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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우수한 세정력을 발휘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세제 빌더(builder)에 적합하고, 시멘트 분산성

이 우수하여 작업성이 좋은 점에서 시멘트 혼화제에 적합한 중합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으

로 얻어지는 중합체로,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폴리알킬렌글리콜류의 합계량에

대해서 50 중량% 이상인 것, 또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으

로 얻어지는 중합체로,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15 중량% 미만 또는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는 아크릴산을 필수로 하며 반응 후의 잔존 아크릴산량

이 3 중량%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

지는 중합체로서,

상기 폴리알킬렌글리콜류는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구조를 갖는 단량체, 또는 화학식 2로 표시되는 구조를 갖는 중합체이

며,

화학식 1

(화학식 1 중,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다르고 수소원자 또는 메틸기를 나타낸다. R3O는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의 1

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의 혼합물을 나타내고,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형상으로 부가되

어 있어도 랜덤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된다. R4는 수소원자 또는 탄소수 1~30의 탄화수소기를 나타낸다. x는 0~2의

수, y는 0 또는 1을 나타낸다. m은 옥시알킬렌기의 평균 부가 몰수이고, 3~300의 수를 나타낸다.)

화학식 2

(화학식 2 중, n은 1 이상의 수를 나타낸다.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다르고 수소원자 또는 메틸기를 나타낸다. R3O는 탄소

수 2~18의 옥시알킬렌기의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의 혼합물을 나타내고,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가 2종류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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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블록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랜덤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된다. R4는 수소원자 또는 탄소수 1~30의 탄화수

소기를 나타낸다. x는 0~2의 수, y는 0 또는 1을 나타낸다. m은 옥시알킬렌기의 평균 부가 몰수이고, 3~300의 수를 나타

낸다.)

상기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폴리알킬렌글리콜류의 합계량에 대해서 50 중량%

이상인 중합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는 아크릴산을 필수로 하는 것으로, 반응 후에 불순물로서 잔존하는 아

크릴산의 양이 3 중량% 미만인 중합체.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은 옥시에틸렌기 또는 옥시프로필렌기를 포함하는 중합체.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중합

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폴리알킬렌글리콜류는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구조를 갖는 단량체, 또는 화학식 2로 표시되는 구조를 갖는 중합체이

며,

화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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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중,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다르고 수소원자 또는 메틸기를 나타낸다. R3O는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의 1

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의 혼합물을 나타내고,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형상으로 부가되

어 있어도 랜덤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된다. R4는 수소원자 또는 탄소수 1~30의 탄화수소기를 나타낸다. x는 0~2의

수, y는 0 또는 1을 나타낸다. m은 옥시알킬렌기의 평균 부가 몰수이고, 3~300의 수를 나타낸다.)

화학식 2

(화학식 2 중, n은 1 이상의 수를 나타낸다.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다르고 수소원자 또는 메틸기를 나타낸다. R3O는 탄소

수 2~18의 옥시알킬렌기의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의 혼합물을 나타내고,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랜덤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된다. R4는 수소원자 또는 탄소수 1~30의 탄화수

소기를 나타낸다. x는 0~2의 수, y는 0 또는 1을 나타낸다. m은 옥시알킬렌기의 평균 부가 몰수이고, 3~300의 수를 나타

낸다.)

상기 중합반응 후에,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반응생성물이 수용액인 상태에 있어서 상기 수용액에 산화제를 첨가하는 후처

리를 시행하는 중합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제는 과산화물이고, 또 상기 중합반응에 있어서도 중합개시제로서 과산화물을 사용했을 때에

는 상기 중합개시제로서 사용한 과산화물과는 다른 것인 중합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에 있어서 상기 산화제와 함께 분해촉진제를 첨가하는 중합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항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세제 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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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1항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세제 조성물.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1항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시멘트 혼화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제1항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시멘트 조성물.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세제 빌더(builder)나 시멘트 혼화제로서 유용한 중합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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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부터 분자 중에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갖는 고분자 화합물은 세제 빌더나 시멘트 혼화제로서 유용한 것이 알려져 있

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중합체가 제안되고 있다. 그 중에서, 폴리알킬렌이민 중의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에 대해서 상

기 아미노기의 활성수소의 당량을 초과하는 알킬렌옥사이드를 부가 중합해서 되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에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그래프트(graft) 중합하여 얻어지는 그래프트 중합체가 보고되어 있다(특허문헌 1 참조).

[특허문헌 1]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11-269239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최근 각종 세제의 고성능화, 콤팩트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높은 세정력이 요구되게 되었고, 상기 특허문헌 1의 그

래프트 중합체에서 얻어지는 세정력보다도 더욱 높은 세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합체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상기 특허문헌 1의 그래프트 중합체에 있어서는, 중합성이 높은 점에서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로서 아크

릴산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아크릴산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잔존 모노머로서 그래프트 중합체에 함유되

게 되면 상기 그래프트 중합체를 세제 빌더로서 사용한 경우에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 최근에는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게 되어 이와 같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세제 빌더는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기 특허문헌 1의 그래프트 중합체를 제조할 때에 그래프트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

체를 다량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에 그래프트할 수 없었던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유래의

호모폴리머(homopolymer)가 적잖이 생성되고, 이러한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유래의 호모폴리머를 포함하는 그래

프트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호모폴리머가 시멘트 입자를 응집시켜 버리기 때문에 시멘트의 유

동성이 저하되어 작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매우 우수한 세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에서 세제 빌더로서 적합한 중합체나, 시멘트 분산성이 우수한 데다가 시멘트를 응집시키지 않기 때문에 작업성이 악화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멘트 혼화제로서 적합한 중합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이러한 중합체를 용이하게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자 등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의 검토를 행하였다. 그 결과,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

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서 중합반응을 행하는 데 있어 추가로 소정의 비율로 폴리알킬렌글리콜류도 원료로서 사용하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로의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부가 중합반응 뿐만 아니라 폴리알킬렌글리콜류로의 불포

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부가 중합반응, 또는 폴리알킬렌글리콜류가 불포화 이중결합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폴리알킬렌

글리콜류와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와의 공중합반응이 일어나, 이들 각 중합반응 유래의 중합체의 생성 및 불포화 카

르복실산계 단량체 유래의 호모폴리머의 저감에 의해 상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의 완성에 이르

렀다.

또한,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서 중합반응을 행하는 데 있어, 불포화 카르복

실산계 단량체의 양을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특정비율 미만으로

함으로써 상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의 완성에 이르렀다.

더욱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서 중합반응을 행하는 데 있어, 불포화 카르

복실산계 단량체로서 아크릴산을 필수로 사용하고,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중합체에 포함되는 불순물로서의 잔존 아크릴산

함유량이 특정비율 미만인 경우에 상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의 완성에 이르렀다.

또한,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폴리알킬렌글리콜류 및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중합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 중합반응 후에 산화제를 사용한 특정 후처리를 행함으로써 상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합

체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의 완성에 이르렀다.

더욱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중합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 중합반응 후에 산화제를 사용한 특정 후처리를 행함으로써 상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합체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의 완성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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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발명의 제1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상기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폴리

알킬렌글리콜류의 합계량에 대해서 50 중량%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

지는 중합체로서,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15 중량%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3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

지는 중합체로서,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는 아크릴산을 필수로 하는 것으로, 반응 후에 불순물로서 잔존하는 아

크릴산의 양이 3 중량%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 제조방법은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중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중합반응 후에,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반응생성물이 수용액인

상태에 있어서 상기 수용액에 산화제를 첨가하는 후처리를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제조방법은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중

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중합반응 후에,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반응생성물이 수용액인 상태에 있어서 상기 수용

액에 산화제를 첨가하는 후처리를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세제 빌더는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세제 조성물은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는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시멘트 조성물은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들 설명에 구속받지 않아 이하의 예시 이외에 대해서도

본 발명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변경 실시할 수 있다.

[중합반응의 원료]

본 발명에 있어서의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은 폴리알킬렌이민 중의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에 대해서 알킬렌옥사이

드를 부가 중합해서 되는 것이다. 이하, 폴리알킬렌이민에 대한 알킬렌옥사이드의 부가 중합은 「AO 부가 중합」으로 칭

하기로 한다.

폴리알킬렌이민은 구조 중에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인 제1 아미노기 또는 제2 아미노기가 포함되는 것이면 되고, 예를

들면, 에틸렌이민, 프로필렌이민, 1,2-부틸렌이민, 2,3-부틸렌이민, 1,1-디메틸에틸렌이민 등의 알킬렌이민을 통상법으

로 중합하여 얻어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에틸렌이민의 단독 중합체인 폴리에틸렌이민, 프로필렌이민의

단독 중합체인 폴리프로필렌이민이 특히 바람직하다. 폴리알킬렌이민은 1종류뿐이어도 되고, 2종류 이상의 혼합물이어도

된다.

폴리알킬렌이민의 평균 질소원자수는 4~3,00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6~1,500, 더욱 바람직하게는

10~300이다.

폴리알킬렌이민의 수평균 분자량은 100~100,00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200~50,000, 더욱 바람직하게

는 500~10,000이다.

폴리알킬렌이민에 AO 부가 중합시키는 알킬렌옥사이드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에 있어서의 폴리에테르 사슬을 구

성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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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렌옥사이드로서는 예를 들면,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이소부틸렌옥사이드, 1-부텐옥사이드, 2-부텐옥

사이드, 트리메틸에틸렌옥사이드, 테트라메틸렌옥사이드, 테트라메틸에틸렌옥사이드, 부타디엔모노옥사이드, 옥틸렌옥사

이드, 스티렌옥사이드, 1,1-디페닐에틸렌옥사이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가

바람직하다. 즉, 본 발명에 있어서의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은 옥시에틸렌기 또는 옥시프로필렌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킬렌옥사이드는 1종류만이어도 되고, 2종류 이상의 혼합물이어도 된다. 본 발명의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

나 시멘트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점성저하에 의한 작업성 향상을 위해서 프로필렌옥사이드가 전체 알

킬렌옥사이드 중의 5 몰% 이상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0몰%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몰% 이

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20몰% 이상이다. 또한, 알킬렌옥사이드에 의해 구성되는 폴리에테르 사슬은 1종류의 알킬렌옥사

이드를 단독 중합한 것 외에, 2종류 이상의 알킬렌옥사이드를 랜덤 중합 또는 블록 중합시킨 것이어도 된다. 본 발명의 중

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나 시멘트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점성저하에 의한 작업성 향상을 위해서 프로필

렌옥사이드를 블록 중합시킨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알킬렌이민에 대한 알킬렌옥사이드의 AO 부가 중합수는 폴리알킬렌이민 중의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의 활성수소의

당량을 초과하도록(바꿔 말하면, 폴리알킬렌이민 중의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의 활성수소 1 몰에 대해서 1몰을 초과하는

알킬렌옥사이드가 부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알킬렌이민에 대한 알킬렌옥사이드의 AO 부가 중합수는

폴리알킬렌이민 중의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의 활성수소 1 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는 1.01~500 몰, 보다 바람직하게는

2~500 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3~300 몰, 특히 바람직하게는 5~200 몰이다.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을 얻을 때 폴리알킬렌이민의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에 알킬렌옥사이드를 AO 부가 중합하는

방법으로서는,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예를 들면, 반응촉매 존재하, 온도 100~200℃, 압력 2~10 kg/㎠으로 중합시키는 방

법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촉매로서는 예를 들면, (a) 음이온 중합의 경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리튬 등의 알칼리금속의 수산화물

또는 알코올레이트 등의 강알칼리, 알킬아민 등, (b) 양이온 중합의 경우, 금속 및 반금속의 할로겐화물, 광산(mineral

acid), 초산 등, (c) 배위 중합의 경우, 알루미늄, 철, 아연 등의 금속 알콕시드, 알칼리 토류화합물, 루이스산 등의 조합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이 시판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판품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중량평균 분자량은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바람직하게는 1,000~1,000,000, 보다 바람직하

게는 2,000~500,000,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200,000이다.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은 예를 들면, 폴리에테르 사슬의 말단 관능기를 변환한 말단기 변환체나,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카르복실기, 이소시아네이트기, 아미노기, 할로겐기 등의 기를 복수 갖는 가교제를 반응시켜서 얻어지는 가교체

등의 유도체여도 된다. 말단기 변환체로서는 예를 들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말단 수산기를

초산, 무수초산 등의 탄소수 2~22의 지방산 및 그의 산 무수물, 숙신산, 무수 숙신산, 아디프산 등의 디카르복실산으로 에

스테르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로서는 예를 들면, (메타)아크릴산, 푸마르산, (무수)말레산, 이타콘산, 시트라콘산,

크로톤산 등의 불포화 카르복실산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메타)아크릴산, (무수)말레산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수분해에 의해 카르복실산을 생성하는 에스테르도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상기 에스테르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합반응 후에 에스테르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수분해하여 카르복실기로 변환하는 공정이 필요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불포화 카르복실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는 1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가수분해에 의해 카르복실산을 생성하는 에스테르로서는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에스테르라면 특별히 제한은 없고, 예를 들

면, 말레산 모노메틸, 말레산 디메틸, 말레산 모노에틸, 말레산 디에틸 등의 말레산과 탄소수 1~20의 지방족 알코올의 모

노 또는 디에스테르; 푸마르산 모노메틸, 푸마르산 디메틸, 푸마르산 모노에틸, 푸마르산 디에틸 등의 푸마르산과 탄소수

1~20의 지방족 알코올의 모노 또는 디에스테르; 시트라콘산 모노메틸, 시트라콘산 디에틸 등의 시트라콘산과 탄소수

1~20의 지방족 알코올의 모노 또는 디에스테르; (메타)아크릴산 메틸, (메타)아크릴산 에틸, (메타)아크릴산 부틸, (메타)

아크릴산 스테아릴, (메타)아크릴산 히드록시에틸, (메타)아크릴산 히드록시프로필 등의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류; 디

메틸아미노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등의 아미노알킬 (메타)아크릴레이트류; 2-설포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등의 설포

알킬 (메타)아크릴레이트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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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의 폴리알킬렌글리콜류는, 폴리알킬렌글리콜 사슬을 갖는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에틸렌옥사이드, 프

로필렌옥사이드, 이소부틸렌옥사이드, 1-부텐옥사이드, 2-부텐옥사이드, 트리메틸에틸렌옥사이드, 테트라메틸렌옥사이

드, 테트라메틸에틸렌옥사이드, 부타디엔모노옥사이드, 옥틸렌옥사이드, 스티렌옥사이드, 1,1-디페닐에틸렌옥사이드, 부

타디엔모노옥사이드, 에피클로르히드린, 에피브로모히드린, 글리시돌, 부틸글리시딜에테르, 헥실글리시딜에테르, 알릴글

리시딜에테르, 페닐글리시딜에테르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류를 물 또는 알코올류에 공지의 방법으로 개환 부가 중합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화학식 1로 나타내어지는 구조를 갖는 단량체, 화학식 2로 나타내어지는 구조를 갖는 중합체 등을

바람직하게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나 시멘트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식 1로 나타내어

지는 구조를 갖는 단량체 또는 화학식 2로 나타내어지는 구조를 갖는 중합체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화학식 1

(화학식 1 중,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다르고 수소원자 또는 메틸기를 나타낸다. R3O는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의 1

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의 혼합물을 나타내고,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형상으로 부가되

어 있어도 랜덤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된다. R4는 수소원자 또는 탄소수 1~30의 탄화수소기를 나타낸다. x는 0~2의

수, y는 0 또는 1을 나타낸다. m은 옥시알킬렌기의 평균 부가 몰수이고, 3~300의 수를 나타낸다.)

화학식 2

(화학식 2 중, n은 1 이상의 수를 나타낸다. R1 및 R2는 동일하거나 다르고 수소원자 또는 메틸기를 나타낸다. R3O는 탄소

수 2~18의 옥시알킬렌기의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의 혼합물을 나타내고, 탄소수 2~18의 옥시알킬렌기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되고 랜덤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된다. R4는 수소원자 또는 탄소수 1~30의

탄화수소기를 나타낸다. x는 0~2의 수, y는 0 또는 1을 나타낸다. m은 옥시알킬렌기의 평균 부가 몰수이고, 3~300의 수

를 나타낸다.)

중합반응의 원료로서는 상술한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폴리알킬렌글리콜류 이외에 다

른 단량체도 병용할 수 있다.

다른 단량체로서는, 예를 들면, (메타)아크릴아미드, (메타)아크릴아세틸아미드 등의 아미드기 함유 단량체; 초산비닐, 프

로피온산비닐, 피발산비닐, 안식향산비닐, 계피산비닐 등의 비닐에스테르류;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알켄류 단량체; 스티

렌, 스티렌설폰산 등의 방향족 비닐계 단량체; 비닐트리메톡시실란, 비닐에톡시실란 등의 트리알킬옥시실릴기 함유 비닐

계 단량체, γ-(메타크릴로일옥시프로필)트리메톡시실란 등의 규소 함유 비닐계 단량체; 말레이미드, 메틸말레이미드, 에

틸말레이미드, 프로필말레이미드, 부틸말레이미드, 옥틸말레이미드, 도데실말레이미드, 스테아릴말레이미드, 페닐말레이

미드, 시클로헥실말레이미드 등의 말레이미드 유도체; (메타)아크릴로니트릴 등의 니트릴기 함유 비닐계 단량체; (메타)아

크롤레인 등의 알데히드기 함유 비닐계 단량체; 2-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판설폰산(염), (메타)알릴설폰산(염), 비닐설

폰산(염), 스티렌설폰산(염), 2-히드록시-3-부텐설폰산(염), 설포에틸(메타)아크릴레이트 등의 설폰산기 함유 단량체; 히

드록시에틸(메타)아크릴레이트, 히드록시프로필(메타)아크릴레이트 등의 히드록시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 화합물; 메틸

비닐에테르, 에틸비닐에테르 등의 알킬비닐에테르; 염화비닐, 염화비닐리덴, 염화알릴, 알릴알코올; 비닐피롤리돈; 3-메

틸-3-부텐-1-올; 3-메틸-2-부텐-1-올; 2-메틸-3-부텐-2-올; 3-(메타)아크릴옥시-1,2-디히드록시프로판; 3-(메타)

아크릴옥시-1,2-디(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프로판; 3-(메타)아크릴옥시-1,2-디(폴리)옥시프로필렌에테르프로판; 3-(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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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크릴옥시-1,2-디히드록시프로판포스페이트 및 그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유기아민염, 또는 탄소수

1~4인 알킬기의 모노 또는 디 에스테르; 3-(메타)아크릴옥시-1,2-디히드록시프로판설페이트 및 그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유기아민염, 또는 탄소수 1~4인 알킬기의 에스테르; 3-(메타)아크릴옥시-2-히드록시프로판설폰산 및

그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유기아민염, 또는 탄소수 1~4인 알킬기의 에스테르; 3-(메타)아크릴옥시-2-(폴

리)옥시에틸렌에테르프로판설폰산 및 그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유기아민염, 또는 탄소수 1~4인 알킬기의

에스테르; 3-(메타)아크릴옥시-2-(폴리)옥시프로필렌에테르프로판설폰산 및 그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유

기아민염, 또는 탄소수 1~4인 알킬기의 에스테르; 3-알릴옥시프로판-1,2-디올; 3-알릴옥시프로판-1,2-디올포스페이

트; 3-알릴옥시프로판-1,2-디올설포네이트; 3-알릴옥시프로판-1,2-디올설페이트; 3-알릴옥시-1,2-디(폴리)옥시에틸

렌에테르프로판; 3-알릴옥시-1,2-디(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프로판포스페이트; 3-알릴옥시-1,2-디(폴리)옥시에틸렌에

테르프로판설포네이트; 3-알릴옥시-1,2-디(폴리)옥시프로필렌에테르프로판; 3-알릴옥시-1,2-디(폴리)옥시프로필렌에

테르프로판포스페이트; 3-알릴옥시-1,2-디(폴리)옥시프로필렌에테르프로판설포네이트; 6-알릴옥시헥산-1,2,3,4,5-펜

타올; 6-알릴옥시헥산-1,2,3,4,5-펜타올포스페이트; 6-알릴옥시헥산-1,2,3,4,5-펜타올설포네이트; 6-알릴옥시헥산-

1,2,3,4,5-펜타(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헥산; 6-알릴옥시헥산-1,2,3,4,5-펜타(폴리)옥시프로필렌에테르헥산; 3-알릴옥

시-2-히드록시프로판설폰산 및 그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또는 유기아민염, 또는 이들 화합물의 인산에스

테르 또는 황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또는 유기아민염; 3-알릴옥시-2-(폴리)옥시에틸렌

프로판설폰산 및 그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또는 유기아민염, 또는 이들 화합물의 인산에스테르 또는 황산에

스테르 및 그들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또는 유기아민염; 3-알릴옥시-2-(폴리)옥시프로필렌프로판설폰산

및 그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또는 유기아민염, 또는 이들 화합물의 인산에스테르 또는 황산에스테르 및 그

들의 1가 금속염, 2가 금속염, 암모늄염, 또는 유기아민염 등의 기타 관능기 함유 단량체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타 단

량체는 1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잔존 아크릴산량은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폴리알킬렌글리콜류, 기타 단량체의 전체

넣는 양 중 반응 후에 잔존한 아크릴산의 중량%를 나타낸다.

[중합체의 제조]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합반응, 즉,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 또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은 이하와

같이 하여 행할 수 있다.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을 행하는 경

우에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폴리알킬렌글리콜류의 합계량에 대해서 50 중

량% 이상인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게는 50~99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55~95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60~90 중

량%이다.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을 행하는 경

우에는, 폴리알킬렌글리콜류의 양이 폴리알킬렌글리콜류와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바람직하게는

10~90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20~8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30~70 중량%이다.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을 행하는 경우에는, 불포화 카르복실

산계 단량체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바람직하게는 15 중

량% 미만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12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2~10 중량%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합반응에 있어서 기타 단량체를 사용하는 경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와 기타 단량체와의 비

율은,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기타 단량체(중량비)=50~100/0~50인 것이 바람직하고,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기타 단량체(중량비)=70~100/0~30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기타 단량체(중량비)

=90~100/0~10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합반응에 있어서는 중합개시제로서 유기 과산화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 과산화물로서

는, 예를 들면,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 시클로헥사논 퍼옥사이드, 3,3,5-트리메틸시클로헥사논 퍼옥사이드, 메틸시클

로헥사논 퍼옥사이드, 메틸아세토아세테이트 퍼옥사이드, 아세틸아세톤 퍼옥사이드 등의 케톤 퍼옥사이드류; t-부틸 하이

드로퍼옥사이드, 큐멘 하이드로퍼옥사이드, 디이소프로필벤젠 하이드로퍼옥사이드, 2,5-디메틸헥산-2,5-디하이드로퍼

옥사이드, 1,1,3,3-테트라메틸부틸 하이드로퍼옥사이드, 2-(4-메틸시클로헥실)-프로판 하이드로퍼옥사이드 등의 하이

드로퍼옥사이드류; 디-t-부틸퍼옥사이드, t-부틸큐밀퍼옥사이드, 디큐밀퍼옥사이드, α,α'-비스(t-부틸퍼옥시)p-디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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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벤젠, α,α'-비스(t-부틸퍼옥시)p-이소프로필헥신, 2,5-디메틸-2,5-디(t-부틸퍼옥시)헥산, 2,5-디메틸-2,5-디(t-

부틸퍼옥시)헥신-3 등의 디알킬퍼옥사이드류; t-부틸퍼옥시아세테이트, t-부틸퍼옥시라우레이트, t-부틸퍼옥시벤조에이

트, 디-t-부틸퍼옥시이소프탈레이트, 2,5-디메틸-2,5-디(벤조일퍼옥시)헥산, t-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카보네이트, t-부

틸-퍼옥시이소부티레이트, t-부틸퍼옥시피발레이트, t-부틸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큐밀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t-부

틸퍼옥시-2-에틸헥사노에이트, t-부틸퍼옥시-3,5,5-트리메틸시클로헥사노에이트, t-부틸퍼옥시벤조에이트, t-부틸퍼

옥시말레산, 큐밀퍼옥시옥토에이트, t-헥실퍼옥시피발레이트, t-헥실퍼옥시네오헥사노에이트, 큐밀퍼옥시네오헥사노에

이트 등의 퍼옥시에스테르류, n-부틸-4,4-비스(t-부틸퍼옥시)발레레이트, 2,2-비스(t-부틸퍼옥시)부탄, 1,1-비스(t-부

틸퍼옥시)-3,5,5-트리메틸시클로헥산, 1,1-비스(t-부틸퍼옥시)시클로헥산, 2,2-비스(t-부틸퍼옥시)옥탄 등의 퍼옥시케

탈류; 아세틸퍼옥사이드, 이소부티릴퍼옥사이드, 옥타노일퍼옥사이드, 데카노일퍼옥사이드, 라우로일퍼옥사이드, 3,3,5-

트리메틸시클로헥사노일퍼옥사이드, 숙신산퍼옥사이드, 벤조일퍼옥사이드, 2,4-디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 m-톨루일퍼

옥사이드, 디벤조일퍼옥사이드 등의 디아실퍼옥사이드류;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디-2-에틸헥실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디-n-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비스-(4-t-부틸시클로헥실) 퍼옥시디카보네이트, 디미리스틸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디-메톡시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디(3-메틸-3-메톡시부틸) 퍼옥시디카보네이트, 디-알릴 퍼옥시

디카보네이트 등의 퍼옥시디카보네이트류; 아세틸시클로헥실설포닐퍼옥사이드, t-부틸퍼옥시알릴카보네이트 등 기타 유

기 과산화물류; 등을 들 수 있다. 유기 과산화물은 1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합반응에 있어서 중합개시제의 사용량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폴리에테르 사슬에 대한 부가효

율을 고려하면, 원료로서의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기타 단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0.01~30 중량%, 보다 바람직

하게는 0.1~2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0.1~10 중량%인 것이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합반응시에는, 유기 과산화물과 함께, 유기 과산화물의 분해촉매나 환원성 화합물 등을 과산화물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는 분해촉진제로서 병용해도 된다.

유기 과산화물의 분해촉매로서는 예를 들면, 염화리튬, 브롬화리튬 등의 할로겐화 금속; 산화티탄, 이산화규소 등의 금속

산화물; 염산, 브롬화수소산, 과염소산, 황산, 질산 등 무기산의 금속염; 포름산,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이소부티르

산, 안식향산 등의 카르복실산, 기타 에스테르 및 그의 금속염; 피리딘, 인돌, 이미다졸, 카르바졸 등의 복소환아민 및 그의

유도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기 과산화물의 분해촉매는 1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환원성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페로센 등의 유기금속 화합물; 나프텐산철, 나프텐산구리, 나프텐산니켈, 나프텐산코발

트, 나프텐산망간 등의 철,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금속이온을 발생할 수 있는 무기 화합물; 삼플루오르화 붕소에테

르 부가물, 과망간산칼륨, 과염소산 등의 무기 화합물; 이산화황, 아황산염, 황산에스테르, 중아황산염, 티오황산염, 설폭

시산염, 벤젠설핀산과 그의 치환체, 파라톨루엔설핀산 등의 고리형상 설핀산의 동족체의 황 함유 화합물; 옥틸메르캅탄,

도데실메르캅탄, 메르캅토에탄올, α-메르캅토프로피온산, 티오글리콜산, 티오프로피온산, α-티오프로피온산나트륨 설포

프로필에스테르, α-티오프로피온산나트륨 설포에틸에스테르 등의 메르캅토 화합물; 히드라진, β-히드록시에틸히드라진,

히드록시아민 등의 질소 함유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피온알데히드, n-부틸알데히드, 이소부틸알데

히드, 이소발레리안알데히드 등의 알데히드류; 아스코르브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환원성 화합물은 1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합반응시에는, 유기 설폰산 화합물, 인산 화합물 및 무기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류의 산성

촉매를 사용하도록 해도 된다. 산성촉매를 사용함으로써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로의 알킬렌옥사이드의 부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기설폰산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메탄설폰산, 에탄설폰산, 프로판설폰산, 옥탄설폰산 등의 지방족 설폰산; 벤젠설폰

산, 벤젠디설폰산, 나프탈렌설폰산, 나프탈렌디설폰산 등의 방향족 설폰산; 클로로벤젠설폰산, 1-나프틸아민-4-설폰산

(나프티온산), 2-나프틸아민-1-설폰산(토비아스산), 1-나프틸아민-8-설폰산(페리산(peri acid)), 감마산(γ산), 2-아미

노-5-나프톨-7-설폰산(제이산(J acid)), m-아미노벤젠설폰산(메타닐산), 1-나프틸아민-3,6,8-트리설폰산(코호산

(Koch's acid), 톨루엔설폰산, 도데실벤젠설폰산 등의 지(枝)치환기를 갖는 방향족 설폰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기설

폰산 화합물은 1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인산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인산, 아인산, 차아인산, 폴리인산, 메타인산, 피로인산, 인산메틸, 인산에틸, 인산프로필, 인

산부틸, 인산옥틸, 인산도데실, 인산스테아릴, 인산페닐, 인산디메틸, 인산디에틸, 인산디프로필, 인산디부틸, 인산디옥틸,

인산디도데실, 인산디스테아릴, 인산디페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인산화합물은 1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

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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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으로서는, 예를 들면, 염산, 플루오르화수소산, 브롬화수소산, 요오드화수소산, 과염소산, 아염소산, 차아염소산, 과

요오드산, 황산, 발연황산, 아황산, 질산, 발연질산, 망간산, 과망간산, 크롬산, 중크롬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무기산은 1

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산성촉매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에 대해서 0.05~20 중

량%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0.1~15 중량%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0.05 중량% 미만이면 미반응의 폴리아민폴리

에테르 화합물이 다량으로 잔존하기 쉬워지고, 한편, 20 중량%를 초과하면 첨가량에 대응된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합반응은 부가효율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무용매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반응계의

점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소량의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반응

계 전체의 20 중량%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용매는 첨가 후에 증류제거하도록 해도 된다.

용매로서는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사용되는 단량체의 용매로의 연쇄이동 정수(定數)가 가능한 한 작은 것이나, 상압하에

서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비점 80℃ 이상의 것 등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용매로서는 예를 들면, 이소프로필알코올, n-프

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 n-부틸알코올, t-부틸알코올,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에틸렌글리콜 모노알킬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 모노알킬에테르 등의 알코올류; 에틸렌글리콜 디알킬에테르, 프로

필렌글리콜 디아킬에테르 등의 디에테르류; 초산, 초산에틸, 초산프로필, 초산부틸, 에틸렌글리콜 모노알킬에테르의 초산

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 모노알킬에테르의 초산에스테르 등의 초산계 화합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알코올류 및 디에

테르류에 있어서의 알킬기로서는 예를 들면, 메틸기, 에틸기, 프로필기, 부틸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용매는 1종류만 사용

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합반응시의 반응온도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80~16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

하게는 90~160℃이다. 80℃ 미만이면 중합반응이 진행하기 어려워, 예를 들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로의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부가효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편 160℃를 초과하면 원료나 얻어지는 중합체의 열분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중합반응시에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이나 폴리알킬렌글리콜류(불포화 이중결합을 갖지 않는 것)는 그의 일부 또는

전량을 초기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나 폴리알킬렌글리콜류(불포화 이중결합을 갖는

것)나 기타 단량체(단량체 성분)는 전량 적하해도 되고, 그의 일부 또는 전량을 초기에 넣어도 된다. 또한, 중합반응은 질소

등의 불활성 가스의 분위기하에서 행하는 것이 중합성을 높이는 면에서 바람직하고, 반응용기 내를 미리 불활성 가스로 치

환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중합반응시에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이나 필요에 따라 폴리알킬렌글리콜류(불포화 이

중결합을 갖지 않는 것) 및 단량체 성분 전체를 넣은 후 필요에 따라 반응온도를 유지한 채로 숙성을 행해도 된다. 숙성시

간으로서는 30분간~6시간이 바람직하고, 1~3시간이 보다 바람직하다.

중합반응 후에는,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반응생성물이 수용액인 상태에 있어서 상기 수용액에 산화제를 첨가하는 후처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후처리를 시행함으로써 본 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중합체를 용이하게 얻

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본 발명의 제1 제조방법은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

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중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중합반응 후에,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반응생성물이 수용액

인 상태에 있어서 상기 수용액에 산화제를 첨가하는 후처리를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제조방법은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

해 중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중합반응 후에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반응생성물이 수용액인 상태에 있어서 상기

수용액에 산화제를 첨가하는 후처리를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로서 아크릴산을 필수로 하는 것을 사용한 경우, 반응 후에 불순물로서 잔존하는 아크릴

산의 양이 바람직하게는 3 중량%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2.5 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 중량% 미만, 특히 바람

직하게는 1.5 중량% 미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1.0 중량% 미만으로 저감된 중합체를 용이하게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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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를 행하는 수용액의 농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형태의 경제성(수송비용)의 관점에서는

짙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용액의 농도가 올라 점도가 높아지면, 교반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후처리의 효율이 저하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후처리를 행하는 수용액의 농도는 20~80 중량%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0~70 중량%로 하

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40~60 중량%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후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산화제로서는 과산화물 및 아조계 화합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류가 바람직하다. 또한, 과

산화물이나 아조계 화합물과 함께 이들 이외의 산화제를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화제는 1종류만 사용해도 되고, 2종

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산화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과산화물로서는,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 퍼옥소 이황산염(과황산나트륨, 과황산칼륨, 과황산

암모늄 등), 퍼옥소붕산염, 아디티온산염, 아황산수소염, 이아황산염 등의 무기 과산화물; 중합개시제로서 예시한 유기 과

산화물, 과초산, 과초산염류(과초산나트륨 등), 과탄산염류(과탄산나트륨 등) 등의 유기 과산화물; 등을 들 수 있다.

산화제로서 과산화물을 사용하는 경우 후처리에 사용하는 과산화물은 중합반응시에 사용한 중합개시제와 다른 것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후처리는 수용액의 상태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처리온도는 100℃ 정도로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중

합시의 반응온도는 100℃ 이상의 고온에서 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각각의 온도범위에 적합한 화합물은 저절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합의 개시제로서 바람직한 것은 10시간 반감기(半減期)가 100℃ 이상인 것이고, 후처리에

사용하는 과산화물로서 바람직한 것은 10시간 반감기가 100℃ 미만인 것이다.

산화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아조계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1,1'-아조비스(시클로헥산-1-카르보니트릴), 2,2'-아조비스

(2-메틸부티로니트릴), 2,2'-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 2,2'-아조비스(2,4-디메틸발레로니트릴), 2,2'-아조비스(2,4-

디메틸-4-메톡시발레로니트릴) 등의 아조니트릴계 화합물; 2,2'-아조비스(2-아미디노프로판)디히드로클로라이드,

2,2'-아조비스[2-(5-메틸-2-이미다졸린-2-일)프로판]디히드로클로라이드, 2,2'-아조비스[2-(2-이미다졸린-2-일)프

로판]디히드로클로라이드, 2,2'-아조비스[2-(2-이미다졸린-2-일)프로판] 등의 아조아미딘계 화합물; 2,2'-아조비스

{2-메틸-N-[1,1-비스(히드록시메틸)-2-히드록시에틸]프로피온아미드}, 2,2'-아조비스[2-메틸-N-(2-히드록시에틸)

프로피온아미드], 2,2'-아조비스(2-메틸-프로피온아미드)디하이드레이트 등의 아조아미드계 화합물; 2,2'-아조비스

(2,4,4-트리메틸펜탄), 2,2'-아조비스(2-메틸펜탄) 등의 아조알킬계 화합물; 2-시아노-2-프로필아조포름아미드; 4,4-

아조비스(4-시아노발레르산); 디메틸 2,2'-아조비스(2-메틸프로피오네이트); 2,2'-아조비스(2-히드록시메틸프로피오니

트릴); 등을 들 수 있지만, 2,2'-아조비스(2-아미디노프로판)디히드로클로라이드, 2,2'-아조비스[2-(5-메틸-2-이미다

졸린-2-일)프로판]디히드로클로라이드, 2,2'-아조비스[2-(2-이미다졸린-2-일)프로판]디히드로클로라이드, 2-시아노

-2-프로필아조포름아미드 등의 수용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후처리에 있어서 산화제의 사용량은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중합체에 대해서 0.01~5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고, 0.05~10

중량%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범위를 웃도는 양의 산화제를 사용해도 그것에 대응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경제

적으로 불리해진다. 한편, 산화제의 사용량이 상기 범위를 밑돌면, 예를 들면, 잔존 아크릴산량의 저감효과가 충분히 발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후처리에 있어서 산화제로서 과산화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산화물과 함께 과산화물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는 분해촉진

제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해촉진제로서는 중합반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술한 것을 들 수 있지만, 후

처리에 있어서 사용하는 분해촉진제로서는 환원성 화합물이 바람직하고, 그 중에서도 중아황산염, 아스코르브산, 철이나

구리 등의 금속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기 화합물이 보다 바람직하다.

과산화물과 함께 분해촉진제도 병용하는 경우, 분해촉진제의 사용량은 과산화물에 대해서 1~50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

고, 10~200 중량%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후처리에 있어서는 산화제 또는 산화제(과산화물)와 분해촉진제의 조합 중 과황산염, 과산화수소, 과황산염과 중아황산염

의 조합, 과산화수소와 아스코르브산의 조합, 과산화수소와 금속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기 화합물의 조합이 후처리를

유리하게 진행시키는 면에서 특히 바람직하다.

후처리에 있어서의 산화제의 첨가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아 분말상으로 첨가해도 되고, 액체상으로 첨가해도 되지만,

제조의 용이함에서는 액체상으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상으로 첨가하는 경우 수용액으로서 첨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수용액으로 하는 경우 그의 농도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경제성이나 액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

정하면 된다. 또한, 2종류 이상의 산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동시에 적하해도 되고,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첨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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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할 때의 처리온도는 산화제가 반응할 수 있는 온도라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실온 이상이 바람직하다. 또한, 후

처리는 환류하에서 행해도 된다. 후처리할 때의 시간은 처리온도나 사용하는 산화제의 종류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10분 이

상이 바람직하다.

이상에 설명한 제조방법에 의하면, 본 발명의 중합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제1 중합체]

본 발명의 제1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폴리알킬렌글리콜류를 원료로 하

는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상기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폴리알

킬렌글리콜류의 합계량에 대해서 50 중량%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양은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폴리알킬렌글리콜류의 합계량

에 대해서 50 중량% 이상인 것이 중요하지만, 바람직하게는 50~99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55~95 중량%, 더욱 바람

직하게는 60~90 중량%이다.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폴리알킬렌글리콜류의 합

계량에 대해서 50 중량% 미만인 경우, 본 발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의 제1 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가 아크릴산을 필수로 하는 것으로, 반응 후에 불

순물로서 잔존하는 아크릴산의 양이 3 중량% 미만이다. 반응 후에 불순물로서 잔존하는 아크릴산의 양은 바람직하게는

2.5 중량%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2 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중량% 미만, 특히 바람직하게는 1.0 중량% 미

만이다.

본 발명의 제1 중합체는 상기 폴리알킬렌글리콜류가 전술한 화학식 1로 나타내어지는 구조를 갖는 단량체 또는 화학식 2

로 나타내어지는 구조를 갖는 중합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시멘트 혼화제나 시멘트 조성물로서 사

용하는 경우, 시멘트 분산성이 우수한 데다가 시멘트를 응집시키지 않기 때문에 작업성이 악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멘

트 혼화제로서 적합한 중합체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이 옥시에틸렌기 또는 옥시프로필렌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 중합체는 그의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화되어 염이 되어 있어도 된다. 즉, 본 발명의 제1 중

합체는 미중화, 부분중화, 완전중화 중 어느 형태여도 된다.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화하는 방법은 염기성

화합물을 첨가하는 등 종래 공지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 염기성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

화칼슘, 수산화리튬 등의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 토류금속의 수산화물;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탄산리튬 등의 알칼리금속

이나 알칼리 토류금속의 탄산염; 암모니아, 모노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트리에탄올아민 등의 아민류; 등의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화할 때에는 용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 중합체는 중량평균 분자량이 1,000~1,000,00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2,000~500,000,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200,000이다. 또한, 중량평균 분자량/수평균 분자량은 1~1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

하게는 1~8, 더욱 바람직하게는 1~5이다.

[제2 중합체]

본 발명의 제2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

지는 중합체로서,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15 중량%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중합체는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

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15 중량% 미만인 것이 중요하지만, 바람직하게는 3~15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4~12.5 중

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5~10 중량%이다.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양이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

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의 합계량에 대해서 15 중량% 이상이 되면, 본 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

특히, 액체세제 빌더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액체세제에 상용(相溶)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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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이 옥시에틸렌기 또는 옥시프로필렌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 중합체는 그의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화되어 염이 되어 있어도 된다. 즉, 본 발명의 제2 중

합체는 미중화, 부분중화, 완전중화 중 어느 형태여도 된다.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화하는 방법은 염기성

화합물을 첨가하는 등 종래 공지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 염기성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

화칼슘, 수산화리튬 등의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 토류금속의 수산화물;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탄산리튬 등의 알칼리금속

이나 알칼리 토류금속의 탄산염; 암모니아, 모노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트리에탄올아민 등의 아민류; 등의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화할 때에는 용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 중합체는 중량평균 분자량이 1,000~1,000,00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2,000~500,000,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200,000이다. 또한, 중량평균 분자량/수평균 분자량은 1~1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

하게는 1~8, 더욱 바람직하게는 1~5이다.

본 발명의 제2 중합체는 매우 우수한 세정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말세제, 액체세제, 겔상세제 등의 각종 세제에 있어서

의 세제 빌더로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의 제2 중합체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높은 상용성도 갖

춘 것이기 때문에 액체세제의 세제 빌더로서 특히 적합하다.

[제3 중합체]

본 발명의 제3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과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

지는 중합체로서,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는 아크릴산을 필수로 하는 것으로, 반응 후에 불순물로서 잔존하는 아

크릴산의 양이 3 중량%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3 중합체는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는 아크릴산을 필수로 하는 것으로, 반응 후에 불순물로서 잔존

하는 아크릴산의 양이 3중량% 미만인 것이 중요하지만, 반응 후에 불순물로서 잔존하는 아크릴산의 양은 바람직하게는

2.5 중량%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2 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중량% 미만, 특히 바람직하게는 1.0 중량% 미

만이다. 이것으로 본 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특히 높은 중합성으로 중합체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예를 들

면 세제 빌더로서 사용한 경우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하게는 상기 불포화 카르복실

산계 단량체로서 아크릴산을 선택하는 것은 중합성이 높은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크릴산은 독성이 강하

기 때문에 잔존 모노머로서 중합체에 함유되게 되면 상기 중합체를 세제 빌더로서 사용한 경우에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

가 있어 세제 빌더로서의 사용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응 후에 불순물로서 잔존하는 중합체 중의 아크릴

산량이 3 중량% 미만이면, 환경면을 고려한 경우에도 세제 빌더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3 중합체는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이 옥시에틸렌기 또는 옥시프로필렌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3 중합체는 그의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화되어 염이 되어 있어도 된다. 즉, 본 발명의 제3 중

합체는 미중화, 부분중화, 완전중화 중 어느 형태여도 된다.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화하는 방법은 염기성

화합물을 첨가하는 등 종래 공지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 염기성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

화칼슘, 수산화리튬 등의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 토류금속의 수산화물;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탄산리튬 등의 알칼리금속

이나 알칼리 토류금속의 탄산염; 암모니아, 모노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트리에탄올아민 등의 아민류; 등의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카르복실산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화할 때에는 용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3 중합체는 중량평균 분자량이 1,000~1,000,00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2,000~500,000,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200,000이다. 또한, 중량평균 분자량/수평균 분자량은 1~1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

하게는 1~8, 더욱 바람직하게는 1~5이다.

본 발명의 제3 중합체는 세제 빌더로서 필요한 세정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는 것이기 때

문에 분말세제, 액체세제, 겔상세제 등의 각종 세제에 있어서의 세제 빌더로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제 빌더와 세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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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중합체(제1, 제2, 제3의 중합체)는 전술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상

태인 채로 또는 상기 후처리로 얻어진 수용액의 상태인 채로 세제 빌더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물이나 용매를 증류

제거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본 발명의 세제 빌더는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세제 빌더는 본 발명의 중합체로만 되어 있어도 되고, 다른 공지의 세제 빌더와 혼합해도 된다. 다

른 세제 빌더로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트리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규산나트륨, 황산나트륨,

탄산나트륨, 니트릴로트리초산나트륨, 에틸렌디아민테트라초산나트륨이나 칼륨,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제올라이트, 다당

류의 카르복실 유도체, (메타)아크릴산(공)중합체(염), 푸마르산(공)중합체(염) 등의 수용성 중합체를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세제 빌더는 액체세제용이어도 분말세제용이어도 되지만, 본 발명의 세제 빌더를 액체세제 조성물에 사용한 경

우 계면활성제와의 상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농축의 액체세제 조성물로 할 수 있는 점에서는 액체세제용이 바람직하

다.

또한, 본 발명의 세제 조성물은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중합체의 용도로서 본 발명의 중합체를 세제 빌더로서 함유하는 세제 조성물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세제 조성물에 있어서의 본 발명의 중합체의 배합비율은 특별히 한정은 없지만, 세제 조성물 중 0.1~60 중량%

가 바람직하고, 3~30 중량%가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중합체의 배합비율이 세제 조성물 중 0.1 중량% 미만이면 충

분한 세정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한편, 60 중량%를 초과하면 경제적으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의 세제 조성물은 본 발명의 중합체와 함께 계면활성제도 함유한다. 계면활성제로서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비이

온계 계면활성제,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양성 계면활성제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의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을 사용할 수 있

다.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로서는 예를 들면, 알킬벤젠설폰산염, 알킬 또는 알케닐에테르황산염, 알킬 또는 알케닐황산염, α-올

레핀설폰산염, α-설포지방산 또는 에스테르염, 알칸설폰산염,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산염, 알킬 또는 알케닐에테르카르복

실산염, 아미노산형 계면활성제, N-아실아미노산형 계면활성제, 알킬 또는 알케닐인산에스테르 또는 그의 염 등을 들 수

있다.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로서는 예를 들면, 폴리옥시알킬렌알킬 또는 알케닐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알킬페닐에테르, 고급지

방산 알칸올아미드 또는 그의 알킬렌옥사이드 부가물, 수크로오스지방산에스테르, 알킬글리코시드, 지방산글리세린 모노

에스테르, 알킬아민옥사이드 등을 들 수 있다.

양이온계 계면활성제로서는 예를 들면, 제4급 암모늄염 등을 들 수 있다.

양성 계면활성제로서는 예를 들면, 카르복실형 또는 설포베타인형 양성 계면활성제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세제 조성물에 있어서의 계면활성제의 배합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은 없지만 세제 조성물 중 10~60 중

량%가 바람직하고, 15~50 중량%가 보다 바람직하다. 계면활성제의 배합비율이 세제 조성물 중 10 중량% 미만이면 기름

오염 등에 대한 세정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한편, 60 중량%를 초과하면 경제적으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의 세제 조성물은 본 발명의 중합체 및 계면활성제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공지의 알칼리 빌더, 킬레이트 빌더, 효

소, 염료, 상용화제, 기포제(起泡劑), 거품안정제, 오염억제제, 광택제, 재부착 방지제, 형광제, 표백제, 향료, 용매 등의 세

제 조성물에 상용되는 성분을 본 발명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유해도 된다. 또한, 제올라이트를 배합해도 된

다. 상기 알칼리 빌더로서는 예를 들면, 규산염, 탄산염, 황산염 등을 들 수 있고, 상기 킬레이트 빌더로서는 예를 들면 디글

리콜산, 옥시카르복실산염, EDTA(에틸렌디아민 사초산), DTPA(디에틸렌트리아민 육초산), 구연산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의 성분은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시멘트 혼화제와 시멘트 조성물]

이하, 본 발명의 중합체의 용도로서 본 발명의 중합체를 필수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시멘트 혼화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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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는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 중에 차지하는 본 발명의 중합체의 함유비율은 특별히 한정은 없지만, 시멘트 혼화제 중 5~100

중량%가 바람직하고, 50~100 중량%가 보다 바람직하며, 75~100 중량%가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중합체의 함유비

율이 시멘트 혼화제 중 5 중량% 미만이면 시멘트 분산성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중합체 이외에 포함할 수 있는 기타 성분으로서는, 각종 시멘트 혼화제, 경

화 지연제, 경화 촉진제, 건조수축 저감제 등 공지의 시멘트 첨가제를 들 수 있지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a) 수용성 고분자물질: 폴리아크릴산(나트륨), 폴리메타크릴산(나트륨), 폴리말레산(나트륨), 아크릴산·말레산 공중합물

의 나트륨염 등의 불포화 카르복실산 중합물;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등의 폴리옥시에틸렌 또는 폴리옥시

프로필렌의 폴리머 또는 그들의 코폴리머; 메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에틸셀룰

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에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등의 비이온성 셀룰로오스에테르

류; 효모 글루칸이나 산탄 검, β-1,3-글루칸류(직쇄상, 분지쇄상 중 어느 것이어도 되고, 일례를 들면 커들란, 파라밀론,

파키만(pakiman), 스클레로글루칸, 라미나란 등) 등의 미생물효소에 의해 제조되는 다당류;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비닐

알코올; 전분; 전분인산에스테르; 아르긴산나트륨; 젤라틴; 분자 내에 아미노기를 갖는 아크릴산의 코폴리머 및 그의 4급

화합물 등.

(b) 고분자 에멀션: (메타)아크릴산알킬 등의 각종 비닐 단량체의 공중합물 등.

(c) 지연제: 글루콘산, 글루코헵톤산, 아라본산(arabonic acid), 사과산 또는 구연산 및 이들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

슘, 암모늄, 트리에탄올아민 등의 무기염 또는 유기염 등의 옥시카르복실산 및 그의 염; 글루코오스, 프룩토오스, 갈락토오

스, 수크로오스, 크실로오스, 아피오스(apiose), 리보오스, 이성화당 등의 단당류나, 이당, 삼당 등의 올리고당, 또는 덱스

트린 등의 올리고당, 또는 덱스트란 등의 다당류, 이들을 포함하는 당밀류 등의 당류; 소르비톨 등의 당 알코올; 규불화마

그네슘; 인산 및 그의 염 또는 붕산에스테르류; 아미노카르복실산과 그의 염; 알칼리 가용 단백질; 휴민산(humic acid); 타

닌산; 페놀; 글리세린 등의 다가 알코올; 아미노트리(메틸렌포스폰산), 1-히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폰산, 에틸렌디아

민테트라(메틸렌포스폰산),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메틸렌포스폰산) 및 이들의 알칼리금속염, 알칼리 토류금속염 등의 포

스폰산 및 그의 유도체 등.

(d) 조강제·촉진제: 염화칼슘, 아질산칼슘, 질산칼슘, 브롬화칼슘, 요오드화칼슘 등의 가용성 칼슘염; 염화철, 염화마그네

슘 등의 염화물; 황산염;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탄산염; 티오황산염; 포름산 및 포름산칼슘 등의 포름산염; 알칸올아

민; 알루미나시멘트; 칼슘알루미네이트실리케이트 등.

(e) 광유계 소포제: 등유, 유동 파라핀 등.

(f) 유지계 소포제: 동식물유, 참기름, 피마자유, 이들의 알킬렌옥시드 부가물 등.

(g) 지방산계 소포제: 올레산, 스테아르산, 이들의 알킬렌옥시드 부가물 등.

(h) 지방산에스테르계 소포제: 글리세린모노리시놀레이트, 알케닐숙신산 유도체, 소르비톨 모노라우레이트, 소르비톨 트

리올리에이트, 천연왁스 등.

(i) 옥시알킬렌계 소포제: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부가물 등의 폴리옥시알킬렌류; 디에틸렌글리콜헵틸에테

르, 폴리옥시에틸렌올레일에테르, 폴리옥시프로필렌부틸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2-에틸헥실에테르, 탄

소수 12~14의 고급 알코올로의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부가물 등의 (폴리)옥시알킬에테르류; 폴리옥시프로필렌페닐에

테르, 폴리옥시에틸렌노닐페닐에테르 등의 (폴리)옥시알킬렌(알킬)아릴에테르류; 2,4,7,9-테트라메틸-5-데신-4,7-디

올, 2,5-디메틸-3-헥신-2,5-디올, 3-메틸-1-부틴-3-올 등의 아세틸렌알코올에 알킬렌옥시드를 부가 중합시킨 아세틸

렌에테르류; 디에틸렌글리콜 올레산에스테르, 디에틸렌글리콜 라우릴산에스테르, 에틸렌글리콜 디스테아르산에스테르 등

의 (폴리)옥시알킬렌 지방산에스테르류; 폴리옥시에틸렌소르비탄 모노라우르산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소르비탄 트리

올레산에스테르 등의 (폴리)옥시알킬렌소르비탄 지방산에스테르류; 폴리옥시프로필렌메틸에테르 황산나트륨, 폴리옥시

에틸렌도데실페놀에테르 황산나트륨 등의 (폴리)옥시알킬렌알킬(아릴)에테르 황산에스테르염류; (폴리)옥시에틸렌스테

아릴 인산에스테르 등의 (폴리)옥시알킬렌알킬 인산에스테르류; 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아민 등의 (폴리)옥시알킬렌알킬아

민류; 폴리옥시알킬렌아미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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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알코올계 소포제: 옥틸알코올, 헥사데실알코올, 아세틸렌알코올, 글리콜류 등.

(k) 아미드계 소포제: 아크릴레이트 폴리아민 등.

(l) 인산에스테르계 소포제: 인산트리부틸, 나트륨옥틸포스페이트 등.

(m) 금속비누계 소포제: 알루미늄스테아레이트, 칼슘올리에이트 등.

(n) 실리콘계 소포제: 디메틸실리콘유, 실리콘페이스트, 실리콘에멀션, 유기변성 폴리실옥산(디메틸폴리실옥산 등의 폴리

오르가노실옥산), 플루오로실리콘유 등.

(o) 공기 연행제(連行劑)(AE제): 수지비누,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산, 히드록시스테아르산나트륨, 라우릴설페이트, ABS

(알킬벤젠설폰산), LAS(직쇄 알킬벤젠설폰산), 알칸설포네이트, 폴리옥시에틸렌알킬(페닐)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알킬

(페닐)에테르 황산에스테르 또는 그의 염, 폴리옥시에틸렌알킬(페닐)에테르 인산에스테르 또는 그의 염, 단백질 재료, 알

케닐설포숙신산, α-올레핀설포네이트 등.

(p) 기타 계면활성제: 옥타데실알코올이나 스테아릴알코올 등의 분자내에 6~30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지방족 1가 알코올,

아비에틸알코올 등의 분자내에 6~30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지환식 1가 알코올, 도데실메르캅탄 등의 분자내에 6~30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1가 메르캅탄, 노닐페놀 등의 분자내에 6~30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페놀, 도데실아민 등의 분자내에

6~30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아민, 라우르산이나 스테아르산 등의 분자내에 6~30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카르복실산에, 에

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등의 알킬렌옥사이드를 10몰 이상 부가시킨 폴리알킬렌옥사이드 유도체류; 알킬기 또는

알콕실기를 치환기로서 가져도 되는, 설폰기를 갖는 2개의 페닐기가 에테르 결합된 알킬디페닐에테르 설폰산염류; 각종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알킬아민아세테이트, 알킬트리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등의 각종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각종 비이온

성 계면활성제; 각종 양성 계면활성제 등.

(q) 방수제: 지방산(염), 지방산에스테르, 유지, 실리콘, 파라핀, 아스팔트, 왁스 등.

(r) 녹 방지제: 아질산염, 인산염, 산화아연 등.

(s) 균열 저감제: 폴리옥시알킬에테르류; 2-메틸-2,4-펜탄디올 등의 알칸디올류 등.

(t) 팽창재: 에트린자이트(Ettringite)계, 석탄계 등.

기타 공지의 시멘트 첨가제(재)로서는 시멘트 습윤제, 증점제, 분리저감제, 응집제, 건조수축 저감제, 강도 증진제, 셀프 평

활제, 녹 방지제, 착색제, 곰팡이 방지제, 고로 슬래그(blast furnance slag), 플라이 애쉬(fly ash), 신더 애쉬(cinder ash),

클링커 애쉬(clinker ash), 허스크 애쉬(husk ash), 실리카 흄(silica fume), 실리카 분말, 석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공지

의 시멘트 첨가제(재)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더 나아가서는,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에는 공지의 시멘트 분산제를 병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리그닌설폰산염; 폴리올 유도체; 나프탈렌설폰산포르말린 축합물; 멜라민설폰산포르말린 축합물; 폴리스티렌설폰산염; 일

본국 특허공개 제(평)1-113419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미노아릴설폰산-페놀-포름알데히드 축합물 등의 아미노설

폰산계;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7-267705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성분으로서, 폴리알킬렌글리콜 모노(메타)아크

릴산에스테르계 화합물과 (메타)아크릴산계 화합물의 공중합체 및/또는 그의 염, (b)성분으로서, 폴리알킬렌글리콜 모노

(메타)알릴에테르계 화합물과 무수 말레산의 공중합체 및/또는 그의 가수분해물, 및/또는 그의 염, (c)성분으로서, 폴리알

킬렌글리콜 모노(메타)알릴에테르계 화합물과 폴리알킬렌글리콜계 화합물의 말레산에스테르의 공중합체 및/또는 그의 염

을 포함하는 시멘트 분산제; 일본국 특허 제2508113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성분으로서, (메타)아크릴산의 폴리

알킬렌글리콜에스테르와 (메타)아크릴산(염)의 공중합체, B성분으로서, 특정의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계

화합물, C성분으로서, 특정의 계면활성제로 되는 콘크리트 혼화제; 일본국 특허공개 제(소)62-216950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메타)아크릴산의 폴리에틸렌(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 또는 폴리에틸렌(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타)알릴에

테르, (메타)알릴설폰산(염), 및 (메타)아크릴산(염)으로 되는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1-226757호 공보에 기재

된 바와 같이, (메타)아크릴산의 폴리에틸렌(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 (메타)알릴설폰산(염) 및 (메타)아크릴산(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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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보 제(평)5-36377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메타)아크릴산의 폴리에틸렌(프로필렌)글

리콜에스테르, (메타)알릴설폰산(염) 또는 p-(메타)알릴옥시벤젠설폰산(염), 및 (메타)아크릴산(염)으로 되는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4-149056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타)알릴에테르와 말레산(염)의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5-170501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메타)아크릴산의 폴리에틸렌글리콜에스테르,

(메타)알릴설폰산(염), (메타)아크릴산(염), 알칸디올 모노(메타)아크릴레이트, 폴리알킬렌글리콜 모노(메타)아크릴레이트

및 분자 중에 아미드기를 갖는 α,β-불포화 단량체로 되는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6-191918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타)알릴에테르,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타)아크릴레이트, (메타)아크릴산 알킬에

스테르, (메타)아크릴산(염), 및 (메타)알릴설폰산(염) 또는 p-(메타)알릴옥시벤젠설폰산(염)으로 되는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5-43288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알콕시폴리알킬렌글리콜 모노알릴에테르와 무수 말레산의 공중합

체 또는 그의 가수분해물, 또는 그의 염; 일본국 특허공보 제(소)58-38380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알릴에테르, 말레산 및 이들의 단량체와 공중합 가능한 단량체로 되는 공중합체 또는 그의 염, 또는 그의 에스테르.

일본국 특허공보 제(소)59-18338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알킬렌글리콜 모노(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계 단량체,

(메타)아크릴산계 단량체 및 이들 단량체와 공중합 가능한 단량체로 되는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개 제(소)62-119147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설폰산기를 갖는 (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 및 필요에 따라 이것과 공중합 가능한 단량체로 되는

공중합체 또는 그의 염;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6-271347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알콕시폴리알킬렌글리콜 모노알릴

에테르와 무수 말레산의 공중합체 및 말단에 알케닐기를 갖는 폴리옥시알킬렌 유도체와의 에스테르화 반응물; 일본국 특

허공개 제(평)6-298555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알콕시폴리알킬렌글리콜 모노알릴에테르와 무수 말레산의 공중합체

및 말단에 수산기를 갖는 폴리옥시알킬렌 유도체와의 에스테르화 반응물; 일본국 특허공개 제(소)62-68806호 공보에 기

재된 바와 같이, 3-메틸-3-부텐-1-올 등의 특정 불포화 알코올에 에틸렌옥시드 등을 부가한 알케닐에테르계 단량체, 불

포화 카르복실산계 단량체 및 이들의 단량체와 공중합 가능한 단량체로 되는 공중합체, 또는 그의 염 등의 폴리카르복실산

(염).; 국제공개 WO02/053611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알킬렌이민 불포화 단량체와 불포화 카르복실산 단량체

를 포함하는 단량체 성분을 공중합해서 얻어지는 폴리카르복실산계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개 제2004-182583호 공보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옥시알킬렌을 갖는 불포화 단량체와 (메타)아크릴산계 단량체를 필수로 하고, (메타)아크릴산에

스테르, 아크릴아미드 등의 단량체 및 다분지 폴리알킬렌옥시드 사슬을 갖는 단량체를 공중합하여 얻어지는 폴리카르복실

산계 공중합체; 일본국 특허공개 제2000-109357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알킬렌폴리아민에 포함되는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에 대해서 해당 아미노기의 활성수소의 당량을 초과하는 알킬레옥사이드를 부가 중합해서 되는 폴리옥시알

킬렌계 화합물.

이들 시멘트 분산제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상기 시멘트 분산제 중에서도 국제공개 WO02/053611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알킬렌이민 불포화 단량체와 불포

화 카르복실산 단량체를 포함하는 단량체 성분을 공중합해서 얻어지는 폴리카르복실산계 공중합체 및/또는 일본국 특허공

개 제2004-182583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옥시알킬렌을 갖는 불포화 단량체와 (메타)아크릴산계 단량체를 필

수로 하고 (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 아크릴아미드 등의 단량체 및 다분지 폴리알킬렌옥시드 사슬을 갖는 단량체를 공중합

해서 얻어지는 폴리카르복실산계 공중합체 및/또는 일본국 특허공개 제2000-109357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알

킬렌폴리아민에 포함되는 활성수소 함유 아미노기에 대해서 해당 아미노기의 활성수소의 당량을 초과하는 알킬렌옥사이

드를 부가 중합해서 되는 폴리옥시알킬렌계 화합물을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와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시멘트의 작업성

이 현저하게 좋아져 시멘트 유동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도 적어지기 때문에 특히 바람직하다.

이들 공지의 시멘트 첨가제(재)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는 공지의 시멘트 혼화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페이스트, 회반죽(mortar),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 조

성물에 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멘트 조성물은 본 발명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중합체의 용도로서, 본 발명의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로서 함유하는 시멘트 조성물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시멘트 조성물에 있어서, 시멘트 및 물 이외의 성분에 대한 특히 적합한 실시형태로서는 다음 (1)~(7)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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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와 <2> 옥시알킬렌계 소포제의 두 성분을 필수로 하는 조합. 옥시알킬렌계 소포제로서는

폴리옥시알킬렌류,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류, 폴리옥시알킬렌아세틸렌에테르류, 폴리옥시알킬렌알킬아민류 등이 사

용 가능하지만, 폴리옥시알킬렌알킬아민류가 특히 적합하다. 또한, <2> 옥시알킬렌계 소포제의 배합 중량비로서는 <1>의

시멘트 혼화제에 대해서 0.01~20 중량%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2) <1>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 <2> 옥시알킬렌계 소포제 및 <3> AE제의 세 성분을 필수로 하는 조합. 옥시알킬렌계

소포제로서는 폴리옥시알킬렌류,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류, 폴리옥시알킬렌아세틸렌에테르류, 폴리옥시알킬렌알킬

아민류 등이 사용 가능하지만, 폴리옥시알킬렌알킬아민류가 특히 적합하다. 한편, AE제로서는, 수지산 비누, 알킬황산에

스테르류, 알킬인산에스테르류가 특히 적합하다. 또한, <1>의 시멘트 혼화제와 <2>의 소포제의 배합 중량비로서는 <1>

의 시멘트 혼화제에 대해서 0.01~20 중량%가 바람직하다. 한편, <3> AE제의 배합 중량비로서는 시멘트에 대해서

0.001~2 중량%가 바람직하다.

(3) <1>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 <2> 탄소원자수 2~18의 알킬렌옥사이드를 평균 부가몰수로 2~300 부가한 폴리옥시

알킬렌 사슬을 갖는 폴리알킬렌글리콜 모노(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계 단량체와 (메타)아크릴산계 단량체 및 이들 단량체

와 공중합 가능한 단량체로 되는 공중합체(일본국 특허공보 제(소)59-18338호 공보,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7-223852호

공보, 일본국 특허공개 제(평)9-241056호 공보 등에 기재) 및 <3> 옥시알킬렌계 소포제의 세 성분을 필수로 하는 조합.

또한, <1>의 시멘트 혼화제와 <2>의 공중합체의 배합 중량비로서는, 5/95~95/5의 범위가 바람직하고, 10/90~90/10의

범위가 보다 바람직하다. <3>의 옥시알킬렌계 소포제의 배합 중량비로서는 <1>의 시멘트 혼화제와 <2>의 공중합체의 합

계량에 대해서 0.01~20 중량%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4) <1>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와 <2> 지연제의 두 성분을 필수로 하는 조합. 지연제로서는 글루콘산(염), 구연산(염)

등의 옥시카르복실산류, 글루코오스 등의 당류, 소르비톨 등의 당 알코올류, 아미노트리(메틸렌포스폰산) 등의 포스폰산류

등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1>의 시멘트 혼화제와 <2>의 지연제의 배합비로서는 공중합체(A) 및/또는 공중합체(B)와

<2>의 지연제의 중량비로, 50/50~99.9/0.1의 범위가 바람직하고, 70/30~99/1의 범위가 보다 바람직하다.

(5) <1>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와 <2> 촉진제의 두 성분을 필수로 하는 조합. 촉진제로서는 염화칼슘, 아질산칼슘, 질산

칼슘 등의 가용성 칼슘염류, 염화철, 염화마그네슘 등의 염화물류, 티오황산염, 포름산 및 포름산칼슘 등의 포름산염류 등

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1>의 시멘트 혼화제와 <2>의 촉진제의 배합 중량비로서는 10/90~99.9/0.1이 바람직하고, 20/

80~99/1이 보다 바람직하다.

(6) <1>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와 <2> 재료분리 저감제의 두 성분을 필수로 하는 조합. 재료분리 저감제로서는 비이온

성 셀룰로오스 에테르류 등의 각종 증점제, 부분구조로서 탄소원자수 4~30의 탄화수소사슬로 되는 소수성 치환기와 탄소

원자수 2~18의 알킬렌옥시드를 평균 부가 몰수로 2~300 부가한 폴리옥시알킬렌사슬을 갖는 화합물 등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1>의 시멘트 혼화제와 <2>의 재료분리 저감제의 배합 중량비로서는 10/90~99.99/0.01이 바람직하고, 50/

50~99.9/0.1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조합의 시멘트 조성물은 고유동(高流動) 콘크리트, 자기충전성 콘크리트, 셀프 평활

재로서 적합하다.

(7) <1>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와 <2> 분자 중에 설폰산기를 갖는 설폰산계 분산제의 두 성분을 필수로 하는 조합. 설폰

산계 분산제로서는 리그닌설폰산염, 나프탈렌설폰산포르말린 축합물, 멜라민설폰산포르말린 축합물, 폴리스티렌설폰산

염, 아미노아릴설폰산-페놀-포름알데히드 축합물 등의 아미노설폰산계의 분산제 등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1>의 시멘

트 혼화제와 <2>의 분자 중에 설폰산기를 갖는 설폰산계 분산제의 배합비로서는, <1>의 시멘트 혼화제와 <2>의 분자 중

에 설폰산기를 갖는 설폰산계 분산제의 중량비로 5/95~95/5가 바람직하고, 10/90~90/10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시멘트 조성물로서는 시멘트, 물, 세(細)골재, 조(粗)골재 등을 포함하는 통상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플

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실리카흄, 석회석 등의 미분체를 첨가한 것이어도 된다.

본 발명의 시멘트 조성물의 형태로서는 예를 들면,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초고강도 콘크리트란, 시멘트 조성물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불리우고 있는 것, 즉 종래의 콘크리트에 비

해 물/시멘트 비율을 작게 해도 그의 경화물이 종래와 동등 또는 보다 높은 강도가 되는 콘크리트를 의미하고, 예를 들면,

물/시멘트 비율이 바람직하게는 25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중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8 중량%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14 중량%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12 중량% 정도이더라도 통상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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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성을 갖는 콘크리트가 되고, 그 경화물이 바람직하게는 60 N/m㎡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80 N/m㎡ 이상, 더욱 바

람직하게는 100 N/m㎡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20 N/m㎡ 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160 N/m㎡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

는 200 N/m㎡ 이상의 압축강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시멘트로서는 보통, 조강, 초조강, 중용열(moderate heat), 백색 등의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플라

이 애쉬 시멘트,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등의 혼합 포틀랜드 시멘트가 적합하다.

시멘트의 콘크리트 1 ㎥당 배합량 및 단위수량으로서는 예를 들면, 고내구성·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단

위수량 100~185 kg/㎥, 물/시멘트 비율=10~7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단위수량 120~175 kg/

㎥, 물/시멘트 비율=20/65%이다.

본 발명의 시멘트 조성물 중에 차지하는 본 발명의 시멘트 혼화제의 함유비율로서는, 시멘트 중량에 대해서 0.01~10 중

량%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1 중량% 미만이면 성능적으로 불충분해질 우려가 있고, 10 중량%를 초과하면 경

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0.05~8 중량%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1~5 중량% 이하이다. 또한, 상기 중

량%는 고형분 환산값이다.

이하에, 실시예 및 비교예에 의해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

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중량부」를 간단히 「부」로, 「중량%」를 간단히 「%」로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및 얻어진 중합체 중의 잔존 아크릴산량은 하기 조건의 겔 침투 크로마토그래피(GPC)

로 중합체의 수용액을 분석함으로써 측정하였다. 또한, 중합체 중의 잔존 아크릴산량은 중합에 사용한 아크릴산을 사용해

서 제작한 검량선에 의해 산형(酸型) 환산으로의 아크릴산량을 산출하고, 중합체 수용액의 고형분이 중합체인 것으로서 중

합체 중의 아크릴산 함유량으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장치: 히타치사(Hitachi, Ltd.)제 「L-7000 시리즈」

검출기: RI, UV(254 nm)

칼럼: 쇼와 덴코사(SHOWA DENKO K.K.)제 「SHODEX SB-G」+「SHODEX SB-804HQ」+「SHODEX SB-

803HQ」+「SHODEX SB-802.5HQ」

칼럼온도: 40℃

검량선: 지엘 사이언스사(GL Sciences Inc.)제 「POLYETHYLENE OXIDE STANDARD」

GPC 소프트: 일본 분광사(JASCO Corporation.)제 「BORWIN」

용리액: 0.5 M 초산 + 0.5 M 초산나트륨

유속: 0.8 mL/분

<세정률>

중합체를 포함하는 세제 조성물을 하기 (A) 및 (B)의 배합으로 조제하고, 각 세제 조성물의 세정률을 다음과 같이 하여 평

가하였다. 즉, 먼저, 수온 25℃, 경도가 CaCO3 환산으로 50 ppm인 물 500 mL에, 세제 조성물의 농도가 배합(A)의 경우에

는 1000 ppm, 배합(B)의 경우에는 1500 ppm이 되도록 세제 조성물을 가해서 되는 세탁액을 조제하였다. 이어서, 상기 세

탁액에 5 cm×5 cm의 습식 인공오염포((재)세탁과학협회제) 5장 및 5 cm×5 cm의 백포(JIS-0803, 면포(카네킨

(canequim)) 3호)) 5장을 미리 반사율(헌터 백색도)을 측정한 후에 넣고, 세정력 시험기(Terg-O-Tometer)를 사용하여

100 rpm의 회전수로 10분간 세정하였다. 그 후, 2분간 세정을 행한 후 탈수하고 건조시켜 세정 후의 오염포를 얻어 상기

세정 후의 오염포 5장의 반사율(헌터 백색도)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세정 전 오염포의 반사율, 세정 후 오염포의 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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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정 전 백포의 반사율에 대해서 각각 5장의 평균값을 구하고, 각각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아래 식에 따라서 세정률(%)

을 산출하였다. 또한, 반사율은 색차계(닛폰 덴쇼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Nippon Denshoku Industries Co., Ltd.)제

「SE2000」)로 측정하였다.

세정률(%) = {(세정 후 오염포의 반사율-세정 전 오염포의 반사율)/(세정 전 백포의 반사율-세정 전 오염포의 반사율)}

×100

[배합(A)]

[표 1]

[배합(B)]

[표 2]

배합(A)에 있어서의 세정률은 46% 이상이 바람직하고, 48%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며, 50%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다.

배합(B)에 있어서의 세정률은 27% 이상이 바람직하고, 29%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며, 31%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용성>

중합체를 포함하는 세제 조성물을 액체세제용의 하기 (C) 및 (D)의 배합으로 조제하고, 각 세제 조성물의 상용성을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하였다. 즉, 조제한 세제 조성물의 각 성분이 균일해지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기포를 제거한 후, 25℃에서의

탁도값을 탁도계(닛폰 덴쇼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제 「NDH2000」)를 사용하여 탁도(Turbidity)(카올린 탁도: mg/L)로

서 측정하고, 하기 기준으로 3단계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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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도값(50 mg/L 미만), 육안으로 분리, 침전 또는 백탁되어 있지 않다.

△: 탁도값(50~200 mg/L), 육안으로 약간 백탁되어 있다.

×: 탁도값(200 mg/L 초과), 육안으로 백탁되어 있다.

[배합(C)]

[표 3]

[배합(D)]

[표 4]

<모르타르 시험방법>

시멘트 혼화제를 사용하고, 하기에 나타내는 배합으로 모르타르를 조합·혼련(混練)하여 동일 첨가량으로 슬럼프 플로우값

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하였다.

시멘트 중량에 대한 시멘트 혼화제 배합량은 혼화제의 고형분량으로 계산하였다.

모르타르 배합:

W/C(물/시멘트) 비율=45(중량%)

시멘트(타이헤이요 시멘트사(TAIHEIYO CEMENT CORPORATION)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450 중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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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골재(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standard sand)(JIS R 5201 준거)) 1350 중량부

물 202.5 중량부

혼련조건:

상기 배합으로 HOBART 믹서로 시멘트와 시멘트 혼화제를 배합한 물을 가하여 회전 1로 30초간 혼련하고, 이어서 세골재

를 투입하여 회전 1로 60초간 혼련하고, 추가로 회전 2로 60초간 혼련한 후에 벽면 부착물을 긁어내고 나서 회전 2로 120

초간 혼련함으로써 모르타르를 제조하였다.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얻어진 모르타르의 슬럼프 플로우값은 일본공업규격(JIS A 1101, 1128, 6204)에 준거하여 측정하였다.

[실시예 1-1]

교반기, 환류냉각관, 온도계, 질소도입관을 갖춘 유리제 반응기에,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600) 중의 모든 활성수

소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20몰 부가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부가 폴리에틸렌이민 화합물(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90 g을 넣어 질소환류하, 교반하면서 130 ℃까지 승온(昇溫)하였다. 이어서, 130℃를 유지하면서 아크릴산 10 g과 디-t-

부틸퍼옥사이드 0.89 g을 2시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2시간 교반하였다. 실온까지 냉각한 후

순수를 가하여 고형분 48%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5에 나타낸다.

[실시예 1-2]

교반기, 환류냉각관, 온도계, 질소도입관을 갖춘 유리제 반응기에,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600) 중의 모든 활성수

소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20몰 부가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부가 폴리에틸렌이민 화합물(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90 g, 말레산 4.08 g, 이소프로필알코올 5 g을 넣어 질소환류하, 교반하면서 가열하여 넣은 물질을 용해시키고 130℃까지

승온하였다. 이어서, 130℃를 유지하면서 아크릴산 5.92 g과 t-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모노-카보네이트 1 g을 2시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2시간 교반하였다. 실온까지 냉각한 후 순수를 가하여 고형분 48%의 수용액

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5에 나타낸다.

[실시예 1-3]

교반기, 환류냉각관, 온도계, 질소도입관을 갖춘 유리제 반응기에,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2000) 중의 모든 활성수

소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5몰 부가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부가 폴리에틸렌이민 화합물(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90 g, 말레산 4.08 g을 넣어 질소환류하, 교반하면서 가열하여 넣은 물질을 용해시키고 130℃까지 승온하였다. 이어서,

130℃를 유지하면서 아크릴산 5.92 g과 t-부틸벤조일퍼옥사이드 1 g을 2시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

가로 2시간 교반하였다. 실온까지 냉각한 후 순수를 가하여 고형분 48%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5에 나타낸다.

[실시예 1-4]

교반기, 환류냉각관, 온도계, 질소도입관을 갖춘 유리제 반응기에, 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 중의 모든 활성수소에 에틸렌옥

사이드가 평균 10몰 부가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부가 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 화합물(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90 g을

넣고, 질소환류하, 교반하면서 가열하여 넣은 물질을 용해시키고 130℃까지 승온하였다. 이어서, 130℃를 유지하면서 아

크릴산 10 g과 디-t-부틸퍼옥사이드 0.89 g을 2시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2시간 교반하였다.

실온까지 냉각한 후 순수를 가하여 고형분 48%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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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5에 나타낸다.

[비교예 1-1]

교반기, 환류냉각관, 온도계, 질소도입관을 갖춘 유리제 반응기에,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2000) 중의 모든 활성수

소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5몰 부가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부가 폴리에틸렌이민 화합물(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194 g, 말레산 14 g을 넣고, 질소환류하, 교반하면서 가열하여 넣은 물질을 용해시키고 130℃까지 승온하였다. 이어서,

130℃를 유지하면서 아크릴산 20.2 g과 t-부틸벤조일퍼옥사이드 3.4 g을 2시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2시간 교반하였다. 실온까지 냉각한 후 순수를 가하여 고형분 48%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5에 나타낸다.

[표 5]

[실시예 2-1]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중합체의 수용액 50 g을 90℃로 유지하면서, 10% 과황산나트륨 수용액 2 g과 35% 중아황산나트

륨 수용액 0.55 g을 30분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반하여 고형분 45%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6에 나타낸다.

[실시예 2-2]

실시예 1-2에서 얻어진 중합체의 수용액 50 g을 90℃로 유지하면서, 10% 과황산나트륨 수용액 2 g과 35% 중아황산나트

륨 수용액 0.55 g을 30분간 들여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반하여 고형분 45%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6에 나타낸다.

[실시예 2-3]

실시예 1-3에서 얻어진 중합체의 수용액 50 g을 90℃로 유지하면서, 10% 과황산나트륨 수용액 2 g과 35% 과산화수소

수용액 0.55 g을 30분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반해서 고형분 45%의 수용액으로서 중

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6에 나타낸다.

[실시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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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 1-1에서 얻어진 중합체의 수용액 100 g을 90℃로 유지하면서, 10% 과황산나트륨 수용액 2 g과 35% 중아황산나

트륨 수용액 0.55 g을 30분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반하여 고형분 45%의 수용액으로

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6에 나타낸다.

[표 6]

[실시예 2-5]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중합체의 수용액 100 g에 Fe(NH4)2(SO4)2 ·6H2O(몰염) 0.0035 g을 첨가하고, 90℃로 유지하면

서 15% 과황산나트륨 수용액 1.51 g과 35% 과산화수소수 1.29 g을 30분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

로 30분 교반하여 고형분 45%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7에 나타낸다.

[실시예 2-6]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중합체의 수용액 100 g에 Fe(NH4)2(SO4)2 ·6H2O(몰염) 0.0035 g을 첨가하고, 90℃로 유지하면

서 35% 과산화수소수 1.29 g을 30분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반하여 고형분 45%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7에 나타낸다.

[실시예 2-7]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중합체의 수용액 100 g에 90℃로 유지하면서 15% 2,2'-아조비스(2-메틸프로피온아미딘) 2염산

염(V-50, 와코 쥰야쿠(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제) 1.51 g을 30분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반하여 고형분 45%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7에 나타낸다.

[실시예 2-8]

실시예 1-4에서 얻어진 중합체의 수용액 100 g에 Fe(NH4)2(SO4)2 ·6H2O(몰염) 0.0035 g을 첨가하고, 90℃로 유지하면

서 35% 과산화수소수 1.29 g을 30분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반하여 고형분 45%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7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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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9]

교반기, 환류냉각관, 온도계, 질소도입관을 갖춘 유리제 반응기에,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600) 중의 모든 활성수

소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3몰 부가되고, 그 후에 프로필렌옥사이드가 평균 6몰 부가되며, 추가로 그 후에 에틸렌옥사

이드가 평균 17몰 부가된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90 중량부를 넣어 질소환류하에 교반하면서 130℃까지 승온하였다.

이어서, 130℃로 유지하면서, 아크릴산 3 중량부, 메타크릴산 1.4 중량부, 하기 화학식 3으로 나타내어지는 구조를 갖는

단량체 5.6 중량부와 디-t-부틸퍼옥사이드 1.0 중량부를 90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

반하였다. 이어서, 100℃까지 냉각한 후에 물 80 g을 첨가한 후 하기 부스터(booster)(1) 및 하기 부스터(2)를 투입하고,

100℃를 유지하여 60분간 교반하였다. 실온까지 냉각하여 고형분 50%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얻어진 중합체의 중량평균 분자량, 잔존 아크릴산량 및 평가결과(세정률, 상용성)을 표 7에 나타낸다.

화학식 3

[표 7]

표 3~5로부터, 본 발명의 중합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성이 적고 세정률이 우수한 세제 조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3-1]

실시예 2-5에서 얻은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로서 사용하여 모르타르 시험을 행하였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실시예 3-2]

교반기, 환류냉각관, 온도계, 질소도입관을 갖춘 유리제 반응기에,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600) 중의 모든 활성수

소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3몰 부가되고, 그 후에 프로필렌옥사이드가 평균 6몰 부가되며, 추가로 그 후에 에틸렌옥사

이드가 평균 17몰 부가된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90 중량부를 넣어 질소환류하에 교반하면서 130℃까지 승온하였다.

이어서, 130℃로 유지하면서, 아크릴산 10 중량부와 디-t-부틸퍼옥사이드 1.0 중량부를 90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

하고, 적하 후 추가로 30분간 교반하였다. 이어서, 100℃까지 냉각한 후에 물 80 g을 첨가한 후 하기 부스터(1) 및 하기 부

스터(2)를 투입하고, 100℃를 유지하여 60분간 교반하였다. 실온까지 냉각하여 고형분 50%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

었다.

부스터(1): 과산화수소 30% 수용액 0.93 g과 순수 10 g의 혼합액

부스터(2): L-아스파라긴산 0.07 g과 순수 10 g의 혼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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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로서 사용하여 모르타르 시험을 행하였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실시예 3-3]

실시예 2-9에서 얻은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로서 사용하여 모르타르 시험을 행하였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실시예 3-4]

교반기, 환류냉각관, 온도계, 질소도입관을 갖춘 유리제 반응기에,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600) 중의 모든 활성수

소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20몰 부가된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120 중량부를 넣고, 질소환류하 교반하면서 130℃

까지 승온하였다. 이어서, 130℃로 유지하면서, 아크릴산 10 중량부, 메타크릴산 9.7 중량부, 상기 화학식 3으로 나타내어

지는 구조를 갖는 단량체 49.5 중량부와 디-t-부틸퍼옥사이드 8.0 중량부를 120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적하하고, 적하

후 추가로 90분간 교반하였다. 이어서, 100℃까지 냉각한 후에 물 180 g을 30분에 걸쳐서 첨가한 후 하기 부스터(3) 및 하

기 부스터(4)를 각각 60분에 걸쳐서 적하하고, 추가로 그 후 100℃를 유지하여 60분간 교반하였다. 실온까지 냉각하여 고

형분 50%의 수용액으로서 중합체를 얻었다.

부스터(3): 과산화수소 30% 수용액 16.0 g과 순수 10 g의 혼합액

부스터(4): L-아스파라긴산 1.2 g과 순수 10 g의 혼합액

얻어진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로서 사용하여 모르타르 시험을 행하였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비교예 3-1]

시멘트 혼화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모르타르 시험을 행하였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비교예 3-2]

실시예 2-5에서 사용한 원래의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즉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600) 중의 모든 활성수소

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20몰 부가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부가 폴리에틸렌이민 화합물을 그대로 시멘트 혼화제로서 사

용하여 모르타르 시험을 행하였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비교예 3-3]

실시예 3-2 및 실시예 3-3에서 사용한 원래의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 즉 폴리에틸렌이민(수평균 분자량 600) 중의

모든 활성수소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3몰 부가되고, 그 후에 프로필렌옥사이드가 평균 6몰 부가되며, 추가로 그 후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평균 17몰 부가된 폴리아민폴리에테르 화합물을 그대로 시멘트 혼화제로서 사용하여 모르타르 시험을

행하였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비교예 3-4]

비교예 1-1에서 얻어진 중합체를 시멘트 혼화제로서 사용하여 모르타르 시험을 행하였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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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표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시예 3-1의 시멘트 혼화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예 3-1의 경우보다 명백하게 슬럼프 플

로우값이 증가되어 있어 시멘트의 작업성이 향상되어 있다. 또한, 실시예 3-2 및 실시예 3-3의 시멘트 혼화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예 3-2의 시멘트 혼화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명백하게 슬럼프 플로우값이 증가되어 있어 시멘트의 작업성이

향상되어 있다. 또한, 비교예 3-4의 시멘트 혼화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멘트의 일부가 응집되었기 때문에 시멘트의 작업

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본 발명의 중합체는 각종 세정 빌더, 세제 조성물, 시멘트 혼화제, 시멘트 조성물로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아주 우수한 세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세제 빌더로서 적합

한 중합체나, 시멘트 분산성이 우수한 데다가 시멘트를 응집시키지 않기 때문에 작업성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멘

트 혼화제로서 적합한 중합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합체를 용이하게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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