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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발명의 명칭】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polycarbonatediol)의 제조법 

 

(57)【요약】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polycarbonatediol)의 제조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즉, 본 

발명은, 우레탄화 반응에 있어서의 반응성(우레탄화 반응성)이 안정된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 특히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에 의한 우레탄화 반응에 있어서 안정된 

높은 반응성을 가지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해결 수단】  

본 발명의 과제는, 에스테르 교환 촉매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아인산 

트리에스테르의 존재 하에 가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에스테르 교환 촉매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아인산 트리에스테르의 존재하에서 

가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에스테르 교환 촉매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이, 카보네이트 화합물과 디올 

화합물을 에스테르 교환 촉매의 존재하에서 에스테르 교환 반응시켜 얻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에스테르 교환 촉매가, 알콕시 또는 아릴옥시 티타늄 화합물, 유기주석 화합물, 혹은 

알콕시 알루미늄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아인산 트리에스테르를 에스테르 교환 촉매에 대하여 0.8~10 배 몰 존재시켜 

가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열처리 온도가 70~14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 

 

【청구항 6】  

에스테르 교환 촉매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아인산 트리에스테르의 존재하에서 

가열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 

 

【청구항 7】  

폴리카보네이트디올 중에 함유되는 에스테르 교환 촉매를 아인산 트리에스테르의 

존재하에서 가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활성의 안정화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0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우레탄화 반응에 있어서의 반응성(우레탄화 반응성)이 안정된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 즉,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에 의한 우레탄화 반응에 있어서 

안정된 높은 반응성을 가지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에 관한 

것이다.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은, 각종 우레탄 화합물의 원료로서 유용한 화합물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우레탄화라 함은「(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우레탄으로 전화(転化)한다」것을 

가리킨다. 

【0002】 

【종래의 기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은 카보네이트 화합물과 디올 화합물을 에스테르 교환 촉매의 

존재하에서 에스테르 교환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되지만, 통상은, 실활(失活)처리를 시행하지 

않는 한, 에스테르 교환 촉매를 활성한 채로 함유하고 있다. 

【0003】 

이 때문에, 상기와 같이 하여 얻어지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에스테르 교환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은, 이 에스테르 교환 촉매가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에 의한 우레탄화 반응도 촉진하기 때문에, 우레탄화 반응, 즉,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에 의한 우레탄화 반응에 있어서의 반응성(우레탄화 반응성)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0004】 

따라서, 이와 같은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사용하여 우레탄화 반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응 제어가 곤란하거나 또는 번잡하게 되거나(예를 들어, 반응 후기에 반응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반응 스케일이 커지면 급격한 발열을 일으킨다), 혹은 반응 중에 반응물이 

겔화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또한,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로서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우레탄화 반응성이 매우 

낮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0005】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종래는, 산이나 물 등으로 에스테르 교환 촉매를 

미리 실활시키고, 그 후, 우레탄화 반응 시에 새롭게 우레탄화 촉매를 가하여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우레탄화 반응성을 조절한다고 하는 번잡한 조작이 필요하였다 

(일본국 특공평 8－26140 호 공보 등). 

【0006】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즉, 본 발명은, 우레탄화 

반응에 있어서의 반응성(우레탄화 반응성)이 안정된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 특히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에 의한 우레탄화 반응에 있어서 안정된 

높은 반응성을 가지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0007】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과제는, 에스테르 교환 촉매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아인산 

트리에스테르의 존재하에서 가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레탄화 촉매 함유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