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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궐련은 탄산칼슘 함유율이 4중량% 미만인 내측권지와, 탄산칼슘을 30g/m 2 이상의 양으로 함유하고 또한

연소조절제를 3중량% 이상의 양으로 함유하는 외측권지에 의해 둘러싸인 담배충전재 로드를 포함하는 담배부를 갖

춘 것이다.

색인어

궐련, 내측권지, 외측권지, 담배충전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부류연량이 저감된 궐련에 관한 것으로, 특히 내측권지(卷紙)와 외측권지에 의해 둘러싸인 궐련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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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에서 부류연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종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국 특허 제2572488호 명세서에는

, 1~5코레스터 단위의 통기도를 갖고, 또한 1~8중량%의 전료(塡料)(예를 들어, 탄산칼슘)를 함유하는 내측권지와, 3

5~65g/m 2 의 단위면적당 중량(평량)을 가지고, 또한 18~40중량%의 전료(예를 들어, 탄산칼슘)를 함유하는 외측권

지에 의해 둘러싸인 궐련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6-7142호에는 마그네슘 함유 충전물질을 포

함하는 내측권지와, 알칼리금속이온, 알칼리토류금속이온, 무기음이온 및 유기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첨가제 패키지를 

포함하는 외측권지에 의해 둘러싸인 궐련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의 종래 권련은 모두 연소속도가 느리고, 따라서 단위시간당 부류연량은 적으나, 1개피당 부류연량은 많

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단위시간당 부류연량이 적을뿐만 아니라, 1개피당 부류연 량도 적은 궐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필터의 부설이나 담배 충전재(담배살 등)에 대한 개선기술에 의하지 않고, 궐련을 둘러싸는 권지 자체에 대

해 연구한 결과, 상기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탄산칼슘 함유율이 4중량% 미만인 내측권지와, 탄산칼슘을 30g/m 2 이상의 양으로 함유하고 

또한 연소조절제를 3중량% 이상의 양으로 함유하는 외측권지에 의해 둘러싸인 담배충전재 로드를 포함하는 담배부

를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궐련이 제공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적의 태양

이하에서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궐련은 소정의 내측권지와 소정의 외측권지에 의해 둘러싸인 담배충전재 로드를 포함하는 담배부를 갖춘 

것이다. 이 담배부의 한쪽 끝에 통상의 필터를 부설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담배충전재 로드를 둘러싸는 권지의 안, 내측권지는 탄산칼슘 함유율이 4중량%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탄

산칼슘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내측권지가 4중량% 이상의 양으로 탄산칼슘을 함유하면, 수득한 궐련의 연소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고, 단위시간당 부류연량이 의미있게 저감하지 않는다. 내측권지는 탄산칼슘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측권지를 구성하는 펄프는 아마 펄프 등 통상의 끽연물품용 권지에 사용되는 펄프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

다. 펄프량은 10~18g/m 2 인 것이 바람직하다. 펄프량이 10g/m 2 미만이면 권지의 안정한 제조가 곤란해지는 경향

이 있고, 18g/m 2 을 넘으면, 궐련의 끽미가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내측권지는 그 통기도가 낮을수록 수득한 궐련의 시간당 부류연량이 저하한다. 내측권지의 통기도는 1~30 코레스터 

단위(CU)인 것이 바람직하고, 6CU~30CU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내측권지는 연소조절제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그 양은 1중량%까지(0~1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연소조절제의 양이

1중량%를 넘으면, 수득한 궐련이 이하에서 서술하는 바람직한 연소속도 6mm/분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경향을 나타

낸다.

내측권지에 첨가하는 연소조절제는 구연산나트륨, 구연산칼륨, 초산나트륨, 초산칼륨, 주석산나트륨, 주석산칼륨, 말

산나트륨, 말산칼륨, 숙신산나트륨, 숙신산칼륨 등의 유기산의 알칼리금속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외측권지는 탄산칼슘을 30g/m 2 이상의 양으로 함유하고, 또한 연소조절제를 3중량% 이상의 양

으로 포함한다. 탄산칼슘의 양이 30g/m 2 미만인 경우, 및/또는 연소조절제의 비율이 3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부류

연량의 저감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탄산칼슘은 30g/m 2 이상, 50g/m 2 이하의 양으로 배합

되고, 연소조절제는 권지 중에 3~15중량%의 비율로 배합된다.

외측권지에 사용되는 연소조절제는 구연산 알칼리금속염이 바람직하게 사용되고, 특히 바람직하게는 구연산 칼륨 및

구연산나트륨이다. 이것들은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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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권지를 구성하는 펄프는 내측권지를 구성하는 펄프와 같은 펄프를 사용할 수 있다. 펄프의 양은, 바람직하게는 2

0~50g/m 2 이다.

또한, 외측권지는 50g/m 2 ~100g/m 2 의 단위면적당 중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탄산칼슘은 입자의 형태로 첨가되고, 그 입경은 코스트, 초지(抄紙)하기 쉬운 관점으로부터 적절히

선택할 수 있으나, 0.02㎛~10㎛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내측권지와 외측권지에 의해 이중으로 둘러싸인 담배부를 갖는 궐련은, 단위시간당 부류연량이 적어

질뿐 아니라, 1개피당 부류연량도 적어진다. 비교적 다량의 탄산칼슘을 함유하는 외측권지는 연소성이 높고, 탄산칼

슘을 실질적으로 함유하지 않는 내측권지를 조합한 경우에, 외측권지 단독의 경우보다도 연소속도가 느려져서, 단위

시간당 부류연량이 저하하는 것과 함께 1개피당 부류연량도 또한 의미있게 저하한다. 본 발명에 따른 궐련의 연소속

도는 약 6mm/분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7mm/분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연소속도는, 위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내측권지의 연소조절제 함유량을 0~1중량%로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궐련의 연소

속도는 통상 약 12mm/분까지이다. 또한 궐련의 연소속도는 통상의 피쉬텔법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에서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설명하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1~4, 비교예1~3

이하의 구성을 갖는 궐련을 제작했다.

〈궐련의 사양〉

크기: FSK슬림(원주 22.9mm, 담배부 길이 68mm, 필터 길이 30mm, 칩페이퍼 길이 37mm)

담배살: 아메리칸·브랜드, 0.565g/개피

〈외측권지의 사양〉

펄프량: 30g/m 2

탄산칼슘량: 30g/m 2

구연산염량: 4.5중량%

〈내측권지의 사양〉

하기 표1의 기재와 같다.

각 궐련에 대해 피쉬텔법에 의해 부류연량(전체 입상물질)을 연소속도와 함께 구하고(연소길이 58mm), 단위시간당 

부류연량(mg/분), 및 궐련 1개피당 부류연 량(mg/개피)을 산출했다. 결과를 표1에 병기한다.

표1

예 No.

내측권지사양 궐련

펄프 탄산칼슘 통기도 구연산나트륨 부류연량 연소시간 연소속도

g/m 2 g/m 2 중량% CU 중량% mg/개피 mg/분 초(연소길이58mm) mm/분

비교예1 내측권지 없음(외측권지뿐) 15.5 2.5 372 9.354

비교예2-1

15 5 25 33

0.0 14.7 2.4 371 9.380

2-2 3.9 14.1 2.3 377 9.230

2-3 8.2 13.9 2.2 389 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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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6 13.9 2.0 427 8.149

비교예3-1

15 0.6 4 34

0.0 14.0 2.0 429 8.111

3-2 0.7 13.7 1.9 442 7.873

3-3 1.3 13.6 1.8 449 7.750

3-4 2.4 13.6 1.8 464 7.500

실시예1-1

15 0.3 2 30

0.0 13.6 1.7 470 7.404

1-2 0.8 13.3 1.6 497 7.002

1-3 1.8 13.2 1.5 519 6.705

1-4 2.5 13.2 1.4 548 6.350

실시예2-1

15 0 0 31

0.0 13.6 1.6 506 6.877

2-2 0.9 13.0 1.5 537 6.480

2-3 1.8 13.2 1.4 556 6.258

2-4 2.6 13.0 1.3 587 5.928

실시예3-1

15 0 0 15

0.0 13.4 1.5 524 6.641

3-2 0.7 13.0 1.4 543 6.408

3-3 1.8 12.9 1.4 571 6.094

3-4 2.6 12.9 1.3 593 5.868

실시예4-1

15 0 0 6

0.0 13.3 1.5 543 6.408

4-2 0.7 12.6 1.3 563 6.181

4-3 1.7 12.5 1.3 582 5.979

4-4 2.4 12.4 1.2 598 5.819

표1에 기재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궐련은 모두 단위시간당 부류연량과 1개피당 부류연량이 

의미있게 저하되어 있다. 특히, 본 발명의 궐련은 외측권지만으로 둘러싼 궐련(비교예1)과 비교하여, 단위시간당 부류

연량과 1개피당 부류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궐련과 비교예3-1 ~ 3-4의 궐련을 비교하면, 내

측권지의 탄산칼슘 함유량을 4중량 미만으로 함으로써 단위시간당 부류연량과 1개피당 부류연량이 현저히 저하한다

는 것을 알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궐련은 모두 약 6mm/분 이상의 연소속도를 나타내고, 단위시간당 부류연량과 1

개피당 부류연량이 의미있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으로 본 발명의 여러가지 태양을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이들 태양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상기

의 각종 태양은 적절히 조합시킬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르면 단위시간당 부류연량이 적을뿐만 아니라 1개피당 부류연량도 적은 궐련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탄산칼슘 함유율이 4중량% 미만인 내측권지와, 탄산칼슘을 30g/m 2 이상의 양으로 함유하고 또한 연소조절제를 3

중량% 이상의 양으로 함유하는 외측권지로 둘러싸인 담배충전재 로드를 포함하는 담배부를 갖춘 궐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내측권지가 10~18g/m 2 의 비율로 펄프를 함유하는 궐련.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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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내측권지가 1중량%까지의 연소조절제를 함유하는 궐련.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의 내측권지에 포함되는 연소조절제가 구연산나트륨, 구연산칼륨, 초산나트륨, 초산칼륨, 주석

산나트륨, 주석산칼륨, 말산나트륨, 말산칼륨, 숙신산나트륨 및 숙신산칼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궐련.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내측권지가 1~30코레스터 단위의 통기도를 갖는 궐련.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외측권지가 50g/m 2 까지의 탄산칼슘을 함유하는 궐련.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외측권지가 15중량%까지의 연소조절제를 함유하는 궐련.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외측권지에 포함되는 연소조절제가 구연산칼륨 및 구연산나트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궐련.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외측권지가 20~50g/m 2 의 비율로 펄프를 함유하는 궐련.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외측권지가 50~100g/m 2 의 단위면적당 중량을 갖는 궐련.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6mm/분 이상의 연소속도를 나타내는 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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