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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아미노피리딘 아조 유도체를 함유하는, 케라틴 섬유의산화 염색 조성물 및 이 조성물을 사용하
는 염색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케라틴 섬유, 특히 모발과 같은 인간의 케라틴 섬유의 산화 염색을 위한 조성물로서, 염색에 
적합한 매체 중에 하나 이상의 산화 베이스, 직접 염료로서 하나 이상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 및 커플
러로서 하나 이상의 치환 메타-아미노페놀을 함유하는 조성물, 및 상기 조성물을 사용한 염색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명세서

본 발명은 케라틴 섬유, 특히 모발과 같은 인간의 케라틴 섬유의 산화 염색용 조성물로서, 염색에 적합한 
매체 중에, 하나 이상의 산화 베이스, 직접 염료로서 하나 이상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 및 커플러로서 
하나 이상의 치환 메타-아미노페놀을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며, 또한 상기 조성물을 사용한 염색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화 베이스라 칭하는 산화 염료 전구체, 특히 오르토- 또는 파라-페닐렌디아민, 오르토- 또
는 파라-아미노페놀 및 헤테로시클릭 베이스를 함유하는 염료 조성물로 케라틴 섬유, 특히 인간의 모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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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산화 염료 전구체, 즉 산화 베이스는 산화 생성물과 결합시 산화 축합 
공정에 의해 착색된 화합물 및 염료를 제공하는 약간 착색되거나 무색인 화합물이다.

또한 이들 산화 베이스로 수득된 색조는 커플러 또는 색상 개질제와 조합함으로써 다양해질 수 있으며, 
색상 개질제는 특히 방향족 메타-디아민, 메타-아미노페놀, 메타-디페놀 및 특정 헤테로시클릭 화합물로
부터 선택된다.

산화 베이스 및 커플러와 관련하여 사용된 분자의 다양성은 수득되는 색상을 다양하게 한다.

또한, 수득된 색조를 더욱 다양하게 하고, 광택을 주기 위해서, 직접 염료, 즉 산화제 없이 착색을 제공
하는 착색 물질을 산화 염료 전구체 및 커플러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공지되어 있다.

상기 직접 염료의 대다수는 니트로벤젠계 화합물에 속하며, 염료 조성물에 혼입시, 특히 샴푸에 대해 착
색이 충분히 고착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상기 산화 염료를 사용하여 수득한 소위 "영구" 착색은 몇가지 요구를 더 만족시켜야 한다.     즉, 목적
하는 강도의 색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외부 요인 (빛, 악천후, 세척, 웨이브 퍼머, 땀 및 문
지름) 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염료는 또한 백발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가능한 한 비선택적이어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 
그 끝부분과 뿌리부분 사이에서 상이하게 감작(즉, 손상)될 수 있는 동일한 케라틴 섬유에 대한 색상 차
이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벤젠계 산화 베이스, 3-아미노피리딘계 직접 염료 및 커플러로서 비치환 메타-아미노페놀의 조합물을 함
유하는 케라틴 섬유의 산화 염색용 조성물이, 특허출원 FR-A-2,285,851 호에 이미 제안되어 있다.     그
러나, 상기 조성물을 사용하여 수득한 착색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며, 특히 그 색채 및 고착성 면
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제, 본 출원인은 하나 이상의 산화 베이스, 직접 염료로서 적절히 선택된 하나 이상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 및 적절히 선택된 하나 이상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를 조합하여, 선택성이 거의 없고, 섬유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격적 요인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 및 색채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염료를 수
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이 본 발명의 기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첫번째 주제는 염색에 적합한 매체 중에 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라틴 
섬유, 특히 모발과 같은 인간의 케라틴 섬유의 산화 염색용 조성물이다:

- 하나 이상의 산화 베이스,

- 직접 염료로서, 하기 화학식 Ⅰ 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

화학식 Ⅰ

(식 중, B 는 하기 화학식 Ⅰa 또는 화학식 Ⅰb 의 기를 나타내며:

화학식 Ⅰa

화학식 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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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은 C1-C4 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1 은 수소, 또는 염소, 브롬 또는 플루오르와 같은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또는 C1-C4 알콕시 라디칼을 나타내며; R2 는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또는 C1-C4 알콕시 라디칼

을 나타내며; R4 는 수소, 또는 염소, 브롬 또는 플루오르와 같은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니트로, 

아미노 또는 (C1-C4)아실아미노 라디칼을 나타내며; R3 은 수소원자를 나타내거나, 또는 R4 및 R3 은 함께 

아조 이중 결합의 질소원자들 중 하나로 킬레이트화된 히드록실 치환체를 갖는 6-원 불포화 고리를 형성
하고; A 는 -NR5R6 잔기 (여기서 R5 는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또는 C2-C4 폴리히

드록시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6 은 수소원자, C1-C4 알킬,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또는 C2-C4 폴리히드록

시알킬 라디칼, 페닐 고리 또는 -CH2-SO3Na 라디칼을 나타낸다) 를 나타내며; X
- 
는 1가 또는 2가 음이온을 

나타내며, 바람직하게는 염소, 브롬, 플루오르 또는 요오드와 같은 할로겐원자, 히드록시드, 히드로젠 술
페이트, 또는 메틸 술페이트 또는 에틸 술페이트와 같은 (C1-C6 )알킬 술페이트를 나타낸다), 및

- 하기 화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커플러:

화학식 Ⅱ

(식 중, R7 은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또는 C1-C4 모노

아미노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8 은 수소원자, C1-C4 알킬 또는 C1-C4 알콕시 라디칼 또는 염소, 브롬 및 

플루오르로부터 선택된 할로겐원자를 나타내며; R9 및 R'9 는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수소 또는 할로

겐원자, 또는 C1-C4 알킬, C1-C4 알콕시,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C1-C4 모노히드록

시알콕시 또는 C2-C4 폴리히드록시알콕시 라디칼을 나타내며; R7, R8, R9 및 R'9 중 하나 이상은 수소원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은 선택성이 거의 없고, 빛과 악천후와 같은 환경 요인, 및 모발이 받게 될 
땀 및 각종 처리 모두에 대해 내성이 우수한, 강한 색채를 제공한다.     이들 특성은 특히 색채성 면에
서 주목할 만하다.

본 발명의 주제는 또한 상기 염료 조성물을 사용한 케라틴 섬유의 산화 염색 방법이다.

바로 사용가능한 염료 조성물에 사용된 산화 베이스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특히 파라-페
닐렌디아민, 이중 베이스, 파라-아미노페놀, 오르토-아미노페놀 및 헤테로시클릭 산화 베이스로부터 선택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에서 산화 베이스로서 사용가능한 파라-페닐렌디아민으로서, 하기 화학식 Ⅲ 
의 화합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화학식 Ⅲ

(식 중, R10 은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라디칼,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1-C4)알콕시(C1-C4)알킬 라디칼, 질소함유기로 치환된 C1-C4 알킬 라디칼, 페닐 또는 4'-아미노페

닐을 나타내며; R11 은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라디칼,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2-C4 폴리히드록

시알킬  라디칼, (C1-C4)알콕시(C1-C4 )알킬  라디칼,  또는  질소함유기로  치환된 C1-C 4 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12 는 수소원자, 염소, 브롬, 요오드 또는 플루오르원자와 같은 할로겐원자, 또는 C1-C 4 알킬 

라디칼,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1-C4 히드록시알콕시 라디칼, 아세틸아미노(C1-C4)알콕시, 메실아

미노(C1-C4 )알콕시 또는 카르바모일아미노(C1-C4 )알콕시 라디칼을 나타내며; R 13 은 수소 또는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라디칼을 나타낸다).

화학식 Ⅲ 의 질소함유기로서, 특히 아미노, 모노(C1-C4 )알킬아미노, 디(C1-C4 )알킬아미노, 트리(C1-C4)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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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아미노, 모노히드록시(C1-C4)알킬아미노, 이미다졸리늄 및 암모늄 라디칼을 들 수 있다.

화학식 Ⅲ 의 파라-페닐렌디아민로서, 특히 파라-페닐렌디아민, 파라-톨릴렌디아민, 2-클로로-파라-페닐
렌디아민,  2,3-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2,6-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2,6-디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2,5-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N,N-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N,N-디에
틸-파라-페닐렌디아민,  N,N-디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4-아미노-N,N-디에틸-3-메틸아닐린, N,N-비스
(β-히드록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4-N,N-비스(β-히드록시에틸)아미노-2-메틸아닐린, 4-N,N-비스(β
-히드록시에틸)아미노-2-클로로아닐린,  2-β-히드록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2-플루오로-파라-페닐렌디
아민, 2-이소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N-(β-히드록시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2-히드록시메틸-파라
-페닐렌디아민,  N,N-디메틸-3-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N-에틸-N-(β-히드록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N-(β,γ-디히드록시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N-(4'-아미노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N-페닐-파라-페
닐렌디아민,  2-β-히드록시에틸옥시-파라-페닐렌디아민,  2-β-아세틸아미노에틸옥시-파라-페닐렌디아민 

및 N-(β-메톡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상기 화학식 Ⅲ 의 파라-페닐렌디아민으로서 특히 파라-페닐렌디아민, 파라-톨릴렌디아민, 2-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2-β-히드록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2-β-히드록시에틸옥시-파라-페닐렌디아민, 

2,6-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2,6-디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2,3-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N,N-비스
(β-히드록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2-클로로-파라-페닐렌디아민 및 2-β-아세틸아미노에틸옥시-파라-
페닐렌디아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용어 "이중 베이스" 는 아미노 및/또는 히드록실기를 갖는 2 이상의 방향족 뉴클레이
를 함유하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에서 산화 베이스로서 사용가능한 이중 베이스로서, 하기 화학식 Ⅳ 의 화합
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화학식 Ⅳ

(식 중, Z1 및 Z2 는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히드록실, 또는 C1-C4 알킬 라디칼 또는 연결기 Y 로 치

환될 수 있는 -NH2 라디칼을 나타내며; 연결기 Y 는 하나 이상의 질소함유기 및/또는 산소, 황 또는 질소

원자와 같은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로 차단 또는 종결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히드록실 또는 C1-C6 알콕

시 라디칼로 임의 치환된 탄소수 1 내지 14 의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렌을 나타내며; R14 및 R15 는 수소 

또는 할로겐원자, C1-C4 알킬 라디칼,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라디칼 또는 

C1-C4 아미노알킬 라디칼, 또는 연결기 Y 를 나타내고; R16, R17, R18, R19, R20 및 R21 은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수소원자, 연결기 Y 또는 C1-C4 알킬 라디칼을 나타내고; 화학식 Ⅳ 의 화합물은 분자 당 단 

하나의 연결기 Y 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화학식 Ⅳ 의 질소함유기로서, 특히 아미노, 모노(C1-C4 )알킬아미노, 디(C1-C4 )알킬아미노, 트리(C1-C4)알

킬아미노, 모노히드록시(C1-C4)알킬아미노, 이미다졸리늄 및 암모늄 라디칼을 들 수 있다.

상기 화학식 Ⅳ 의 이중 베이스로서, 특히 N,N'-비스(β-히드록시에틸)-N,N'-비스(4'-아미노페닐)-1,3-디
아미노프로판올,  N,N'-비스(β-히드록시에틸)-N,N'-비스(4'-아미노페닐)에틸렌디아민, N,N'-비스(4-아미
노페닐)테트라메틸렌디아민,  N,N'-비스(β-히드록시에틸)-N,N'-비스(4-아미노페닐)테트라메틸렌디아민, 
N,N'-비스(4-메틸아미노페닐)테트라메틸렌디아민, N,N'-비스(에틸)-N,N'-비스(4'-아미노-3'-메틸페닐)에

틸렌디아민 및 1,8-비스(2,5-디아미노페녹시)-3,5-디옥사옥탄,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상기 화학식 Ⅳ 의 이중 베이스로서, 특히 N,N'-비스(β-히드록시에틸)-N,N'-비스(4'-아미노페닐)-1,3-디
아미노페놀 및 1,8-비스(2,5-디아미노페녹시)-3,5-디옥사옥탄 또는 이들의 산 부가염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에 산화 베이스로서 사용가능한 파라-아미노페놀로서, 하기 화학식 Ⅴ 의 화
합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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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Ⅴ

(식 중, R22 는 수소 또는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C1-C4)알콕시(C1-C4)알킬, 

C1-C4 아미노알킬 또는 히드록시(C1-C4)알킬아미노(C1-C4)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23 은 수소 또는 할로겐

원자,  또는 C1-C 4 알킬, C1-C 4 모노히드록시알킬, C2-C 4 폴리히드록시알킬, C1-C 4 아미노알킬, 시아노(C1-

C4)알킬 또는 (C1-C4)알콕시(C1-C4)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라디칼 R22 및 R23 중 하나 이상은 수소원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기 화학식 Ⅴ 의 파라-아미노페놀로서, 더욱 특히 파라-아미노페놀, 4-아미노-3-메틸페놀, 4-아미노-3-
플루오로페놀,  4-아미노-3-히드록시메틸페놀,  4-아미노-2-메틸페놀,  4-아미노-2-히드록시메틸페놀, 4-아
미노-2-메톡시메틸페놀, 4-아미노-2-아미노메틸페놀, 4-아미노-2-(β-히드록시에틸아미노메틸)페놀 및 4-
아미노-2-플루오로페놀,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에서 산화 베이스로서 사용가능한 오르토-아미노페놀로는 2-아미노페놀, 2-아
미노-5-메틸페놀, 2-아미노-6-메틸페놀 및 5-아세타미도-2-아미노페놀,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에서 산화 베이스로서 사용가능한 헤테로시클릭 베이스로는 특히 피리딘 유도
체, 피리미딘 유도체 및 피라졸 유도체,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피리딘 유도체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GB 특허 1,026,978 호 및 1,153,196 호에 기재된 화합물, 예컨
대, 2,5-디아미노피리딘, 2-(4-메톡시페닐)아미노-3-아미노피리딘, 2,3-디아미노-6-메톡시피리딘, 2-(β-
메톡시에틸)아미노-3-아미노-6-메톡시피리딘 및 3,4-디아미노피리딘,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피리미딘 유도체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독일 특허 DE 2,359,399 호 또는 일본 특허 JP 88-169,571 
호 및 JP 91-333,495 호 또는 특허출원 WO 96/15765 호에 기재된 화합물, 예컨대 2,4,5,6-테트라아미노피
리미딘,  4-히드록시-2,5,6-트리아미노피리미딘,  2-히드록시-4,5,6-트리아미노피리미딘, 2,4-디히드록시-
5,6-디아미노피리미딘 및 2,5,6-트리아미노피리미딘을 들 수 있으며, 피라졸로피리미딘 유도체, 예컨대 
특허출원 FR-A-2,750,048 호에 기재된 화합물, 예컨대 피라졸로[1,5-a]피리미딘-3.7-디아민; 2,5-디메틸
피라졸로[1,5-a]피리미딘-3,7-디아민;  피라졸로[1,5-a]피리미딘-3,5-디아민; 2,7-디메틸피라졸로[1,5-

a]피리미딘-3,5-디아민;  3-아미노피라졸로[1,5-a]피리미딘-7-올;  3-아미노피라졸로[1,5-a]피리미딘-5-올; 
2-(3-아미노피라졸로[1,5-a]피리미딘-7-일아미노)에탄올, 2-(7-아미노피라졸로[1,5-a]피리미딘-3-일아미

노)에탄올,  2-[(3-아미노피라졸로[1,5-a]피리미딘-7-일)-(2-히드록시에틸)아미노]에탄올, 2-[(7-아미노피
라졸로[1,5-a]피리미딘-3-일)-(2-히드록시에틸)아미노]에탄올, 5,6-디메틸피라졸로[1,5-a]피리미딘-

3,7-디아민,  2,6-디메틸피라졸로[1,5-a]피리미딘-3,7-디아민  및 2,5-N7,N7-테트라메틸피라졸로[1,5-a]피
리미딘-3,7-디아민 및 이들의 산 부가염, 및 호변 평형 존재시 호변이성질체 및 이의 산부가염을 들 수 
있다.

피라졸 유도체로서, 특허 DE 3,843,892 호, DE 4,133,957 호 및 특허출원 WO 94/08969 호, WO 94/08970 
호, FR-A-2,733,749 호 및 DE 195 43 988 호에 기재된 화합물, 예컨대, 4,5-디아미노-1-메틸피라졸, 3,4-
디아미노피라졸, 4,5-디아미노-1-(4'-클로로벤질)피라졸, 4,5-디아미노-1,3-디메틸피라졸, 4,5-디아미노-
3-메틸-1-페닐피라졸,  4,5-디아미노-1-메틸-3-페닐피라졸,  4-아미노-1,3-디메틸-5-히드라지노피라졸, 1-
벤질-4,5-디아미노-3-메틸피라졸,  4,5-디아미노-3-tert-부틸-1-메틸피라졸, 4,5-디아미노-1-tert-부틸-3-
메틸피라졸,  4,5-디아미노-1-(β-히드록시에틸)-3-메틸피라졸,  4,5-디아미노-1-에틸-3-메틸피라졸, 4,5-
디아미노-1-에틸-3-(4'-메톡시페닐)피라졸,  4,5-디아미노-1-에틸-3-히드록시메틸피라졸, 4,5-디아미노-3-
히드록시메틸-1-메틸피라졸,  4,5-디아미노-3-히드록시메틸-1-이소프로필피라졸, 4,5-디아미노-3-메틸-

1-이소프로필피라졸,  4-아미노-5-(2'-아미노에틸)아미노-1,3-디메틸피라졸,  3,4,5-트리아미노피라졸, 1-
메틸-3,4,5-트리아미노피라졸, 3,5-디아미노-1-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졸 및 3,5-디아미노-4-(β-히드록시
에틸)아미노-1-메틸피라졸,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산화 베이스는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해 바람직하게는 대략 0.0005 내지 12 중량%, 더욱 바
람직하게는 대략 0.005 내지 6 중량% 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화학식 Ⅰ 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는 바람직하게는 하기로부터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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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비스(β-히드록시에틸)아미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아미노-8'-히드록시나프탈렌-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2'-니트로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1,6-디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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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화학식의 4'-아미노벤젠-1'-아조-3-피리딘 N-옥시드: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3-피리딘 N-옥시드:

- 하기 화학식의 4'-N,N-비스(β-히드록시에틸)아미노벤젠-1'-아조-3-피리딘 N-옥시드: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2'-메틸벤젠-1'-아조-1-에틸-3-피리디늄 에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2'-메틸벤젠-1'-아조-1-부틸-3-피리디늄 브로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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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2'-클로로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2',4'-디아미노-5'-메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페닐아미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2'-아세틸아미노-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1-에틸-3-피리디늄 에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2',4'-디아미노-5'-메톡시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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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화학식의 2'-아미노-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본 발명에 사용된 화학식 Ⅰ 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는 염료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해 바람직하게는 대략 
0.001 내지 1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대략 0.01 내지 5 중량% 를 나타낸다.

상기 화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로서, 더욱 특히 5-아미노-2-메톡시페놀, 5-아미노-2-(β-히드록시에
틸옥시)페놀,  5-아미노-2-메틸페놀,  5-N-(β-히드록시에틸)아미노-2-메틸페놀, 5-(N-β-히드록시에틸)아
미노-4-메톡시-2-메틸페놀,  5-아미노-4-메톡시-2-메틸페놀,  5-아미노-4-클로로-2-메틸페놀, 5-아미노-
2,4-디메톡시페놀,  5-(γ-히드록시프로필아미노)-2-메틸페놀,  3-아미노-2-클로로-6-메틸페놀, 3-아미노-
6-클로로페놀 및 3-(β-아미노에틸)아미노-6-클로로페놀,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는 염료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해 대략 0.0001 내지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5 중량% 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은 또한, 특히 색조를 변형시키거나, 그것의 광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화
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 외의 커플러 하나 이상 및/또는 화학식 Ⅰ 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 
외의 직접 염료 하나 이상을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에 존재할 수 있는 커플러로서, 특히 메타페닐렌디아민, 메타-디페놀 및 헤테
로시클릭 커플러, 및 이들의 산 부가염을 들 수 있다.

이 부가적 커플러는, 존재할 경우, 염료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바람직하게 대략 0.0001 내지 10 중량
%, 더욱 바람직하게는 대략 0.005 내지 5 중량% 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염료 조성물 내에 사용될 수 있는, 산 부가염 (산화 베이스 및 커플러) 은, 특히 
히드로클로라이드, 히드로브로마이드, 술페이트, 타르트레이트, 락테이트 및 아세테이트로부터 선택된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의 염색에 적합한 매체 (또는 지지체) 는 일반적으로 물, 또는 물에 대한 용
해도가 불충분한 화합물을 용해시키는 하나 이상의 유기 용매와 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유기 용매
로는, 예로서 C1-C4 알칸올, 예컨대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을 들 수 있다.

용매는 염료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바람직하게 대략 1 내지 4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대략 5 내지 
30 중량% 의 비율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의 pH 는 일반적으로 약 3 내지 12,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12 이다.     케
라틴 섬유를 염색하는데 통상 사용되는 산성화제 또는 염기성화제를 이용하여, 그 pH 를 원하는 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산성화제들 중, 예로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예컨대 염산, 오르토인산, 황산, 카르복실산, 예컨대 아세트
산, 타르타르산, 시트르산 또는 락트산, 및 술폰산을 들 수 있다.

염기성화제들 중, 예로서 수성 암모니아, 알칼리성 카르보네이트, 알칸올아민, 예컨대 모노-, 디- 및 트
리에탄올아민, 2-메틸-2-아미노프로판올 및 이들의 유도체, 소듐 히드록시드, 칼륨 히드록시드 및 하기 
화학식 Ⅵ 의 화합물을 들 수 있다:

화학식 Ⅵ

(식 중, W 는 C1-C4 알킬 라디칼 또는 히드록실기로 임의치환된 프로필렌 잔기이고; R24, R25, R26 및 R27 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또는 C1-C4 히드록시알킬 라디칼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은 또한 모발 염색용 조성물에 통상 사용되는 각종 보조제도 함유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 분야의 숙련가는 이러한 선택적 부가 화합물을 주의하여 선택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과 고유 연관된 유리한 성질들이 구상한 첨가 또는 첨가들에 의해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
도록, 또는 실질적으로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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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염료 조성물은 각종 형태, 예컨대 임의 가압되는 액체, 크림 또는 젤 형태, 또는 케라틴 
섬유, 특히 인간 모발의 염색에 적합한 기타 임의의 형태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주제는 또한 상기 정의된 염료 조성물을 이용한, 케라틴 섬유, 특히 모발과 같은 인간의 케라
틴 섬유의 염색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상기 정의된 염료 조성물을 섬유에 적용하여, 사용 시에만 염료 조성물에 첨가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적용되는 산화 조성물에 존재하는 산화제를 이용하여, 색을 산
성, 중성 또는 알칼리성 pH 에서 발색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염색 방법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라, 상기 염료 조성물을 사용 시에, 염색에 적합한 
매체 중에 착색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산화제를 함유하는 산화 조성물과 혼
합한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케라틴 섬유에 적용하고, 그 위에서 약 3 내지 50 분간, 바람직하
게는 5 내지 30 분간 방치한 후, 섬유를 헹구어 내고, 샴푸로 세척하며, 다시 헹구어, 건조시킨다.

상기 정의된 산화 조성물에 존재하는 산화제는 케라틴 섬유의 산화 염색에 통상 사용되는 산화제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고, 그것들 중에, 과산화수소, 과산화요소, 알칼리 금속 브로메이트, 과염, 예컨대 퍼보레이
트, 퍼카르보네이트, 및 퍼술페이트, 과산, 효소, 예컨대 2-전자 산화 환원 효소, 과산화효소 및 락테아
제를 들 수 있다.     과산화수소가 특히 바람직하다.

상기 정의된 산화제를 함유하는 산화 조성물의 pH 는, 염료 조성물과 혼합한 후에 케라틴 섬유에 적용된 
결과 조성물의 pH 가 바람직하게 약 3 내지 12, 더욱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1 의 범위가 되도록 한다.    
케라틴 섬유를 염색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상기 정의된 산성화제 또는 염기성화제를 이용하여, 상기 pH 
를 원하는 값으로 조정한다.

상기 정의된 산화 조성물은 또한 모발 염색용 조성물에 통상 사용되는, 상기 정의된 각종 보조제를 함유
할 수 있다.

케라틴 섬유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조성물은 각종 형태, 예컨대 액체, 크림 또는 겔 형태, 또는 케라틴 
섬유, 특히 인간 모발의 염색에 적합한 다른 임의의 형태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주제는 다중 구획 염색 장치 또는 다중 구획 염색 "키트", 또는 기타 임의의 다중 구획 
포장 시스템 (이 중, 제 1 구획은 상기 정의된 염료 조성물을 함유하고, 제 2 구획은 상기 정의된 산화 
조성물을 함유함)이다.     이 장치는 본 출원인 명의의 특허 FR-2,586,913 에 기재된 장치와 같이, 원하
는 혼합물을 모발에 적용하는 수단이 장착되어 있을 수 있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나, 본 발명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실시예

비교예 1 내지 4 (염색) :

하기 염료 조성물을 제조한다 (g 함량) :

 

실시예 1 2(*) 3 4(*)

4'-디메틸아미노벤젠-1'-아
조-3-피리딘 N-옥시드(화학
식 I 의 화합물)

0.5 0.5 - -

2'-아세틸아미노-4'-디메틸
아미노벤젠-1'-아조-1-
에틸-3-피리디늄 에토술페이
트(화학식 I 의 화합물)

- - 0.6 0.6

파라-페닐렌디아민 (산화 베
이스)

0.324 0.324 0.324 0.324

5-아미노-2-메틸페놀 (화학
식 Ⅱ 의 커플러)

0.369 - 0.369 -

메타-아미노페놀 (커플러) - 0.327 - 0.327

일반 염료 지지체 (**) (**) (**) (**)

탈염수 q.s. 100 g 100 g 100 g 100 g

(*) : 본 발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비교예.

(**) : 일반 염료 지지체 :

- 2 mol 의 글리세롤로 폴리글리세롤화된 올레일 알콜 4.0 g

- 78 % 활성 물질(A.M.) 을 함유하는, 4 mol 의 글리세롤로 폴리글리세롤화된 올레일 알콜
5.69 g A.M.

- 올레산 3.0 g

-  Akzo  사가  상표명  Ethomeen  O12  로  시판하는,  2  mol  의  에틸렌  옥시드를  함유하는 올레일아민
7.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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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A.M. 을 함유하는, 디에틸아미노프로필 라우릴아미노숙시나메이트, 소듐 염
3.0 A.M.

- 올레일 알콜 5.0 g

- 올레산 디에탄올아미드 12.0 g

- 프로필렌 글리콜 3.5 g

- 에틸 알콜 7.0 g

- 디프로필렌 글리콜 0.5 g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9.0 g

- 35 % A.M.을 함유하는 수용액의 소듐 메타비스술피트    0.455 g A.M.

- 암모늄 아세테이트 0.8 g

- 항산화제, 금속이온봉쇄제 qs

- 향료, 보존제 qs

- 20 % NH3 를 함유하는 수성 암모니아 10.0 g

상기 각 염료 조성물을 사용 시에, pH 가 약 3 인 동중량의 20배 체적부의 과산화수소 (6 중량%) 와 혼합
한다.

수득된 각 혼합물은 약 10 ±0.2 의 pH 를 가지며, 그것을  90 % 가 백색 모발인 웨이브 퍼머의 회색 모
발 머리단에 30 분간 도포한다.

이어서, 모발을 물로 헹구고, 표준 샴푸로 세정하여, 다시 헹군 후, 건조시킨다.

Minolta CM 2002 (상표명)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문셀(Munsell) 시스템에서, 염색 전 및 후에 머리단의 
색을 평가한다.

문셀 표시법에 따라, 색을 하기 식으로 정의한다 :

HV/C

(식 중, 3 개의 파라미터는 H(Hue), V(Value) 및 C(Chroma) 는 각기 색조, 강도 및 색 포화도(채도) 를 
나타내고, 사선은 단지 약식에 지나지 않으며, 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착색도(ΔE) 의 증가는 예를 들어, 문헌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vol. 34, No. 
9, Sept. 1944, p. 550 - 570]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닉커슨(Nickerson) 방정식을 적용하여 계산될 수 있
다:

ΔE = 0.4C0dH + 6dV + 3dC

이 식에서, ΔE 은 두 개의 머리단 사이의 색 차이를 나타내고 (본 경우, 착색도의 증가분임), dH, dV 및 
dC 는 3 개의 파라미터 H, V 및 C 의 절대치의 변화를 나타내며, C0 는 색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머리단의 색 포화도를 나타낸다.

ΔE 값이 클수록, 두 개의 머리단 사이의 색 차이가 크며, 본 경우에 있어서는 착색도의 증가 (강도) 가 
커진다.

결과가 하기 표에 나와 있다:

 

실시예 염색 전의머리단
의 색

염색 후의머리단
의 색

착색도의 증가분

dH dV dC ΔE

1 3.3 Y 5.8/1.6 6.5 R 2.7/3.8 16.8 3.1 2.2 36.0

2(*) 3.3 Y 5.8/1.6 1.2 YR 2.4/2.1 12.1 3.4 0.5 29.6

3 3.3 Y 5.8/1.6 5.1 R 2.5/3.0 18.2 3.3 1.4 35.6

4(*) 3.3 Y 5.8/1.6 8.7 R 2.2/1.5 14.6 3.6 0.1 31.2

(*) : 본 발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비교예.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 및 3 의 염료 조성물, 즉 화학식 Ⅰ의 직접 염료, 산화 베이스 및 화학식 Ⅱ 
의 커플러의 조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은 본 발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실시예 2 및 4 의 염료 조성물
보다 더욱 강한 착색도를 수득하며, 이는 그것들이, 예컨대 특허 출원 FR-A-2,285,851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비치환 메타-아미노페놀계의 커플러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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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틴 섬유, 특히 모발과 같은 인간의 케라틴 섬유의 산화 염색을 위한 조성물로서, 염색에 적합한 매체 
중에 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 하나 이상의 산화 베이스,

- 직접 염료로서, 하기 화학식 Ⅰ 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

[화학식 Ⅰ]

(식 중, B 는 하기 화학식 Ⅰa 또는 화학식 Ⅰb 의 기를 나타내며:

[화학식 Ⅰa]

[화학식 Ⅰb]

R 은 C1-C4 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1 은 수소, 또는 염소, 브롬 또는 플루오르와 같은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또는 C1-C4 알콕시 라디칼을 나타내며; R2 는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또는 C1-C4 알콕시 라디칼

을 나타내며; R4 는 수소, 또는 염소, 브롬 또는 플루오르와 같은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니트로, 

아미노 또는 (C1-C4)아실아미노 라디칼을 나타내며; R3 은 수소원자를 나타내거나, 또는 R4 및 R3 은 함께 

아조 이중 결합의 질소원자들 중 하나로 킬레이트화된 히드록실 치환체를 갖는 6-원 불포화 고리를 형성
하고; A 는 -NR5R6 잔기 (여기서 R5 는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또는 C2-C  4 폴리

히드록시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6 은 수소원자, C1-C4 알킬,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또는 C2-C4 폴리히드

록시알킬 라디칼, 페닐 고리 또는 -CH2-SO3Na 라디칼을 나타낸다) 를 나타내며; X
- 
는 염소, 브롬, 플루오

르 또는 요오드와 같은 할로겐원자, 히드록시드, 히드로젠 술페이트, 또는 메틸 술페이트 또는 에틸 술페
이트와 같은 (C1-C6 )알킬 술페이트로부터 바람직하게 선택된 1가 또는 2가 음이온을 나타낸다), 및

- 하기 화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커플러:

[화학식 Ⅱ]

(식 중, R7 은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또는 C1-C4 모노

아미노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8 은 수소원자, C  1-C4 알킬 또는 C1-C4 알콕시 라디칼, 또는 염소, 브롬 

및 플루오르로부터 선택된 할로겐원자를 나타내며; R9 및 R'9 는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수소 또는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C1-C4 알콕시,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C1-C4 모노히

드록시알콕시 또는 C2-C4 폴리히드록시알콕시 라디칼을 나타내며; R7, R8, R9 및 R'9 중 하나 이상은 수소원

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산화 베이스가 파라-페닐렌디아민, 이중 베이스, 파라-아미노페놀, 오르토-아미노페놀 
및 헤테로시클릭 산화 베이스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하기 화학식 Ⅲ 의 화합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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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Ⅲ]

(식 중, R10 은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라디칼,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1-C4)알콕시(C1-C  4)알킬 라디칼, 질소함유기로 치환된 C1-C4 알킬 라디칼, 페닐 또는 4'-아미노

페닐을 나타내며; R11 은 수소원자 또는 C1-C4 알킬 라디칼,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2-C4 폴리히드

록시알킬 라디칼, (C1-C4)알콕시(C1-C4)알킬 라디칼, 또는 질소함유기로 치환된 C1-C4 알킬 라디칼을 나타내

며; R12 는 수소원자, 염소, 브롬, 요오드 또는 플루오르원자와 같은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라디칼,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1-C4 히드록시알콕시 라디칼, 아세틸아미노(C1-C4)알콕시, 메실아미노(C1-

C4)알콕시 또는 카르바모일아미노(C1-C4)알콕시 라디칼을 나타내며; R13 은 수소 또는 할로겐원자 또는 C1-

C4 알킬 라디칼을 나타낸다).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Ⅲ 의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파라-페닐렌디아민, 파라-톨릴렌디아민, 2-클로로-
파라-페닐렌디아민,  2,3-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2,6-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2,6-디에틸-파라-페
닐렌디아민, 2,5-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N,N-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N,N-디에틸-파라-페닐렌디아
민, N,N-디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4-아미노-N,N-디에틸-3-메틸아닐린, N,N-비스(β-히드록시에틸)-파
라-페닐렌디아민,  4-N,N-비스(β-히드록시에틸)아미노-2-메틸아닐린, 4-N,N-비스(β-히드록시에틸)아미노
-2-클로로아닐린,  2-β-히드록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2-플루오로-파라-페닐렌디아민, 2-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N-(β-히드록시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2-히드록시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N,N-
디메틸-3-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N-에틸-N-(β-히드록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N-(β,γ-디히드록시
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N-(4'-아미노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N-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2-β-히
드록시에틸옥시-파라-페닐렌디아민,  2-β-아세틸아미노에틸옥시-파라-페닐렌디아민  및 N-(β-메톡시에

틸)-파라-페닐렌디아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이중 베이스가 하기 화학식 Ⅳ 의 화합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화학식 Ⅳ]

(식 중, Z1 및 Z2 는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히드록실, 또는 C1-C  4 알킬 라디칼 또는 연결기 Y 로 

치환될 수 있는 -NH2 라디칼을 나타내며; 연결기 Y 는 하나 이상의 질소함유기 및/또는 산소, 황 또는 질

소원자와 같은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로 차단 또는 종결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히드록실 또는 C1-C6 알

콕시 라디칼로 임의 치환된 탄소수 1 내지 14 의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렌을 나타내며; R14 및 R15 는 수소 

또는 할로겐원자, C1-C4 알킬 라디칼,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라디칼,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라디칼 또는 

C1-C4 아미노알킬 라디칼, 또는 연결기 Y 를 나타내고; R16, R17, R18, R19, R20 및 R21 은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수소원자, 연결기 Y 또는 C1-C4 알킬 라디칼을 나타내고; 화학식 Ⅳ 의 화합물은 분자 당 단 

하나의 연결기 Y 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Ⅳ 의 이중 베이스가 N,N'-비스(β-히드록시에틸)-N,N'-비스(4'-아미노페닐)-
1,3-디아미노프로판올,  N,N'-비스(β-히드록시에틸)-N,N'-비스(4'-아미노페닐)에틸렌디아민, N,N'-비스
(4-아미노페닐)테트라메틸렌디아민, N,N'-비스(β-히드록시에틸)-N,N'-비스(4-아미노페닐)테트라메틸렌디
아민,  N,N'-비스(4-메틸아미노페닐)테트라메틸렌디아민, N,N'-비스(에틸)-N,N'-비스(4'-아미노-3'-메틸페
닐)에틸렌디아민 및 1,8-비스(2,5-디아미노페녹시)-3,5-디옥사옥탄,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파라-아미노페놀이 하기 화학식 Ⅴ 의 화합물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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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화학식 Ⅴ]

 

(식 중, R22 는 수소 또는 할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C1-C  4 모노히드록시알킬, (C1-C4)알콕시(C1-C4)알

킬, C1-C4 아미노알킬 또는 히드록시(C1-C4)알킬아미노(C1-C4)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R23 은 수소 또는 할

로겐원자, 또는 C1-C4 알킬, C1-C4 모노히드록시알킬, C2-C4 폴리히드록시알킬, C1-C4 아미노알킬, 시아노(C  

1-C4)알킬 또는 (C1-C4)알콕시(C1-C4)알킬 라디칼을 나타내며; 라디칼 R22

 
및 R23 중 하나 이상은 수소원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Ⅴ 의 파라-아미노페놀이 파라-아미노페놀, 4-아미노-3-메틸페놀, 4-아미노-3-
플루오로페놀,  4-아미노-3-히드록시메틸페놀,  4-아미노-2-메틸페놀,  4-아미노-2-히드록시메틸페놀, 4-아
미노-2-메톡시메틸페놀, 4-아미노-2-아미노메틸페놀, 4-아미노-2-(β-히드록시에틸아미노메틸)페놀 및 4-
아미노-2-플루오로페놀,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오르토-아미노페놀이 2-아미노페놀, 2-아미노-5-메틸페놀, 2-아미노-6-메틸페놀 및 5-
아세타미도-2-아미노페놀,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헤테로시클릭 산화 베이스가 피리딘 유도체, 피리미딘 유도체 및 피라졸 유도체, 및 
이들의 산 부가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화 베이스가 염료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해 0.0005 내지 
12 중량%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산화 베이스가 염료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해 0.005 내지 6 중량% 를 나타내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Ⅰ 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가 하기로부터 선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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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화학식의 4'-비스(β-히드록시에틸)아미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아미노-8'-히드록시나프탈렌-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2'-니트로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1,6-디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아미노벤젠-1'-아조-3-피리딘 N-옥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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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3-피리딘 N-옥시드:

- 하기 화학식의 4'-N,N-비스(β-히드록시에틸)아미노벤젠-1'-아조-3-피리딘 N-옥시드: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2'-메틸벤젠-1'-아조-1-에틸-3-피리디늄 에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2'-메틸벤젠-1'-아조-1-부틸-3-피리디늄 브로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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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화학식의 4'-디메틸아미노-2'-클로로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2',4'-디아미노-5'-메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4'-페닐아미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2'-아세틸아미노-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1-에틸-3-피리디늄 에토술페이트:

- 하기 화학식의 2',4'-디아미노-5'-메톡시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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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화학식의 2'-아미노-4'-디메틸아미노벤젠-1'-아조-1-메틸-3-피리디늄 메토술페이트: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Ⅰ 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가 염료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해 0.001 내지 10 중량%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Ⅰ 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가 염료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0.01 내지 5 
중량%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6 

제 1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가 5-아미노-2-메
톡시페놀,  5-아미노-2-(β-히드록시에틸옥시)페놀,  5-아미노-2-메틸페놀, 5-N-(β-히드록시에틸)아미노-
2-메틸페놀,  5-N-(β-히드록시에틸)아미노-4-메톡시-2-메틸페놀,  5-아미노-4-메톡시-2-메틸페놀, 5-아미
노-4-클로로-2-메틸페놀,  5-아미노-2,4-디메톡시페놀,  5-(γ-히드록시프로필아미노)-2-메틸페놀, 3-아미
노-2-클로로-6-메틸페놀,  3-아미노-6-클로로페놀  및  3-(β-아미노에틸)아미노-6-클로로페놀,  및  이들의 
산 부가 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가 염료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0.0001 내지 10 중량%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화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가 염료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0.005 내지 5 
중량%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9 

제 1 항 내지 제 1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항에 정의된 화학식 Ⅱ 의 메타-아미노페놀 유도체 
외의 하나 이상의 커플러 및/또는 제 1 항에 정의된 화학식 Ⅰ 의 3-아미노피리딘 유도체 외의 하나 이상
의 직접 염료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0 

제 1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 부가 염이 히드로클로라이드, 히드로브로마이드, 술
페이트, 타르트레이트, 락테이트 및 아세테이트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1 

제 1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염색에 적합한 매체가 물, 또는 물과 하나 이상의 유기 
용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2 

제 1 항 내지 제 2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H 가 3 내지 1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3 

케라틴 섬유, 특히 모발과 같은 인간의 케라틴 섬유의 염색 방법으로서, 제 1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염료 조성물하나 이상을 섬유에 적용하고, 사용시에만 염료 조성물에 첨가되거나, 또는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산화 조성물 내에 존재하는 산화제를 이용하여 산성, 중성 또는 알칼리
성 pH 에서 발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산화 조성물 내에 존재하는 산화제가 과산화수소, 과산화요소, 알칼리 금속 브로메이
트, 퍼보레이트, 퍼카르보네이트 및 퍼술페이트와 같은 과염, 과산, 및 효소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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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염료 조성물을 함유하는 제 1 구획, 및 산화 조성물을 함
유하는 제 2 구획을 포함하는 다중 구획 염색 장치 또는 다중 구획 염색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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