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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속 에멀젼중합에 의한 보호콜로이드 안정화 폴리머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비닐에스테르 및 에틸렌을 기재로 하며, 선택적으로는 다른 코모노머를 기재로 하는 폴리비닐-알코올 안

정화 폴리머를 수용성 폴리머 분산액 형태 또는 물에 재분산성이 있는 폴리머분말 형태로 하여 연속적인 프리래디컬 

개시 에멀젼 중합에 의해 선택적으로는 그 결과 얻어진 폴리머분산액의 건조에 의해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a)직열 

배치한 최소 2개의 가압리액터내에서 에멀젼 중합을 온도 40~100℃와 압력 5~100bar에서 잔류모노머 함량이 3wt

%이하로 될때까지 실시한 다음, 최소 1개의 비가압 리액터내에서 그 에멀젼 중합을 온도 20~60℃와 압력＜1.0bar에

서 계속시켜,

b)산화성분과 환원성분으로 이루어진 레독스계(redox system)을 사용하여 최소 일부의 그 환원성분이 제1 가압리액

터내에 도입될때 그 중합을 개시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색인어

에멀젼중합, 프리래디컬, 코모노머, 비닐에스테르, 잔류모노머, 레독스계(redox system), 폴리머분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닐에스테르와 에틸렌을 기재로 하며 선택적으로는 다른 코모노머를 기재로한 수용성폴리머분산액 형태 

또는 물에 재분산성이 있는 폴리머분말형태의 보호콜로이드 안정화 폴리머를 연속적인 에멀젼중합에 의해 선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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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그 결과 얻어진 폴리머분산액의 건조에 의해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호콜로이드 안정화 폴리머는 예로서 코팅조성물 또는 접착제등 광범위한 응용분야에서 특히, 수용성 분산액 형태 

또는 물에 재분산성이 있는 폴리머분말 형태로 다수 종류의 기재에 사용되었다.

종래에 사용되었던 보호콜로이드로는 일반적으로 폴리비닐알코올이 있다.

이 폴리비닐알코올 재료는 강도(즉, 타일접착제의 인장결합강도)에 기여하기 때문에 폴리비닐알코올의 사용이 바람

직하며, 이것은 저분자량 화합물에 의해 안정화시키는 계(system)(유화제)와 기술적으로 다르다.

재분산성 분말의 제조에 바람직한 모노머로서 종래에는 비닐에스테르와 에틸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폴리비닐알코올을 사용하여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또는 스티렌-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의 안정화 달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분산액은 통상적으로 배치(batch)에멀젼중합에 의해 제조하였다. 이 제조공정은 적

응성이 높다. 광범위한 제품을 제조하는 플랜트(plants)내에서 바람직하였다. 또, 이 제조공정은 연속 프로세스에서 

보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요구가 훨씬 덜하였다. 연속 프로세스와 대비할때 결점은 배치(batch)프로세스의 코스트 효

율이 상당히 낮은데 있다. 따라서, 연속프로세스에서는 수율높게 협소한 범위에서 생성물을 제조하는 플랜트의 선택

을 적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속에멀젼 중합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라텍스(latex)입자의 일정한 핵형성(

nucleation)에 대한 적정조건(correct condition)의 설정에 있다. 플랜트 구조는 교반형 탱크 캐스케이드(stirred tan

k cascade)가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이와같은 타입의 리액터가 배치(batch)조작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 저렴한 교

환비용을 드려 연속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물 특성과 프로세스 파라미터는 통상적으로 다소 범위

에 따라 변동되어 최대범위의 경우, 불량제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플랜트에 대하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허문헌 US-A2703794 명세서에서는 비닐아세테이트와 에틸렌을 유화제와 선택적으로 물에 혼화할 수 있는 유기

용제의 존재하에 물, 유화제, 모노머 및 개시제를 연속적으로 동시에 혼합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에멀젼 중합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은 그 어떤 시드라텍스(seed latex)도 없이 단일 가압리액터내에서 실시하였다. 이 방법의 결점은 리액터벽상

에서 피착물의 양이 증대되고 입자의 변동이 커지는데 있다.

또, 특허문헌 US-A3551396 명세서에서는 모노머 및 물을 연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추가모노머와 개시제를 연속적

으로 혼합시키며, 생성한 폴리머를 리액터에서 연속적으로 제거시키는 루프형 리액터(loop reactor)내에서 비닐아세

테이트 호모폴리머 분산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있다. 여기서, 중합은 그 어떤 시드라텍스도 없이 단일

가압리액터내에서 실시하였다.

특허문헌 DE-A 2555142 명세서에서는 에틸렌불포화모노머의 폴리머를 직열 배치한 다수의 중합 리액터내에서 에

멀젼 중합에 의해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있다. 여기서, 제1리액터에는 물, 개시제, 모노머의 일

부 및 기타 조제로 이루어진 프레에멀젼(preemulsion)을 공급시켜, 그 결과 얻어진 분산액을 제1반응용기로 옮긴 다

음 그 모노머의 잔부(remainder)를 넣어, 최종 반응용기내에 개시제를 더 첨가시켜 최종적으로 그 분산액의 중합을 

완료시켰다.

특허문헌 DE-A 2456576 명세서에서는 주(main)중합용리액터와 후중합(post polymerization)용 튜브로 구성된 플

랜트구조에 대하여 기재되어있다. 이 중합은 과잉의 환원제를 사용하여 레독스 개시제계(redox initiator system)의 

존재하에서 실시하였다. 이들 모노머의 혼합방법에서는 이들 모노머의 농도가 소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

다. 이 처리방법 프로세스의 결점은 리액터벽상에서 피착물이 신속하게 형성되어 플랜트의 효율을 저하시키는데 있

다. 이와같은 결점의 이유중 하나는 생성물의 특성 변동이 현저한 점에 있다.

특허문헌 US-A 4164489 명세서에서는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도입하는 시드라 텍스(seed latex)를 사용하여 비닐아

세테이트-에틸렌분산액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있다. 이 시드라텍스가 특히 이 목적(작은 입

자크기, 약 200nm)에 제조할 필요가 있는 생성물을 나타내어 그 생성물의 제조결과, 그 혼합조성물의 바람직하지 않

은 성분, 예로서 유화제가 그 생성물에 잔류(carry-over) 되는 결점이 있다.

또, 참고문헌(Petrocelli등, Polym. Sci.Eng., 80, 544)에서도 시드라텍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있다. 

여기서도, 미세한 입자(약 200nm입자크기)의 유화제로 안정화시킨 분산액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 시드라텍스의 

사용방법에서 기본적인 기술적 방식에는 크기가 대단히 작은 라텍스입자를 새로 도입하여 중합과정을 통해 성장시켜

바람직한 입자크기를 얻도록 하는 기술구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또, 이 시드라텍스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내부 핵

형성(internal nucleation)도 억제하도록 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은 비닐에스테르-에틸렌코폴리머 분산액의 연속적인

제조방법에서 제조코스트가 염가이고 기술적으로 향상시켜 개량한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서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인 문제로는 소정의 바람직한 생성물의 사용과 이들 생성물의 제조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도 포함한다. 특히, 폴리머가 재분산성 분말의 주요한 응용분야에서 재분산성 분말 형태로 사용되어 모르타르

특성을 향상시킬 경우 그 혼합하는 성분조성은 어느 일정한 시간동안 안정성이 필요하며, 이들의 혼합성분조성의 작

업컨시스턴시(working consistency)(점도 안정성 또는 결합안정성)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

르타르 공업분야에서 기계적 특성, 예로서 압축강도, 기공율(porosity), 즉 기공함량(air-pore content)이 중요하다. 

또, 분산액분말을 첨가시켜 개량한 수경계(hydraulically setting system)에서는 이와같은 분산액 분말을 첨가하지않

은 수경계보다 더 향상된 접착성을 나타낸다. 이들 생성물 특성 전부는 배치(batch)프로세스를 연속프로세스로 대치

시킬때 신뢰성있게 구비할 필요가 있다. 에멀젼폴리머의 제조방법에서 최소한 입자크기면에서 이 방법의 최종생성물

에 대응되는 시드라텍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어떤 시드라텍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정성있게 연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은 비예측적이며, 기대이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서도, 시드라텍스로서 생성물 자체의 사용은 위

에서 설명한 시드라텍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상반된다. 즉, 이미 도입한 입자가 최종크기를 가져 더 성장시킬 필

요가 있으므로 그 제조방법의 안정성은 소정의 입자성장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시드라텍스의 사고방식과 상반

된다. 그러나, 입자크기 또는 다른 생성물특징의 변동없이 안정성있는 조건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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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비닐에스테르-에틸렌코폴리머분산액의 연속적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조코스트가 염가이고 기술적으로 향

상시켜 개량한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비닐에스테르와 에틸렌을 기재로 하며, 선택적으로는 다른 코모노머를 기재로 한 수용성폴리머분산액 또

는 물에 재분산성이 있는 폴리머분말형태의 폴리비닐-알코올안정화폴리머를 연속적인 프리래디컬 개시 에멀젼 중합

에 의해 선택적으로는 그 결과 얻어진 폴리머분산액의 건조에 의해 제조하며,

a) 직열배치한 최소 2개의 가압리액터내에서 온도 40~100℃와 압력 5~100bar하에 그 에멀젼중합을 잔류모노머 함

량 3wt%이하로 될때까지 실시한 다음, 온도 20~60℃와 압력＜1.0bar에서 최소 1개의 가압하지 않는 비가압 리액터

에서 그 에멀젼중합을 계속시키고,

b) 산화성분과 환원성분으로 이루어진 레독스계(redox system)을 사용하여 그 환원성분의 최소 일부를 제1 가압리

액터내에 도입할때 그 에멀젼중합을 개시시키는 폴리비닐-알코올-안정화폴리머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1가압리액

터내에 도입시킨 처리재에는 시드라텍스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처리재 스트림 이외에 입자크기직경 Dw 가 최

종생성물의 입자크기직경에 대응하는 시드라텍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적합한 비닐에스테르에는 탄소원자 1∼12개를 가진 카르복실산의 비닐에스테르가 있다. 바람직한 비닐에스테르에는

비닐아세테이트, 비닐프로피오네이트, 비닐부티레이트, 비닐 2-에틸헥사노에이트, 비닐라우레이트, 1-메틸비닐아세

테이트, 비닐피발레이트 및 탄소원자 9~11개를 가진 알파-분기모노카르복실산의 비닐에스테르, 예로서 VeoVa9 R

또는 VeoVa10 R (Shell사 제품의 상품)이 있다. 비닐아세테이트가 특히 바람직하다. 위에서 설명한 비닐에스테르의 

일반적인 공중함량은 모노머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30~90wt%이다.

일반적으로 공중합하는 에틸렌의 양은 모노머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40wt%이다.

적합한 다른 코모노머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비닐클로라이드등 비닐할라이드 및 프로필렌 등

올레핀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한 코모노머가 있다. 적합한 메타아크릴에스테르 또는 아크릴에스테르는 탄소원

자 1~15개를 가진 무분기 또는 분기알코올의 에스테르, 예로서 메틸아크릴레이트,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에틸아크

릴레이트, 에틸메타아크릴레이트, 프로필아크릴레이트, 프로필메타아크릴레이트, n-부틸아크릴레이트, n-부틸메타

아크릴레이트,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및 노르보르닐아크릴레이트가 있다. 메틸아크릴레이트, 메틸메타아크릴레이

트, n-부틸아크릴레이트 및 2-에틸렌아크릴레이트가 바람직하다.

적합할 경우, 이들 코모노머의 공중합할 수 있는 양은 그 모노머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40wt%이다. 모노머혼

합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모노머 0.05~10wt%를 공중합시킬 수도 있다. 보조모노머의 예로는 에틸렌불포

화모노- 및 디카르복실산, 바람직하게는 아크릴산, 메타아크릴산, 푸마린산 및 말레인산; 에틸렌불포화카르복사이드 

및 에틸렌불포화카르보니트릴, 바람직하게는 아크릴아미드 및 아크릴로니트릴; 푸마린산 또는 말레인산의 모노-및 

디에스테르(디에틸및 디이소프로필에스테르 등) 및 말레인산 무수물, 에틸렌불포화설포산 및 이들의 염, 바람직하게

는 비닐설폰산, 및 2-아크릴아미도-2-메틸프로판설폰산이 있다. 다른 예로는 디비닐아디페이트, 디알릴말리에이트, 

알릴메타아크릴레이트 및 트리알릴시아누레이트등 에틸렌폴리불포화코모노머의 예비가교코모노머와, 아크릴 아미

도글리코린산(AGA), 메틸메틸아크릴아미도글리콜레이트(MAGME), N-메틸올아크릴아미드(NMA), N-메틸올메타

아크릴아미드(NMMA), 알릴 N-메틸올카르바메이트, 이소부톡시에테르 등 알킬에테르 또는 N-메틸올아크릴아미드,

N-메틸올메타아크릴아미드 또는 알릴 N-메틸올카르바메이트의 에스테르 등 후가교 코모노머가 있다.

다른 적합한 코모노머에는 글리시딜메타아크릴레이트 및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등 에폭시-관능성코모노머가 있다. 

다른 예로는 아크릴옥시프로필트리(알콕시)실란 및 메타아크릴옥시프로필트리(알콕시)실란, 비닐트리알콕시실란 및 

비닐메틸디알콕시실란(여기서 화합물에 존재한 알콕시기는 메톡시-, 에톡시-, 및 에톡시프로필렌글리콜 에테르 래디

컬임)등 실란-관능성 코모노머가 있다. 또, 히드록실기 또는 CO기를 가진 모노머, 예로서 히드록시에틸, 히드록시프

로필 또는 히드록시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그 대응하는 메타아크릴레이트등 히드록시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 및 히드

록시알킬아크릴레이트와. 디아세톤아크릴아미드와 아세틸아세톡시에틸(메타)아크릴레이트 등의 화합물을 예시할 수

도 있다.

비닐아세테이트와 에틸렌 1-40wt%의 코모노머혼합물; 또는 비닐아세테이트와 에틸렌 1-40wt%, 카르복실산잔류물

중에서 탄소원자 1∼12개를 비닐에스테르, 즉 VeoVa9, VeoVa10 및 VeoVa11등 탄소원자 9~11개를 가진 알파-분

기카르복실산의 비닐에스테르, 미닐프로피오네이트, 비닐라우레이트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한 1종 이상의 다른 

코모노머 1∼50wt%의 코모노머 혼합물; 또는

비닐아세테이트, 에틸렌 1~40wt%, 바람직하게는 탄소원자 1~15개를 가진 분기 또는 무분기알코올의 아크릴에스테

르, 특히 n-부틸아크릴레이트 또는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1~60wt%의 혼합물; 또는 비닐아세테이트 30~75wt%,

비닐라우레이트 또는 탄소원자 9~11개를 가진 알파-분기 카르복실산의 비닐에스테르 1~30wt%, 탄소원자 1~15개

를 가진 무분기 또는 분기알코올의 아크릴에스테르, 특히 에틸렌 1~40wt%를 포함하는 n-부틸아크릴레이트 또는 2-

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1~30wt%의 혼합물; 또는 비닐아세테이트, 에틸렌 1~40wt% 및 비닐클로라이드 1~60wt%의

혼합물이 바람직하며, 여기서 그 혼합물은 위에서 설명한 보조모노머를 위에서 설명한 양으로 구성할 수 도 있으며, 

그 wt%는 항상 총 100wt%를 나타낸다.

처리결과 얻어진 폴리머의 글라스전이온도 Tg가 일반적으로 -50℃ ~ +50℃의 범위에 있도록 여기서 모노머와 코

모노머의 중량비를 각각 선택한다. 그 폴리머의 글라스전이온도 Tg는 공지의 방법으로 하여 시차주사열량측정 (diffe



등록특허  10-0440703

- 4 -

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방법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그 글라스전이온도 Tg는 다음의 Fox식을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계산할수도 있다. 참고문헌 (Fox T.G., Bull. Am. Physics Soc.  1 , 3, page 123(1956))에 의해 Fox식

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Tg = X 1 /Tg 1 + X 2 /Tg 2 + …X n /Tg n 여기서, X n 은 모노머 n의 중량비(

wt%/100)를 나타내며, Tg n 은 모노머 n의 호머폴리머의 글라스전이온도(켈빈)를 나타낸다. 호모폴리머의 Tg값은 

폴리머핸드북(2nd Edition, J. Wiley amp; Sons, New York (1975))에 기재되어있다.

그 제조방법은 에멀젼중합에 의해 실시하며, 그 중합온도는 일반적으로 40~100℃, 바람직하게는 60~90℃이다. 그 

중합은 에멀젼중합에 통상사용되는 레독스개시제 혼합물로 개시시킨다.

적합한 산화개시제의 예로는 퍼옥소 2황산(Peroxo disulfuric acid)의 소듐, 포타슘 및 암모늄염, 과산화수소, t-부틸

퍼옥사이드, t-부틸히드로퍼옥사이드, 포타슘퍼옥소디포스페이트, t-부틸퍼옥소피발레이트, 쿠민히드로퍼옥사이드, 

이소프로필벤젠 모노히드로퍼옥사이드 및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이 있다. 퍼옥소2황산의 소듐, 포타슘 및 암모늄

염과 과산화수소가 바람직하다. 위에서 설명한 개시제의 일반적인 사용량은 모노머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0.01~

2.0wt%이다.

적합한 환원제에는 예로서 소듐설파이트등 알칼리금속 또는 암모늄의 설파이트 및 비설파이트(bisulfites)와, 징크포

름알데히드설폭실레이트 또는 소듐히드록시메탄설피네이트(브루고라이트'Bruggolite)등의 알칼리금속포름알레히드

설폭실레이트등 설폭실산의 유도체와,(이소)아스코르빈산이 있다.

소듐히드록시메탄설피네이트와 (이소)아스코르빈산이 바람직하다. 환원제의 양은 모노머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0.015~3wt%가 바람직하다.

그 분자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중합을 할때 조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조정제를 사용할 경우 조정제의 양은 통상적

으로 중합하는 모노머를 기준으로 하여 0.01~5.0wt%이고, 그 조정제는 일반적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혼합시키거나, 

또는 그 밖에 반응성분과 사전에 혼합시킨다.

조정제의 예로는 n-도데실메르캅탄, t-도데실메르캅탄, 메르캅토프로피온산, 메틸메르캅토프로피오네이트, 이소프

로파놀 및 아세트알데히드가 있다. 어떤 조정제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보호콜로이드에는 부분 

또는 완전가수분해폴리비닐알코올이 있다. 부분가수분해폴리비닐알코올은 가수분해도 80~95mol%와 4%농도수용

액에서 회플러점도 1~30mPas(20℃에서 회플러방법, DIN53015)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분가수분해시키고 

소수성개질시킨 폴리비닐알코올은 가수분해도 80~95mol%와, 4%농도의 수용액에서 회플러점도 1~30mPas를 가진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예로는 이소프로페닐아세테이트, 비닐피발레이트, 비닐에틸헥사노에이트, 탄소원자 5개 또

는 9-11개를 가진 포화알파-분기 모노카르복실산의 비닐에스테르, 디알킬말리에이트 및 디알킬푸마레이트(디이소

프로필말리에이트와 디이소프로필푸마레이트등), 비닐클로라이드, 비닐알킬에테르(비닐부틸에테르등) 및 올레핀(에

텐 및 데센등)등 소수성 코모노머와 비닐아세테이트의 부분가수분해코폴리머가 있다. 그 소수성단위의 비는 부분가

수분해 폴리비닐알코올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0.1~10wt%가 바람직하다. 또, 위에서 설명한 폴리비닐알코올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른 바람직한 폴리비닐알코올에는 비닐알코올단위와 부티르알데히드등 C 1 ~C 4 알레히드의 아세탈화반응(acetal

ization)등 폴리머유사반응(Polymer-analogous reaction)에 의해 얻어지는 소수성화 부분가수분해폴리비닐알코올

이 있다.

그 소수성화 단위의 비는 부분가수분해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0.1~10wt%가 바람직하다.

가수분해도는 80~95mol%, 바람직하게는 85~94mol%이고, 회플러점도 (DIN53015, 회플러방법, 4%농도 수용액)

는 1~30mPas, 바람직하게는 2~25mPas 이다.

폴리비닐알코올은 가수분해도 85~94mol%와 4%농도수용액에서 회플러점도 3~15mPas(20℃에서 회플러방법, DI

N53015)를 가진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위에서 설명한 보호콜로이드는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공지된 방법에 의해 얻

을 수 있다.

그 중합을 할때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첨가하는 총량은 모노머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20wt%

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그중합에 유화제를 첨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인 경우, 소량의 유화제, 적합할 경우 

모노머량을 기준으로 하여 1~5wt%의 유화제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유화제로는 아니온 

또는 카티온 또는 비이온유화제가 있으며, 예로서 아니온계면활성제(탄소원자 8~18개의 사슬길이를 가진 알킬설페

이트, 수소성래디컬에서 탄소원자 8~18개를 가지며 에틸렌옥사이드 단위 또는 프로필렌옥사이드 단위 40개까지 가

진 알킬 또는 알킬아릴에테르설페이트, 설포석신산과 1가알코올 또는 알킬페놀의 에스테르와 반(half)-에스테르 등)

또는 비이온 계면활성제(에틸렌옥사이드단위 8~40개를 가진 알킬 폴리글리콜 에테르 또는 알킬아릴폴리글리콜에테

르등)를 들 수 있다.

그 중합은 직열배치한 최소 2개의 가압리액터내에서 실시한 다음, 최소 1개의 비가압리액터내에서 그 중합을 계속하

여 실시한다.

사용되는 가압리액터와 비가압리액터는 교반기, 가열/냉각 시스템 및 출발재를 공급하고 각각 생성물을 배출하는 라

인(lines)을 장치한 적합한 크기의 통상의 강제리액터(steel reactors)이다. 바람직한 플랜트구조는 직열 배치한 2개

의 가압리액터와 1개 또는 2개의 후속(subsequent) 되는 비가압리액터로 구성되어있다. 2개이상의 비가압리액터를 

사용할 경우 그 리액터를 교대로(서로 나란하게 설정) 또는 연속적으로(직열설정)조작할 수 있다. 2개이상의 가압리

액터를 가진 레벨이 더 높은 캐스케이드(cascades)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플랜트구조의 복잡성(complexity)이 높

아지게 되어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가압리액터내에서는 유입되는 유체질량(mass flows)전체와 유출되는 유체

질량 전체가 동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 이 방법을 실시한다. 그 비가압리액터는 서로 평행하게 설치하여 조작하

고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열배치한 가압리액터의 제1가압리액터에서 최종 가압리액터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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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압력구배(gradient)가 저하하도록 그 직열배치한 가압리액터내에 압력을 설정하여 이 압력구배에 의해 신

뢰성있게 가압리액터의 개스케이드내에서 유체질량(mass flow)이 발생하도록 한다.

압력조절밸브 또는 펌프에 의해 최종가압리액터에서 그 하류 비가압리액터로 물질이동(mass transport)을 발생시켜

그 이동량은 그 상류 가압리액터내에 도입되는 처리재의 유체질량에 대응한다.

그 중합반응개시전에, 그 가압리액터의 50~80% 용량에는 코폴리머 구성, 보호콜로이드의 특성 및 양, 입자크기 및 

고형분함량에 대하여, 중합반응시킨 최종 생성물에 대응하는 폴리머분산액을 필링(filling)한다.

이 폴리머분산액은 그 가압리액터내에서 배치(batch)중합에 의해 제조하거나, 또는 그 가압리액터에는 별도로 제조

한 분산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압리액터에는 제1가압리액터에서 압력 Pl, 바람직하게는 30~80bar하에 그리고 최종 가압리액터에서 압

력 P2 , 바람직하게는 10~40bar하에(단, P1＞P2임) 중합을 실시하도록 소정량의 에틸렌을 공급한다. 직열배치한 그

가압리액터의 제1가압리액터에서 최종 가압리액터로 처리결과 압력구배가 강하(falling)하도록 그 에틸렌압력을 조

절한다. 직열배치한 2개의 가압리액터 사이의 압력차는 2~40bar가 바람직하다. 그 가압리액터 사이의 압력차는 연

속적인 중합처리 프로세스를 밟을때 유체 질량(mass flow)의 구동력으로 작용한다. 모노머 전체를 제1가압리액터내

에서 혼합시키거나, 또는 이들 모노머를 이들의 가압리액터 사이에서 분할시킬 수 있다.

이 처리공정에서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비닐에스테르 모노머와, 선택적으로는 에틸렌이외 다른 코모노머 50~10

0wt%, 특히 70wt%이상을 제1가압리액터내에서 혼합시키고 그 잔부(remainder)를 그 다음 가압리액터내에서 혼합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가압리액터에서의 초기공급물은 에틸렌 최소 50wt%로 구성한다. 이 혼합공정은 별도로

실시할 수 있고(공간 및 시간), 또 혼합시키는 성분 전체 또는 일부를 프레에멀젼(preemulsion)의 형태로 혼합시킬 

수 있다.

출발재의 다른 스트림(streams)이외에, 시드라텍스(seed latex)를 제1가압리액터에 도입할 수 있으며, 이 시드라텍

스의 입자크기 Dw는 최종생성물의 입자크기에 대응한다. 즉, 그 시드라텍스의 입자크기 Dw는 ＞500nm, 바람직하게

는 800~1200nm이다. 그 시드라텍스는 폴리비닐-알코올-안정화비닐에스테르 -에틸렌분산액이 바람직하다. 그 시

드라텍스는 최종생성물과 동일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기서, '동일성'이라는 용어는 그 시드라텍스가 코폴리머구

성, 보호콜로이드의 특성 및 양, 입자크기 및 고형분함량에 대하여 최종 중합생성물과 동일하다는 의미을 가진다. 그 

시드라텍스는 배치프로세스(batch process)로 제조할 수 있다. 그 처리 공정에서는 소정의 바람직한 양의 시드라텍

스를 최종 비가압리액터에서 펌프를 통하여 제1 가압리액터로 직접 재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드라텍

스의 양은 비닐에스테르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0.1~8.0wt%(고형분/고형분)이다. 사용되는 시드라텍스의 양은 리액

터내에서 그 입자크기의 변동을 억제하고 리액터 벽상에서의 피착물 생성을 억제하는 데 필요로 하는 량으로, 0.1~3.

0wt%가 바람직하다.

여기서, 특정의 경우 필요한 양은 모노머의 구성과, 각각의 폴리머 및 선택한 보호콜로이드계에 따라 좌우된다.

그 중합을 바람직하게는 15~20시간동안 처리할 경우 그 시드라텍스의 공급물을 완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대

이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같은 환경하에서 그 시드라텍스의 유일한 기능은 안전성있는 처리조건을 더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 중합개시후 15~20시간 경과시킬 경우 시드라텍스의 첨가를 종료시키는 조작방식이 특히 바람직하

다.

모든 그 보호콜로이드는 제1가압리액터내에서 초기공급물(initial charge)을 형성하거나, 또는 그밖에 그 보호콜로이

드의 일부는 제1 가압리액터내에서 초기공급물을 형성하고 그 보호콜로이드의 잔부(remainder)는 그 다음 가압리액

터내에서 혼합시킬 수 있다.

제1가압리액터에서 초기공급물 형성에는 보호콜로이드 최소 70wt%가 바람직하고, 또 제1가압리액터내에서 초기공

급물형성에는 보호콜로이드 전부가 특히 바람직하다. 그 중합을 산화성분과 환원성분으로 이루어진 레독스계로 개시

시키며, 그 환원성분 전부는 제1가압리액터내에서 도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산화성분을 모든 가압반응기내에

서 혼합시킨다. 그 개시제를 혼합시켜 모노머의 전화(conversion)를 조절하도록 한다. 이들의 개시제를 혼합시키는 

총괄방식에 의해, 연속적인 중합을 신뢰성있게 제공하도록하며, 제1가압리액터내에서의 중합을 각각의 경우 그 배치

(batch)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잔류모노머함량 10~20wt%까지 처리하고 최종 가압리액터내에서의 중합을 그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잔류모노머함량 ＜3wt%까지 처리하도록 한다. 제1 가압리액터내에서 환원성분만을 바람직

하게 도입시켜 개시제의 전체소비량을 저감시키며 그 분산액의 필름에서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그 출발재의 전

체적인 혼합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그 가압리액터 캐스케이드에서 얻어진 평균체류시간이 총 60~180분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가압리액터내에서 그중합을 완료시킨다음, 비가압리액터내에서 공지의 방법을 사

용하여 잔류모노머를 일반적으로 레독스-촉매에 의해 개시시키는 후중합에 의해 제거한다. 따라서, 그 개시제의 두성

분은 그 비가압 리액터내에서 완료프로세스에 필요한 양으로 첨가시킨다.

휘발성 잔류 모노머는 바람직하게는 감압하에서 증류에 의해, 적합할 경우 그 생성물에 불활성 캐리어가스, 예로서 

공기, 질소 또는 스팀(steam)을 통과시켜 제거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수용성분산액은 고형분함량 30~75wt%, 바람직하게는 50~60wt%을 가진다. 

물에 재분산성이 있는 폴리머분말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수용성분산액을 예로서 유동상건조, 냉동건조, 또는 적합할 

경우 분무조제로서 보호콜로이드를 첨가시킨 후 분무건조에 의해 건조시킨다. 그 분산액은 스프레이 건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스프레이건조는 통상의 분무건조플랜트에서 실시하며, 분무(atomization)는 여기서 단유동상 노즐, 

쌍유동상 노즐 또는 다유동상 노즐에 의해 또는 회전디스크의 사용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그 방출온도는 플랜트, 수

지의 Tg 및 바람직한 건조정도에 따라 45~120℃, 바람직하게는 60~90℃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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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분무조제의 총량은 그 분산액의 폴리머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3~30wt%이다. 이것은 건조처리 공

정전 보호콜로이드의 총량이 그 폴리머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3~30wt%, 바람직하게는 5~20wt%로 되도록 하

는 기술적 의미가 있다.

적합한 분무조제에는 부분가수분해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돈; 전분(아밀로오스 및 아밀로펙틴), 셀룰로오스

및 이들의 카르복시메틸, 메틸, 히드록시에틸 및 히드록시프로필유도체등 수용성형태의 폴리사카라이드; 카제인 또는

카제이네이트, 콩단백질, 젤라틴 등 단백질; 리그닌설포네이트; 폴리(메타)아크릴산, (메타)아크릴레이트와 카르복실

-관능성코모노머단위의 코폴리머, 폴리(메타)아크릴 아마이드, 폴리비닐설폰산 및 이들의 수용성코폴리머 등 합성폴

리머; 멜라민-포름알레히드설포네이트, 나프탈렌-포름알레히드설포네이트, 스트렌-말레인산코폴리머 및 비닐에테

르-말레인산코폴리머가 있다.

분무조제로서 폴리비닐알코올 이외에 보호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재폴리머를 기준으로 하

여 소포제 함량 1.5wt%이내가 분무중에 바람직한 것으로 자주 확인되었다. 내블로킹성(blocking resistance)의 향상

, 즉 글라스전이온도가 낮은 분말의 저장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얻어진 분말은 폴리머성분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바람직하게는 30wt%이내의 내블로킹제(antiblocking agent)(고화방지제; anticaking agent)를 구성할 수 있다. 내

블록킹제의 예로는 바람직하게는 입자크기 10㎚~10㎛의 칼슘카르보네이트, 마그네슘카르보네이트, 활석, 석고, 실

리카, 카올린 및 실리케이트가 있다.

고형분함량에 의해 분무시키는 생성물의 점도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점도는 ＜500mPas(브룩필드점도, 20rpm, 2

3℃), 바람직하게는 ＜250mPas를 나타낸다. 분무시키는 분산액의 고형분함량은 ＞35%, 바람직하게는 ＞40%이다.

생성물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분무프로세스를 밟을때 다른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존재

하는 분산액 분말조성물의 다른 성분의 예로는 안료, 필러, 폼(foam)안정제 및 소수성화제가 있다.

수용성폴리머분산액과 물에 재분산성이 있는 보호콜로이드 안정화 폴리머분말을 이들 재료에 대표적인 응용분야, 예

로서 건축분야의 화학제품, 적합하게는 시멘트(포오트랜드시멘트, 알루미나, 포졸란, 슬래그, 마그네시아, 또는 포스

페이트시멘트), 소성석고 또는 물유리등 수경성바인더와의 배합에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건축용접착제, 특히 타일접

착제 또는 외부단열시스템접착제, 플라스터 (plasters)또는 렌더링(renderings), 흙손질용 조성물(trowelling compo

sitions), 플로어필링 (floor-filling)조성물, 유동성조성물, 실링슬러리(sealing slurries), 조인팅 (jointing)모르타르 

또는 페인트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코팅조성물의 바인더 또는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텍스타일 

또는 종이의 코팅 또는 바인닝용 조성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드라텍스로서 그 자체 최종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잇점이외에, 각각의 시드분산액(seed dispersion)

을 제조하고 저장하며 제공할 필요(라인, 펌프용)가 없는 또 다른 잇점이 있다. 그 혼합조성의 외래성분이 그 생성물

에 잔류되지않는다. 그 시드라텍스의 소정의 양을 소형펌프에 의해 최종 비가압리액터에서 제1 가압리액터내로 바람

직하게 직접 재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획하여 실시하여야할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다.

외측공급원에서 시드(seed)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순제조속도는 감소되지 않는다. 아래의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

가수분해도 88mol%와 회플러점도 4mPas를 가진 폴리비닐알코올 7wt% (비닐아세테이트-에틸렌코폴러를 기준으로

함)로 안정화시킨, 비닐아세테이트 83wt%와 에틸렌 17wt%를 가진 비닐아세테이트-에틸렌코폴리머의 수용성분산

액 4.0kg을 5ℓ용 가압리액터 R1내에서 초기공급물(initial charge)을 형성하였다. 또, 비닐아세테이트 500g과, 가수

분해도 88mo%와 회플러점도 4mPas 를 가진 폴리비닐알코올 20% 농도수용액 200g이 초기공급물을 형성하였다.

이 가압리액터 R1은 동일크기의 가압리액터 R2에 접속시켜 동일하게 분산액으로 공급하였다.

두개의 가압리액터에는 에틸렌을 공급하였으며, 제1가압리액터의 압력은 70bar이었고 제2가압리액터의 압력은 35b

ar이었다. 따라서, 유체질량(massflow)의 구동력은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였다. 제2가압리액터에서 펌프에 의해 처리

한 분산액의 양은 그 2개의 가압리액터내에 도입시킨 처리재의 스트립의 양과 동일하였다.

2개의 가압리액터를 온도 65℃로 가열시킨 다음, 개시제, 포타슘퍼설페이트(수중에서 3wt% 용액) 및 브루고라이트(

Bruggolite)(수중에서 1.5wt%용액)을 계량하여 혼합을 개시하였다(가압리액터 R1에서는 각각 25ml/h로, 가압리액

터 R2에서는 각각 60ml/h로). 그 반응을 시작할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검출할 수 있는 가압리액터 R1내에서의 다

른 혼합처리를 아래와 같이 개시하였다:

속도1000g/h에서 비닐아세테이트, 속도1200g/h에서 폴리비닐알코올, 속도30g/h에서 분산액 에틸렌은 가압리액터 

R1에서 70bar의 압력으로 하여 320g/h의 속도로 추가하였다. 처리결과 얻어진 최종분산액을 펌프에 의해 가압리액

터 R2에서 비가압리액터 R3로 이송하였다. 이 비가압리액터 R3에서는 분산액 10kg당 t- 부틸히드로퍼옥사이드(수

중에서 10wt%용액) 20㎖와 브루고라이트(수중에서 10wt%수용액) 20㎖를 사용하여 그 중합을 계속하였다. 그 중합

시간은 20시간으로 하였다. 이것은 고형분 함량 50.3%, 점도 150mPas(브룩필드 20, 23℃), pH4.1 및 입자크기 직경

Dw 1130nm을 가진 분산액을 얻었다. 그 입자크기 분포는 실험시간에 걸처 안전성이 있었다. 리액터벽상의 피착물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250㎛이상으로 스크리닝(screening)을 한 스크린 잔류물(screen residue)은 350ppm(mg/

kg)이었다. 그 K값은 105이었다. 유리잔류모노머는 ＜ 300ppm이었다. 이 분산액은 시멘트중에서 안정성이 있었다.

실시예 2

환원성분 브루고라이트(Bruggolite)를 가압리액터 Rl내에서만 80g/h의 속도로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중합방

법을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실시하였다.

처리결과, 고형분함량 50.0%, 점도 14.0mPas(브룩필드 20, 23℃), pH4.1 및 입자크기 직경 Dw 1050nm을 가진 분

산액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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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자크기분포는 실험시간에 걸처 안정성이 있었다. 리액터벽상에서 피착물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250㎛이상

으로 스크린닝을 한 스크린 잔류물은 150ppm이었다. 유리잔류모노머는 ＜500ppm이었다. 그 분산액은 시멘트중에

서 안정성이 있었다.

실시예 3

그 분산액은 가압리액터 R1내에서 실시예 1의 1/2속도, 즉 15g/h의 속도로 혼합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하여 중합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형분함량 50.6%, 점도 135mPas(브룩필드 20, 23℃), pH4.0 및 입자크기 직경 Dw 1130nm을 가진 분산

액을 얻었다. 그 입자크기분포는 실험시간에 걸처 안정성이 있었다. 리액터벽상의 피착물 형성이 관찰되지않았다.

250㎛이상으로 스크리닝을 한 스크린잔류물은 280ppm이었다. 유리잔류모노머는 ＜500ppm이었다. 그 분산액은 시

멘트중에서 안정성이 있었다.

실시예 4

중합방법은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실시하였다.

처리사간 15시간후에는 그 시드라텍스를 혼합하지 않았다. 중합은 그 시드 라텍스를 첨가하지 않고 그 다음 20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형분함량 50.3%, 점도 165mPas(브룩필드 20, 23℃), pH4.2 및 입자크기 직경 Dw125

0nm을 가진 분산액을 얻었다. 그 입자크기분포는 실험시간에 걸처 안정성이 있었다.

리액터벽상의 피착물형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250㎛이상으로 스크리닝을 한 스크린잔류물은 150ppm이었다. 유리잔

류모노머는 ＜500ppm이었다. 이 분산액은 시멘트중에 안정성이 있었다.

실시예 5

시드라텍스로서 가압리액터 R1내에서 분산액을 혼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중합방법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고형분함량 50.8%, 점도 180mPas(브룩필드 20, 23℃) 및 PH 4.1를 가진 분산액을 얻었다.

그 입자크기 분포는 2가지 조건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단일모드 약 1500nm과 2개모드 약 400nm/2200n

m 250㎛이상으로 스크리닝을 한 스크린잔류물은 350ppm이었다. 그 K값은 105이었다. 유리잔류모노머는 ＜300pp

m이었다. 그 분산액은 시멘트중에서 안정성이 있었다.

대비실시예 6

가압리액터 R1에서 혼합한 시드라텍스가 중합생성물이 아니고 미세입자(300nm)의 유화제로 안정화시킨 비닐아세

테이트-에틸렌 분산액인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중합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형분함량 50.2%, 점도 110mPas(브룩필드 20, 23℃), pH4.2 및 입자크기 직경 Dw 950nm을 가진 분산액

을 얻었다. 그 입자크기분포는 실험시간동안에 걸처 안정성이 있었다. 그 리액터벽상의 피착물형성은 관찰되지 않았

다.

250㎛이상으로 스크리닝을 한 스크린 잔류물은 220ppm(mg/kg)이었다.

그 K값은 105이었다. 유리잔류모노머는 ＜300ppm이었다.

이 분산액은 시멘트중에서 불안정성이 있었다.

대비실시예 7

구성은 동일하나 배치프로세스에서 제조한 분산액을 사용하였다.

그 분산액은 비닐아세테이트 83wt%와 에틸렌 17wt%를 가진 비닐아세이트-에틸렌코폴리머로 구성시켰으며, 가수

분해도 88mol%와 회플러점도 4mPas를 가진 폴리비닐알코올 7wt%(상기 코폴리머를 기준으로 함)로 안정화시켰다.

이 분산액은 또 실시예 1~4에서 시드라텍스 분산액으로 사용하였다.

분산액의 분말제조

실시예 1~4와 대비실시예 5~7의 분산액을 가수분해도 88mol%와 회플러점도 4mPas를 가진 폴리비닐알코올 5wt%

(고형분/고형분)로 처리시키고, 분무점도 250mPas로 될 때까지 물로 희석하였다. 그 다음, 그 분산액을 2종 유체노

즐에 의해 분무시켰다. 압력 4bar로 압축시킨 공기를 분무매질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온도 125℃로 가열시킨 병류공

기(cocurrent air)를 사용하여 그 형성된 액적을 건조시켰다. 그 결과 얻어진 건조분말을 시판용 내블록킹제(칼슘 마

그네슘 카보네이트와 마그네슘 히드로실리케이트의 혼합물) 10wt%로 처리하였다.

폴리머 필름의 재분산성 성능

위에서 설명한 실시예의 분산액(분무건조전)을 사용하여 글라스 슬라이드상에서 두께 0.2mm의 필름을 제조하여, 이

들의 필름을 105℃에서 15분간 건조되었다. 필름의 재분산성을 체크하기 위하여, 피펫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물 한 방

울을 테스트한 각 필름의 균질영역에 처리하였다. 이 영역을 그 물방울과 60초간 접촉시킨 다음, 그 필름이 글라스슬

라이드의 이 영역에서 제거될 때까지 이 접촉시킨 영역을 손가락 끝으로 마찰시키거나, 또는 그 필름을 여러 조작으로

되게 파괴시키거나 또는 그 필름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켰다.

그 폴리머필름의 재분산성을 다음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등급 1 : 약한 마찰에 의해 그 필름이 즉시 재분산되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재분산됨

등급 2 : 마찰에 의해 필름이 재분산되나 일부 필름단편은 분산이 어려움

등급 3 : 필름단편이 형성되어 필름의 재분산에는 강력한 마찰이 필요함

등급 4 : 강력한 마찰을 연장한 후에도 필름이 재분산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됨

분말의 침전성능 측정(튜브 침전)

침전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산액 분말 50g을 물 50㎖에 재분산시킨다음, 0.5% 고형분함량으로 될 때까지

희석하였다. 눈금표시 튜브내에 주입한 이 재분산액 100㎖에 대하여 침전고형분의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1시간후 침

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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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블록킹성(blocking resistance)측정

내블록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사를 장착한 철제파이프내에 분산액분말을 넣은 다음, 금속제 램(ram)으로부터 하

중을 받도록 하였다.

그 하중을 가한 다음에 건조캐비넷내에서 16시간동안 50℃로 저장하였다.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그 분말을 튜브

에서 꺼내어 그 분말의 분쇄에 의해 내블록 킹성을 정성분석에 의해 측정하였다. 내 블록킹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

였다.

1 = 내블록킹성이 대단히 좋음

2 = 내블록킹성이 좋음

3 = 내블록성이 충분함

4 = 내블록킹성이 없음 - 분쇄후 분말은 자유로운 유동성이 더이상없음

시멘트안정성의 측정

시멘트혼합물을 다음 조성물로 제조하였다.

포트랜드 시멘트 82.5g

방해석(calcite)(CaCO 3 10-40㎚) 75g

규사(200~500㎚) 142g

분산액분말 14.5g

물 85g

이 시멘트혼합물의 작업성을 2시간에 걸쳐 관찰하여 정성분석에 의해 평가하였다.

그 테스트 결과를 다음표 1에 나타낸다.

표 1

표 1에서 볼 때, 본 발명의 처리공정을 사용하여 얻어진 생성물의 분말에서 내블록킹성과 저장안정성을 표준 배치프

로세스(batch process)에 의해 제조한 비닐아세테이트-에틸렌분말에서의 내블록킹성과 저장안정성과 대비할 때 본

원발명이 대비할 수 있는 물성을 가진 분말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이들 분말의 재분산성과 시멘트안정성에

서도 본원발명이 대비할 수 있는 물성을 가진 분말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타일 접착제의 인장결합강도를 다음 

조성물(분말시멘트 6wt%)에 대하여 테스트하였다.

규사 586부

포트랜드시멘트 350부

셀룰로오스 4부

분산액분말 60부

그 인장결합강도는 다음 4가지 저장조건에서 측정하였다:

28D : 건조저장 28일

7D/21W : 건조저장 7일/습윤저장 21일

14D/14DC+70℃/1D : 고온저장

동결(frost)/해동(thaw) : 동결/해동상태에서 저장

그 처리결과를 다음의 표 2에 나타낸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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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B는 파괴시 연신율(elongation at break)를 나타내고, UTS는 인장강도(ultimate tensile strength)를 나타내

며, 이들의 물성은 D1W53504에 의한 인장 터스트에서 두께 약 200㎛의 건조필름상에 있는 건조분산액필름에 대하

여 측정하였다.

표 2의 결과 설명 : 대비실시예 7의 분말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분말은 모든 저장조건에서 대비할 수 있는 특성프로

파일을 나타낸다. 대비실시예 6의 분말(시드라텍스로서 유화제 안정화 분산액)은 습윤저장상태와 동결/해동저장상태

(유화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에서 특성이 약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 1가압리액터내에 도입한 처리재에는 시드라텍스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출발

처리재 스트림이외에 입자크기 직경 Dw가 최종생성물의 입자크기직경에 대응하는 시드라텍스를 포함하도록 하는 기

술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진 분산액은 시멘트 중에서 안정성이 있으며,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진 수용성폴

리머분산액과 물재분산성 보호콜로이드 안정화 폴리머 분말은 건축분야의 화학제품, 건축용 접착제, 코팅조성물의 

바인더 또는 접착제, 텍스타일 또는 종이의 코팅 또는 바인더용 조성물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닐에스테르와 에틸렌을 기재로 하며, 선택적으로는 다른 코폴리머를 기재로 하는, 수용성 폴리머 분산액 형태 또는

물-재분산성 폴리머 분말형태의 폴리비닐-알코올-안정화폴리머를 프리래디컬 개시 연속에멀젼 중합에 의해 선택적

으로는 그 중합결과 얻어진 폴리머 분산액의 건조에 의해 제조하며. 그 에멀젼중합을 직열 배치한 최소 2개의 가압리

액터내에서 온도 40~100℃와 압력 5~100bar 하에 잔류모노머 함량 3wt%이하로 될 때까지 실시한 다음, 최소 1개

의 비가압리액터 내에서 온도 20~60℃와 압력＜1.0bar하에 그 에멀젼중합을 계속시키고,

산화성분과 환원성분으로 이루어진 레독스계(redoxsypstem)를 사용하여 그 환원성분의 최소일부가 제1가압리액터

내로 도입될 때, 그 에멀젼중합을 개시시키는 폴리비닐-알코올-안정화폴리머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 1가압리액터내에 도입시킨 처리재에는 시드라텍스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출발처리재 스트림이외에 입자

크기 직경 Dw가 최종생성물의 입자크기 직경에 대응하는 시드라텍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시드라텍스는 폴리비닐-알코올-안정화비닐에스테르-에틸렌 분산액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시드라텍스는 코폴리머구성, 보호콜로이드의 특성및 양, 입자크기 및 고형분함량에 대하여 그 에멀젼중합의 최종생

성물에 대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시드라텍스의 양은 비닐에스테르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0.1~8.0wt%(고형분/고형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

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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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멀젼중합의 실시시간이 15~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시드라텍스를 공급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전 환원성분은 제 1가압리액터내로 도입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에멀젼중합은 직열배치한 2개의 가압리액터내에서 실시한 다음에 1개 또는 2개의 비가압리액터(unpressurized rea

ctors)내에서 실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모노머(monomers)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경우 탄소원자 1~12개를 가진 카르복실산의 1종 또는 그 이상

의 비닐에스테르 30~90wt%와 에틸렌 1~40wt%를, 선택적으로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비닐할

라이드 및 올레 핀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한 1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코모노머와 공중합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그 공중합처리재는 비닐아세테이트와 에틸렌 1~40wt%의 코모노머혼합물; 또는 비닐아세테이트와 에틸렌 1~40wt

%및 카르복실산잔류물에서 탄소원자 1~12개를 가진 비니레스테르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한 1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코모노머 1~50wt%의 코모노머 혼합물; 또는 비닐아세테이트, 에틸렌 1~40wt%, 탄소원자 1-15개를 가진 무

분기 또는 분기 알코올의 아크릴에스테르 1-60wt%의 혼합물; 또는 비닐아세테이트 30-75wt%, 비닐라우레이트 또

는 탄소원자 9-11개를 가진 알파-분기카르복실산의 비닐에스테르 1-30wt% 및 에틸렌 1-40wt%를 포함하며, 탄소

원자 1-15개를 가진 분기 또는 무분기 알코올의 아크릴에스테르 1-30wt%의 혼합물; 또는 비닐아세테이트, 에틸렌 

1-40wt%및 비닐클로라이드 1-60wt%의 혼합물이고,

이들 혼합물은 또 보조모노머를 구성하며, wt%데이타는 총 100%를 나타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4항에 있어서,

사용되는 보호클로이드는 가수분해도 80~95mol%와 4%농도수용액중에서 회플러점도1~30mPas를 가진 부분가수

분해 폴리비닐알코올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한 1종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에멀젼 중합이 제 1가압리액터에서 압력 30~80bar로 최종가압리액터에서 압력 10-40bar로 실시되도록 소정량의 

에틸렌을 가압리액터로 공급시키며, 직열배치한 가압리액터의 제 1가압리액터에서 최종가압리액터로 강하하는 압력

구배를 얻도록 에틸렌압력을 조절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에틸렌이외에 비닐에스테르 모노머 50~100wt%(총중량을 기준으로 함)와 다른 코모노머를 가압리액터내에 혼합시

키고 그 잔부를 그 다음 가압리액터내에서 혼합시키며, 제 1가압리액터내의 초기공급물은 최소 50wt%의 에틸렌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제 1가압리액터의 초기 공급물에는 최소 70wt%의 보호클로이드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에멀젼중합을 각각의 경우 배치(batch)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 1가압리액터내에서 잔류모노머함량 10-20wt

%로 될 때까지 처리하고, 최종가압기액터내에서 잔류모노머함량 ＜ 3wt%로 될 때까지 처리하도록 개시제를 혼합시

킴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에멀젼중합을 할 때 가압리액터내에서 평균체류시간은 60~180분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그 결과 얻어진 수용성분산액은 분무건조(spray drying)에 의해, 선택적으로는 분무조제로서 다른 보호클로이드를 

첨가시킨 후 분무건조에 의해 건조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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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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