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B01J 20/26

A61L 15/60

C08F 220/04

C08K 17/22

(45) 공고일자   2004년03월24일

(11) 등록번호   10-0406312

(24) 등록일자   2003년11월07일

(21) 출원번호 10-1998-0703802 (65) 공개번호 10-1999-0071529
(22) 출원일자 1998년05월21일 (43) 공개일자 1999년09월27일

       번역문제출일자 1998년05월21일

(86) 국제출원번호 PCT/EP1996/005074 (87) 국제공개번호 WO 1997/18890
(86) 국제출원일자 1996년11월18일 (87) 국제공개일자 1997년05월29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아일랜드  캐나다  중국  체코  일본  대한민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30) 우선권주장 195 43 368.8  1995년11월21일  독일(DE)  

(73) 특허권자 스톡하우젠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독일 데-47805 크레펠트 배커파트 25
(72) 발명자 요헨 호우벤

독일, 데-47906 켐펜, 마르게리텐슈트라쎄 209
(74) 대리인 김두규, 김성택, 이상섭

심사관 :    양인수

(54) 개선된성질을가진수분흡수성중합체,그제조방법및용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水) 팽창성이지만 비수용성인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성 액체 및 물에 대한 <1>
분말상 흡수제에 관한 것이다. 산기 함유 단량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교 중합체는 2종의 예비가교제와 1
종의 2차 가교제를 특수하게 배합하여 얻는다. 이 중합체는 높은 보유성, 가압하의 높은 흡수성, 낮은 가
용성 성분 함량 및 신속한 액체 흡수성을 함께 나타내는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복합 특성을 나타낸다.

배경기술

시판되는 초흡수성 중합체는 카르복실기가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으로 부분 중화되어 있는 <2>
가교된 폴리아크릴산이나 가교된 전분/아크릴산-그래프트 공중합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중합체들은, 예컨대 뇨와 같은 체액을 흡수할 수 있는 위생 물품과 케이블 외장용 재료에 <3>
사용된다. 여기에서, 상기 중합체들은 팽창하여 히드로겔을 형성한 가운데 뇨 또는 혈액과 같은 다량의 
수성 액체 및 체액을 흡수한다. 또한, 사용 중의 일반적인 압력하에서 흡수된 액체 양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있다. 초흡수성 중합체가 개발되면서, 이들 생성물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지난 수년간 크게 변화하
였다. 처음에는 액체와 접촉시에 매우 높은 팽창력만을 나타내는 초흡수제 개발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이
후에는 액체 흡수량 이외에도 팽창된 겔의 안정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미
국 특허 제3 247 171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보유성, 다른 한편으로는 팽창된 겔의 안정성이라
는 성질은 서로 대조적인 특성이다. 이것은 특별히 높은 보유성만을 가진 중합체는 팽창된 겔 상태에서의 
강성율이 낮으며, 따라서 가해진 압력(예, 체중)하에서 변형하여 이후의 액체 흡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법(Anglo-Saxon  usage)에서 "가압하의 흡수성"(AUP)이라고 칭하는 이러한 
특수한 흡수성은, 예컨대 미국 특허 제5 314 420호에 기재되어 있다.

위생 물품 분야에서 초흡수제에 대한 요구 조건이 증가하면서, 21 g/㎠(0.3 psi)의 초기 하중이, <4>
면모 함량이 낮으면서 다량의 초흡수제를 함유하는 기저귀 구조물이나 실금용품에 필요한 바람직한 성질 
기준으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에는 49 g/㎠(0.7 psi)의 압력 
하중이 요구된다.

당업자라면, 예컨대 높은 보유성이나 높은 흡수성, 낮은 가용성 성분 함량 또는 신속한 흡수성을 <5>
가진 생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익숙하겠지만, 이러한 4가지 이로운 특성을 동시에 모두 나타내는 생성물
의 제조는 지금까지 알려진 조성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가교제 농도를 증가시키면 가용성 함량
이 낮은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생성물의 보유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가교제 농도를 감소시키면 보유성이 높은 생성물을 생산할 수 
있지만 가용성 성분의 함량이 증가되고 겔 차단성으로 인하여 수분 흡수성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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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Re32,649호에 기술된 높은 겔 부피와 높은 겔 안정성 및 낮은 가용성 성분의 함량을 <6>
가진 생성물을 얻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암성 아크릴아미드를 분열시키는 가교제 메틸렌비스아크릴아미드
를 사용한 경우 상기 목적 성질만을 가진 생성물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성물을 위생 물품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가압하의 높은 보유율 및 액체 흡수성과 함께, 초흡수제에 존재하는 가용성 중합체 사슬의 함량<7>
은 가능한 한 낮아야만 한다. 이러한 성질은 중합 중의 불완전한 가교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가용성 
성분은 사용 중에 팽창된 중합체내에 불완전하게 보유된다. 그 결과, 기저귀내의 액체 분포가 불균일해져
서 초흡수제 성능이 감소하게 되고; 더욱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용성 성분이 기저귀 구조물로부터 누출
되어 피부에 끈적임을 유발시킨다. 유럽 특허 제312 952호에 교시된 바에 따르면, 팽창된 겔의 우수한 안
정성, 높은 흡수 속도 및 높은 수분 흡수성을 얻기 위해서는 중합체내에 낮은 가용성 성분의 함량을 절대
적으로 필요로 한다. 예컨대, 미국 특허 출원Re32,649호는 16 시간 후 낮은 가용성 성분의 한계값을 17%
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기저귀당 보다 많은 초흡수제 부분을 지닌 보다 얇은 기저귀를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기 한계값 역시 너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의 초흡수제에서는 16 시간 후 12%, 보다 바람
직하게는 10%의 한계치가 이상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감소된 면모부와 증가된 초흡수제부를 가진 위생 물품에 있어서 초흡수제에 요구되는 <8>
또 다른 요건은 액체를 발생 순간에 신속하게 흡수하는 성질인데, 이는 면모 펄프 부의 완충 효과가 상당
히 감소되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 제5 314 420호는 탄산나트륨을 첨가하여 신속 흡수성 초흡수제를 제조
하는 방법을 교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단지 초흡수제의 물리적 구조 변화를 일으켜 보다 빠른 흡입 속도
를 얻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합체의 다른 기본 성질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국제 특허 
공개 제93/24153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분 흡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계면활성제 유사 물질로 표
면을 처리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질인 재습윤성, 즉 한번 흡수된 액체를 영구적으로 보유
하는 초흡수성 중합체의 성질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즉, 계면활성제의 존재는 전술한 재습윤
성을 상당히 손상시킨다.

국제 특허 공개 제94/09043호의 목적은 가압하에서도 수성 액체에 대해 증가된 흡수성을 가진 신<9>
규의 초흡수성 중합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 단계로서 메틸렌비스아크
릴아미드, 비스(아크릴아미도)아세트산, 알릴 아크릴레이트, 알릴 메타크릴레이트, 말단 비닐 작용기와 
말단 알릴 작용기를 가진 에스테르나 아미드, 또는 고도로 에톡시화된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
트와 중합중에 예비 가교시키는 단계; 제2 단계로서 형성된 중합체 입자의 표면을 가교제로 코팅한 뒤 가
교시키는 단계로 제조되는 이중 가교된 초흡수제를 개시하고 있다. 그 자체가 공지된 이 공정에서, 바람
직한 표면 가교제는 폴리히드록시 화합물로서, 제1 단계에서 형성된 중합체 겔의 수분을 부분적으로 제거
시킨 후 이화합물을 물이나 물/용매 혼합물과 함께 도포하고, 고온(175℃ 내지 230℃)에서 반응시킨다.

또한, 전술한 1차 가교제 중 1종을 2차 표면 가교제와 혼합하면 가압하의 보유성과 액체 흡수성 <10>
면에서 특이한 생성물의 성질을 얻을 수 있어, 흡수성 중합체가 다량의 액체를 흡수하여 가압하에서도 그 
액체를 보유해야만 하는 위생 물품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성물은 현대 기
저귀 구조물의 중요한 조건인 신속한 액체 흡수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국제 특허 공개 제93/21237호는 폴리알킬 글리콜의 불포화 에스테르로 가교된 초흡수성 중합체에 <11>
대하여 개시하고 있는데, 이 중합체의 성질은 후속 가열 공정에서 21 g/㎠(0.3 psi)인 저압하에서의 보유
성 및 액체 흡수성이 25 g/g로 향상되었다. 바람직한 가교제는 에톡시화된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
레이트이며, 폴리글리콜 사슬당 EO-단위의 수는 2 내지 7 범위일 수 있다. 이 문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
면, 에톡시화되지 않거나 일부만이 에톡시화된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로 가교된 초흡수제는 
그 성질이 불량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헌에 개시된 생성물은 보다 높은 하중인 49 g/㎠(0.7 psi)하에
서의 흡수성에 대한 최근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압력 하중하에서의 액체 흡수 
과정을 나타내는 국제 특허 공개 제93/21237호의 8/8면에 도시된 도 13은 개시된 중합체의 단점을 분명하
게 보여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압력 하중 범위인 63 g/㎠(0.9 psi)에서의 측정값도 약 18 g/g로 전혀 만
족스럽지 않다. 이 측정값은 실제 일반적인 150 내지 800 ㎛의 체별 분획보다 더 높은 측정값을 나타내는 
전혀 다른 300 내지 600 ㎛의 체별 분획에서 얻어진 값이므로 더욱 더 만족스럽지 않다.

미국 특허 제5 314 420호의 목적은 액체를 매우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는 생성물을 제공하는 것<12>
이다. 이러한 목적은 단량체 용액에 탄산염 함유 발포제를 첨가하고 이어서 형성된 중합체를 재가교하여 
달성한다.  이  문헌은  바람직한  여러  가교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보유율, 가압하의 흡수성 및 흡수 속도의 동시적인 증가는 물론, 가용성 성분 함량의 감소에 대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 개발 제조된 생성물로는 높은 보유성과 가압하의 높은 흡수성 및 신속한 액체 <13>
흡수성의 특성을 가용성 성분 함량의 감소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흡수성 중합체 제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합 개시시에 저온에서, 예컨대 20℃보다 훨씬 낮은 <14>
온도에서 단량체 수용액 중에 첨가되는 많은 표준 가교제들의 용해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가교제로서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 디에틸렌 글리콜 
디아크릴레이트, 테트라에틸렌 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 또는 알릴 메타크릴레이트 등이 있으며, 이들을 
사용하면, 전술한 단량체 수용액은 저온에서 혼탁해진다. 이와 같이 혼탁한 용액은 가교제가 균일하게 용
해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후속 중합 과정 동안 불균일한 가교를 형성하고 표준 이하의 생성
물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DE-OS 41 38 408호는 중합에 의해 병입될 수 없는 계면활성제를 <15>
단량체 용액에 첨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따라 가용성이 낮은 가교제가 보다 균일하게 분포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2가지 주요 단점을 지닌다. 그 한가지 단점은 계면활성제 함유 단량체 용액에 질소
를 취입했을 때 이 단량체 용액으로부터 소요성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 취입이 계면활성제를 첨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정도로 용액이 발포한다는 점이다. 또다른 한가지 단점은 중합체 
중에 함유된 계면활성제가 흡수된 물의 방출을 가속화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재습윤 현상을 초래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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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흡수된 액체를 지나치게 빨리 방출시키기 때문에 위생 용품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품질의 제품을 만
든다.

국제 특허 공개 제93/21237호는 전술한 문제점에 대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즉 이 문<16>
헌에서는 가교제로서 고도로 에톡시화된 폴리글리콜의 (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를 사용하며, 바람직하게
는 에톡시화된 트리메틸올프로판을 사용한다. 에톡시화의 정도에 따라 생성되는 생성물은 단량체 용액에 
가용성이어서 균일하게 분산되며, 그 결과 목적한 가용성 함량이 낮은 생성물을 생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가교제의 단점은 재가교된 생성물이 30 g/g 초과의 보유율을 나타내지 않으며, 가압(21 g/㎠)하의 흡
수율이 28 g/g의 값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표 1 참조). 한편, 에톡시화되지 않거나 일부만이 에톡
시화된 가교제는 전술한 반응계 중에서, 특히 가용성 성분 함량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제공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문헌에는 흡수제의 흡인력 개선에 관한 해결 방안이 전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조제를 함유하지 않는 단량체 용액에서 가용성이고 재가교된 중합체<17>
가 가압하에 우수한 보유율과 흡수율을 나타내며 아울러 12% 미만(16 시간 후 값)의 낮은 가용성 성분 함
량을 함유하는 가교제 또는 가교제 혼합물을 초흡수제 중합체 제조에 제공하여 신속한 수분 흡수성을 나
타내는 생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메틸렌비스아크릴아미드와 같은 발암성 아크릴아미드를 
분열시키거나, 에틸렌 글리콜 디메타크릴산 에스테르와 같이 감광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교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산기 함유 단량체를 주성분으로 하고 그 자체가 공지된 하기 화학식 I 및 II<18>
의 화합물인 2종의 상이한 예비가교제 I 및 II를 배합한 뒤 이어서 2차 가교제로 재가교하여 제조한 초흡
수제가 30 g/g 초과의 보유율과 20 g/g 초과의 가압하의 흡수성, 12% 미만의 가용성 성분 함량(16 시간 
후) 및 40초 미만의 팽창율로 표현되는 신속한 액체 흡수성을 나타내는 생성물이라는 점이다.

[화학식 I]<19>

CH2=CHR
5
-CO-(OCHR

3
-CHR

3
)zO-CH2-CHR  

5
=CH2<20>

[화학식 II]<21>

R
1
-[O(CHR

3
-CHR

3
O)u-CO-R

2
]x<22>

상기 식에서,<23>

R
1
는 다가 C2-10- 알킬이고, R

2
는 선형 또는 분지형의 C2-10-알케닐이고, R

3
은 H, CH3, C2H5이고, R

5
<24>

는 H, CH3이며, x는 2 내지 6이고, u는 0 내지 15이며, z는 3 내지 20이다.

예비 가교제 I인 폴리글리콜 모노(메트)알릴 에테르의 (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는 (메트)알릴 작<25>
용기, (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 작용기 및 이들 두 작용기 사이에 삽입되며 3개 이상, 바람직하게는 5개 
내지 20개, 가장 바람직하게는 8개 내지 12개의 글리콜 단위로 구성된 친수성 사슬을 포함한다. 적합한 
글리콜 단위로는 에틸렌 글리콜과 프로필렌 글리콜 단위의 각각의 단독물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며; 혼
합물인 경우에는 랜덤 알콕실레이트와 블록 알콕실레이트가 적합하다. 또한, 복합 에틸렌 글리콜/프로필
렌 글리콜 사슬과 순수한 프로필렌 글리콜 사슬을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순수한 폴리에틸렌 글리콜 사
슬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예비가교제 I은, 예컨대 미국 특허 제4 618 703호에 기술된 방법에 따르거나 또는 과량의 <26>
아크릴산이나 메타크릴산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에스테르화 방법(실시예 4 내지 9)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에스테르는 미정제 상태, 즉 사용된 촉매와 과량으로 사용된 (메트)아크릴산의 존재하
에 저장한 다음 추후 가공처리할 수 있다. 보다 고순도가 필요하거나 보다 장기간 저장하려면 미국 특허 
제4 618 703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에스테르를 세척한 뒤, 증류하여 저비등점 성분으로부터 정제할 수도 
있다. 에스테르화 정도는 90% 이상,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95% 이상이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유리 
히드록실 작용기가 초기에는 기술적 성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후속 재가교 동안에 보유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예비가교제 II인 폴리히드록시 화합물의 (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는 알코올 작용기를 (메트)아크<27>
릴산 에스테르로 전환시킨 다가 알코올이다. 적합한 폴리히드록시 화합물로는, 예컨대 트리메틸올프로판,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롤, 펜타에리쓰리톨, 또는 이들의 에톡시화된 동족체, 예컨대 폴
리에틸렌 글리콜을 들 수 있다. 기술상의 생성물일 수도 있는 히드록실기의 일부가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에스테르도  포함된다.  특히,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 트리메틸올프로판-
3EO-트리아크릴레이트, 에틸렌 글리콜 디아크릴레이트, 디에틸렌 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단량
체 용액에서 일반적으로 가용성이 낮은 (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도, 이들이 가교제 I에 의하여 용액 상태
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교제 II로서 사용할 수 있다.

예비가교제 II는 시판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실시예에 사용된 Craynor CN 435는 15-<28>
EO-트리메틸올프로판의 트리아크릴산 에스테르이고; Craynor SR 351은 트리메틸올프로판의 트리아크릴산 
에스테르이다. 이 두가지 제품은 모두 크레이-밸리-컴퍼니의 제품이다.

예비가교제 I은 가교제 혼합물에 대해 40 내지 90 몰%,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80 몰%, 가장 바람<29>
직하게는 60 내지 80 몰%의 양으로 사용하고, 예비가교제 II는 가교제 혼합물에 대해 10 내지 60 몰%, 바
람직하게는 20 내지 60 몰%, 가장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40 몰%의 양으로 사용한다. 가교제 혼합물은 불
포화성산 단량체 성분에 대해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1.0 중량%의 농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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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에게는 가교된 폴리아크릴레이트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상기 두 종류의 가교제를 각각 단독<30>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특히, 폴리글리콜 모노알릴 에테르의 (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
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제4 076 663호, 제4 654 039호, 제4 906 717호, 제5 154 
713호 및 제5 314 420호에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예비가교제 I과 예비가교제 II의 바람직한 배합에 대
해서는 미국 특허 제4 654 039호, 제5 154 713호, 제5 314 420호 및 제4 076 663호에 언급되어 있는 바가 
없다. 단지 미국 특허 제4 906 717호에서만이 여러 종류의 가교제를 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기
술하고 있고, 본 발명에 속하는 혼합물도 광범위한 목록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혼합물의 장점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바람직한 실시 양태도 전혀 없다. 특히, 본 발명에 기재된 바와 같
은 2차 가교제와 혼합된 가교제 혼합물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찾아볼 수도 없
다.

전술한 가교제 혼합물은 가용성이 매우 낮은 가교제 성분 II가 가교제 I의 존재로 인하여 가용화<31>
되고, 그 결과 독일 특허 제41 38 408에서와 같이 중합시 병입되지 않는 계면활성제의 존재로 인한 재습
윤 양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활성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장점을 갖고 있다.

2차 표면 가교 방법은 본 발명에 따른 초흡수제의 특성, 특히 가압하의 액체 흡수성에 대한 특성<32>
을 향상시키는데, 이것은 팽창된 중합체 입자가 함께 점착하여 기저귀내에 추가의 액체 흡수와 액체 분산
을 저해하는 "겔 블록킹"이라고 공지된 현상을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2차 가교 동안에 중합체 분자의 카
르복실기는 고온하에서 가교제에 의하여 초흡수제 입자의 표면에서 가교된다. 본 발명에 기재된 2차 가교 
방법은 여러 문헌들, 예컨대 독일 특허 제40 20 780호, 유럽 특허 제317 106호 및 국제 특허 공개 제
94/9043에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 특허 제5 314 420호의 제8면 3행 내지 45행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업자에게 알려진 모든 2차 가교제는 예비 가교제 혼합물 I 및 II와 함께 본 발명에 따라 유리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작용기를 포함한다. 알코올, 아민, 알데히드, 글리시딜 
및 에피클로로 작용기가 바람직하나, 여러 다른 작용기를 가진 가교제 분자도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
게는,  다음과  같은  2차  가교제  중  하나를  사용한다:  에틸렌  글리콜,  디에틸렌  글리콜,  트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폴리글리세롤, 프로필렌 글리콜, 디에탄올 아민, 트리에탄올아민, 
폴리프로필렌 옥시드, 에틸렌 옥시드와 프로필렌 옥시드의 블록 공중합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에
톡시화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트리메틸올프로판, 에톡시화된 트리메틸올프로판, 펜타에리쓰리톨, 
에톡시화된 펜타에리쓰리톨, 폴리비닐 알코올, 소르비톨,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및 폴
리에폭시드, 예컨대 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특히, 2차 가교제로서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가교제는 재가교되는 중합체에 대해 0.01 내지 30 중량%,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0 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 중량%의 양으로 사용한다.

본 발명에 기재된 중합 공정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예컨대, 방사선 조사, 전자<33>
기 조사, 자외선 조사, 또는 2가지 화합물의 산화환원 반응, 예컨대 과황산 칼륨과 아황산수소 나트륨의 
반응이나 과산화수소와 아스코르브산의 반응을 들 수 있다.

또한, 중합을 개시시키기 위하여, 소위 라디칼 개시제, 예컨대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 과황<34>
산 나트륨, t-부틸 히드로퍼옥시드, 또는 디벤조일 퍼옥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여러 방법
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중합은 과산화수소와 아스코르브산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개시시키고 과황산 나트륨 및/또는 2,2'-아조비스(2-메틸프로피온아미드) 디히드로클로라이드를 열 
유도 분해시켜 완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기재된 초흡수제를 중합시키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적합하다. 예컨대, 벌크 중합, 용<35>
액 중합, 분무 중합, 역 유화 중합, 및 역 현탁 중합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용매로서 물을 사용하
여 용액 중합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액 중합은 연속 또는 불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선행 
특허 문헌에는 개시제와 2차  촉매의 농도비,  온도,  종류 및  양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허 문헌들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방법들을 본 발명에 따른 생산 
방법에 참고 인용하였다: 미국 특허 제4 286 082호, 독일 특허 제27 06 135호, 미국 특허 제4 076 663호, 
독일 특허 제35  03  458호,  독일 특허 제40  20  780호,  독일 특허 제42  44  548호,  독일 특허 제43  23 
001호, 독일 특허 제43 33 056호, 독일 특허 제44 18 818호.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산기를 함유하는 불포화 단량체로는, 예컨대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크<36>
로톤산, 이소크로톤산, 말레산, 푸마르산, 이타콘산, 비닐설폰산, 2-아크릴아미도-2-메틸-1-프로판 설폰
산, 비닐 아세트산, 메트알릴 설폰산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알칼리 및/또는 암모늄 염을 포함한다. 선택적
으로, 중합체 성질을 개질시키는 데에는 이 산 단량체에 대하여 40 중량% 이하의 다른 공단량체, 예컨대 
아크릴아미드, 메타크릴아미드 및/또는 이들의 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단량체들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단량체와 비이온계 친수성 단량체, 예컨대 (메트)알릴 알코올과의 
배합물,  및 다가 알코올이나 에톡실레이트의 모노(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메트)아크릴로니트릴, 비닐 피롤리돈, 히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 및 비닐 아세트아미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또는 이들의 알칼리 또는 암모늄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크릴산과 이것의 나트륨염 및/또는 칼륨염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기재된 중합 방법에 있어서, 산 단량체는 여러 방법으로 중화시킬 수 있다. 한가지 방<37>
법으로서, 즉 산 단량체를 사용하여 미국 특허 제4 654 039호의 교시에 따라 직접 중합을 수행한 다음, 
이어서 중합체 겔내에서 중화시켜 수행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산 단량체 성분을 중
합 이전에 25 내지 95%,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80% 정도 중화시킨 다음, 중합 개시시에 이미 나트륨 염 
및/또는 칼륨 염 및/또는 암모늄 염으로서 제공하는 것이다.

중화 목적을 위해서는 이후 단계에서 수행되는 중합에 역영향을 미치지 않는 염기를 사용하는 것<38>
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용액 및/또는 암모니아, 가장 바람직하게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또는 중탄산나트륨을 첨가하면 양의 효
과를 더 제공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제5 314 420호 및 미국 특허 제5 154 713호에 기재
된 바 있다. 단열 용액 중합시에, 부분 중화된 단량체 용액은 중합 개시 이전에 30℃ 미만, 바람직하게는 
20℃ 미만의 온도로 냉각시킨다. 전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된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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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이용한다.

본 발명에 개시된 중합체는 그래프트 기제로서 본 발명에 개시된 단량체의 총량에 대해 30 중량% <39>
이하의 양으로 수용성 중합체를 함유할 수 있다. 다른 성분들 중에서도, 상기 중합체에는 부분적으로 비
누화된 폴리비닐 알코올이나 완전히 비누화된 폴리비닐 알코올, 전분이나 전분 유도체, 셀룰로스나 셀룰
로스 유도체, 폴리아크릴산, 폴리글리콜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그래프트 기제로서 첨가되는 중
합체의 분자량은 중합 조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수성 용액 중합인 경우에는, 예컨대 중합체 용액의 
점도에 따라서 단지 저분자량의 중합체 또는 중간 분자량의 중합체만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현탁 중합인 경우에는 전술한 요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분 중화된 아크릴산의 가교 중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중합체 외에도, 그래프트 중합된 전분 <40>
또는 폴리비닐 알코올을 일부 더 포함하는 중합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생성물에서, 산 단량체는 25 몰% 이상, 바람직하게는 50 몰%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50 <41>
내지 80 몰% 정도로 중화시킨다. 중화는 대응하는 수산화 알칼리 또는 수산화 암모늄을 첨가하거나, 대응
하는 탄산염이나 탄산수소염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또한, 부분 중화는 단량체 용액을 제조하는 동안, 즉 
중합 이전에 실시하거나, 또는 미국 특허 제4 654 039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최종 중합체를 사용하여 실
시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합 이전에 부분 중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중합체는 건조, 분쇄한 뒤, 일회용 기저귀, 케이블 절연체나 다른 제품에 사용하기에 바람<42>
직한 크기 분획으로 체별한 다음, 2차 가교 반응시킨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중합체 겔을 건조하기 전
이나, 또는 부분 건조되거나 거의 건조된 중합체를 마쇄하기 이전에 미리 2차 가교제를 첨가하는 것이 성
공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2차 가교는, 예컨대 미국 특허 제4 666 983호 및 독
일 특허 제40 20 780호에 기술되어 있다. 종종 2차 가교제는 특히 소량의 2차 가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물이나 유기 용매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의 용액으로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가교제를 첨가하
기에 적합한 믹서로는, 예컨대 패터슨-캘리(Patterson-Kelley)  믹서, DRAIS  와동 믹서, 뢰디지(Lodige) 
믹서, 루베르그(Ruberg) 믹서, 스크류 믹서, 팬 믹서 및 유동-베드 믹서와, 회전 나이프들에 의해 분말이 
고속으로 혼합되는 연속 수직형 믹서[슈지(Schugi) 믹서]를 포함한다. 예비가교된 중합체와 2차 가교제를 
혼합한 후, 2차 가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120℃ 내지 250℃, 바람직하게는 135℃ 내지 200℃, 가장 바람직
하게는 150℃ 내지 185℃의 온도로 가열한다. 초흡수제의 바람직한 성질 특성이 열 손상에 의해 다시 붕
괴되는 점은 후가열 시간을 제한한다.

목적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체별 분획을 사용하여 초흡수제를 가공하며, 예컨대 기저귀용으로는 <43>
100 내지 1000 ㎜,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850 ㎜를 사용한다. 이 크기 분획은 일반적으로 2차 가교 이전
에 분쇄한 뒤 체별하여 얻는다.

본 발명에 기재된 친수성 초흡수제는 수성 액체를 흡수해야만 하는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44>
그 예로는 유아용 기저귀 형태의 위생 용품과 성인 실금용 제품, 생리대, 상처용 패치, 식품 포장재와 같
은 공지의 용도와 농업 분야에서 식물 재배, 케이블 절연체, 제지와 수용성 중합체 및 열가소성 재료와 
포말로  제조한  흡수성  시트  재료,  및  환경으로  지연  방출시키는  활성  물질  캐리어로서의  용도를 
포함한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가교제의 제조예를 예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기재된 <45>
중합체의 제조과 성질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하기의 "시험 방법"란은 초흡수제의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시험 방법<46>

1. 보유율(TB)<47>

보유율은 유럽 특허 제514 724호(제4면, 6행 내지 22행)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48>

2. 가압하의 액체 흡수율(AUP)<49>

가압하의 액체 흡수율(21 g/㎠ 및 49 g/㎠에 각각 해당하는 0.3 psi 및 0.7 psi에서의 AUP)은 미<50>
국 특허 제5 314  420호,  제9면 28ff행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측정용 액체로서 0.9% 식염
(common-salt) 용액을 사용하였다.

3. 가용성 성분(SC)<51>

가용성 성분(1시간 후와 16시간 후)은 시험 액체로서 합성 뇨 대신에 0.9% 식염 용액을 사용한 <52>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특허 제4 654 039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측정하였다.

4. 팽창 속도(SR)<53>

중합체의 팽창 속도(SR)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좁은 비이커에 합성 뇨 용액(미<54>
국 특허 제4 654 039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 20g을 넣고 칭량하였다. 시험할 물질 1g을 달아서 넓은
(직경이 5㎝) 원통형 접시의 중앙에 놓는다. 이 접시를 약하게 진탕시키면서 그 바닥 위에 초흡수성을 가
진 분말을 균일하게 분산시킨다. 접시 바닥 위로 1㎝ 거리에 단부를 위치시킨 호퍼를 사용하여 합성 뇨 
용액을 한꺼번에 첨가하였다; 이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였다. 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 시간 
측정을 중단하였다.

실시예

실시예 1: 에틸렌 옥시드 5 몰과 알릴 알코올의 반응<55>

알릴 알코올(머크 제품) 464.8 g을 승강 교반기가 장착된 5 리터 오토클레이브에서 나트륨 메틸<56>
레이트 용액(25%) 4g과 함께 반응시킨 뒤, 5 바아 이하까지 질소를 5회 주입한 뒤 1 바아까지 배기시켜 
산소를 제거하였다. 질소를 연속 통과시키면서 반응기의 내용물을 70℃까지 가열하고 촉매에 의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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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을 제거하였다. 그 다음, 반응기를 밀봉하고, 140℃까지 가열한 다음, 3 내지 6 바아의 총 압력하
에서 30분 내에 에틸렌 옥시드 1760 g을 첨가하였다. 생성물로서 연황색 액체 2210 g을 얻었다. 그 특징
은 표 1에 기재하였다.

실시예 2: 에틸렌 옥시드 10 몰과 알릴 알코올의 반응<57>

알릴 알코올 290.5 g(5 몰)을 고체 KOH(85%) 2.5 g과 함께 반응시킨 뒤, 실시예 1에서와 같이 불<58>
활성 환경을 형성시켰다. 140℃의 반응 온도와 4 내지 6 바아에서 1 시간 내에 에틸렌 옥시드 2200 g(50 
몰)을 첨가하였다. 생성물로서 연황색 액체 2480 g을 얻었다. 그 특징을 표 1에 기재하였다.

실시예 3: 에틸렌 옥시드 20 몰과 알릴 알코올의 반응<59>

실시예 2의 생성물 1495.8 g(3 몰)을 5 리터 오토클레이브에 준비한 뒤, 실시예 1의 절차에 따라 <60>
불활성 환경을 형성시킨 다음, 140℃에서 1 시간 내에 에틸렌 옥시드 1320 g(30 몰)과 반응시켰다. 황색 
고체 2805 g을 얻었다. 그 특징을 표 1에 기재하였다.

[표 1]

실시예 4: 10-EO-알릴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스테르, AAA-10<62>

실시예 2의 10-EO-알릴 알코올 245 g(0.726 몰)을 아크릴산 155.6g(2.16 몰) 및 p-메톡시페놀 <63>
0.8g과 함께 20℃에서 교반하여 p-메톡시페놀을 완전하게 용해시켰다. 이어서, 황산 2.2g을 첨가하고, 이 
배치를 800 mbar의 압력에서 90℃로 가열하였다. 그 다음 배치내로 기체 프릿(frit)을 통해 균일한 기류
를 유입시켰다. 90℃가 되었을 때, 진공이 400 mbar로 증가했고, 이 때 배치는 증류를 개시한다. 약 3 내
지 4 시간 후, 증류물의 흐름은 고갈되며, 진공을 100 mbar로 압력을 높여서 반응을 완료시킨다. 2 시간 
이상 지난 후, 배치를 냉각시키고 생성물을 분리하였다. 연황색 오일 451  g을 얻었다. 산가: 69.1  ㎎ 
KOH/g, 비누화값: 175.6 ㎎ KOH/g, 에스테르화도: 99%.

실시예 5: 5-EO-알릴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스테르, AAA5<64>

실시예 1에 기재된 5-EO-알릴 알코올 275 g(1 몰), p-메톡시-페놀 0.8g, 아크릴산 216.3g(3 몰) <65>
및 황산 2.0g을 실시예 4에서와 같이 반응시켰다. 황색 오일 385g을 얻었다. 산가: 76.5 ㎎ KOH/g, 비누
화 값: 237.4 ㎎ KOH/g, 에스테르화도: 94.5%.

실시예 6: 20 EO-알릴 알코올의 아크릴산 에스테르, AAA20<66>

실시예 3에 기재된 20-EO-알릴 알코올 445.3g(0.42 몰), p-메톡시페놀 0.8g, 아크릴산 216.4g(3 <67>
몰) 및 황산 2.0g을 실시예 4에서와 같이 반응시켰다. 황적색 왁스 547g을 얻었다. 산가: 68.5 ㎎ KOH/g, 
비누화 값: 126.1 ㎎ KOH/g, 에스테르화도: 97%.

실시예 7: 20-EO-알릴 알코올의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MAA20<68>

실시예  3에  기재된  20-EO-알릴  알코올  445.3g(0.42  몰),  p-메톡시페놀  0.8g,  메타크릴산 <69>
385g(4.53 몰) 및 농축 황산 4g을 실시예 4에서와 같이 반응시키는데, 단, 반응 시간은 2배로 증가시키며 
반응 말기에 진공을 20 mbar로 조정하였다. 고체 생성물 555g을 얻었다. 산가: 103.5 ㎎ KOH/g, 비누화 
값: 158.3 ㎎ KOH/g, 에스테르화도: 93.9%.

실시예 8: 5-EO-알릴 알코올의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MAA5<70>

실시예 1에 기재된 5-EO-알릴 알코올 275 g(1 몰)을 p-메톡시페놀 0.8g, 메타크릴산(6.08 몰) <71>
516.6g, 및 농축 황산 2g과 함께 실시예 7에서와 같이 반응시켰다. 그 결과, 황색 액체를 얻었다. 산가: 
98.1 ㎎ KOH/g, 비누화 값: 247.8 ㎎ KOH/g, 에스테르화도: 91.6%.

실시예 9: 10-EO-알릴 알코올의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MAA10<72>

실시예  2에  기재된  10-EO-알릴  알코올  479.5g(1.01  몰),  p-메톡시페놀  0.8g,  메타크릴산 <73>
258.3g(3.04 몰)을 실시예 7에서와 같이 반응시켰다. 그 결과, 황색 오일 680g을 얻었다. 산가: 99.5 ㎎ 
KOH/g, 비누화 값: 196.0 ㎎ KOH/g, 에스테르화도: 94%.

이하 실시예 10 내지 17과 비교예 C1 내지 C5에 기술되는 중합 배치는 다음과 같은 일반 제조법<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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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a) 출발 생성물<75>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에 아크릴산 265.2 g과 탈이온수 372.4g 뿐만 아니라 사용된 가교제를 함유<76>
하는 단량체 용액을 제조하였다. 교반과 냉각하에 50% 수산화 나트륨 용액 206.1g을 사용하여 부분 중화
를 실시하였다(중화도 70%). 이 용액을 7℃ 내지 8℃로 냉각하고, 단량체 용액내에 존재하는 산소 함량이 
0.2 ppm 미만으로 감소될 때까지 질소를 주입하였다. 이어서, 탈염수 10g에 용해시킨 아조-비스(2-아미디
노프로판)디히드로클로라이드 0.3g과 탈염수 6g에 용해시킨 과황산 나트륨 0.05g, 탈이온수 1g에 용해시
킨 과산화수소(35%) 0.005g, 및 탄산나트륨 2g을 첨가하였다. 그 다음, 탈염수 2g에 용해시킨 아스코르브
산 0.012g을 첨가하여 중합을 개시시켰고, 이 때 온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 후, 중합체를 절단하고, 순
환식 공기 건조 캐비넷내에서 140℃로 건조시키고, 분쇄한 다음, 체별하여 150 내지 850 ㎛의 입자 분획
을 얻었다.

실시예 18과 비교예 C6 내지 C10은 전술한 일반 제조법에 따라 중합하였으나, 탄산나트륨은 첨가<77>
하지 않았다.

b) 2차 가교:<78>

150 내지 800 ㎜로 체별한 분쇄 중합체 100 g을 에틸렌 카보네이트 0.5g과 탈염수 1.5g의 용액과 <79>
MTI 혼합기내에서 강력하게 혼합하여 습윤화시킨 뒤, 오븐내에서 180℃로 30분 동안 가열하였다.

표 2 내지 4는 실시예 10 내지 18과 비교예 C1 내지 C10에 기재된 중합체의 조성과 성질에 대하<80>
여 기술한 것이다.

표 2 내지 4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속하는 실시예 10 내지 18은 다음과 같이 <81>
우수한 성질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중합체를 제공한다.

비교예에서도 가교제의 양을 변화시켜 한가지 성질을 얻을 수 있었으나, 전술한 성질을 복합적으<83>
로 우수하게 얻을 수는 없었다.

즉, Craynor 435-가교제(국제 특허 공개 제93/21237호 및 국제 특허 공개 제 94/9043호에 개시)<84>
는 사용된 양(C2 및 C4)에 따라 26.7 g/g의 우수한 AUP(49 g/㎠)와 허용가능한 범위의 가용성 성분 함량
을 나타내지만 보유율이 저조한 생성물이나, 우수한 보유율과 허용가능한 범위의 AUP를 나타내지만 가용
성 성분에 대한 결과가 저조한 생성물을 제공한다. 한가지 가교제만을 함유하는 모든 생성물은 탄산 나트
륨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팽창 속도를 나타냈다.

비교예 C6에 기재된 바와 같은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와 트리알릴아민의 가교제 혼<85>
합물은 미국 특허 제5 314 420호에 바람직한 혼합물로서 언급되어 있다. 시험 결과, 보유율, 팽창 속도, 
가용성 함량 중 어떤 성질도 본 발명의 중합체가 나타내는 성질 만큼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탄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실험(실시예 18, 비교예 C8 내지 C10)은 본 발명에 따른 중합체가 <86>
종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성질의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선된 팽창 속도는 상기 탄산나트
륨 성분에 의거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탄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으면 비교예
는 더욱 나쁜 성질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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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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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분 중화된 모노에틸렌계 불포화성 산기 함유 단량체와, 선택적으로 이 단량체와 공중합할 수 
있는 다른 단량체 및 그래프트 기제로서 적합한 선택적인 중합체로 제조되며, 하기 화학식 I의 가교제 40 
내지 90 몰%와 하기 화학식 II의 가교제 10 내지 60 몰%로 구성되는 가교제 혼합물과 2차 가교제를 사용
하여 제조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화학식 I

CH2=CR
5
-CO-(OCHR

3
-CHR

3
)zO-CH2-CR

5 
=CH2

화학식 II

R
1
-[O(CHR

3
-CHR

3
O)u-CO-R

2
]x 

상기 식에서,

R
1
은 다가 C2-10-알킬이고, R

2
는 선형 또는 분지형의 C2-10-알케닐이고, R

3
은 H, CH3, C2H5이고, R

5
는 

H, CH3이며, x는 2 내지 6이고, u는 0 내지 15이며, z는 3 내지 20이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가교제 혼합물에 대하여 가교제 I을 50 내지 80 몰% 사용하고 가교제 II를 20 
내지 50 몰%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가교제 혼합물에 대하여 가교제 I을 60 내지 80몰% 사용하고 가교제 
II를 20 내지 40 몰%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가교제 혼합물을 단량체에 대하여 0.1 내지 2.0 중량%의 양으로 사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가교제 혼합물을 단량체에 대하여 0.3 내지 1.0 중량%의 양으로 사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폴리글리콜 사슬내에 존재하는 가교제 I이 중량 평균으로 3 이상의 
글리콜 단위,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의 글리콜 단위, 가장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2의 글리콜 단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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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2항에  있어서,  불포화성  산기  함유  단량체가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비닐 
아세트산, 비닐 설폰산, 메트알릴 설폰산 및 2-아크릴아미도-2-메틸프로판 설폰산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
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메트)아크릴아미드, (메트)아크릴로니트릴, 비닐 피롤리돈, 히드록
시에틸 아크릴레이트 및 비닐 아세트아미드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고, 산기를 함유하는 단량체에 대하여 
0 내지 40 중량%로서 중합에 의해 병입되는 다른 공단량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그래프트 기제로서 적합한 수용성 중합체, 바람직하게는 다당류 및/
또는 폴리비닐 알코올을 모든 단량체 총량에 대하여 0 내지 30 중량%의 양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2차 가교가 선택적으로 여러 번 반복됨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폴리올, 폴리에폭시드, 폴리아민 또는 알킬렌 카보네이트로 구성된 군에 속하
는 2차 가교제에 의하여 표면에서 가교가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보유율이  30  g/g  이상이고,  가압(49  g/㎠)하의  액체  흡수율이  20  g/g 
이상이며, 16 시간 후 가용성 성분의 최대 함량이 12%이고, 팽창 속도가 40초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가압(49 g/㎠)하의 액체 흡수율이 22 g/g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
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팽창 속도가 35초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16 시간 후 가용성 성분의 최대 함량이 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

청구항 16 

라디칼 형성제의 첨가하에, 부분 중화된 불포화성 산기 함유 단량체 및 하기 화학식 I의 가교제 
40 내지 90 몰%와 하기 화학식 II의 가교제 10 내지 60 몰%의 가교제 혼합물을 함유하는 수성 용액을 용
액 중합이나 현탁 중합의 방법에 따라 히드로겔로 중합시키는 단계, 및 마쇄한 뒤, 건조, 분쇄하고 체별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 때 상기 중합체가 표면 가교제로 처리되고, 표면 가교가 고온에서 실시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의 제조 방법:

화학식 I

CH2=CHR
5
-CO-(OCHR

3
-CHR

3
)zO-CH2-CHR  

5
=CH2

화학식 II

R
1
-[O(CHR

3
-CHR

3
O)u-CO-R

2
]x 

상기 식에서,

R
1
은 다가 C2-10-알킬이고, R

2
는 선형 또는 분지형의 C2-10-알케닐이고, R

3
은 H, CH3, C2H5이고, R

5
는 

H, CH3이며, x는 2 내지 6이고, u는 0 내지 15이며, z는 3 내지 20이다.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표면 처리와 가교를 여러 번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성 액체 흡수용 
가교 중합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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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액 흡수용 구조물 중의 흡수제, 포말 시이트 재료나 비포말 시이트 재료 중의 흡수제, 전
류 전도 케이블이나 광전달 케이블 중의 흡수제, 포장 재료 중의 흡수제, 토양 조절제 중의 흡수제, 식물 
재배 중의 흡수제로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지연 방식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비료 또는 다른 활성 물질
의 캐리어로서 사용하기 위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얻은 1종 이상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물과 수성 액
체의 흡수제.

요약

본 발명은 부분적으로 중화된 모노에틸렌계 불포화 산기를 함유하는 단량체와, 선택적으로 이 단
량체와 공중합할 수 있는 다른 단량체 및 선택적으로 그래프트 기제로서 적합한 중합체를 함유하고, 수
(水) 팽창성이지만 비수용성인 가교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성 액체 및 물에 대한 분말상 흡수제에 

관한 것이다. 이  중합체는 CH2=CR
5
-CO-(OCHR

3
-CHR

3
)zO-CH2-CR  

5
=CH2와 R

1
-[O(CHR

3
-CHR

3
O)u-CO-R

2 
]x로 구성

된 가교제 혼합물과 2차 가교제를 사용하여 제조하며, 상기 식에서, R
1
은 다가 C2-10-알킬이고, R

2
는 선형 

또는 분지형의 C2-10-알케닐이고, R
3
은 H, CH3, C2H5이고, R

5
는 H, CH3이며, x는 2 내지 6이고, u는 0 내지 

15이고, z는 3 내지 20이다. 그 다음 표면 가교에 의하여 높은 보유율과 가압하에서의 높은 흡수율, 낮은 
가용성 성분함량 및 신속한 유체 흡수성의 복합 성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합체는 체액 흡수용 기저
귀와 같은 구조물이나, 전류 또는 광 전도성 케이블이나, 및 식물 재배용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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