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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목재 및 그 밖의 기질용 무기물 착색제

요약

발명에 따라서, 금속염 및 산소원은 기질과 접촉하여 반응하고 기질의 표면 내에 고정된 무기물 화합물을 
제조하도록 연속적으로 효과적인 양으로 적절한 기질을 침투 또는 함침하기 위해 적용된다.  상호 양립 
가능한 금속염, 산소원 및 기질의 발명의 결합은 제자리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원하는 효과를 
일으키도록 기질을 개질한다.  발명에 따라서 제조된 무기물 화합물은 기질에 연결되고, 안정하고 장기간 
또는 영구적이며, 기질에 고정되거나 불용해성이다.  무기물 화합물은 기질의 기질 내 및 위에서 화합하
거나 포함되어지며, 그래서 기질의 섬유질 또는 매트릭스에 깊이 배어들거나 기질 내에 파묻힌다고 할 수 
있다.  원하는 효과는 바람직하게는 착색이다.  금속염의 넓은 변형은 원하는 효과에 의존하여 사용될 수 
있다.  산소원은 바람직하게는 과산화물이고, 기질은 바람직하게는 목재, 면, 또는 종이 등의 셀룰로오즈 
제품; 가죽; 또는 석조이다.  발명은 기질을 처리하는 방법, 처리키트 및 처리된 제품을 예상한다.  목재 
제품과 함께, 발명은 연질목재를 위해 유용한 저독성의 수계 착색제를 제공한다.   

명세서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목재 및 그 밖의 기질용 수계 무기물 착색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안정
한 색채나 기질을 보존하는 등의 다른 원하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속염과 산소원(oxygen source)이 
기질과 반응하는  공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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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신속히 입수할 수 있는 많은 상업적인 착색제는 오일이나 용제계이고 및/또는 환경규제와 건강
관심사를 증가시키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수계 착색제 및 마
무리(finishes)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 이니시어티브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예컨대, 
석유, 미네랄 스피리트, 톨루엔 또는 벤젠)을 사용하는 착색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목재 및 그 밖의 물질을 착색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대부분의 수계 제품은 일차적으로 아크릴수지 등의 바
인더에서 부유된 안료 또는 염료에 기초하며, 목재 표면에 분무되고 바인더에 의해 적소에 위치한다.  그
러한 제품은, 독성이 적을 지라도, 모든 종래의 착색제의 문제점, 즉 소나무 등의 목재를 착색하는 동안 
그것들은 부드러운 펄프 내에 보다 깊이 스며들고 나무의 성장시즌에 휴면기간동안 형성된 나이테 주위의 
보다 경질인 목재에 의해 기피되는 문제점을 악화시킨다.  예컨대, MinwaxTM 등의 착색제는 소나무를 단풍

나무 같은 일반적인 색채로 물들일 수 있지만, 수행에서 소나무의 뚜렷한 나무결-무늬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제품은 최저의 결과 및 고르지 않은 착색패턴을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훨씬 치밀한 나무결
패턴을 가진 단풍나무 같은 전체색채를 고르게 허용하는 경질 및 연질 목재 양쪽을 물들일 수 있는 착색
제에  큰  장점일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연질목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경질목재의  외관을  닮도록 
허용한다.  또한, 수계 착색제는 목재나무결을 육성하고 부가적인 샌딩(sanding)을 요하는 경향이 있다.

소나무와 그 밖의 빨리 성장하는 등의 재사용할 수 있게 수확가능한 목재의 신속한 성장을 허여하는 환경
적인 이점을 가지는 착색공정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재생가능한" 목재자원은  마호가니, 흑단, 적색목재 
및 희귀성이 증가하고 고가인 다른 종 등의 멸종될 지경에 이른 경질목재에 시각적인 외관을 부여한다.

건설, 가구, 및 목공산업은 연질목재용으로 유용한 새로운 개선된 수계 착색제가 필요하다.  게다가, 종
이와 판지 등의 목재제품, 의류와 실내장식업용 구조 및 폴리머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환경적으로 이점이 
있는 착색공정이 필요하다.  종래의 착색제는 상대적으로 건조를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단지 55°F 이
상의 온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 범위 이상으로, 예컨대 추운 기후에서 외부의 목공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착색제가 필요하다.

종래의 착색제는 바인더 및 안료 또는 염료로 만들어진다.  이들 착색제의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특히 외부의 환경에서 바래는 "일시적인" 것이다. 영구적인 안정한 착색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색이 바래지 않고 보다 진해지고, 약간 어두워지는 것은 종래의 착색제 이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종래의 착색제는 단지 건조, 경화된 목재에 사용될 수 있다.   축축한 또는 "그린" 비경화된 목재에 적용
될 수 있는 착색제가 필요하다.  종래의 착색제는 삼나무 목재 등의 방향목재의 표면을 코팅하여, 천연향
이 목재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착색제가 목재에 전체의 방향을 남기는 장점이 있다.  오일계 
종래의 착색제는 수계 아크릴 마무리로 보호용 코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착색제는 명백한 장점
을 가진 오일 또는 수계 마무리의 어떤 종류로 보호용 코팅을 할 수 있다.  

Cabot Stains Bleaching Oil (TM)과 같은 목재노화를 의태하도록 사용된 착색제는 단지 외부의 사용을 위
해 사용될 수 있고 목재 노화의 외관은 적용으로부터 수개월이 걸린다.  실내에서 사용될 수 있고 즉시 
발생될 수 있는 노화처리는 확실한 장점을 가진다.  다른 노화공정은 거친 산, 표백제 및 그 밖의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요구하고 노화된 목재의 의태의 나무결 패턴에 다른 착색제의 다층과 같은 복잡한 수
동의 목재압박기술(manual wood-distressing techniques)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것은 비독성이고 아마추
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노화처리일 것이다.

몇몇 착색공정은 Leach, U.S. 4,752,297 및 4,313,976와 같은 CCA (구리-크롬-비소) 압력처리 보호된 재
목의 아름답지 않은 그린색을 보충하도록 개발되어 왔다.  이들 공정은 유기산과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존한다.  그것들은 목재의 보존에 일차적으로 관련되고, 단지 한정된 색채 종류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일반적인 적용성은 없다.

목재를 처리하기 위하여 알칼리토류 금속계의 수용액을 사용하는 공정은 게인 등(Gaines  et  al.)  U.S. 
4,757,154에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은 고온과 압력에서 목재를 담그고 아름답지 않은 석출을 제거하기 
위한 샌딩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재를 착색하기 위하여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몇몇 목재세공업
자들은 탁한 그레이톤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리치(iron-rich) 비료의 용액에 목재를 담근다.  착색제는 
불안정하고, 고르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색이 바래고, 습기에 노출시 용해되고, 보호용 코팅이 
아름답지 않은 잔류물을 제조하면, 이는 균형잡힌 사용이 아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라서, 금속염과 산소원은 기질과 접촉하여 반응하고 기질의 표면 내에 고정된 무기물 화합물
을 제조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양으로 연속적으로 적절한 기질을 침투하거나 함침하도록 적용된다.  서로 
호환성인 금속염, 산소원 및 기질의 발명의 결합은 제 자리에서의 반응을 일으키고, 기질이 지속적인 원
하는 효과를 야기하도록 개질한다.  발명에 따라 제조된 무기물 화합물은 기질에 연결되고, 안정하며 내
구력 있거나 영구적이며, 기질에서 고정되거나 불용해된다.  무기물 화합물은 기질의 내부와 표면에서 결
합되거나 함유되며, 그래서 기질의 섬유 또는 매트릭스를 물들이거나 기질 내에 혼합되거나 파묻힌다고 
말할 수 있다.  원하는 효과는 바람직하게는 색채이다.  금속염의 넓은 변화는 원하는 효과에 의존하여 
사용될 수 있다,  산소원은 바람직하게는 과산화물이고, 기질은 바람직하게는 목재, 면 또는 종이 등의 
셀룰로오즈 제품; 가죽; 또는 석조이다.  발명은 기질을 처리하는 방법, 처리키트(kit) 및 처리된 제품을 
예상한다.

본 발명은 수계용으로 필요한 긴 펠트, 영구적인 착색효과를 제공하는 목재와 그 밖의 기질용 비독성 착
색제를 만족한다.  발명은 착색제, 방부제 및 목재와 그 밖의 기질용 마무리의 혼잡하고 성숙한 기술이지
만, 아직 이전에 발견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목재 착색 산업은 독성화학물질 사용을 감소하고, 작업이 어렵고 비교적 고가인 소나무 등의 목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착색하고, 노화의 외관을 의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오고 있었다.  그 요구는 실행 가능한 
공정이 사용에 넣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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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실패했던 이전의 노력에 계속된다.  성능의 손실 없이, 휘발성 유기 용매와 독성 화합물, 열 
또는 압력--선행기술에서 사용된 요소--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개선된 결과를 가진다.  우수하고 영구
적인 결과와 함께 목재와 그 밖의 기질의 넓은 변화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종래의 처리를 위한 환경과 
부적절한 온도에서 신속히 작용하고, 아마추어에 의해서도 충분히 간단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은 기질을 착색하기 위하여 기질이 용해성 무기물염 및 산소원과 반응하는 방법; 멸종될 지경에 
이른 종을 위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목재의 대체성을 한정하는 소비자의 미학을 만족하는 방법; 목재와 
비목재 기질의 넓은 변화를 위하여 단일 착색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전에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한다.  본 발명은 또한 연질 목재와 그린 목재와 일반적으로 불용으로 생각되는 관련된 물
질을 신속히 노화하고 고르게 착색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본 발명은, 보호용 코팅의 마무리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 목재나무결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육성하는 것 없이 착색하는 능력, 및 기질의 방향 특
성의 유지와 같이 이전에 적용되어질 수 없었던 장점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놀라운 착색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무기물염과 과산화물용액을 사용하는 등의 이전에 공지되
거나 제안되지 않은 개질인 점에서 선행기술과는 상이하다.  실제로, 본 발명은 선행기술의 지시와는 반
대이고, 두 단계 공정에 의해서 색채가 개발되고 공정동안에 안정되는 것보다 착색안료를 사용하는 일단
계 처리를 좋아한다. 

셀룰로오즈와 그 밖의 물질의 착색 및 보호에 발명의 접근은 물에 용해 가능한 무기물염이 기질물질에 포
화되고 이어서 산화되고 어떻게든지 그 물질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정이다. 본 공정은 시장에서는 전례
가 없으며 상업적 및 소비자시장 양쪽에서 중요한 장점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발명의 착색
제는 완전히 수계이다.  공정은 어떠한 종류, 석유제품, 유기용매, 아크릴수지, 염료 또는 그 밖의 비싸
거나 독성물질의 결합을 요하지 않는다.  성분물질은 환경과 인체 건강 양쪽에 낮은 영향을 가진다.  제
품의 독특한 특징은 외부적용에서 조차 영구적인 것과, 극히 연질인 목재를 고르게 착색하고 극히 경질인 
목재를 침투하는 능력과, 목재의 의태된 노화와, 달성된 색채의 농후함은 환경과 건강 장점에 대하여 완
전히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흥미를 끌 것이다.  

발명에 따라서, 기질을 착색하는 방법은 :

(a) 기질에 대한 금속염의 제조를 적용하고, 또한

(b) 기질에 산소원의 제조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성되며,금속염과 산소원은 기질을 침투
하며 안정하고, 수불용성인 착색제 또는 기질에서 다른 고정된 물리적 특질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질과 접
촉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단계(a)는 단계(b)의 전후에 수행될 수 있고, 두 단계사이에서 기질을 건조하는 단계일 수 있다.  바람직
하게는 제조는 수용액이고 방법을 위해 선택된 특별한 공정조건하에 결정된 바와 같이 용액의 어는점과 
끓는점 사이에서 적용된다.  방법은 기질표면 위에 밀봉코팅을 적용하는 것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질은 지속가능하게 수확된 목재이고, 착색제는 비교적 균일하고, 금속염은 저독
성이고 위험하지 않게 여겨지고, 금속염과 산소원의 제조는 수계용액이고, 산소원은 필수적으로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금속염 제조와 산소원 제조는 수용액이다.

금속염은 어떠한 적절한 무기물염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철, 은, 아연, 세륨, 구리, 마그네슘, 몰리브
덴, 니켈, 주석, 크롬, 알루미늄 및 티탄의 염, 또는 안티몬, 베릴륨, 비스무트, 카드뮴, 코발트, 금, 이
리듐, 납, 망간, 수은, 니오븀, 오스뮴, 플라튬, 플루토늄, 칼륨, 로듐, 셀레늄, 실리콘, 나트륨, 탄탈, 
토륨, 텅스텐, 우라늄, 바나듐의 염, 또는 결합이다.  무기물로 착색하는 주요한 목적은 기질에 원하는 
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기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양쪽일 수 있다.  

금속염은 바람직하게는 색채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질의 존재 하에 산소원과 반응할 수 있는 금속이온을 
방출하기 위하여 환원되는 산화물뿐만 아니라 황산염, 염화물, 과염소산염, 과망간산염, 티오황산염, 아
세테이트, 질산염으로부터 선택된다. 금속이온 또는 화합물이 기질을 침투하기 위하여 충분히 용해가능하
고 기질에서 원하는 색채 또는 그 밖의 원하는 고정된 특질을 산출하기 위하여 산소원 제조와 반응할 수 
있는 한, 그 밖의 염은 할로겐화물, 인산염, 카보네이트, 질산염, 옥살레이트, 실리케이트, 주석산염, 포
름산염, 크롬산염, 유기염 등을 적당히 포함해도 좋다. 

바람직한  금속염은  은황산염,  염화철(Ⅱ),  과염소산아연,  과염소산세륨(Ⅲ),  과염소산철(Ⅱ), 황산철
(Ⅱ), 과염소산은, 초산구리, 질산마그네슘 및 질산세륨이다.  그 밖의 바람직한 금속염은 산화몰리브덴
(Ⅵ),  황산아연,  염화구리(Ⅱ),  과염소산니켈,  황산니켈,  과염소산구리(Ⅱ),  황산주석(Ⅱ), 염화주석
(Ⅰ), 황산크롬(Ⅲ), 황산알루미늄, 과염소산세륨(Ⅲ), 과산화아연, 티탄수소화물, 과염소산크롬(Ⅲ), 티
탄염과 결합하는 아연분말, 염화마그네슘(Ⅱ), 염화알루미늄, 염화티탄(Ⅳ), 염화은 및 
황산티탄(Ⅱ)이다.

바람직하게 산소원은 과산화물이다.  과산화수소,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아연, 과산화바륨, 과산화칼슘 또
는 과산화리튬일 수 있다.  산소원은 수산화나트륨 등의 수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다.  산소원은 기질에 
안정한 착색 또는 다른 물리적 특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질을 침투하고 금속염과 반응할 수 있다. 

기질은 바람직하게는 건축재료 또는 텍스타일이고 바람직하게는 연질 목재, 경질 목재, 대나무, 등나무 
등의 셀룰로오즈 물질, 면, 종이, 판지 등의 다른 셀룰로오즈 제품이다.  기질은 라텍스 페이트된 표면과 
같이 미리 코팅될 수 있다.  기질은 가죽, 직물 또는 다공성 플라스틱일 수 있고; 또는 세라믹, 회반죽, 
세멘트, 콘크리트, 돌, 벽돌 등의 석조 또는 결합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기질에서 달성된 효과는 색
채, 대표적으로 연한 회색에서 검은 갈색에 이르는 난색조(earth tone)이다.  원하는 색채 또는 기질 내
에서 안정하게 결합된 다른 효과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질은 침투되고 연속적으로 금속염 제조 및 산소원 
제조와 접촉될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기질은 목재이고 또는 경질섬유질을 뜻하는 목재 같은 제
품, 나무, 대나무, 갈대로부터의 셀룰로오즈계 제품, 또는 섬유판, 합판 및 화장판을 포함하는 다른 농예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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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염 제조 및/또는 산소원 제조는 증점제, 알콜, 유화제, 착색제, 안료, 염료, 표백제, 초벌칠용의 도
료, 마무리제, 머리 염색제, 아크릴 마무리, 라텍스 마무리, 폴리우레탄, 겔화제, 정제화제, 계면활성제, 
완충제,  시트르산,  탄닌산,  아세트산,  그  밖의  산,  염기,  착색제,  염,  안정제,  항균제,  항진균제, 
살충제, 방충제, 자외선보호제, 및 난연재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양립할 수 있는 첨가제를 더욱 포
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발명의 요소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적절한 저장수명과 다른 특질을 가지는 한, 
현재 공지되거나 이하에 당업자에게 유효한 다른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은 착색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변경된 기질을 예상한다.  착색되거나 변경
된 기질은, 그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착색 또는 다른 원하는 특질을 부여하는 안정한 제조된 조성물을 가
지며, 조성물은 금속염과 산소원 사이에서, 기질과 접촉하여 화학반응의 제품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발명은 (a) 금속염 제조, 및 (b) 산소원 제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제조는 적용 시 기질에 침투하기 쉽
고, 양 제조는, 효율적인 양으로 연속적으로 적용될 때, 안정하고, 물에 불용이고 착색제 또는 다른 원하
는 특질을 부여하는 기질 내에서 또는 위에서 고정된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서로 반응하기 쉬운, 기
질을 처리하기 위한 키트를 더욱 예상한다. 

금속염 제조는 바람직하게는 약 0.001% 와 약 20% (w/v) 사이,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025% 내지 8% 금
속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용액이다.  산소원제조는 바람직하게는 약 0.1% 와 약 50% (w/v)과산화물 사
이,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3%와 약 15%사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용액이다.  어느 한쪽 성분의 농도
는 용액의 포화점이거나 적절한 현탁액의 보다 고농도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설명, 목적 및 장점은 이하의 설명의 고찰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술에서, 특정한 용어는 명쾌함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발명은 그렇
게 선택되는 특정한 용어에 한정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으며, 각 특정한 요소는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모든 기술적 균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간단함을 위하여, 본 상세한 
설명은 주로 목재제품에 대한 적용을 다룬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검토된 공정과 조성물은 또한 
비목재제품의 넓은 변형에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공정은 바람직하게는 비독성, 수계 무기물용액 및 비마무리된 목재제품에 연속적으로 적용된 저독
성 수계 산화용액을 수반하는 두 단계 공정이다.   공정은 대나무 또는 등나무 등의 목재 같은 제품, 
종이, 재활용된 셀룰로오즈 제품, 면과 그 밖의 직물, 가죽, 어떤 다공성 플라스틱, 타일, 세멘트 및 그 
밖의 석조, 및 그 밖의 기질물질의 착색과 마무리에 적응될 수 있다.

수요자는 우선 브러시, 스프레이 또는 그 반대로 목재 또는 그 밖의 제품에 수계 용액 "A"를 적용하고, 
온도와  습도에  의존하여,  제품은  약  5-30  분동안  건조시키고,   다음에  두  번째  수계  용액  "B"를 
적용한다.  색채 변화는 즉시 시작되고 B용액이 건조될 때, 또 대략 5-30 분에, 제품은 영구히 착색된다.  
용액은 또한 표준온도와 압력에서 또는 재목이 보다 두꺼운 기질을 침투를 통하여 확보하는 특유한 압력
처리로서 극한 또는 결합에서, 용액에 기질을 담금으로써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공정은 다른 모양, 일반적으로 보다 비싼 목재 (예컨대 단풍나무  같은 소나무, 호두나무 같은 오
리나무 또는 오크 같은 대나무 베니어판 만들기)를 의태할 수 있다.  특히, 착색공정은 마호가니, 흑단 
및 적색 목재 등의 증가하는 멸종될 지경에 이른 목재를 의태하는 착색제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적용에서, 공정은 미적인 이유로 새로운 목재에 노화된 외관을 부여하거나, 고대양식 가구, 건축상
의 골동품, 개장할 필요가 있는 담 또는 지붕널에 새로운 목재의 신중한 지시를 허여하도록 사용될 수 있
다.  그러한 적용에서, 거친 샌딩, 샌드블라스팅, 끌로 파기, 톱흔적 등으로 표면을 압박하고, 무기물을 
담그고 불규칙적인 착색을 제공하는 것을 허여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다른 적용에서, 착색제가 매끄러
운 표면과 평행하여 노트와 링 영역 주위를 다소 어둡게 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착색의 균일함을 최대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수계 착색제보다 훨씬 고른 점에서, 발명에 따른 착
색은 균일할 수 있다.

A 용액은 갖가지 무기물염 (영양물 보충에서 발견된 철-리치 화합물의 변형처럼)과 목재 표면에 빠르게 
담그는 다른 천연화합물을 포함한다.  B 용액은 많은 의약 캐비넛에서 발견된 과산화수소와 유사한 묽은 
과산화물과 같은 산화제를 함유한다.  바람직한 B 용액은 다소 보다 진하다.

발명이 작용메카니즘에 한정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을 지라도, 산소원은 여기서 "가교"로 칭해지는 공정
인, 용액 A에서 또는 목재에서 셀룰로오즈 섬유 중에서, 또는 기질의 다른 매트릭스 물질 중에서 무기물
을 결합하는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교반응의 화학적 성질은 용액 A, 용액 B, 및 기질
의 결합에서 기인되는 색채 변화의 사실에 의해 제안된다.  맑은 용액과 그들의 성분과 다른 결과적인 색
채는, 수용해성이 아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용액 A와 용액 B가 기질에 그것들을 우선 적용하는 것 없
이 혼합되면, 그것들은 발명에 따른 착색제에 유용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그레이-블랙 또는 그레이-브
라운 침전물을 만든다. 고강도에서 과산화물과 함께, 그러한 반응은 산소가 과산화물로부터 발생되는 것
으로써 버블링에 의해서 달성된다.

공정은 목재의 섬유나 수용해성의 형태로 무기물의 용액과 함께 다른 제품매트릭스를 포화한 다음 섬유 
또는 매트릭스에서 색채, 텍스쳐 및 목재의 일반적인 외관과 다른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기 무기물
을 산화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발명의 착색공정은 안정하고, 불용성 형태, 이하에서 가교된 화합물로 칭
해지는 아마도 산화물, 배위화합물 또는 다른 수불용성 화합물 또는 복합체에서 무기물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속염 제형은 기질에 담그고, 무기물이온으로 함침시키고, 다음에 불용성 착색화합물에서 산소원에 의해 
화학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금속산화물은 발명에 따라 금속염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산과 함께 용해
화되고, 기질에 침투하도록 적용되고 다음에 원하는 색채 또는 다른 효과를 발생하는 적절한 산소원과 반
응한다면, 규정 내에서 예상된다.  산화몰리브덴(Ⅳ) 등의 용해가능한 산화물과 함께, 금속산화물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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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에 담그어 질 수 있고, 다음에 색을 제조하기 위해 반응한다.  또한, 원소금속이 발명에 따라서 작용
하는 금속염을 제조하는 염에 의해 산화되도록, 용액 A 는 티탄클로레이트 등의 하나의 금속의 염과 아연
분말 등의 원소금속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에 따라서 착색제는 흡수, 기계적 혼합, 갇힘(entrapment), 극성 인력 또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기질
과 함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착색된 화합물이 그것들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것 없
이, 그러한 기질의 매트릭스에 물리적으로 가두어진 채로 있다면 발명의 범위에 영향이 없을지라도, 셀룰
로오즈 및 가죽 제품과 함께, 반응은 기질물품의 셀룰로오즈 또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수반하다고 추정된
다. 착색된 화합물이 기질 내에 불용적으로 고정되는 한, 석조와 함께, 기질은 금속염 및 산소원과 반응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발명의 범위는 그러나, 이들 예정된 어느 메카니즘의 작용에 한정되는 것
으로 의도되지는 않는다.

발명은 기질에 그 밖의 원하는 안정한 물리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한 방법 및 조성물을 포함하며, 
착색은 이차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금속염과 산소원의 어떠한 결합과 함께, 발명에 따른 처리
의 결과로써, 기질은 개선된 텍스쳐, 도전성, 광민감성, 항진균성, 항균성, 방충제 또는 난연재 특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발명의 범위는 기질에 제조 A 와 B를 연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원하는 안정한 물
리적 변화를 부여하고, 기질에  대하여 또는 그 안에서 반응제품을 고정하거나 결합하도록 반응하는 것을 
허여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경우에, B용액은 다른 효과를 얻기 위하여 A용액 전에 적용된다.  다른 무기물 용액과 다른 산화제
는 현저하게 목재에 다른 영향을 발생하고, 이들 마무리가 재료의 넓은 변형에 특정한 적용을 위해 만들
어질 수 있다.

발명은 수용해성 또는 그 밖의 무기물염, 산화제 및 수용액에서 다른 기질을 화합시킴으로써 제조된 여러 
가지의 A와 B 용액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조성물과 키트에 관한 것이다.

제품은 타일, 세멘트, 콘크리트, 벽돌, 돌 및 다른 유사제품을 착색하기 위하여, 석유, 아크릴 및 라텍스 
목재 마무리를 택일적으로 하여, 목재 착색제; 새로운 목재가 노후된 목재의 외관을 가지도록 하는 목재
노화시스템; 대나무 등의 목재 같은 제품을 착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목재 같은 제품을 착색하고; 직물, 
대마, 아마, 텍스타일, 가죽 및 다른 유사제품을 착색하기 위한 직물 착색제; 항균성 또는 항진균성 효과
를 통해서 목재 또는 그 밖의 기질 보호; 및 석조 착색제를 포함하는 상업적인 적용의 변형을 가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금속염은 원하는 보호성, 항진균성 및/또는 착색효과에 부가하여 살충제 성질을 제공
하도록 선택될 수 있고, 또는 공지된 보호처리와 함께 결합될 수 있다.

몇몇 적용에서, 착색은 발명의 두 단계 공정에 따라 기질 내에서 금속이온과 결합하거나 연결되기 위하여 
산소원의 능력보다 이차적이 될 수 있다.

발명에 따라 키트는 A용액을 위한 것과 B용액을 위한 것의 플라스틱병 같은 두 용기에 분배될 수 있다.  
병 A와 B는 바람직하게는 주요 무기물염의 농축용액 또는 물에 용해된 산화제를 포함할 수 있고, 최종수
요자는 갤런 또는 물의 다른 부피로 희석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제품은 분말 또는 정제 형태로 분배될 
수 있으며, 최종수요자가 물로 충분히 희석시킬 것이 요구된다.  제품은 수요자를 위해 준비된, 충분히 
희석된 액체형태로 공급될 수 있고, 적하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사용된 물의 종류와 희석기술에 기인하는 
변화성을 감소시킨다.  이들 결정은 신속히 소비자(전문가 또는 아마추어 업계 등) 중에서 다양한 기술의 
용인에 의존하는 당업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화학적 셀프를 유지하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건조 
조건과 비교하여 수용액에 존재한다.  바람직한 공식은 철과 은황산염 등의 단지 비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크롬, 코발크 및 주석 등의 독성 중금속을 피하고, 정규적인 감독과 선적, 라벨링 및 처리 요구를 감소화
한다.

바람직한 적용은 대개 A용액에서 염화철 등의 무기물염과 B용액에서 산소원으로서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
산화수소의 형태로, 저독성의 무기물의 수용해성 용액을 수반한다.  보다 독성인 금속은 또한 처리와 처
분에서 부가적인 예방조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산소원이 
사용될 수 있고 발명은 물 또는 수용액보다 다른 제조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제형이 반응적인 형
태로 기질에 금속염과 산소원을 배달할 수 있는 한, 예컨대, 겔, 페이스트, 에멀젼, 또는 다른 농후한 제
조는 한쪽 또는 양 성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오일이나 현탁액과 함께 에멀젼은 어떤 적용에서 적절
할 수 있을지라도, 대표적으로, 그러한 농후한 제조는 수용액이 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용액 A의 다양한 제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무기물 또는 무기물들의 측정된 무게는 
정제수의 부피로 혼합된다.  용해 B의 반복을 형성하기 위하여, 액체 과산화수소 또는 분말의 과산화나트
륨은 물의 부피로 혼합된다.  택일적으로, 과산화나트륨은 과산화수소 용액에 첨가되고 원한다면 중화 또
는 완충될 수 있다.  어떤 다른 화합물은, 원하는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기질과 접촉하여 발명에 따라 
적절한 금속염과 반응하도록 제공된, 다른 유기 및 무기산에 시트르산과 같이, 발명에 따라 산소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무기물 착색제를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브러시, 패드, 롤러를 사용하고, 디바이스(device)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분무하여, 침투하도록 목재 또는 다른 기질 위에 용액 A 의 충분한 양을 적용하는 것이다.  
용액은 일반적으로 맑고, 투명하거나 약간 흐리고, 물의 적용과 매우 동일한 방식으로 목재의 색을 바꾼
다. 몇몇 A용액은 오렌지 또는 핑크, 약간 유백색, 약간 회색이다.  적용될 때, 그러나, 얇은 코팅에서, 
산소원이 적용될 때까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색은 없다.  선택적으로 착색제, 증점제, 계면활성제, 및 
다른 첨가제는 A용액의 외관을 개질할 수 있다.  온도와 습도 등에 의존하여 5-30 분에, 용액 A가 건조될 
때, 목재는 어떤 것이 그에 적용되기 전에 한 것처럼 보인다.  약간 회색은 나타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용액 A와 매우 동일한 방식으로 목재 또는 기질에 용액 B를 적용하는 것이다.  진한 용액 B
와 함께, 목재에서 색채는 즉시 변한다.  묽은 용액과 함께, 착색은 서서히, 5분 정도에 걸쳐서 된다.  
공정은 사진필름인쇄를 만드는 것 또는 즉석 사진개발을 주시하거나 비시각적인 잉크가 시각적으로 되는 
것을 암시한다.  용액 B 의 강한 반복은 브러시 표시를 나타내는 경향이 크며, 원하는 효과에 의존하여, 
부정적 또는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착색된 목재에서 착색의 궁극적인 깊이는 용액 A에서 무기물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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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다 의존한다.

A 용액에서 2종 이상의 무기물염 또는 B에서 두 과산화물을 혼합하는 것에 부가하여, 첫 번째 것을 적용
한 다음 다른 A를 적용하거나 우선 과산화수소계를 사용한 다음 과산화나트륨계 B용액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정의 두 기본 단계는, 어떤 효과를 위하여, 다른 착색 등과 함께 빛깔을 선명하게 
한 지역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두 단계이상을 수반할 것이다.

이하에서 서술된 변화하는 목재샘플의 색채와 톤은 단어로 서술되지만 두 개의 다른 공식으로 처리된 목
재의 두 개의 다른 샘플의 시각적인 인상은 그것들이 실제로 시각적인 인상의 매우 다른 뉘앙스를 발생하
지만 "그레이 브라운"으로 양자는 서술될 것이다.  발명에 따라 제조된 색채는 브라운에 관련한 색채의 
범위를 뜻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연한 회색에서 검은 갈색에 이르는 난색조이며,  연함부터 사실상 블랙까
지의 범위인, 그레이, 오렌지, 노란색, 적색, 그린 및 블루 변형을 포함한다.  유백광을 내는 또는 무지
개 빛깔의 효과는 달성될 수 있다.  보다 밝은 착색효과가 산화알루미늄으로써, 또한 달성될 수 있다.  
그레이는 노화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효과이다.  그 효과는 노화된 외관을 의태하기 위하여 목재의 표면
을 압박하거나, 또는 안료와 다른 착색제를 첨가함으로써 개질될 수 있다.

이하의  무기물염과  산화물은  목재를  착색하기  위하여  발명에  따라서  사용되어  왔다  :  황산바륨, 
황산칼슘, 질산세륨(Ⅲ), 과염소산세륨(Ⅲ), 질산구리(Ⅱ), 초산구리(Ⅱ), 탄산이수산화구리(Ⅱ), 황산구
리, 황산철(Ⅱ), 과염소산철(Ⅱ), 염화철(Ⅱ), 티오황산나트륨, 티오황산마그네슘, 티오황산칼륨, 질산칼
륨, 과망간산칼륨, 황산은, 과염소산은, 질산은, 황산티탄(Ⅲ) 및 과염소산아연.

발명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무기물염은 : 황산칼륨알루미늄, 산화몰리브덴(Ⅵ), 황산아연, 염화
구리(Ⅱ), 과염소산니켈, 황산니켈, 과염소산구리(Ⅱ), 황산주석(Ⅱ), 염화주석(Ⅰ), 황산크롬(Ⅲ), 황산
알루미늄, 티탄수소화물, 과염소산크롬(Ⅲ), 아연분말, 염화망간(Ⅱ), 염화알루미늄, 염화티탄(Ⅳ), 염화
은 및 황산티탄(Ⅱ)을 포함한다.

기질을 착색하기 위하여 기질과 접촉하는 산소원과 반응하거나 발명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제공하는 그 
밖의 무기물은 전이원소, 란탄족과 악티늄족을 포함하여, 원소주기율표의 2족 내지 6족원소의 염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금속은  알루미늄,  안티몬,  베릴륨,  비스무트,  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금, 이리듐, 납, 마그네슘, 망간, 수은, 몰리브덴, 니켈, 니오븀, 오스뮴, 플라티늄, 플루토늄, 칼
륨, 로듐, 셀레늄, 실리콘, 은, 나트륨, 탄탈, 토륨, 주석, 티탄, 텅스텐, 우라늄, 바나듐 및 아연으로부
터 선택된다.

목재와 그 밖의 기질에 적용된 바와 같이, 발명은 수용해성의 무기물염 또는 산, 알콜 또는 다른 수용액 
기질 등의 용매에 용해 가능한 산화된 무기물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기질에 연결된 착색된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산소원과 기질과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산화된 무기물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몇몇 
무기물원소는 금속이 아니며, 몇몇 화합물은 산화물이고, 염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화합물은 이하에서 편
의를 위해 총괄하여 금속염으로서 언급된다. 

산소원은 목재, 대나무, 가죽, 셀룰로오즈의 기질 및 다른 적절한 기질의 존재 하에 발명에 따라 무기물
염을 산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산화제일 수 있다.  바람직한 산소원은 과산화물이고, 과산화(-O-O-)를 포함
하는  화합물이다.   과산화물은  물에  용해  후  과산화수소를  형성한다.  발명은  Kirk  Othmer,  Concise 
Encyclopedia. of Chemical Technology, pp. 845-850 (1985)에 기술된 것들을 포함하며, 여기에 참조로서 
통합되어 있는 어떠한 무기 도는 유기 과산화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산소원은 초과산화물 또는 
오조니드 또는 과산화산일 수 있다.  비교적 독성이고 불안정할지라도, 하이포염소산염 또는 이산화염소
일 수도 있다.  

당업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하의 파라미터를 변화하고 조절할 수 있다.  색 제조 반응과 결과
적인 색채와 목재의 조직상의 외관은 용액 A에서 사용된 다른 무기물과 함께 넓게 변화한다.  그러나, 그
것들은 재생할 수 있고,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도록 원하는 바와 같이 선택될 수 있다.  효과는 용액 A에
서 사용된 무기물의 순도와 함께 변화할 수 있다.  이하의 예들은 시약등급(Reagent Grade)을 사용했지만 
기술적 등급(Technical Grade) 또는 저등급은 상업적 적용을 위해 적절하다.

효과는 용액 B에서 산소원과 함께 변화한다.  과산화나트륨과 과산화수소와 결합은 원하는 효과를 부여한
다.  다른 무기와 유기 과산화물과 산소원은 적절하다.

효과는 물의 원천과 함께 변할 수 있다.  실시예들은 정제수를 사용한다.  무기물-리치(rich) 물과 비교
하여 증류수는 약간 다른 효과로 귀착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돗물 또는 탈이온수의 사용은 적절한 
결과를 부여한다.  다른 경우에, 첨가제와 함께 pH 또는 이온강도의 개질이 바람직할 수 있다.

효과는 무기물 또는 과산화물이 용해되거나 현탁되어 있는 용액과 함께 변할 수 있다.  이하의 실시예에
서, 물은 사용되지만, 얼마간의 비수용해성 무기물과 함께, 다른 액체가 사용될 수 있다.  용액 대신에, 
무기물은 적절한 침투가 결과로서 생기는 한, 겔, 왁스, 로션, 또는 크림에 용해되거나 현탁될 수 있다.  
목재 또는 기질은 또한 적절한 산소원에 의한 침투에 영향을 받기 쉬워야 하고, 비히클은 색제조 반응을 
방해하지 않는 점에서 양립할 수 있어야만 한다.

효과는 용액의 농도와 함께 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묽은 용액은 보다 연한 색채밀도를 발생하
지만 몇몇 경우에 그것들은 실제로 다른 색채의 외관을 부여한다.

발생된 효과는 용액에 적용된 주위온도와 함께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지 않는다.  공정은 상기의 
어느 온도 또는 약간 32°F 이하 또는 어는점에서 행해질 수 있고, 습도와 온도조건에 의존하여, 염색된 
목재는 건조하고  한시간 미만에서 톱코팅(top-coated)(원한다면)되어지게 준비된다.  극히 저온도 적용
을 위해, 무기물 및/또는 산화제는 알콜 또는 다른 비수용액에 용해될 수 있다.  이하 실시예에서, 테스
트는 실내온도에서 하였지만, 어느점 가까운 온도에서의 실험은 동일한 결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다. 
적당하다면, 발명은 또한 매우 상부의 온도 또는 높거나 낮은 압력에서 적용될 수 있다.   

반응과 결과적인 착색과 기질의 조직상의 외관은 기질물질과 함께 변화한다.  이하 실시예에서, 사탕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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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사용했지만 발명의 방법은 성공적으로 북부지방의 소나무, 폰데로사소나무, 오리나무, 포플러, 단풍
나무, 오크, 서양 물푸레나무, 히말라야삼목(삼나무목재), 벚나무, 호두나무, 옵인지(obinji),  및 다른 
목재에 적용되어 왔고, 물론 결과는 색채, 톤 및 목재의 각 종류의 특질과 함께 폭넓게 변화한다.  

충분한 실증이 또한 플라이 대나무, 면, 가죽 및 석조에 행해져 왔다.  플라이 대나무는 매우 경질 목재 
제품이고, 종래의 제품으로는 잘 착색이 되지 않지만 발명에 따라 착색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 밖의 기
질은 발명에 따라 산소원의 존재 하에 무기물염을 결합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지는 한 적절하다.

효과는 용액 A와 B의 적용순서와 함께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B로 출발하고 A로 마무리하면 유사한 색이
지만 열등한 목재나무결의 뉘앙스를 산출하고, 어떠한 적용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노화된 목재의 의태
에 있어서, 예컨대, A용액은 먼저 적용되어야만 한다.  비노화된 외관과 착색을 위하여, B용액은 먼저 적
용될  수  있다.   B용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은  목재에  연결된  색채의  많은  표면상의  침투를  만들  수 
있지만, 얇은 기질을 위해 적절할 수 있다.  직물 또는 가죽 등의 다공성 기질과 함께, 고른 착색을 보증
하기 위하여 용액에 기질을 담그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는 또한 안료 또는 염료, 시트르산, 표백제, 알콜, 용매, 증점제, 정제화제 등의 용액 A 또는 B에 포
함된 첨가제, 산화시키고 동시에 목재를 시일하는 아크릴 및 다른 수지 또는 폴리우레탄의 적절한 보호용
의 코팅 등의 마무리제와 함께 변화한다.  택일적으로, 보호용 코팅 초벌칠용의 도료는 착색제에 적용된
다.  보호용 코팅은 선택적으로 용액 B (또는 마지막에 적용된다면 용액 A)에 포함될 수 있다.

발명에 따라 착색된 목재는 태양, 뜨거운 물, 냉동 온도에 노출되고, 및 물에 잠수되는, 가속된 풍화 상
황에 놓여졌다.  색이 바래는 것에 저항하고 실제로 노출에서 약간 어둡거나 온화한 톤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테스트는 내부와 외부 적용을 위하여, 제품은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현저하게 영
구적인 착색제를 제조하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이하 모든 공식에서, 용액 A는 물에 무기물의 용액으로서 만들어진다.  농도는 퍼센트(중량/부피)로서 주
어지며, 또는 무기물의 많은 그람 및 물의 부피가 주어진다.  용액 B는 15% (v/v) 과산화수소 용액 또는 
0.3% 과산화나트륨 용액 (물 3.0 g/l로 만들어짐)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이들 경우에, 특별히 달리 언급
되지 않는 한 기질은 사탕소나무이다.  다른 목재나 다른 기질은 균일하게 잘 작용하지만, 색채는 다소 
다르다.  이들 실험은 65-75°F 주위에서 주위온도로 행해진다.  B용액의 적용 후에, 색채는 1초 미만부
터 1분 이상까지에 나타났다.  다른 온도에서 실험은 단지 끝에 다른 결과를 가진다.  용액 B의 다른 강
도는 반응을 급속하게 진행하거나 서서히 하지만 유사한 말단 색채로 귀착한다.  착색의 주요 변수 결정
은 용액 A에서 무기물 또는 무기물들이다.  

실험 1-10에서, 무기물의 주어진 질량은 물 1리터에 용해되었다.

실시예 1

용액 A : 0.25g 황산은 (Ag2SO4)

용액 B : 과산화나트륨

결과 : 골든-브라운의 중간 농도

실시예 2

용액 A : 2.0g 염화철(Ⅱ)(FeCl2·XH2O) + 0.5g 황산은 (Ag2SO4)

용액 B : 과산화나트륨

결과 : 중간 농도의 그레이-브라운, 노화된 외관

용액 B : 과산화수소

결과 : 중간 농도 온화한 노란색-브라운

실시예 3

용액 A : 1.5g 염화철(Ⅱ)

용액 B : 과산화수소

결과 : 불그레한 톤과 함께 연한 농도의 온화한 브라운

실시예 4

용액 A : 1.5g 염화철(Ⅱ) + 1.0g 과염소산아연 (Zn(ClO4)2·6H2O)

용액 B : 과산화수소

결과 : 어두운 브라운에서 블랙과 함께 중간 농도의 오렌지-브라운은 엇결(crossgrain)에서 돋보인다.

용액 B : 과산화나트륨

결과 : 엇결에서 블랙과 함께 중간 농도 그레이

실시예 5 

용액 A : 1.5g 과염소산세륨(Ⅲ)(Ce(ClO4)3·6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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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B : 과산화수소

결과 : 연함에서 중간 농도까지의 노란색-브라운

실시예 6

용액 A : 2.0g 과염소산철(Ⅱ)(Fe(ClO4)2·6H2O)

용액 B : 과산화수소

결과 : 연함에서 중간 농도까지의 온화한 브라운, 노화된 외관

실시예 7

용액 A : 2.0g 과염소산철(Ⅱ)(Fe(ClO4)2·6H2O) + 0.25g 황산은(Ag2SO4)

용액 B : 과산화수소

결과 : 중간 농도의 온화한 브라운, 노화된 외관

용액 B : 과산화나트륨

결과 : 중간 농도의 그레이 브라운, 노화된 외관

실시예 8

용액 A : 1,5g 황산철(Ⅱ)(FeSO4·7H2O)

용액 B : 과산화수소

결과 : 중간 농도의 온화한 브라운, 노화된 외관

용액 B : 과산화나트륨

결과 : 중간 농도의 온화한 그레이

실시예 9

용액 A : 0.5g 과염소산은 (AgClO4·H2O)

용액 B : 과산화나트륨

결과 : 중간 농도의 온화한 브라운, 노화된 외관

실시예 10

용액 A : 1.0g 황산철(Ⅱ) + 0.5g 과염소산은

용액 B : 과산화수소

결과 : 중간 농도의 온화한 브라운, 노화된 외관

용액 B : 과산화나트륨

결과 : 중간 농도의 그레이 브라운, 노화된 외관

실시예 11

용액 A : 50ml의 물에 1g 희석된 초산구리

과산화수소와 함께 : 온화한 오렌지-브라운, 중간 농도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반응 없음

실시예 12

용액 A : 염화철(Ⅱ) : 0.5g 및 물 50ml 에 0.5g 황산은 

과산화수소와 함께 : 그레이-브라운, 중간 농도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오렌지 브라운, 어두운 농도

실시예 13

용액 A : 과염소산철(Ⅱ) : 8g 및 물 100ml에 0.25g 황산은

과산화수소와 함께 : 어두운 노화된 외관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거의 어두운, 흑단 같은 외관

실시예 14

용액 A : 과염소산철(Ⅱ) : 4g 및 물 100ml에 0.1g 황산은 

과산화수소와 함께 : 온화한 오렌지 브라운, 중간 농도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온화한 불그레한 브라운, 중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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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5

용액 A : 과염소산철(Ⅱ) : 4g 및 물 200ml에 0.1g 황산은 

과산화수소와 함께 : 온화한 그레이 노화된 외관, 연한 농도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불그레한 그레이 노화된 외관, 연한 농도

실시예 16

용액 A : 염화철(Ⅱ) 2.5g 및 물 150ml에 0.5g 황산은

과산화구소와 함께 : 최소의 반응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은백색의 광택과 함께 그레이-블랙, 어두운 농도

과산화나트륨 및 과산화수소가 혼합된 것과 함께 : 불그레한 엷은 색조와 함께 보다 온화한 그레이-블랙, 
어두운 농도

실시예 17

용액 A : 물 200ml에 1g 과염소산철(Ⅱ) 

과산화수소와 함께 : 그레이 브라운 노화된 외관, 연한 농도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오렌지 브라운 노화된 외관, 연한 농도

실시예 18

용액 A : 물 200ml에 1g 염화철(Ⅱ)

과산화수소와 함께 : 그레이 브라운 노화된 외관, 연함에서 중간 농도까지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보다 진한 브라운 노화된 외관, 연함에서 중간 농도까지

실시예 19

용액 A : 물 400ml에 1g 염화철(Ⅱ)

과산화수소와 함께 : 그레이브라운 노화된 외관, 연한 농도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온화한 브라운 노화된 외관, 연한 농도

실시예 20

용액 A : 물 250ml에 1g 질산마그네슘

과산화수소와 함께 : 최소의 결과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노란색 외관, 중간 농도

실시예 21

용액 A : 물 250ml에 1g 질산세륨

과산화수소와 함께 : 최소의 결과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노란색 외관, 중간 농도

이하 모든 실시예에서 과산화수소는 15% 용액에 있고 과산화나트륨은 물 1리터에 희석된 2g으로 만들어진
다.

실시예 22

과염소산은 : 물 리터당 1.5g

콘크리트에서 결과 :

과산화수소와 함께 : 효과 없음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포금 그레이로부터 블랙까지

실시예 23

염화철(Ⅱ) : 물 리터당 2g

면직물에서의 결과 :

과산화수소와 함께 : 연한 그레이

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오렌지 브라운

실시예 24

염화철(Ⅱ) : 물 리터당 2g

비마무리된 가죽에서 결과:

과산화수소와 함께 : 온화한 골든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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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나트륨과 함께 : 그레이가 도는 황갈색

실시예 25

염화철(Ⅱ) : 물 리터당 2g

종이에서 결과:

과산화수소와 함께 : 연한 그레이

과산화나트륨 : 진한 세피아색

본 명세서에서 예증되고 기술된 실시예는 발명자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방식을 본 발명을 실시하고 사용하
도록 당업자에게 단지 가르치는 것을 의도한다.  본 명세서에서 어느 것도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
으로 고려돼서는 안된다.  상기 가르침의 관점에서 당업자에 의해 인식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술한 
실시예의 개질과 변형은 발명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와 그의 균등범위 
내에서, 발명은 특별히 기술된 것과 다르게 실시될 수 있음이 이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무기물염의 수용액, 및

(b) 과산화물의 수용액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기질에 효과적인 양으로 연속적으로 적용될 때, 무기물염과 
과산화물 용액은 기질에 색채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질의 존재 하에 서로 반응할 수 있는, 기질에 예비결
정된 색채를 부여하기 위한 키트.

청구항 2 

(a) 금속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형과 기질이 접촉하고, 기질을 침투하기 위하여 제형의 효과적인 양을 
허여하며, 연속적이지만 순서에 상관없고,

(b) 산소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형과 기질이 접촉하고, 기질을 침투하기 위하여 제형의 효과적인 양을 
허여하며, 두 제형은 기질의 특성에 안정한 변화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질과 서로 접촉하여 반응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기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산소원은 과산화물이고 양 제형은 수용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금속염은 철, 은, 아연, 세륨, 구리, 마그네슘, 몰리브덴, 니켈, 주석, 크롬, 알루미
늄, 바륨, 칼슘, 나트륨, 칼륨 및 티탄의 염 및 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금속염은 알루미늄, 안티몬, 베릴륨, 비스무트, 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금, 이
리듐, 납, 마그네슘, 망간, 수은, 몰리브덴, 니켈, 니오븀, 오스뮴, 플라티늄, 플루토늄, 칼륨, 로듐, 셀
레늄, 실리콘, 은, 나트륨, 탄탈, 토륨, 주석, 티탄, 텅스텐, 우라늄, 바나듐, 및 아연의 염 및 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금속염은 황산염, 염화물, 과염소산염, 아세테이트, 질산염, 과망간산염, 티오황산염 
및 산화물 및 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금속염은 황산은, 과염소산은, 질산은, 황산은, 염화철(Ⅱ), 과염소산아연, 과염소산
철(Ⅱ), 황산철(Ⅱ), 초산구리, 티오황산나트륨, 티오황산마그네슘, 티오황산칼륨, 질산칼륨, 과망간산칼
륨, 질산구리, 탄산이수산화구리(Ⅱ), 황산구리, 황산티탄(Ⅲ), 질산마그네슘, 과염소산세륨(Ⅲ) 및 질산
세륨, 및 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금속염은 산화물리브덴(Ⅵ), 황산아연, 염화구리(Ⅱ), 과염소산니켈, 황산니켈, 과염
소산구리(Ⅱ). 황산주석(Ⅱ), 염화주석(Ⅰ), 황산크롬(Ⅲ ), 황산알루미늄, 과염소산세륨(Ⅲ), 과산화아
연, 수소화티탄, 과염소산크롬(Ⅲ), 아연분말, 염화망간(Ⅱ), 염화알루미늄, 염화티탄(Ⅳ), 염화은 및 황
산티탄(Ⅱ) 및 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산소원은 과산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산소원은 과산화수소,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아연, 과산화칼슘, 과산화바륨, 및 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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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및 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은 목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은 목재 같은 제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은 면, 대마, 아마, 종이 및 다른 셀룰로오즈 제품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은 가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은 플라스틱, 점토, 세라믹, 세멘트, 콘크리트, 돌, 벽돌 및 석조로 구성된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은 직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에 부여된 효과는 착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2 항에 있어서, 단계 (a)는 단계 (b) 전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2 항에 있어서, 단계 (b)는 단계 (a) 전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2 항에 있어서, 두 단계 사이에서 기질을 건조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21 

제 2 항에 있어서, 제조는 수용액이고 방법의 공정조건하에 용액의 어느점과 끓는점 사이에 적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 표면 위에 밀봉코팅을 적용하는 것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23 

제 2 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기질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물품.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변화된 특성은 색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품.

청구항 25 

고정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는 화합물을 포함하여 구성된 물품으로서, 화합물은 금속염과 과산화물이 물
품에 연속적으로 적용될 때 금속염과 과산화물 사이에서 물품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
된 물품.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고정된 물리적 특성은 색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품.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그의 조성물은 대나무, 등나무, 종이, 판지, 가죽, 점토, 면, 울, 다른 직물, 대마, 
아마, 재활용된 셀룰로오즈 제품, 벽돌, 콘크리트, 판석, 타일, 세멘트 및 다른 석조로 구성된 군으로부
터 선택된 물품.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그의 조성물은 목재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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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물품은 재 사용할 수 있게 수확된 목재이고, 고정된 색채는 연한 회색에서 검은 갈색
에 이르는 난색조이고, 금속염은 저독성을 가지며, 물품은 본질적으로 산소원의 잔류물이 없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물품.  

청구항 30 

(a) 금속염 제조, 및

(b) 산소원 제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기질을 처리하기 위한 키트로서, 제조는 적용 시 기질을 침투하기
에 적당하고, 양 제조는 연속적으로 효과적인 양으로 적용될 때, 기질에 고정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로 반응하기에 적당한 키트.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금속염 제조 및/또는 산소원 제조는 증점제, 알콜, 유화제, 착색제, 안료, 염료, 표
백제, 초벌칠용의 도료, 마무리제, 머리 착색제, 아크릴 마무리, 라텍스 마무리, 폴리우레탄, 알콜, 겔화
제,  정제화제,  계면활성제,  완충제,  시트르산,  탄닌산,  아세트산,  그  밖의  산,  염기,  착색제,  염, 
안정제, 항균성, 항진균성, 살충제, 방충제, 자외선 보호제, 난연재 및 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
된 첨가제를 더욱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금속염 제조는 약 0.001% 와 약 20% (w/v) 사이에서 금속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
용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산소원 제조는 약 0.1%와 약 50%(w/v) 사이에서 과산화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용
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34 

제 30 항에 있어서, 금속염 제조는 약 0.025%와 약 8%(w/v) 사이에서 금속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용액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35 

제 30 항에 있어서, 산소원 제조는 약 0.3%와 약 15% 사이에서 과산화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용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36 

제 30 항에 있어서, 제조는 수요자에 의해 희석용으로 적당한 농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12-12

1019997010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