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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휘발유 이송용 폴리아미드 기재 파이프

요약
본 발명은 폴리아미드 및 폴리올레핀의 혼합물과 폴리아미드 매트릭스를 함유하고 있는 내층과 폴리아미
드를 함유하고 있는 외층, 그리고 상기 외층과 내층 사이에 임의적으로 EVOH층을 포함하는 파이프에 관한
것이다.
이들 파이프는 특히 알콜-함유 휘발유가 투과되지 않는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휘발유 이송용 폴리아미드 기재 파이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휘발유 이송용 폴리아미드 기재 파이프, 더욱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의 휘발유 탱크로부터 엔진
에 휘발유를 이송하기 위한 파이프, 및 주유소에서 탄화수소를 이송하기 위한 파이프에 관한 것이다.
안전과 환경 보호 목적으로 자동차 메이커들은 휘발유 파이프에 강도와 유연성과 같은 기계적인 특성과
높은 투과 저항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들은 가능한 석유화학제품과 이들의 첨가제, 특히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투과시키지 않아야 한다.
폴리아미드류는 상기 이러한 모든 성질을 나타내지만, 우수한 저온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
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소화된 폴리아미드는 가소화되지 않은 폴리아미드 보다도 탄화수소, 특히 무
납 휘발유에 대한 투과성이 높다.
출원인 회사는 이제 휘발유에 대해 아주 낮은 투과율과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폴리아미드 기
재 파이프를 발견하였다.
본 발명은 폴리아미드 및 폴리올레핀의 혼합물과 폴리아미드 매트릭스를 함유하고 있는 내층과 폴리아미
드를 함유하고 있는 외층을 포함하는 파이프에 관한 것이다.
내층의 폴리아미드 매트릭스가 사용되는 경우 어떤 폴리아미드라도 사용될 수 있다.
폴리아미드는 아미노카프론, 7-아미노헵타논, 11-아미노운데칸 및 12-아미노도데칸 산과 같은 한 종 이상
의 아미노 산의 혹은 카프로락탐, 오에난토락탐 및 라우릴락탐과 같은 한 종 이상의 락탐의; 헥사메틸렌
디아민, 도데카메틸렌디아민, 메타-크실릴렌디아민, 비스-p-아미노시클로헥실메탄 및 트리메틸헥사메틸렌
디아민과 같은 디아민과 이소프탈산, 테레프탈산, 아디프산, 아젤라산, 수베르산, 세바신산 및 도데칸디
카르복실산과 같은 이산의 하나 이상의 염 또는 혼합물의; 혹은 코폴리아미드를 생성하는 상기 모든 단량
체의 혼합물의 축합 생성물을 뜻한다.
폴리아미드 혼합물이 사용될 수도 있다. PA-6 및 PA-6,6 및 PA-12가 유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폴리올레핀은 예컨대, 에틸렌, 프로필렌, 1-부텐 단위 등과 같은 올레핀 단위를 함유하는 중합체를 의미
한다.
그 예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에틸렌과 알파-올레핀의 공중합체(이들 생성물은 말레인산 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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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같은 불포화 카르복실산 무수물 혹은 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불포화 에폭시드로 그라프
트될 수 있음); -(ⅰ) 불포화 카르복실산, 그의 염 및 그의 에스테르, (ⅱ) 포화 카르복실산의 비닐 에스
테르, (ⅲ) 불포화 디카르복실산, 그의 염, 그의 에스테르, 그의 하프-에스테르 및 그의 무수물, (ⅳ) 불
포화 에폭시드로부터 선택된 한종 이상의 생성물과 에틸렌의 공중합체(이들 에틸렌 공중합체는 불포화 디
카르복실산 또는 불포화 에폭시드의 무수물로 그라프트될 수도 있음); - 임의적으로 말레인화된 스티렌/
에틸렌-부텐/스티렌(SEBS) 블록 공중합체를 들 수 있다.
이들 폴리올레핀중 두종 이상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도 있다.
유리하게 사용되는 것으로는 하기의 것을 들 수 있다:
- 폴리에틸렌,
- 에틸렌과 알파 올레핀의 공중합체,
- 에틸렌/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
- 에틸렌/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말레인산 무수물의 공중합체(말레인산 무수물은 그라프트되거나 공중합
된 것임),
- 에틸렌/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는
그라프트되거나 공중합된 것임),
- 폴리프로필렌.
만약 폴리올레핀의 관능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량 가지고 있다면 폴리아미드 매트릭스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도록 상용화제를 첨가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용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용화제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올레핀을 상용화시키는 그 자체 알려진 생성물이다.
그 예로서 하기의 것을 들 수 있다: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및 에틸렌-부텐공중합체(이들 모든 생성물은 말
레인산 무수물 또는 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로 그라프트되어 있음),
-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말레인산 무수물 공중합체(말레인산 무수물이 그라프트되어 있거나 공
중합되어 있음),
-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말레인산 무수물 공중합체(말레인산 무수물이 그라프트되어 있거나 공중합되어
있음),
- 말레인산 무수물이 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로 대체되어 있는 상기 두 공중합체,
- 에틸렌/(메트)아크릴산 공중합체, 임의의 그의 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들 중합체는 아민과 반응성이 있는 부위를
가지고 있는 생성물로 그라프트되어 있으며, 이들 그라프트는 공중합체는 이후에 하나의 아민 말단을 가
지고 있는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아미드 올리고머와 이후에 축합된다).
이들 생성물은 특허 FR 2 291 225와 EP 342 066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본 출원 명세서에 수록
되어 있다.
내층에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폴리아미드의 함량은 폴리올레핀 5 내지 50 부당 50 내지 95부이다.
상용화제의 양은 폴리아미드 매트릭스 내 작은 덩어리(nodule) 형태로 분산될 폴리올레핀에 대해 충분한
양이다. 그 양은 폴리올레핀의 중량으로 20%까지이다. 내층의 이들 중합체는 용융 상태에서 혼합하는 통
상의 기술(이축 스크류, Buss, 단축 스크류)에 따라 폴리아미드, 폴리올레핀 및 임의의 상용화제를 혼합
함으로써 제조된다.
내층은 유리하게는 폴리아미드 6(PA-6) 또는 66(PA-6,6)의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이들 매트릭스에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말레인산 무수물 또는 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의 에틸렌 공
중합체의 혼합물의 작은 덩어리나 혹은 폴리프로필렌의 작은 덩어리가 분산되어 있다.
그러한 제품은 특허 US 5 070 145 및 EP 564 338에 기재되어 있다.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상용화제가 첨가되는데, 이것은 유리하게는 프로필렌 단위가 지배적이며, 말레인산
무수물로 그라프트되어 있고, 이후에 모노아민 카프로락탐 올리고머와 축합되는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
체이다.
내층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올레핀의 혼합물은 가소화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카본 블랙 등과 같은 충전제
를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한 폴리아미드와 폴리올레핀의 혼합물은 미합중국 특허 제 5 342 886호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에 따라, 내층에서 폴리아미드의 양은 폴리아미드/폴리올레핀 혼합물 100부당
50 내지 75부이다.
예를 들어 하기 혼합물(중량%)이 사용될 수도 있다:
1) - PA-6 55 내지 70%
- 말레인산 무수물로 그라프트되어 있고, 이후에 모노아민 카프로락탐 올리고머와 축합되는 폴리프로필렌
을 지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5 내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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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프로필렌 전체를 100%로 만드는 나머지 량;
2) - PA-6 55 내지 70%
- (ⅰ) 알킬 (메트) 아크릴레이트 또는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비닐 에스테르 및 (ⅱ)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무수물 혹은 그라프트되거나 공중합된 불포화 에폭시드와 에틸렌의 공중합체 한 종 이상 5 내지 15%,
- 폴리에틸렌 나머지 양.
외층의 폴리아미드는 내층의 경우에 상기에서 언급된 폴리아미드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다. 폴리아미드 11
또는 폴리아미드 12가 유리하게 사용된다. 외층의 폴리아미드는 가소화되는 것이 유리하다.
부틸벤젠술폰아미드(BBSA)와 같은 통상의 가소제와 폴리아미드 블록과 폴리에테르 블록을 함유하는 중합
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블록 중합체는 카르복실산 말단을 가진 폴리아미드 블록과 폴리에테르디올이
나 폴리에테르디아민 또는 이들 폴리에테르의 혼합물의 축합 반응으로부터 얻어진다. 외층은 또한 산화방
지제와 카본 블랙과 같은 종래의 충전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
내층은 외층과 효율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층이 결합되지 않은 파이프는 열 성형시에 쉽게
접혀지거나 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조작 동안 가장 얇은 물질이 주름을 형성한다.
더욱이, 상기 두층이 서로 충분하게 접착되지 않는다면, 두층 사이에 가능한 증기의 축합 반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파이프의 가장 얇은 부분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 덧붙여, 파이프는 커플링에 의해 휘발유 탱
크와, 기화기 뿐만아니라 그자신도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개의 분리된 층을 가지고 있다면 누출을 방
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층의 두께가 아주 작고 접착이 없을 경우, 파이프내 부분 진공이 내층을 비
가역적으로 변형시켜 파이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본 발명의 파이프는 공압출에 의해 제조될 수도 있다. 내층이 외층에 충분하게 접착되지 않는다면 공압출
바인더를 이들사이에 위치시킬 수도 있다.
그러한 바인더의 예로는 하기의 것을 들 수 있다: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과 하나 이상의 알파-올레핀의 공중합체 및 이들 중합체의 혼합물(이
들 중합체는 말레인산 무수물과 같은 불포화 카르복실산 무수물로 그라프트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그라
프트 중합체 및 상기 그라프트되지 않은 중합체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ⅰ) 불포화 카르복실산, 그의 염 및 그의 에스테르, (ⅱ) 포화 카르복실산의 비닐 에스테르, (ⅲ) 불
포화 디카르복실산, 그의 염, 그의 에스테르, 그의 하프-에스테르 및 그의 무수물, 및 (ⅳ) 불포화 에폭
시드로부터 선택된 한 종 이상의 생성물과 에틸렌의 공중합체(이들 공중합체는 말레인산 무수물과 같은
불포화 디카르복실산, 또는 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불포화 에폭시드로 그라프트되어 있음).
또한 바인더의 층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의 결합력을 향상시키는 생성물을 각 층에 또는 한 층에 첨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물은 상기에 기재한 바인더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층과 외층 사이에 다른 층을 위치시킬 수 있다. 즉 다시말해
내층/외층을 자기는 대신에 내층/다른층/외층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 외층과 부가적인 층사이에
결합력이 불충분할 경우, 바인더 층의 경우에 상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기 두층사이에 바인더 층을
위치시킬 필요도 있다. 유사하게, 내층과 부가적인 층 사이에 부가적인 층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리사
이클되는 본 발명의 파이프로부터 발생되는 중합체의 혼합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라, 에틸렌 단위와 비닐 알콜 단위(EVOH)를 포함하는 중합체 층이 내층과 외
층사이에 위치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에 설명한 것과 같이, 바인더가 사용될 수도 있다.
내층/EVOH/바인더/외층의 구조가 유리하게 사용된다.
자동차 탱크로부터 엔진으로 휘발유를 이송하는 파이프의 외부 직경은 일반적으로 6 내지 12mm이며 그 두
께는 0.8 내지 2mm이다. 내층은 50μm이상이며,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500μm이다.
임의의 바인더 층은 10μm 이상이며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100μm이다. 외층은 300μm이상이며 바람직하
게는 400 내지 800μm이다. 임의의 EVOH층은 10 내지 40μm이다.
상기 파이프는 엔진의 뜨거운 부분으로부터 보호되기위해 고무로 외장될 수도 있다.
주유소에서 사용되는 파이프의 외부 직경은 일반적으로 20 내지 120mm이며 그 두께는 0.8 내지 14mm이다.
바인더와 내층의 두께는 상기의 치수와 동일하다. 상기 파이프는 종래의 방법에 의해 보강될 수도 있다.
[실시예]
공압출에 의해 외부직경이 8mm이고 두께가 1mm인 파이프를 제조한다.
520μm의 외층은 BBSA 13 중량%를 함유하고 있으며, 카본블랙으로 충전된 PA-11(100g의 메타-크레졸중의
0.5g 용액으로 25℃에서 측정한 점도가 1.4dl/g인)로 구성된다.
두께가 80μm인 바인더는 하나는 부텐과, 다른 하나는 프로필렌과 에틸렌 공중합체들의 혼합물로, 무수물
0.4 중량%를 함유하고 있으며 용융 지수가 1인 말레산 무수물로 그라프트되어 있다.
두께가 400μm인 내층은 하기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PA-6 65 부;
- 용융 지수가 0.8g/10분인 에틸렌/부텐 공중합체 3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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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레이트 5 중량%와 무수물 3 중량%를 함유하고 있으며, 용융지수가 5인 에틸렌/에틸 아크릴레이트
/말레인산 무수물 공중합체 5부.
[기계적 특성]
a) 저온 충격
표준 DIN 73378, SAE J 844 및 GM 213 M에 따른 -40℃에서의 충격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내층의 혼합물로 완전히 만들어진 동일한 치수의 단일층 파이프는 10번다 부러졌
다.
b) 연료중에서 연신
내층의 혼합물로만 만들어진 파이프는 연료 순환 시험 동안 5.2% 연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동일한 시험동안 본 발명에 따른 삼층 파이프는 단지 2%만 늘어났다.
[투과성]
8×1mm 파이프에 대해 40℃의 온도에서 10%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는 연료(기준물질 TF 1)로 투과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 본 발명의 외층의 중합체로만 만들어진 단일 층 파이프
2

투과율 : 135 g/m /일
- 본 발명에 따른 삼층 파이프
2

투과율 : 43 g/m /일
- 외층의 중합체(PA-11)과 동일하지만 가소제를 함유하지 않은 폴리아미드로 만들어진 단일층 파이프.
2

투과율 : 33 g/m /일
따라서 가소화된 폴리아미드의 외층에 의해 우수한 유연성과 PA/ 폴리올레핀 블랜드의 장벽 효과를 가지
고 있으면서 가소화되지 않은 단일 층(PA-11)과 동일한 투과율이 수득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리아미드 및 폴리올레핀의 혼합물과 폴리아미드 매트릭스를 함유하고 있는 내층과 폴리아미드를 함유하
고 있는 외층을 포함하는 파이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내층의 매트릭스가 폴리아미드 6, 폴리아미드 6,6 또는 폴리아미드 12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내층의 폴리올레핀이 폴리프로필렌이거나 에틸렌/알파 올레핀 공중합체 및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말레인산 무수물 또는 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외층의 폴리아미드가 PA-11 또는 PA-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바인더 층이 내층과 외층사이에 위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외부 직경이 6 내지 12mm이며, 그 두께가 0.8 내지 2mm이고, 내층은 50 내지
500μm이며, 바인더 층은 10 내지 100μm이고 외층은 300 내지 800μ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청구항 7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VOH층이 내층과 외층사이에 위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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