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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트리방지 조성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의  내열성  및  워터  트리  방지성(resistance  to  water  tree)으로  인해  중간  전압  전기 
절연체에 유용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및  3원공중합체(EPRs)는  중간  전압  케이블  절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합체는  일반적으로  퍼옥사이드를  사용하여  가교결합되어  있으며,  각종  첨가제  및  충진제와 
혼합하여  사용된다.  케이블용  절연체로서,  EPRs는  이의  강도의  결핍으로  인해  보강용  충진제를 필요
로  한다.  충진되지  않은  EPRs는  원활히  압출되지  않기  때문에,  충진제가  또한  예를들어  압출기 내에
서의 공정에 필요하다.

워터  트리  증식  억제제로  공지되어  있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중간  전압  절연체에  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워터  트리는  유기  중합체  절연물질을  액체  또는  증기  형태인  물의  존재하에  장시간에  걸쳐 
전기장하에  두었을때  야기된다.  이들은  가지를  가진  줄기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트리라  불리운다. 워
트  트리는  틈새,  또는  금속,  린트(lint)  또는  기타  이물질과  같은  오염물이  있는  절연체내의 지점으
로부터  증식한다.  절연체로  부터  틈새  또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워터  트리  증식 억
제제가  개발되었다.  전술한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억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불행히도,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가교  결합된  샘플을  승온에서  촉진된  가열  에이징(aging)  시험에  노출시켰을 
때 EPRs을 분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충진제를  필요로하지  않은  만큼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폴리에틸렌 글리
콜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리적  특성이  EPRs와  동등한  중간  전압  전기  절연체에  사용하기에 적
합한, 내열성 및 워터 트리 방지성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 및 잇점은 후술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목적은  (a)  밀도가  0.91g/㎤  이하인  에틸렌  및  탄소수  4  내지  8의 -올레핀 

하나 이상의 공중합체,  및  (b)  공중합체 중량에 기준하여 약  0.1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분자량
이  약  1,000  내지  약  20,000인  폴리  에틸렌  글리콜을  함유하는  내열성  및  워터  트리  방지성 조성물
에 의해 충족되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공중합체"란  둘이상의  공단량체를  기본으로  하는  중합체를  의미한다. 에
틸렌/ -올레핀  공중합체는  본  명세서에  참조된  문헌[1984년  10월  3일에  공개된  유럽  특허원  제  0 

120  501호]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공중합체의  밀도는  0.91g/㎤  이하이고, 바람직하게
는  약  0.85  내지  0.89g/㎤의  범위이다.  공중합체에  있어서, -올레핀  차지하는  비율은  공중합체 중

량을 기준으로 하여 약 5  내지 약 50중량%의 범위이고,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40중량%의 범위
이다.  공중합체의  나머지  부분은  에틸렌을  기본으로  한다.  전술한  밀도  범위내에서,  고밀도는 증가
된  세기를  나타내고,  비교적  덜  고무성이다.  이들  공중합체는  반-결정성(semi-crystallin)이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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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soft)중합체로  여겨진다.  이들은  또한  고무-유사물로도  기술된  수  있다.  연질  중합체는  냉각 공
정  장치상에서,  또는  내에서  공정될  수  있다.  즉,  공중합체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용이하게 혼
합된다.

-올레핀의  예는  1-부텐,  1-헥센,  및  1-옥텐이다.  에틸렌과  탄소수  4  내지  8의 -올레핀의 공단량

체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외에도,  공중합체는  프로필렌이  공중합체의  약  15중량%를  초과하지  않는 조
건하에  프로필렌  공단량체를  기본으로  할  수도  있다.  공중합체는  또한  그래프트시킬  수  있고,  또는 
공단량체를 비닐 알콕시 실란과 공중합하여 이를 가수분해성으로 만들 수도 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본  명세서에  참조된  문헌'1986년  9월  16일에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  612, 
138호]에 워터 트리 억제제로 기술되었다. 이는 약 1000 내지 약 20,000의 분자량을 지닐 수 
있으며,  탄소수  30이상,  바람직하게는  80이상이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기본 에틸렌/ -올레핀 공

중합체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약  0.1  내지  약  2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지약 2중량부
로 절연 조성물에 존재한다.

밀도가,  0.91  또는  그  미만인 에틸렌/ -올레핀  공중합체는  (i)  통상의  고압방법으로  제조된, 밀도

가 약  0.91  내지  0.93인  폴리에틸렌;  (ii)  공단량체 하나 이상이 비닐산,  비닐산 에스테르,  또는 둘
중  하나의  유도체인  에틸렌  공중합체;  (iii)  에틸렌/가수분해성  실란  공중합체;  (iv)(ii)항  및 
(iii)항에  언급된  공단량체  둘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에틸렌  3원공중합체;  (v)  탄소수  3  내지  8의 
-올레핀을  기본으로  하는  에틸렌  3원공중합체;  (vi)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vii) 에틸렌/프로필

렌/디엔  단량체  고무;  및  (viii)(i)항  내지  (vii)항중  어느  한  항의  것에  실란을  그래프트하여 제조
한 가수분해성 그래프트 공중합체와 유리하게 혼합할 수 있다.

(i)  항에  언급된  고압  방법은  문헌[참조  :  Introduction  to  Polymer  Chemistry,  Stille,  Wiley  and 
Sons,  New  York,  1982,  pp  149∼153]에  기술되어  있다.   에틸렌/실란  공중합체는  문헌[참조  : 미합
중국  특허  제  3,  225,  018호]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3원공중합체도  문헌[참조  : 미
합중국 특허 제 4, 291, 136호]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기본 에틸렌/ -올레핀  공중합체와  혼합되는  중합체는  중합체  :  공중합체의  중량비가  약  1  :  9  내지 

약 9 : 1, 바람직하게는 약 7 : 3 내지 약 3 : 7이 되도록 혼합할 수 있다.

여러가지  통상의  첨가제를  통상의  양으로  절연체  조성물에  가할  수  있다.  통상의  첨가제는 산화방지
제,  자외선  흡수체,  정전기방지제,  안료,  염료,  카본블랙  및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충진
제,  미끄럼제(Slipagent),  난연제,  안정화제,  가교결합제,  할로겐  스캐빈저,  연기억제제,  가교결합 
촉진제,  공정  보조제,  윤활제,  가소제,  및  점도  조절제  등이다.  충진제는  조성물  총중량에  기준하여 
약 5 내지 60중량%의 양으로 함유할 수 있다.

잔류  할로겐에  대한  스캐빈저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적색  납  옥사이드의  대체제로서  특히 흥미로
운  한  첨가제는  할로겐과의  반응에서  수불용성  생성물을  제공하는  금속  카복실레이트이다.  적합한 
금속  카복실레이트이  예는  디옥틸주석  말리에이트,  디부틸주석  디라우레이트,  주석  아세테이트,  및 
주석 옥토에이트 등이다.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로 예시된다.

[실시예 1 내지 12]

각  절연체  조성물을  하기와  같이  혼합한다  :  성분을  믹서(예  :  Brabender  또는  Banbury)에  넣는다. 
혼합물을  약  150  내지  170℃의  온도에서  약  3분간  약  60rpm에서  플럭스(flux)한다.  배치를  약 160℃
에서  비우고  2-롤  분쇄기(two-roll  mill)상에서  균질화시킨  후  2-롤  분쇄기로부터  쉬이트로서 제거
한다.  표준  시험  샘플  또는  슬래브(slab)(150㎜×150㎜×1.9㎜  두께)를  경화시키거나,  ASTM D-15-
72("고무  제품의  물리적  시험을  위한  화합물  및  샘플  제조")에  따라  가교결합시킨다.  가령  모양의 
시험  샘플을  ASTM  D-412-6  B("경화된  고무의  장력  시험")에  따른  응력-변형  시험을  위해 슬래브로부
터 잘라낸다.

ASTM  D-573-673("경화된  고무의  촉진된  에이징(aging)")을  가교결합된  샘플의  내열성  시험에 사용한
다.  시험  슬래브의  가교결합은  170℃에서  40분간  수행한다.  촉진된  가열  에이징은  150℃에서  1,  2 
및  3주간  수행한다.  이들  에이징  기간후  잔존하는  %  인장강도  및  신도를  조성물의  내열성  척도로서 
사용한다. 특성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내열성이 더 높다.

성분은 하기와 같다 :

1. 에틸렌/프로필렌/1, 4-헥사디엔 3원공중합체 고무(에틸렌 비율 : 대략 74중량% 또는 81몰%)

2. 에틸렌/프로필렌/1, 4-헥사디엔 3원공중합체 고무(에틸렌 비율 : 대략 56중량% 또는 66몰%)

3. 에틸렌/프로필렌/에틸리덴 노르보르넨(에틸렌 비율 : 대략 50중량% 또는 64몰%)

4.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고무(에틸렌 비율 : 대략 65중량% 또는 73몰%)

5. 에틸렌/1-부텐 공중합체(1-부텐 비율 : 대략 26중량%, 밀도 : 0.88)

6. 에티렌/1-부텐 공중합체(1-부텐 비율 : 대략 18중량%, 밀도 : 0.89)

7. 폴리에틸렌(밀도 : 0.92)

8. 실란 처리된 점토(알루미늄 실리케이트)(충진제)

9. 산화아연(pH 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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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라핀(윤활제)

11. -메타크릴옥시프로필트리메톡시 실란(결합제)

12. 아연 2-머캅토톨루이미다졸(산화방지제)

13. 디페닐아민과 아세톤의 저온 반응 생성물(산화방지제)

14. 디큐밀 퍼옥사이드(경화제)

15. 오르가노실란 에스테르(경화 촉진제)

16.  적색  납 마스터배치(masterbatch)(pb3O 4  90중량%,  EPR  10중량%)(산화납은  잔류  할로겐 스캐빈저

로 사용된다(EPR-상기 4항 참조)

17. 디옥틸주석 말리에이트(이 화합물은 잔류 할로겐 스캐빈저로 사용된다)

18. 폴리에틸렌 글리콜(분자량=20,000)(워터 트리 억제제) 

샘플에 적용한 응력-변형 시험은 하기와 같다 :

1. 100% 모듈러스(modulus)(psi)-ASTM 412

2. 300% 모듈러스(psi)-ASTM 412

3. 인장강도(psi)-ASTM 412

4. % 신도-ASTM 412

5. 쇼어(Shore) A경도-ASTM 412

6. 잔존하는 % 장력

7. 잔존하는 % 신도

주(註)  :  실시예 1,  2  및  3은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디옥틸주석 말리에이트,  적색 산화납,  또는 
이 둘의 혼합물을 함유한다.

이들  실시예에서  조성물의  특성은  150℃에서  2주간  에이징  한후  매우  저하되었다.  폴리에틸렌 글리
콜이  들어있지  않은  실시예  4의  조성물은  만족스럽게  에이징되었다.  폴리에틸렌글리콜과  디옥틸주석 
말리에이트를 둘다 함유하는 실시예 5 및 6의 조성물은 탁월한 열 에이징을 나타내었다.

하기  표는  변수  및  결과를  나타낸다.  각  실시예는  하나의  시험  샘플을  나타낸다.  표  I은  각  샘플의 
성분  비율을  나타낸다.  표  II는  샘플을  170℃에서  40분간  경화한  후  샘플에  대해  수행한  시험의 결
과를  나타낸다.  표  III은  샘플을  150℃에서  1주  동안  오븐에서  에이징한  후  샘플에  대해  수행한 시
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VI는  샘플을 150℃에서 2주  동안 오븐에서 에이징한 후  샘플에 대해 수행
한  시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V는  샘플을  150℃에서  3주  동안  오븐에서  에이징한  후  샘플에  대해 
수행한 시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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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표 II]

[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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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표 V]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밀도가  0.91g/㎤  이하인,  에틸렌과  탄소수  4내지  8의 -올레핀  하나이상의  공중합체;  및  (b) 

공중합체 중량에 기준하여 약  0.1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분자량이 약  1,  000  내지  약  20, 000
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함유하는 내열성 및 워터 트리 방지성(resistance to water tree)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의 밀도가 약 0.85 내지 약 0.89g/㎤의 범위인 조성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에서 -올레핀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중합체  중량에  기준하여  약  5  내지 

약 50중량%의 범위인 조성물.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i) 밀도가 0.91 내지 0.93g/㎤인 폴리에틸렌; (ii) 공단량체 하나이상이 
비닐산,  비닐산  에스테르,  또는  둘중  하나의  유도체인  에틸렌  공중합체;  (iii)  에틸렌/가수분해성 
실란  공중합체;  (iv)(ii)항  및  (iii)항에  언급된  공단량체  둘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에틸렌 3원공중
합체;  (v)  탄소수  3  내지  8의 -올레핀을  기본으로  하는  에틸렌  3원공중합체;  (vi) 에틸렌/프로필

렌  고무;  (vii)  에틸렌/프로필렌/디엔  단량체  고무;  및  (viii)(i)항  내지  (vii)항중  어느  한  항의 
것에  실란을  그래프트하여(grafting)  제조한  가수분해성  그래프트  공중합체중에서  선택된  중합체를 
조성물 내에 약 1 : 9 내지 9 : 1의 중합체; 공중합체의 중량비로서 추가로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할로겐과의  반응에서  수불용성  생성물을  제공하는  금속  카복실레이트를  추가로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금속 카복실레이트가 디옥틸주속 말리에이트인 조성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올레핀이 1-부텐인 조성물.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올레핀이 1-부텐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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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가 가수분해성 공중합체를 제공하도록 개질된 실란인 조성물.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충진제를 조성물 총중량에 기준하여 약 5  내지 약 60중량%의 양으로서 추가로 함
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충진제를 조성물 총중량에 기준하여 약 5  내지 약 60중량%의 양으로서 추가로 함
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가,  프로필렌이  공중합체의  15중량%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 프로필
렌을 또한 기본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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