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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발명의 명칭 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방법 

 

(57)【요약】 

【과제】  

본 발명은, 디메틸카보네이트와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반응시켜, 분자 말단이 

수산기이며 또한 착색이 적은 고품질의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얻을 수 있는, 공업적으로 적합한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해결 수단】  

본 발명의 과제는, 디메틸카보네이트와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촉매 존재하에, 

메탄올과 디메틸카보네이트의 혼합물을 발출하면서, 반응몰비 r을 1.31~1.58로 하여 반응시켜, 

분자 말단 알킬기가 몰 기준으로 5% 이하인 폴리카보네이트디올 프리폴리머를 생성시키고, 그 

폴리카보네이트디올 프리폴리머를, 촉매 존재하에,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발출하면서 

축중합 반응시켜, 분자 말단이 수산기인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방법에 의해 해결된다.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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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1) 디메틸카보네이트와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촉매 존재하에, 생성되는 메탄올과 

디메틸카보네이트의 혼합물을 발출하면서, 다음 식으로 표기되는 반응몰비 r을 1.31~1.58로 하여, 

 r=(n＋1)/n 

(식 중, n은 1.72~3.23의 실수이고, 폴리카보네이트디올 프리폴리머의 수평균 중합도에 

상당함.)  

에스테르 교환 반응시켜, 분자 말단 수산기와 분자 말단 알킬기의 합계에 대한 분자 말단 

알킬기의 비율이 몰 기준으로 5% 이하인 폴리카보네이트디올 프리폴리머를 생성시키고,  

(2) 그 폴리카보네이트디올 프리폴리머를, 촉매 존재하에, 생성되는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발출하면서 축중합 반응시켜, 분자 말단이 수산기인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디메틸카보네이트 1 몰에 대해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0.97~1.20 몰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메탄올과 디메틸카보네이트의 공비혼합물 내지는 그 근방의 조성물을 상압(常圧)하에서 

발출하면서 반응시키고, 나아가 공비혼합물로부터 메탄올이 풍부한 조성의 메탄올과 

디메틸카보네이트의 혼합물을 감압하에서 발출하면서 반응시켜, 폴리카보네이트디올 

프리폴리머를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디메틸카보네이트가 알칼리금속 알콕사이드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 알콕사이드로 처리되어 

증류 분리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디메틸카보네이트가 일산화탄소와 아질산메틸을 반응시켜 얻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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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000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디메틸카보네이트와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반응시켜, 분자 말단(양 말단)이 

수산기인 고품질의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은, 

폴리우레탄, 접착제, 도료 등의 원료로서 매우 유용한 화합물이다. 

【0002】 

【종래의 기술】 

【0003】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는, 카보네이트와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에스테르 교환 반응시키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보네이트와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목적으로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평균 분자량에 대응시켜, 

화학량론량 또는 그것에 가까운 비율로 충전하여 반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통상은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분자 말단(양 말단；이하, 동의)이 모두 수산기는 되지 않고, 

카보네이트에 유래하는 알킬기나 아릴기가 분자 말단에 잔존하게 된다. 

【000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의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디알킬 

카보네이트와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로부터 분자 말단이 알킬기의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생성시키고, 이어서 이 폴리카보네이트디올에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반응시켜 분자 말단에 

알킬기가 적은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얻는 방법(일본국 특개 소 62－187725호 공보)이나, 디알킬 

또는 디아릴카보네이트에 대해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을 화학량론량의 1.01~1.30배 사용하여 

분자 말단에 알킬기가 적은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얻는 방법(일본국 특개소 64－118호 공보) 

등이 제안되어 있다. 

【0005】 

그러나, 전자의 방법에서는, 양 말단이 알킬기의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을 생성시킨 후에 이것을 

디올 등과 반응시키기 때문에 반응 조건이 엄격해지고, 게다가, 처음에 대과잉의 

디알킬카보네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온도가 오르지 않아, 반응에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성이 

낮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후자의 방법에서는, 특히 카보네이트로서 디메틸카보네이트를 

사용한 경우, 얻어지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의 분자 말단에 메틸기가 잔존하거나 과잉의 지방족 

디히드록시 화합물의 사용에 의해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들의 

방법에서는, 모두, 얻어지는 폴리카보네이트디올이 착색된다고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