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64838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D21H 21/14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64838

2003년08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3-7008209

(22) 출원일자 2003년06월19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3년06월19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1/50247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52103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1년12월20일 (87) 국제공개일자 2002년07월04일

(30) 우선권주장 09/747,393 2000년12월22일 미국(US)

(71) 출원인 킴벌리-클라크 월드와이드, 인크.

미국 54956 위스콘신주 니나 노쓰 레이크 스트리트 401

(72) 발명자 샤논,토마스,게라드

미국54956위스콘신주니나메도우브리즈서클1604

고우레트,마이크,토마스

미국54956위스콘신주니나리지사이드드라이브더블유7454

카스,다나,스테파니

미국55082미네소타주스틸워터에베레트드라이브805

(74) 대리인 장수길

위혜숙

심사청구 : 없음

(54) 지속성이 부족한 종이개질제를 습부 첨가를 통해 종이시트에 혼입시키는 방법

요약

셀룰로스 섬유와 수소결합, 이온결합 또는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 및 종이 시트를 개질할 수 있는 종이개질 

부분을 갖는 합성 코폴리머가 기재되어 있다. 이 합성 코폴리머는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비히드록실 알데히드

반응성 작용기를 포함하는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반응으로부터 유래된다.

색인어

습부 첨가, 알데히드반응성 종이 시트 개질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명세서

배경기술

미용 티슈, 욕실용 티슈, 종이 타월, 디너 냅킨(dinner napkin) 등과 같은 종이 제품 제조시에는, 화학첨가제를 사용해

서 최종 제품에 폭넓고 다양한 제품 성질을 부여한다. 이러한 화학첨가제의 예는 연화제, 디본더(debonder), 습윤강

도증강제, 건조강도증강제, 사이징제, 불투명화제 등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 하나 초과의 화학첨가제가 제조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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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서 제품에 첨가된다. 불행하게도, 일부 화학첨가제는 서로 상용될 수 없거나, 또는 습부 화학첨가제가 하

류의 크레이핑 접착제(creping adhesive)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처럼 제지공정의 효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있

다. 습부 화학첨가제 첨가와 관련된 또하나의 제한은 화학첨가제가 양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양친성 전하, 바람직하게

는 양이온성 전하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이온성 전하가 셀룰로스 섬유의 음이온성 전하쪽으로 끌어당

겨짐으로써 그 물질이 셀룰로스 섬유에 보류될 수 있게 된다. 음이온성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섬유에 화학첨가

제를 보류시키기 위해서는 양이온성 촉진제가 필요하다. 습부 첨가와 관련된 또다른 제한은 화학첨가제가 자신을 부

착시킬 수 있는 셀룰로스 제지 섬유 상의 적절한 결합 부위의 이용가능성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서는, 하나 초과의 화학작용기가 제한된 이용가능 결합 부위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고, 따라서 셀룰로스 섬유에 

하나 또는 두 화학첨가제를 불충분하게 보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셀룰로스 제지 섬유는 주로 두 종류의 작용기, 즉 히드록실기 및 카르복실기를 함유한다. 약 pH4 내지 약 pH9의 대표

적인 제지 pH에서는, 카르복실기의 일부가 이온화되어 셀룰로스 제지 섬유가 알짜 음이온성 전하를 가지게 한다. 셀

룰로스 섬유 상의 이들 음이온성 부위는 습부 화학첨가제를 위한 부착원으로서 역할한다. 셀룰로스 섬유 상의 카르복

실기의 양은 제한되고, 펄프의 성질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표백 크라프트 펄프는 펄프 100 g 당 약 2 내지 약 4 밀

리당량의 카르복실기를 함유하고, 반면에, 기계적 펄프는 펄프 100g 당 약 30 내지 약 40 밀리당량 이상의 카르복실

기를 함유할 수 있다.

제지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습부 화학첨가제는 그 첨가제를 제지 섬유에 보류시킴에 있어서 이온결합에 의지한다. 일

반적으로, 화학첨가제는 분자 상의 어딘가에 양전하를 가질 것이다. 이 양전하가 셀룰로스 섬유 상의 음전하에 끌어

당겨져서, 이온결합이 셀룰로스 섬유 상에 화학첨가제를 보류시킨다. 음이온성 화학첨가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음

이온성 화학첨가제와 셀룰로스 섬유 상의 음이온성 부위를 연결시키기 위해 양이온성 촉진제가 이용될 것이다. 셀룰

로스 섬유 상의 제한된 수의 카르복실기는 셀룰로스 섬유 상에 보류될 수 있는 화학첨가제의 양을 제한한다. 또, 하나 

초과의 화학첨가제가 습부에서 사용되는 경우, 셀룰로스 섬유 상의 제한된 수의 결합 부위를 차지하려는 두 화학첨가

제간의 경쟁으로 보류에 일 관성이 없고, 따라서 가변적인 제품 성능을 초래한다.

비이온성 화학첨가제가 습부에서 첨가될 때, 비이온성 화학첨가제는 셀룰로스 제지 섬유에 불충분하게 보류된다. 이 

쟁점을 피하기 위한 한가지 선택은 분자를 어떤 식으로든 셀룰로스 섬유에 공유결합시키는 것이다. 셀룰로스에 공유

결합시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반응에 이용될 수 있는 셀룰로스 섬유 상의 기의 종류에 있다. 셀룰로스 섬유 상의 두

가지 화학적 활성 기는 히드록실 및 카르복실이다. 일반적으로 카르복실기는 유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 수가 너무 적고

반응성이 너무 낮다. 또, 카르복실기에서의 어떠한 반응도 셀룰로스 섬유 상의 이용가능한 이온결합 부위의 수를 감

소시킬 것이고, 따라서 이용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전하를 갖는 습부 화학첨가제를 보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

이다. 히드록실기는 풍부하기는 하지만, 히드록실기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물과도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제지 공정에서, 몰 기준으로, 반응에 이용될 수 있는 물 상의 히드록실기의 양은 반응에 이용될

수 있는 셀룰로스 섬유의 히드록실기의 양보다 10배 더 많다. 따라서, 단순 동력학은 셀룰로스 섬유에 있는 히드록실

기와의 반응보다는 물에 있는 히드록실기와의 반응이 선호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문제는 사이징제 ASA (알킬 숙

시닉 안히드라이드) 및 AKD (알킬 케텐 다이머)를 이용하는 경우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이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의 습부에 이들 화학첨가제의 첨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에멀전화가 수행되어야 한

다. 그 비용은 티슈에 사용하기에는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게다가, 이러한 물질은 일반적

으로 형성 공정 및 대부분의 물 제거 후에야만 셀룰로스 섬유의 히드록실기와 반응한다. 따라서, 에멀전은 양이온성

이고, 화학첨가제는 셀룰로스 섬유의 음이온성 부위에 대한 양이온성 에멀전의 인력 때문에 미반응 상태로 보류된다.

따라서, 이 경우조차도 다른 전하를 갖는 습부 화학첨가제와의 결합에 이용될 수 있는 셀룰로스 섬유 상의 음이온성 

부위의 양이 감소된다.

부드러움 및 강도 둘모두가 티슈 시트에는 바람직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보통은 이미 논의된 종류의 두

가지 다른 화학첨가제의 첨가에 의해 티슈 시트 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종이 또는 티슈 제품은 보통은 그 중에

서도 특히 경재 및 연재 셀룰로스 섬유의 혼합물 뿐만 아니라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화학첨가제 및 부드러움을 증

진시키기 위한 화학첨가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부드러움 및 강도 증진 화학첨가제들이 셀룰로스 섬유와 결합하는 방

식이 문제가 된다. 섬유에 보류되기 위해서, 보통은 부드러움 및 강도 증진 첨가제는 둘다 본질적으로 양이온성이고, 

셀룰로스 섬유의 음이온성 부위에 결합한다. 따라서, 셀룰로스 섬유 상의 음이온성 부위의 수가 셀룰로스 섬유에 부

착할 수 있는 양이온성 분자의 수를 통제한다. 대부분의 크라프트 펄프는 대표적으로는 셀룰로스 섬유 100 g 당 약 2

내지 약 3 밀리당량의 음이온성 부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화학첨가제와의 반응에 이용될 수 있는 섬유 표면 상의 사

실상의 음이온성 부위의 수는 그보다 상당히 더 적다.

양전하를 띤 종이 개질 또는 디본더 화학첨가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갖는 또다른 문제는 이들 화학첨가제가 셀룰로스 

섬유 상의 제한된 음이온성 결합 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양이온성 강도증진 화학첨가제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경쟁 때문에 종이 개질 및 강도증진 화학첨가제의 보류를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변적인 부드러움 

및 강도 특성을 갖는 티슈 제품이 제공된다. 다른 응용에서, 화학첨가제 중 하나, 대표적으로는 종이 개질 화학첨가제

는 시트 형성 단계 후에 티슈 시트 상에 화학첨가제를 분무 또는 코팅함으로써 티슈 시트에 혼입될 수 있다. 이어서, 

이렇게 적용된 화학첨가제는 티슈 시트의 표면에 위치하는 셀룰로스 섬유의 표면 상의 음이온성 결합 부위와 반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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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적용 장비의 설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공중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공

학적 제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종이 또는 티슈 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또다른 접근은 셀룰로스 섬유에 화학첨가제를 공유결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셀룰로스 섬유에 화학첨가제를 공유결합시키는 경우가 갖는 문제는 화학첨가제와 반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셀룰

로스 섬유 상의 이용가능한 기의 종류에 있다. 셀룰로스 섬유 상의 두가지 화학적 활성 기는 히드록실 및 카르복실기

이다. 일반적으로 카르복실기는 유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 수가 너무 적고 반응성이 너무 낮다. 히드록실기는 보다더 

풍부하기는 하지만, 히드록실기와 반응할 수 있는 화학첨가제는 또한 물과도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제지 공정에서, 반응에 이용될 수 있는 공정 중의 물의 양은 셀룰로스 섬유 상의 반응에 이용될 수 있는 히

드록실기의 양보다 10배 더 많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공지의 화학첨가제는 셀룰로스 섬유 상의 이용가능한 히드록

실기와 반응하기보다는 공정 중의 물과 반응할 것이다. 이 문제는 ASA (알킬 숙시닉 안히드라이드) 및 AKD (알킬 케

텐 다이머)와 같은 사이징제의 습부 적용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종이 또는 티슈 제조 공정

의 습부에 이들 사이징제의 첨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에멀전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 

비용은 종이 및 티슈 제품에 사용하기에는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종이 개질 화학첨가제와 강도증진 화학첨가제가 셀룰로스 섬유 상의 음이온성 결합 부위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기 때

문에, 종이 개질 화학첨가제 및 강도증진 화학첨가제의 첨가에 의해 현재 수행되는 임무와 동일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좀더 적은 화학첨가제를 사용한다면, 좀더 나은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이 또는

티슈 제조 공정에 양이온성 강도증진 화학첨가제 및 양이온성 종이 개질 화학첨가제의 동시 사용은 최종 종이 또는 

티슈 제품 중에 화학첨가제를 일관된 비율로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비율은 종이 또는 티슈 제조 공정의 pH, 온

도 및 화학첨가제 첨가 순서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습부 첨가를 통해 종이 웹에 더 높고 더 일관된 수준의 종이 개질 화학첨가제를 보류시키는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결합 부위의 제한된 수로 인해 야기되는 제한을 경감시키는 하나 초과의 화학작용기를 종이 웹에 보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원 발명자들은 종이 산업에서 일시적 습윤강도증강 화학첨가제로서 관례적 으로 사용되는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비이온성 또는 약이온성 종이 개질제와 함께 위에서 논의한 제한들을 경감시키는 데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몇몇 경우에서는, 2개 이상의 화학작용기가 하나의 단일 분자로 결합될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결합된 분자가 지금까

지는 2개 이상의 다른 분자를 사용함으로써 부여되었던 독특한 제품 성질을 최종 종이 제품에 부여한다. 게다가, 사용

되는 방법은 이전에는 공정의 습부에서 보류될 수 없었던 화학첨가제를 습부 첨가를 통해 보류될 수 있게 한다. 더 구

체적으로 말하면, 일시적 습윤강도증강 수지로서 종이 산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합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작

용기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 개질제와 함께 하나의 단일 분자로 결합될 수 있다. 비작용기화된 종이 개질제 등가물

은종이 산업에서 표면개질제, 이형제, 소포제, 연화제, 디본더 및 윤활제로서 이용된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분자는 셀

룰로스 섬유 및 종이 개질 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는 합성 코폴리머이고, 이는 사용된 특수 결합에 따라서 

다음을 포함하는 몇가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부드러움을 부여하는 강도 보조제;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연화제; 개선된 습윤/건조 강도비를 갖는 습윤강도증강제소된 린팅(linting) 및 슬러핑(sloughing)을 갖는 표면 감촉 

개질제; 제어된 흡수성을 갖는 강도 보조제; 연화시키는 보류 보조제; 및 습부 화학첨가제로서 첨가될 때 종이 개질제

의 개선된 보류.

본원에서 기술되는 합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는 셀룰로스 섬유의 셀룰로스 분자와 수소결합, 이온결합 또는 공

유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섬유간 결합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펜던트 기를 함유하는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의 중합으로

부터 유래된 것을 그 구조의 일부로 갖는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적어도 일부는 펜던트 알데히드 작용기를 함

유한다. 이러한 펜던트 알데히드 작용기는 출발 폴리머에 존재할 수 있거나, 또는 제지 공정 중에 제자리 반응(in-situ

)으로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는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비닐 알콜, 폴리아크릴산, 폴리말레

익 안히드리드, 폴리말레산, 폴리이타콘산,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미드, 음이온성 폴리아크릴아미드, 그의 혼합물 등

과 같은 물질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같은 추가의 작용기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합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

리머는 수용성이거나, 유기화합물에 용해될 수 있거나, 또는 물 및 물혼화성 유기화합물의 혼합물 중에 용해될 수 있

다. 바람직하게는, 합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는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이지만, 이것은 본 발명의 요건은 아니다. 

또, 위에서 언급된 산성 폴리머의 염도 정의에 포함된다. 폴리머의 산 부분과 결합되어 염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보통

수산화물 형태로 합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에 첨가되는 칼륨 및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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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양상으로서, 본 발명은 셀룰로스 섬유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종이 시트를 개질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부분을 함유하는 하기 화학식을 갖는 합성 코폴리머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f > 0;

a, c, e ≥ 0;

w ≥ 1;

Q  1 은 적어도 일부가 셀룰로스 섬유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펜던트기를 포함하는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의 

중합으로부터 제조된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이고, 수소결합을 위한 바람직한 펜던트기는 -C

ONH  2 , -COOH, -COO  - M  + , -OH 및 이들 기의 혼합이고, M  + 은 Na  + , K  +  , Ca  +2 등을 포함하는 적당한

반대이온일 수 있고;

R  1 은 H 및 C  1-4 알킬이고;

R  2 는 펜던트 알데히드 작용기를 포함하는 탄화수소기이고, 이 탄화수소기는 방향족 또는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일 수 있고, R  2 는 Z  4 -R  2' -Z  3' (여기서, Z  4 는 폴리머 골격에 알데히드 

함유 부분을 혼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브리징(bridging) 라디칼이고, R  2' 는 방향족 또는 지방족, 포화 또는 불

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 탄화수소이고, Z  3' 은 알데히드작용기 -CHO 또는 -CH(OH)  2 임)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적절한 R  2 기의 예는 -CONHCHOHCHO 및 -CONHCHOH(CH  2 )  2 CHO를 포함하지만 이

에 제한되지 않고;

R  3 는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잔기이고, 지방족 탄화수소, 폴리실록산, 양친성 탄화수소, 또는 습윤제일 수 있

으며, R  3 가 지방족 화합물일 때, 그것은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 C  6 또는 그보다 고급 지방족 탄화

수소일 것이고;

Z  2 는 알데히드작용기와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상의 반응성 실체와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된 브리징 

라디칼이고;

Q  3 는 전하를 갖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모노머 단위 또는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이고, 이러한 전하를 갖는 작

용기는 바람직하게는 양이온성이지만, 음이온성 또는 양쪽성일 수 있다.

또다른 양상으로서, 본 발명은 (a) 셀룰로스 제지 섬유의 수현탁액을 형성하고, (b) 웹 형성 전에, 유도체화된 알데히

드반응성 종이개질제 및 알데히드작용기성 이온성 폴리머를 하기 반응식에 따라 반응시키고, (c) 유도체화된 종이개

질제와 반응한 알데히드작용기성 이온성 폴리머를 셀룰로스 제지 섬유의 수현탁액에 적용하고, (d) 셀룰로스 제지 섬

유의 수현탁액을 형성 직물에 침착시켜서 웹을 형성하고, (e) 웹을 탈수 및 건조시켜 종이 시트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

하는 비이온성 또는 지속성(substantivity)이 부족한 물질을 티슈 시트 같은 종이 시트에 혼입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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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c, f > 0;

a, e ≥ 0;

e + f = b;

w ≥ 1;

Q  1 은 셀룰로스 섬유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펜던트기를 포함하는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의 중합으로부터 

제조된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이고, 수소결합을 위한 바람직한 펜던트기는 -CONH  2 , -CO

OH, -COO  - M  + , -OH 및 이들 기의 혼합이고, M  + 은 Na  + , K  +  , Ca  +2 등을 포함하는 적당한 반대이온일 

수 있고;

R  1 , R  1' , R  1' 은 독립적으로 H 및 C  1-4 알킬이고;

R  2 는 펜던트 알데히드 작용기를 포함하는 탄화수소기이고, 이 탄화수소기는 방향족 또는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일 수 있고, R  2 는 Z  4 -R  2' -Z  3' (여기서, Z  4 는 폴리머 골격에 알데히드 

함유 부분을 혼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브리징 라디칼이고, R  2' 는 방향족 또는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 탄화수소이고, Z  3' 은 알데히드작용기 -CHO 또는 -CH(OH)  2 임)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적당한 R  2 기의 예는 -CONHCHOHCHO 및 -CONHCHOH(CH  2 )  2 CHO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R  3 는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잔기이고, 지방족 탄화수소, 폴리실록산, 양친성 탄화수소, 또는 습윤제일 수 있

으며, R  3 가 지방족 화합물일 때, 그것은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의 C  6 또는 그보다 고급 지방족 탄

화수소일 것이고;

Z  1 은 수성 환경에서 알데히드와 반응해서 수성 환경에서 안정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반응성 기이고, 바람직

한 기로는 일차 아민 -NH  2 및 이차 아민 -NH-, 아미드 -CONH  2 , 티올 -SH, 술핀산 -SO  2 OH, 및 술폰아미드 -

SO  2 NH  2 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Z  2 는 알데히드작용기와 Z  1 작용기 부분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된 브리징 라디칼이고;

Q  3 는 전하를 갖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모노머 단위 또는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이고, 이러한 전하를 갖는 작

용기는 바람직하게는 양이온성이지만, 음이온성 또는 양쪽성일 수 있다.

또다른 양상으로서, 본 발명은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및 알데히드작용기성 이온성 폴리머로부터 유도되는, 수

소결합 능력을 가지고 종이개질 부분을 포함하는 하기 화학식을 갖는 합성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티슈 시트 같은 종이

시트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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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c, f > 0;

a, e ≥ 0;

e + f = b;

w ≥ 1;

Q  1 은 일부가 셀룰로스 섬유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펜던트기를 포함하는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의 중합으

로부터 제조된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이고, 수소결합을 위한 바람직한 펜던트기는 -CONH  2
, -COOH, -COO  - M  + , -OH 및 이들 기의 혼합이고, M  + 은 Na  + , K  +  , Ca  +2 등을 포함하는 적당한 반대이

온일 수 있고;

R  1 , R  1' , R  1' 은 독립적으로 H 및 C  1-4 알킬이고;

R  2 는 펜던트 알데히드 작용기를 포함하는 탄화수소기이고, 이 탄화수소기는 방향족 또는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일 수 있고, R  2 는 Z  4 -R  2' -Z  3' (여기서, Z  4 는 폴리머 골격에 알데히드 

함유 부분을 혼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브리징 라디칼이고, R  2' 는 방향족 또는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 탄화수소이고, Z  3' 은 알데히드작용기 -CHO 또는 -CH(OH)  2 임)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적당한 R  2 기의 예는 -CONHCHOHCHO 및 -CONHCHOH(CH  2 )  2 CHO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R  3 는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잔기이고, 지방족 탄화수소, 폴리실록산, 양친성 탄화수소, 또는 습윤제일 수 있

으며, R  3 가 지방족 화합물일 때, 그것은 직쇄 또는 분지쇄, 및 치환 또는 비치환 C  6 또는 그보다 고급 지방족 탄화

수소일 것이고;

Z  2 는 알데히드작용기와 Z  1 작용기 부분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된 브리징 라디칼이고;

Q  3 는 전하를 갖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모노머 단위 또는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이고, 이러한 전하를 갖는 작

용기는 바람직하게는 양이온성이지만, 음이온성 또는 양쪽성일 수 있다.

양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및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를 반응시켜서 셀룰로스 섬유 기질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본 발명의 이러한 한 실시태양에서는, 양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및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를 반응용기에서 직접 함께 혼합하고, 반응하도록 한 후, 직접 펄프 슬러리에 첨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태양에서는, 양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를 셀룰로스 제지 섬유에 첨가한 후, 작용

기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를 양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로 처리된 제지 슬러리에 첨가한다. 이어서,

작용기화된 종이개질제 및 양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셀룰로스 섬유의 표면 상에서 반응하고, 알데히드작

용기성 폴리머 및 합성 코폴리 머가 양이온 전하를 통해 셀룰로스 섬유 상에 보류된다. 이와 관련있는 한 실시태양에

서는, (1)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를 셀룰로스 섬유의 제지 슬러리에 첨가하고, (2) 과량의 몰량의 유도체화된 알데

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를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로 처리된 제지 슬러리에 첨가하고, (3) 과잉의 반응되지 않은 유

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를 벨트 프레스, 여과 또는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4) 펄프를 재분산

시키고, (5) 이어서, 셀룰로스 섬유를 사용해서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들을 이용하여 종이웹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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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반응할 수 있는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양은 본 발명에서 지나치게 중

요한 것은 아니고, 분자 상에 존재하는 알데히드 및 알데히드반응성 부분의 당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알데히드기의 약 2% 내지 약 100%, 더 특히는 약 5% 내지 약 100%, 훨씬 더 특히는 약 10% 내지 약 10

0%가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 반응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알데히드기의 일부만 유도체화된 알

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 반응하고, 이렇게 하여 얻은 합성 코폴리머가 알데히드 작용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따라서

종이 또는 티슈 웹에 습윤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펜던트 아미드 작용기가 존재하고 알데히드

기의 약 100%가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 반응하는 경우에는, 유도체화된 합성 코폴리머가 글리옥

살 또는 다른 적당한 디알데히드와 반응해서 펜던트 알데히드 작용기를 가지고 따라서 종이 또는 티슈 웹에 습윤강도

를 전달할 수 있는 합성 코폴리머를 제공할 수 있다. 알데히드기의 약 100%가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

제와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유도체화된 종이개질제를 과량의 몰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셀룰로스 제지 섬유에 첨가되는 합성 코폴리머의 양은 건조 셀룰로스 섬유 기준으로 약 0.02 내지 약 4 중량%, 더 특

히는 약 0.05 내지 약 3 중량%, 훨씬 더 특히는 약 0.1 내지 약 2 중량%일 수 있다. 개질된 비닐 합성 코폴리머는 셀

룰로스 섬유가 물 중에 현탁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의 어느 시점에라도 셀룰로스 섬유에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는 종이 제품 제조 방법은 제지기술의 숙련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러한 특허로는 스미스(Smith) 등의 미국특허 제5,785,813호(1998년 7월28일자로 등록됨; 발명의 명칭: 'Method of 

Treating a Papermaking Furnish For Making Soft Tissue'), 파링톤 쥬니어(Farrington,Jr) 등의 미국 특허 제5,77

2,845호(1998년 6월30일자로 등록됨; 발명의 명칭: 'Soft Tissue'), 웬트(Wendt) 등의 미국 특허 제5,746,887호(19

98년5월5일자로 등록됨; 발명의 명칭: 'Method of Making Soft Tissue Products'), 카운(Kaun)의 미국 특허 제5,59

1,306호 (1997년1월7일자로 등록됨; 발명의 명칭: 'Method For Making Soft Tissue Using Cationic Silicones')가 

포함되고, 이 특허들은 모두 본원에 참고로 포함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더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종 중 몇가지의 합성예를 아래에 기재한다.

적당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는 티슈 및 종이 제조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발견된 전하를 갖는 폴리아크릴

아미드의 부류인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를 포함한다. 코시아(Coscia) 등의 미국 특허 제3,556,932호(

아메리칸 시아나미드(American Cyanamid)에 양도됨)에는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제조 및 성질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예는 파레즈 631NC(Parez 

631NC,등록상표)(사이텍 인크.(Cytec, Inc.)에서 제조 및 판매) 및 헤르코본드 1366(Hercobond 1366, 등록상표)(헤

르큘레스, 인코포레이티드(Hercules, Incorporated)로부터 입수가능함)이다. 이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는 열경

화성이 되게 하기에 충분한 글리옥살 치환체를 갖는 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수용성 폴리비닐 아미드이다. 양이온성 전

하가 이용되는 경우,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중의 양이온성 성분의 양은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수현탁액 중의

셀룰로스 섬유에 대해 지속성이도록 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이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양이온성 전하의 양

은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은 약 10몰% 미만일 수 있거나, 또는 약 50몰% 정도로 높은 수도 있다. 사실, 많은 시판품은 

약 5몰%의 전하밀도를 갖는 것들이 판매되고 있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골격에 전하를 혼입시키는 것은 당업계

에 공지되어 있는 방법들 중 어떠한 방법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방법은 베이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

리머의 중합 동안 양이온성 비닐 모노머를 아크릴아미드 또는 다른 비닐 모노머에 혼입시키는 것이다. 폴리아크릴아

미드에 양이온성 전하를 도입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한 모노머는 폴리아크릴아미드 골격에 양이온성 전하를 혼입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이러한 모노머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디메틸디알릴 암모늄 클로라이드는 양이온성 전하를 혼입

하는 데 특히 바람직한 모노머이다. 수용액 중의 셀룰로스 섬유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알데히드

작용기성 폴리머 골격에 양이온성 전하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음이온성 유형은 

적당한 원료로부터 쉽게 제조될 수 있고, 이들 음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는 백반 또는 다양한 양이온성 보류

향상제를 이용해서 셀룰로스 섬유에 부착될 수 있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글리옥살과 반응해서 열경화성이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펜던트 아미드기의 최소량은 이용

가능한 아미드기의 총수의 약 2몰%이다. 보통은 더 큰 습윤강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훨씬 더 높은 정도의 반응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을 넘는 추가의 글리옥살은 단지 최소한의 습윤강도 개선을 제공할 뿐이다. 

비글리옥실레이트화(non-glyoxylated) 아크릴아미드기에 대한 글리옥실레이트화 아크릴아미드기의 최적의 비는 모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상의 이용가능한 아미드반응성 기의 총수의 약 10 내지 약 20몰%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발명의 목적상, 더 높은 수준의 글리옥실레이트화도가 바람직할 수 있다. 반응은 약 25 내지 약 100 ℃의 온도에서 중

성 또는 약알칼리성 pH에서 폴리아크릴아미드 베이스 폴리머와 함께 글리옥살을 교반함으로써 묽은 용액에서 쉽게 

수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응은 점도가 약간 증가하는 것이 관찰될 때까지 묽은 용액에서 수행한다. 글리옥살의 

대부분이 그의 작용기들 중 오직 하나에서 반응해서 원하는 알데히드작용기성 아크릴아미드를 생성한다. 또, 반응은 

글리옥살에 제한되 지 않고, 글루타르알데히드를 포함해서 어떠한 수용성 디알데히드와도 성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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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미드 베이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분자량은 글리옥살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지나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2000000 미만의 분자량을 갖는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반응 능력에 심하게 지장을 주지 않

을 정도로 적절하게 물에 용해될 수 있고 희석될 수 있다. 실제로는, 약 250,000 미만의 분자량을 갖는 저분자량 알데

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그들의 더 낮은 용액 점도 및 용이하게 물에 희석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람직

하다. 그러나,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분자량 및 글리옥실레이트화 정도가 습윤강도 발전 수준 및 물에 쉽게 분

산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이한 분자량 및 치환 수준을 갖는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들을 블렌딩

함으로써 특정 성능 특성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다우플레이즈(Dauplaise) 등의 미국 특허 제5,

723,022에는 상이한 수준의 글리옥실레이트화도를 갖는 저분자량 및 고분자량 아크릴아미드들을 혼합함으로써 얻어

진 독특한 성능이 기재되어 있다.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고형물 함량을 갖

는 묽은 수용액으로서 전달된다. 더 높은 농도의 용액이 제조될 수도 있지만, 고형물 함량이 증가할 때 겔 형성의 위험

이 발생한다. 또한, 승온에서는 저장수명이 감소된다.

대표적인 양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구조가 화학식 1에 도시되어 있다. 합성 코폴리머는 셀룰

로스 섬유 상의 음이온성 부위에 끌어당겨지는 양이온성 4차 아민기에 의해 셀룰로스 섬유 상에 보류된다. 화학 반응

성의 면 에서, 아미드 및 알데히드 작용기만이 반응성이다. 전체 글리옥실레이트화 PAM 코폴리머의 약 2 몰% 내지 

약 30몰%가 활성 알데히드기로 존재한다. 합성 코폴리머 상의 펜던트 아미드기가 셀룰로스 섬유와 수소결합을 형성

해서 시트의 건조강도를 증가시킨다. 알데히드기는 합성 코폴리머의 다른 부위의 아미드기와 가교결합할 수 있거나 

또는 셀룰로스 섬유상의 히드록실기와 반응할 수 있다.

(여기서, w ≥ 1; x,y,z ≥ 1)

알데히드가 아미드와 결합하면, 영구적 공유결합형 가교결합이 형성되어 영구적 습윤강도를 증가시킨다. 알데히드가

셀룰로스 섬유와 공유결합형 헤미아세탈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습윤강도가 증가된다. 그러나, 이 결합은 영구적

이 아니며, 물에 침지될 때 파괴될 것이고, 따라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습윤강도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글리옥실

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는 보통은 욕실용 티슈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건조강도 및 일시적 습윤강도를 증가시키

는 데 이용된다.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는 많은 유익한 성질을 가진다.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는 종이의 

습윤강도 및 건조강도 둘다를 증가시킨다. 약산성 조건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는

대부분의 제지 시스템에 공통적인 약 4 내지 약 8의 범위의 pH 및 적당한 승온에서 열경화 또는 '경화'된다. 글리옥실

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는 중성 pH를 포함하는 넓은 pH 범위에서 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지 시스템에서 정밀

한 pH 제어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폴리머는 그것이 70 ℉ 내지 90 ℉ 정도로 낮은 시트 온도가 적절한 제지 공정의 

건부를 통과해서 지날 때 그의 습윤강도 및 건조강도의 대부분을 발전시킨다.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추가 이점은 그들이 '일시적 습윤강도'라고 불리는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다. 종이 웹 내에서 발전된 습윤강도의 일부

는 적당한 시간 동안 물 중에 침지될 때 상실한다. 이러한 특징은 물 중에서의 약화(water break-up)가 필수 제품 속

성인 욕실용 티슈와 같은 제품에 이 물질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게다가, 알칼리성 조건 하에서는 모든 습윤강도가 급

속하게 상실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물질은 분쇄 재펄프화(broke repulping) 작업에 매우 순종적으로 되고, 따라서 

전체 제지 비용에 추가되는 추가의 화학첨가제 또는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셀룰로스 섬유 상의 히드록실기와의 반응 및 펜던트 아미드기와의 분자내 반응 이외에, 글리옥실레이트화 PAM 상의

알데히드작용기의 반응성은 그다지 이용되지 못했다. 재펄프화가능 습윤강도증강 수지가 폴리카르복실산 또는 에스

테르, 폴리아민 및 디알데히드, 및 에피클로로히드린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이민 작용기는 대표적인 아제티디늄 가교결합에 비해 더 쉬운 재펄프 특성을 제공한다. 또, 양키 건조기 접착 코팅으

로서 수용성 폴리올을 글리옥실레이트화 PAM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알려져 있다. 종이에 상승적 강도를 부여하기 위

한 한가지 공지 방법은 아미노폴리아미드 에피클로로히드린 수지 및 글리옥실레이트화 PAM 수지를 높은 전하밀도의

양이온성 폴리머와 함께 또는 그 것 없이 사용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알데히드기는 많은 화학합성에 사용되는 다소 반응성인 흔한 카르보닐기이다. 알데히드기는 강산과의 반응에서는 카

르복실산으로 쉽게 산화될 수 있거나, 또는 알콜과의 반응에서는 아세탈로 환원될 수 있다. 알데히드는 다양한 형태의

질소(아민, 시아노히드린, 아미드 등)와 반응해서 물 존재 하에서도 안정한 탄소-질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아민은

그의 비결합 전자쌍 때문에 매우 친핵성이다. 알데히드 및 아민은 심지어 수성 환경에서도 서로 신속하게 반응할 것

이다. 알데히드와 일차 아민의 반응으로부터 이민, 아미날 또는 헤미아미날이 형성될 수 있다. 또, 이차 아민은 지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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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히드와는 반응하지만 방향족 알데히드와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질소 포함 화합물에 제한되지 

않는다. 중성에 가까운 pH의 수성계에서 알데히드와 반응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작용기는 일차 아민(-NH 

2 ), 이차 아민(-NHR  2 ), 티올(-SH), 아미드(-CONH  2 ), 술폰아미드 (-OSO  2 NH  2 ) 및 술핀산(-SO  2 OH)을 포

함한다.

아민은 그의 제조 용이성 및 쉬운 입수가능성 때문에 알데히드와의 반응을 위해 매우 관심끄는 물질이다. 위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알데히드 및 아민은 심지어 수성 환경에서도 서로 쉽게 반응할 것이다. 이민, 아미날 또는 헤미아미날

은 알데히드 및 일차 아민의 반응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반응식 2 참조). 또, 이차 아민은 지방족 알데히드와는 반

응하지만 방향족 알데히드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차 아민은 알데히드와 반응해서 이민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엔아민을 형 성할 수 있다

히드록실 작용기 및 아민 작용기 둘다가 알데히드와 반응하지만, 아민 작용기가 특성상 더 친핵성이다. 따라서, 아민 

작용기가 셀룰로스 섬유 및 공정 중의 물 상의 히드록실 작용기보다 더 빨리 더 우선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아민 작용

기가 보이는 이러한 친화도는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와 같은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첨가된 아민

과의 반응에 이용될 수 있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및 아민 또는 다른 작용기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혼합되는 경우, 아민 또는 다른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가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활성 부위, 즉 알데히드 작용기

부위와 반응한다. 알데히드 작용기 부위는 효과적으로 파괴되지만, 반응물질인 PAM 및 작용기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에 의해 제공되는 건조강도증강 및 제품 개질 특성은 유지된다. 이것은 건조강도증강 알데히드반응성 종

이개질제가 알데히드 작용기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습윤강도 손실만 있을 뿐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게 한

다. 습윤강도 손실의 정도는 아민 작용기성 화합물과 반응하는 알데히드기의 수에 의존할 것이다. 모든 알데히드기가

아민 또는 다른 작용기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 반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실, 상기 알데히드기의 일부와

의 반응만으로도 이점이 있다. 미반응 알데히드기 는 셀룰로스 섬유와의 결합 또는 펜던트 아미드기와의 결합에 이용

될 수 있고, 따라서 티슈 웹의 습윤강도 또는 일시적 습윤강도를 증가시킨다.

양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중의 이용가능 아미드기의 약 10몰% 초과 내지 약 25몰%를 글리옥살

과 반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당업계에 알려져 있다. 또, 약 25몰% 수준을 초과하면 알데히드 함량 증가에 따른 건조 

및 습윤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약 25몰% 수준을 초과해야 할 유익한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작용기성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의 반응의 경우, 더 높은 글리옥실레이트화 수준을 가져서 

출발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이용가능 아미드기의 약 10 내지 약 20몰%가 알데히드작용기성인 시점까지 알데히드반응

성 종이개질제를 반응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 부분

본 발명의 종이개질 부분은 3개의 기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1) 지방족 탄화수소; 2) 폴리실록산; 및 3) 폴리히

드록시 및 폴리에테르 유도체 및 습윤제를 포함하는 양친성 탄화수소.

지방족 탄화수소

티슈를 부드러워지게 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C  12 또는 그보다 고급 장쇄 지방족 탄화수소를 함유하는 사차암모늄 화

합물을 공정의 습부에서 섬유에 첨가하는 것이다. 장쇄 지방족 탄화수소는 섬유 대 섬유 결합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인장강도 손실이 개선된 부드러움을 유발한다. 또, 표면 감촉을 개선하기 위 해 시트에 이들 물질을 국소 

첨가하는 것도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족 탄화수소는 올레산 또는 스테아르산으로부터 유도된다. 아민, 아미드

, 티올 및 술핀산을 포함하는 이들 화합물의 작용기성 유도체는 잘 알려져 있고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다. 본 발명에 

적합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아민작용기성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한가지 예는 미반응 이차아민기를 포함

하는 소위 아미도 아민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일차 및 이차 아민을 함유하는 화합물과 장쇄 지

방족 탄화수소의 산 또는 산유도체와의 반응에 의해 합성된다. 이차아민에 비해 일차아민의 반응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일차아민의 선택적 아미드화가 가능하다. 하기 반응식은 이러한 반응의 두가지 공지된 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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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은 직쇄 또는 분지쇄, 치환 또는 비치환, 포화 또는 불포화 C  6 또는 그보다 고급 탄화수소임)

일반적으로, 이 물질은 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소프로판올, 아세톤 등과 같은 적절한 극성 양성자성 

또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 중의 용액으로서 또는 수성 에멀전으로서 전달될 것이다.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

아미드와의 반응은 아미도 아민 용액을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수용액에 첨가함으로써 직접 수행될 수 있다. 적

합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아미도 아민의 한가지 예는 수성 에멀전으로서 판매되는 리액트오페이크(Reactopaque,

등록상표) 100, 102 및 115 (Sequa Chemical Company; 미국 사우쓰캐롤라이나주 체스터 소재)라는 상표명으로 판

매되는 것들이다.

폴리실록산

작용기화된 폴리실록산 및 그의 수성 에멀전은 잘 알려진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물질이다. 이상적인 폴리실록산 물

질은 다음 화학식을 갖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 x 및 y는 0보다 큰 정수이다. R  1 및 R  2 중 하나 또는 둘다는 수성 환경에서 알데히드작용기와 반응할 수 있

는 작용기이다. 적절한 R  1 및 R  2 기는 일차 아민(-NH  2 ), 이차 아민(-NH-), 아미드(-CONH  2 ), 티올(-SH), 술

핀산(-SO  2 OH) 및 술폰아미드(-SO  2 NH  2 )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R  3 내지 R  10 부분은 독립적

으로 C  1 또는 그보다 고급 알킬기, 에테르,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아민, 이민, 아미드, 또는 이러한 기의 알킬 및

알케닐 유사체를 포함하는 다른 작용기, 및 이러한 기들의 블렌드를 포함하는 유기작용기일 수 있다. 특히 유용한 부

분은 -R  12 -(R  13 -O)  a -(R  14 O)  b -R  15 (여기서, R  12 , R  13 및 R  14 는 독립적으로 직쇄 또는 분지쇄 C  1-4

알킬 기이고, R  15 는 H 또는 C  1-30 알킬기일 수 있고, 'a' 및 'b'는 약 1 내지 약 100, 더 특히는 약 5 내지 약 30의 

정수임)의 화학식을 갖는 폴리에테르 작용기이다.

이상적인 물질은 쉽게 입수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하기 화학식을 갖는 다른 

작용기성 폴리실록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아민 및 티올 유도체가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고,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고 쉽게 입수가능하다.

여기서, x 및 y는 0보다 큰 정수이다. (x+y)에 대한 x의 몰비는 약 0.005% 내지 약 25%일 수 있다. R  1 내지 R  9 부

분은 독립적으로 C  1 또는 그보다 고급 알킬기, 에테르,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아민, 이민, 아미드, 또는 이러한 

기의 알킬 및 알케닐 유사체를 포함하는 다른 작용기를 포함하는 유기 작용기일 수 있다. 특히 유용한 부분은 -R  12

-(R  13 -O)  a -(R  14 O)  b -R  15 (여기서, R  12 , R  13 및 R  14 는 독립적으로 직쇄 또는 분지쇄 C  1-4 알킬기이고,

R  15 는 H 또는 C  1-30 알킬기일 수 있고, 'a' 및 'b'는 약 1 내지 약 100, 더 특히는 약 5 내지 약 30의 정수임)의 화

학식을 갖는 폴리 에테르 작용기이다. R  10 부분은 수성 환경에서 알데히드기와 반응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기라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기는 일차 아민, 이차 아민, 티올 및 비치환 아미드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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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리콘 폴리머는 에멀전 미셀(micelle)에 전하는 줄 수 있는 적합한 계면활성제계에 의해 안정화된 마이크로에

멀전을 포함하는 수성 에멀전 또는 수분산액으로서 전달될 수 있다. 에멀전을 안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의 전하가 셀룰로스 섬유의 표면 상에 합성 코폴리머가 부착하는 것을 막지 않거나 또는 두 폴리머간의 반응에 지장

을 주지 않는 한, 비이온성, 양이온성 및 음이온성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알데히드 작용기와 반응할 수 있는 다수

의 기를 동일 분자에 포함하는 폴리실록산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첨가 전에 먼저 셀룰로

스 섬유에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를 적용함으로써, 셀룰로스 섬유 표면 상에 합성 코폴리머의 보류에 해가 되는 수

불용성 겔이 용액 중에 형성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두 물질간의 반응 전에 에멀전을 '파괴'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메카니즘은 잠재적으로 알데히드반응성 기에 더 높은 수준의 활성을 준다.

양친성 탄화수소

주로 폴리에틸렌 옥시드 및 폴리프로필렌 옥시드 폴리머 뿐만 아니라 더 낮은 분자량을 갖는 그들의 동족체, 예를 들

어 낮은 분자량을 갖는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글리세롤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포함하는 습윤제의 사용을 통한

셀룰 로스 구조의 가소화는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 물질의 대부분은 저분자량 폴리히드록시 화합물 또는 폴리에

테르 및 유도체이다. 그들은 비이온성이고, 전하를 가지지 않는다. 친수성 말단이 폴리에테르(폴리옥시에틸렌)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히드록실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알콜, 알킬페놀, 에스테르, 에테르,

아민 옥시드, 알킬아민, 알킬아미드 및 폴리알킬렌 옥시드 블록 코폴리머를 포함한다. 또, 이러한 물질에 디본딩제의 

혼입은 티슈에서 전체적인 제품 부드러움 뿐만 아니라 향상된 흡수성에 상승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러한 물질들이 티슈 제품의 부드러움을 향상시키는 데에 사용될 때, 그 물질은 티슈 시트에 분무 또는 코팅함으로써 

티슈 제품에 도입된다.

이러한 처리의 적용은 살바이러스성 티슈 제품을 생성하기 위해 티슈 시트를 카르복실산 유도체 및 수용성 습윤제 폴

리에테르 블렌드로 코팅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부드러움을 증가시키는 비양이온성 저분자량 폴리에테르 및 글리콜

을 처리된 티슈 제품의 감소된 강도에 반대작용하는 다른 '결합제'와 함께 시트에 분무 또는 코팅하는 것도 알려져 있

다. 또, 티슈 시트의 부드러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티슈 시트가 양키 또는 드럼 건조기로 건조된 직후이되 크레이핑 단

계가 완료되기 전에 티슈 시트에 폴리히드록시 화합물 및 오일을 적용하는 것도 알려져 있다.

습부에서 습윤제 폴리에테르 또는 글리콜 첨가제의 첨가는 다양한 양이온성 연화 조성물을 위한 공용매로서의 이들 

물질의 사용에 제한을 주었다. 이들 물질은 셀룰로스 섬유에 연화제가 부착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티슈 시트의 성질

에 영향을 줌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들 첨가제에 전하가 없다는 것은 이 첨가제가 셀룰로스 섬유

에 바인딩(binding)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사실, 종이 또는 티슈 제조 공정의 습부에 이 첨가제의

첨가는 이로 인한 이들 첨가제의 낮은 보류 및 따라서 나쁜 연화 이익 때문에 단념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알데히드와 반응할 수 있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저분자량 폴리히드록시 화합물은 잘 알려진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물질들이다. 적합한 물질의 예는 2-(2-아미노에톡시)에탄올, 3-아미노-1,2-프로판디올,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

노메탄, 디에탄올 아민, 1-아미노-1-데옥시-D-소르비톨(글루카민), 2-아미노에틸 히드로겐 술페이트, 2-아미노-2

-에틸-1,3-프로판디올, 2-아미노-1-페닐-1,3-프로판디올, 2-아미노-1,3-프로판디올, 3-아미노-1-프로판올, 에

탄올아민, 3-아미노-2-히드록시 프로피온산, 1-아미노-2,3,4-트리히드록시부탄, 4-아미노-2-히드록시부티르산, 

아스파르트산, 2-아미노-2-메틸-1,3-프로판디올, 및 2-아미노-1,3-프로판디올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다. 저분자량 티올은 예를 들면 3-메르캅토-1,2-프로판디올 및 메르캅토숙신산을 포함한다.

아미노작용기성 및 메르캅토작용기성 폴리에테르가 본 발명에 특히 적합하다. 폴리알킬렌옥시 아민이라고 종종 불리

는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에테르는 촉매 존재 하에서 수소 및 암모니아를 이용한 폴리알킬렌옥시 알콜의 환원적 아미

노화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잘 알려진 조성물이다. 이러한 폴리올의 환원적 아미노화는 미국 특허 제3,128,311호, 

제3,152,998호, 제3,236,895호, 제3,347,926호, 제3,654,370호, 제4,014,933호, 제4,153,581호 및 제4,766,245호

에 기재되어 있다. 폴리알킬렌옥시 아민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폴리알킬렌옥시 아민 물질의 분자량은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4000의 범위 내이다. 탄소-산소 골격을 갖는 아민 함유 폴리머 및 그의 용도에 관한 추가 예는 미국 

특허 제3,436,359호, 제3,155,728호 및 제4,521,490호에 기재되어 있다. 적합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폴리알킬렌

옥시 아민의 예는 제파민(Jeffamine,등록상표)(Huntsman Chemical Corporation에서 제조)이라는 상표명으로 판매

되는 물질이다.

티올을 포함해서 폴리에테르의 추가 유도체들이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대응 폴리옥시알킬렌 글리콜과 티오닐 클로

라이드를 반응시켜서 대응 클로로 유도체를 생성하고, 이어서 티오우레아와 반응시키고 생성물을 가수분해해서 원하

는 티올 유도체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티올 유도체 합성

의 예는 미국 특허 제5,143,999호에서 찾을 수 있다. 알콜의 반응으로 티올을 생성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양한 교재(

예: Organic Synthesis, Collective Volume 4, pp. 401-403, 1963)에 기재되어 있다. 이 반응을 이용해서는 출발 폴

리에테르의 성질에 따라서 디티올 및 모노 티올을 얻을 수 있다. 디아민의 경우처럼, 출발 폴리옥시알킬렌 유도체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틸렌, 또는 다른 적절한 폴리에테르 유도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폴리에테르 성분들

의 혼합물을 갖는 코폴리머일 수 있다. 이러한 코폴리머는 블록 또는 랜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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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HS-(CH  2 CH  2 OCH  2 OCH  2 CH  2 SS)  n -CH  2 CH  2 OCH  2 OCH  2 CH  2 -SH의 액체 폴리술피드 

폴 리머도 아민 경화제와 함께 에폭시드 수지에 사용되는 티오콜(THIOKOL,등록상표)이라는 상표명으로 모턴 인터

내셔날(Morton International)에서 판매하는 공지의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물질이다. 이 폴리머 물질은 폴리머 골격

에 혼입되는 알데히드작용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상의 다양한 작용기들의 몰비 및 중량비는 물질의 특수 응용에 크게 좌우될 것이고, 본 발

명의 중요한 면은 아니다. 그러나,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 [Q  1 ]은 전체 폴리

머의 약 0 내지 약 80몰%, 더 특히는 전체 폴리머의 약 5 내지 약 75몰%, 훨씬 더 특히는 전체 폴리머의 약 10 내지 

약 70몰%를 구성할 수 있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알데히드작용기 함유 부분는 전체 폴리머의 약 2 내지 약 8

0몰%, 더 특히는 약 5 내지 약 70몰%, 훨씬 더 특히는 약 10 내지 약 60몰%를 구성할 수 있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

리머의 전하 함유 부분[Q  3 ]는 폴리머 중의 전체 모노머 단위의 0 내지 약 80몰%, 더 특히는 0 내지 약 30몰%, 훨씬

더 특히는 약 2 내지 약 20몰%를 구성하는 모노머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분자량도 물질의 특수 응용에 크게 좌우되고, 본 발명에는 지나치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량평균분자량 범위는 약 500 내지 약 5,000,000, 더 특히는 약 1,000 내지 약 2,000,000, 

훨씬 더 특히는 약 2,000 내지 약 1,000,000일 수 있다. 이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건조강도 증강을 위해 첨가

되는 경우에는,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분자량이 입자들 사이를 브리징하지 않고 응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으면서 한편 셀룰로스 섬유의 기공 안으로의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이동을 지연시킬 정도로 충분히 

높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물질은 약 2,000 내지 약 2,000,000, 더 특히는 약 5,000 내지 약 1,500,000, 훨씬 더

특히는 약 10,000 내지 약 1,000,000의 범위의 중량평균분자량을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성물인 합성 코폴리머의 분자량은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분자량, 알데히드기가 반응할 수 있는

정도 및 출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의 분자량에 좌우될 것이다. 중량평균분자량 범위는 약 750 내지 약 6,000,00

0, 더 특히는 약 2,000 내지 약 4,000,000, 훨씬 더 특히는 약 5,000 내지 약 3,000,000일 수 있다. 이들 합성 코폴리

머가 건조강도 증강을 위해 첨가되는 경우에는, 합성 코폴리머의 분자량이 입자들 사이를 브리징하지 않고 응집을 일

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으면서 한편 셀룰로스 섬유의 기공 안으로의 합성 코폴리머의 이동을 지연시킬 정도로 

충분히 높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물질은 약 3,000 내지 약 3,000,000, 더 특히는 약 5,000 내지 약 2,000,000, 

훨씬 더 특히는 약 20,000 내지 약 1,500,000의 범위의 중량평균분자량을 가질 수 있다.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반응할 수 있는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양은 본 발명에서는 지나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알데히드 및 아민기의 당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알데히드기의 약 2 내

지 약 100%, 더 특히는 약 5 내지 약 100%, 훨씬 더 특히는 약 10% 내지 약 100%가 유도체화된 종이개질제와 반응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알데히드기의 일부만이 유도 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 반응해서 생성된 합성 

코폴리머가 알데히드작용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따라서 종이 또는 티슈 웹에 습윤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

다. 펜던트 아미드 작용기가 존재하고 알데히드기의 100%가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 반응하는 경

우, 유도체화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글리옥살 또는 다른 적합한 디알데히드와 반응해서 펜던트 알데히드 작

용기를 가지고 따라서 종이 또는 티슈 웹에 습윤강도를 전달할 수 있는 합성 코폴리머를 생성할 수 있다. 알데히드기

의 100%가 유도체화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 반응하게 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유도체화된 알데히드

반응성 종이개질제를 과량의 몰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응 혼합물의 pH가 반응의 정도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카르보닐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

카르보닐 화합물에의 친핵 첨가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아민이 알데히드반응성 종으로 사용되는 경우, 아

민의 친핵성은 염기성 아민기의 양성자화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카르보닐의 양성자화를 촉진하면서 한편으

로는 염기성 아민의 양성자화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적절한 pH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요망된다. 약 3 내지 약 11의 p

H가 반응에 적절하다. 다른 실시태양에서는, 약 4 내지 약 10의 pH가 반응에 적절하다. 다른 실시태양에서는, 약 5 

내지 약 9의 pH가 반응에 적절하다. 또한, 반응 촉진을 돕기 위해 열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

크릴아미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펜던트 아미드기와 알데히드기의 반응을 최소화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범위 가교결합은 폴리머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겔 형성 및 불용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더 낮은 분자량을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첨

가 전에 알데히드와 펜던트 아미드간에 최소 수준의 분자내 가교결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우 높은 분자량 

또는 높은 수준의 가교결합은 합성 코폴리머의 수용해성을 감소시켜서, 수용액으로부터의 생성물 침전을 초래할 수 

있다.

분석 시험

기초중량 결정(핸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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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기초중량 및 바싹 마른 상태의 기초중량(bone dry basis weight)은 변형된 TAPPI T402 절차를 이용해서 결

정한다. 기초중량 샘플을 그대로 23℃±1℃ 및 50%±2% 상대습도에서 최소 4시간 동안 컨디셔닝한다. 컨디셔닝 후,

핸드시트 시료 스택(stack)을 7.5' x 7.5' 샘플 크기로 자른다. 스택에 있는 핸드시트의 수(X로 표현함)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소 5장의 핸드시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어서, 시료 스택의 중량을 용기 무게가 공제되는 분석 저울(tared

analytical balance)로 0.001g까지 재고, 스택 중량(W로 표현함)을 기록한다. 이어서, 다음 수학식을 이용해서 기초

중량(g/㎡)을 계산한다:

실제 기초중량(g/㎡) = (W/X) x 27.56

바싹 마른 상태의 기초중량은 샘플 캔 및 샘플 캔 뚜껑의 중량을 0.001g까지 잼으로써 얻는다(이 중량은 A로 표현함)

. 샘플 스택을 캔 안에 넣고, 덮지 않은 채로 둔다. 덮지 않은 샘플 캔 및 스택을 샘플 캔 뚜껑과 함께 105℃±2℃ 오 

븐에 중량이 10g 미만인 샘플 스택에 대해서는 1시간±5분 동안, 중량이 10g 이상인 샘플 스택에 대해서는 8시간 이

상 동안 둔다. 명시된 오븐 시간이 경과한 후, 샘플 캔 뚜껑을 샘플 캔 위에 놓고, 캔을 오븐에서 꺼낸다. 샘플 캔이 거

의 주위 온도로 냉각되도록 두고, 이 때 10분을 넘지 않게 한다. 그 다음, 샘플 캔, 샘플 캔 뚜껑 및 시료의 중량을 0.0

01g까지 잰다(이 중량은 C로 표현함). 바싹 마른 상태의 기초중량(g/㎡)을 다음 수학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바싹 마른 상태의 기초중량(g/㎡) = [(C-A)/X] x 27.56

건조 인장강도 .

인장강도 시험 결과는 파단 길이로 표현한다. 파단 길이는 매달려 있을 때 자체 중량 하에서 파단되는 시료의 길이로 

정의되고, km 단위를 갖는다. 그것은 하기 수학식을 이용해서 피크 하중 인장으로부터 계산한다:

파단 길이(km) = [피크 하중 (g/in) x 0.039937] ÷ 실제 기초중량(g/㎡)

피크 하중 인장은 시료가 떨어지기 전에 달성한 최대 하중(g)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gram-force/in(샘플 폭)로 표현

된다. 모든 시험은 23.0℃±1℃ 및 50%±2% 상대습도의 실험실 조건 하에서, 시트가 4시간 이상 동안 시험 조건으

로 평형화된 후에 행해진다. 이 시험은 일정한 신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인장 시험 기계로 행해지고, 각 시험 시료의 폭

은 1인치이다. 시료를 정밀 컷터로 1±0.4 인치 폭을 갖는 스트립으로 자른다. 게이지 길이라고 종종 불리는 '조오 간

격' 또는 조오간 거리는 5.0인치이다. 크로스헤드 속도는 0.5 인치/분(12.5 ㎜/분)이다. 하중 셀 또는 전체 스케일 하

중은 모든 피크 하중 결과가 전체 스케일 하중의 약 20 내지 약 80% 사이에 해당하도록 선택한다. 적절한 인장 시험 

기계는 신텍(Sintech) QAD IMAP 적분 시험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이 데이타 시스템은 초당 20 이상의 하

중 및 신장 지점에서 기록한다.

습윤 인장강도

습윤 인장 피크 하중 및 파단 길이 결정을 위해 증류수를 용기 안에 1 인치의 약 1/2 내지 3/4의 깊이까지 붓는다. 시

험 시료의 각 끝을 쥐고, 루프의 안쪽이 합쳐지지 않게 하면서 루프의 최저 곡선이 물 표면에 닿을 때까지 시료를 조

심스럽게 낮춤으로써 개방 루프를 형성한다. 루프 내부의 습윤된 부위가 시료의 길이방향으로 1인치 이상 1.5인치 이

하에 미치고 시료의 폭을 가로질러서 균일하게 되는 방식으로 핸드시트 상의 곡선의 최저점을 증류수의 표면과 접촉

시킨다. 각 시료를 한번 넘게 습윤되지 않도록 또는 루프의 반대쪽이 서로 또는 용기 옆면과 닿지 않도록 조심한다. 습

윤된 부위를 압지로 약하게 누룸으로써 시험 시료로부터 과잉의 물을 제거한다. 각 시료를 한번씩만 압지로 누른다. 

이어서, 각 시료를 인장 시험기에 즉시 삽입해서 조오를 시험 시료의 건조 부위에서 죄고 습윤 부위를 그 간격의 거의

가운데에 있게 한다. 시험 시료를 건조 인장강도 측정의 경우와 동일한 기기 조건 하에서 동일한 계산을 이용해서 시

험한다.

폴리디메틸실록산 결정

셀룰로스 섬유 기질 상의 폴리디메틸 실록산 함량은 다음 절차를 이용해서 결정한다. 디메틸 실록산을 함유하는 샘플

을 헤드스페이스 바이알 안에 넣고, 삼불화붕소 시약을 첨가하고, 바이알을 밀봉한다. 100 ℃에서 15분 동안 반응시

킨 후, 이렇게 해서 얻은 바이알 헤드스페이스의 디플루오로디메틸 실록산을 FID 검출기를 이용해서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에 의해 측정한다.

3 Me  2 SiO + 2 BF  3 ·O(C  2 H  5 )  2 → 3 Me  2 SiF  2 + B  2 O  3 + 2(C  2 H  5 )  2 O

여기에 기재한 방법은 FID 및 휴렛-팩카드(Hewlett-Packard) 7964 오토샘플러를 구비한 휴렛-팩카드 모델 5890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전개한 것이다. 동등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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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킨-엘머 넬슨 터보크롬(Perkin-Elmer Nelson Turbochrom) 소프트웨어(버전 4.1)을 이용해서 기기를 제어하고 

데이타를 수집한다. 동등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필름 두께 0.25 ㎛의 제이 앤 더블유 사이언티

픽(Jamp;W Scientific) GSQ (30 m x 0.53 mm 내경) 컬럼(Cat # 115-3432)을 사용한다. 동등한 컬럼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휴렛-팩카드 헤드스페이스 오토샘플러 HP-7964를 설치하고, 다음 조건으로 설정한다.

배쓰 온도 : 100 ℃ 루프 온도 : 110 ℃

이송 라인 온도 : 120 ℃ GC 사이클 시간 : 25분

바이알 평형 시간 : 15분 가압 시간 : 0.2 분

루프 충전 시간 : 0.2분 루프 평형 시간 : 0.05분

주입 시간 : 1.0분 바이알 진탕 : 1(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다음 기기 조건으로 설정한다.

운반 기체 : 헬륨

유량 : 16.0 mL(컬럼을 통할 때) 및 14 mL (검출기에서 채울 때)

주입기 온도 : 150℃

검출기 온도 : 220℃

크로마토그래피 조건 : 50℃에서 4분 동안, 10℃/분의 경사도로 150 ℃까지. 최종 온도에서 5분 동안 지연.

체류 시간 : 7.0분(DFDMS)

저장용액 제조

약 5000 ㎍/㎖ 폴리디메틸 실록산을 함유하는 저장용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 약 1.25g의 폴리디메틸실

록산 에멀전을 0.1㎎까지 재어서 250-㎖ 부피 플라스크 안에 넣는다. 실제 중량(X로 표현함)을 기록한다. 증류수를 

첨가하고, 플라스크를 소용돌이치게 흔들어서 에멀전을 용해/분산시킨다. 용해/분산되었을 때, 용액을 물로 희석해서

혼합한다. 폴리실록산 에멀전의 ppm(Y로 표현함)을 다음 수학식으로부터 계산한다.

PPM 폴리실록산 에멀전 Y = X / 0.250

검정용 표준물 제조

검정용 표준물은 저장용액 0(블랭크), 50, 100, 250 및 500 ㎕(부피(㎕) V  c 를 기록함)를 0.1 ± 0.001 g의 비처리 

대조 티슈를 포함하는 연속 20 mL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에 첨가함으로써 목표 농도의 한계를 정하도록 제조한다. 헤

드스페이스 바이알을 오븐에 약 60℃ 내지 약 70℃의 범위의 온도에서 15분 동안 둠으로써 용매를 증발시킨다. 각 검

정용 표준물에 대한 에멀전의 ㎍(Z로 표현함)을 다음 수학식으로부터 계산한다.

Z = V  c * Y / 1000

이어서, 다음 절차에 따라서 검정용 표준물을 분석한다.

분석 절차

0.100 ± 0.001 g의 티슈 샘플의 중량을 0.1 mg까지 재어서 20-㎖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에 넣는다. 샘플 중량(㎎)(W

 s )을 기록한다. 표준물 및 샘플로 취한 티슈의 양은 동일하여야 한다.

100 ㎕의 BF  3 시약을 각 샘플 및 검정용 표준물 각각에 첨가한다. BF  3 시약 첨가 직후에 각 바이알을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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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바이알을 헤드스페이스 오토샘플러에 놓고, 앞에서 기재한 조건을 사용하고 각 샘플 및 표준물로부터의 1 ㎖

의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주입해서 분석한다.

계산

분석물 피크 면적에 대한 ㎍ 에멀전의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이어서, 샘플의 분석물 피크 면적을 검정곡선과 비교하고, 티슈 상의 폴리디메틸실록산 에멀전의 양(㎍)((A)로 표현

함)을 결정한다.

티슈 샘플 상의 폴리디메틸실록산 에멀전의 양(중량%)((C)로 표현함)을 다음 수학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C) = (A) / (W  s * 10  4 )

티슈 샘플 상의 폴리디메틸실록산의 양(중량%)((D)로 표현함)을 다음 수학식 및 에멀전 중의 폴리실록산의 중량%((F

)로 표현함)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D) = (C) * (F) / 100

실시예

실시예 1 : 글리옥실레이트화 PAM /2-(2-아미노에톡시)에탄올의 제조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양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인 파레즈 631NC(등록상표)의 6.5 중량% 용

액 50 mL 및 증류수 200 mL를 기계적 교반기 및 500 mL 첨가 깔때기가 설치된 1-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었다. 

2-(2-아미노에톡시)에탄올 0.57g을 재어서 400cc 비이커에 넣고, 증류수 250 mL를 첨가하였다. 이어서, 아민작용

기성 폴리히드록시 화합물을 교반되는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용액에 주위 온도에서 42분에 걸쳐서 적

가하였다. 용액은 매우 흐려졌고, 무거운 침전물이 반응용기에 생성되었으며, 이는 반응 생성물이 물에 불용성임을 알

려준다.

실시예 2 : 글리옥실레이트화 PAM/3-아미노-1,2-프로판 디올 코폴리머의 제조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양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인 파레즈 631NC(등록상표)의 6.5 중량% 용

액 50 mL 및 증류수 200 mL를 기계적 교반기 및 500 mL 첨가 깔때기가 설치된 1-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었다. 

3-아미노-1,2-프로판 디올(97%, Aldrich Chemical Co.) 0.42g을 재어서 400cc 비이커에 넣고, 증류수 250 mL를 

첨가하였다. 이어서, 아민작용기성 폴리히드록시 화합물을 교반되는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용액에 주

위 온도에서 60분에 걸쳐서 적가하였다. 첨가가 완료된 후, 약간 흐린 용액을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기고, 증류

수로 표시선까지 희석하였다.

실시예 3 : 글리옥실레이트화 PAM/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의 제조

0.66g의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을 아민 화합물로서 사용했고 글리옥실레이트화 PAM에 57분에 걸쳐서 첨

가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랐다.

실시예 4 : 글리옥실레이트화 PAM/디에탄올 아민 코폴리머의 제조

실시예 4는 폴리히드록시 이차아민의 사용을 예시한다. 0.56g의 디에탄올 아민을 아민 화합물로서 사용했고 글리옥

실레이트화 PAM에 50분에 걸쳐서 첨가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랐다.

실시예 5 - 7은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에테르의 사용을 예시한다.

실시예 5

3.28g의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에테르인 제파민 M-600(Huntsman Chemical로부터 입수함)

을 아민으로서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랐다. 아민은 교반되는 글리옥실레이

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용액에 90분에 걸쳐서 첨가하였다. 약간 탁한 용액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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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에테르인 제파민 M-1003(XTJ-506이라고도 불림; 분자량 약 1,000; H

untsman Chemical로부터 입수함) 5.48g을 아민으로서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5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

를 따랐다. 교반되는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용액에 61분에 걸쳐서 아민을 첨가하였다. 약간 탁한 용액

을 얻었다.

실시예 7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에테르인 제파민 M-2070(Huntsman Chemical로부터 입수함) 11.34g

을 아민으로서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5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랐다. 교반되는 글리옥실레이트화 폴

리아크릴아미드 용액에 145분에 걸쳐서 아민을 첨가하였다. 탁한 용액을 얻었다.

실시예 8 - 16은 실시예 1 - 7의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핸드시트를 제조하는 예를 예시한다. 핸드시트 제조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실시예 8 - 16 각각에 있어서, 약 15.78g(15 gram o.d.b.)의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및 37.03g(35 gram o.d.b.)

의 유칼립투스를 브리티시 펄프 해리기(British Pulp Disintegrator)를 사용해서 수도물 2 L에 5분 동안 분산시켰다. 

그 다음, 수도물을 사용해서 펄프 슬러리를 8L가 될 때까지 희석하였다. 그 다음, 알데히드/작용기성 종이개질제 코폴

리머를 펄프 슬러리에 첨가하고, 15분 동안 혼합한 후 핸드시트로 만들었다. 필요한 화학첨가제의 양은 글리옥실레이

트화 PAM의 양에 의해 계산하였다. 톤당 5, 10 및 15 파운드 믹스에 대해, 각각 약 19.23 ㎖ , 38.46 ㎖ 또는 57.69 

㎖의 PAM/아민을 종이 펄프에 첨가하였다. 폴리머 용액의 밀도는 1g/mL인 것으로 추정되며, 화학첨가제의 중량을 0

.0001g까지 재어서 용기 무게가 공제되는 100 mL 비이커에 넣었다. 각 코드에 대해서, 종이 1톤 당 5, 10 및 15 파

운드의 PAM을 이용하는 한 번의 시도를 완료하였다. 또, 파레즈 631NC로 이루어진 대조군(아민이 없음)도 5, 10 및

15 파운드 양으로 생성하였다.

표 1 및 2는 다양한 코폴리머를 이용해서 제조된 핸드시트의 건조 인장강도 및 습윤 인장강도를 제공하고, 파레즈(등

록상표) 631NC를 이용해서 제조된 대조 샘플과 비교한 건조 인장강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실시예 9를 제외한 모든 

핸드시트는 파레즈(등록상표) 631NC를 이용해서 제조한 대조군과 동등 내지 그보다 약간 높은 건조 인장강도를 나

타내고,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실시예 16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건조 인장강도를 나타낸다. 또한, 실시

예 11을 제외한 모두가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대조군에 비해서 습윤강도가 현저하게 감소됨을 보여준

다. 이것은 알데히드기가 아민과 반응한다면 예상되는 결과일 것이다. 글리옥살기의 파괴는 습윤강도 손실을 초래하

지만, 펜던트 아미드기가 건조강도 증가에 이용될 수 있다. 실시예 2에서 보여준 거동은 코폴리머의 침전 때문인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코폴리머의 침전은 나쁜 보류를 초래할 것이고,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유사한 거

동에 주목해야 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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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습윤제 물질을 티슈 시트와 같은 종이 시트에 혼입한 경우의 예상되는 이익은 감소된 강성일 것이다. 티슈 제품에서 

부드러움의 핵심 요소는 시트의 강성이 다. 부드러움과 강성 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같은 방식으로, 시트의

인장강도와 그의 굽힘 강성 사이에는 선형의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티슈 제품의 경우, 원하는 특성은 높은 인장강

도로 낮은 강성을 갖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강하고 부드러운 티슈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카와바타(Kawabata) 굽힘 

강성은 종이 시트의 강성 측정을 위한 좋은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순수 굽힘(Pure Bending)(KES FB-2)은 굽힘 모멘트와 곡률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카와바타 평가 시스템의 일부이

고, 그것은 X-Y 기록기로 관계를 자동 기록한다. 그것은 샘플의 강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굽힘 값이 크면 샘플의 강성

이 크다. 완전 카바와타 측정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카와바타, 에스.(Kawabata, S)의 문헌[The Standardizati

on and Analysis of Hand Evaluation', The Textile Machinery Society of Japan, July 1980, 2nd Ed., Osaka, Jap

an]에서 찾을 수 있다.

샘플 시료를 움직이는 앞쪽 척(chuck)을 통과한 후 1 cm 이격된 고정된 뒤쪽 척을 통과해서 올려놓는다. 샘플은 시험

방향이 척과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MD 및 CD 방향을 시험하는 경우에는, MD 방향을 먼저 시험한다. 샘플은 주

름이나 에어포켓(air pocket)이 없이 곧고 편평하고 반반해야 하며, 샘플이 뒤쪽 척을 통과해서 돌출하지 못하게 주의

한다. 그 다음, 기기는 샘플을 0.50 (㎝  -1 )/초의 일정한 곡률 변화 속도로 곡률 K=-1.0 내지 1.0 (㎝  -1 )에서 약 15

0 °의 일정 곡률의 호로 정확하게 굽힌다. 시료의 고정된 끝은 양끝이 와이어로 지지된 막대 위에 놓는 다. 굽힘 변형

에 의해 유발된 굽힘 모멘트를 토크메터로 검출하고, 크랭크의 회전각을 측정함으로써 곡률을 검사한다. 티슈 및 핸

드시트 분석에는 2x1의 토크 감도 및 20 gf/cm의 전체 스케일 운동량(full scale momentum)을 이용한다. 전기신호

회로 시스템을 통해, 굽힘 모멘트 및 곡률을 x-y 기록기로 보내서 플롯팅한다. 굽힘 모멘트 대 곡률의 곡선의 기울기

가 단위 폭 당 굽힘 강성(B로 표현함)(gf-cm/cm)이다. gf-cm이 그램 힘 센티미터(gram force centimeter)인 경우, 

1 Newton-meter의 힘은 9.807 x 10  -5 gf-cm와 같다.

각 샘플에 대해 최소 5회 반복 수행한다. 방향이 중요한 관점이라면, 5개 샘플은 기계방향(MD) WARP에서 시험하고,

5개 샘플은 횡방향(CD) WEFT에서 시험하며, 보고된 굽힘 강성은 MD 및 CD 방향에서의 굽힘 강성의 평균이다. 방

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5개 샘플을 WARP 상태 하에서만 수행한다.

그 다음, 굽힘 강성을 다음 수학식으로부터 계산한다.

B = (전방 기울기 + 후방 기울기)/2 x Y축 cm 값 x 크기 계수

표준 샘플 폭은 20 ㎝이지만, 크기 계수(size factor)가 결과를 20 ㎝ 값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떠한 샘플 폭도 사용될 수 있다. 표2에 주어진 핸드시트 실시예 8 - 16의 경우, 18.0 ㎝의 샘플 폭이 사용되었고, 

크기 계수는 1.1이었다.

크기 계수 = 20 ÷ 샘플 폭(㎝)

보정된 굽힙 강성 = 측정된 굽힘 강성 x 크기 계수

실시예 8 - 16의 핸드시트로부터 얻은 순수 굽힘 강성 결과를 하기 표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도4에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표3에서, 기울기는 샘플의 굽힘 강성과 비처리 셀룰로스 시트의 굽힘 강성의 차를 샘플 시트의 파단 길이와

비처리 셀룰로스 시트의 파단 길이의 차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낮은 기울기가 바람직하고, 그것은 어떤 주어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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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도에서 강성이 덜한 시트임을 가리킨다. M-2070(실시예 15)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의 폴리머를 이용해서 제조

한 모든 핸드시트가 비개질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만 사용될 때보다 주어진 인장강도에서 더 낮은 강성

을 나타내었다.

[표 3]

<도>

실시예 17 - 20은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를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폴리실

록산 물질의 보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들 실시예로부터 심지어 적은 수준의 글리옥실레이트화 폴

리머조차도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보류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미노

작용기성 폴리실록산은 양이온성 마이크로에멀전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실시예 17(대조)

쓰루 에어 드라잉(through air drying)으로 건조되고 비크레이핑된 2층 티슈 베이스시트 1겹을 일반적으로 파링톤 

등의 미국 특허 제5,607,551호(발명의 명칭: 'Soft Tissue')(이 특허를 본원에 참고로 포함시킴)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 더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65 파운드(오븐 건조 기초)의 유칼립투스 하드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펄퍼(pulper)에서 25

분동안 3%의 컨시스턴시로 분산시킨 후 기계 체스트로 옮겨서 1%의 컨시스턴시로 희석하였다. 40 파운드(오븐 건조

기초)의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펄퍼에서 25분 동안 3%의 컨시스턴시로 분산시킨 후 제2 기계 체스트로 

옮겨서 1%의 컨시스턴시로 희석시켰다.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포함하는 기계 체스트에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양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건조강도증강 수지인 파레즈(등록상표) 631-NC의 6.5% 수용

액(71.5g 건조 기초, 4kg/MT의 소프트우드 섬유) 1,100g을 첨가하였다. 22.5 중량%의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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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유하는, 다우 코닝(Dow Corning)으로부터 입수가능한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의 양이온성 마이크로에멀전

인 DC-2-1173 985g을 유칼립투스 슬러리에 첨가하였다. 이것은 7.5kg/MT의 건조 유칼립투스 또는 섬유 시트의 

총량의 0.48%의 폴리실록산 함량을 나타낸다. 웹을 형성하기 전에, 각 저장용액을 약 0.1%의 컨시스턴시로 더 희석

하고, 65% 유칼립투스 및 35% NSWK를 포함하는 층상 시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층 헤드박스로 옮겼다. 형성된 

웹을 비압축 탈수시키고, 형성 직물보다 약 25%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이송 직물로 러쉬(rush) 이송하였다. 그 다

음, 웹을 쓰루드라잉 직물로 이송하고, 건조시키고, 캘린더링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시트의 총기초중량은 18.5 파

운드/2880ft  2 이었다. 전체 베이스시트 중의 폴리실록산의 양은 38%의 보류율에 대응하는 0.18%임을 알아냈다.

실시예 18

쓰루 드라잉(through drying)으로 건조되고 비크레이핑된 2층 티슈 베이스시트 1겹을 일반적으로 파링톤 등의 미국 

특허 제5,607,551호(발명의 명칭: 'Soft Tissue')(이 특허를 본원에 참고로 포함시킴)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더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65 파운드(오븐 건조 기초)의 유칼립투스 하드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펄퍼(pulper)에서 25분동안 3

%의 컨시스턴시로 분산시킨 후 기계 체스트로 옮겨서 1%의 컨시스턴시로 희석하였다. 40 파운드(오븐 건조 기초)의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펄퍼에서 25분 동안 3%의 컨시스턴시로 분산시킨 후 제2 기계 체스트로 옮겨서 1

%의 컨시스턴시로 희석시켰다.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포함하는 기계 체스트에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양

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건조강도증강 수지인 파레즈(등록상표) 631-NC의 6.5% 수용액(71.5g 

건조 기초, 4kg/MT의 소프트우드 섬유) 1,100g을 첨가하였다. 유칼립투스 하드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함유하는 기계

체스트에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양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건조강도증강 수지인 파레즈(등록상

표) 631-NC의 6.5% 수용액(29.5g 건조 기초, 1kg/MT의 하드우드 섬유) 454g을 첨가하였다. 글리옥실레이트화 폴

리아크릴아미드 첨가 후, 22.5 중량%의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을 함유하는, 다우 코닝(Dow Corning)으로부터 

입수가능한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의 양이온성 마이크로에멀전인 DC-2-1173 985g을 유칼립투스 슬러리에 첨

가하였다. 이것은 7.5kg/MT의 건조 유칼립투스 또는 섬유 시트의 총량의 0.48%의 폴리실록산 함량을 나타낸다. 웹

을 형성하기 전에, 각 저장용액을 약 0.1%의 컨시스턴시로 더 희석하고, 65% 유칼립투스 및 35% NSWK를 포함하는

층상 시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층 헤드박스로 옮겼다. 형성된 웹을 비압축 탈수시키고, 형성 직물보다 약 25%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이송 직물로 러쉬(rush) 이송하였다. 그 다음, 웹을 쓰루드라잉 직물로 이송하고, 건조시키고, 

캘린더링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시트의 총기초중량은 18.5 파운드/2880ft  2 이었다. 전체 베이스시트 중의 폴리실

록산의 양은 62%의 보류율에 대응하는 0.30%임을 알아냈다.

실시예 19(대조)

쓰루 드라잉(through drying)으로 건조되고 비크레이핑된 2층 티슈 베이스시트 1겹을 일반적으로 파링톤 등의 미국 

특허 제5,607,551호(발명의 명칭: 'Soft Tissue')(이 특허를 본원에 참고로 포함시킴)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더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65 파운드(오븐 건조 기초)의 유칼립투스 하드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펄퍼(pulper)에서 25분동안 3

%의 컨시스턴시로 분산시킨 후 기계 체스트로 옮겨서 1%의 컨시스턴시로 희석하였다. 40 파운드(오븐 건조 기초)의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펄퍼에서 25분 동안 3%의 컨시스턴시로 분산시킨 후 제2 기계 체스트로 옮겨서 1

%의 컨시스턴시로 희석시켰다.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포함하는 기계 체스트에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양

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건조강도증강 수지인 파레즈(등록상표) 631-NC의 6.5% 수용액(71.5g 

건조 기초, 4kg/MT의 소프트우드 섬유) 1,100g을 첨가하였다. 22.5 중량%의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을 함유하

는, 다우 코닝으로부터 입수가능한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의 양이온성 마이크로에멀전인 DC-2-1173 1970g을

유칼립투스 슬러리에 첨가 하였다. 이것은 15kg/MT의 건조 유칼립투스 또는 섬유 시트의 총량의 0.96%의 폴리실록

산 함량을 나타낸다. 웹을 형성하기 전에, 각 저장용액을 약 0.1%의 컨시스턴시로 더 희석하고, 65% 유칼립투스 및 3

5% NSWK를 포함하는 층상 시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층 헤드박스로 옮겼다. 형성된 웹을 비압축 탈수시키고, 형

성 직물보다 약 25%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이송 직물로 러쉬(rush) 이송하였다. 그 다음, 웹을 쓰루드라잉 직물로 

이송하고, 건조시키고, 캘린더링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시트의 총기초중량은 18.5 파운드/2880ft  2 이었다. 전체 

베이스시트 중의 폴리실록산의 양은 16%의 보류율에 대응하는 0.16%임을 알아냈다.

실시예 20

쓰루 드라잉(through drying)으로 건조되고 비크레이핑된 2층 티슈 베이스시트 1겹을 일반적으로 파링톤 등의 미국 

특허 제5,607,551호(발명의 명칭: 'Soft Tissue')(이 특허를 본원에 참고로 포함시킴)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더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65 파운드(오븐 건조 기초)의 유칼립투스 하드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펄퍼(pulper)에서 25분동안 3

%의 컨시스턴시로 분산시킨 후 기계 체스트로 옮겨서 1%의 컨시스턴시로 희석하였다. 40 파운드(오븐 건조 기초)의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펄퍼에서 25분 동안 3%의 컨시스턴시로 분산시킨 후 제2 기계 체스트로 옮겨서 1

%의 컨시스턴시로 희석시켰다. 노던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포함하는 기계 체스트에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양

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건조강도증강 수지인 파레즈(등록상표) 631-NC의 6.5% 수용액(71.5g 

건조 기초, 4kg/MT의 소프트우드 섬유) 1,100g을 첨가하였다. 유칼립투스 하드우드 크라프트 섬유를 함유하는 기계

체스트에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양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건조강도증강 수지인 파레즈(등록상

표) 631-NC의 6.5% 수용액(29.5g 건조 기초, 1kg/MT의 하드우드 섬유) 454g을 첨가하였다. 글리옥실레이트화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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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크릴아미드 첨가 후, 22.5 중량%의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을 함유하는, 다우 코닝(Dow Corning)으로부터 

입수가능한 아미노작용기성 폴리실록산의 양이온성 마이크로에멀전인 DC-2-1173 1970g을 유칼립투스 슬러리에 

첨가하였다. 이것은 7.5kg/MT의 건조 유칼립투스 또는 섬유 시트의 총량의 0.96%의 폴리실록산 함량을 나타낸다. 

웹을 형성하기 전에, 각 저장용액을 약 0.1%의 컨시스턴시로 더 희석하고, 65% 유칼립투스 및 35% NSWK를 포함하

는 층상 시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층 헤드박스로 옮겼다. 형성된 웹을 비압축 탈수시키고, 형성 직물보다 약 25%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이송 직물로 러쉬(rush) 이송하였다. 그 다음, 웹을 쓰루드라잉 직물로 이송하고, 건조시키

고, 캘린더링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시트의 총기초중량은 18.5 파운드/2880ft  2 이었다. 전체 베이스시트 중의 폴

리실록산의 양은 40%의 보류율에 대응하는 0.39%임을 알아냈다.

[표 4]

예시의 목적상 제공된 상기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하고,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하는 특허청구범위 및 그의 균등물에 의해 한정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를 포함하는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반응으로

부터 유도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합성 코폴리머.

(여기서,

f > 0;

a, c, e ≥ 0;

w ≥ 1;

Q  1 은 셀룰로스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펜던트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의 중합으

로부터 제조된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이고,

R  1 , R  1' , R  1' 은 독립적으로 H 또는 C  1-4 알킬이고;

R  2 는 펜던트 알데히드 작용기를 포함하는 직쇄 또는 분지쇄, 지방족 또는 방향족, 포화 또는 불포화, 치환 또는 비

치환 탄화수소기이고;

R  3 는 지방족 탄화수소, 폴리실록산, 양친성 탄화수소, 습윤제, 또는 종이 시트를 개질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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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 는 알데히드 작용기와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상의 반응성 실체와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된 브리징

(bridging) 라디칼이고;

Q  3 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및 양쪽성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전하를 갖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블록 또

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Q  1 상의 펜던트기가 -CONH  2 , -COOH, -COO  - M  + (여기서, M  +

은 반대이온임), -OH 및 이들 기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알데히드 작용기를 포함하는 탄화수소기 R  2 가 -CONHCHOHCHO, -CONHCHOH(CH  2 )  2 CH

O 및 이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수분산성 음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분산성 양이온성 알데

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분산성 비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용성 음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용

성 양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및 수용성 비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

되는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R  3 부분이 직쇄 또는 분지쇄, 포화 또는 불포화, 방향족 또는 지방족 C  2 내지 C  40 탄화수소인 합

성 코폴리머.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폴리실록산인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와의 반응

생성물인 합성 코폴리머.

(여기서,

x, y는 (x+y)에 대한 x의 몰비가 약 0.001% 내지 약 25%가 되도록 하는 0보다 큰 정수이고,

R  1 , R  2 , R  3 , R  4 , R  5 , R  6 ,R  7 , R  8 및 R  9 부분은 독립적으로 C  1 내지 C  30 알킬기, 에테르,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아민, 이민, 아미드, 또는 이러한 기의 알킬 및 알케닐 유사체를 포함하는 다른 작용기를 포함하는 유기

작용기이고, 여기서 R  2 , R  5 및 R  10 부분 중 적어도 하나는 알데히드기와 반응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비

히드록실 작용기를 포함하는 유기작용기 부분임)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양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이고, 알데히드기와 반응할 수 있는 폴리실록산 유기작용기 부분이 일차아민, 이차아민 또는 비치환 아미드인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기를 포함하는 양친성 종이개질제의 반응 

생성물인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양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드

이고, 양친성 종이개질제 상의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가 일차아민, 이차아민 및 비치환 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합성 코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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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1-아미노-2-프로판올, 2-아미노-1-프로판올, 3-아미노-1,2-프로

판디올,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디에탄올 아민, 1-아미노-1-데옥시-D-소르비톨(글루카민), 글루코사민, 

N-메틸 글루카 민, 2-아미노에틸 히드로겐 술페이트, 2-아미노-2-에틸-1,3-프로판디올, 2-아미노-1-페닐-1,3-

프로판디올, 2-아미노-1,3-프로판디올, 3-아미노-1-프로판올, 에탄올아민, 3-아미노-2-히드록시 프로피온산, 1-

아미노-2,3,4-트리히드록시부탄, 4-아미노-2-히드록시부티르산, 아스파르트산, 2-아미노-2-메틸-1,3-프로판디

올, 2-아미노-1,3-프로판디올, 3-메르캅토-1,2-프로판디올, 메르캅토숙신산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폴리알킬렌옥시작용기성 화합물의 유도체인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폴리알킬렌옥시 아민, 디아민, 티올, 디티올, 비치환 아미드 또는 비치

환 디아미드인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폴리알킬렌옥시 아민, 디아민, 티올 및 디티올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하기 화학식을 갖는 것인 합성 코폴리머.

(여기서,

Z  4 는 일차아민, 이차아민, 티올 또는 비치환 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이고,

a, b, c는 a+b+c≥2가 되도록 하는 0 이상의 정수이고.

n은 2 이상 6 이하의 정수이고,

R은 H; 직쇄 또는 분지쇄, 치환 또는 비치환, 지방족 또는 방향족, 포화 또는 불포화 C  1 -C  30 탄화수소; -[CH  2 C

HCH  3 ]-Z  4 ; 또는 -[(CH  2 )  n ]-Z  4 임)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아미노산인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Z  2 부분이 -CONHCHOHCHOHNH-, -CONHCHOHCH=N-, -CONHCHOHCH(NH-)  2 , 및 이

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Q  3 가  인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Q  3 가 -CHR  1 CR  0 R  1' - (여기서, R  0 는 Z  1 -R  10 -W 형태의 펜던트기이 고, Z  1 은 R  10

기를 합성 코폴리머에 결합시키는 라디칼이고, R  1 , R  1 '은 독립적으로 H 또는 C  1-4 알킬기이고; R  10 은 C  2 이

상의 직쇄 또는 분지쇄,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소이고, W는 -N  + R  11 ,R  12 ,R  13 (여기서, R  11 , R  12 및 R  1

3 은 각각 독립적으로 C  1-4 알킬기임)임) 형태의 라디칼인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Q  1 상의 펜던트기가 -CONH  2 인 합성 코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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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Q  1 이 -CONH  2 및 -Z  5 R' 펜던트기(여기서, Z  5 는 R'기를 합성 코폴리머에 결합시킬 수 있는 

브리징 라디칼이고, R'는 C  1 내지 C  30 지방족 탄화수소임)를 가지는 합성 코폴리머.

청구항 20.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를 포함하는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반응으로부터 유도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합성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종이 시트.

(여기서,

f > 0;

a, c, e ≥ 0;

w ≥ 1;

Q  1 은 셀룰로스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펜던트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의 중합으

로부터 제조된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이고,

R  1 , R  1' , R  1' 은 독립적으로 H 또는 C  1-4 알킬이고;

R  2 는 펜던트 알데히드 작용기를 포함하는 직쇄 또는 분지쇄, 지방족 또는 방향족, 포화 또는 불포화, 치환 또는 비

치환 탄화수소기이고;

R  3 는 지방족 탄화수소, 폴리실록산, 양친성 탄화수소, 습윤제, 또는 종이 시트를 개질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이고;

Z  2 는 알데히드 작용기와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 상의 반응성 실체와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된 브리징

(bridging) 라디칼이고;

Q  3 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및 양쪽성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전 하를 갖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블록 또

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임)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Q  1 상의 펜던트기가 -CONH  2 , -COOH, -COO  - M  + (여기서, M 
+ 은 반대이온임), -OH 및 이들 기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종이 시트.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알데히드 작용기를 포함하는 탄화수소기 R  2 가 -CONHCHOHCHO, -CONHCHOH(CH  2 )  2 C

HO 및 이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종이 시트.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수분산성 음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분산성 양이온성 알데

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분산성 비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용성 음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용

성 양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및 수용성 비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

되는 종이 시트.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R  3 부분이 직쇄 또는 분지쇄, 포화 또는 불포화, 방향족 또는 지방족 C  2 내지 C  40 이상의 탄화

수소인 종이 시트.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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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합성 코폴리머가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폴리실록산인 알데히드반응성 종

이개질제와의 반응 생성물인 종이 시트.

(여기서,

x, y는 (x+y)에 대한 x의 몰비가 약 0.001% 내지 약 25%가 되도록 하는 0보다 큰 정수이고,

R  1 , R  2 , R  3 , R  4 , R  5 , R  6 , R  7 , R  8 및 R  9 부분은 독립적으로 C  1 내지 C  30 알킬기, 에테르,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아민, 이민, 아미드, 또는 이러한 기의 알킬 및 알케닐 유사체를 포함하는 다른 작용기를 포함하는 유기

작용기이고, 여기서 R  2 , R  5 및 R  10 부분 중 적어도 하나는 알데히드기와 반응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비

히드록실 작용기를 포함하는 유기작용기 부분임)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양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

드이고, 알데히드기와 반응할 수 있는 폴리실록산 유기작용기 부분이 일차아민, 이차아민 또는 비치환 아미드인 종이

시트.

청구항 27.
제20항에 있어서, 합성 코폴리머가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와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기를 포함하는 양친성 탄

화수소 종이개질제의 반응 생성물인 종이 시트.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양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

드이고, 양친성 종이개질제 상의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가 일차아민, 이차아민 및 비치환 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종이 시트.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1-아미노-2-프로판올, 2-아미노-1-프로판올, 3-아미노-1,2-프로

판디올,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디에탄올 아민, 1-아미노-1-데옥시-D-소르비톨(글루카민), 글루코사민, 

N-메틸 글루카민, 2-아미노에틸 히드로겐 술페이트, 2-아미노-2-에틸-1,3-프로판디올, 2-아미노-1-페닐-1,3-프

로판디올, 2-아미노-1,3-프로판디올, 3-아미노-1-프로판올, 에탄올아민, 3-아미노-2-히드록시 프로피온산, 1-아

미노-2,3,4-트리히드록시부탄, 4-아미노-2-히드록시부티르산, 아스파르트산, 2-아미노-2-메틸-1,3-프로판디올, 

2-아미노-1,3-프로판디올, 3-메르캅토-1,2-프로판디올, 메르캅토숙신산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

터 선택되는 종이 시트.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폴리알킬렌옥시작용기성 화합물의 유도체인 종이 시트.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폴리알킬렌옥시 아민, 디아민, 티올, 디티올, 비치환 아미드 또는 비

치환 디아미드인 종이 시트.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하기 화학식의 폴리알킬렌옥시 화합물인 종이 시트.

(여기서,



공개특허 특2003-0064838

- 25 -

Z  4 는 일차아민, 이차아민, 티올 또는 비치환 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이고,

a, b, c는 a+b+c≥2가 되도록 하는 0 이상의 정수이고.

n은 2 이상 6 이하의 정수이고,

R은 H; 직쇄 또는 분지쇄, 치환 또는 비치환, 지방족 또는 방향족, 포화 또는 불포화 C  1 -C  30 탄화수소; -[CH  2 C

HCH  3 ]-Z  4 ; 또는 -[(CH  2 )  n ]-Z  4 임)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아미노산인 종이 시트.

청구항 34.
제20항에 있어서, Z  2 부분이 -CONHCHOHCHOHNH-, -CONHCHOHCH=N-, -CONHCHOHCH(NH-)  2 , 및 이

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종이 시트.

청구항 35.

제20항에 있어서, Q  3 가  인 종이 시트.

청구항 36.
제20항에 있어서, Q  3 가 -CHR  1 CR  0 R  1' - (여기서, R  0 는 Z  1 -R  10 -W 형태의 펜던트기이고, Z  1 은 R  10

기를 합성 코폴리머에 결합시키는 라디칼이고, R  1 , R  1 '은 독립적으로 H 또는 C  1-4 알킬기이고; R  10 은 C  2 이

상의 직쇄 또는 분지쇄,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소이고, W는 -N  + R  11 , R  12 , R  13 (여기서, R  11 , R  12 및 R 
13 은 각각 독립적으로 C  1-4 알킬기임)임) 형태의 라디칼인 종이 시트.

청구항 37.
제20항에 있어서,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Q  1 상의 펜던트기가 -CONH  2 인 종이 시트.

청구항 38.
제20항에 있어서, Q  1 이 -CONH  2 및 -Z  5 R' 펜던트기(여기서, Z  5 는 R'기를 합성 코폴리머에 결합시킬 수 있는 

브리징 라디칼이고, R'는 C  1 -C  30 지방족 탄화수소임)를 가지는 종이 시트.

청구항 39.
(a) 제지 섬유의 수현탁액을 형성하고, (b) 웹 형성 전에,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를 갖는 종이개질제 및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알데히드작용기성 이온성 폴리머를 하기 반응식에 따라 접촉시키고, (c) 유도체화된 종이개질

제와 반응한 알데히드작용기성 이온성 폴리머를 제지 섬유의 수현탁액에 적용하고, (d) 제지 섬유의 수현탁액을 형성

직물에 침착시켜서 웹을 형성하고, (e) 웹을 탈수 및 건조시켜 종이 시트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종이 시트 제조방

법.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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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 > 0;

a, e ≥ 0;

e + f = b;

w ≥ 1;

Q  1 은 셀룰로스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펜던트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의 중합으

로부터 제조된 블록 또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이고,

R  1 , R  1' , R  1' 은 독립적으로 H 또는 C  1-4 알킬이고;

R  2 는 펜던트 알데히드작용기를 포함하는 직쇄 또는 분지쇄, 지방족 또는 방향족, 포화 또는 불포화, 치환 또는 비치

환 탄화수소기이고;

R  3 는 지방족 탄화수소, 폴리실록산, 양친성 탄화수소, 습윤제, 또는 종이 시트를 개질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이고;

Z  3 는 수성 환경에서 알데히드와 반응해서 수용액 중에서 안정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반응성 기이고;

Z  2 는 알데히드 작용기와 Z  1 작용기 부분과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된 브리징 라디칼이고;

Q  3 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및 양쪽성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전하를 갖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블록 또

는 그래프트 코폴리머 또는 모노머 단위임)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Q  1 상의 펜던트기가 -CONH  2 , -COOH, -COO  - M  + (여기서, M 
+ 은 반대이온임), -OH 및 이들 기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M  + 가 Na  + , K  + , Ca  + 및 그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반대이온인 방법.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R  2 가 Z  4 -R  2' -Z  3' (여기서, Z  4 는 알데히드 작용기를 합성 코폴리머에 혼입시킬 수 있는 브

리징 라디칼이고, Z  3 는 -CHO, -CH(OH)  2 및 그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알데히드 작용기임)

인 방법.

청구항 43.
제39항에 있어서, Z  3 가 일차 아민 -NH  2 , 이차 아민 -NH-, 아미드 -CONH  2 , 티올 -SH, 술핀산 -SO  2 OH, 술

폰아미드 -SO  2 NH  2 및 그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44.
제3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 작용기를 포함하는 탄화수소기 R  2 가 - CONHCHOHCHO, -CONHCHOH(CH  2 )  2 C

HO 및 이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45.
제3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수분산성 음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분산성 양이온성 알데

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분산성 비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용성 음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수용

성 양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 및 수용성 비이온성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

되는 방법.

청구항 46.
제39항에 있어서, R  3 부분이 직쇄 또는 분지쇄, 포화 또는 불포화, 방향족 또는 지방족 C  2 내지 C  40 탄화수소인 

방법.

청구항 47.
제39항에 있어서, 종이개질제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폴리실록산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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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y는 (x+y)에 대한 x의 몰비가 약 0.001% 내지 약 25%가 되도록 하는 0보다 큰 정수이고,

R  1 , R  2 , R  3 , R  4 , R  5 , R  6 ,R  7 , R  8 및 R  9 부분은 독립적으로 C  1 내지 C  30 알킬기, 에테르,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아민, 이민, 아미드, 또는 이러한 기의 알킬 및 알케닐 유사체를 포함하는 다른 작용기를 포함하는 유기

작용기이고, 여기서 R  2 , R  5 및 R  10 부분 중 적어도 하나는 알데히드기와 반응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비

히드록실 작용기를 포함하는 유기작용기 부분임)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양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

드이고, 알데히드기와 반응할 수 있는 폴리실록산 유기작용기 부분이 일차아민, 이차아민 또는 비치환 아미드인 방법.

청구항 49.
제3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양친성 탄화수소, 폴리에테르, 또는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기를

포함하는 폴리히드록시 화합물인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양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글리옥실레이트화 폴리아크릴아미

드이고,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가 일차아민, 이차아민 또는 비치환 아미드

인 방법.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1-아미노-2-프로판올, 2-아 미노-1-프로판올, 3-아미노-1,2-프

로판디올,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디에탄올 아민, 1-아미노-1-데옥시-D-소르비톨(글루카민), 글루코사

민, N-메틸 글루카민, 2-아미노에틸 히드로겐 술페이트, 2-아미노-2-에틸-1,3-프로판디올, 2-아미노-1-페닐-1,3

-프로판디올, 2-아미노-1,3-프로판디올, 3-아미노-1-프로판올, 에탄올아민, 3-아미노-2-히드록시 프로피온산, 1

-아미노-2,3,4-트리히드록시부탄, 4-아미노-2-히드록시부티르산, 아스파르트산, 2-아미노-2-메틸-1,3-프로판디

올, 2-아미노-1,3-프로판디올, 3-메르캅토-1,2-프로판디올, 메르캅토숙신산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52.
제4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폴리알킬렌옥시작용기성 화합물의 유도체인 방법.

청구항 53.
제4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폴리알킬렌옥시 아민, 디아민, 티올, 디티올, 비치환 아미드 또는 비

치환 디아미드인 방법.

청구항 54.
제4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폴리알킬렌옥시 화합물인 방법.

(여기서,

Z  4 는 일차아민, 이차아민, 티올 또는 비치환 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이고,

a, b, c는 a+b+c≥2가 되도록 하는 0 이상의 정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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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2 이상 6 이하의 정수이고,

R은 H; 직쇄 또는 분지쇄, 치환 또는 비치환, 지방족 또는 방향족, 포화 또는 불포화 C  1 -C  30 탄화수소; -[CH  2 C

HCH  3 ]-Z  4 ; 또는 -[(CH  2 )  n ]-Z  4 임)

청구항 55.
제4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가 아미노산인 방법.

청구항 56.
제39항에 있어서, Z  2 부분이 -CONHCHOHCHOHNH-, -CONHCHOHCH=N-, -CONHCHOHCH(NH-)  2 , 및 이

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57.

제39항에 있어서, Q  3 가  인 방법.

청구항 58.
제39항에 있어서, Q  3 가 -CHR  1 CR  0 R  1' - (여기서, R  0 는 Z  1 -R  10 -W 형태의 펜던트기 이고, Z  1 은 R  10

기를 합성 코폴리머에 결합시키는 라디칼이고, R  1 , R  1 '은 독립적으로 H 또는 C  1-4 알킬기이고; R  10 은 C  2 이

상의 직쇄 또는 분지쇄,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소이고, W는 -N  + R  11 ,R  12 ,R  13 (여기서, R  11 , R  12 및 R  1

3 은 각각 독립적으로 C  1-4 알킬기임)임) 형태의 라디칼인 방법.

청구항 59.
제39항에 있어서,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Q  1 상의 펜던트기가 -CONH  2 인 방법.

청구항 60.
제39항에 있어서, Q  1 이 -CONH  2 및 -Z  5 R' 펜던트기(여기서, Z  5 는 R'기를 합성 코폴리머에 결합시킬 수 있는 

브리징 라디칼이고, R'는 C  1 -C  30 지방족 탄화수소임)를 가지는 방법.

청구항 61.
제3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폴리머가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기를 갖는 알데히드반응성 종이개질제의 

첨가 전에 먼저 제지 섬유에 첨가되는 방법.

청구항 62.
제39항에 있어서, 유도체화된 종이개질제와 반응한 알데히드작용기성 이온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제지 섬유를 여과 

및 세척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제지 섬유를 재현탁시키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4.
제39항에 있어서, e = 0인 방법.

청구항 65.
제39항에 있어서, e > 0인 방법.

청구항 66.
제39항에 있어서, 알데히드작용기성 이온성 폴리머 상의 이용가능한 알데히드기의 수에 비해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

응성 작용기를 갖는 유도체화된 종이개질제를 과량의 몰량으로 첨가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제지 섬유를 여과 및 세척함으로써 과잉의 비히드록실 알데히드반응성 작용기를 갖는 종이개질제

를 제거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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