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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클로올레핀 랜덤공중합체 조성물 및 그의 반응생성물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시클로올레핀 랜덤공중합체 조성물 및 그의 반응생성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내열성,  내열노화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용제성,  유전특성,  강성,  내충격성  및 성형성
이  우수한  시클로올레핀  랜덤  공중합체  조성물  및  그  반응생성물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일본  특개소 
60-168708호에,  우수한  내열성,  강성,  내후성  투명성  및  성형시  치수정확선을  갖는,  수지로서, 에틸
렌과  특정  시클로올레핀  성분을  포함하는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지는 충분한 내충격성을 갖지 못한다.

상기  수지의  내충격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특개소  63-273655호에,  상기  수지와  고무 성분
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조성물의  내충격성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특히 
저온에서의 내충격성의 더한층의 개선이 요망된다.

본  발명의  한  목적은  내열성,  내열노화성,  내약품성,  내용제성,  유전특성,  강성,  내충격성  및 성형
성이 우수한 시클로올레핀 랜덤 공중합체 조성물 및 그의 반응생성물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기타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으로 명백히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첫째로,  (A)  에틸렌  성분과  시클로올레핀  성분으로  구성되고,  135℃, 
데칼린중에서  측정한  극한점도[η]가  0.05-10dl/g이고,  유리전이온도(tg)가  50∼230℃이며, 연화점
이  70℃이상인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  100중량부와,  (B)  (a)  에틸렌  성분  및  시클로올레핀 
성분  및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성분을  함유하는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  (b) 에
틸렌  성분  및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성분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한  선택한  2개이상의 성분
을  함유하는  무정형  또는  저결정성  연질  올레핀계  공중합체,  (c)  에틸렌  성분  및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성분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한  2개이상의  성분과,  비공액디엔  성분을  함유하는  연질 
올레핀/비공액디엔  공중합체  및,  (d)  각각  방향족  비닐  탄화수소  성분  및  공액  디엔  성분을 함유하
는  랜덤  공중합체  및  블록공중합체와,  이들  공중합체의  수소화물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한 연
질  방향족  비닐  공중합체  들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한,  유리전이온도가  0℃이하인  1개이상의 
연질중합체  5∼150중량부와,  (C)  유기과산화물  0.004∼1.0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
성물의 반응생성물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상기  중합체  조성물에  사용되는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는  에틸렌  성분과 시클
로올레핀  성분을  포함한다.  하기식(Ⅰ)∼(Ⅴ)를  갖는  시클로올레핀류가  본  발명에서  특히 바람직하
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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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식(Ⅰ)의 시클로올레핀류 

식에서, R
1
∼R

10
은 같거나 다르며, 각각은 수소원자, 할로겐 원자 또는 1가의 탄화수소기를 

나타내며, n은 0 또는 양의 정수이다.

하기식(Ⅱ)의 시클로올레핀류

식에서, R
1
∼R

10
은  식(Ⅰ)에서  정의된  바와  같으며,  m은  0  또는  양의  정수이고,  ℓ은  3이상의 정수이

다.

하기식(Ⅲ)의 시클로올레핀류

식에서, R
1
∼R

10
 및 n은 식(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하기식(Ⅳ)의 시클로올레핀류

식에서, R
1
∼R

8
 및 n은 식(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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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식(Ⅴ)의 시클로올레핀류

식에서, R
1
∼R

10
 및  n은  식(Ⅰ)에서  정의된  바와  같으며, R

11
∼R

14
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할로

겐원자들 및 1가의 탄화수소기에서 선택된 것이다.

상기  식(Ⅰ)  및  (Ⅱ)의  시클로올레핀류가  특히  바람직하다.  이들  시클로올레핀류는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식(Ⅰ)∼(Ⅴ)에서, R
1
∼R

14
을  정의하는  1가의  탄화수소기는  탄소수가  1∼10인  직쇄  또는 분기쇄

상 알킬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일반식(Ⅰ)의  시클로올레핀류의  예로는,  비시클로[2,2,1] 헵트-2-엔( ), 6-메틸비
시클로[2,2,1]헵트-2-엔,  5,6-에틸비시클로[2,2,1]헵트-2-엔,  1-메틸비시클로[2,2,1]헵트-2-엔, 6-
에틸비시클로[2,2,1]헵트-2-엔,  6-n-부틸비시클로[2,2,1]헵트-2-엔, 6-이소부틸비시클로[2,2,1]헵트
-2-엔,  7-메틸비시클로[2,2,1]헵트-2-엔, 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

렌,( )

2-에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프로필-1,4,5,8-디메타노-
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헥실-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

로나프탈렌,  2,3-디메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메틸-3-에틸
-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클로로-1,4,5,8-디메타노-

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브로모-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
드로나프탈렌,  2-플루오로-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3-디클로

로-1,4,5,8-디메타노-1, 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n-부틸-1,4,5,8-디메타노-
1,2,3,4,  4a,  5,8,8a-2-메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이소부

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5,10-디메틸테트라시클로

[4,4,0,1
2.5

,1
7.10

]-3-도데센( ),2,10-디메틸테트라시클로[4,4,0,1
2.5

,1
7.10

]-3-도

데센, 2,7,9-트리메틸테트라시클로[4,4,0,1
2.5
,1

7.10
]-3-도데센, 9-에틸-2,7-디메틸테트라시클로

[4,4,0,1
2.5
,1

7.10
]-3-도데센, 9-이소부틸-2,7-디메틸테트라시클로[4,4,0,1

2.5
,1

7.10
]-3-도데센, 9,11,12-

트리메틸테트라시클로[4,4,0,1
2.5
,1

7.10
]-3-도데센, 9-에틸-11,12-디메틸테트라시클로[4,4,0,1

2.5
, 1

7.10
] 

-3-도데센, 9-이소부틸-11,12-디메틸테트라시클로[4,4,0,1
2.5
,1

7.10
]-3-도데센, 11,12-디메틸테트라시

클로[4,4,0,1
2.5
,1

7.10
]-3-도데센, 5,8,9,10-테트라메틸테트라시클로[4,4,0,1

2.5
,1

7.10
]-3-도데센, 헥사시

클로[6,6,1,1
3.6
,1

10.13
,0

2.7
,0

9.14
]-4-헵타데센( ),  12-메틸헥사시클로

[6,6,1,1
6
,1

10.13
,0

2.7
,0

9.14
]-4-헵타데센,  12-에틸헥사시클로[6,6,1, 1

3.6
,1

10.13
,0

2.7
,0

9.14
]-4-헵타데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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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틸헥사시클로[6,6,1,1
3.6
,1

10.13 
,0

2.7
, 0

9.14
]-4-헵타데센, 1,6,10-트리메틸-12-이소부틸-헥사시클

로[6,6,1,1
3.0

, 1
10.13 

,0
2.7
,0

9.14
]-4-헵타데센, 옥타시클로[8,8,0,1

12.9
,1

4.7
,1

11.18 
,1

13.16
,1

3.8
,1

12.17
]-5-도코센

( ),  15-메틸옥타시클로

[8,8,0,1
2.9
,1

4.7
,1

11.18
,1

13.16
,1

3.8
,1

12.17
]-5-도코센  및  15-에틸옥타시클로

[8,8,0,1
12.9

,1
4.7
,1

11.18
,1

13.16
,0

3.8
,0

12.17
]-5-도코센등이 있다.

상기 일반식(Ⅱ)의 시클로올레핀류의 예로는, 펜타시클로[6,6,1,1
3.5
,0

2.7  
,0

9.14
]-4-헥사데센

( ), 

1,3-디메틸펜타시클로[6,6,1,1
3.5
,0

2.7
,0

9.14
]-4-헥사데센, 1,6-디메틸펜타시클로[6,6,1,1

3.5
,0

2.7
,0

9.14
]-4-

헥사데센, 15,16-디메틸펜타시클로[6,6,1,1
3.5
,0

2.7
,0

9.14
]-4-헥사데센, 펜타시클로[6,5,1,1

3.5
,0

2.7
,0

9.13
]-

4-펜타데센( ), 1,3-디메틸펜타시클로[6,5,1,1
3.5
,0

2.7
,0

9.13
]-

4-펜타데센,  1,6-디메틸펜타시클로[6,5,1,1
3.5
,0

2.7
,0

9.13
]-4-펜타데센, 14,15-디메틸펜타시클로

[6,5,1,1
3.5
,0

2.7
,0

9.13  
]-4-펜타데센,  헵타시클로[8,7,0,1

2.9
,1

4.7
,1

11.17
,0

3.8
,0

12.15
]-5-에이코센

( ), 헵타시클로[8,7,0,1
2.9
,1

4.7
,1

11.18
,0

3.8
,0

12.17
]-5-헤네이코

센( ),  트리시클로[4,3,0,1
2.5
]-  3-데센

( ) 2-메틸트리시클로[4,3,0,1
2.5

]-3-데센, 트리시클로[4,4,0,1
2.5
]-3-운데센

, 5-메틸트리시클로[4,3,0,1
2.5

]-3-데센, 10-메틸트리시클로[4,4,0,1
2.5

] -3-
운데센등이 있다. 

상기  일반식(Ⅰ)  및  (Ⅱ)로  표시되는  시클로올레핀류는  시클로펜타디엔류와  그에  상응하는 올레핀류
를 디엘스-알더반응(Diels-Alder reaction)으로 축합시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식(Ⅲ)의  시클로올레핀류의  예로는, 2-에티리덴-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
드로나프탈렌,  2-에틸리텐-3-메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에

틸리텐-3-에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에틸리텐-3-이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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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에틸리텐-3-부틸-1,4,5,8-디메타
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n-프로필리덴-1,4,5,8-디메타노-1,2,3,4,4a,5,8,8a-
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n-프로필리덴-3-메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

프탈렌,  2-n-프로필리덴-  3-에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n-프
로필리덴-3-이소프로필-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n-프로필리덴
-3-부틸-1,4,5,8-디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이소프로필리덴-1,4,5,8-디

메타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이소프로필리덴-3-메틸-1,4,5,8-디메타노-
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이소프로필리덴-3-에틸-1,4,5,8-디메타노-
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이소프로필리덴-3-이소프로필-1,4,5,8-디메타노-
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2-이소프로필리덴-3-부틸-1,4,5,8-디메타노-
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식(III)의  상기  화합물은  일본  특개소63-30511호에  기재된  것이며,  이들은 시클로펜타디엔화합물(또
는  디시크롤펜타디엔류)과  5-에틸리덴비시클로[2,  2,  1]헵트-2-엔류같은  알킬리덴비시클로(2,  2, 

1)헵트-2-엔을 디앨스-알더반응시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식(IV)의  화합물의  일예로는,  하기  식을  갖는 4,9,5,8-디메타노-3a,4,4a,5,8,8a,9,9a-옥타하이
드로-1H-벤조인덴이 있다.

상기  식(IV)의  화합물은  일본  특개소  63-243111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디시클로펜타디엔류와 시클로
펜타디엔류를 디엘스-알더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식(V)의  시클로올레핀류의  예로는, 헵타시클로[1
3.5

, 1
15.17

, 1
12.15

,  0, 0
2.7

, 0
11.15

]-이코스-4-엔

, 트리메틸-헵타시클로[1
3.5

, 1
15.17

, 1
12.15

,  0, 0
2.7

, 0
11.15

]-이코스

-4-엔 ,테트라메틸-헵타시클로[1
3.5

, 1
15.17

, 1
12.15

,  0, 0
2.7

, 0
11.15

]-이

코스-4-엔 ,노나시클로[1
1.11

, 1
15.0

, 1
13.20

, 1
15.18

, 0
2.10

, 0
4.9

, 0
12.21

, 

0
14.19

]-펜타코스-6-앤, ,  메틸-헵타시클로

[1
3.6
,1

19.17
,1

12.15
,0,0

2.7
,0

11.18
]-이코스-6-엔, , 디메틸-헵타시클로

[1
1.6
,1

18.17
,,1

12.17
,1

12.15
,0,0

2.7
,0

11.15
] 

상기  식(Ⅴ)의  시클로올레핀류는  WO89/01950호  공개  공보(PCT/JP85/0  0849)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 

화합물은  펜타시클로[6,5,1
1.7
,1

9.12
,0

2.6
,0

8.19
]-펜타데카-3-네스(트리시클로펜타디엔류의 부분 

수소화물)와 시클로펜타디엔류를 디앨스-아더 반응하여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는  에틸렌과  상기  설명만 시클로오레핀
류중  1개  이상을  공중합시켜  제조할  수  있다.  그  제조방법은,  예를들면,  미국특허  4,614,778호에 기
재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다른  한  공중합가능한  불포화  단량체를  상기  공중합반응에  병용할  수  있다.  그  불포화 
단량체의  예로는,  프로필렌,  1-부텐,  4-메틸-1-펜텐,  1-헥센,  1-옥센,  1-데센,  1-도데센 1-테트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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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1-헥사데센,  1-옥타데센  및  1-에이코센등의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류와,  노르보넨, 에틸리
덴 노르보넨 및 시클로펜타디엔등의 시클로올레핀류 및 시클로디엔류가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의  에틸렌  성분에서  유래된  구조  단위의 
함량도  40∼85몰%,  구체적으로는  50∼75몰%이며,  시클로올레핀  성분에서  유래된  구조단위의  함량은 
15∼60몰%,  구체적으로는  25∼50%이다.  다른  올레핀  성분이  사용되었을  경우의  함량은  에틸렌  성분 
함량이하로 한다.

상기  시클로올레핀  랜덤  공중합체(A)의  135℃,  데칼린중에서  측정한  극한점도(η)는  0.05∼10dl/g, 
바람직하게는  0.08∼5dl/g이다.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는  실질상  선형이며,  겔상  가교구조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공중합체가  135℃에서  데칼린에  완전  용해된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서어모메카니칼분석기(thermomechanical  analyzer  :  TMA)로  측정한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
합체(A)의  연화점은  70℃이상,  바람직하게는  90∼250℃,  특히  바람직하게는  100∼200℃이며, 유리전
이온도(Tg)는 통상 50∼230℃, 바람직하게는 70∼210℃이다.

또한  본  발명의  양호하게  사용되는  상기  시클로올레핀  랜덤  공중합체(A)의  X선  회절법으로  측정한 
결정회또는 0∼10%, 바람직하게는 0∼7%, 특히 바람직하게는 0∼5%이다.

본 발명의 상기 중합체 조성물이 다른 성분을 구성하는 상기 연질 중합체는,  (a)  에틸렌 성분 및 시
클로올레핀  성분  및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성분을  함유하는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
체,  (b)  에틸렌  성분  및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성분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한  2개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정형  또는  저결정성  연질  올레핀계  공중합체,  (c)  에틸렌  성분  및  탄소수가 3∼
20인  α-올레핀  성분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한  2개  이상의  성분과,  비공액  디엔  성분을  함유하는 
연질 올레핀/비공액디엔 공중합체 및,  (d)  각각  방향족 비닐 탄화수소 성분 및  공개 디엔 성분을 함
유하는  랜덤  공중합체  및  블록공중합체와,  이들  공중합체의  수소화물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연질 
방향족 공중합체들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된다.

상질  연질  중합체들의  공통적  특징은  그  유리전이온도가  0℃이하인  점이다.  각각의  연질  중합체들을 
하기에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는  에틸렌  성분과  시클로올레핀  성분과  탄소수가  3∼20인 α-올
레핀 성분을 포함한다. 상기 시클로올레핀 성분의 예는 공중합체(A)에 관한 기술한 것들과 
동일하다.  이  시클로올레핀  성분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시클로오레핀류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상기 α-올레핀 성분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α-올레핀류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는,  에틸렌  성분  및  시클로올레핀  성분  α-올레핀 성분
의  합계량에  대해,  에틸렌  성분  40∼98몰%,  시클로올레핀  성분  2∼20몰%,  탄소수가  3∼20인 α-올레
핀  성분  2∼50몰%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상기  공중합체(a)는  에틸렌 성
분  50∼90몰%  시클로올레핀  성분  2∼15몰%,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성분  5∼40몰%  함유하는 것
이 좋다.

상기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는  상기  성분들이  랜덤하게  배열되어  실질적으로  선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135℃,  데칼린중에서  측정한  상기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의  극한점도[η]는 바람직
하게는 0.01∼10dl/g, 특히 바람직하게는 0.08∼7dl/g이다.

본  발명에서  상기된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  및  상기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
합체(A)는,  예를들면,  일본특개소  60-168708,  62-120816,  61-115912,  61-115916,  61-271308, 61-

272216, 62-252406 및  61-252 407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무정형  또는  저결정성  연질  올레핀계  공중합체는  에틸렌  성분과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류 
성분들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한  2개이상의  성분들을  포함한다.  상기  α-올레핀류는  상기에 예
시한  것들과  같은  것들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연질올레핀계  공중합체(B)는,  예를들면,  에틸렌과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의  공중합체이거나,  또는  프로필렌과  탄소수가  4∼20인  α-올레핀의 공
중합체이다.

에틸렌  성분과  상기  α-올레핀  성분(b)의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α-올레핀의  바람직한  탄소수는 3∼
10이다.  프로필렌과  다른  α-올레핀의  공중합체(B)중의  α-올레핀은  탄소수  4∼10인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에틸렌  성분과  α-올레핀  성분의  공중합체의  양호한  일에는,  각  성분의  총합계량에  대해, 에틸
렌함량이  30∼95몰%,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의  함량이  70∼5몰%인  조성을  갖는  공중합체이다. 
각  성분의  총합계량에  대해,  프로필렌  30∼95몰%,  탄소수가  4∼20인  α-올레핀  70∼5몰%의 조성으로
된 공중합체가 프로필렌과 α-올레핀 성분의 공중합체로서 바람직하다.

상기  연질  올레핀/비공액  디엔  공중압체(c)의  바람직한  예로는,  에틸렌,  탄소수가  3∼20인 α-올레
핀,  비공액  디엔의  공중합체  또는,  프로필렌,  탄소수가  4∼20인  α-올레핀,  비공액디엔의 공중합체
가 있다.

상기  공중합체의  각  성분으로서의  α-올레핀은  상기에  예시한  것들과  동일하며,  탄소수가  3∼20인 
상기  올레핀중에서는  탄소수가  3∼10인  α-올레핀류가  바람직하며,  탄소수가  4∼20인  상기 올레핀중
에서는 탄소수가 4∼10인 α-올레핀가 바람직하다.

상기  비공액  디엔의  예로는,  1,-헥사디엔,  1,6-옥타디엔,  2-메틸-1,5-헥사디엔, 6-메틸-1,5-헵타디
엔  및  7-메틸-1,6-옥타디엔등의  지방족  비공액  디엔류와  ;  시클로헥사디엔,  디시클로펜타디엔, 메틸
테트라하이드로인덴,  5-비닐노르넨,  5-이소프로필리덴-2-노르보넨  및 6-클로로메틸-5-이소프로페닐-
2-노르보넨,  2,3-디이소프로필리덴-5-노르보넨,  2-에틸리덴-3-이소프로필리덴-5-노르보넨  및 2-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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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2,2-노르보나디엔등의 환상 비공액 디엔류등이 있다.

상기  연질  올레핀/비공액  디엔  공중합체의  바람직한  예로는,  에틸렌과  α-올레핀  성분  합계량에 대
해  에틸렌  30∼95몰%,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70∼5몰%를  함유하며,  에틸과  α-올레핀과 비공
액  디엔  성분들의  합계량에  대해  비공액  디엔  성분  1∼20몰%,  바람직하게는  2∼15몰%를  함유하는 조
성으로  된  공중합체,  또는  프로필렌과  α-올레핀  성분  합계량에  대해  프로필렌  50∼95몰%,  탄소수가 
4∼20인  α-올레핀  50∼5몰%를  함유하며,  프로필렌과  α-올레핀과  비공액  디엔  성분들의  합계량에 
대해, 비공액 디엔 성분 1∼20몰%, 바람직하게는 2∼15몰%를 함유하는 조성으로된 공중합체가 있다.

상기  연질  방향족  비닐공중합체(d)는  방향족  비닐  탄화수소성분으로  구성된  랜덤또는 블록공중합체
이거나,  또는  이들  공중합체의  수소화물이다.  스티렌은  상기  방향족  비닐  탄화수소의  양호한 일예이
다.

바람직한  공액  디엔류의  예로는  부타디엔,  이소프렌등이  있다.  예를들면  스티렌/부타디엔  블록 공중
합체  고무,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고무,  스티렌/이소프렌  블록  공중합체,  고무, 스
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공중합체  고무,  수소첨가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공중합체  고무  및 
스티렌/부타디엔/랜덤  공중합체  고무등이  상기  연질  방향족  비닐  공중합체(d)로서  유리하게 사용된
다.

상기  연질  방향족  비닐  공중합체(d)는,  방향족  비닐  탄화수소  성분과  공액  디엔  성분  합계량에 
대해,  방향족  비닐  탄화수소  성분  10∼70몰%와  공액디엔  성분  90∼30몰%로  조성되는  공중합체  또는 
이 공중합체의 수소화물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에  예시한  수소첨가  스티렘/부타디엔/스티렌블록공중합체  고무는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고무의 잔존 이중결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소화시켜서 얻어진 공중합체 고무이다.

상기  연질  중합체들의  공통특성은,  그  유리전이온도가,  0℃이하,  바람직하게는  -10℃이하,  더욱 바
람직하게는  -20℃이하인  점과,  135℃,  데칼린중에서  측정한  극한점도[η]가,  바람직하게는 0.01∼
10dl/g, 특히 바람직하게는 0.08∼7dl/g인 점이다.

X  선  회절법으로측저안  상기  중합체의  무정성  또는  저결정성은  그  결정도로  표시하여  0∼10%, 바람
직하게는 0∼7%, 특히 바람직하게는 0∼5%인 것이다.

상기 연결 공중합체는 단독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본 발명의 중합체 조성물의 다른 한 성분은 유기 과산화물(c)이다.

상기  유기  과산화물(c)의  예로는,  메틸에틸  케톤퍼옥사이드,  시클로헥사논  퍼옥사이드등의  케톤 퍼
옥사이드류와,  1,1-비스(t-부틸퍼옥시)시클로헥산  및  2,2-비스(t-부틸퍼옥시)옥탄등의 퍼옥시케탈류
와  ;  t-부틸하이드로퍼옥사이드,  큐멘하이드로퍼옥사이드, 2,5-디메틸헥산-2,5-디하이드로퍼옥사이
드  및  1,1,3,3-테트라메틸부틸  하이드로퍼옥사이등의  하이드로퍼옥사이드류와  ;  디-t-부틸 퍼옥사이
드,  2,5-디메틸-2,5-디(t-부틸퍼옥시)헥산  및  2,5-디메틸-디(t-부틸퍼옥시)헥산-3등의  디알킬 퍼옥
사이드류와  ;  라우릴퍼옥사이드  및  벤조일  퍼옥사이드등의  디아실  퍼옥사이드류와  ;  t-부틸 퍼옥시
아세테이트,  t-부틸  퍼옥시벤조에이트  및  2,5-디메틸-2,5-디(벤조일퍼옥시)헥산등의  퍼옥시 에스테

르류등이 있다.

본  발명의  중합체조성물은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를  100중량부,  1개이상의  연질 중합체
(B)를 5∼150중량부, 유기과산화물(C)을 0.004∼1.0중량부 함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중합체  조성물은,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 100중량부
에  대해,  상기  연질중합체(B)를  5∼15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5∼100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80중량부를  함유한다.  상기  성분(C)의  배합량은,  성분(A)  100중량부당,  0.004∼1중량부, 바람직하게
는 0.05∼0.5중량부이다.

상기의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  연질  공중합체(B)  및  유기과산화물(C)외에도,  상기 중합
체 조성물은 라디칼 중합성 관능기를 2개이상 분자내에 갖는 화합물을 성분(D)로서 더 포함한다.

 성분(D)를 배합하면 내충격성이 높은 중합체 반응생성물이 얻어지므로 바람직하다.

분자내에  2개이상의  라디칼  중합성  관능기를  갖는  상기  화합물(D)은  디비닐벤젠,  아크릴산  비닐  및 
메타크릴산  비닐등이다.  상기  성분(D)의  배합량은  상기  성분(A)와  (B)의  합계량  100중량부당, 1중량
부이하, 바람직하게는 0.1∼0.5중량부이다.

상기 성분(A),(B),(C) 및 (D)외에도, 본 발명에 의한 공중합체 조성물에는, 내열안정제, 
내후안정제, 정전방지제, 슬립제(slipa gent), 안티블로킹제(antiblocking agent) 흐림방지제
(antihaze  agent),  윤활제,  염료,  색소,  천연유,  합성유,  왁스  등의  통상적인  첨가제들  및  유기 또
는 무기 충전재를 필요에 따라 첨가할 수 있다.

상기 첨가제들의 배합량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히 결정한다.

상기  안정제류의  예로는,  테트라키스[메틸렌-3-(3,5-디-t-부틸-4-하이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 
메탄,  알킬  β-(3,5-디-t-부틸-4-하이드록시페닐)프로피온산  및 2,2′-옥사미드비스(에틸-3-(3,5-디
-t-부틸-4-하이드록시페닐)프로피오산등의  페놀계  산화방지제와  ;  스테아린산  아연,  스테아리산 칼
슘  및  12-히드록시스테아린산  칼슘등의  지방산  금속염류와  ;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드,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글리세롤  디스테아레이트,  펜타에리트리톨  디스테아레이트  및  펜타에리트리톨 트리
스테아레이트등의,  다가  알콜의  지방산  에스테르류등이  있다.  이들은  단독  또는  서로  조합하여 배합
된다.  예를들면,  테트라키스[메틸-3-(3,5-디-t-부틸-4-하이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메탄, 스테아

린산 아연 및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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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기  또는  무기충전재료의  예로는,  실리카,  규조토,  알루미나,  산화티탄,  산화마그네슘, 부석
분,  부석발룬(pumice  balloon),  수산화  알미늄,  수산화  마그네슘,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백운석, 황
산칼슘,  티탄산  칼륨,  황산바륨,  아황산칼슘,  탈크,  점토,  운모,  석면,  유리섬유, 유리후레이크
(glass flake), 유리구슬, 규산칼슘, 몬모릴로나이트, 벤토나이트, 흑연, 알루미늄분, 
황화몰리브덴,  붕소섬유,  탄화규소섬유,  폴리에틸렌  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  및 
폴리아미드섬유등이 있다.

본  발명의 상기 중합체 조성물은 공지된 방법으로도 제조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상기 각 성분
들을  동시에  혼합하는  방법  또는,  성분(A)와  (B)를  혼합한후,  이  혼합물에  성분(C)  또는  두  성분(C) 
및 (D)를 혼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상기의  후자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첨가제들을  배합하는  경우,  이들을  상기  성분(A)  및  (B)와 혼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성분(A)와  (B)의  혼합은  압출기에  의해  행할  수도  있으며,  또는  성분(A)와  (B)를  예를들면, 헵
탄,  헥산,  데칸  및  시클로헥산등의  포화  탄화수소류  또는,  톨루엔,  벤젠  또는  크실렌등의  방향족 탄
화수소류  등의  적절한  용매에  완전  용해시키고,  그  용액을  혼합한다.(용액블렌딩법)  또한, 성분(A)
와  (B)를  별개의  중합용기에서  합성하여,  그  생성된  중합체(A)와  (B)를  다른  용기에서  블랜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후,  성분(A)  및  (B)에  의해  생성된  조성물을  상기  성분(C)  또는  두  성분(C)  및 
(D)와 혼합하여 본 발명의 중합체 조성물을 얻는다.

본  발명의  중합체  조성물을,  성분(C)이  유기과산화물이  온도를  열처리하면,  중합체  조성물의 반응생
성물이 생성된다.

상기  열처리는,  상기  중합체  조성물을,  성분(C)인  유기과산화물이  분해되는  온도로  처리시키거나 또
는  그  이상  온도,  바람직하게는  상기  유기과산화물(C)의  반감기가  1분이  되는  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 처리시켜 실시할 수 있다.

상기  열처리반응은  예를들어  압출기를  사용하여,  용융상태에서  행할  수도  있다.  또는,  조성물을 용
매에 용해시키고, 용액상태에서 열처리를 행할 수도 있다.

상기  열처리조건은  사용된  유기과산화물의  종류에  따라  가변적이다.  예를들어,  용융상태에서 열처리
를  실시하는  경우,  150∼300℃의  온도  범위와  10초∼30분의  시간범위를  택한다.  용액상태에서 실시
하는 경우는, 50∼300℃의 온도범위와 10초∼2시간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열처리 반응은 성분(C)를 성분(A)와 성분(B)로 구성된 조성물에 혼합하므로써 촉진된다.

상기  열처리에서,  상기  유기과산화물(C)이  분해되고,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서  성분(A)와  (B)가 부분
적으로  가교결합된  반응생성물이  생성된다.  상기  라디칼  중합성  화합물(D)이  상기  조성물내에 존재
하는 경우, 가교결합이 더욱 쉽게 생겨서, 뛰어난 강도를 갖는 반응생성물이 얻어진다.

상기  중합체  조성물의  반응생성물은  가교구조를  갖기  때문에,  내열성,  내약품성,  내용제성, 유전특
성,  강성,  투명성,  내충격성  및  성형성이  우수하며,  종래의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  조성물과 
같은 용도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분자량을  갖는  본  발명의  중합체  조성물의  반응생성물은,  양초용  합성  왁스, 매치
축목(match  splint)  함침제,  종이  가공제,  사이즈제(sizing  agent),  고무노화  방지제, 단보루내수화
제,  화합비료지효화제,  세라믹  바인더(ceramic  binder),  종이  콘덴서  및  전선용  전기절연제,  중성자 
감속재,  삼유가공조제,  건재용  발수재,  도막  보호제,  광택제,  요변성  부여재,  연필  및  크레용심 경
화제,  카본잉크  기재,  정전  사전용  토너,  합성수지  성형용  윤활제,  이형제,  수직착색제, 호크-멜트
(hot-melt)접착제  및  윤활용  그리스(greases)  등으로서  유용하다.  고분자량을  갖는  본  발명의 중합
에  조성물은,  전기  아이론(iron)용  물탱크,  전자렌지용  부품,  인쇄배선용  기판,  고주파용  회로기판, 
도전성  쉬트(sheet)  또는  필름(film),  카메라  몸체,  각종  계기,  기기의  외피(housing),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내외장제, 필름, 쉬트 및 헬멧 등에 유용하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중합체의  반응생성물은  공지된  방법으로  성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축압출기,  밴트형(vent  type)압출기,  2축압출기,  원추형  2축압출기,  유성축합출기,  기어압출기  및 
무축압출기등을  사용하여,  압출성형,  사출성형,  블로우성형,  회전성형  및  발포성형  등에  의해 성형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중합체 조성물은,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 연질 공중합체(B) 및 유기 
내약품성,  내용제성,  유전특성,  강성  및  내충격성,  특히  저온에서의  내충격성이  우수한 반응생성물
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하기에 설명한다.

하기의 방법에 의해 본 발명의 각종 물성치를 측정, 평가하였다.

(1) 용융흐름지수(MFR 260℃)

ASTM D1238에 의하여 2.16kg의 부하, 260℃의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2)시험편 작성

사출성형기(도시바기계(주)재  모델  IS-35)와  시험편용  금형을  하기  조건하에서  상기  조성물을 실행
하였다.

실린더 온도 : 220℃

성형 온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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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 : 1차 = 1,000kg/㎠

                2차 = 800kg/㎠

사출속도(1차) : 30mm/초

축회전속도 : 150 rpm

사이클 : 사출+보압(pressure holding) = 7초

             냉각 = 15초

(3) 휨시험

ASTM D790에 의하여 실시.

시험편형태 : 5×1/2×1/8
t
인치

스팬(span)간 거리 : 51mm

시험속도 : 20mm/분

시험온도 : 23℃

(4) 아이조드(Izod)충격시험

ASTM D256에 의해 실시

시험편형태 : 5/2×1/2×1/8
t
인치 (노치부(notched))

시험온도 : 23℃

(5) 열변형 온도(HDT)

시험편형태 : 5×1/4×1/2
t
인치

하중 : 264psi

(6) 연화온도(TMA)

듀퐁사제  시모메카니칼  어낼라이저(Thermome  chanical  analyzer)로  두께  1mm의  쉬트의  열변형동태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석영침을  쉬트위에  올려놓고,  49g의  하중을  걸었다.  온도를  분당  5℃씩 
상승시켰다. 상기 석영침이 쉬트속으로 0.635mm 침투될 때의 온도를 연화점으로 정하였다.

(7) 유리전이온도(Tg)

DSC-20(세이코전자(주)제)을 사용하여, 온도 상승속도가 10℃/분일 때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실시예 1]

 성분(A)로서, C
13
-NMR로  측정한  에틸렌  함량이  62몰%이고, MFR260t 가  35g/10분이고,  135℃, 데칼린중

에서  측정한  극한점도가  0.47dl/g이며,  연화온도가  148℃,  Tg가  137℃인,  에틸렌과 1,4,5,6-디메타
노-1,2,3,4,4a,5,8,8a-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이하, DMON으로 약기함)의 랜덤 공중합체의 펠릿 
4kg과,  성분(B)로서,  에틸렌-프로필렌  랜덤  공중합체(에틸렌함량80몰%,  Tg=54℃, MFR230t=0.7g/10분

[η]=2,2dl/g)의  팰릿  1kg을  충분히  혼합한  후,  실린더  온도  220℃에서  2축압출기(이께가이 데꼬사
제  PCM45)로  용융블랜딩하였다.  이후  펠릿(pellet)형성기로  펠릿화했다.  성분(C)로서,  하기 구조식
을  갖는  Perhexyne  25B(상표)(일본유지(주)재)  1g과, 

 성분(D)로서  디비닐벤젠  3g을  상기  성분(A) 
및  (B)로  조성된  펠릿  1kg에  가한후,  충분히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상기  2축  압출기(실린더  온도 
230℃)를 사용하여 용융상태에서 반응시켜 펠릿화했다.

시험편들을 상기 방법으로 제조한 후, 물성들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들을 표 1에 나타냈다.

[실시예 2∼4]

상기 성분(C)의 종류 또는 양을 변경한 것만을 제외하고는 실시예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들을 표 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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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 일본유지(주)제, 상표

(*2) : 일본화약 누-리(주)제, 상표

(*3) : 일본유지(주)제, 상표

[실시예 5∼9]

상기  성분(B)로서  상기  에틸렌/프로필렌  랜덤  공중합체를  표  2의  각  중합체들로  대체한  것만을 제외
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들을 표 2에 나타냈다.

[표 2]

[실시예 10]

실시예  1의  에틸렌/DMON  랜덤  공중합체  대신에,  에틸렌  함량이  71몰%이고,  MFR이  20g/10분, 고유점
도가  0.60dl/g,  연화점(TMA)이  115℃,  Tg가  98℃인,  에틸렌/DMON  랜덤  공중합체를  사용한  것만을 제
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생성된 조성물의 물성은 하기와 같다.

곡탄성률 : 17,300kg/㎠

곡 강도 : 640kg/㎠

아이조드충격강도 : 60kg-cm/cm

HDT : 90℃

MFR260t : 7g/10분

[비교예]

상기 성분(C) 및 (D)를 사용하지 않은 것만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생성된 조성물의 물성은 하기와 같다.

곡탄성률 : 22,000kg/㎠

곡 강도 : 790kg/㎠

아이조드충격강도 : 5kg-cm/cm

HDT : 124℃

MFR260t : 16.2g/10분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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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틸렌  성분과  시클로올레핀  성분으로  구성되고,  135℃,  데칼린중에서  측정한  극한점도[η]가 
0.05∼10dl/g이고,  유리전이온도(tg)가  50∼230℃이며,  연화점이  70℃  이상인  시클로오레핀계  랜덤 
공중합체  100중량부와,  (B)  (a)  에틸렌  성분  및  시클로올레핀  성분  및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성분을  함유하는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  (b)  에틸렌  성분  및  탄소수가  3∼20인 α-올
레핀  성분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한  2개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정형  또는  저결정성  연질 올레
핀계  공중합체,  (c)  에틸렌  성분  및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성분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한 
2개  이상의  성분과  비공액  디엔  성분을  함유하는  연질  올레핀/비공액디엔  공중합체  및,  (d)  각각 방
향족  비닐  탄화수소성분  및  공액  디엔  성분을  함유하는  랜덤  공중합체  및  블록공중합체와,  이들 공
중합체의  수소화물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한  연질  방향족  비닐공중합체들로  이루어지는 그룹에
서  선택한,  유리전이온도가  0℃  이하인  1개이상의  연질  중합체  5∼150중량부와,  (c)  유기과산화물 
0.004∼1.0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의  시클로올레핀이,  하기식(Ⅰ)의 시클로올
레핀류,

 

(식에서, R
1
∼R

10
은  같거나  다르며,  각각은  수소원자,  할로겐  원자  또는  1가의  탄화수소기를 나타내

며, n은 0 또는 양의 정수이다) 하기식(Ⅱ)의 시클로올레핀류,

(식에서, R
1
∼R

10
은  식(Ⅰ)에서  정외된  바와  같으며,  m은  0  또는  양의  정수이고,  l은  3이상의 정수이

다.) 하기식(Ⅲ)의 시클로올레핀류,

(식에서, R
1
∼R

10
 및 n은 식(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하기식(Ⅳ)의 시클로올레핀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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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R
1
∼R

10 
및 n은 식(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하기식(Ⅴ)의 시클로올레핀류

(식에서, R
1
∼R

10 
및  n은  식(Ⅰ)에서  정의된  바와  같으며, R

11
∼R

14
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할

로겐  원자들  및  1가의  탄화수소기에서  선택된  것이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것이  특징인 중합
체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의  시클로올레핀이  상기 식(Ⅰ),(Ⅱ),
(Ⅲ),(Ⅳ) 및 (Ⅴ)의 시클로올레핀류 중에서 선택한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가,  에틸렌과  시클로올레핀  성분들의 합계량
에  대해,  에틸렌  성분  40∼85몰%,  시클로올레핀  성분  60∼15몰%로  조성된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
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X선  회절법으로  측정한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의  결정화  화도가 0
∼10%인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가,  에틸렌  성분과  시클로올레핀  성분과 α-
올레핀  성분들의  합계량에  대해,  에틸렌  성분을  40∼98몰%,  시클로올레핀은  2∼20몰%  및  α-올레핀 
성분을 2∼50몰%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질  시클로올레핀계  랜덤  공중합체(A)의  135℃,  데칼린중에서  측정한 극한
점도[η]가 0.01∼10dl/g인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질  올레핀계  공중합체(B)가,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과  에틸렌의 공중
합체이거나, 탄소수가 4∼20인 α-올레핀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인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질  올레핀계  공중합체(B)가,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과  에틸렌의 합계
량에  대해  에틸렌을  50∼95몰%,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을  50∼5몰%  포함하는  공중합체이거나, 
탄소수가  4∼20인  α-올레핀과  프로필렌의  합계량에  대해  프로필렌을  50∼95몰%,  탄소수가  4∼20인 
α-올레핀을 50∼5몰% 포함하는 공중합체인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질  올레핀/비공액  디엔  공중합체(C)가,  에틸렌과  α-올레핀  성분  합계량에 
대해  에틸렌  50∼95%,  탄소수가  3∼20인  α-올레핀  50∼5몰%를  함유하며,  에틸렌  성분과  α-올레핀 
성분과  비공액  디엔  성분들의  합계량에  대해  비공액  디엔  성분  1∼20몰%을  함유하는  조성으로  된 공
중합체  또는,  프로필렌과  α-올레핀  성분  합계량에  대해  프로필렌  50∼95몰%,  탄소수가  4∼20인 α-
올레핀  50∼5몰%를  함유하며,  프로필렌  성분과  α-올레핀  성분과,  비공액  디엔  성분들의  합계량에 
대해, 비공액디엔 성분 1∼20몰%을, 함유하는 조성으로된 공중합체인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질  방향족  비닐  공중합체(d)가  방향족  비닐  탄화수소  성분과  공액  디엔 성
분의  합계량에  대해,  방향족  비닐  탄화수소를  10∼70몰%,  공액  디엔을  90∼30몰%  포함하는  것이 특
징인 중합체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을  (A)  및  (B)의  합계량이  100중량부당,  2개  이상의  라디칼  중합체 관능
기를 분자내에 갖는 화합물(D) 1중량부 이하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중합체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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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과산화물(C)을 분해시키는 조건하에서 처리하여 얻어지는 반응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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