루엔,  p-메틸  스티렌,  p-메톡시  스티렌,  α-메틸  스티렌, 3

차-부틸 스티렌, n-부틸 스티렌 및 1,1-디페닐 에틸렌이다.

지방족 C 5  또는 (C5)2 단량체의  예는  시스-피페릴렌,  트랜스-피페릴렌,  이소플렌,  2-메틸-2-부텐, 펜

텐, 펜타디엔, 헥사디엔, 시클로펜타디엔, 디시클로펜타디엔, α-피넨, β-피넨 및 리모넨이다.

방향족/지방족  함량은  지방족  단량체를  상기  방향족  단량체와  각종  비율로  공중합시킴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방향족  함량을  조절하고  및  점착  부여제  수지의  불포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공중합체를  수소화시킬  수도  있다.  바람직한  혼합-방향족/지방족  중합체  수지로는  스티렌과 알킬
화  스티렌  단량체의  공중합체,  수소화  스티렌/알킬화  스티렌  공중합체,  알킬화  스티렌  또는  스티렌 
단량체와  시스-피페릴렌  및  또는  트랜스-피페릴렌  및/또는  테르펜  탄화수소류  유사  α-피넨  및 β-
피넨과  같은 C 5  또는 (C5)2 지방족  단량체의  공중합체,  및  동일한  단량체의  수소화  공중합체를  들  수 

있다.  바람직한  혼합-방향족/지방족  중합체  수지는  90  내지  20중량%의  방향족  함량  및  이에 상응하
는  10  내지  80중량%의  지방족  함량을  갖는다.  방향족/지방족  함량이  약  50/50중량비인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점착부여제  수지의  Tg는  적어도  30℃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온도  이하에서는  감압  접착제의  응집 
강도면에 있어서의 결손이 나타날 수  있으나,  더  낮은 Tg를  갖는 점착부여제 수지를 그  자체가 매우 
단단한  아크릴  공중합체(1)와  조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아크릴계  공중합체(1)가  매우  부드러운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30℃ 이상의 Tg를 갖는 점착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점착부여제  수지의  수  평균  분자량(Mn)은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여  300-3000인  것이 바람
직하다.  300  이하의  경우  감압  접착제의  응집강도가  결손되며,  3000  이상의  경우  감압  접착제가 부
적합하게  단단해진다.  Mn이  상기의  바람직한  범위이외일  경우,  각각  더  단단하거나  또는  부드러운 
아크릴  공중합체(1)을  사용함으로써  이들  결손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점착부여제  수지의  용해도 매개

변수는  약  7  내지  9.5(cal/㎤)이지만,  약  8  내지 9(cal/㎤)
1/2

이  바람직하다.  상기  바람직한  범위의 
이외인 경우, 점착부여제 수지는 공중합체(1)와 잘 섞이지 않는다.

점착부여제  수지(2)의  양을  아크릴  공중합체(1)의  100중량부당  약  30부  이하로  증가시킴에  따라 하
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향상된  접차력이  수득되며,  상기의  함량  이상의  경우에는 접착력
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점착부여제  수지(2)의  함량이  30부를  초과할  경우,  아크릴  공중합체(1)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N-비닐-락탐의  함량을  상기  언급된  10-40부  범위의  하한치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N-비닐-락탐이  상기  아크릴  공중합체(1)를  만드는데  사용된  전체  단량체(a)  및  (b)의  약  10중량부 
이하거나  또는  약  40중량부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신규의  감압  접착제는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대한  접착력에  대해서  부적합하게  저하된  개량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N-비닐-락탐
이 전체 단량체 (a)  및  (b)의  20  내지  25중량부를 함유할 때  가장  우수한 접착력 값을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대하여  차체  측면  모울딩을  가장  잘  결합시키는  본  발명 테이프
는  상기  인용된  레벤스  특허  제4,223,067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버블,  바람직하게는  유리 
마이크로버블이  분산된  감압  접착제  매트릭스인  거품  또는거품형  코어  상에  치밀한  표면층으로서 신
규한  감압  접착제를  사용한다.  거품형  코어의  감압  접착제  매트릭스는  (a)  비  3차  알킬알코올의 아
크릴산  에스테르와  (b)  극성기,  특히,  예를들면  아크릴산과  같이  높은  응집강도를  제공하는 카르복
실기를  갖는  공중합가능한  단량체의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아크릴  감압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
명  테이프가  거품형  코어를  갖는  복합체인  경우,  그의  감압  접착제  매트릭스는  단량체(b)가 카르복
실-함유단량체인  아크릴  감압  접착제  공중합체를  포함할  때,  코어가  차체  측면  성형물에  가장  잘 접
착된다.  그러나,  차체  측면  성형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접착력을  수득하기  위해서는  복합  테이프가 
차체  측면  성형물질에  대한  접착력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선택된  제2의,  치밀한  감압  접착제 표면층
을  가져야  한다.  상기  제2의  표면층의  감압  접착제는  자체의  거품형  코어의  매트릭스와  동일할  수 
있다.  제2의  표면층으로서  특히  유용한  것은  공중합가능한  단량체(b)가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또는 
이타콘산과  같은  카르복실기를  갖는  아크릴  감압  접착제이다.  신규  테이프가  2개의  치밀한  표면층을 
갖는  거품형  코어를  가질  경우,  표면층들의  외관이  다르도록  채색하여  차체의  측면  성형물을 장착시
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페인트로  채색된  표면에  점착부여  공중합체층을 정확
하게  접착시키도록  할  수  있다.  거품형  코어의  두께는  최소한  0.3㎜이고,  각각의  표면층의  두께는 
0.2㎜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거품형  코어  대신에,  본  발명에  따른  복합  테이프가  가교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및 폴리클로로
프렌  거품과  같은  발포형  열가소성  수지  코어를  가질  수도  있으며,  이때  폴리클로로프렌  거품이 최
고의  응집  강도를  가지므로  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발명의  복합  테이프는  응집  강도면에 
있어서  거품형(마이크로버블-충전)코어와  동일한  거품  코어를  가지나,  그들의  표면층들이  동일한 경
우에 있어서 조차도 거품형 코어를 갖는 복합 테이프에 비해 보다 낮은 접착력 값을 갖는 경향이 있
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거품형  코어를  갖는  테이프의  균일하지  못한  표면들에  대한  순응력을  갖는 
별도의 특성에 기인한다.

본  발명의  복합  테이프의  코어로서  유용한  또다른  거품은  미합중국  특허  제4,415,615호(에스메이 일
동)에  개시된  바와같은  셀룰라  감압  접착제이다.  그러나,  상기  셀룰라  코어는  거품형  코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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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응집강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감압  접착제  테이프는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을  갖는  자동차의  장식용 및
/또는  보호용  제품을  부착시키는데  있어서  특히  유용하며,  그리하여  기계  파스너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유용한  장식용  및/또는  보호용  제품에는  차체  측면  성형물,  면허증,  표찰  및  틈  마개 
부착이 속한다.

분리/연속 박리값

박리  라이너상의  12.7㎜×200㎜  감압  접착제  이동  테이프를  약  6㎜  두께의  딱딱한  폴리비닐 클로라
이드  시험  막대의  15㎜×150㎜면에  직각으로  배열하고,  6.8㎏  로울러로  1회  압연시켜  단단하게 압착
시킨다.  이어서  라이너를  테이프에서  제거하고,  새로이  페인트로  칠한  약  100㎜×300㎜의  철  판넬의 
중앙에  시험막대의  한쪽  끝을  판넬의  끝부분  너머로  펴면서  노출된  접착  표면을  정렬시킨다. 6.8㎏
(15파운드)  롤러로  시험  막대를  약  300㎜/분의  속도로  압연시켜  충분히  잘  접촉시킨  후,  견본을 주
변온도에서  72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이어서  약  50㎜  폭으로  다듬는다.  이어서,  견본을  인장 시험기
의  하부  조오내에  정착시킨  수평  고정구내에서  죈다.  약  8㎜의  두께를  가지며  비닐  시험  막대의 횡
단면과  상응하는  한쪽  끝에  입구를  갖는  금속막대를  시험  막대의  연장된  말단상에서  부터 미끄러뜨
리고,  반대쪽  끝은  인장  시험기의  상부  조오내에서  죈다.  이어서  페인팅된  판넬로부터  비닐  시험 막
대의  분리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힘("분리  박리  값")  및  막대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연속으로 분리
시키는데 필요한 힘("연속 박리값")둘다를 측정하면서 조오들을 30.5㎝/분으로 분리한다.]

연속  박리값이  낮은  경우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주로  연속  박리값에 
관심을  갖는다.  시험  결과,  거품  또는  거품형  코어의  응집  실패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족스러운  연속  박리값을  갖는  테이프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분리  박리값을  갖는 것으
로 밝혀졌다.

180˚박리값

시험하고자  하는  접착  테이프를  0.5인치(1.27㎝)쪽으로  자른  후,  새로이  페인팅된  강철  판넬에 자가
-부착시킨다.  상기  테이프에  대하여  2.0㎏의  경질  고무로  둘러싼  강철  로울러를  각각의  방향으로 3
회  통과시킨다.  주변온도(23℃)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테이프의  접착되지  않은  말단을  페인팅된 판
넬로부터 약 0.5㎝/초의 속도로(인장 시험기 이용) 벗겨냄으로써 "180℃ 박리"를 측정한다.

정전 전단 값

하기와  같은  2개의  25.4㎜  폭의  스테인레스  강철  띠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두께  0.38㎜, 주라
인으로부터  0.05㎛산술  평균편차의  표면거칠기를  갖는  304-2BA형을  헵탄으로  세척한다.  박리 라이너
상의 1.27㎜폭의 감압 접착제 테이프를 첫번째 띠의 한쪽 끝에 부착시키고, 25.4㎜ 길이로 
다듬는다.  이어서  라이너를  제거하고,  노출된  접착  표면에  두번째  띠를  부착시킨다.  견본을 수평위
치에  놓고  6.8㎏  로울러로  압연시켜  표면  사이가  완전히  잘  접촉되도록  한다.  실온에서  24시간동안 
방치한  후,  조립체를  70℃로  예열시킨  공기-순환  오븐내에  넣고,  15분후  임의의  박리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첫번째  띠를  수직에서  2˚기울인  상태에서  테이프의  접착되지  않은  말단으로부터  250g중량을 
가한다.  중량을  가하는  시간  간격이  "정전  전단값"에  해당한다.  실패가  없다면,  시험은  6,000분에서 
정지된다. 응집 실패만이 관찰된다.

각각의  점착부여제  수지  A-K는  폴리(이소보르닐메티크릴레이트),  로진의  펜타에리트리톨  에스테르 
또는 혼합-지방족/방향족 중합체성 점착부여제수지이다.

점착부여제 수지 A

기계  교반기,  적하  깔때기  및  온도계를  장치한  3-목  500㎖  플라스크내에, N 2  대기중에서 시클로헥산

(24.5g)  및 AlCl3 (0.6g)를  넣었다.  플라스크를  얼음  배드위에  올려  놓았다.  스티렌(59.5g), 시클로

헥산(59.5g)  및  아니솔(4.5g)의  예비  혼합용액을  적하  깔때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크내에  교반 혼합물
에  15분에  걸쳐  적가했다.  진한  오렌지색  용액이  수득됐다. AlCl3 (1.25g)  및  t-부틸 클로라이드

(66.0g)을  가하고,  얼음  배드를  제거한  후,  3시간  동안  용액을  40℃로  가열했다.  NMR  스펙트럼 분석
결과  49%  알킬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시 AlCl3 (1.0g)을  반응  혼합물에  가하고,  혼합물을 

40℃로  5시간  동안  가열했다.  이어서 H2 O를  사용하여  반응  혼합물의  반응을  종결시키고,  200㎖ 에테

르를 가한 후,  혼합물을 분액 깔때기로 옮겼다.  유기층을 5%  NaOH  용액으로 3회 및 물로 3회 세척했
다.  유기층을  무수 MgSO4 로  건조시키고,  수중에  농축시켰다.  유기층을  무수 MgSO4 로  건조시키고, 진

공하에서  농축시켰다.  고체  잔류물을  수득하여  에틸  아세테이트내에  용해시키고  이어서  메탄올을 가

하여 침전시켰다. 백색 고체를 수득했다.[Tg=65℃, Mn=1,000, 용해도 매개변수=8-8.5(cal.㎤)
1/2
].

점착부여제 수지 B-K

B=t-부틸화 폴리(알파-메틸스티렌), Mn=500, Tg=39℃및 용해도

매개변수=8-8.5["RES"
TM
D-295, 허큘레스]

C=t-부틸화 폴리스티렌, Mn=500, TTg=36℃및 용해도 매개변수=8-8.5

["RES"
TM
D=296, 허큘레스]

D=폴리(이소보르닐메타크릴레이트), 유리-라디칼 중합반응에 의해 제조

Mn=1400, Tg=112℃

E=음이온  중합반응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점착부여제  수지  A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한 t-부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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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의 단독중합체, Mn=1200, Tg=65℃및 용해도 매개변수=8

F=폴리(알파-메틸스티렌), Tg=46℃ 및 용해도 매개변수=9["크리스탈렉스"
TM
 3085, 허큘레스]

G=스티렌/비닐톨루엔 공중합체, Tg=42℃ 및 용해도 매개변수=9.2["피코텍스"
TM
 LC, 허큘레스]

H=로진의 펜타에리트리톨 에스테르["페르말린"
TM
 105N, 허큘레스]

I=85/15 방향족/지방족 합성수지["네브펜"
TM
 9500, 네빌 케미칼 컴패니]

J=10중량%  이상의  지방족  함량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합성  개질  방향족 탄화수소["헤르코탁"
TM
 RT-

100S, 허큘레스]

K=10중량%  이상의  자방족  함량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합성  개질  방향족 탄화수소'"헤르코탁"
TM
 RT-

115, 허큘레스]

하기 실시예들에서는 하기와 같은 물질들을 사용한다:

IOA=이소옥틸 아크릴레이트

INA=이소노닐 아크릴레이트

MA=메틸 아크릴레이트

MBA=2-메틸부틸 아크릴레이트

AA=아크릴산

NVP=N-비닐-2-피롤리돈

NVC=N-비닐-카프로락탐

HEA=2-히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

ACM=아크릴아미드

XL-1=광활성 S-트라이진 B[미합중국 특허 제4,391,687호(베슬리), 컬럼 7, 20줄]

XL-2-아크릴옥시벤조페논

XL-3=다관능성 아지리딘["CX-100", 폴리비닐 케미칼 인더스트리스]

XL-4=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이소시아네이트[" PAPI"
TM
, 업죤 폴리머케이칼즈]

XL-5=N,N'-비스-1,2-프로필렌이소프탈아미드

실시예에서, 모든 부는 중량부를 의미한다.

[실시예 1]

하기 절차를 이용하여 감압 접착제 IOA/NVP 75/25 아크릴 공중합체를 제조했다:

1퀴어트(1000㎖)의  입구가  좁은  유리병에  135.0g  IOA,  45.0g  NVP,  0.36g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

("Vazo"
TM
 64)  및  220g  에틸  아세테이트를 첨가했다.  상기  용액을 1분당  1ℓ의  질소로 퍼이징하여 산

소를  제거했다.  밀봉한  병을  55℃의  회전  물  배스  내에서  24시간  동안  굴려  중합반응을  완결시켰다. 
톨루엔을  사용하여  공중합체를  25%  공형량으로  희석한다.  희석된  공중합체는  17.900  센트포이즈의로 
점도로 측정되었고, 1.63dl/g의 고유점도로 측정되었다.

깨끗한  유리병  속에  넣은  100g의  25%-고형량  용액에  5g(즉,  20phr=공중합체  100부당  부)의  분쇄한 
점착부여제  수지  A를  첨가했다.  금속  스패츄라로  교반한  후,  점착부여제  수지가  상기  용액에  용해될 
때까지  밤새  정치했다.  점착부여제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교반한  후,  0.8747g의  XL-1을  24.1273g의 
톨루엔에  용해시키고,  상기  용액의  일부를  교반하에  병에  가하여  총고형량을  기준으로  0.15%의 XL-1
을 공급했다. 이를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 포획된 공기 기포들이 투명해지도록 한다.

생성된  조성물을  박리  지상에  나이프-피복시키고,  피복물을  오븐내에서  약  0.05㎜  두께로 건조시켰

다.  건조된  점착부여  감압  접착  피복물에  광원으로부터의 360mJ/㎠("다이나켐(Dynachem)"
TM

 복사계 
모델  500)에  노출시켜  조사하고,  이때  300과  400㎚  사이에서  90%가  방사되며,  351㎚에서  최고가 되
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본  실시예의 점착부여 감압 접착제 층이 THF  내에서의 70%겔로 입증된 바
와같이 가교되었다.

상기  이동  테이프의  감압  접착제  층의  일부를  0.0375㎜  두께의  이축-배향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  폴리에스테르  필름  지지체로  옮기고,  또  다른  일부를  0.15㎜  두께의  가요성  폴리우레탄  필름 
지지체로  옮겼다.  생성된  본  발명  테이프를  동일한  지지체  및  90/10  IOA/AA  감압  접착제  공중합체의 
층을  갖는  테이프들과  비교하여  시험하고,  이때,  이들  비교용  테이프들은  현재  자동차  공업에서 사
용되는  것들이다.  상기  시험에서  사용된  강찰  판넬은  듀퐁  RK-3840  하지  도료/투명  하이솔리드 자동
차 페인트 시스템으로 페인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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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미합중국  특허  제4,330,590호(베슬리)에  지시된  바와같이  87.5부의  IOA,  12.5부의  AA  및  0.04부의 

2,2-디메톡시-2-페닐 아세토페노["이르가큐어(Irgacure)"
TM

 651]의  혼합물로  제조된  거품형  감압 접
착제  코어에  대해서  표면층으로  실시예  1의  테이프를  사용했다.  상기  시럽에  또  다시  0.1부의 "이르

가큐어"
TM
 651  및  0.05부의  헥산디올디아크릴레이트  및,  50㎛의  평균직경  및  0.15g/㎤의  밀도를  갖는 

8.0부의  유리마이크로버블을  첨가했다.  거품형  코어의  두께는  약  1.0㎜이다.  경질-고무  로울러를 사
용하여  감압  접착  이동  테이프를  코어의  한쪽  표면에  적층시키고  이때,  상기  이동  테이프는 분리/연
속  박리값을  측정하는  시험막대에  우수한  접착력을  제공하도록  선택되며,  즉  공중합체  단량체(b)가 
아크릴산인 아크릴 감압 접착제 공중합체이다. 상기 공중합체 두께는 0.05㎜이다.

실시예  1의  점착부여  감압  접착제  이동  테이프를  경질  고무  로울러를  사용하여  코어의  나머지  다른 
한 표면에 적층시켰다. 생성된 복합 거품형 테이프를 면도날을 사용하여 시험용으로 
0.5인치(1.27㎝) 폭의 스트립으로 절단했다.

실시예  2의  복합  거품형  테이프  스트립들을  사용하여  페인팅된  강철판에  점착된  점착부여  감압 접착
제  층과  함께  "분리/연속  박리값"을  측정했다.  하기의  시판되는  하이솔리드  자동차  에나멜  페인트 
시스템을 사용했다:

I=듀퐁 RK-3840
TM
 하지 도료/투명 도료(아크릴계)

II=듀퐁 RK-3841
TM
 하지 도료/투명 도료(가요성 우레탄)

III=인몬트(Inmont) M33J(아크릴계)

IV=인몬트 M33J 120 하지 도료/투명 도료(아크릴계)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시예 3-12]

점착부여제  수지를  점착부여제  수지  B-K중  1개로  대체시킨("대조용"에서는  점착부여제  수지를 사용
하지  않는다"것을  제외한  동일한  이동  테이프로  실시예  1의  이동  테이프를  대체시키는  것을 제외하
고  동일한  방법을  다수의  복합  거품형  테이프를  제조했다.  이들  각각의  테이프들의  점착부여  감압 
접착제층내에서  동일한  감압  접착  공중합체를  사용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가교시켰기  때문에  각각의 
감압 접착제는 THF  내에서 약  70%  겔을  갖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들 각각의 복합 거품형 테이프들의 
점착부여제함유  감압  접착제층을  듀퐁  RK-3840TM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대한 "분리/연
속  박리값"하에서  상술한  강철  판넬에  점착시켰다.  이들  시험의  결과는  실시예  2의  테이프를  시험한 
결과와 함께 하기 표에 나타낸다.

[비교예 13-19]

점착부여제  수지  A를  각각  폴리(이소보르닐메타크릴레이트),  로진의  펜타에리트리톨  에스테르  또는 
혼합  지방족/방향족  중합체  점착부여제  수지들  중  하나가  아니며,  본  발명의  목적을  제공하지  않는 
점착부여제  수지  L-R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이동  테이프들로  실시예  1의  이동테이프를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복합 거품형 테이프를 제조했다.

점착부여제 수지 L-R

L=100%  수소화 순수 단량체 수지, Tg=80℃["레갈레즈"(Regalres)
TM
 1094, 허큘레스]

M=100%  수소화 수소 단량체 수지, Tg=49℃["레갈레즈"
TM
 1094, 허큘레스]

N=글리세롤의 개질 수소화 에스테르["RES"
TM
 M-0282, 허큘레스]

O=폴리 α-피넨 수지, 고리 및 볼 연화점=135℃["피콜라이트(Piccolyte)"
TM
 A-135, 허큘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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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5/5 지방족/방향족 함량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방향족 개질 석유 탄화수소 수지["윙택

(Wingtack)"
TM
 플러스, 굿이어 캐미칼즈]

Q=20중량% 이하의 방향족 함량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테르펜 페놀

수지["니레즈(Nirez)"
TM
 2019, 레인홀드 캐미칼 인코오포레이티드]

R=C9 방향족 단량체를 100% 주성분으로 한 수지["네벡스(Nevex)"
TM
 100, 네빌 케미칼 컴패니]

하이솔리드  자동차  에나멜  페인트  시스템  I에  대한  실시예  2-12  및  비교예  13-19의  복합  테이프들의 
시험결과를 이하의 표 I에 나타낸다.

[표 I]

NT=시험하지 않음

[실시예 20]

가교제가  XL-2이고  중합반응  실시전에  용액에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  기술한  바대로 
이동테이프를 제조했다.

[실시예 21-27]

하기로  구성된  감압  접착제를  제조하는데  단량체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  기술한 바대
로 다수의 이동 테이프를 제조했다.

[실시예]

21                            IOA/NVC                            75/25

22                            IOA/NA/NVP                      70/10/20

23                            INA/NVP                            70/30

24                            IOA/NVP/ACM/HEA           75/23/3/1

25                            IOA/NVP/ACM                   80/17/3

26                            MBA/NVP                           77.5/22.5

27                            MBA/NVP                           85/15

[실시예 28]

(1)  단량체가  IOA/NVP/AA  75/22/3으로  구성되고,  (2)  점착부여제  수지의  양을  15phr로  감소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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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교제를  0.05%  XL-3으로  바꾸고,  및  (4)  조사단계를  생략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 기술
한 바대로 이동 테이프를 만든다.

[실시예 29]

(1)  단량체가  IOA/NVP/HEA  75/22/3으로  구성되고,  (2)  가교제를  0.05%  XL-4로  바꾸고,  및  (3) 조사
단계를 생략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이동 테이프를 만든다.

[실시예 30]

(1)  단량체가  IOA/AA  95/5로  구성되고,  (2)  가교제를  0.05%  XL-5로  바꾸고,  및  (3)  조사단계를 생략
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이동 테이프를 만든다.

[실시예 31]

점착부여제  수지  A를  점착부여제  수지  D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7에서와  같이  이동 테이
프를만든다.

[실시예 32-43]

실시예  1의  이동  테이프를  실시예  20-31의  이동  테이프들  중  하나로  대체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실
시예  2에서와  같이  복합  테이프를  만든다.  하이솔리드  자동차  에마멜  페인트  시스템  I에  대한  시험 
결과는 하기의 표 II에 나타낸다("대조용"은 표 I에서와 동일하다.

[표 II]

실시예  36-43의  복합  테이프들은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대하여  부적합하게  낮은 접착
력을  갖는다.  실시예  36,37,40  및  41에서,  상기  부적합하게  낮은  접착력은  점착부여제  수지와 공중
합체의  NVP  단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부가적인  단량체들이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실시예  38  및  39에서,  점착부여제  수지의  농도로  인해  이동  테이프들의  공중합체는 지나치
게  단단하다.  이때  점착  부여제의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공중합체내의  NVP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이들을  덜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시예  42  및  43의  복합  테이프들은  비교용이며,  아크릴 공중
합체를  만들  때에  아크릴산을  NVP로  치환할  경우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대한  우수한 
접착력이 수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한다.

[실시예 44-46]

3개의  복합  테이프들을  제조하되,  실시예  44의  것은  실시예  2와  동일하고  실시예  45  및  46의  것은 
실시예 1과  같은 이동 테이프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XL-1  가교제의 양을 각각 0.10%  및  0.05%로 감
소시킨다는  것만이  다르다.  하이솔리드  자동차에나멜  페인트  시스템  I에  대한  시험결과는  하기  표 
III에 나타낸다.

[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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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7-53]

복합  테이프의  제조에  사용된  실시예  1과  같은  이동  테이프를  만드는데  있어서  점착부여제  수지  A의 
양을  변화시킨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2에서와  같이  7개의  복합  테이프들을  만든다.  따라서,  실시예 
50의  복합 테이프는 실시예 2와  동일하다.  하기의 표  IV는  하이솔리드 자동차 에나멜 시스템 I에 대
한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표 IV]

실시예  53의  복합  테이프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점착부여제  수지를  사용할  경우  감압  접착제가  보다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그  결과  아크릴  공중합체(1)가  상대적으로  부드럽지 않거
나  또는  점착부여제  수지의  Tg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  경우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에 대
한 접착력이 저하된다.

[실시예 54]

실시예  1의  이동  테이프의  조각을  미합중국  특허  제4,415,615호(에스  메이일동)에  개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제조한  두께  1.0㎜  및  밀도  0.64g/㎤의  셀룰라  아크릴  거품  코어에  적층시켰다.  생성된 적
층물에 대하여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행한다.

[실시예 55]

실시예  1의  테이프의  조각을  거품형  폴리클로로프렌  코어(1.2㎜  두께,  550-750㎏/㎥)에  적층시키고,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행한다.

실시예 54-55의 테이프들에 대한 시험 결과는 하기 표 V에 나타낸다.

[표 V]

*셀룰라 층에서 실패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1)  및 (2)의 중량비 혼합물을 포함하는 가압 접착제:  (1)  (a)  알킬기가 평균 약 C 4  내지 C14를 

가지며,  끈적거리며  신축성인  탄성  접착  물질로  그  자체가  중합  가능한  비  3차  알킬  알코올의 아크
릴산  에스테르,  및  (b)  전체  단량체  (a)  및  (b)의  10  내지  40부를  포함하는  양의  N-비닐-락탐을 포
함하는  95%를  초과하는  단량체  전환율을  갖고,  THF내에서  적어도  50%겔에  의해  입증된  바와같이 가
교된  단량체의  아크릴  공중합체;  및  (2)  적어도  하나의  폴리(이소보르닐메타크릴레이트),  로진의 펜
타에리트리톨에스테르  및  혼합-지방족/방향족  중합체성  점착부여제  수지로부터  선택되고,  아크릴 공
중합체(1)의  100부당  약  5  내지  50부  양으로  존재하며,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이트  시스템에  대한 감
압 접착제의 영구 접착력을 강화시킨 점착부여제 수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부여제 수지(2)가 적어도 30℃의 Tg를 갖는 감압 접착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점축부여제 수지(2)가 300 내지 3000의 Mn을 갖는 감압 접착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점축부여제 수지(2)가  8  내지 9(cal/㎤)
1/2

의  용해도 매개 변수를 갖는 감압 
접착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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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부여제 수지가 90  내지 20중량%의 방향족 함량 및 이에 상응하는 10 내
지 80중량%의 지방족 함량을 갖는 감압 접착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비틸-락탐이 N-비닐-2-피롤리돈을 포함하는 감압 접착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비닐-락탐이 N-비닐-카프로락탐을 포함하는 감압 접착제.

청구항 8 

적어도  0.3㎜의  두께를  가지며,  하기  (1)  및  (2)의  중량비  혼합물을  포함하는  표면층을  갖는,  거품 
또는 거품형 코어보다는 얇은 치밀한 감압 접착 표면층을 포함하는 감압 접착 테이프:  (1)  (a) 알킬
기가  평균  약 C 4  내지 C14 를  가지며,  끈적거리며  신축성인  탄성  접착  물질로  그  자체가  중합가능한 

비 3차 알킬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스테르, 및 (b)  전체 단량체 (a)  및 (b)의 10  내지 40부를 포함하
는  양의  적어도  하나의  N-비닐-2-피롤리돈  및  N-비닐-카프로락탐을  포함하고,  95%를  초과하는 단량
체  전환율을  갖고,  THF내에서  적어도  50%겔에  의해  입증된  바와같이  가교된  중량비  공중합체;  및 
(2)  적어도  하나의  폴리(이소보르닐메타크릴레이트),  로진의  펜타에리트리톨에스테르  및 혼합-지방
족/방향족  중합체  점착부여제  수지로부터  선택되고,  공중합체(1)의  100부당  약  5  내지  50부  양으로 
존재하며,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이트  시스템에  대한  감압  접착제의  영구  접착력을  강화시킨 점착부
여제 수지.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5  내지  65부피%의  코어를  포함하는  마이크로버블이  분산된  감압 접착
제를 포함하는 거품형인 감압 접착 테이프.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치밀한 감압 접착제 표면층의 두께가 0.2㎜ 이하인 감압 접착 테이프.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거품형  코어가  마이크로버블내의  중공이외에  빈곳을  거의  갖지  않는  감압 
접착 테이프.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셀룰라 감압 접착제를 포함하는 거품인 감압 접착 테이프.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거품형 열가소성 수지를 포함하는 감압 접착 테이프.

청구항 14 

하기 (1)-(2)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감압 접착제를 갖는 가용성 지지체를 포함하는 감압 접착 
테이프:  (1)  (a)  알킬리가 평균 약 C 4  내지 C14 를  가지며,  끈적거리며 신축성인 탄성 접착 물질로 그 

자체가 중합 가능한 비 3차 알킬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스테르, 및 (b)  전체 단량체 (a)  및 (b)의 10 
내지  40부를  포함하는  양의  N-비닐-락탐을  포함하고,  95%를  초과하는  단량체  전환율을  갖고,  THF 내
에서 적어도 50%  겔에 의해 입증된 바와같이 가교된 중량비 아크릴 공중합체;  및  (2)  적어도 하나의 
폴리(이소보르닐메타크릴레이트),  로진의  펜타에리트리톨에스테르  및  혼합-지방족/방향족  중합체성 
점착부여제  수지로부터  선택되고,  아크릴  공중합체(1)의  100부당  약  5  내지  50부  양으로  존재하며,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이트 시스템에 대한 감압 접착제의 영구 접착력을 강화시킨 점착부여제 수지.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N-비닐-락탐이 N-비닐-2-피롤리돈을 포함하는 감압 접착 테이프.

청구항 16 

하기  (1)  및  (2)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감압  접착제의  층을  갖는  장식용  또는  보호용  제품:  (1)  (a) 
알킬기가  평균  약 C 4  내지 C14 를  가지며,  끈적거리며  신축성인  탄성  접착  물질로  그  자체가  중합 가

능한  비  3차  알킬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스테르,  및  (b)  전체  단량체  (a)  및  (b)의  10  내지  40부를 
포함하는  양의  N-비닐-락탐을  포함하고,  95%를  초과하는  단량체  전환율을  갖고,  THF내에서  적어도 
50%겔에  의해  입증된  바와같이  가교된  중량비  아크릴  공중합체;  및  (2)  적어도  하나의 폴리(이소보
르닐메타크릴레이트),  로진의  펜타에리트리톨에스테르  및  혼합-지방족/방향족  중합체  점착부여제 수
지로부터  선택되고,  공중합체(1)의  100부당  약  5  내지  50부  양으로  존재하며,  하이솔리드  자동차 페
이트 시스템에 대한 감압 접착제의 영구 접착력을 강화시킨 점착부여제 수지.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N-비닐-락탐이  N-비닐-2-피롤리돈을  부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또는 보호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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