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C08G 18/10

C09J 175/04

(45) 공고일자   2004년02월18일

(11) 등록번호   10-0414602

(24) 등록일자   2003년12월26일

(21) 출원번호 10-1997-0704749 (65) 공개번호 10-1998-0701360
(22) 출원일자 1997년07월11일 (43) 공개일자 1998년05월15일

       번역문제출일자 1997년07월11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6/000371 (87) 국제공개번호 WO 1996/21688
(86) 국제출원일자 1996년01월03일 (87) 국제공개일자 1996년07월18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대한민
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
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30) 우선권주장 08/373,146  1995년01월13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에섹스 스페시얼티 프로덕츠, 인코오포레이티드    

미국 미시간주 48326 어번 힐즈 하몬 로오드 1250
(72) 발명자 바트 샤일레시 에스

미국 미시간주 48084 트로이 넘버 211 커츠 불러바드 1847
(74) 대리인 김창세, 장성구

심사관 :    이동욱

(54) 2-부분습윤경화성폴리우레탄접착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다공성 및 비다공성 물질의 결합에 유용한 2-부분 폴리우레탄-함유 접착제에 관한 것<1>
이다.  상기 접착제는 창문 틀내에 유리를 결합시키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에 정면창(windshield)을 결합
시키는데 특히 유용하다.

배경기술

폴리우레탄 접착제 조성물은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우레탄 예비중합체를 포함한다.  유리 등을 <2>
비다공성 기재, 금속에 결합시키기에 유용한 접착제가 충분히 공지되어 있다(미국 특허 제 4,374,237호 
및 미국 특허 제 4,687,533호 참조).  유리가 생산 라인에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경우, 1-부분의 습윤 경
화성 폴리우레탄 접착제가 바람직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이러한 접착제를 적용시키
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2-부분 접착제를 적용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치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1-부분 폴리우레탄 접착제가 미국 특허 제 4,374,237호 및 미국 특허 제 4,687,533호에 개시되어 있다.

자동차 시판후 교체 산업에서, 유리는 종종 2-부분 습윤 경화성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사용하여 <3>
자동차에 결합된다.  2-부분 폴리우레탄 접착제는 신속한 구축 시간(drive-away time)과 함께 신속한 초
기 경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된다.  2-부분 폴리우레탄 접착제가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미국 특허 
제 4,835,012호 및 독일 특허 제 4,210,277호를 참조한다.  2-부분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인해 제공되는 
비교적 신속한 구축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욱 신속한 구축 시간, 예를 들면 적용후 60분, 더
욱 바람직하게는 적용후 30분을 가능하게 하는 더욱 신속한 경화 접착제를 필요로 한다.  접착제가 너무 
신속하게 경화되는 경우, 창문 설치자는 접착제의 처리가 어려워져서 작업 불가능해지기 전에 유리를 틀
에 설치하여 적당히 놓기 위한 시간을 잃게 된다.  작업 시간은 접착제 적용때부터 접착제의 처리가 어려
워져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될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되며,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2분이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차량에 이중 에어백을 필요조건으로 규제한다.  충돌중에 에어백이 부풀어져<4>
서 정면창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한다.  연방 교통부 규제는 정면창이 30mph(48KPH) 이하의 충돌에서 제자
리에 남아있을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는 구축 시간에 강화된 강도를 갖는 접착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접착제의 겹침 전단 강도(lap shear strength)는 바람직하게는 ASTM 
D-3163에 따라 측정되는 바와 같이 지정된 구축 시간에서 150psi(1033kPa)이어야 한다.

따라서, 더욱 신속한 구축 시간을 조장하고, 상기에서 정의한 강도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합리적<5>
인 작업 시간을 제공하여 창틀에 유리의 적당한 설치를 조장하는 2-부분 폴리우레탄 접착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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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A. 반응성 이소시아네이트 잔기를 함유하는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제 1 부분으로서 <6>
포함하고 B. ⅰ) 반응성 히드록시 잔기를 함유하는 폴리에테르 폴리올-계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에 분산
되어 있는 폴리아민과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 생성물 및 임의적으로 가소제를 포함하는 폴리우레아; 
ⅱ) 경화 조건 하에서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옥사졸리딘 잔기를 갖는 화합물; 및 
ⅲ) 수분 존재하에 이소시아네이트와 히드록시 잔기의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를 포함하는 경화성 
조성물을 제 2 부분으로서 포함하는, 2-부분 접착제이다.

또 다른 태양에서, 본 발명은 ⅰ) 상기한 접착제 조성물의 A 부분 일부와 B 부분 일부를 접촉시<7>
키는 단계; ⅱ) A 부분과 B 부분의 혼합물을 제 1 기재에 적용시키는 단계; 및 ⅲ) 혼합물이 경화되고 제 
1 기재를 제 2 기재에 결합시키는 조건 하에서 미리 제 1 기재에 적용시킨 A 부분과 B 부분의 혼합물과 
제 2 기재를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2개의 기재를 함께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접착제는 자동차에 결합되는 유리 교체에 합리적인 구축 시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8>
축 시간은 접착제 적용후로부터 바람직하게는 60분, 더욱 바람직하게는 30분이다.  본 발명의 접착제는 
또한 합리적인 작업 시간인 10 내지 12분을 제공한다.  또한, 구축 시간에 접착제의 겹침 전단 강도는 
ASTM D-3163에 따르면 바람직하게는 150psi(1033kPa), 더욱 바람직하게는 250psi(1723kPa)이다.

A 부분에 사용되는 적절한 이소시아네이트-함유 우레탄 예비중합체는 0.7 이상의 평균 이소시아<9>
네이트 작용도와 2000 이상의 분자량을 갖는 임의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예비중합체의 평균 이소시아네
이트 작용도는 바람직하게는 0.7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0.9 이상이고, 이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1.2 
이상이다.  예비중합체의 이소시아네이트 작용도는 바람직하게는 2.0 이하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4 
이하이다.  예비중합체의 분자량은 바람직하게는 250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 이상이며, 바람직하
게는 20,00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5,000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00 이하이다.  예비중합체는 
임의의 적절한 방법, 예를 들면 둘 이상의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그룹을 함유한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과 화학량론적 과량의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를 상응하는 예비중합체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반응 조건
하에서 반응시키는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예비중합체의 제조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에는 임의의 지방족, 지환족, 아릴지<10>
방족, 헤테로환상 또는 방향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되며, 이들의 평균 이소시
아네이트 작용도는 2.0 이상이고 당량은 80 이상이다.  바람직하게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이소시아네이
트 작용도는 2.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2.2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2.3 이상이고,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5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3.0 이하이다.  더욱 높은 작용도 역시 사용될 수 
있으나, 과도한 가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접착제의 점도가 지나치게 커져서 취급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며, 경화된 접착제가 쉽게 부서질 수 있다.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당량은 바람
직하게는 10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10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120 이상이고, 바람직하게는 300 이
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50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200 이하이다.

이러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예에는 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4-테트라메틸렌 디이소시아네<11>
이트, 1,6-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2-도데칸 디이소시아네이트, 시클로부탄-1,3-디이소시아네이
트, 시클로헥산-1,3 및 1,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러한 이성체의 혼합물; 1-이소시아네이토-3,3,5-트리
메틸-5-이소시아네이토 메틸 시클로헥산(예를 들면, 독일 특허 제 1,202,785호 참조); 2,4- 및 2,6-헥사
히드로톨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러한 이성체의 혼합물, 헥사히드로-1,3- 및/또는 1,4-페닐렌 디이소
시아네이트, 퍼히드로-2,5'- 및/또는 4,4'-디페닐 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1,3- 및 1,4-페닐렌 디이소시
아네이트, 2,4- 및 2,6-톨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러한 이성체의 혼합물, 디페닐 메탄-2,4'- 및/또는 
4,4'-디이소시아네이트,  나프틸렌-1,5-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페닐  메탄-4,4',4''-트리이소시아네이트,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를 축합시킨후 포스겐화 반응시켜서 얻어진 형태의 폴리페닐 폴리메틸렌 폴리이소
시아네이트, 예를 들면 영국 특허 제 874,430호와 영국 특허 제 848,671호에 기재된 물질, 독일 특허 제 
1,157,601호에 기재된 형태의 과염소화된 아릴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독일 특허 제 1,092,007호에 기재된 
형태의 카보디이미드 그룹을 함유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미국 특허 제 3,492,330호에 기재된 형태의 디
이소시아네이트, 예를 들면 영국 특허 제 994,890호, 벨기에 특허 제 761,626호 및 공개된 네덜란드 특허 
출원 제 7,102,524호에 기재된 형태의 알로페네이트 그룹을 함유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독일 특허 제 
1,022,789호, 독일 특허 제 1,222,067호, 독일 특허 제 1,027,394호, 독일 특허 제 1,929,034호 및 독일 
특허 제 2,004,048호에 기재된 형태의 이소시아누레이트 그룹을 함유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예를 들면 
벨기에 특허 제 752,261호 또는 미국 특허 제 3,394,164호에 기재된 형태의 우레탄 그룹을 함유한 폴리이
소시아네이트, 독일 특허 제 1,230,778호에 기재된 아크릴화 우레아 그룹을 함유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예를 들면 독일 특허 제 1,101,392호, 영국 특허 제 889,050호 및 프랑스 특허 제 7,017,514호에 기재된 
형태의 비우레트 그룹을 함유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벨기에 특허 제 723,640호에 기재된 형태의 텔롬화 
반응에 의해 얻어진 폴리이소시아네이트, 예를 들면 영국 특허 제 965,474호, 영국 특허 제 1,072,956호, 
미국 특허 제 3,567,763호 및 독일 특허 제 1,231,688호에 기재된 형태의 에스테르 그룹을 함유한 폴리이
소시아네이트 및 독일 특허 제 1,072,385호에 기재된 상기한 이소시아네이트와 아세탈의 반응 생성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는 방향족 또는 지환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이며, 예를 들면 
디페닐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  이소포론  디이소시아네이트, 테트라메틸크실렌 
디이소시아네이트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디페닐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이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이란 용어는 평균 2 이상, 바람직하게는 4 이<12>
하의 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잔기를 갖는 임의의 유기 화합물, 예를 들면 활성 수소 잔기-함유 화합물 또
는 이미노 작용성 화합물-함유 화합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을 위하여, 활성 수소 잔기는 수소 원자를 함
유한 잔기를 지칭하며,  활성 수소 잔기는 분자 내의 수소 위치 때문에 문헌[Wohler,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Vol.49, p.3181(1927)]에 기재된 제레비트노프(Zerewitnoff) 시험에 의하면 
상당한  활성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활성  수소  잔기의  예는  -COOH,  -OH, -NH2 , -NH-,-CONH2 ,  -SH  및 

-CONH-이다.  전형적인 활성 수소-함유 화합물에는 폴리올, 폴리아민, 폴리머캅탄 및 폴리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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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이미노-작용성 화합물은 분자당 하나 이상의 말단 이미노 그룹을 갖는 화합물이고, 예를 들면 미
국 특허 제 4,910,279호에 기재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바람직하게는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은 폴
리올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폴리에테르 폴리올이다.

A 부분에 유용한 예비중합체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폴리올에는 폴리에테르 폴리올, 폴<13>
리에스테르 폴리올, 폴리(알킬렌 카보네이트)폴리올, 히드록시-함유 폴리티오에테르, 중합체 폴리올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폴리에테르 폴리올이 당해 기술에서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폴리옥시에틸
렌,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옥시부틸렌 및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디올 및 트리올이 포함되며, 이들은 
비치환된 또는 할로겐- 또는 방향족-치환된 알킬렌 산화물과 둘 이상의 활성 수소 그룹을 함유한 개시제 
화합물, 예를 들면 물, 암모니아, 폴리알코올 또는 아민을 반응시키므로써 제조된다.  이러한 방법은 미
국 특허 제 4,269,945호, 미국 특허 제 4,218,543호 및 미국 특허 제 4,374,210호에 기재되어 있다.  일
반적으로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활성 수소-함유 개시제 화합물의 존재하에 알킬렌 산화물을 중합반응시키
므로써 제조될 수 있다.  그러나, 글리세린과 프로필렌 산화물을 반응시킨후 에틸렌 산화물을 반응시켜서 
제조된 에틸렌 산화물-캡핑된 폴리올이 가장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알킬렌 산화물에는 에틸렌 산화물, 프로필렌 산화물, 부틸렌 산화물, 스티렌 산화물, <14>
에피클로로히드린, 에피브로모히드린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개시제 화합물에는 물, 에
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부탄디올, 헥산디올, 글리세린, 트리메틸올 프로판, 펜타에리트리톨, 헥
산트리올, 소르비톨, 수크로즈, 히드로퀴논, 레소르시놀, 카테콜, 비스페놀, 노볼락 수지, 인산, 아민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당해 기술에서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폴리카복실산 또는 그 무수물과 <15>
다가 알코올을 반응시키므로써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한 폴리카복실산의 예에는 숙신산, 아디프산, 수
베르산, 아젤라산, 세바스산, 프탈산, 이소프탈산, 말레산, 트리멜리트산, 프탈산 무수물, 테트라히드로
프탈산 무수물,  헥사히드로프탈산 무수물,  테트라클로로프탈산 무수물,  엔도메틸렌 테트라히드로프탈산 
무수물, 말레산 무수물, 글루타르산 무수물, 푸마르산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다가 알
코올의 예에는 에틸렌 글리콜, 프로판 디올, 부탄 디올, 1,6-헥산디올, 1,8-옥탄디올, 네오펜틸글리콜, 
글리세롤, 트리메틸올 프로판, 펜타에리트리톨, 퀴니톨, 만니톨, 소르비톨, 메틸 글리코시드, 디에틸렌 
글리콜, 트리에틸렌 글리콜, 테트라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중합체 폴리올에는 연속적인 폴리올상 중의 비닐 단량체 중합체의 분산액, 특히 스티렌<16>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의 분산액을 포함한다.  또한, 소위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다부가(PIPA) 폴리올
(폴리올 중의 폴리우레아-폴리우레탄 입자의 분산액)과 폴리올 중의 폴리우레아 분산액(PHD 폴리올)이 유
용하다.  비닐 형태의 공중합체 폴리올이 미국 특허 제 4,390,645호, 미국 특허 제 4,463,107호, 미국 특
허 제 4,148,840호 및 미국 특허 제 4,574,137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1.5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8 이상, 가장 바<17>
람직하게는 2.0 이상의 작용도를 갖고,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5 이하, 가장 바람
직하게는 3.0 이하의 작용도를 갖는다.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의 당량은 바람직하게는 20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0 이상이고, 바람직하게는 3500 이하, 더욱 바람직하
게는 3000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2500 이하이다.

이소시아네이트-함유 예비중합체는 벌크 중합반응 및 용액 중합반응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방법<18>
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예비중합체의 제조 반응은 무수 조건하에서, 바람직하게는 질소 블랑켓과 같은 
불활성 대기 하에서 실시하여서 대기 수분에 의한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의 가교를 방지한다.  상기 반응은 
0 내지 150℃,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80℃의 온도에서 샘플 적정에 의해 측정된 잔류 이소시아네이트 함
량이 원하는 이론값에 매우 밀접해질 때까지 바람직하게 실시한다.  예비중합체 내의 이소시아네이트 함
량은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5%,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10.0%, 이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
지 5.0%, 가장 바람직하게는 1.8 내지 3.0% 범위에 있다.

이소시아네이트-함유 우레탄 예비중합체는, B 부분과 혼합되는 경우에 생성된 접착제가 경화되어 <19>
기재에 충분히 결합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A 부분에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이와 같이 형성된 결합의 겹
침 전단 강도는 150psi (1033kPa) 이상이며, 60분후, 더욱 바람직하게는 30분후에 이루어진다.  A 부분의 
이소시아네이트-함유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A 부분의 55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65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존재한다.  A 부분의 이소시아네이트-함유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는 바람직하게
는 A 부분의 85중량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83 중량부 이하, 이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75중량부 이
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본 발명의 접착제의 A 부분은 엘라스토머성 조성물에 사용하기 위해 선행 기술에
서 공지된 충전제 및 첨가제와 함께 배합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을 첨가하므로써, 점성 유속 등의 물성
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나,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의 감습성(感濕性) 그룹의 때이른 가수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충전제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혼합해야 한다.

본 발명의 접착제의 A 부분의 임의적인 성분에는 보강 충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보강 충<20>
전제는 접착제의 최종 강도를 증가시키고, 요변성(thixotropic)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충전제는 
당해 기술에서 숙련된 자에게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카본 블랙, 티타늄 이산화물, 칼슘 카보네이트, 
표면 처리된 실리카, 티타늄 산화물, 훈증된 실리카 및 활석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보강 충전제에는 카
본 블랙이 포함된다.  하나의 태양에서, 하나 이상의 보강 충전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카본 
블랙이며, 이러한 태양에서 카본 블랙의 충분량이 사용되어서 A 부분에 원하는 흑색을 제공한다.  충분량
의 보강 충전제가 사용되어서 접착제 강도를 증가시키고 A 부분에 요변성을 제공한다.  보강충전제는 바
람직하게는 A 부분의 1 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중량부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17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존재한다.  보강 충전제는 바람직하게는 A 부분의 40 중량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5 
중량부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23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접착제 배합물중 A 부분의 임의적인 물질 중에 점토가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바람직한 점토<21>
에는 카올린, 표면 처리된 카올린, 하소된 카올린,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및 표면 처리된 무수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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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케이트가 포함된다.  상기 점토는 펌핑가능한 접착제의 배합을 촉진시키는 임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
다.  바람직하게는, 점토는 분쇄된 분말, 분무 건조된 비드 및 미분된 입자 형태이다.  점토는 A 부분의 
0 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 중량부 이상, 이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6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사
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점토는 A 부분의 20 중량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중량부 이하
의 양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접착제 조성물의 A 부분은 수분 존재하에 폴리우레탄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지<22>
된 촉매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촉매에는 금속염, 예를 들면 주석 카복실레이트, 유기 규소 
티타네이트, 알킬 티타네이트, 비스무트 카복실레이트 및 디모르폴리노디에틸 에테르 또는 알킬 치환된 
디모르폴리노디에틸 에테르가 포함된다.  바람직한 촉매에는 비스무트 옥토에이트, 디모르폴리노디에틸 
에테르 및 (디-(2-(3,5-디메틸모르폴리노)에틸)에테르가 있다.  이러한 촉매가 사용되는 경우, 촉매는 A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바람직하게는 0.1 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0.2 중량부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0.4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촉매는 A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바람직
하게는 5 중량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75 중량부 이하, 이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1 중량부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0.6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접착제 조성물의 A 부분은 가소제를 추가로 포함하여 레올로지 특성을 원하는 농도로 <23>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물을 함유하지 않으며,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에 대해 불활성이고, 중합
체와 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가소제가 당해 기술에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가소제에
는 알킬 프탈레이트, 예를 들면 디옥틸프탈레이트 또는 디부틸프탈레이트, "HB-40"으로 시판되는 일부 수
소화된 터펜, 트리옥틸 포스페이트, 에폭시 가소제, 톨루엔-설파미드, 클로로파라핀, 아디프산 에스테르, 
피마자 오일, 톨루엔 및 알킬 나프탈렌이 포함된다.  A 부분에서 가소제의 양은 A 부분의 원하는 레올로
지 특성을 제공하는 양이다.  가소제는 A 부분에서 A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바람직하게는 0 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중량부 이상, 이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중량부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35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사용된다.  상기 가소제는 A 부분의 총량을 기준으로하여 바람직하게는 40 중량
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5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접착제의 A 부분은 수분으로부터 접착제 조성물을 보호하도록 작용하며, 이에 의해 접<24>
착제 배합물에서 이소시아네이트의 진행을 억제하고 때이른 가교를 방지하는 안정화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화제에는 디에틸말로네이트와 알킬페놀 알킬레이트가 포함된다.  이러한 안정화제
는 A 부분의 총량을 기준으로하여 0.1 중량부 이상, 바람직하게는 0.5 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0.8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안정화제는 A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5.0 
중량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중량부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1.4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사용된
다.

접착제 조성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성분이 본 발명의 접착제 조성물의 A 부분에 사용<25>
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당해 기술에서 숙련된 자에게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자외선 안정화제와 
산화방지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A 부분의 성분에 대한 모든 중량부는 A 부분의 총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한 <26>
것이다.

본 발명의 접착제 조성물의 A 부분은 당해 기술에서 충분히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성분을 <27>
함께 블렌딩시키므로써 배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성분은 적절한 믹서, 예를 들면 Hockmeier 믹
서에서 블렌딩시킨다.  이러한 블렌딩은 바람직하게는 산소 및 대기 수분 부재하에 불활성 분위기에서 실
시하여 때이른 반응을 방지한다.  혼합물이 쉽게 혼합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소시아네이트-함유 예비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반응 혼합물에 임의의 가소제를 첨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는, A 부분의 
전체 성분의 블렌딩 도중에 가소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일단 A 부분이 배합되면, 적절한 용기내에 포장하
여 대기 수분 및 산소로부터 A 부분을 보호한다.  대기 수분 및 산소와 접촉하면 이소시아네이트 그룹-함
유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의 때이른 가교가 발생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본 발명의 접착제의 A 부분은 요변성 물질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요변<28>
성 물질은 당해 기술에서 숙련된 자에게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알루미나, 석회암, 활석, 산화 아연, 
산화 황, 탄산 칼슘, 진주암, 점판암 분, 염(NaCl) 및 시클로덱스트린을 포함한다.  충분량의 요변성 물
질은 본 발명의 접착제의 A 부분에 첨가되어 원하는 레올로지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
기 요변성 물질은 A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0 중량부 이상, 바람직하게는 1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존재한다.  임의적인 요변성 물질은 A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바람직하게는 10 중량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본원에서 B 부분으로 지칭되는 본 발명의 접착제 조성물의 제 2 부분은 하나 이상의 폴리에테르 <29>
폴리올과 하나 이상의 폴리이소시아네이트로부터 유도되고 반응성 히드록시 잔기를 갖는 폴리우레탄 예비
중합체(이후,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에  분산시킨,  폴리아민과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는 폴리우레아를 포함하는 경화성 조성물이며, 이때 상기 분산액은 임의적으로 가소제를 포함한다.  
폴리우레아는 바람직하게는 히드록시 잔기와 반응하지 않는다.  폴리우레아는 폴리아민, 바람직하게는 디
아민과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바람직하게는 디이소시아네이트를 반응시키므로써 제조된다.  폴리우레아와 
폴리아민을 혼합하고, 실온에서 즉시 반응시킨다.  그 다음에, 폴리우레아를 바람직하게는 높은 전단 조
건하에서 하나 이상의 폴리에테르 폴리올 또는 히드록시-함유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와 접촉시켜서 폴리
우레아를 폴리에테르 폴리올 또는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에 분산시킨다.  바람직하게는 폴리우레아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는 지환족 또는 지방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이고, 이는 지환족 및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의 사용이 폴리우레아의 취급성 및 안정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바람직하게는, 이소시
아네이트는 디이소시아네이트이다.  폴리우레아는 바람직하게는 8%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15% 이상의 우레아 작용도를 갖는다.  폴리우레아는 바람직하게는 40% 이하, 더욱 바
람직하게는 20% 이하의 작용도를 갖는다.  본원에서 폴리우레아에 관하여 사용되는 작용도는 중량을 기준
으로하여 폴리우레아에 존재하는 우레아 그룹의 중량%를 지칭한다.  폴리우레아는 B 부분에 함유되어서 
미세하게 경화된 접착제 내에 경화 부분을 제공한다.  폴리우레아는 접착제의 신속한 점도 구축 및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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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추가로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폴리우레아는 고체이어서 B 부분의 안정도를 증강시킨다.  바람직하
게 폴리우레아는 처음에 폴리에테르 폴리올에 분산되고 히드록시-함유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가 그 다음
에 동일 반응계에서 제조된다.

바람직하게는, 폴리우레아가 분산되어 있는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트리올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폴리옥시알킬렌-함유 트리올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폴리옥시알킬렌 산화 트리올은 폴리옥시에틸렌 
말단 캡핑된 폴리옥시프로필렌 쇄를 포함한다.  이러한 물질은 당해 기술에서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트리올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개시제 및 알킬렌 산화물이 상기에 기재되어 있다.  특히 바람직한 폴리
에테르 트리올은 폴리옥시에틸렌 말단 캡핑되어 있고 1,2,3-프로판 트리올로 개시된 폴리옥시프로필렌이
다.  이러한 트리올은 바람직하게는 200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4500 이상의 분자량을 갖는다.  이러
한 트리올은 바람직하게는 800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6000 이하의 분자량을 갖는다.  2000 미만의 분
자량에서는 상기 분산액의 점도는 너무 적고, 8000 초과의 분자량에서는 폴리우레아를 트리올에 분산시키
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다.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는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가 제조되고 폴리우레아가 반응에서 중요한 <31>
방법으로 참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폴리에테르 트리올 중의 폴리우레아 분산액과 디올 및 폴리이소시아
네이트를 반응시키므로써 제조될 수 있다.  폴리에테르 디올은 바람직하게는 폴리옥시알킬렌-계 폴리에테
르이다.  이러한 폴리에테르는 접착제 조성물중 A 부분의 상세한 설명에서 상기에 기재되어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디올은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옥시에틸렌 디올이다.  이러한 폴리옥시에틸렌 폴리
옥시프로필렌 디올은 바람직하게는 30 중량%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60 중량% 이상의 에틸렌 산화물 그
룹을 함유한다.  이러한 디올은 에틸렌 산화물 잔기의 바람직하게는 100 중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70 중량부 이하를 함유한다.  에틸렌 산화물 잔기의 70 중량% 초과에서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디올
이 매우 반응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적은 촉매량과 낮은 온도가 반응에 대한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사용된 디올은 250 미만의 분자량에서는 물질의 점도가 너무 느려지므로 
25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2000 이상의 분자량을 갖는다.  디올은 4000 초과의 분자량에서는 점도가 
너무 커지므로 바람직하게는 4000 이하의 분자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 이하의 분자량을 갖는다.

상기 진행에서 사용된 폴리이소시아네이트는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제조하기에 유용한 임의의 <32>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이다.  이러한 물질은 본 발명의 접착제의 A 부분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  
히드록시 그룹 대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의 상대적인 비는 생성된 예비중합체가 자유 이소시아네이트 그룹
을 함유하지 않는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이 폴리우레아와 때이르게 반응하
기 때문이다.  바람직하게는 이소시아네이트 그룹 대 히드록시 그룹의 비는 합리적으로 촉진이 발생하는 
정도이다.  이소시아네이트 그룹 대 히드록시 그룹의 당량비는 바람직하게는 0.1:1 이상, 더욱 바람직하
게는 0.2:1 이상이다.  당량비는 이소시아네이트 잔기의 완전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다지 높지 않아
야 한다.  이소시아네이트 그룹 대 히드록시 그룹의 당량비는 바람직하게는 0.95:1 이하, 더욱 바람직하
게는 0.8:1.0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0.7:1.0 이하이다.

바람직하게는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가 사용되어서 물질 취급이 더욱 용이하게 되고 이소시아네<33>
이트가 덜 반응성이 되며, 이에 의해 반응 조절성이 더욱 커진다.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의 제조 반응은 우레탄 촉매 존재하에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촉매의 <34>
예에는 카복실산 주석염, 예를 들면, 주석 옥토에이트, 주석 올리에이트, 주석 아세테이트 및 주석 라우
리에이트; 디알킬주석 디카복실레이트, 예를 들면 디부틸주석 디라우리에이트 및 디부틸주석 디아세테이
트; 3급 아민과 주석 머캅타이드가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에비중합체의 제조 반응은 주석 옥토에이트
에 의해 촉진된다.  사용되는 촉매량은 일반적으로 이소시아테이트 특성에 따라 좌우되며 촉진되는 혼합
물의 0.005 내지 5중량%이다.

예비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트리올에 분산된 폴리우레아와 디올을 촉매 부재하에 접촉시키고, 이 <35>
혼합물을 48℃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이상으로 가열하므로써 제조된다.  상기 혼합물을 56℃ 이
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2℃ 이하의 온도까지 가열한다.  그 다음에,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를 상기 혼합물
에 첨가하고, 상기 혼합물을 혼합시켜서 폴리이소시아네이트가 반응 혼합물에 균질하게 분산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촉매를 첨가한다.  촉매를 첨가한 후, 발열 반응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발열 
반응의 피크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58℃ 이상, 바람직하게는 70℃ 이하이다.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 거
의 사라진 후, 즉 온도가 하락한 후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반응물을 희석시키고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다.  
반응은 모든 자유 이소시아네이트 잔기가 히드록시 잔기와 반응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상기 반응은 대기 
수분 부재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생성된 예비중합체는 A 부분의 이소시아네이트-함유 예비중합체의 자유 이소시아네이트 잔기와 <36>
반응할 수 있는 자유 히드록시 잔기를 함유해야 한다.  생성된 중합체의 히드록시 수는 바람직하게는 5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25 이상이다.  생성된 예비중합체의 히드록시 수는 바람직하게는 6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이하이다.  폴리우레아가 분산되어 생성된 예비중합체는 취급가능해야 하고, 따라서 바
람직하게는 25,000cP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0cP 이상의 점도를 갖는다.  폴리우레아가 분산되어 
있는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45,000cP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40,000cP 이하의 점도
를 갖는다.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900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5,000 이상의 분
자량을 갖고, 바람직하게는 22,00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8,000 이하의 분자량을 갖는다.

폴리우레아가 히드록시-함유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 분산액에 분산액의 8 중량부 이상, 더욱 바<37>
람직하게는 15 중량부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20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폴리우레아
는 분산액에 분산액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50 중량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중량부 이하, 가장 바람
직하게는 30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는 분산액을 기준으로하여 50 중
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60 중량부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70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분산액에 존
재한다.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는 분산액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85 중량부 이하, 이보다 더욱 바람직
하게는 75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분산액에 존재한다.  분산액에 존재하는 가소제는 분산액의 0 중량부 이
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중량부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30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존재한다.  가소제
는 분산액에 분산액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40 중량부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35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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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분산액의 중량부는 총 100부를 함유하는 분산액에 관한 것이다.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 
내의 폴리우레아 분산액은 B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30 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65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B 부분에 존재한다.  분산액은 B 부분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90 중량부 이하, 더욱 바
람직하게는 70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B 부분에 존재한다.

B 부분의 경화성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옥사졸리딘 잔기를 함유하는 잠재성 가교 물질을 추가로 <38>
포함한다.  이러한 물질은 접착제의 최종 경화 도중에 가교제로 작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잠재성 
가교 물질의 예에는 미국 특허 제 4,396,681호, 미국 특허 제 3,743,626호, 미국 특허 제 4,118,376호, 
미국 특허 제 4,192,937호 및 미국 특허 제 5,235,962호에 기재된 물질이 포함된다.  하나의 태양에서, 
이러한 잠재성 가교제는 디이소시아네이트와 히드록시 알킬-치환된 옥사졸리딘, 예를 들면 N-히드록시에
틸 옥사졸리딘의 반응 생성물인 비스옥사졸리딘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이소시아네이트는 지환족 및 지방
족 이소시아네이트, 예를 들면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이다.  바람직한 옥사졸리딘-함유 화합물은 

카밤산,  1,6-헥산디일  비스-,  비스(2-(2-(1-메틸에틸)-3-옥사졸리디닐)에틸)에스테르인  경화제 
OZ(Hardner OZ)로 몬베이(Monbay)에서 시판된다.

옥사졸리딘-함유 화합물이 충분량으로 존재하여 경화 도중에 폴리우레탄의 가교를 증강시킨다.  <39>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시간이 불충분해지고, 지나치게 소량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벌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벌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구축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  잠재성 가교제는 B 
부분을 기준으로하여 바람직하게는 0.01 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0.02 중량부 이상, 가장 바람직
하게는 0.04 중량부 이상의 양으로 사용된다.  잠재성 가교제는 바람직하게는 0.1 중량부 이하, 더욱 바
람직하게는 0.06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B 부분의 경화성 조성물은 폴리우레탄 반응에 유용한 촉매를 추가로 포함한다.  이러한 촉매는 <40>
당해 기술에서 충분히 공지되어 있으며, 주석 카복실레이트, 유기 규소 티타네이트, 알킬 티타네이트 및 
비스무트 카복실레이트 등의 금속염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촉매는 비스무트 옥토에이트이다.  이러한 촉
매는 바람직하게는 B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0.1 중량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0.2 중량부 이상
의 양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촉매는 바람직하게는 B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1 중량부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6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사용된다.

B 부분의 경화성 조성물은 가소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가소제 및 이러한 <41>
사용될 수 있는 가소제의 양이 A 부분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상기 가소제는 히드록시-함유 폴리우레
탄 예비중합체에 분산된 폴리우레아 제조 도중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첨가될 수 있거나, 또는 본 발명
의 접착제의 B 부분의 배합 도중에 첨가할 수 있다.

B 부분은 A 부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보강 충전제 및/또는 점토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또<42>
한, B는 상기한 바와 같이 산화방지제 및 UV 안정화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B 부분에 대한 모든 중량부는 B 부분의 총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한다.<43>

B 부분의 경화성 조성물은 상기 물질을 블렌딩시키는 조건 하에서 상기 성분을 접촉시키므로써 <44>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접촉은 당해 기술에서 숙련된 자에게 충분히 공지된 조건 하에 표준 믹서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B 부분의 경화성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제조되고 저장
되어서 때이른 경화를 방지한다.

본 발명의 접착제 조성물을 사용하여 다공성 및 비다공성 기재를 함께 결합시킨다.  상기 조성물<45>
의 2 부분은 사용 직전까지 분리시켜 놓는다.  적용 직전에, 상기 2 부분을 접촉시켜서 혼합한다.  그 다
음에, 혼합된 접착제 조성물을 기재에 적용시키고, 제 1 기재상의 접착제를 그 다음에 제 2 기재에 접촉
시킨다.  A 부분 대  B 부분의 비는 접착제를 경화하여 본원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원하는 구축 시간 및 
겹침 전단 강도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A 부분의 이소시아네이트 대 B 부분의 히드록시 그룹의 비
는 바람직하게는 0.5:1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0.65:1 이상이다.  A 부분에 함유된 이소시아네이트 그
룹 대 B 부분의 히드록시 그룹의 비는 바람직하게는 0.95:1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9:1 이하이다.  
바람직하게는 접착제의 2 부분은 혼합중에 B 부분에 대한 A 부분의 부피가 동일해지도록 배합된다.  이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재에 접착제 적용을 매우 단순화시킨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접착제가 적용되는 
기재는 적용전에 세척되어야 하고 하도되어야 한다(예를들면, 미국 특허 제 4,525,511호, 미국 특허 제 
3,707,521호 및 미국 특허 제 3,779,794호를 참조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접착제는 대기 수분 존재
하에 주위 온도에서 적용된다.  대기 수분에의 노출은 접착제의 경화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  경화는 
추가적인 물을 첨가하거나, 대류열 또는 극초단파 가열 방법에 의해 경화 접착제에 열을 가하므로써 촉진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접착제는 배합되어서 바람직하게는 6분 이상의 작업 시간,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분 이상의 작업 시간을 제공한다.  작업시간은 바람직하게는 15분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2분 이하이
다.

본원에 기재된 점도는 브루크필드(Brookfield) 점도계, 모델 RVT를 사용하여 72℉(22℃) 및 50% <46>
상대습도의 표준 조건 하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측정된다.  점도계는 5000 내지 50,000cps 사이에서 다양
한 점도가 알려져 있는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여 보정한다.  점도계에 부착되는 RV 방추 셋트가 보정에 사
용된다.  점도계가 평형을 이룰때까지 5번 방추를 사용하여 1rps(revolution per second) 속도로 5분동안 
모든 측정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보정을 사용하여 평형 눈금에 상응하는 점도를 계산한다.  본원에 기
재된 분자량은 Waters Model 590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측정되는 중량 평균분자량이다.  이 
단위는 다파장 탐지기 및 차등 굴절계와 연결되어 용출액 부피를 측정한다.  크기 배제에 대해 스티로겔
(styrogel) 칼럼을 사용하고, 250 내지 50,000 범위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출 용매
로써 테트라히드로푸란을 사용하여 이 칼럼을 통과하는 용출액 부피를 측정하므로써 예비중합체의 분자량
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분자량을 분자량 대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글리콜 칼럼에서 얻어진 용출액 부
피의 보정 곡선으로부터 계산한다.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에 관하여, 작용도는 다음 식에 따라 측정된다;<47>

(디올-NCO 부가물㏖ X 디올 NCO 작용도 + 트리올-NCO 부가물㏖ X 트리올-NCO 작용도 + 과량의 폴리이소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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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이트 단량체㏖ X 그 작용도)/(디올-NCO 부가물㏖ + 트리올-NCO 부가물㏖ + 과량의 폴리이소시아네이
트 단량체㏖)

상기  식에서,  과량의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단량체㏖은  식(이소시아네이트㏖  -  (2  X  디올㏖  +  3  X <49>
트리올㏖)에 따라 계산되며, 이소시아네이트, 디올 및 트리올의 ㏖은 출발 배합물에서 각 양을 기준으로 
한다.

원료의 작용도는 일반적으로 원료 공급기에 의해 개시된다.  폴리올 또는 이소시아네이트를 적정<50>
하여 분자당 작용 그룹의 평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험상으로 측정될 수 있다.  당해 기술에서 숙
련된 자는 적정에 의해 나타나는 자료를 기준으로하여 작용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인지한다.

다음 실시예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나,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달<51>
리 표기되어 있지 않는한, 모든 부 및 %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실시예

이소시아네이트 작용성 예비중합체의 제조방법<52>

분지 정도가 낮은 폴리에테르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PPG 2025" 상품명 하에 시판되는 평균분<53>
자량 2000의 폴리옥시프로필렌 디올 363.68g과 "Poly G 85-36" 상품명 하에 시판되는 평균분자량 4500의 
폴리옥시프로필렌 트리올 527.04g을 혼합하므로써 제조하였다.  혼합물을 55℃까지 가열하므로써 반응기 
내에서 혼합을 실시하였다.  디페닐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 160.6g과 주석 옥토에이트 0.17g을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그 다음에, 전체 혼합물을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최종적으로, 가소제인 디알릴 
프탈레이트 525.44g을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고 1시간동안 혼합을 지속하였다.  생성된 예비중합체를 본원
에서 이소시아네이트 작용성 예비중합체(1)이라 지칭한다.

접착제 조성물의  A 부분의 제조방법<54>

A 부분으로 유용한 접착제 조성물 3가지를 실시예의 이소시아네이트 작용성 예비중합체(1) 일부<55>
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예비중합체를 행성형 믹서기에 놓고 20분동안 기체를 제거하였다.  카본 블랙, 
및 일부 태양에서 점토를 상기 믹서기에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진공하에 20분동안 혼합하였다.  디모르
폴리노디에틸 에테르(DMDEE)를 촉매로서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고 20분동안 추가로 혼합하고, 튜브로 포장
하였다.  각 조성물의 성분을 하기 표 Ⅰ에 기록하였다.

[표 Ⅰ]

히드록시 작용성 예비중합체의 제조방법<57>

히드록시 작용성 폴리우레아-분산된 폴레에테르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폴리옥시알킬레이트 디<58>
올과 폴리우레아-분산된 폴리옥시알킬레이트 트리올을 접촉시키므로써 합성시켰다.  이 혼합물을 교반시
키고 55℃까지 가열한 후에 디페닐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와 주석 옥토에이트를 첨가하고 이 혼합물
을 30분동안 혼합하였다.  가소제인 디알킬 프탈레이트를 첨가하고 상기 혼합물을 추가로 30분동안 교반
하였다.  생성된 예비중합체는 자유 이소시아네이트 작용도가 0인 점성 물질이였다. 각각의 히드록시 작
용성 예비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성분을 표 Ⅱ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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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접착제 조성물의 B 부분의 제조방법<60>

 "경화제 OZ"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하는 우레탄 비스옥사졸리딘을 함유한 잠재성 폴리아미노 알코<61>
올과 혼합한 히드록시 작용성 예비중합체를 사용하여 B 부분 경화성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그 다음에, 
비스무트 옥토에이트를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고 이를 15분동안 추가로 교반하였다.  카본블랙과 점토를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고 진공에서 20분동안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20분동안 추가로 혼합한 후에, 이
들을 튜브로 포장하였다.  각 조성물의 성분을 표 Ⅲ에 기재하였다.

[표 Ⅲ]

접착제 시험<63>

A-1 부분과 B-1 부분을 적절한 동력 혼합 비드를 갖춘 고속 혼합 전기총의 별도 구획에 삽입하였<64>
다.  두 개 튜브 내의 물질을 상기 총을 사용하여 부피 기준으로 1:1의 비로 고속 압출하였고 이 접착제
의 경화속도는 1시간내에 140psi (964kPa)로하여 하기에 기재한 고속 접착 시험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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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1 x 1/4'(2.54㎝ x 0.62㎝) 두께의 비드를 하도된 유리판 상에서 압<65>
출하였다.  또한 하도된 금속판을 압출된 비드 상면 위에 놓았다.  상기 조립체를 72℉(22℃) 및 50% 상
대습도에서 60분동안 경화시켰다.  그 다음에, 조립한지 한시간 후에 비드면에 수직인 2 판을 잡아당기므
로써 상기 판을 분리시켰다.  상기 경화 속도는 판을 분리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psi)으로 기록하였다.

접착제 조성물을 접촉시키고 상기한 바와 같이 결합한지 30, 60 및 90분에 시험하였다.  그 성분 <66>
및 결과를 표 Ⅳ에  기재하였다.

[표 Ⅳ]

최종 배합물은 통상적인 트리올을 사용하였으며 비교예이다.<68>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반응성 이소시아네이트 잔기를 갖는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제 1 부분으로서 포함하고, 

B. ⅰ) 반응성 히드록시 잔기를 갖는 폴리에테르 폴리올-계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에 분산되어 있는 폴리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아민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고 임의적으로 가소제를 함유하는 폴리우레아; ⅱ) 경
화 조건 하에서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옥사졸리딘 잔기를 갖는 화합물; 및 ⅲ) 
수분 존재하에 이소시아네이트와 히드록시 잔기의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촉매를 포함하는 경화성 조성물
을 제 2 부분으로서 포함하며, 

상기 히드록시-함유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 분산액중에 상기 분산액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폴리우레아
가 8 내지 50중량부, 상기 히드록시-함유 예비중합체가 50 내지 85중량부 및 가소제가 0 내지 40중량부로 
존재하는

2-부분(two-part)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반응성 히드록시 잔기를 함유하는 예비중합체가 25,000 내지 45,000cP의 점도를 나타내는, 폴리옥시알킬
렌  트리올,  폴리옥시알킬렌  디올  및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는  2-부분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A 부분이 보강 충전제, 점토, 폴리우레탄 습윤 경화 반응에 대한 촉매, 및 가소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2-
부분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B 부분이 보강 충전제, 점토 및 가소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2-부분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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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부분의 총 중량부를 100으로 할 때 A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ⅰ)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 55 내지 83 중량부;

ⅱ) 보강 충전제 15 내지 40 중량부;

ⅲ) 점토 1 내지 20 중량부;

ⅳ) 폴리우레탄 촉매 0.1 내지 5.0 중량부; 및

ⅴ) 가소제 0 내지 40 중량부를 포함하고, 

B. B 부분의 총 부를 100으로 할 때,

ⅰ) B 부분의 총 부를 기준으로하여 히드록시-함유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중의 폴리우레아 분산액 30 내
지 80 중량부;

ⅱ) B 부분의 총 부를 기준으로하여 옥사졸리딘-함유 화합물 0.01 내지 0.1 중량부;

ⅲ) B 부분의 총 부를 기준으로하여 촉매 0.1 내지 5.0부;

ⅳ) B 부분의 총 부를 기준으로하여 보강 충전제 15 내지 25 중량부;

ⅴ) B 부분의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점토 1 내지 20 중량부; 및

ⅵ) B 부분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가소제 0 내지 40 중량부를 포함하며, 

A 부분과 B 부분이 이소시아네이트 잔기 대 히드록시 잔기의 비가 1.0:0.95 내지 1.0:0.5가 되도록 하는 
양으로 존재하는 2-부분 접착제 조성물.

청구항 6 

ⅰ) 제 1항에 따른 접착제 조성물중 A 부분과 B 부분을 접촉시키는 단계;

ⅱ) A 부분과 B 부분의 혼합물을 제 1 기재에 적용시키는 단계; 및

ⅲ) 상기 혼합물이 경화되고 제 1 기재를 제 2 기재에 결합시키는 조건 하에서 제 1 기재에 미리 적용시
킨 A 부분과 B 부분의 혼합물에 제 2 기재를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2개의 기재를 함께 결합시키는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제 1 기재가 창 유리이고, 제 2 기재가 창틀인 방법.

청구항 8 

제 6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제 2 기재가 자동차의 창틀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A) 반응성 이소시아네이트 잔기를 함유하는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를 제 1 부분으로
서 포함하고, (B) i) 임의적으로 가소제를 포함하고 반응성 히드록시 잔기 및 임의적으로 가소제를 함유
한 폴리에테르 폴리올-계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에 분산된 폴리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아민의 반응 생성물
을 포함하는 폴리우레아; ii) 경화 조건 하에서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옥사졸리
딘 잔기를 함유한 화합물; 및 iii) 수분 존재하에 이소시아네이트와 히드록시 잔기의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를 포함하는 경화성 조성물을 제 2 부분으로서 포함하는, 2-부분 접착제이다.  본 발명의 접착
제는 자동차에 결합되는 유리 교체에 합리적인 구축 시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축 시간은 접착제 적용
으로부터 바람직하게는 60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30분이다.  본 발명의 접착제는 또한 10 내지 12분
의 합리적인 작업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구축시간에 겹침 전단 강도는 ASTM D-3163에 의하면 바람직하
게는 150psi (1033kPa)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250psi(1723k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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