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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이하연

(54) 그라프트된 폴리아미드-블록 및 가요성 폴리올레핀공중합체의 혼합물

요약

본 발명은, 총 100중량%에 대하여,

◆ 폴리올레핀 골격 및 평균 하나 이상의 폴리아미드 그라프트로 이루어지고, 다음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아미드-블록 그
라프트 공중합체 1 내지 100중량%: 상기 공중합체에서,

-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와 반응할 수 있는 관능기를 갖는 불포화 단량체 (X)의 잔기에 의해, 상기 그라프트는 상기 골격
에 부착되고,

- 상기 불포화 단량체 (X)의 잔기는 그의 이중결합으로부터 그라프팅 또는 공중합에 의해 상기 골격에 부착됨;

◆ 23℃에서 150MPa 미만의 탄성굴곡율을 갖고, 60 내지 100℃의 결정 용융점을 갖는 가요성 폴리올레핀 99 내지 0중
량%;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블랜드는 압출, 압연 또는 열외장(熱外裝; thermosheathing)성형/가열성형에 의해 제조되는 접착제, 필름, 타르칠
한 방수포 및 지오막(geomembrane), 슬러시 성형 기술을 사용하는 파워 케이블용 보호층 및 표면을 제조하는데에 유용하
다.

색인어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 가요성 폴리올레핀, 그라프팅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1 내지 100%의 (코)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와 99 내지 0%의 가요성 폴리올레핀을 포함하는 블랜
드에 관한 것이다. 가요성 폴리올레핀은, 예를 들어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일 수 있으며, (코)폴리아미
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폴리아미드 그라프트가 부착된 폴리올레핀 골격으로 이루어진다.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폴
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예를 들어 아민기로 종결되는 사슬말단을 갖는 폴리아미드를, 중합에 의해 또는 비
치환 카르복실산 무수물의 그라프팅에 의해 합체시킨 산 무수물 기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과 반응시켜 얻어진다.

배경기술

[기술적 문제]

23℃에서 100MPa 미만의 굴곡탄성율을 갖는 가요성 폴리올레핀은, 100℃ 내지 60℃의 결정 용융점을 갖고, 온도가 용융
점에 접근하자마자 탄성율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예를 들어 자동차 주요구획 내 또
는 강한 일광에의 노출 부위와 같은 높은 온도를 특징으로 하는 환경에서의 사용에 핸디캡으로서 작용된다. 이러한 가요성
폴리올레핀은, 예를 들어 알파올레핀, 비닐 아세테이트 또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와 같은 공단량체와 에틸렌의 공중합
체들이다.

[선행기술]

특허 US 3,976,720호에는,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 및 폴리아미드/폴리올레핀 블랜드의 상용제(相溶劑;
compatibilizer)로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그들의 제조는, 아민 말단기 및 알킬 말단기를 갖는 PA-6을 얻기 위해서 N-
헥실아민의 구역재하에 카프로락탐을 중합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그런 다음, 말레산 무수물을 PA-6의 아민 말단기와 반
응시키는 것에 의해서, 상기 PA-6은 에틸렌/말레산염 무수물 공중합체를 이루는 골격에 부착된다. 그리하여, 폴리아미드
-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가 얻어지며, 75 내지 80 중량부의 PA-6과 20 내지 25 중량부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을
포함하는 블랜드를 상용시키기 위해서, 2 내지 5중량부의 범위로 사용된다. 이러한 블랜드 내의 폴리에틸렌은 상기 폴리
아미드 내에서 0.3㎛ 내지 0.5㎛ 노듈(nodule) 형태로 분산된다.

특허 US 3,963,799호는 상기 특허와 매우 유사하며, PA-6, HDPE 및 상용제의 블랜드의 굴곡율이 약 210,000psi 내지
350,000psi, 즉 1,400 내지 2,200 MPa임을 특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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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P 1,036,817호에는, 상기 미국특허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그라프트 공중합체, 및 폴리올레핀 물질에 대한 잉크용
또는 페인트용 프라이머 또는 접합제로서의 그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를 위하여, 상기 공중합체가 톨루엔
중의 용액으로 사용된다.

특허 US 5,342,886에는, 상용제를 포함하는 중합체 블랜드, 더욱 구체적으로는 폴리아미드/폴리프로필렌 블랜드가 기재
되어 있다. 상기 상용제는, 폴리아미드 그라프트가 부착된 폴리프로필렌 골격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상용제는, 말레산 무
수물이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상기 골격)로부터 제조된다. 별도로, 모노아민 말단기를 갖는
폴리아미드, 즉 아민 말단기와 알킬 말단기를 갖는 것이 제조된다. 그런 다음, 융융 혼합으로, 아민 관능기를 말레산 무수
물에 반응시켜, 모노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가 폴리프로필렌 골격에 부착된다.

현재, 이러한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들은 나노미터 스케일의 구조로 조직화되고, 이는 매우 우수한 열역학적
강성을 제공한다고 밝혀졌다. 놀랍게도, 이러한 특성은, 이러한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가 가요성 에틸렌 중
합체와 같은 가요성 중합체 내에서 재분산될 때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작동온도의 상승이 요구될 경우, 가요성 폴리올레핀에 폴리아미드 그라프트를 부착시키는
것에 의해서 작동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골격이 그라프트 부착을 위한 반응성 부위를 함유하
고 있지 않는다면, 우선 그라프팅에 의해 반응성 부위를 상기 골격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하는 특성에 따라, 전체
가요성 폴리올레핀에 그라프트를 부착시킬 필요는 없고, 단지 상기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일부분에 대해 그라프트를 부착
시키는 것[이는 원위치(in situ)에서 수행됨]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상기 변형부를,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잔여부와 혼합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작동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폴리아미드 그라프트를 함유하고 있는
다른 폴리올레핀을 첨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다른 폴리올레핀은 가요성 폴리올레핀과 상용(相容)되어
야만 한다. 첨가되는 양에 따라, 상기 폴리올레핀은 블랜드의 가요성이 과도하게 개질되지 않도록 가요성을 갖는 것이 바
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총 100중량%에 대하여,

◆ 폴리올레핀 골격 및 평균 하나 이상의 폴리아미드 그라프트로 이루어지고, 다음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아미드-블록 그
라프트 공중합체 1 내지 100중량%:

- 그라프트는,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와 반응할 수 있는 관능기를 갖는 불포화 단량체 (X)의 잔기에 의해 골격에 부착되
고;

- 상기 불포화 단량체 (X)의 잔기는, 그의 이중결합으로부터 그라프팅 또는 공중합에 의해 골격에 부착됨;

◆ 23℃에서 150MPa 미만의 탄성굴곡율을 갖고, 60℃ 내지 100℃의 결정 용융점을 갖는 가요성 폴리올레핀 99 내지 0중
량%;

을 포함하는 블랜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나노미터 스케일의 구조로 조직화되고, 이는 매우 우수한 열역학적 강성을
제공한다. 골격에 대한 폴리아미드의 양이 일정 비율 내에 있는 경우, 상기 나노미터 특성은 더욱 더 확고해진다.

본 발명의 블랜드는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용융점 이상에서의 탄성율 평탄역(平坦域; plateau)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며, 이
로 인해 실제로 고온 내크립성(hot creep property)이 개선되고, 가요성 폴리올레핀 그 자체로 사용될 때보다 현저하게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케이블 재킷(cable jacket)에서; 가열성형된, 압연성형시킨 또는 슬러시 성
형에 의해 만들어지는 열외장형 표면과 같은 자동차의 내부 라이닝용 장식에서; 외부환경에 노출된 타르칠한 방수포 및 지
성막(geomembranes)에서; 및 접착제에서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그라프트 공중합체 및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상기 블랜드를 필수적으로 함유하는 접착제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블랜드를 파우더로 변형시키고, 그런 다음 이 파우더를 결합시킬 기질들 사이에 위치시킨다. 파우더
는, 예를 들어 기질들 중 하나에 또는 그 반대쪽에, 또는 양쪽 기질 상에 침적시키고, 그런 다음 파우더가 용융되도록 충분
한 열을 가하는 동안에, 서로를 향해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결합은 냉각 후 얻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그라프트 공중합체 및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상기 블랜드를 압출하여 얻어질 수 있는 필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그라프트 공중합체 및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상기 블랜드를 압출하여 얻어질 수 있는 타르칠한 방수포 또
는 지성막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타르칠한 방수포 또는 지성막들은 기재와 결합된 하나 이상의 상기 블랜드의 층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이롭다. 바람직하게는, 이들은 예를 들어 PET 만들어진 부직포, 직포, 또는 PET 메시(mesh)일 수 있는 기
재 상으로 압출피복하여 얻어진다.

또한, 그라프트 공중합체 및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상기 블랜드는 압연공정에 의해 매우 쉽게 전환되고 압연기의 롤에 부착
되지 않으므로, 본 발명은 압연에 의해 얻어지는 모든 제조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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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그라프트 공중합체 및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상기 블랜드를 기재로 하는 보호층(protective layer)을 포함
하는 파워 케이블 또는 원격통신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롭게는, 파워 케이블로 사용되는 층은, 예를 들어 수산화
마그네슘과 같은 난연제를 함유한다.

또한, 본 발명은 슬러시 성형 공정을 위한 파우더 형태로서의, 상기 그라프트 공중합체 및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상기 블랜
드의 용도, 및 그에 의해 수득되는 물품에 관한 것이다. 당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슬러시 성형"의 용어는, 파우더가 가열된
몰드상에서 자유롭게 유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방법(이하, "슬러시 성형방법")을 의미한다. 슬러시 성형은, 자동
차 분야에서 계기판의 스킨, 도어 패널(door panel) 및 콘솔(console)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파우더는, 예를 들어
가열성형 기술에 의해 가열된 몰드에 접촉하여 용윰됨으로써 스킨을 형성한다. 이러한 스킨은, 매우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
고, 어떠한 잔여 응력도 없기 때문에, 스킨이 노후하는 동안에 잔여 응력 완화에 따라 유발되는 틈의 생성위험이 예방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슬러시 성형방법 및 회전성형에 의해 수득되는 물품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요성 폴리올레핀에 대하여,

이는 올레핀 단독중합체, 또는 하나 이상의 알파-올레핀과 하나 이상의 다른 공중합성 단량체의 공중합체이며, 물론 탄성
율 및 결정 용융점을 만족시키는 것이 제공된다.

이롭게는, 가요성 폴리올레핀은 폴리에틸렌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부터 선택된다.

공단량체의 예로는, 다음이 언급될 수 있다:

- 알파-올레핀, 이롭게는 3 내지 30개의 탄소 원자수를 갖는 것들.

가능한 공단량체로서 3 내지 30개의 탄소 원자수를 갖는 알파-올레핀의 예로는, 프로필렌, 1-부텐, 1-펜텐, 3-메틸-1-
부텐, 1-헥센, 4-메틸-1-펜텐, 3-메틸-1-펜텐, 1-옥텐, 1-데센, 1-도데센, 1-테트라데센, 1-헥사데센, 1-옥타데센,
1-에이코센, 1-도코센, 1-테트라코센, 1-헥사코센, 1-옥타코센 및 1-트리아콘텐을 포함한다. 이러한 알파-올레핀들은
그자체로 또는 이들중 둘 이상의 혼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알킬이 가능하게는 24개 이하의 탄소 원자수를 갖는 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에
스테르.

알킬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의 예로는, 특히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n-부틸 아크릴레이트,
이소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가 있다;

- 예를 들어 비닐 아세테이트 또는 비닐 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포화 카르복실산의 비닐 에스테르;

- 불포화 에폭사이드.

불포화 에폭사이드의 예는 특히 다음과 같다:

-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 비닐 글리시딜 에테르, 글리시딜 말레에이트, 글리시딜 이타코네이트, 글리시딜 아크릴레이트 및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지방족 글리시딜 에스테르 및 에테르; 및

- 2-사이클로헥스-1-엔 글리시딜 에테르, 디글리시딜 사이클로헥센-4,5-디카르복실레이트, 글리시딜 사이클로헥센-4-
카르복실레이트, 글리시딜 2-메틸-5-노르보르넨-2-카르복실레이트 및 디글리시딜 엔도-cis-비사이클로[2.2.1]헵트-
5-엔-2,3-디카르복실레이트와 같은 지환식 글리시딜 에스테르 및 에테르;

- 불포화 카르복실산, 그들의 염 및 그들의 무수물.

불포화 디카르복실산의 무수물의 예로는, 특히 말레산 무수물, 이타콘산 무수물, 시트라콘산 무수물 및 테트라하이드로프
탈산 무수물이 있다;

- 예를 들어 1,4-헥사디엔과 같은 디엔.

가요성 폴리올레핀은 여러개의 공단량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써, 다음을 언급할 수 있다:

-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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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밀도 폴리에틸렌(VLDPE)

- 메탈로센 촉매에 의해 얻어지는 폴리에틸렌, 즉 지르코늄 또는 티타늄 원자와 금속에 연결된 두 개의 알킬 환식 분자로
통상 이루어진 단일-부위 촉매의 구역재하에, 프로필렌, 부텐, 헥센 또는 옥텐과 같은 알파-올레핀과 에틸렌의 공중합에
의해 얻어지는 중합체. 더욱 구체적으로, 상기 메탈로센 촉매는 금속에 연결된 두개의 사이클로펜타디엔 고리를 통상 포함
한다. 이러한 촉매는 종종 조촉매 또는 활성화제로서의 알루미녹산(aluminoxane), 바람직하게는 메틸 알루미녹산(MAO)
과 함께 사용된다. 또한, 하프늄은 사이클로펜타디엔이 부착되는 금속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메탈로센으로는, Ⅳ A,
Ⅴ A 및 Ⅵ A족의 전이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일련의 란탄족 원소들로부터의 금속들도 사용될 수 있다:

- EPR (에틸렌-프로필렌-고무) 엘라스토머;

- EPDM (에틸렌-프로필렌-디엔) 엘라스토머;

- 폴리에틸렌과, EPR 또는 EPDM의 블랜드;

- 가능하게는 6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0중량%의 (메트)아크릴레이트를 함유하는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
레이트 공중합체;

- (메트)아크릴레이트의 함량은 상기 공중합체에서와 같고, 말레산 무수물의 함량이 1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2 내
지 6중량%인, 세 개의 단량체를 공중합하여 얻어지는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

- 함량이 상기 공중합체에서와 동일한, 세 개의 단량체를 공중합하여 얻어지는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말레산 무수물 공
중합체.

예로서, 1 내지 24개의 탄소 원자수, 이롭게는 1 내지 9개의 탄소 원자수를 갖는 알콜과 (메트)아크릴산의 (메트)아크릴 에
스테르, 비닐 아세테이트를, 에틸렌과 고압하에서 라디칼 공중합시켜 얻어지는 공중합체, 및 추가로 아크릴산, 말레산 무
수물 및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에틸렌과 공중합할 수 있는 불포화 단량체로부터 선택된 제 3의 단량체를 사용
하는 라디칼 삼원공중합체와 같은 가요성 에틸렌 공중합체가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요성 공중합체는 또한 EPR과 같은
3 내지 8개의 탄소 원자수를 함유하는 알파올레핀과 에틸렌의 공중합체, 또는 0.870 내지 0.910g/㎤의 밀도를 갖고 메탈
로센 또는 지글러-나타(Ziegler-Natta) 촉매작용에 의해 수득되는 부텐, 헥센 또는 옥텐과 에틸렌의 초저밀도 공중합체일
수 있다. 용어 "가요성 폴리올레핀"에 대해 본 출원인은 둘 이상의 가요성 폴리올레핀의 혼합물로 의미를 둔다.

본 발명은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에 대해 특히 유용한다. 알킬은 24개 이하의 탄소 원자수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메트)아크릴레이트는 상기에서 언급된 것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공중합체들은, 이롭게는
4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3 내지 35중량%의 (메트)아크릴레이트를 포함한다. 이롭게는, 이들의 MFI는 0.1 내지
50(190℃, 2.16㎏에서) 내이다.

이롭게는, 굴곡율은 5 내지 150이다.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에 대하여,

이는, 아민 말단기를 갖는 폴리아미드와, 그라프팅 또는 공중합에 의해 폴리올레핀 골격에 부착되는 불포화 단량체 X의 잔
기를 반응시키는 것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상기 단량체 X는, 예를 들어 불포화 에폭사이드 또는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무수물일 수 있다.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무수물
은, 예를 들어 말레산, 이타콘산, 시트라콘산, 알릴숙신산, 사이클로헥스-4-엔-1,2-디카르복실산, 4-메틸렌사이클로헥
스-4-엔-1,2-디카르복실산, 비사이클로[2.2.1]헵트-5-엔-2,3-디카르복실산 및 x-메틸비사이클로[2.2.1]헵트-5-엔
-2,2-디카르복실산의 무수물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롭게는 말레산 무수물이 사용된다. 상기 무수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를 들어 (메트)아크릴산과 같은 불포화 카르복실산으로 대체하여도, 본 발명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불포화
에폭사이드의 예로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폴리올레핀 골격에 대하여,

폴리올레핀은 예를 들어 에틸렌, 프로필렌, 1-부텐, 1-옥텐 및 부타디엔과 같은 단독중합체, 또는 알파-올레핀 또는 디올
레핀 공중합체로서 정의된다. 예로서, 다음이 언급될 수 있다:

- 폴리에틸렌 단독중합체 및 공중합체, 특히 LDPE, HDPE, LLD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VLDPE(초저밀도 폴리에틸
렌) 및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 프로필렌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 에틸렌/프로필렌, EPR(에틸렌-프로필렌-고무) 및 에틸렌/프로필렌/디엔 (EPDM)과 같은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
체;

- 스티렌/에틸렌-부틸렌/스티렌(SEBS),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SBS),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SIS) 및 스티렌/에틸렌-
프로필렌/스티렌(SEPS) 블록 공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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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예를 들어, 메틸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 또는 비닐 아세
테이트와 같은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비닐 에스테르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산물과 에틸렌의 공중합체, 여기에서 공단
량체의 함량은 가능하게는 40중량% 이하임.

이롭게는, X 잔기가 부착되는 폴리올레핀 골격은, 예를 들어 라디칼 공중합에 의해 얻어지는, X 또는 에틸렌/X 공중합체로
그라프트된 폴리에틸렌이다.

X가 그라프트된 폴리에틸렌에 대하여, 폴리에틸렌이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단량체의 예로는, 다음이 언급될 수 있다:

- 알파-올레핀, 이롭게는 3 내지 30개의 탄소 원자수를 갖는 것들. 예로는 상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이러한 알파-올레
핀은 단독으로 또는 그들중 두개 이상의 혼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알킬이 가능하게는 24개 이하의 탄소 원자수를 갖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에스테르; 알킬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의 예로는, 특히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n-부틸 아크
릴레이트, 이소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가 있다;

- 예를 들어 비닐 아세테이트 또는 비닐 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포화 카르복실산의 비닐 에스테르;

- 예를 들어, 1,4-헥사디엔과 같은 디엔;

- 폴리에틸렌은 상기 공단량체들 중 여러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롭게는, 여러개 중합체들의 블랜드일 수 있는 폴리에틸렌은 50몰% 이상, 바람직하게는 75몰% 이상의 에틸렌을 포함하
고, 그의 밀도는 0.86 내지 0.98g/㎤ 일 수 있다. 용융유동지수(190℃/2.16㎏에서의 점도 지수)는 5 내지 100g/10분인 것
이 이롭다.

폴리올레핀의 예로서, 다음이 언급될 수 있다:

-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 초저밀도 폴리에틸렌(VLDPE);

- 메탈로센 촉매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폴리에틸렌;

- EPR (에틸렌-프로필렌-고무) 엘라스토머;

- EPDM (에틸렌-프로필렌-디엔) 엘라스토머;

- EPR 또는 EPDM과 폴리에틸렌의 블랜드;

- 가능하게는 6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0중량%의 (메트)아크릴레이트를 함유하는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
레이트 공중합체;

그라프팅은 그 자체가 공지된 조작이다.

에틸렌/X 공중합체, 즉 X가 그라프트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들은 에틸렌과 X와의 공중합체, 및
선택적으로 에틸렌 공중합체용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그라프트될 의도의 공단량체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다른 단량체와의
공중합체이다.

이롭게는, 에틸렌/말레산 무수물 및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가 사용된다. 이러한 공중합
체는 0.2 내지 10중량%의 말레산 무수물과 0 내지 40중량%,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0중량%의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를 포함한다. 이들의 MFI는 5 내지 100(190℃/2.16㎏)이다.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는 이미 상술하였다. 용융점은 60 내
지 100℃이다.

이롭게는, 폴리올레핀 골격에 부착되는 사슬 당 X는 평균 1.3몰 이상, 바람직하게는 1.3 내지 10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1.3 내지 7몰이다. 당업자는 FTIR 분석법에 의해 상기 X의 몰수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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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미드는 다음의 축합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아미노카프로산, 7-아미노-헵타노산, 11-아미노운데카노산 및 12-아미노도데카노산과 같은 아미노산 하나 이상과, 카
프로락탐, 오에난토락탐(oenantho-lactam) 및 라우릴락탐과 같은 락탐 하나 이상;

- 헥사메틸렌디아민, 도데카메틸렌디아민, 메타크실릴렌디아민, 비스-p-아미노사이클로헥실메탄 및 트리메틸헥사메틸
렌디아민과 같은 디아민과, 이소프탈산, 테레프탈산, 아디프산, 아젤라산, 수베르산, 세바크산 및 도데칸디카르복실산과
같은 이산(diacids)의 염 또는 블랜드 하나 이상; 또는

- 코폴리아미드를 초래하는 여러 단량체들의 블랜드.

또한, 폴리아미드 또는 코폴리아미드의 블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PA-6, PA-11, PA-12, 6-형 단위체 및 11-형 단위체를
함유하는 코폴리아미드(PA-6/11), 6-형 단위체 및 12-형 단위체를 함유하는 코폴리아미드(PA-6/PA-12), 및 카프로락
탄, 헥산메틸렌디아민 및 아디프산을 기재로 하는 코폴리아미드(PA-6/6,6)를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

이롭게는, 그라프트는 카프로락톤 잔기, 11-아미노운데카노산 잔기 또는 도데카락탐 잔기로 이루어지거나, 상기 세개의
단량체 중 둘이상으로부터 선택된 잔기들로 구성된 코폴리아미드로 이루어지는 단독중합체이다.

중합도는 폭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할 수 있으며; 그의 값에 따라,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아미드 올리고머이다. 이후의 명세
서에서, 두 표현은 구별없이 그라프트에 대해 사용될 것이다.

폴리아미드가 모노아민 종결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화학식 1의 사슬 종결제(terminator)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
다:

상기 화학식에서,

R1이 수소이거나, 20개 이하의 탄소 원자수를 함유하는 선형 또는 분지형 알킬기이고;

R2는 20개 이하의 탄소 원자수를 갖는 선형 또는 분지형 알킬 또는 알케닐기, 포화 또는 불포화 지환족 라디칼, 방향족 라

디칼 또는 이들의 조합물임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사슬 종결기는, 예를 들어 라우릴아민 또는 올레일아민일 수 있다.

이롭게는,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는, 1000 내지 5000g/몰, 바람직하게는 2000 내지 4000g/몰의 몰질량을 갖는다.

본 발명에서 청구하는 모노아민화 올리고머의 합성을 위한 바람직한 아미노산 단량체 또는 락탐은, 카프로락탐, 11-아미
노운데카노산 또는 도데카락탐으로부터 선택된다. 바람직한 일관능성(monofunctional) 중합 종결제는 라우릴아민 및 올
레일아민이다. 상기에서 정의된 중축합반응(polycondensation)은 통상적으로 공지된 방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수행
되고, 예를 들어 진공 또는 불활성 대기하에, 일반적으로 200 내지 300℃의 온도에서 반응 혼합액을 교반한다. 올리고머의
평균 사슬 길이는 일관능성 중합 종결제에 대한 중축합성 단량체 또는 락탐의 초기 몰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평균 사슬길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올리고머 사슬 당 하나의 단일 사슬 종결제 분자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X를 함유하는 상기 폴리올레핀 골격에 모노아민화 폴리아미드 올리고머를 첨가하는 것은, 올리고머의 아민 관능기를 X와
반응시키는 것에 의해 수행된다. 이롭게는, X는 무수물이거나, 산 관능기를 갖고 있고; 이에 의해, 아미드 또는 이미드 결
합이 생성된다.

X를 함유하는 상기 폴리올레핀 골격에 아민-종결된 올리고머를 첨가하는 것은, 용융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일반적으로 230 내지 250℃의 온도에서, 상기 올리고머와 상기 골격을 압출기로 혼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압출기 내에
서의 용융물의 평균 잔류시간은, 15초 내지 5분,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분일 수 있다. 이런 첨가의 효율은 자유 폴리아미
드 올리고머, 즉 최종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의 형성에서 반응되지 않은 폴리아미드 올리고머를 선별적으로
압출하는 것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상기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의 제조 및 X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 골격에 그들을 첨가하는 것은, 특허 US 3,976,720, US
3,963,799, US 5,342,886 및 FR 2,291,225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의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두께가 10 내지 50 나노미터인 폴리아미드 라멜라(lamellae)를 갖는 나
노구조 조직(nanostructured organization)임을 특징으로 한다.

이롭게는,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의 함량은 가요성 폴리올레핀 95 내지 50%당 각기 5 내지 50%이다.

본 발명의 블랜드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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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가능하게는 130℃ 이하의 온도, 즉 25kPa 미만이 유지되는 온도에서 매우 양호한 내크립성(creep resistance)을
갖는다.

본 발명의 블랜드는 압출기(단축 또는 쌍축), 부스 혼련기(Buss kneader), 브라벤더 혼합기(Brabender mixer) 내에서,
일반적으로는 열가소성수지 혼합용 장치 내에서, 바람직하게는 쌍축 압출기 내에서 용융혼합하는 것에 의해 제조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블랜드는 실리카, 에틸렌비스아미드, 칼슘 스테아레이트 또는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같은 가공 보
조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블랜드는 항산화제, UV 안정화제, 미네랄 충전제 및 색소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블랜드는 압출기 내에서 한 단계로 제조될 수 있다. X를 함유하는 골격(예를 들어,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
이트/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 및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를 첫 번째 구역(zone)으로 도입하고, 그런 다음 추가적인 하류
의 몇몇 구역으로 가요성 폴리올레핀을 도입한다. 또한, 압출기의 첫 번째 구역으로 건조-혼합된 성분들 모두를 도입할 수
도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30MPa의 굴곡율, 95,000g/몰의 중량-평균 몰질량 MW를 갖고, 28중량%의 에틸 아크릴레이트 및 1.2중량%의 말레산 무

수물과 공중합되며, 6g/10분(2.16㎏/190℃에서)의 용융유동지수를 갖는 에틸렌 삼원공중합체는, 180 내지 220℃의 온도
프로필을 갖고, 여러개의 혼합 구역이 설치된 Leistrizⓡ 동시회전 쌍축 압출기에서 혼합되었으며, 2,500g/몰의 분자질량
을 갖는 아민-종결된 폴리카프로락탐과 함께, 특허 US 5,342,886에 기재된 방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성되었다. 이
러한 삼원공중합체는 사슬당 평균 1개의 무수물 단위체를 함유하였다. 압출기에 도입되는 양은, 골격 폴리올레핀/아민-종
결된 폴리아미드 비율이 80/20의 중량비가 되도록 하였다.

수득된 산물은 50중량%의 폴리아미드 그라프트가 부착된 삼원공중합체, 14중량%의 아민-종결된 PA-6 및 36중량%의
삼원공중합체로 이루어졌다.

상기 제조된 산물은, 초미세 절편(切片)을 만든 다음, 그들을 수용액성 인텅스텐산 용액으로 60℃에서 30분동안 처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처리에 의해 폴리아미드 상을 드러나게 한 후,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분석하였고; PA에 어두운 색이 나타
났다. 상기 혼화물(alloy)의 형태는 1 내지 3 미크론의 평균 크기를 갖는 폴리아미드 입자를 특징으로 한다. 상기 산물의
열역학적 특성은 보통이며, 상기 산물은 150℃하의 25kPa의 응력하에서, 1분 미만의 시간 후에 파괴되었다.

실시예 2

압출기에서의 그라프팅 반응을, 실시예 1의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 및 77/20/3의 각각의 공단량체 중량 조성, 76℃의 용
융점, 30MPa의 굴곡율 및 70g/10분(2.16㎏/190℃에서)의 용융유동지수를 갖는 50,000 MW의 에틸렌/에틸 아크릴레이

트/말레산 무수물 삼원공중합체와 함께, 실시예 1에서의 조건하에서 반복하였다. 상기 삼원공중합체는 사슬당 2.3개의 무
수물 단위체를 함유하였다. 압출기에 도입되는 양은, 골격 폴리올레핀/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 비율이 80/20의 중량비가
되도록 하고, 말레산 무수물 관능기에 대한 아민 관능기의 비율이 0.35가 되도록 하였다. SEM 분석은, 수득된 중합체가 약
10㎚의 두께를 갖는 박층구조로 조직화됨을 보여주었다. 상기 중합체는 80℃ 내지 180℃에서 9 내지 3MPa의 탄성율 평
탄역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중합체는 180℃, 50kPa의 응력하에서의 크립 검사에서, 8%의 연신율을 가졌다.

수득된 중합체의 분석은, 수득된 중합체가 (i) 50중량%의 폴리아미드 그라프트가 부착된 삼원공중합체, (ii) 45중량%의,
30MPa의 굴곡율을 갖고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와는 반응하지 않은 삼원공중합체, 및 (iii) 5중량%의 아민-종결된 PA-
6을 함유함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3

105,000의 MW 및 80/17/3의 각각의 중량 조성, 95℃의 용융점, 60MPa의 굴곡율 및 5g/10분 (2.16㎏/190℃에서)의

MFI를 갖는 에틸렌/부틸 아크릴레이트/말레산 무수물 및 2,400g/몰의 분자질량을 갖는 모노아민화된 PA-6과 함께, 실시
예 1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그라프팅 반응이 반복되었다. 이 삼원공중합체는 사슬당 4.8개의 무수물 단위체를 함유하였
다. 압출기에 도입되는 양은, 골격 폴리올레핀/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 비율이 80/20의 중량비가 되도록 하였다.

수득된 중합체는 나노구조를 가졌다. 이는 100℃ 및 180℃에서, 10 내지 8 MPa의 탄성 평탄역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중
합체는 120℃, 200kPa 응력하의 크립 검사에서 5% 연신율을 가졌다. 상기 중합체는 180℃, 50kPa 응력하의 크립 검사에
서 8% 연신율을 가졌다.

상기 중합체의 분석은, 상기 중합체가 (i) 50% 초과의 폴리아미드 그라프트가 골격(삼원공중합체)를 통해 부착된 삼원공
중합체, (ii) 나머지 50%의 60MPa의 굴곡율을 갖고,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와는 반응하지 않은 삼원공중합체, 및 소량의
아민-종결된 PA-6을 함유함을 보여주었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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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성 폴리올레핀을, 실시예 3에서 수득된 나노구조화된 중합체와 함께, 180 내지 220℃의 온도 프로필을 갖는 쌍축 압
출기에 혼합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질된 폴리올레핀의 내크립성을 다양한 온도 및 다양한 하중하에서 검사하였다. 이
러한 물질들의 반응양상의 분석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이는 PA-6 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에 의해 개질된 폴리올레핀의
크립 양상을 나타낸다. 중량에 의한 조성은 다음과 같다:

- EVATANE 28.05는 28중량%의 비닐 아세테이트 함량 및 5g/10분의 MFI (2.16㎏/190℃에서)를 갖는 EVA 공중합
체이고;

- LOTRYL 30 BA 02는 30%의 아크릴레이트 중량 함량 및 2g/10분의 MFI (2.16㎏/190℃에서)를 갖는 에틸렌/n-부
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이다.

EVATANE 또는 LOTRYL 의 중합체 및 실시예 3에서 수득된 중합체의 함량은 표 1의 "함량" 란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시예 3의 이 중합체는, 50%의 PA 그라프트가 부착된 삼원공중합체, 삼원공중합체, 단지 하나의 그라프트 및 약간의 아
민-종결된 PA-6만을 갖는 삼원공중합체를 함유하는 블랜드과 동일하다.

표 1.
조성물  함량 온도

℃
응력
kPa

연신율
(%)

시간

EVATANE
28.05

100/0
100/0
100/0
70/30
70/30
70/30
50/50

120
100
80

120
100
80
80

25
25
25
25
25
25
25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30%
10%

36초
70초

2분 30초
120초

4분 30초
> 20분
> 20분

LOTRYL
30 BA 02

100/0
100/0
100/0
80/20
80/20
70/30
70/30
70/30
50/50

120
100
80

100
80

120
100
80

120

25
25
25
25
25
25
25
25

100

실패
실패

225%
실패
50%
80%
70%
15%
30%

60초
90초

> 20분
4분

> 20분
> 20분
> 20분
> 20분
> 20분

실시예 5

Ⅰ) 사용된 산물의 특성

- 1.1) 말레산 무수물을 포함하는 폴리올레핀 골격.

PA-그라프트된 LOTADER를 합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LOTADER 은 에틸렌/아크릴 에스테르/말레산 무수물 삼원공중
합체이며, 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산물의 명칭 MAH의
이론적 질량%

BA의
이론적 질량%

이론적 MFI
(2.16㎏/190℃)

밀도
(g/㎤)

용융점
(℃)

 LOTADER 3410  3.3 내지 3.5  37  3 내지 6  0.9  95

- 1.2)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 올리고머의 특성:

사용된 올리고머는 모노-NH2-종결된 나이론-6이었으며, 그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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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질량
모노-NH2 PA6  2445

1.3) 가요성 폴리올레핀(LOTRYL )의 특성:

사용된 LOTRYL 은 에틸렌/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이었며, 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산물의 명칭 BA의
이론적 질량%

이론적 MFI
(2.16㎏/190℃)

밀도
(g/㎤)

용융점
(℃)

 LOTRYL 30 BA 02  30  2  0.93  78

Ⅱ) 실험부:

A) 두 단계 공정: 골격으로의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의 부착이 우선 수행되고, 그런 다음 상기 중합체는 가요성 폴리올레
핀 중에 희석한다.

A1) 모노-NH2-종결된-PA-그라프트된 LOTADER의 합성단계(골격으로의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의 부착). 부착은 다

음 조건(중량기준) 하에서 Leistritz 압출기 내에서 수행된다:

80% LOTADER 3410 및 20%의 모노-NH2-종결된 PA-6을 건조 혼합되고, 압출기에 도입하였다:

 구역 1 내지 9의 온도 프로필  200-210-220-220-220-210-200-180-180 ℃
 스크류 속도  75 rpm

 산출량  10㎏/시

A2) LOTRYL 중의 모노-NH2-종결된-PA-그라프트된 LOTADER의 희석단계.

LOTRYL 30BA02 중의 희석이 Leistritz 압출기 내, 220℃에서 수행되었고; 단계 A1에서 수득된 산물 50중량부 및

LOTRYL 50중량부를 사용하였다.

B) 한 단계 제조: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는 골격에 부착시키고, 동시에 압출기 내에서 가요성 폴리올레핀으로 희석하였
다. 그라프팅 및 희석은 다음 조건(중량조건)하의 Leistritz 압출기 내에서 동시에 수행하였다:

40%의 LOTADER 3410, 10%의 모노-NH2-종결된 PA-6 및 50%의 LOTRYL 30BA02를 건조혼합하고, 화합반응

시켰다:

 구역 1 내지 9의 온도 프로필  200-210-220-220-220-210-200-180-180 ℃
 스크류 속도  75rpm

 산출량  10㎏/시

Ⅲ) 화합물의 열역학적 특성의 평가: 한 단계 및 두 단계 화합물 사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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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합물의 열역학적 특성: 내크립성(내부 방법).

이 특성은, 다양한 하중하에, 100℃ 및 120℃에서 내크립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IFC(Institut Francais du

Caoutchouc [프랑스 고무 연구소]) 시험단편은, Enerpac 압축기로 압축성형하여 제조된 2mm 두께의 플라크
(plaques)로부터 절단되었다. PA-그라프트된 LOTADER 플라크 및 희석된 산물은 240℃에서 제조되었다. 시험단편은,
100℃에서 1 바(bar)의 하중에 대해, 120℃에서는 0.5 바의 하중에 대해, 20분 이상 견뎌야 했다.

B) 화합물의 역학적 특성: 역학적 특성은 파단점에서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ISO 527 덤벨
(dumbbells); 당김속도 100mm/분).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산물 100kPa하의

100℃에서의
크립

50kPa하의
120℃에서의

크립

100kPa하의
120℃에서의

크립

파단점에서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

 LOTDER 3410 25kPa하에
2분에서의 크립

25kPa하에
70초에서의 크립

 크립 10 MPa
700%

 LOTRYL 30BA02 ▶ 25kPa하에
90초에서의 크립

25kPa하에
60초에서의 크립

 크립 6 MPa
850%

두 단계로
얻어진 산물

▶ 20분,
30% 연신율

▶ 20분,
15% 연신율

▶ 20분,
30% 연신율

10.2 ±0.6 MPa
501 ± 20%

한 단계로
얻어진 산물

▶ 20분,
25% 연신율

▶ 20분,
20% 연신율

▶ 20분,
39% 연신율

11.0 ±1.1 MPa
541 ± 37%

Ⅳ) 형태 평가 결과.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검사하기 전에, 초미세 절편이 -100℃에서 절단되었고, 그런 다음 2% 수용액성 인텅스텐산 용액으
로 60℃에서 30분동안 처리되었다. 한 단계 및 두 단계로 얻어지는 산물 사이의 차이는 작고; 두 경우 모두에서, 폴리아미
드 그라프트를 함유하는 LOTADER의 균질한 분산이 얻어졌지만, 한 단계 제조가 후자의 것보다 더욱 시각적인 구조를 형
성하였다.

실시예 6: 접착제

다음의 산물이 사용되었다:

에틸렌/에틸 아크릴레이트/말레산 무수물 삼원공중합체인 LOTADER 7500:

LOTADER 7500의 특성:

MAH
(말레산 무수물)의 질량%

에틸
아크릴레이트의

질량%

MFIa)

(용융유동
지수)

 Mn MW MW/Mn 쇼어 A
강도

용융점
(℃)

 2.9  17.5  70  8000  50000  6.25  82  83
 a) (2.16㎏/190℃)

PA-6/11-g-LOTAER: 이것은, Leistirtz 압출기 내에서 압출하여 생산되는 20%의 모노-NH2-종결된 6/11 코폴리아미

드로 그라프트된 LOTADER 7500이다. 상기 6/11 코폴리아미드는 3200g/몰의 Mn과 함께, 55/45(카프로락탐/11-아미
노우데카노산) 조성을 가지며, 모노-NH2로 종결된다.

PA-6/11로 그라프트된 LOTADER 7500(6/11-7500)의 특성:

 PA-6/11의 질량% MFIa) 인장강도 TS  파단 연신율 EB (%) 용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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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
 20  9  13  400  83,151

 a) (2.16㎏/190℃)

상기 두 산물들은 극저온 분쇄하였다.

분진화 장치(dusting apparatus)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

세가지 형태의 기재(backing)가 시험되었다.

- 폴리에스테르 강화제를 갖는 알루미늄 호일 상의 PP 카페트;

- PE 발포체 상의 회색 부직포;

- 흰색 펠트(felt) 상의 회색 부직포.

알루미늄 호일 상의 PP 카페트는, 120℃에서의 내열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내열성에 대해 선택하
였다.

적용 중량은 20g/㎥로 고정하였고, 고정 압력의 온도는 다양하게 하였다: 즉, 100, 120, 140, 160, 180 및 200℃. 또한, 스
팀 접합(steam bonding)과 함께 검사를 수행하였다.

하기의 표에, 수행되는 검사들의 목록이 나와있다. 접착은 정성적으로 평가되었다(기호 - 는 불량한 결과를 나타내고, 기
호 + 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며, 기호 ++ 은 더욱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

결합: 폴리에스테르 강화제를 갖는 알루미늄 호일 상의 PP 카페트

압력
15초/0.35 바

 LOTADER 7500 6/11 coPA로 그라프트된
LOTADER 7500

 100℃  ++  
 120℃  ++  
 140℃  ++  +
내열성
(120℃)

9분후
엽렬(葉裂; delamination)

 엽렬 없음

결합: PE 발포체 상의 회색 부직포

압력
15초/0.35 바

 LOTADER 7500 6/11 coPA로 그라프트된
LOTADER 7500

 100℃  -  
 120℃   -
 140℃  ++  +

결합: 흰색 펠트 상의 회색 부직포

압력
15초/0.35 바

 LOTADER 7500 6/11 coPA로 그라프트된
LOTADER 7500

 100℃  ++  
 120℃  ++  -
 140℃  ++  +
 160℃   ++
 180℃   ++
 200℃   ++

실시예 7: 타르칠한 방수포 (tarpaulin)

Ⅰ- 사용된 산물들의 특성

Ⅰ.1 - 그라프트를 위해 사용되는 LOTADER 기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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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중량%의 부틸 아크릴레이트를 함유하는 에틸렌/부틸 아크릴레이트/말레산 무수물의 삼원공중합체이며, 그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산물
명칭

MAH의
이론적 질량%

이론적
MFI

(190℃
/2.16㎏)

측정
MFI

(190℃/
2.16㎏)

측정
MFI

(190℃/
5㎏)

측정
MFI

(230℃/
2.16㎏)

측정 MFI
(230℃
/5㎏)

밀도
(g/㎤)

용융점
(℃)

 Mn

LOTADER
3410

 3.1  5  6.8  25.6  18.57  61.5  0.940  95  23000

 (MFI는 용융유동지수가다.)

Ⅰ.2 - 사용된 올리고머의 특성:

사용된 올리고머는 하기 확장된 화학식의 모노-NH2-종결된 나일론-6이다:

이 예비중합체는 2500g/몰의 분자 질량을 갖는다.

Ⅰ.3 - PA-그라프트 LOTADER 중합체의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LOTRYL 중합체의 특성:

이들은 에틸렌/메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에틸렌/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이며,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산물명  MA 또는 BA의 이론적 질량% 이론적 MFI
(190℃/
2.16㎏)

측정 MFI
(230℃/
2.16㎏)

측정 MFI
(230℃/

5㎏)

밀도
(g/㎤)

용융점
(℃)

LOTRYL
18MA 02

 18% MA  2  -  -   87

LOTRYL
30BA 02

 30% BA  2  48  14.8  0.930  78

LOTRYL
17BA 02

 17% BA  7     

MA = 메틸 아크릴레이트
BA = 부틸 아크릴레이트.

Ⅱ- 결과

Ⅱ.1- 산물의 제조

Ⅱ.1.1- 조작방법 (일반적인 압출 조건):

그라프트를 제조하고, 희석액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압출기는 동시회전 쌍축 Leistritz 압축기(모델 LSM 30.34)이었다.

압출 조건: ㆍ 스크류 프로필: G01;

ㆍ 배럴(barrel) 상에 물, 구역 7에서의 환기 및 수냉각;

ㆍ 총 처리량: 15 내지 18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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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스크류 속력: 100 내지 125 rpm;

ㆍ 반응물들(PA-6 파우더에 대한 한 반응물 및

과립화 블랜드(들)에 대한 한 반응물)의 분리도입

ㆍ 사용된 온도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프로필  Z1  Z2  Z3  Z4  Z5  Z6  Z7  Z8  Z9
 다른 예  200℃  210℃  230℃  240℃  240℃  220℃  210℃  200℃  180℃

 PA-그라프트 LOTADER에 대한 예  200℃  220℃  240℃  240℃  240℃  240℃  220℃  200℃  180℃

ㆍ 압출기는, 부수적인 조건없이 5분동안 컨디셔닝하였다. 이후 샘플링이 함께 수행되었다;

ㆍ 산물의 최종 패키징은, 진공 오븐 내 70℃에서 하룻밤동안 처리한 후, 표식한 밀봉된 알루미늄 백(bag)으로 수행되었
다.

Ⅱ.1.2- 화합물의 평가결과:

압축성형 플라크 상의 물질의 특성.

하기 표에서, 3410-6/은 PA-6-그라프트된 LOTADER 3410을 나타낸다.

  PVC PP/
EDPM

 30BA02  17BA02  18MA02 3410-6/
30BA02
(30/70의
중량비)

3410-6/
30BA02

(50/50의 중량비)

3410-6/
18MA02

(50/50의 중량비)

 3410-6

인장강도
(MPa)

 16.0  13.7  6  13  15  8.2  10.2  14.0  16.5

 파단 연신율(%)  250  590  850  800  700  520  500  620  460
 굴곡율(MPa)  20 461)  9 402) 502) 291) 441)  911)

 쇼어 A 강도  75  n.m.  75    85  90  93  95
 쇼어 D 강도  25  n.m.   33  25  28  30  37  39
 밀도 (g/㎤)   n.m.  0.93  0.94  0.94     0.971

MFI
(230℃/2.16㎏)

 60  n.m.  4.8  n.m.  n.m.  5.0  3.9  4.0  1.5

 용융점 (℃)    78  91  87     
 MFI(230℃/5㎏)  n.m.  n.m.  14.8  n.m.  n.m.  21  19  20  10
1) DMA에 의해 측정; 25℃에서의 E' = (σ/ε)cos(δ);
2) DIN 53457 (ASTM D790) 표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측정;
n.m. = 측정되지 않음 (not measured).

압축성형 또는 사출성형 플라크 상에서 측정된 물질의 열역학적 특성

압축성형 플라크

 산물 크립연신율
(100℃/0.25 바)

(%)

크립연신율
(120℃/0.5 바)

(%)

크립연신율
(140℃/0.5 바)

(%)
 PP/EDPM  0  0  ∞

 PVC   20  ∞
 17BA 07  ∞  ∞  ∞
 18MA 02  ∞  ∞  ∞
 30BA 02  ∞  ∞  ∞

 3410-6/30BA 02 30/70  70  ∞  ∞
 3010-6/30BA 02 50/50  5  15  25
 3410-6/18BA 02 50/50  5  10  35

 3410-6  0  0  3
 연신율은 15분 후에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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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PP/EPDM과의 내열성 비교

하기의 도면은, LOTRYL 30BA 02 및 PA-그라프트된 LOTADER 3410의 50/50 혼합물, PVC 및 PP/EPDM에 대한 온도
의 작용으로서의 탄성율을 나타낸다: 140℃ 초과에서, LOTRYL 30BA 02와 PA-그라프트된 LOTADER 3410의 50/50
블랜드의 저장탄성율이 PVC 및 PP/EPDM 산물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온도의 작용으로서 표시되는 손
실정접(loss tangent)의 검사는, LOTRYL 30BA 02와 PA-그라프트된 LOTADER 3410의 50/50 블랜드의 냉온특성이
다른 산물, 즉 PVC 및 PP/EPDM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Ⅱ.2 타르칠한 방수포의 제조 및 평가

SAMAFOR 4EX 상에 코팅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몇몇 기재(backing)들이 사용되었다: PET 메시, PP 부직포 및 PET
직포. 당김성(drawability) 검사는, 상기 산물이 최대 100m/분까지 압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2 x 100g/㎡ 시트
가 30m/분으로 제조되었다.

LOTRYL 30BA 02와 PA-그라프트된 LOTADER 3410의 50/50 블랜드의 처리공정 및 접착은 LOTRYL에 필적한다.

실시예 8: 압연 (calendaring)

상기 실시예의 LOTRYL 30BA 02와 PA-그라프트된 LOTADER 3410의 50/50 블랜드가 사용되었다. 그의 특성은 다음
과 같았다:

 인장강도 (MPa)  8.6
 파단 연신율 (%)  630

 쇼어 A 강도  91
 쇼어 D 강도  35

 MFI (230℃/2.16㎏)  4
0.5 바의 하중하의

120℃에서의 내크립성
15%의 연신율과 함께

>15분
 E'(120 ℃) (MPa)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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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5 ℃) (MPa)  
 밀도 (g/㎤)  0.97

3- 압연 검사

압연 검사는 120 내지 200℃의 온도에서 수행하였다.

 롤의 온도  롤의 속력 물질 균질성
(투명도)

압연 시트의
외관

 코멘트

 120℃ 앞면: 20rpm
후면: 20rpm

 불량  날카로운 표면  

 140  ＂  보통  상동  
 160  ＂  양호  뛰어난 외관  
 180  ＂  양호  다소의 벌크 황색화  
 200  ＂  양호  벌크 황색화  산물은 금속(롤러 및 블레이드)에 점착한다.

120 내지 140℃에서는 산물이 뛰어난 외관을 가지지 않는 것과 블랜드의 불량한 균질성의 표시로서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80 내지 200℃에서는 산물이 황색화되고 금속에 점착한다.

이런 형태의 중합체에 대한 최적의 작동온도는 약 160℃이며, 상기 물질은 산화하지 않고, 압연기의 롤에 점착하지 않는
다.

실시예 9: 케이블

사용된 물질은, 실시예 7에서와 같이 모노-NH2-종결된 PA-6로 그라프트되거나, 하기의 특징으로 갖는 6/12 coPA로 그

라프트된 LOTADER 3410이었다:

  PA-6/PA-12의 중량비  용융점 (℃)
모노-NH2-종결된 6/12 coPA  40/60  133

다른 구성성분들의 특성

 명칭  용융점 (℃) 용융유동지수 MFI
(190℃/2.16㎏)

 인장강도 (MPa)  파단 연신율 (%)

EVA 2803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75  3 - 4.5  33  700-1000

 LOTRYL 30BA 02  78  2  6  850
 LOTADER 3200     

LOTADER 3200은 9중량%의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2중량%의 말레산 무수물을 함유하는 삼원공중합체이다.

사용되는 충전제의 특성

사용되는 충전제는 MAGNIFIN H10 수산화 마그네슘 Mg(OH)2이었다. 이 충전제는 고열안정성을 갖고, 340℃에 사용될

수 있으며, 350℃의 온도에서 물이 자유화된다.

Ⅱ.6) 검사군용 조성물 (이론값)

 제품명  대조군 제형  시험군 1  시험군 2  시험군 3
 EVA 28-03  16.65%   16.2  

 LOTADER 3200  11.0    
 CLEARFLEX (VLDPE)  9.1  8.1  11.1  

 PA-6-그라프트된 LOTADER   10.7  10.7  12
 PA-6/12-그라프트된 LOTADER     

 LOTADER 30BA 02   24.9   28
MAGNIFIN H10 (Mg(OH)2)  63  56.1  61.7  60

 SANTONOX R  0.2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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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GANOX B 225    0.3  

화합물의 (열)역학적 특성의 평가:

A) 화합물의 열역학적 특성

내크립성(내부 방법)

이 특성은, 다양한 하중하에 180℃ 및 200℃에서 내크립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IFC (Institut Francaise du
Caoutchouc [프랑스 고무 연구소]) 검사 샘플은 압연 및 압축성형에 의해 생산되는 2mm 두께의 플라크로부터 절단되었
다. 검사 표본은 하중을 20분 이상 견뎌내어야만 한다.

  대조군  시험군 1  시험군 2  시험군 3  시험군 4  시험군 5
 압축성형 온도(℃)  170℃  250℃  250℃  170℃  250℃  250℃

B) 화합물의 역학적 특성

역학적 특성은 인장강도 및 파단 연신율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 평가되었다 (ISO 527 덤벨; 당김속도 100mm/분).

C) 600℃ 잔해 함량

잔해 함량(ash content)은 TXG CEM 300장치 상의 LEM(물질 시험 실험실)에서 측정하였다.

Ⅲ) 화합물의 평가결과

Ⅲ.1) 역학적 및 열역학적 특성

  예상 충전제 함량  인장강도 (MPa)  파단 연신율 (%) 0.5 바에서
180℃ 크립

1 바에서
180℃ 크립

 대조군  60  13.6  143  45초에서 파괴  30초에서 파괴
 시험군 1  60  10.5  52.7 5% 연신율

20분
5% 연신율,

20분
 시험군 2  60  12.5  150 5% 연신율,

> 20분
 4분에서 파괴

 시험군 3  60  10.4  40 5% 연신율,
> 20분

 5에서 파괴

실시예 10: 슬러시 성형

Mn = 2500g/몰의 20% 모노-NH2-종결된 PA-11으로 그라프트된 LOTADER 7500이 사용되었다.

LOTRYL 35BA 40은 35중량%의 부틸 아크릴레이트를 함유하고, 40g/10분 (190℃/2.16㎏)의 MFI를 갖는 에틸렌/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이다.

산물은 압출후 극저온 분쇄하였다.

  대조군  시험군 1  시험군 2  시험군 3  시험군 4
 중량 조성  PVC 50% 7500-11

35% 30BA 02
15% 35BA 40

75% 7500-11
25% 35BA 40

50% 7500-11
50% 35BA 40

 100% 7500-11

 인장강도 (MPa)  16  9.2  6.8  4.5  10
 파단 연신율(%)  250  500  250  225  300

 쇼어 A 강도  < 85  84  89  82  89
 쇼어 D 강도  < 25  25  29  24  35

 230℃/2.16㎏에서의 MFI (g/10분)  > 40  25  61  69  70
 120℃/0.5바에서 15분 후의 크립(%)  20  1  0  6  0

산물은 Leistritz 기계 내에서 압출하여 제조되었고;

등록특허 10-0485230

- 17 -



7500-11은 PA-11로 그라프트된 LOTADER 7500을 나타내며;

30BA 02 및 35BA 40은 LOTRYL 에틸렌/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나타낸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총 100중량%에 대하여,

폴리올레핀 골격 및 평균 하나 이상의 폴리아미드 그라프트로 이루어진 1 내지 100중량% 미만의 폴리아미드-블록 그라
프트 공중합체 [상기 공중합체에서,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와 반응할 수 있는 관능기를 갖는 불포화 단량체 (X)의 잔기
에 의해, 상기 그라프트는 상기 골격에 부착되고; 상기 불포화 단량체 (X)의 잔기는 그의 이중결합으로부터 그라프팅 또는
공중합에 의해 상기 골격에 부착됨];

23℃에서 150MPa 미만의 탄성굴곡율을 갖고, 60 내지 100℃의 결정 용융점을 갖는 99 내지 0중량% 초과의 가요성 폴리
올레핀;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가요성 폴리올레핀이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X가 불포화 카르복실산 무수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X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 골격이 에틸렌/말레산 무수물 및 에틸렌/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말레
산 무수물 공중합체로부터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평균 1.3 몰 이상의 X가 상기 폴리올레핀 골격에 부착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평균 1.3 내지 10 몰의 X가 상기 폴리올레핀 골격에 부착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7.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프트는 카프로락탐 잔기, 11-아미노운데카노산 잔기 또는 도데카락탐 잔기, 또는
상기 세가지 단량체 중 둘 이상으로부터 선택된 잔기들로 이루어지는 코폴리아미드로 이루어진 단독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8.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프트의 몰 질량이 1000 내지 5000g/몰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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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의 중량분율이, 가요성 폴리올레핀 95 내지 50중량%
당 각기 5 내지 50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10.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블랜드를 필수적으로 함유하는 접착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파우더 형태임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제.

청구항 12.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블랜드로 이루어지는 필름.

청구항 1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블랜드의 하나 이상의 층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타르칠한 방수포 또는 지오막
(geomembrane).

청구항 1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블랜드를 압연하여 얻어지는 산물.

청구항 1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블랜드를 기재로하는 보호층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 케이블 또는 원격통신
(telecommunication) 케이블.

청구항 1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파우더 형태로 슬러시 성형 방법에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블랜드.

청구항 17.

폴리올레핀 골격 및 평균 하나 이상의 폴리아미드 그라프트로 이루어진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로, 상기 공중
합체에서, 아민-종결된 폴리아미드와 반응할 수 있는 관능기를 갖는 불포화 단량체 (X)의 잔기에 의해 상기 그라프트는 상
기 골격에 부착되고, 상기 불포화 단량체 (X)의 잔기는 그의 이중결합으로부터 그라프팅 또는 공중합에 의해 상기 골격에
부착된 폴리아미드-블록 그라프트 공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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