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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정진성

전체 청구항 수 : 총 21 항

(54) 흡수성 수지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57) 요약

주성분이 산 그룹-함유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여 수득된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이고, 상기 입상 흡수성

수지(A)는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에서 가교되며, 여기에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고, 입자의 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500 ㎛미만, 300 ㎛ 이상이며, 입상 흡수성 수지

(A)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며, 흡수성 조성물의 수용성 성분은 35 중량% 이하이며,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다가 금속 성분을 포함하며,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은 5.0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인, 본 발명의 흡

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흡수도 및 압력하 확산 흡수도의 견지에서 우수한 흡수성을 갖는, 고습

조건에서 입자의 응집이 없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수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산 그룹을 함유하는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여 수득된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를 포함하고, 상기 입상 흡수

성 수지(A)는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에서 가교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고, 입자의 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500 ㎛미만, 300 ㎛ 이상이며,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며, 흡수

성 조성물의 수용성 성분은 35 중량% 이하이며,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다가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은 5.0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인,

흡수성 수지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입상 흡수성 수지(A)는 표면 부근이 폴리올을 함유하는 표면 가교제에 의해 추가로 가교되는 입상 흡수

성 수지인 흡수성 수지 조성물.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수분 흡수 차단비 a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25℃에서 1시간 동안 90%의 상대 습도에 방

치될 때 30% 이하인 흡수성 수지 조성물.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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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30분간 부하 없이 0.90 중량%의 생리 식염수를 흡수하는 원심분리 잔류 용량

(CRC)이 25 g/g 이상이고,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60분간 1.9 kPa에서 0.90 중량%의 생리 식염수를 흡수하는 확산 흡수

도(DAP)가 20 g/g 이상인 흡수성 수지 조성물.

청구항 5.

제 1 항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 및 친수성 섬유를,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양(코어 농도)이 흡수성 수지 조성물과 친수

성 섬유의 총량에 대해 20 중량% 이상이 되도록 포함하는 흡수재.

청구항 6.

제 5 항에 따른 흡수재, 액체-투과성 표면 시트 및 액체-불투과성 백 시트를 포함하는 흡수 용품.

청구항 7.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을 입상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에 가교되는, 산 그룹-함유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

여 수득되는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에 가하는 단계; 및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을 입상 흡수성 수

지(A)와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A)는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고, 입자의 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500 ㎛ 미만, 300 ㎛ 이상이며,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

하이며,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수용성 성분은 35 중량% 이하이며,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양은 입상 흡수성 수지(A)에 대해 0.001 내지 10 중량%이

며,

용액 중의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농도는 용액 중의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포화 농도에 대해 0.40 이상이며,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온도는 50℃ 이상, 100℃ 미만이며, 및/또는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의 온도는 30℃ 이

상, 100℃ 미만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산 그룹-함유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여 수득한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및 유기 표면 가교제(C)를 혼합하는 단계; 및 혼합 단계에서 수득된 혼합물을 150 내지 300℃에서 가열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을 가교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A)는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며,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며,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양은 입상 흡수성 수지(A)에 대해 0.001 내지 10 중량%이

며,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는 적어도 1.80 중량%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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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산-그룹 함유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여 수득한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및

유기 표면 가교제(C)를 150 내지 300℃에서 가열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을 가교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A)는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고,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며,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양은 입상 흡수성 수지(A)에 대해 0.001 내지 10 중량%이며,

전구체(D)의 가습 차단비(중량%)는 80 중량% 이하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을 중합하여 수득된 가교 구조를 갖는 중합체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는 적어도 1.80 중량%인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 및/또는 유기 표면 가교제의 용액을 30℃ 이상에서 가열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유기 표면 가교제는 다가 알코올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다가 금속 성분은 이가 이상의 다가의 전형적인 금속 및 4족 내지 12족의 전이

금속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8 항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다가 금속 성분은 알루미늄인 방법.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 및/또는 유기 표면 가교제의 용액을 30℃ 이상에서 가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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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9 항에 있어서, 유기 표면 가교제는 다가 알코올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9 항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다가 금속 성분은 이가 이상의 다가의 전형적인 금속 및 4족 내지 12족의 전이

금속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9 항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다가 금속 성분은 알루미늄인 방법.

청구항 20.

제 8 항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을 중합하여 수득된 가교 구조를 갖는 중합체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21.

제 9 항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을 중합하여 수득된 가교 구조를 갖는 중합체를 포함하

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흡수성 수지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본 발명은 (i) 일회용 종이 기저

귀, 패드 또는 여성용 생리대에 호적하게 사용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 및 (ii)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최근에 와서, 체액(예를 들면, 뇨와 혈액)의 흡수를 위하여 흡수성 수지가 종이 기저귀, 생리대, 요실금 패드 등과 같은 위

생 재료(흡수 용품)의 주성분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흡수성 수지의 잘 알려진 예로는 (i)가교되고 부분 중화된 폴리아크릴산; (ii)가수분해된 전분-아크릴로니트릴 그래프트 중

합체; (iii) 중화된 전분-아크릴로니트릴 그래프트 중합체; (iv) 검화된 비닐 아세테이트-아크릴 에스테르 공중합체; (v) 가

교된 카복시메틸셀룰로스; (vi) 가수분해된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또는 가수분해된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또는 가교

된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또는 가교된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vii) 가교된 양이온성 단량체, (viii) 가교된 이소부틸렌

-말레인산 공중합체; (ix) 2-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판설폰산과 아크릴산의 가교체; (x) 등이 있다.

흡수성 수지는 수성 액체에 대하여 높은 흡수성을 띤다. 그러나, 흡수성 수지는 자체의 높은 흡수성으로 인하여 공기 중의

수분 또한 흡수한다(수분 흡수). 따라서, 흡수성 수지의 입자는 상호 응집되어 흡수성 수지가 분말로서의 유동성을 상실하

는 블로킹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수분 흡수 차단 현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흡수성 수지의 제조시와 그러한

흡수성 수지를 이용하여 일회용 종이 기저귀와 같은 위생 재료의 제조시에, 저장 호퍼 또는 수송 라인에서 블로킹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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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거나, 흡수성 수지가 제조 장치에 부착되어, 블로킹되거나 또는 부착되는 흡수 수지는 처리성(treatability)이 훨씬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안정하게 제조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어서, 수분 흡수시에 발생하는 블로킹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무기 화합물을 흡수성 수지에 첨가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한 방법의 예로는 무기 분말을 대략 60 중량% 이하의 중합체 입자가 300㎛ 메쉬 사이즈의 시이브를 통과하는 흡수성

수지와 혼합하는 방법(특허출원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No. 523526/2002(특허공표 2002-523526)); 물을 다가 금

속염과 흡수성 수지의 혼합물에 첨가하여 수득한 수-불용성 흡수성 수지 조성물(특허출원의 일본국 심사 특허 공보 No.

4667/1992(특공평 4-4667)); 다가 금속 염을 함유하는 물을 흡수성 수지에 분무하는 제조 방법(특허출원의 일본국 심사

특허 공보 No. 40780/1993(특공평 5-40780)); 다가 금속염을 함유하는 물을 입자 크기가 5 내지 500 ㎛ 범위인 흡수성

수지의 표면에 가하고 흡수성 수지를 가열함으로써 개질된 흡수성 수지(일본국 미심사 특허 공보 No. 46241/1986(특개

소 61-46241); 무기 염이 용해되어 있는 물을 표면이 가교된 흡수성 수지에 첨가함으로써 개질된 흡수성 수지(일본국 미

심사 특허 공보 No. 124879/1997(특개평 9-124879); 다가 금속 화합물을 흡수성 수지에 첨가함으로써(여기에서 다가

금속은 흡수재의 표면 부근에 국소적으로 존재한다) 수득된 흡수제(일본국 미심사 특허 공보 No. 96151/2001(특개

2001-96151) 등이 있다.

또한, 무기 화합물을 흡수성 수지에 첨가하여 흡수성 수지 분말의 흡수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예로는 알루미늄 설페이트

와 같은 다가 금속염과 흡수성 수지를 건식 혼합한 다음, 수득된 혼합물을 결합제(물 등)와 접촉시켜 수분을 흡수한 겔이

탄성을 띠고 겔 블로킹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흡수성 수지를 제조하는 방법(특허출원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No. 523289/2001(특허공표 2001-523289)); 다가 금속염 함유 수용액을 170℃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열처리한 흡

수성 수지에 첨가함으로써 수득된 조성물(특허출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원 No. 523287/2001(특허공표 2001-

523287)); 압력하에서 특이적 흡수성을 띠고 겔 강도를 지닌 수-불용성 팽윤 하이드로겔을 삼차원성 또는 정전기성 스페

이서로 코팅함으로써 수득된 수-불용성 팽윤 하이드로겔(US 특허 No. 2002/0128618); 유기 표면 가교제 수용액과 양이

온 수용액에 의해 2차 가교된 흡수성 수지(특허출원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No. 538275/2002(특허공표 2002-

538275))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공지의 방법에 따르면, 수분 흡수 차단성을 충분히 개선할 수 없고, 흡수도 및 압력하 확산 흡수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또한, 흡수성 수지의 흡수 특성(예를 들면, 흡수도, 압력하 확산 흡수도 등)의 저하를 억제하면서 항-수분

-흡수-차단성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없다.

최근에는, 흡수성 수지를 이용한 생리대 등과 같은 위생 용품이 좀더 높은 성능과 더 얇은 사이즈를 가지고, 각각의 위생

용품에 사용되는 흡수성 수지의 양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또한 흡수성 수지의 중량%가 흡수성 수지와 친수성 섬유로 구성

된 전 흡수재에 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i)벌크 밀도가 낮은 소량의 친수성 섬유 및 (ii)우수한 흡수성과 높은 벌

크 밀도를 갖는 다량의 흡수성 수지를 사용함으로써, 흡수재에 함유된 흡수성 수지의 비율이 증가하여, 위생 용품을 수분

흡수량을 감소시킴이 없이 더 얇게 만든다.

소량의 친수성 섬유와 다량의 흡수성 수지를 포함하는 위생 재료는 단지 액체 저장 측면에서만 바람직할 뿐, 기저귀에서의

실제 사용시에 액체의 분포 및 확산의 견지에서 볼 때 문제를 야기한다.

즉, 다량의 흡수성 수지가 사용될 경우, 흡수성 수지는 수분 흡수시에 연화되고 점착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점은 겔 블로

킹 현상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기저귀의 액체 확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고 흡수재의 흡수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친수성 섬유와 흡수성 수지의 비를 제한시키며, 이에 따라 위생 재료를 더 얇게 만드는 데 한계가

따르게 된다.

기저귀에서 겔 블로킹을 방지하면서 기저귀의 액체 확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흡수성이 서로 상이한 두 유형

의 흡수성 수지가 사용되는 방법(일본국 미심사 특허 공보 No. 252307/2001(특개 2001-252307)); 양이온계 이온 교환

하이드로겔-형성 중합체와 음이온계 이온 교환 하이드로겔-형성 중합체를 함유하는 조성물이 사용되는 방법(WO 98/

37149 팜플렛); 표면에서의 가교 밀도가 높은 흡수성 수지가 사용되는 방법(일본국 미심사 특허 공보 No. 057010/1994

(특개평 6-057010) 등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의 경우에, 좀더 높은 흡수성 수지 밀도를 갖는 흡수재로서의

흡수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흡수성 수지를 금속 화합물로 처리하여 흡수성 수지 분말의 액체 확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익히 공지되어 있다. 그

러한 방법의 예로는 다음의 방법들이 포함된다: 황산 알루미늄 같은 다가 금속염을 흡수성 수지와 건식 블렌딩한 다음, 결

합제(물 등)와 접촉시켜 겔 블로킹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탄성을 지닌 흡수성 수지를 생성하는 방법(WO 98/48857 팜플

렛); 흡수성 수지를 수용성 유기 표면 가교제 및 수용성 양이온과 부차적으로 가교시키는 방법(특허공표 2002-53827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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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표 2002-539281); 고-흡수성 수지와 -M1-O-M2- 결합을 갖도록 두 유형의 금속(M1 및 M2)를 적어도 부분적으

로 함유하는 수화 산화물로 구성된 미세 분말을 포함하는 고-흡수성 수지 조성물(일본국 미심사 특허 공보 No. 147724/

1998(특개평 10-147724) 등이 있다.

다양한 공지 방법에 따라, (i) 겔 블로킹성 또는 (ii)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성질(블로킹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흡수성 수지는 발명되지 않았다.

또한, 겔 블로킹성과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이 우수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흡수성 수지의 입자 표

면을 이차적으로 균일하게 가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입자 표면이 이차적으로 균일하게 가교되지 않을 경우, 상호간에 이

차적으로 가교되지 않는 부분들이 뭉쳐서 막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생산 장치가 막히게 되어, 흡수성 수지

를 안정하게 생산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술한 통상의 문제점의 견지에서 고안되었으며, 본 발명의 목적은 (i) 고습 조건에서도 입자의 응집이 없고 흡

수도 및 압력하 흡수도 등의 흡수성이 우수하며 표면이 이차적으로 균일하게 가교되는 입자를 갖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

및 (ii)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습 조건에서의 입자의 응집을 억제하는 우수한 흡수성과 우수한 수분 흡수 차단성의 견지에서, 본 발명의 발명자는 흡수

성 수지를 진지하게 연구하였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서, 본 발명자들은 흡수성 수지에 (1) 특이성 가교 구조, (2) 특이적

입자 크기 분포, 및 (3) 금속 성분을 부여하고, 흡수성 수지를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이 5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

이 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상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즉, 본 발명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주성분이 산 그룹-함유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여 수득된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

수성 수지(A)이고, 상기 입상 흡수성 수지(A)는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에서 가교되며, 여기에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

은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고, 입자의 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500 ㎛미만,

300 ㎛ 이상이며,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고, 흡수성 조성물의 수용성

성분은 35 중량% 이하이며,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다가 금속 성분을 포함하며,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은 5.0 중량% 이

상, 100 중량% 미만이다.

또한, 본 발명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A)는 표면 부근이 폴리올을 함유하는 표면 가교제에 의해 추가

로 가교되는 입상 흡수성 수지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서, 수분 흡수 차단비 a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25℃에서 1시간 동안 90%의 상대

습도에 방치될 때 3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30분간 부하 없이 0.90 중량%의 생리 식염수를 흡수하는

원심분리 잔류 용량(CRC)이 25 g/g 이상이고,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60분간 1.9 kPa에서 0.90 중량%의 생리 식염수를

흡수하는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가 20 g/g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흡수재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 및 친수성 섬유를,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양(코어 농도)이 흡수성 수지 조성

물과 친수성 섬유의 총량에 대해 20 중량% 이상이 되도록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흡수 용품은 흡수재, 액체-투과성 표면 시트, 및 액체-불투과성 백 시트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은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을 입상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에서 가교되는, 산 그룹-함유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여 수득되는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에 가하는 단

계; 및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을 입상 흡수성 수지(A)와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

(A)는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고, 입자의 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500 ㎛ 미

만, 300 ㎛ 이상이며,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고, 입상 흡수성 수지(A)

의 수용성 성분은 35 중량% 이하이며,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양은 입상 흡수성 수

등록특허 10-0709911

- 7 -



지(A)에 대해 0.001 내지 10 중량%이며, 용액 중의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농도는 용액 중의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

(B)의 포화 농도에 대해 0.40 이상이며,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온도는 50℃ 이상, 100℃ 미만이며, 및/또는 수성 다가 금

속 화합물(B)의 용액의 온도는 30℃ 이상, 100℃ 미만이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방법을 (i) 고습 조건에서 입자의 응집을 덜 일으키게 하는 우수한 수분 흡수 차단성 및 (ii) 동시에 우

수한 액체 투과/액체 확산성을 실현하고자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진지하게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발명자들은 주성분

이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을 중합시켜 수득한 가교 구조를 갖는 중합체인 입상 흡수성 수지, 특정량의 다가 금속 화합물

의 수용액 및 유기 표면 가교제를 혼합하는 단계; 및 혼합 단계에서 수득된 혼합물을 150 내지 300℃에서 가열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의 표면 부근을 가교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상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여

기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는 특이적 입자 크기 분포를 가지고,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수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

도는 1.80 중량% 이상이다. 예기치 않게도, 본 발명의 발명자는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가 높은 표면 처리제를 사용하여 처

리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기지의 농도를 갖는 표면 처리제로 표면을 처리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것보다 훨씬 높은 식

염수 유동 전도성(SFC: 압력하에서 액체 투과율의 지표)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흡수성 수지에서 우수한 수분 흡수 차단성과 우수한 액체 투과/액체 확산성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하여, 입자 표면을

2차적으로 균일하게 가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구체가 우수한 유동

성(가습 차단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의 전구체는 입상 흡수성 수지, 다가 금속 화합물의 수용액과

유기 표면 가교제의 혼합물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가습화는 다가 금속 화합물과 유기 표면 가교제의 수용

액을 입상 흡수성 수지와 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식염수는 염화 나트륨을 물에 용해시켜 수득한 수용액

이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은 산 그룹-함유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여 수득한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및 유기 표면 가교제(C)를 혼합하는 단계; 및 혼합 단계에서 수득

된 혼합물을 150 내지 300℃에서 가열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을 가교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입

상 흡수성 수지(A)는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며,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입

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고,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양은

입상 흡수성 수지(A)에 대해 0.001 내지 10 중량%이며,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

도는 적어도 1.80 중량%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은 산 라디칼-함유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하여 수득한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및 유기 표면 가교제(C)를 150 내지 300℃에서 혼합하여 얻어진

전구체(D)를 가열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을 가교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A)는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고,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며,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양은 입상 흡수성 수지(A)에 대해

0.001 내지 10 중량%이며, 전구체(D)의 가습 차단비(중량%)는 80 중량% 이하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주성분은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을 중합하여 수득된 가교 구조를 갖는 중합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는 적어도 1.8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 및/또는 유기 표면 가교제의 용액을

30℃ 이상에서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유기 표면 가교제는 다가 알코올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다가 금속 성분은 이가 이상의 다

가의 전형적인 금속 및 4족 내지 12족의 전이 금속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다가 금속 성분은 알루미늄인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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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본질과 이점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첨부 도면과 함께 하기 상세한 설명을 참조한다.

실시예

하기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 본 발명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흡수성

수지 및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특성은 하기의 방법에 따라 측정되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조건이 기술되지 않

을 경우, 이는 모든 작업이 실온(23±2℃) 및 50 RH%의 습도에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A)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은 0.90 중량%의 식염수가 어떠한 압력도 없이 30분간 흡수되는 흡수도를 나타낸다.

0.200 g의 흡수성 수지(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를 부직포(Nangoku Pulp Kogyo Co., Ltd. 제조의 Heatron Paper:

GSP-22 모델)로 만든 백(60 mm x 60 mm)에 균일하게 포함시켰다. 이어서, 백을 가열밀봉 하였다. 이후, 백을 온도를 실

온으로 조절한 대 과량(일반적으로 약 500 m)의 0.90 중량% 염화 나트륨 용액(생리식염수)에 액침시킨 다음 30분 후에

꺼냈다. 원심분리 분리기(KOKUSAN Corporation 제조의 원심분리기: H-122 모델)를 사용하여, 백을 edana

ABSORBENCY II 441,1-99에 기재된 원심분리력(250G)에서 3분간 배수시키고, 백의 중량 W2(g)를 측정하였다. 또한,

동일 작업을 흡수성 수지의 사용 없이 수행하고, 중량 W1(g)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중량 W1 및 W2로부터, 원심분리 잔

류 용적(CRC)(g/g)를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원심분리 잔류 용적(g/g) = ((중량 W2(g) - 중량 W1(g))/ 흡수성 수지의 중량 (g)) - 1

(B)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일본국 미심사 특허 공보 No. 57311/1996(특개평 8-57311)에 기재되어 있는 측정 장치와 측정 절차를 채용하여, 흡수성

수지(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확산 흡수도를 하기와 같이 측정하였다. 60분간 1.9 kPa(0.3 psi)의 압력하에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의해 흡수된 생리식염수의 중량 W3(g)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흡수 개시 후 60에 걸친 확산 흡수도(g/g)를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압력하 확산 흡수도(g/g) = 중량 W3(g)/흡수성 조성물의 중량(g)

(C) 압력 대항 흡수도(AAP)

압력 대항 흡수도(AAP)는 0.90 중량%의 식염수가 4.83 kPa에서 60분간 흡수되는 흡수도를 나타낸다.

도 1에 도시된 장치를 사용하여, 압력 대항 흡수도(AAP)를 측정하였다. 60 mm 내경을 갖는 플라스틱 지지 실린더(100)

의 바닥에, 스테인레스강 400 메시의 금속 거즈(101)(메시 사이즈 38 ㎛)를 융착시켰다. 이어서, 실온(20 내지 25℃) 및

50%RH 상대 습도의 조건하에서, 0.900 g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메시 상에 균일하게 분산시켰다. 후속하여, 피스톤

(103)과 로드(load)(104)를 이 순서로 흡수성 수지 조성물 상에 배치하였다. 피스톤(103)과 로드(104)의 외경은 지지 실

린더(100)의 내경인 60 mm보다 약간 더 작으며, 이에 따라 피스톤과 지지 실린더 사이에는 갭이 없으며, 피스톤(103)과

로드(104)의 상하 운동은 방해되지 않게 된다. 피스톤(103)과 로드(104)는 4.83 kPa(0.7 psi) 로드를 흡수성 수지 조성물

상에 균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어서, 이러한 측정 세트의 중량 Wa(g)를 측정하였다.

직경이 150 mm인 페트리 디시(105) 내측에, 직경이 90 mm인 글래스 필터(106)(Sougo Rikagaku Glass Seisakusho

Co., Ltd. 제품; 세공 직경: 100 내지 120㎛)를 배치하였다. 이후에, 온도를 20 내지 25℃로 조정한 0.90 중량%의 염화 나

트륨 용액(108)을 글래스 필터(106)의 상부면의 액위에 도달할 때까지 가하였다. 이어서, 직경이 90 mm인 필터 페이퍼

(Advantec Toyo Kaisha, Ltd. 제품; 제품명: JIS P3801, No. 2; 두께: 0.26 mm; 체류 입자의 직경: 5 ㎛) 피이스를 그 위

에 배치하여, 필터 페이퍼(170)의 전면을 습윤시켰다. 과량의 0.90 중량% 식염수(108)를 제거하였다.

측정 장치 세트를 습윤 필터 페이퍼(107) 상에 배치하였다. 이어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4.83 kPa(0.7 psi) 로드 하에 1

시간 동안 0.90 중량% 식염수(108)를 흡수하도록 하였다. 이때,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0.90 중량% 식염수(108)를 흡수하

여 팽윤 겔(102)이 되었다. 1시간(60분) 후, 0.90 중량% 식염수(108)를 흡수한 측정 장치 세트를 들어올리고, 이의 중량

Wb(g)를 측정하였다. 중량 Wa 및 Wb로부터, 압력 대항 흡수도 AAP(g/g)를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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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대항 흡수도 AAP = (Wb(g) - Wa(g))/흡수성 수지 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중량(0.900)g

(D)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

식염수 유동 전도성의 계산은 특허 출원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No. 509591/1997(특허공표평 9-509591)에 기재

되어 있는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 시험에 따라 수행하였다.

도 1에 도시된 장치를 사용하여, 용기(40)에 균일하게 담긴 흡수성 수지 조성물(0.900 g)을 0.3 psi(2.07 kPa)의 압력하에

60분간(식염수 유동 전도성(SFC) 잔류율 측정시 120분간) 합성뇨(1)에서 팽윤시키고, 겔(44)의 겔 층 높이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0.69 중량% 염화나트륨 용액(33)을 탱크(31)로부터 유동하여 팽윤된 겔 층을 일정한 정수압으로 통과하도록 하였

다. 컴퓨터와 천칭을 사용하여, 겔 층을 통과하는 액량을 20초 간격으로 시간의 함수로서 10분간 기록하였다. 팽윤 겔(44)

을 (주로 이의 입자들 사이로) 통과하는 용액의 유량 Fs(t)를 증가하는 중량(g)을 증가하는 시간(s)으로 나눔으로써 g/s로

측정하였다. 일정한 정수압 및 안정한 유량이 수득된 시간을 "ts"로 하고, "ts"와 10분 간격 사이에 수득된 데이터만을 사용

하여 유량을 계산하였고, "ts"와 10분 간격 사이에 계산된 유량을 이용하여 Fs(t = 0)의 값, 즉 겔 층을 통과하는 용액의 제

1 유량을 계산하였다. Fs(t = 0)은 Fs(t)와 t간의 관계의 함수 지표를 개산하여 수득한 결과로부터 t = 0를 외삽함으로써

계산하였다.

식염수 유동 전도성

= (Fs (t = 0) x Lo/(ρ x A x ΔP)

= (Fs (t = 0) x Lo)/139506

상기식에서,

Fs (t = 0): "g/s"로 표시되는 유량

Lo: "cm"로 표시되는 겔 층의 높이

ρ: NaCl 용액의 밀도(1.003 g/cm3)

A: 셀(41)의 겔 층의 상부측의 면적(28.27 cm2)

ΔP: 겔 층에 가해지는 정수압(4920 dyne/cm2). 또한,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의 단위는 (10-7 x cm3 x s x g-1)이다.

도 2에 도시된 장치에서, 유리관(32)을 탱크(31)에 삽입하고, 0.69 중량% 염화 나트륨 용액(33)이 셀(41)내 팽윤 겔(44)의

바닥보다 5 cm 더 높게 위치되도록 유리관(32)의 하단을 배치하였다. 탱크(31)에 들어있는 0.69 중량% 염화 나트륨 용액

(33)을 코크가 달린 L자형 튜브를 통해 셀(41)에 공급하였다. 겔 층을 통과한 액체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 용기(48)를 셀

(41)의 아래에 배치하고, 수집 용기(48)를 이븐 밸런스(even balance)(49) 상에 배치하였다. 셀(41)의 내경은 6 cm이고,

400호 스테인레스강 거즈(38 ㎛ 메시)(42)를 셀(41)의 하부 바닥에 배치하였다. 액체를 통과시키는 홀(47)을 피스톤(46)

의 하부에 제공하고, 투과성이 높은 글래스 필터(45)를 이의 바닥에 제공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 또는 팽윤 겔이 홀(47)

중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셀(41)을 셀용 테이블 상에 배치하고, 셀과 접촉하고 있는 테이블 표면을 액체의 통과를

막지 않는 스테인레스 금속 거즈(43) 상에 위치시켰다.

0.25 g의 염화 칼슘 이수화물, 2.0 g의 염화 칼륨, 0.50 g의 염화 마그네슘 6 수화물, 2.0 g의 황산 나트륨, 0.85 g의 인산

이수소 암모늄, 0.15 g의 인산 이수소 암모늄, 및 994.25 g의 순수한 물을 혼합하여 합성뇨(1)를 제조하였다.

(E)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 B.R.로 지칭)

2 g의 흡수성 수지(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를 내경이 50 mm이고 높이가 10 mm인 소정의 컵의 바닥에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온도를 25℃로 조정하고 상대 습도를 90%로 조정한 항온항습 장치(PLATINOUS LUCIFFER PL-2G, TABAI

ESPEC CORPORATION 제품)에 신속히 넣었다. 이어서, 흡수성 수지 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항온항습 장치에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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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방치하였다. 이후에, 수분을 흡수한 흡수성 수지를 JIS 표준 시이브(직경 7.5 cm, 메시 사이즈 2000 ㎛)에 옮긴 다음,

시이브 쉐이커(IIDA SIEVE SHAKER, TYPE: ES-65, SER. No. 0501)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체질하였다. 이어서, 시이브

상에 잔류한 흡수성 수지의 중량 W4(g) 및 시이브를 통과한 흡수성 수지의 중량 W5(g)를 측정하였다. 항온항습 장치로부

터 흡수성 수지를 픽업한 후 중량 W4(g) 및 중량 W5(g) 측정을 마치는 데 10분이 안 걸렸다.

이어서,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를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수분 흡수 차단비가 낮아질수록, 흡수성 수지는 수분

흡수 차단성이 우수하다.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 = 중량 W4(g)/(중량 W4(g) + 중량 W5(g)) x 100

본 실시형태에서,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는 하기의 두 조건하에서 소정의 컵과 시이브 쉐이커의 체질 시간을 세팅함으

로써 계산하였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a) 바닥 직경이 52 mm이고 높이가 22 mm인 알루미늄 컵(Foil Container, Product No. 107, TOYO ECKO Inc. 제품) 을

소정의 컵으로 사용하고 흡수성 수지를 8초 동안 시이브 쉐이커로 체질하여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를 측정하였다. 이하

에서, 상기 조건하에서 계산된 수분 흡수 차단비는 수분 흡수 차단비 a(B.R.a)로 지칭한다.

(b) 바닥 직경이 50 mm이고 높이가 10 mm인 폴리프로필렌 컵을 소정의 컵으로 사용하고 흡수성 수지를 5분간 시이브 쉐

이커로 체질하여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를 측정하였다. 이하에서, 상기 조건하에서 계산된 수분 흡수 차단비는 수분 흡

수 차단비 b(B.R.b)로 지칭한다.

(F) 중량 평균 입자 직경(D50) 및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

흡수성 수지 또는 수분 흡수재는 각각 850 ㎛, 710 ㎛, 600 ㎛, 500 ㎛, 425 ㎛, 300 ㎛, 212 ㎛, 150 ㎛, 45 ㎛ 등의 메시

사이즈를 갖는 JIS 표준 시이브를 사용하여 체질하였고, 잔류 %R을 로그 확률 페이퍼 상에 작도하였다. 이어서, R = 50 중

량%에 상응하는 입자 직경을 중량 평균 입자 직경(D50)으로서 판독하였다. 또한, X1은 R = 84.1%인 경우의 입자 직경이

고 X2는 R = 15.9인 경우의 입자 직경이라고 가정하면, 로그 표준 편차(σζ)는 하기 공식으로 표시된다. σζ 값이 작을수록,

입자 크기 분포는 더 협소해진다.

σζ = 0.5 x ln (X2/X1)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를 측정함에 있어서의 분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10.0 g의 흡수성 수지 입자 또

는 수분 흡수재를 각각 850 ㎛, 710 ㎛, 600 ㎛, 500 ㎛, 425 ㎛, 300 ㎛, 212 ㎛, 150 ㎛ 및 106 ㎛의 메시 사이즈를 갖는

JIS 표준 시이브(THE IIDA TESTING SIEVE: 직경 8cm) 상에 확산시킨 다음, 시이브 쉐이커(IIDA SIEVE SHAKER,

TYPE: ES-65, SER. No. 0501)를 사용하여 5분간 분급하였다.

(G) 다가 금속 성분 추출률(중량%)

흡수성 수지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양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1.0 g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측정하여 260 ml 폴리프로필렌 비이커에 넣고, 190.0 g의 생리식염수(0.9 중량% NaCl 수

용액)와 10.0 g의 2N 염산을 가하고, 이렇게 하여 수득되는 혼합물을 실온에서 30분간 교반하였다. 교반 후, 이의 상등액

을 크로마토디스크(GL Chromatodisc 25A, GL Science Inc. 제품)를 사용하여 여과한 다음, 플라즈마 방출 분광화학

(ULTIMA 사용, HORIBA, Ltd. 제품)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다가 금속 성분 농도를 계산하였다. 분석 곡선은 기지량의 다

가 금속 성분을 함유하는 생리식염수에 따라 만들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산된 다가 금속 성분 농도에 기초하여, 흡수

성 수지 조성물 중의 다가 금속 성분 농도는 하기 공식으로 표시된다.

흡수성 수지 조성물 중의 다가 금속 성분 농도(중량%) = (용액 중의 다가 금속 성분 농도(중량%) ) x 200

다가 금속 성분 추출률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1.0 중량% 8-퀴놀리놀(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제품)의 메탄올 용액 95 g을 5 g의 순수한 물과 혼합하여

용액 A를 제조하고, 95 g의 메탄올을 5 g의 순수한 물과 혼합하여 용액 B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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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35 mm인 테플론(등록 상표) 로터를 260 ml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넣고, 여기에 5 g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과 25 g

의 용액 A를 칭량하여 넣었다. 용기를 기밀 밀폐한 다음, 내용물을 마그네틱 교반기를 사용하여 20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

반하였다. 폴리프로필렌 시린지를 사용하여 5 ml의 상등액을 취한 다음, 크로마토디스크(GL chromatodisc 25A, GL

Science Inc. 제품)를 시린지 상에 구비하고, 여액을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넣었다. 여액의 일부를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1

cm 셀(일회용 큐벳, AS ONE CORPORATION로부터 구입: 제품 번호 2-478-03, 모델 번호 1939)에 옮긴 다음, 다가 금

속 성분과 8-퀴놀리놀로 구성되는 복합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흡광도를 분광광도계(Hitachi

spectrophotometer U-110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다가 금속 성분이 알루미늄인 경우, 특정 파장은 380

nm였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 파장은 다가 금속 성분이 알루미늄이라는 가정하에 설명한다. 여액이

280 nm 파장의 빛을 흡수한 흡광도가 분광광도계의 측정 한계를 초과한 경우, 여액을 용액 B로 희석하여 흡광도가 분광광

도계의 측정 가능 범위 내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어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100 중량%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시의 흡광도로서, 100 중량%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시와 동일한 양의 다가 금속

성분이 존재하도록 다가 금속 성분을 용액 A에 용해시킴으로써 수득된 용액에 의해 380 nm 파장의 빛이 흡수된 흡광도에

대해서도 측정을 수행하였다(흡수성 수지 조성물 중의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는 전술한 방법으로 별도로 측정하였다).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을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중량%) = ((380 nm 파장의 빛에 대한 여액의 흡광도) - (380 nm 파장의 빛에 대한 용액 A의 흡

광도)/(100 중량%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시 380 nm 파장의 빛에 대한 흡광도) x 100

(H) 가습 차단비(중량%)

본 실시형태에서, 하기 측정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습 차단비는 전구체(D)의 가습 차단성의 지표로서 간주된다.

혼합 개시 5분 후, 입상 흡수성 수지(A),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수용액, 및/또는 유기 표면 가교제(C)의 혼합물로 구성된

전구체(D) 10 g을 JIS 표준 시이브(직경 7.5 cm, 메시 사이즈 1000 ㎛) 상에 옮기고, 시이브 쉐이커(IIDA SIEVE

SHAKER, TYPE: ES-65, SER. No. 0501)를 사용하여 10초간 체질한 다음, 시이브 상에 잔류하는 흡수성 수지의 중량

W6(g) 및 시이브를 통과하는 흡수성 수지의 중량 W7(g)을 측정하였다. 가습 차단비(중량%)는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

다. 가습 차단비가 낮아짐에 따라, 전구체(D)는 가습 차단성이 우수하다.

가습 차단비(중량%) = 중량 W6(g)/(중량 W6(g) + 중량 W7(g)) x 100

(I) 수용성 성분의 양(가용성 성분)

184.3 g의 0.9 중량% 식염수를 칭량하여 커버가 달린 250 ml 들이 플라스틱재 용기에 부어 넣었다. 식염수에 1.00 g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가하고, 식염수를 교반기를 회전시켜 16시간 동안 교반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가용성 성분이

추출되는 수용성 성분 추출 용액을 제조하였다. 수용성 성분 추출 용액을 필터 페이퍼 피스(Advantec Toyo Kaisha, Ltd.

제품; 제품명: JIS P3801, No. 2; 두께: 0.26 mm; 잔류 입자의 직경: 5 ㎛)를 통해 여과하여, 여액을 수득하였다. 50.0 g의

여액을 측정하고, 측정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하기에 측정 용액을 사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가용성 성분의 양을 측

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첨가한 0.9 중량%의 식염수를 이의 pH가 10에 도달할 때까지 0.1N NaOH 용액을 사용하여

적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염수의 pH가 10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0.1N NaOH 용액의 적정량([bNaOH]

ml)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식염수의 pH가 2.7에 도달할 때까지 0.1N HCl 용액을 적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식염수의 pH

가 2.7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0.1N HCl 용액의 적정량([bHCl]ml)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적정 과정을 측정 용액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측정 용액의 pH가 10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0.1N

NaOH 용액의 적정량([NaOH]ml)이 측정되고, 측정 용액의 pH가 2.7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0.1N HCl 용액의

적정량([HCl]ml)이 수득되었다.

예를 들면,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기지량의 아크릴산 및 이의 염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단량체의 평균 분자량

및 상기 작업에 의해 수득된 적정량 ([bNaOH]ml, [bHCl]ml, [NaOH]ml, 및 [HCl]ml)으로부터, 하기 공식에 따라 흡수

성 수지 조성물 중의 가용성 성분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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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성분의 양(중량%) = 0.1 x (평균 분자량) x 184.3 x 100 x [HCl]ml) - [NaOH]ml)/1000/1.0/50.0

또한, 하기 공식에 따라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중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중화비(몰%) = (1-([NaOH]ml) - [bNaOH]ml)/([HCl]ml - [bHCl]ml)) x 100

양을 알고 있지 않은 성분으로 구성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경우에, 상기 중화율을 이용하여 단량체의 평균 분자량을 계

산할 수 있다.

(J) 흡수율(와류)

온도를 30℃로 조정한 청색 생리식염수 및 백색 교반기(테플론 (상품명), FLON INDUSTRY CO., LTD. 간행 Union

Catalogue 2000년 판에 언급, 테플론(상품명) 교반기 SA 타입, 제품 번호 SA-40, 전장 40 mm, 직경 8 mm)를 100 ml 들

이 비이커(TOP beaker CAT. No. 501, based on JIS R-3503, Sogo Rikagaku Glass Industry Co., Ltd. 간행

GENERAL CATALOGUE A-7000에 언급, 외주 x 높이 = 55(mm) x 70(mm))에 먼저 넣고, 생리식염수를 마그네틱 교반

장치에 의해 600 rpm의 속도로 교반하였다. 2.0 g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생리식염수에 가하고, 시험 용액의 겔화를 진

행한 다음, 와류를 줄여, 시험 용액이 교반기를 둘러싸게 하였다.

이어서, 흡수성 수지를 시험 용액에 첨가한 후 교반기가 시험 용액에 의해 둘러싸일 때까지의 시간(초)을 측정하고, 시간

(초)을 흡수율로 간주하였다. 본 실시형태에서, 교반기가 시험 용액에 의해 둘러싸일 때까지의 시간(초)은 눈에 보였던 회

전하는 교반기가 거의 사라진 현저한 와류에 의해 은폐될 때까지의 기간이었다.

청색 생리식염수는 하기 성분으로 구성된다: 991 질량부의 탈이온수, 9 질량부의 염화 나트륨, 및 0.02 질량부의 식품 첨

가제·식용 브릴리언트 블루(식품 첨가제·식용 브릴리언트 블루: 벤질-에틸-[4' 4″-벤질 에틸 아미노)-디페닐 메틸렌)-

2′,5-사이클로헥사디에닐리덴]-암모늄-2″′,3,3′″-이나트륨 트리설폰산; 브릴리언트 블루 FCF; CI No. 42090; CI Food

blue 2)

참고예 1

4.0 g의 폴리에틸렌글리콜디아크릴레이트(에틸렌 옥사이드의 평균 첨가 분자수: 8)를 75 몰% 중화비를 갖는 5500 g의

나트륨 아크릴레이트 용액(단량체 농도: 38 질량%)에 용해시켜 반응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반응 용액을 30분간 질

소 가스 분위기에서 탈기시킨 다음, 2-시그마 블레이드 및 재킷을 장착한 10 L 들이 스테인레스강 더블-아암 혼련기 상에

뚜껑을 배치하여 준비한 반응기에 공급하였다. 반응 용액의 온도를 30℃로 유지하면서 반응기 내부를 질소 가스로 대체하

였다. 후속하여, 2.8 g의 과황산 나트륨 및 0.01 g의 L-아스코빈산을 반응 용액에 첨가하면서, 반응 용액을 교반하였다.

대략 1분 후에, 중합을 개시하였다. 중합하는 동안, 반응 용액을 30 내지 90℃에서 유지시켰다. 중합 개시 60분 뒤, 함수

겔화 중합체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득된 함수 겔화 중합체를 직경이 대략 5 mm가 되도록 단편화하였다. 단편화된

함수 겔화 중합체를 5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300 ㎛) 상에 확산시키고, 150℃에서 90분간 열풍 건조시켰다.

수득된 건조 중합체를 진동 밀을 이용하여 분쇄하고, 2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850 ㎛)를 사용하여 분급한 다음

블렌딩 하였다. 이에 따라, 분쇄된 부정형의 흡수성 수지 분말 (a)가 수득되었다. 100 부의 수득된 흡수성 수지 분말 (a)에,

0.5 중량부의 프로필렌글리콜, 0.03 중량부의 에틸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0.3 중량부의 1,4-부탄디올 및 3 중량부

의 물을 포함하는 표면 가교 용매를 혼합하였다. 이어서, 혼합물을 200℃에서 55분간 열처리하여 흡수성 수지(1)를 수득

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1)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1)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참고예 2

4.0 g의 폴리에틸렌글리콜디아크릴레이트(에틸렌 옥사이드의 평균 첨가 분자수: 8)를 75 몰% 중화비를 갖는 5500 g의

나트륨 아크릴레이트 용액(단량체 농도: 38 질량%)에 용해시켜 반응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반응 용액을 30분간 질

소 가스 분위기에서 탈기시킨 다음, 2-시그마 블레이드 및 재킷을 장착한 10 L 들이 스테인레스강 더블-아암 혼련기 상에

뚜껑을 배치하여 준비한 반응기에 공급하였다. 반응 용액의 온도를 30℃로 유지하면서 반응기 내부를 질소 가스로 대체하

였다. 후속하여, 2.8 g의 과황산 나트륨 및 0.01 g의 L-아스코빈산을 반응 용액에 첨가하면서, 반응 용액을 교반하였다.

대략 1분 후에, 중합을 개시하였다. 중합하는 동안, 반응 용액을 30 내지 90℃에서 유지시켰다. 중합 개시 60분 뒤, 함수

겔화 중합체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득된 함수 겔화 중합체를 직경이 대략 5 mm가 되도록 단편화하였다. 단편화된

함수 겔화 중합체를 5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300 ㎛) 상에 확산시키고, 150℃에서 90분간 열풍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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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된 건조 중합체를 진동 밀을 이용하여 분쇄하고, 2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850 ㎛)를 사용하여 분급한 다음

블렌딩 하였다. 이에 따라, 분쇄된 부정형의 흡수성 수지 분말 (b)가 수득되었다. 100 부의 수득된 흡수성 수지 분말 (b)에,

0.5 중량부의 프로필렌글리콜, 0.03 중량부의 에틸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0.3 중량부의 1,4-부탄디올 및 3 중량부

의 물을 포함하는 표면 가교 용매를 혼합하였다. 이어서, 혼합물을 200℃에서 55분간 열처리하여 흡수성 수지(2)를 수득

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2)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2)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참고예 3

참고예 1과 달리, 건조 중합체를 진동 밀 대신 핀 밀을 사용하여 분쇄한 다음, 2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850 ㎛)

를 사용하여 분급하고 블렌딩하였다. 따라서, 분쇄된 부정형의 흡수성 수지 분말(C)이 수득되었다. 이렇게 수득된 흡수성

수지 분말(C)을 참고예 1에서와 동일한 처리에 투입하여, 흡수성 수지(3)를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3)의 입자 크

기 분포를 나타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3)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참고예 4

본 참고예에서는, 11.8 g의 폴리에틸렌글리콜디아크릴레이트(에틸렌 옥사이드의 평균 첨가 분자수: 8)를 75 몰% 중화비

를 갖는 5500 g의 나트륨 아크릴레이트 용액(단량체 농도: 38 질량%)에 용해시켜 반응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반응

용액을 30분간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 탈기시킨 다음, 2-시그마 블레이드 및 재킷을 장착한 10 L 들이 스테인레스강 더블-

아암 혼련기 상에 뚜껑을 배치하여 준비한 반응기에 공급하였다. 반응 용액의 온도를 30℃로 유지하면서 반응기 내부를 질

소 가스로 대체하였다. 후속하여, 2.8 g의 과황산 나트륨 및 0.01 g의 L-아스코빈산을 반응 용액에 첨가하면서, 반응 용액

을 교반하였다. 대략 1분 후에, 중합을 개시하였다. 중합하는 동안, 반응 용액을 30 내지 90℃에서 유지시켰다. 중합 개시

60분 뒤, 함수 겔화 중합체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득된 함수 겔화 중합체를 직경이 대략 5 mm가 되도록 단편화하

였다. 단편화된 함수 겔화 중합체를 5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300 ㎛) 상에 확산시키고, 150℃에서 90분간 열

풍 건조시켰다. 수득된 건조 중합체를 진동 밀을 이용하여 분쇄하고, 3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600 ㎛)를 사용

하여 분급한 다음 블렌딩 하였다. 이에 따라, 분쇄된 부정형의 흡수성 수지 분말 (D)가 수득되었다. 100 부의 수득된 흡수

성 수지 분말 (D)에, 0.5 중량부의 프로필렌글리콜, 0.03 중량부의 에틸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0.3 중량부의 1,4-부

탄디올 및 3 중량부의 물을 포함하는 표면 가교 용매를 혼합하였다. 이어서, 혼합물을 200℃에서 55분간 열처리하여 흡수

성 수지(4)를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4)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4)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참고예 5

참고예 1과 달리, 건조 중합체를 진동 밀 대신 롤 밀을 사용하여 분쇄한 다음, 2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850 ㎛)

를 사용하여 분급하고 블렌딩하였다. 따라서, 분쇄된 부정형의 흡수성 수지 분말(E)이 수득되었다. 이렇게 수득된 흡수성

수지 분말(E)을 참고예 1에서와 동일한 처리에 투입하여, 흡수성 수지(5)를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5)의 입자 크

기 분포를 나타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5)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1

5.4 중량부의 51.2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참고예 1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1)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

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2

6.7 중량부의 40.9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참고예 1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1)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2)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2)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

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2)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3

9.0 중량부의 30.8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참고예 1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1)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

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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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5.4 중량부의 51.2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분말 온도가 60℃인 참고예 4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4)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8)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8)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8)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교예 1

18.0 중량부의 15.3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참고예 1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

성 수지(1)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교예 2

2 중량부의 분말 형태의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참고예 1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1)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5)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5)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

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5)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교예 3

0.5 중량부의 프로필렌글리콜, 0.03 중량부의 에틸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0.3 중량부의 1,4-부탄디올, 및 3 중량부

의 물로 구성된 표면 가교 용매를 참고예 1의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a)와 혼합한 다음, 9.0 중량부의 30.8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가하여 함께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200℃에서 55분간 열처

리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6)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6)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내고, 표 2에는 흡수

성 수지 조성물(6)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교예 4

6.7 중량부의 40.9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참고예 2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2)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

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교예 5

5.4 중량부의 51.2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참고예 3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3)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

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교예 6

6.7 중량부의 40.9 질량%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을 참고예 5에서 수득된 100 중량부의 흡수성

수지(5)에 가하고 혼합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을 수득하였다. 표 1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

내고, 표 2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1A]

 참고예 1 참고예 2 참고예 3 참고예 4 참고예 5

850 ㎛ 이상 0.0 0.0 0.0 0.0 0.5

850 ㎛ 미만, 710 ㎛이상 0.9 0.8 0.0 0.0 6.6

710 ㎛ 미만,

600 ㎛ 이상
6.5 5.5 0.1 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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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미만,

500 ㎛ 이상
20.9 19.4 3.6 2.7 33.3

500 ㎛ 미만,

425 ㎛이상
15.2 16.2 9.2 19.1 26.2

425 ㎛ 미만,

300 ㎛ 이상
28.5 26.5 23.3 36.2 10.5

300 ㎛ 미만,

212 ㎛ 이상
14.9 12.9 38.2 26.6 6.3

212 ㎛ 미만,

150 ㎛ 이상
8.1 8.7 20.8 12.6 1.5

150 ㎛ 미만,

106 ㎛ 이상
4.0 8.0 4.0 2.6 0.1

106 ㎛ 미만,

45 ㎛ 이상
1.0 2.0 0.8 0.1 0.0

45㎛ 미만 1.0 2.0 0.0 0.0 0.0

로그 표준 편차(σζ) 0.43 0.51 0.38 0.36 0.23

D50 (㎛) 394.00 383.00 266.00 322.00 514.00

[표 1B]

 Example 1 Example 2 Example 3 Example 4

850㎛ 이상 0.0 0.0 0.0 0.0

850 ㎛ 미만, 710 ㎛이상 0.9 0.9 0.9 0.0

710 ㎛ 미만,

600 ㎛ 이상
8.0 7.0 7.0 0.3

600 ㎛ 미만,

500 ㎛ 이상
26.8 25.9 26.0 3.0

500 ㎛ 미만,

425 ㎛ 이상
19.3 19.2 18.7 20.3

425 ㎛ 미만,

300 ㎛ 이상
26.6 26.5 26.0 35.7

300 ㎛ 미만,

212 ㎛ 이상
12.7 12.6 13.0 26.9

212 ㎛ 미만,

150 ㎛ 이상
5.0 5.8 5.8 11.8

150 ㎛ 미만,

106 ㎛ 이상
0.5 1.7 2.0 1.9

106 ㎛ 미만,

45 ㎛ 이상
0.2 0.4 0.6 0.1

45 ㎛ 미만 0.2 0.4 0.6 0.0

로그 표준 편차(σζ) 0.34 0.36 0.37 0.35

D50 (㎛) 443 436 434 327

[표 1C]

 비교예 1 비교예 2 비교예 3 비교예 4 비교예 5 비교예 6

850 ㎛ 이상 0.0 0.0 0.0 0.0 0.0 1.2

850 ㎛ 미만,

710 ㎛ 이상
1.2 1.1 1.1 1.1 0.0 8.9

등록특허 10-0709911

- 16 -



710 ㎛ 미만,

600 ㎛ 이상
11.3 7.2 10.8 7.5 0.5 19.9

600 ㎛ 미만,

500 ㎛ 이상
23.6 21.0 24.4 22.1 4.8 31.8

500 ㎛ 미만,

425 ㎛ 이상
17.1 15.4 16.3 19.8 13.9 24.2

425 ㎛ 미만,

300 ㎛ 이상
26.8 28.2 26.6 23.4 26.1 8.1

300 ㎛ 미만,

212 ㎛ 이상
14.3 14.3 14.1 10.9 33.5 5.0

212 ㎛ 미만,

150 ㎛ 이상
2.4 7.9 2.9 7.5 17.1 0.8

150 ㎛ 미만,

106 ㎛ 이상
2.8 4.0 2.8 6.5 3.8 0.1

106 ㎛ 미만,

45 ㎛ 이상
0.5 0.9 1.0 1.2 0.3 0.0

45 ㎛ 미만 0.5 0.9 1.0 1.2 0.0 0.0

로그 표준 편차 (σζ) 0.37 0.43 0.37 0.47 0.4 0.21

D50 (㎛) 437 399 436 427 287 534

[표 2]

 A B C D E F G H I J K L

참고예 1 - - - 34.0 32.0 100 - 23.3 71.0  0.43 394.0

참고예 2 - - - 34.2 32.3 100 - 23 69  0.51 383

참고예 3 - - - 34.4 32.3 100 - 22.1 45.0  0.38 266.0

참고예 4 - - - 27.5 24.3 90 - 8.6 60.0 75.0 0.36 322.0

참고예 5 - - - 34.4 32.1 100 - 24.3 121  0.23 514

실시예 1 51.2 1.0 0.24 32.8 30.3 0 14.6 24.2 57  0.34 443

실시예 2 40.9 0.8 0.24 32.2 28.8 0 10.5 24.9 53  0.36 436

실시예 3 30.8 0.6 0.24 31.3 28.1 0 7.6 22 51  0.37 434

실시예 4 51.2 1 0.24 27.3 24.0 0 14.8 8.2 40 120.0 0.35 327

비교예 1 15.3 0.3 0.24 28.2 27.0 35 4.6 23.2 53  0.37 437

비교예 2 - - 0.17 33.2 28.1 90 100 24.5 56  0.43 399

비교예 3 30.8 0.6 0.24 30.2 25.9 50 4.3 21.3   0.37 436.0

비교예 4 40.9 0.8 0.24 32.5 28.0 100 3.4 24.1 53  0.47 427

비교예 5 30.8 0.6 0.24 30.2 25.9 50 4.3 23.0 31.0  0.4 287.0

비교예 6 40.9 0.8 0.24 32.5 28.0 100 3.4 24.8 101  0.21 534

상기 표에서 기호 A-L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의 수용액의 농도(질량%)

B: 다가 금속 화합물의 용액의 농도 비(사용된 다가 금속 화합물의 용액 농도/다가 금속 화합물의 불포화 용액 농도)

C: 첨가된 다가 금속 성분의 양(질량%)

D: 흡수도(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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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압력하 확산 흡수도(g/g)

F: 수분 흡수 차단성(%)

G: 다가 금속의 추출률(질량%)

H: 수용성 성분의 양(중량%)

I: 흡수율(초)

J:식염수 유동 전도성(10-7 x cm3 x s x g-1)

K: 로그 표준 편차(σζ)

L: 중량 평균 입자 직경(㎛)

참고예 6

2-시그마 블레이드 및 재킷을 장착한 10 L 들이 스테인레스강 더블-아암 혼련기 상에 뚜껑을 배치하여 준비한 반응기에

서, 11.7 g(0.10 몰%)의 폴리에틸렌글리콜디아크릴레이트를 71.3 몰% 중화율을 갖는 5438 g(단량체 농도: 39 중량%)의

나트륨 아크릴레이트 수용액에 용해시켜 반응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반응 용액을 30분간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 탈기

시켰다. 후속하여, 29.34 g의 10 중량%과황산 칼륨 수용액 및 24.25 g의 1 중량% L-아스코빈산을 반응 용액에 첨가하면

서, 반응 용액을 교반하였다. 대략 1분 후에, 중합을 개시하였다. 생성된 겔을 분쇄하면서, 중합을 20 내지 95℃에서 수행

하였다. 중합 개시 30분 뒤, 함수 겔 가교 중합체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득된 함수 겔 가교 중합체를 직경이 대략 5

mm가 되도록 단편화하였다. 단편화된 함수 겔 가교 중합체를 50 메시의 와이어 메시(메시 사이즈 300 ㎛) 상에 확산시키

고, 175℃에서 50분간 열풍 건조시켜, 부정형을 띠고 용이하게 분쇄되는, 입상 또는 분말상 건조 물질로 구성된 흡수성 수

지(A)를 수득하였다. 수득된 흡수성 수지(A)를 롤 밀을 이용하여 분쇄하고,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850 ㎛)를 사용

하여 분급하였다. 이어서, 850 ㎛의 메시를 통과한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150 ㎛)를 사용하여 분급함으로써

150 ㎛의 메시를 통과하는 흡수성 수지를 제거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A1)를 수득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수득한 흡수성 수지(A)를 롤 밀을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710 ㎛)를

사용하여 분급하였다. 이어서, 710 ㎛의 메시를 통과한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150 ㎛)를 사용하여 분급함으

로써 150 ㎛의 메시를 통과하는 흡수성 수지를 제거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A2)를 수득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수득한 흡수성 수지(A)를 롤 밀을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600 ㎛)를

사용하여 분급하였다. 이어서, 600 ㎛의 메시를 통과한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150 ㎛)를 사용하여 분급함으

로써 150 ㎛의 메시를 통과하는 흡수성 수지를 제거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A3)를 수득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수득한 흡수성 수지(A)를 롤 밀을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710 ㎛)를

사용하여 분급하였다. 이어서, 710 ㎛의 메시를 통과한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106 ㎛)를 사용하여 분급함으

로써 106 ㎛의 메시를 통과하는 흡수성 수지를 제거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A4)를 수득하였다.

실시예 5

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1.5 g의 순수한 물, 및 1.0 g의 황산 알루미늄 14 수화물을 혼합하여 수

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1)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전구체

(1)을 수득하였다. 수득된 전구체(1)를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85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을 수득하였다. 표 4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의 특성을 측정하

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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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의 에틸렌글리콜, 2.0 g의 순수한 물, 및 0.8 g의 염화 알루미늄 6 수화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

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1)와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200℃에서 25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85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2)을 수득하였다. 표 4

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2)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7

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4 g의 순수한 물, 및 1.0 g의 황산 알루미늄 14 수화물을 혼합하여 수득

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1)와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가열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850 ㎛)를 통과하도록 단

편화하여,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을 수득하였다. 표 4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8

특허 출원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No. 539281/2002(특허공표 2002-539281)(WO 00/53644)에 기재된 실시예를

참조하여, 하기 실험을 수행하였다.

1.0 g의 에틸렌글리콜, 3.0 g의 순수한 물, 및 0.5 g의 황산 알루미늄 14 수화물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1)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비교용 전구체(2)를 수득하였다. 수

득된 비교용 전구체(2)를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850 ㎛)를 통

과하도록 단편화하여,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2)을 수득하였다. 표 4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2)의 특성을 측정

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9

1.0 g의 에틸렌글리콜과 3.0 g의 순수한 물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1)와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85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을 수득하였다. 표

4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표면 처리의 효과를 자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실험에서, 흡수성 수지(A)처럼 동일한 전구체를 사용하여 상호간에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전구체의 입자 크기 분포가 변동될 경우, 입자 크기에 좌우되는, SFC와 같

은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흡수성 수지의 성능 지표인 SFC를 비교함에 있어서, 흡

수성 수지의 SFC를 이 수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CRC를 갖는 또 다른 흡수성 수지의 SFC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는 비록 표면 처리제 중의 다가 금속 성분(알루미늄) 농도가 높은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이 비교예 7에서 수득된 비교

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의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SFC 및 AAP를 가짐을 보여주지만,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은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의 것과 동일한 CRC를 가짐을 보여준다. 또한, 실시예 5에서 수득된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은 비교

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의 것보다 낮은 수분 흡수 차단비(B.R.)를 갖는다. 따라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1)은 수분 흡수 차

단성이 우수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표면 처리제 중의 다가 금속 성분 농도가 상승되고, 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에 의해 수득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것들보다 훨씬 높은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 및 수분 흡수 차단성을 보이면서, 종래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것

과 동일한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을 유지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수득된다.

비교예 9에서 수득된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의 경우, 유기 2차 가교제만을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특성을 수득하기

가 불가능하다. 즉,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은 통상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것과 동일한 CRC를 갖지만, 지극히 낮

은 SFC 및 수분 흡수 차단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은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지 못한다.

실시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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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1 g의 순수한 물, 및 0.5 g의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165 ㎛이고, 벌크 밀도는 0.86 g/cm3이며, 0℃의 순수한 물에 대한 용해도는 46.4 중량%

였다)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2)와 균일하

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

즈 71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을 수득하였다. 표 5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3)의 특성을 측정

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8

0.7 g의 에틸렌카보네이트 및 1.5 g의 황산 알루미늄 18 수화물을 80℃로 가열한 2.2 g의 순수한 물에 용해시켜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2)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전구체(4)를

수득하였다. 수득된 전구체(4)를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71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을 수득하였다. 표 5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

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10

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2.73 g의 순수한 물, 및 0.5 g의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165 ㎛이고, 벌크 밀도는 0.86 g/cm3이며, 0℃의 순수한 물에 대한 용해도는 46.4 중

량%였다)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2)와 균일

하게 혼합하여 비교용 전구체(4)를 수득하였다. 이렇게 수득된 비교용 전구체(4)를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

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71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을 수득하

였다. 표 5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11

특허 출원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No. 538275/2002(특허공표 2002-538275)(WO 00/53664)에 기재된 실시예를

참조하여, 하기 실험을 수행하였다.

0.7 g의 에틸렌카보네이트, 2.2 g의 순수한 물, 및 0.8 g의 황산 알루미늄 18 수화물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

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2)와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71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비교

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5)을 수득하였다. 표 5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5)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비교예 12

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0.03 g의 에틸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1.5 g의 순수한 물, 및 1.0 g

의 황산 알루미늄 14 수화물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

성 수지(A4)와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3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

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71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11)을 수득하였다. 표 5에 흡수성 수지 조

성물(11)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는 에틸렌 카보네이트가 유기 2차 가교제로서 사용되고 표면 처리제 중의 다가 금속 성분 농도가 변동되는 조건하에

서 실시예 8을 비교예 10과 비교하여 수득한 결과를 보여준다. 용액이 상온에 있을 때, 황산 알루미늄의 용해도에 기인하

여 실시예 8에 예시된 조성을 갖는 처리제를 제조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실시예 8에서, 처리제의 온도를 80℃ 상승시

켜, 다가 금속 성분 농도가 높은 처리제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수득된 흡수성 수지 조성물(4)은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

및 수분 흡수 유동성이 비교예 10에서 수득된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5)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실시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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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1.5 g의 순수한 물, 및 1.0 g의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165 ㎛이고, 벌크 밀도는 0.86 g/cm3이며, 0℃의 순수한 물에 대한 용해도는 46.4 중량%

였다)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하

게 혼합하여, 전구체(5)를 수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득된 전구체(5)를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

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60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5)을 수득하였다. 표 6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5)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10

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1 g의 순수한 물, 및 0.5 g의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165 ㎛이고, 벌크 밀도는 0.86 g/cm3이며, 0℃의 순수한 물에 대한 용해도는 46.4 중량%

였다)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하

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

즈 60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6)을 수득하였다. 표 6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6)의 특성을 측정

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11

1.0 g의 에틸렌글리콜, 2.0 g의 순수한 물, 및 0.8 g의 염화 알루미늄 6 수화물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210℃에

서 2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60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을 수득하였다. 표 6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72)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12

0.7 g의 에틸렌카보네이트 및 1.2 g의 황산 알루미늄 18 수화물을 2.2 g의 60℃까지 가열된 순수한 물에 용해시켜 수득된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2)와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71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

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8)을 수득하였다. 표 5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8)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13

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1 g의 순수한 물, 및 0.5 g의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165 ㎛이고, 벌크 밀도는 0.86 g/cm3이며, 0℃의 순수한 물에 대한 용해도는 46.4 중량%

였다)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하

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5℃에서 25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

즈 60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흡수성 수지 조성물(9)을 수득하였다. 표 6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9)의 특성을 측정

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13

0.3 g의 1,4-부탄디올, 0.3 g의 프로필렌글리콜, 4.0 g의 순수한 물, 및 1.0 g의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165 ㎛이고, 벌크 밀도는 0.86 g/cm3이며, 0℃의 순수한 물에 대한 용해도는 46.4 중량%

였다)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하

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

즈 60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6)을 수득하였다. 표 6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6)

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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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g의 1,4-부탄디올, 0.25 g의 프로필렌글리콜, 2.73 g의 순수한 물, 및 0.5 g의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중량 평균 입자 직경은 165 ㎛이고, 벌크 밀도는 0.86 g/cm3이며, 0℃의 순수한 물에 대한 용해도는 46.4 중

량%였다)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

하게 혼합하였다. 이렇게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

즈 60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7)을 수득하였다. 표 6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7)

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15

특허 출원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No. 538275/2002(특허공표 2002-538275)(WO 00/53664)에 기재된 실시예를

참조하여, 하기 실험을 수행하였다.

0.7 g의 에틸렌카보네이트, 2.2 g의 순수한 물, 및 0.8 g의 황산 알루미늄 18 수화물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

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혼합물을

180℃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60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비교

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8)을 수득하였다. 표 6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8)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비교예 16

0.32 g의 1,4-부탄디올, 0.5 g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2.73 g의 순수한 물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비교용 전구체(9)를 수득하였다. 이렇게

수득된 전구체(9)를 180℃에서 35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시 사이즈 600 ㎛)를 통과하

도록 단편화하여,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9)을 수득하였다. 표 6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9)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예 17

0.32 g의 1,4-부탄디올, 0.5 g의 프로필렌글리콜, 0.5 g의 이소프로필 알코올, 및 2.73 g의 순수한 물을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으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를 참고예 6에서 수득한 100 g의 흡수성 수지(A3)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비교용 전구체

(10)를 수득하였다. 이렇게 수득된 전구체(10)를 190℃에서 35분간 열처리하였다. 또한, 이의 입자를 JIS 표준 시이브(메

시 사이즈 600 ㎛)를 통과하도록 단편화하여,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0)을 수득하였다. 표 6에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09)의 특성을 측정하여 수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6은 본 발명에 따라, 표면 처리제 중의 다가 금속 성분 농도가 상승하게 되어, 통상의 기술에 의해 수득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것들보다 훨씬 높은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과 훨씬 높은 수분 흡수 차단성을 보이면서, 통상의 흡수성 수지 조

성물의 것과 동일한 원심분리 잔류 용량(CRC)을 유지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수득된다.

또한 표 7은 각각의 비교용 전구체의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를 측정하여 수득된 결과를 보여주며, 또한 각각의 상응하

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특성을 보여준다.

도 7은 가습 차단비가 작아짐에 따라,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SFC 및 수분 흡수 유동성 양자 모두가 더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발명자는 가습 차단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지극히 높은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과 수

분 흡수 차단성을 보이면서, 동일한 원심분리 잔류 용량(CRC)을 유지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수득에 성공하였다.

[표 3]

흡수성 수지 A1 A2 A3 A4

D50 (㎛) 480 322 322 315

σζ 0.388 0.380 0.359 0.47

입자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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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이상(wt%) 0.0 0.0 0.0 0.0

850 내지 710 ㎛ 또는 그 이상(wt%) 2.5 0.1 0.0 0.0

710 내지 600 ㎛ 또는 그 이상(wt%) 25.5 0.8 0.0 0.9

600 내지 500 ㎛ 또는 그 이상(wt%) 18.3 6.9 2.7 9.0

500 내지 425 ㎛ 또는 그 이상 (wt%) 14.8 11.6 19.2 20.5

425 내지 300 ㎛ 또는 그 이상(wt%) 21.7 39.3 36.2 23.0

300 내지 212 ㎛ 또는 그 이상(wt%) 10.9 24.4 26.6 22.9

212 내지 150 ㎛ 또는 그 이상(wt%) 4.1 10.6 12.6 16.0

150 내지 106 ㎛ 또는 그 이상(wt%) 1.4 4.2 2.0 4.3

106 내지 45 ㎛ 또는 그 이상(wt%) 0.6 1.7 0.6 2.1

45 ㎛ 이하(wt%) 0.2 0.4 0.1 1.3

총량 (wt%) 100.0 100.0 100.0 100.0

(A ㎛ 또는 그 이상)은 분급 수행 후 메시 크기가 A ㎛인 시이브 상에 잔류하는 흡수성 수지를 나타낸다.

(B ㎛ 또는 그 이상)은 분급 수행 후 메시 크기가 B ㎛인 시이브를 통과하는 흡수성 수지를 나타낸다.

(C 내지 D ㎛)은 분급 수행 후 메시 크기가 C ㎛인 시이브를 통과하고 메시 크기가 D ㎛인 시이브상에 잔류하는 흡수성 수

지를 나타낸다.

[표 4A]

실시예 번호 흡수성 수지 조성물 반응 조건
표면 처리제의 조성

흡수성 수지(A)에 대한 WT%

참조예 6 흡수성 수지(A)   

실시예 5 흡수성 수지 조성물(1) 180℃, 30분 BD/PG/W/ASH14W = 0.3/0.3/1.5/1.0

실시예 6 흡수성 수지 조성물(2) 200℃, 25분 EG/W/AlCl3·6W = 1/2/0.8

비교예 7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 180℃, 30분 BD/PG/W/ASH14W = 0.3/0.3/4/1.0

비교예 8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2) 180℃, 30분 EG/W/ASH14W = 1/3/0.5

비교예 9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3) 180℃, 30분 EG/W = 1/3

[표 4B]

실시예 번호
S/T-[M] CRC SFC AAP B.R.a B.R.b M Ex

wt% g/g (10-7·cm3·s·g-1) g/g wt% wt% wt% wt%

참고예 6  33.0       

실시예 5 2.93 28.2 143 23.5 12 16.3 8.8 6.8

실시예 6 2.35 28.0 135 24.3 21 25.3 7.4 8.2

비교예 7 1.62 28.4 108 22.0 65 62.2 5.5 7.8

비교예 8 1.01 28.0 98 22.5 68 70.8 2.9 8.4

비교예 9  28.1 62 24.1 100 98.1  9

[표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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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수지 조성물 반응 조건
표면 처리제의 조성

흡수성 수지(A)에 대한 WT%

흡수성 수지 조성물(3) 180℃, 30분 BD/PG/W/ASH14-18W = 0.3/0.3/1/0.5

흡수성 수지 조성물(4) 180℃, 30분 EC/W/ASH18W = 0.7/2.2/1.5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4) 200℃, 25분 BD/PG/W/ASH14-18W = 0.3/0.3/2.73/0.5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5) 180℃, 30분 EC/W/ASH18W = 0.7/2.2/0.8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11) 180℃, 30분 BD/PG/EGDGE/W/ASH14W = 0.3/0.3/0.03/1.5/1.0

[표 5B]

실시예 번호
S/T-[M] CRC SFC AAP B.R.a B.R.b M Ex

wt% g/g (10-7·cm3·s·g-1) g/g wt% wt% wt% wt%

실시예 7 2.04 27.0 147 23.5 19 23.0 6.8 7.4

실시예 8 2.76 27.1 153 22.2 17 18.0 10.3 6.5

비교예 10 1.12 27.2 104 22.5 73 78.2 3.8 8.5

비교예 11 2.00 27.0 118 21.3 43 48.4 5.6 8.1

비교예 12 3.00 28.0 20 18 82 90 5.2 9.2

[표 6A]

실시예 번호 흡수성 수지 조성물 반응 조건
표면 처리제의 조성

흡수성 수지(A)에 대한 WT%

실시예 9 흡수성 수지 조성물(5) 180℃, 30분
BD/PG/W/ASH14-18W = 0.3/0.3/

1.5/1.0

실시예 10 흡수성 수지 조성물(6) 180℃, 30분
BD/PG/W/ASH14-18W = 0.3/0.3/

1/0.5

실시예 11 흡수성 수지 조성물(7) 210℃, 20분 EG/W/AlCl3·6W = 1/2/0.8

실시예 12 흡수성 수지 조성물(8) 180℃, 30분 EC/W/ASH18W = 0.7/2.2/1.2

실시예 13 흡수성 수지 조성물(9) 185℃, 25분
BD/PG/W/ASH14-18W = 0.3/0.3/

1.5/1.0

비교예 13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6) 180℃, 30분
BD/PG/W/ASH14-18W = 0.3/0.3/

4/1

비교예 14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7) 180℃, 30분
BD/PG/W/ASH14-18W = 0.32/

0.25/2.73/0.5

비교예 15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8) 180℃, 30분 EC/W/ASH18W = 0.7/2.2/0.8

비교예 16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9) 180℃, 35분 BD/PG/W = 0.32/0.5/2.73

비교예 17
비교용 흡수성 수지 조성물

(10)
190℃, 30분

BD/PG/IPA/W = 0.32/0.5/0.5/

2.73

[표 6B]

실시예

번호

S/T-[M] CRC SFC AAP B.R.a B.R.b M Ex

wt% g/g (10-7·cm3·s·g-1) g/g wt% wt% wt% wt%

실시예 9 2.76 26.0 145 22.0 19 21.8 8.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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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 2.04 26.0 127 22.8 24 26.9 6.6 7.7

실시예 11 2.35 26.1 138 22.3 25 24.8 8.0 8.1

실시예 12 2.37 26.0 142 22.2 20.0 23.0 8.2 7.0

실시예 13 2.76 27.5 120 22 25.0 26.0 9.1 7.1

비교예 13 1.53 26.1 105 22.9 67 72.4 5.7 8.6

비교예 14 1.13 26.2 86 23.0 83 80.9 3.9 8.5

비교예 15 1.75 26.3 94 22.3 50 53.7 5.8 7.6

비교예 16  26.0 58 23.1 100 99.9  8.8

비교예 17  26.2 64 23.0 81 85.3  9.1

[표 7A]

실시예 번호 전구체
표면 처리제의 조성

흡수성 수지(A)에 대한 WT%

실시예 5 전구체(1) BD/PG/W/ASH14W = 0.3/0.3/1.5/1.0

실시예 8 전구체(4) EC/W/ASH18W = 0.7/2.2/1.5

실시예 10 전구체(5) BD/PG/W/ASH14-18W = 0.3/0.3/1.5/1.0

비교예 8 비교용 전구체(2) EG/W/ASH14W = 1/3/0.5

비교예 10 비교용 전구체(4) BD/PG/W/ASH14-18W = 0.3/0.3/2.73/0.5

비교예 14 비교용 전구체(7) BD/PG/W/ASH14-18W = 0.32/0.25/2.73/0.5

비교예 16 비교용 전구체(9) BD/PG/W = 0.32/0.5/2.73

비교예 17 비교용 전구체(10) BD/PG/IPA/W = 0.32/0.5/0.5/2.73

[표 7B]

실시예

번호

S/T-[M] S/T-B.R. CRC SFC AAP B.R.a B.R.b M Ex

wt% wt% g/g (10-7·cm3·s·g-1) g/g wt% wt% wt% wt%

실시예 5 2.93 32 28.2 143 23.5 13 16 8.8 8.6

실시예 8 2.76 34 27.1 153 22.2 15 18 10.3 8.5

실시예 10 2.76 40 26.0 145 22.0 20 22 8.9 7.8

비교예 8 1.01 93 28.0 98 22.5 63 71 2.9 8.3

비교예 10 1.12 100 27.2 104 22.5 70 78 3.8 9.5

비교예 14 1.13 100 26.2 86 23.0 75 81 3.9 8.7

비교예 16  100 26.0 58 23.1 100 100  9

비교예 17  86 26.2 64 23.0 81 85  9.5

표 4 내지 7에서의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BD: 1,4-부탄디올

PG: 프로필렌 글리콜

EG; 에틸렌 글리콜

EGDGE: 에틸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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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14W: 황산 알루미늄 14 수화물

ASH14-18W: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

ASH18W: 황산 알루미늄 8 수화물

AlCl3-6W: 염화 알루미늄 6 수화물

W: 순수한 물

S/T-[M]: 다가 금속 화합물(C)의 수용액에 포함된 다가 성분의 농도(wt %)

S/T-B. R: 가습 차단비(wt %)

B. R. a: 수분 흡수 차단비 a

B. R. b: 수분 흡수 차단비 b

M: 다가 금속 성분 추출률(wt %)

Ex: 수용성 성분의 양(wt %)

V: 흡수율(초)

상기와 같이 기술된 본 발명에 있어서, 동일한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음이 자명해진다. 그러한 변형은 본 발

명의 취지와 범주로부터 일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업자에게 자명해지는 그러한 모든 수정도 첨부 특허청구의

범위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라, 유동성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 흡수재의 응집을 방지할 수 있고, 흡수재에 본 발명의 흡수재를 실제로 사

용하는 경우 흡수재내 뇨의 확산성이 거의 저하되지 않으며, 흡수재로서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흡수재의 제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흡수성 수지는 종이 기저귀, 생리대, 요실금 패드, 의료용 패드 등과 같은 위생 재료에

호적하게 사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압력 대항 흡수도(AAP)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이

다.

도 2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이

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실시형태 1

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입상 흡수성 수지(A) 및 다가 금속 성분(B)을 포함한다.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주성분으로 흡수성 수지를 포함하고, 80 내지 100 중량%의 흡수성 수지, 더욱 바람직하게는 90 내지 100

중량%의 흡수성 수지를 포함한다.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종이 기저귀, 생리대, 요실금 패드, 의료용 패드 등과 같은 위생

재료에 호적하게 사용된다. 하기 설명은 (I) 흡수성 수지(A) 및 (II) 다가 금속 성분(B)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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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상 흡수성 수지(A)

"입상 흡수성 수지(A)"는 친수성 단량체를 중합시켜 수득할 수 있는 수-불용성 수-팽윤성 하이드로겔-형성 중합체(이하,

"흡수성 수지"로도 지칭)의 구형 또는 무정형 입자로 구성된다. 수-팽창성이란 흡수성 수지가 반드시 중량이 흡수성 수지

자체의 중량의 5배, 바람직하게는 흡수성 수지 자체의 중량의 50 내지 1000배인 다량의 물을 흡수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수-불용성이란 5 중량% 이상, 50 중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25 중량% 이하,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20 중량%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15 중량%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10 중

량% 이하의 수용성 성분(수용성 중합체)이 흡수성 수지에 함유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또한, 수-불용성 수-팽윤성 하이드

로겔-형성 중합체는 구형 또는 부정형 입자 형상을 띤다.

수-불용성 수-팽윤성 하이드로겔-형성 중합체의 구체적 예로는 부분 중화되고 가교된 폴리아크릴산 중합체(US 특허 No.

4625001, US 특허 No. 4654039, US 특허 No. 5250640, US 특허 No. 5275773, 유럽 특허 No. 456136 등); 가교되고

부분 중화된 전분-아크릴산 그래프트 중합체(US 특허 No. 4076663); 이소부틸렌-말레산 공중합체(US 특허 No.

4389513); 검화된 비닐 아세테이트-아크릴산 공중합체(US 특허 No. 4124748); 가수분해된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US 특허 No. 3959569); 가수분해된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US 특허 No. 3935099)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실시

형태의 흡수성 수지는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가교된 폴리아크릴산 (염) 중합체로 구성된다. 주의할 것은 본

실시형태의 "주성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는 것이다: 특정 성분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에, "B"가 이의 총량에 대해

30 중량% 이상의 성분 "a"를 포함하는 한, 성분 "a"는 "B"의 주성분이다. 본 실시형태의 가교된 폴리아크릴산 (염) 중합체

는 50 몰% 이상, 100 몰% 이하의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이 단량체 성분에 포함되고, 바람직하게는 70 몰% 이상, 100

몰%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90 몰% 이상, 100 몰% 이하의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이 단량체 성분에 포함되는 가교 중

합체이다. 또한, 중합체에 함유된 산 라디칼의 50 내지 90 몰%,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80 몰%가 중화되고, 염의 예는 나트

륨, 칼륨 및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 염; 암모늄 염; 및 아민 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트륨 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의 형성을 위한 흡수성 수지는 중합 전에 단량체 상에서 중화시킬 수 있거나, 중합 도중에 및 중합 후에 중

화시킬 수 있거나, 또는 이들 과정은 상호 병합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A)로는, 흡수성의 견지에서, 산 라디칼을 함유하는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시켜 수

득한 가교 구조를 갖는 흡수성 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사용되는 산 그룹을 함유하는 불포화 단량체는 중합

시에 산 그룹을 함유하는 단량체 및 중합 후에 가수분해되는 산 그룹으로 되는 아크릴로니트릴 같은 단량체를 포함한다.

흡수성 수지의 예는 부분 중화된 폴리아크릴산 중합체; 가수분해된 전분-아크릴로니트릴 그래프트 중합체; 전분-아크릴

산 그래프트 중합체, 검화된 비닐 아세테이트-아크릴산 에스테르 공중합체; 가수분해된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또는 가

수분해된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또는 가교된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또는 가교된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변성된 카

복실-그룹 함유 가교 폴리비닐 알코올; 가교된 이소부틸렌-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 중 1종 또는 2종 이상이다. 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중화된 아크릴산)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단량체를 중합하고 가교시킴으로써 수득되는 부분 중화된 폴리

아크릴산 중합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 중화된 폴리아크릴산 중합체는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단량체(아크릴산 및/또는 이의 염)를 필요에 따라 다른 단량체

와 공중합시켜 수득될 수도 있다. 다른 단량체의 구체적인 예로는 하기를 포함한다: 메타크릴산, 푸마르산, 크로톤산, 이타

콘산, 말레산, 비닐 설폰산, 스티렌 설폰산, 2-(메트)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판 설폰산, 2-(메트)아크릴로일에탄 설폰

산, 2-(메트)아크릴로일프로판 설폰산, 및 이의 염과 같은 음이온계 불포화 단량체; N-비닐-2-피리돈, N-비닐 아세트아

미드,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메트)아크릴레이트, 이소부틸렌, 라우릴(메트)아

크릴레이트, 아크릴아미드, (메트)아크릴아미드, N-에틸 (메트)아크릴아미드, N-n-프로필(메트)아크릴아미드, N-이소프

로필(메트)아크릴아미드, N,N-디메틸(메트)아크릴아미드, 2-하이드록시에틸(메트)아크릴레이트, 2-하이드록시프로필

(메트)아크릴레이트,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 (메트)아크릴레이트, 비닐피리

딘, N-비닐피롤리돈, N-아크릴로일피페리딘, 및 N-아크릴로일피롤리딘과 같은 비-이온계 친수성 그룹-함유 불포화 단

량체; 및 N,N-디메틸아미노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N,N-디에틸아미노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N,N-디메틸아미노프

로필 (메트)아크릴레이트, N,N-디메틸아미노프로필 (메트)아크릴아미드, 및 이들의 4급 염과 같은 양이온계 불포화 단량

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크릴산 이외의 단량체의 양은 (흡수성 수지에 함유된) 모든 단량체에 대해 0 내지 30 몰%, 바람직하게는 0

내지 10 몰%이고, 이에 따라 생성되는 산물인 흡수성 수지(조성물)의 흡수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흡수성 수지(조성물)을

저비용으로 생성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709911

- 27 -



가교 구조를 본 실시형태에 사용되는 흡수성 수지에 도입하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가 가교는 가교제의 사용 없이

진행된다; 단량체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중합성 불포화 그룹 또는 둘 이상의 반응성 그룹을 갖는 내부 가교제를 공중합시

키거나 입상 흡수성 수지와 반응시킨다; 및 이와 유사 방법이다. 내부 가교제를 공중합시키거나 반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내부 가교제의 예로는 하기의 것들을 포함한다: N,N′-메틸렌비스(메트)아크릴아미드,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트)아크릴

레이트,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디(메트)아크릴레이트, 트리메틸올프로판트리(메트)아크릴레이트, 글리세린트리(메트)아

크릴레이트, 글리세린아크릴레이트메타크릴레이트, 에틸렌옥사이드 변성 트리메틸올프로판트리(메트)아크릴레이트, 펜

타에리트리톨헥사(메트)아크릴레이트, 트리알릴 시아누레이트, 트리알릴 이소시아누레이트, 트리알릴 포스페이트, 트리

알릴 아민, 폴리(메트)알릴옥시알칸, (폴리)에틸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글리세롤 디글리시딜 에테르, 글리세롤 트리

글리시딜 에테르, 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펜타에리트리톨, 에틸렌디아민,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이민, 글리시딜(메트)아크릴레이트 등이 있다.

이들 내부 가교제는 독립적으로 또는 둘 이상의 종류의 적절한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내부 가교제는 반응 시스템에 일

시에 첨가하거나 나누어 첨가될 수 있다. 1종 이상의 내부 가교제를 사용하는 경우, 흡수재 산물 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

산물의 흡수 특징 또는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항상 둘 이상의 중합성 불포화 그룹을 포함하는 가교 단량체가 중합에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내부 가교제의 양은 모든 불포화 단량체(가교제 제외)의 전체 몰수에 대해,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3 몰%, 더

욱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2 몰%,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2 몰%,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0.5 몰%

, 더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 몰%, 특히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2 몰%, 더욱 특히 바람직하게는 0.03 내지 0.15 몰%,

가장 바람직하게는 0.03 내지 0.5 몰%이다. 사용되는 내부 가교제의 양이 0.001 몰% 미만일 경우, 또는 내부 가교제의 양

이 3 몰%를 초과하는 경우, 충분한 흡수성을 수득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내부 가교제가 흡수성 수지 내측에 가교 구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될 경우, 내부 가교제는 불포화 단량체의 중합 전, 중합

도중, 또는 중합 후에, 또는 불포화 단량체 또는 중합체의 중화 후에 첨가된다. 중합시, (i) 예를 들면, 전분과 셀룰로스의

혼합물, 전분 및 셀룰로스의 유도체,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아크릴산(염), 가교된 폴리아크릴산(염) 등과 같은 친수성 중합

체 0 내지 30 중량%(단량체 대비) 또는 (ii) 예를 들면, 하이포아인산(염)과 같은 연쇄 이동제 0 내지 5 중량%(단량체 대

비)를 첨가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 실시형태에 사용된 흡수성 수지를 수득하기 위하여 전술한 단량체를 중합함에 있어서, 벌크 중합 또는 침전 중합이 수

행될 수 있다. 그러나, (i) 흡수성 수지의 성능, (ii) 중합의 조절 가능성, 및 (iii) 팽윤하는 겔의 흡수성의 견지에서 볼 때, 더

욱 바람직한 중합 방법은 단량체의 수용액이 사용되는 조건하에 수행되는 수성 중합 및 역전 현탁 중합이다.

수용액(이하, 단량체 수용액)에 함유된 단량체의 농도는 수용액의 온도와 단량체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히 제한되

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량체의 농도는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70 질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60 질량%이다. 또한,

수용액 중합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 이외의 용매가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함께 사용되는 용매의 유형은 특별

히 제한되지 않는다.

역전 현탁 중합은 단량체 수용액이 소수성 유기 용매에 현탁되는 중합법이며, US 특허 No. 4093776, US 특허 No.

4367323, US 특허 No. 4446261, US 특허 No. 4683274, US 특허 No. 5244735 등에 설명되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

다. 또한, 수용액 중합은 단량체 수용액이 분산 용매의 사용 없이 중합되는 방법으로, US 특허 No. 4625001, US 특허 No.

4873299, US 특허 No. 4286082, US 특허 No. 4973632, US 특허 No. 4985518, US 특허 No. 5124416, US 특허 No.

5250640, US 특허 No. 5264495, US 특허 No. 5145906, US 특허 No. 5380808, 유럽 특허 No. 0811636, 유럽 특허

No. 0955086, 유럽 특허 No. 0922717, 유럽 특허 No. 1178059 등에 기재되어 있다. 예로서 이러한 중합법에 사용되는

단량체, 개시제 등은 본 실시형태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중합을 개시함에 있어서, 과황산 칼륨, 과황산 암모늄, 과황산 나트륨, t-부틸하이드로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2,2 ′-아조비스(2-아미디노-프로판)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와 같은 라디칼 중합 개시제; 2-하이드록시-2-메틸-1-페닐프

로판 같은 광중합 개시제; 또는 자외선 및 전자선 같은 활성 에너지 광선을 사용할 수 있다. 특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용되

는 중합 개시제의 양은 통상적으로 0.001 내지 2 몰%,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1 몰%이다(모든 단량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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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화 라디칼 중합 개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아황산 나트륨, 중아황산 나트륨, 황산 제1철, L-아스코빈산 등과 같은

환원제를 함께 사용하여 산화환원 중합을 수행할 수 있다. 특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용되는 중합 개시제의 양은 통상적으

로 0.001 내지 2 몰%,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1 몰%이다(모든 단량체 대비).

중합 후, 통상적으로 수성 겔 상에 가교된 중합체가 생성되며, 필요에 따라 건조시킨다. 통상적으로, 수성 상 중의 가교된

중합체를 건조 전 및/또는 건조 후에 분쇄함으로써, 흡수성 수지(A)를 수득한다. 또한, 건조 처리는 통상적으로 60 내지

250℃,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220℃, 더욱 바람직하게는 120 내지 200℃에서 수행된다. 건조 시간은 중합체의 표면적과

함수량 및 건조기의 종류에 따라 좌우되며, 목적하는 함수량을 달성하도록 세팅된다.

표면이 가교되거나 가교되지 않고 본 실시형태에서 사용되는 흡수성 수지 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함수량(180℃에서 3

시간 동안 방치한 흡수성 수지 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건조시킨 후 건조 손실을 측정하여 구한 함수량으로 정의)은 특

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득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특성 면에서 볼 때 흡수성 수지가 분말 상이 되도록 함수량

은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3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15 중량%,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0 중량%이

다.

이와 같이 수득되는 표면이 가교되거나 가교되지 않은 흡수성 수지(A)의 입자 형상은 구상 또는 구상 입자로 구성되는 응

괴상, 과립상, 부정형 등과 같이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쇄 단계를 통해 수득되는 부정형 과립상이 바람직하

다. 또한, 이의 벌크 밀도(JIS K-3362로 정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우수한 특성면에서 볼 때 0.40 내지 0.80 g/ml, 더

욱 바람직하게는 0.50 내지 0.75 g/ml,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0.60 내지 0.73 g/ml이다.

본 실시형태에서의 흡수성 수지(A)는 내부 가교 공정 및 건조 공정을 거친 흡수성 수지의 수면을 유기 표면 가교제를 사용

하여 가교시킴으로써 수득될 수 있다. 하기에 유기 표면 가교제를 설명한다.

(II) 유기 표면 가교제(C)

표면을 가교시키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표면 가교제가 존재한다. 수득되는 흡수성 수지의 좀더 양호한 특성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하기 가교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 폴리올 화합물, (b) 에폭시 화합물, (c) 다가 아민 화합물, (d) 다가 아

민 화합물과 할로에폭시 화합물의 축합물, (e) 옥사졸린 화합물, (f) 모노, 디, 또는 폴리 옥사졸리딘 화합물, (g) 알킬렌 카

보네이트 화합물, (h) 사이클릭 우레아 화합물, (i) 트리메틸렌 옥사이드 화합물; (j) 및 유사 화합물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사용되는 유기 표면 가교제로서, 구체적인 예는 US 특허 No. 6228930, US 특허 No. 6071976, US 특허

No. 6254990 등에 제시되어 있다. 유기 표면 가교제(C)의 예로는 하기 화합물을 포함한다: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

콜,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테트라에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1,3-프로판디올, 디프로필렌글리콜,

2,2,4-트리메틸-1,3-펜탄디올, 폴리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폴리글리세린, 2-부텐-1,4-디올, 1,3-부탄디올, 1,4-부

탄디올, 1,5-펜탄디올, 1,6-헥산디올, 1,2-사이클로헥산디메탄올, 1,2-사이클로헥산올, 트리메틸올프로판, 디에탄올아

민, 트리에탄올아민, 폴리옥시프로필렌,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블록 공중합체, 판타에리트리톨 및 솔비톨 같은 폴리올

화합물; 에틸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시딜 에테르, 글리세롤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디글리세롤 폴리

글리시딜 에테르, 폴리글리세롤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디글리시

딜 에테르 및 글리시돌 같은 에폭시 화합물; 에틸렌디아민, 디에틸렌트리아민, 트리에틸렌테트라민, 테트라에틸렌펜타민,

펜타에틸렌헥사민 및 폴리에틸렌이민 같은 다가 아민 화합물; 2,4-톨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 및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

이트 같은 다가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1,2-에틸렌비스옥사졸린 같은 다가 옥사졸린 화합물; 1,3-디옥솔란-2-온, 4-메

틸-1,3-디옥솔란-2-온, 4,5-디메틸-1,3-디옥솔란-2-온, 4,4-디메틸-1,3-디옥솔란-2-온, 4-에틸-1,3-디옥솔란-2-

온, 4-하이드록시메틸-1,3-디옥솔란-2-온, 1,3-디옥산-2-온, 4-메틸-1,3-디옥산-2-온, 4,6-디메틸-1,3-디옥산-2-

온 및 1,3-디옥시소판-2-온 같은 알킬렌 카보네이트 화합물;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에피브로모하이드린 및 알파-메틸에

피클로로하이드린 및 이들의 다가 아민 부가 산물(예를 들면, Hercules 제조의 Kymene: 등록 상표) 같은 할로에폭시 화

합물; 감마-글리시독시프로필트리메톡시실란 및 감마-아미노프로필트리에톡시실란 같은 실란 커플링제; 및 3-메틸-3-

옥세탄 메탄올, 3-에틸-3-옥세탄 메탄올, 3-부틸-3-옥세탄 메탄올, 3-메틸-3-옥세탄 에탄올, 3-에틸-3-옥세탄 에탄

올, 3-부틸-3-옥세탄 에탄올, 3-클로로메틸-3-메틸옥세탄, 3-클로로메틸-3-에틸옥세탄 및 다가 옥세탄 화합물 같은

옥세탄 화합물이 있다. 가교제 중에서, 다가 알코올이 바람직한데, 이유는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흡수성 수지의 입자 표

면의 친수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다가 알코올은 2 내지 10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는 3 내지 8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가운데, 프로필렌글리콜, 부탄디올, 글리세린 또는 트리메틸프로판올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

한데, 이유는 계면장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용출로 인한 액체 투과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특허 10-0709911

- 29 -



다가 알코올은 표면 가교제로서 입상 흡수성 수지와 반응하여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한다. 또한, 반응에 기인하여, 다가 알

콜의 일부 하이드록실 그룹이 반응을 하지 않아, 하이드록실 그룹은 입상 흡수성 수지의 표면에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다

가 알코올에 함유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하이드록실 그룹은 입상 흡수성 수지의 표면상의 친수성을 향상시킨다.

사용되는 유기 표면 가교제(C)의 양은 사용되는 화합물 및 이의 조합에 좌우되지만, 흡수성 수지 100 중량부 기분으로, 바

람직하게는 0.01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5 중량부이다. 유기 표면 가교제(C)의 양이 0.001 중량

부 미만이면,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이 충분하게 향상되지 않는다. 유기 표면 가교제(C)의 양이 10

중량부 이상이면, 원심분리 잔류 용량(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현격히 저하된다.

본 실시형태에서, 표면 가교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표면 가교제와 함께 용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

우에, 사용될 물의 양은 사용될 흡수성 수지의 함수량이 어느 정도냐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흡수성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사용되는 물의 양은 0.5 내지 20 중량부 범위,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5 중량부 범위이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

물 이외의 친수성 유기 용매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친수성 유기 용매의 양은 흡수성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내

지 1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 내지 5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 내지 3 중량부이다.

표면 가교제를 첨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채용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혼합 방법이 바람직하다: 우선, 표면 가교제

를 물 및/또는 필요에 따라 친수성 유기 용매와 혼합하고, 혼합물을 흡수성 수지에 직접 분무 또는 적가한다. 혼합물을 흡

수성 수지에 직접 분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분무될 액적의 평균 직경은 바람직하게는 300 ㎛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

는 200 ㎛ 이하이다. 표면 가교제의 첨가시, 수-불용성 미립 분말과 계면활성제는 이들이 본 발명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도

록 공존하게 구성될 수 있다.

표면 가교제를 흡수성 수지와 혼합한 후, 흡수성 수지를 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처리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열 온

도는 100 내지 250℃, 더욱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250℃ 범위이고; 가열 시간은 바람직하게는 1분 내지 2시간 범위이

다. 가열 온도 및 가열 시간의 적당한 조합의 예는 (a) 180℃에서 0.1 내지 1.5 시간, 및 (b) 200℃에서 0.1 내지 1시간이

다.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수용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을 상기 방법으로 수득된 입상 흡수성 수지(A)에

첨가하여 혼합함으로써 수득된다.

(III) 다가 금속 화합물(B) 및 다가 금속 성분

본 실시형태의 다가 금속 화합물(B)은 이가 이상의 다가 금속 원자를 갖는 화합물이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다가 금속 성

분은 다가 금속 화합물(B)에 함유된 이가 이상의 다가 금속 원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황산 알루미늄(Al2(SO4)3)은 삼가

원자를 갖는 알루미늄(Al)을 포함하는 화합물이며, 이에 따라 황산 알루미늄은 다가 금속 화합물(B)이며, 다가 금속 화합

물에 함유된 삼가 금속 원자로 구성되는 알루미늄(Al)은 다가 금속 성분이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사용되는 다가 금속 성분은 전형적인 금속 및 4족 내지 12족의 전이금속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금속을 포함한다. 다가 금속 성분 중에서, 더욱 바람직하게는, 다가 금속 성분(B)은 Mg, Ca, Ti, Zr, V, Cr, Mn, Fe, Co,

Ni, Pd, Cu, Ag, Zn, Cd 및 Al을 포함한다. Al이 특히 바람직하다. 다가 금속 화합물(B)은 수용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수용성"이란 용어는 1 g 이상, 바람직하게는 10 g 이상의 화합물이 25℃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조건

을 의미한다.

본 실시형태에 사용될 수 있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예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염화 알루미늄, 염화 폴리알루미늄, 황산

암모늄, 질산 암모늄, 비스 황산 알루미늄 칼륨, 비스 황산 알루미늄 나트륨, 염화 칼슘, 질산 칼슘,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

그네슘, 질산 마그네슘, 염화 아연, 황산 아연, 질산 아연, 황산 구리, 염화 코발트, 염화 지르코늄, 황산 지르코늄 및 질산

지르코늄이 있다. 또한, 용해도의 관점에서, 이러한 결정수를 갖는 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알루미늄 화합물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가운데서, 황산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황산 알루

미늄 18 수화물 및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14 수화물 내지 18 수화물) 같은 수화된 결정의 분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두

종 이상의 상기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IV) 흡수성 수지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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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주성분이 산 라디칼을 함유하는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시켜 수득되는 가교 구조

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이고, 입상 흡수성 수지(A)는 입상 흡수성 수지(A)의 표면 부근에서 가교되며, 여기에서 흡수

성 수지 조성물은 입자 직경은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중량% 이상 함유하고, 입자의 중량 평균 입자 직경

이 500 ㎛ 미만, 300 ㎛ 이상,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이고,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수용성 성분은 35 중량% 이하이며,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다가 금속 성분을 포함하며,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

은 5.0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다.

본 실시형태의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입자 직경에 있어서, 평균 입자 직경이 300 ㎛ 이상, 500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

다. 평균 입자 직경이 300 ㎛ 미만일 경우, 흡수시에 수분 흡수 차단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겔 블로킹이 일어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평균 입자 직경이 500 ㎛를 초과하는 경우, 흡수율(Vortex)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흡수재 및/또는 종이 기저귀와 같은 흡수용품에 사용될 경우, 이는 액체 누출 및 스킨 피트(skin fit)

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입상 흡수성 수지(A)는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내지 100 중량%, 바람직하게는 97 내지

10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99 내지 100 중량% 함유하고, 이의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 바

람직하게는 0.4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35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0.30 이하이다. 또한,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2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가 작아질수록, 입자 크기 분포는 협소해진다.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의 양이 전체 흡수성 수지(A)에 대하여 95 중량% 미만일 때, 입자 직경이

850 ㎛ 이상인 다수의 입자 및 입자 직경이 106 ㎛ 미만인 다수의 입자가 흡수성 수지에 함유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입자

직경이 850 ㎛ 미만인 다수의 입자가 입상 흡수성 수지(A)에 함유될 때, 입상 흡수성 수지(A)는 기저귀와 같은 위생 재료

에서 거친(grainy) 느낌을 주게 된다. 입자 직경이 106 ㎛ 미만인 다수의 입자가 입상 흡수성 수지(A)에 함유될 때, 입상

흡수성 수지(A)는 기저귀와 같은 위생 재료의 표면(탑 시트 또는 액체 투과 시트로도 언급)을 통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흡수성 수지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가 0.20 미만일 경우,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수득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가 0.45를

초과하는 경우, 입자 크기 분포가 과도하게 넓어져서, 목적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 및 목적하는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을

수득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흡수성 수지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술한 입자 직경은 후술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도 적용된다. 즉, 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전체 흡수

성 수지 조성물에 대하여 입자 직경이 850 ㎛ 미만, 106 ㎛ 이상인 입자를 95 내지 100 중량%, 바람직하게는 97 내지 10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99 내지 100 중량% 포함하고,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σζ)는 0.45 이하, 바람직하게

는 0.4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35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0.30 이하이다. 또한, 입자 크기 분포의 로그 표준 편차

(σζ)는 0.2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흡수성 수지 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입자 직경은 필요에 따라 응집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또한, 겔 블로킹 및 수분 흡수 차단은 입상 흡수성 수지의 수용성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실시형태에서, 수용성 성

분의 양은 5 중량% 이상, 35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25 중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20 중량%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15 중량%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10 중량% 이하이다.

수용성 성분의 양이 35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입상 수용성 수지의 수용성 성분은 흡수시에 용출된다. 결과적으로, 수용

성 성분은 입상 흡수성 수지내 입자들간에 결합제처럼 작용하여, 겔 블로킹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흡수성 수지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용성 성분이 5 중량% 미만일 경우,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생산성이 현저

히 떨어지고, 생산비가 현저하게 상승하여, 그러한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또한, 수용성 성분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적용될 수 있다. 즉, 본 실시형태에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

의 수용성 성분은 5 중량% 이상, 35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25 중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 중

량% 이상, 20 중량%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15 중량%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상, 10 중

량% 이하이다. 수용성 성분이 35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에, 입상 흡수성 수지의 수용성 성분이 흡수시에 용출된다. 결과

적으로, 수용성 성분은 입상 흡수성 수지내 입자들간에 결합제처럼 작용하여, 겔 블로킹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흡수성 수지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성분으로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함유되는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양은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대하여, 70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80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90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 가

장 바람직하게는 95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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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발명자는,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대하여, 표면 처리에 투입된 입상 흡수성 수지의 표면 부

근에 다가 금속 성분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추출률은 실시예에서 설명됨)

에 따라, 흡수성 수지 입자의 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다가 금속 성분을 특정할 수 있다.

고습 조건에서의 수분 흡수 차단성을 향상시키고 극히 우수한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을 실현하면서 원심분리 잔류 용적

(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

은 5.0 중량% 이상, 100 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8.0 중량% 이상, 90.0 중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 중량% 이

상, 70.0 중량% 이하이다.

다가 금속 성분이 건식 블렌딩 처리에 따라 흡수성 수지와 혼합될 경우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은 100 중량%이다.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다가 금속 화합물을 흡수성 수지의 표면과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습 조건에서의 수분 흡수 차단성이 향상될 수 없다. 또한,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이 5.0 중량% 미만인 경우, 다가 금속

성분은 흡수성 수지 중으로 침투한다. 이는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또는

압력 대항 흡수도(AAP)를 저하시킨다. 또한, 비용에 상응하는 고습 조건에서의 수분 흡수 차단성의 그러한 향상을 실현할

수 없고,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수분 흡수 차단성은 수분 흡수 차단비로 나타낸다. 수분 흡수 차단비는 공지의 방법

으로 측정된다. 수분 흡수 차단비를 측정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하기 실시예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입

상 흡수성 수지 (또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소정의 컵 바닥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25℃에서 90%의 상대 습도로 1시간

동안 수분을 흡수한 흡수성 수지를 소정 시간 동안 시이브 쉐이커(Sieve Shaker)에 의해 체질한 다음, 수분 흡수 차단비를

시이브 상에 잔류하는 흡수성 수지의 중량 W4(g) 및 시이브를 통과한 흡수성 수지의 중량 W5(g)를 토대로 측정한다.

또한, 수분 흡수 차단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좀더 구체적인 예는: (a) 바닥 직경이 52 mm이고 높이가 22 mm인 알루

미늄 컵(Foil Container, Product No. 107, TOYO ECKO Inc. 제품)을 소정의 컵으로 사용하고 흡수성 수지를 시이브 쉐

이커로 8초 동안 체질하여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이하, 수분 흡수 차단비 a)를 측정하는 방법; (b) 바닥 직경이 50 mm

이고 높이가 10 mm인 폴리프로필렌 컵을 소정의 컵으로 사용하고 흡수성 수지를 시이브 쉐이커로 5분간 체질하여 수분

흡수 차단비(중량%)(이하, 수분 흡수 차단비 b)를 측정하는 방법; 및 유사 방법이 있다.

수분 흡수 차단비 a를 방법 (a)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 흡수성 수지를 25℃에서 90%의 상대 습도로 1시간 동안 방치하

는 조건하에서 수분 흡수 차단비 a는 0 중량% 이상, 30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 중량% 이상, 20 중량% 이하, 더욱 바

람직하게는 0 중량% 이상, 10 중량%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0 중량% 이상, 5 중량% 이하이다. 수분 흡수 차단비 a가

30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고습 조건에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취급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조건은 생산 설비에서, 흡

수성 수지 조성물 및/또는 흡수성 수지 입자가 수송 파이프에서 응고되어 파이프를 막히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후

술되는 위생 재료에 사용되는 박형 흡수재의 생산시에 이들을 친수성 섬유와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분 흡수 차단비 b를 방법 (b)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 흡수성 수지를 25℃에서 90%의 상대 습도로 1시간 동안 방치하

는 조건하에서 수분 흡수 차단비 a는 0 중량% 이상, 40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 중량% 이상, 30 중량% 이하, 더욱 바

람직하게는 0 중량% 이상, 20 중량%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0 중량% 이상, 10 중량% 이하이다. 수분 흡수 차단비 a가

40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고습 조건에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취급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조건은 생산 설비에서, 흡

수성 수지 조성물 및/또는 흡수성 수지 입자가 수송 파이프에서 응고되어 파이프를 막히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후

술되는 위생 재료에 사용되는 박형 흡수재의 생산시에 이들을 친수성 섬유와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은 특허출원의 국제 공개의 공개된 일역문 No.

509591/1997(특허공표평 9-509591)에 언급된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 압력하에서 액체 투과율의 지표)으로 나타낸

다. 식염수 유동 전도성(SFC)은 바람직하게는 30x10-7cm3·s/g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70x10-7cm3·s/g, 한층 더 바람

직하게는 100x10-7cm3·s/g, 특히 바람직하게는 120x10-7cm3·s/g, 가장 바람직하게는 140x10-7cm3·s/g이다.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서, 0.90 중량%의 식염수가 어떠한 부하도 없이 30분간 흡수되는 이의 원심분리 잔

류 용적(CRC)은 바람직하게는 25 g/g 이상, 50 g/g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7 g/g 이상, 45 g/g 이하, 한층 더 바람직하

게는 28 g/g 이상, 40 g/g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29 g/g 이상, 38 g/g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30 g/g 이상, 35 g/g 이

하이다. CRC가 25 g/g 미만일 경우,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액체-흡수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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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조성물이 흡수재 및/또는 종이 기저귀와 같은 흡수용품에 사용될 경우, 이는 액체 누출 및 피부 발진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종이 기저귀 착용자의 체중과 같은 부하가 종

이 기저귀 등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흡수재 및/또는 흡수용품에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CRC가

50 g/g을 초과하는 경우, 입상 흡수성 수지의 수용성 성분의 양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입상 흡수성 수지는 겔 블로킹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라 목적하는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흡수성 수지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0.90 중량%의 식염수가 0.7 psi(4.83 kPa)의 압력하에 1시간 동안 흡수되는 압력 대항 흡수도(AAP)는 바람직하게

는 20 g/g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21 g/g 이상, 50 g/g 이하,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23 g/g 이상, 40 g/g 이하, 특히 바

람직하게는 25 g/g 이상, 30 g/g 이하이다. 종이 기저귀 등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종이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용자의 체중이 종종 흡수재 및/또는 흡수용품에 미치게 된다.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20 g/g 미만인 경우,

체중과 같은 부하가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미치게 되면, 소변과 같은 액체에 대한 흡수능이 저하된다. 이는 결국 종이 기저

귀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액체 누출 및 피부 발진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0.90 질량%의 생리식염수가 1.9 kPa의 압력하에 60분간 흡수되는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는 20 g/g 이상, 50 g/

g 이하, 바람직하게는 24 g/g 이상, 45 g/g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8 g/g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32 g/g 이상, 40 g/

g 이하이다.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가 20 g/g 미만일 경우, 체중과 같은 부하가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미치게 되면, 소

변과 같은 액체에 대한 액체 확산능 및 흡수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액체는 흡수재 및/또는 흡수용품에서 확산하지 않으며

액체에서 블로킹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액체는 사용되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확산하지 못한다. 이는 결

국 종이 기저귀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액체 누출 및 피부 발진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이

러한 흡수성 수지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형상, 고체 함량(함수량), 및 수용성 성분은 전술한 범위에 있으며, 수용성 성분

의 양은 바람직하게는 25 중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중량% 이하,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15 중량% 이하이다. 또

한, 잔류 단량체의 농도는 0 내지 400 ppm, 더욱 바람직하게는 0 내지 300 ppm이다.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생리대, 요실금 패드, 의료용 패드 등과 같은 위생 재료에 사용된다. 이 경우에, (a) 사

용자의 신체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액체 투과성 탑 시트, (b) 사용자의 신체로부터 떨어지도록 사용자의 의복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액체 불투과성 백 시트, 및 (c)탑 시트와 백 시트 사이에 배치되는 흡수재를 포함하도록 위생 재료를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흡수재는 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되도록 배치될 수 있거나, 펄프 층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흡수재는 섬유

계 물질 등이 필요에 따라 포함되는 흡수층이다.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고습 조건에서도 입자의 응고가 없으며, 우수한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을 보인다.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우수한 수분 흡수 차단성을 보인다. 따라서, 고습 환경에서 흡수재의 생산시에도, 파이프에의 부착

및/또는 파이프 막힘 같은 어떠한 문제도 없이 위생 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또한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통상의 것들과 비교하여, 본 실시형태의 흡수재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과 친수성 섬유의 총 중

량에 대해 다량(높은 코어 농도)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초박형 위생 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

흡수성 수지 조성물과 친수성 섬유의 총 중량에 대해 함유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양(코어 농도)은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100 질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90 질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80 질량%이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사용될 경우, 생산시에 별다른 문제 없이 흡수성이 우수한 박형 흡수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박형

흡수재는 액체-투과성 기재(표면 시트)와 액체-불투과성 기재(백 시트)에 의해 샌드위치되며, 탄성 부재, 확산층, 접착 테

이프 등이 구비되어, 흡수 용품(소비자용 제품), 특히 성인용 종이 기저귀 및 생리대가 수득된다. 흡수재를 가압하여 이의

밀도가 0.06 내지 0.50 g/cc가 되고 기본 중량이 0.01 내지 0.20 g/cm2이 되게 한다. 사용되는 섬유 기재는 친수성 섬유,

예를 들면, 분쇄된 목재 펄프, 목화 린터(linter), 가교된 셀룰로스 섬유, 레이온, 울, 아세테이트 또는 비닐론임에 주의. 이

들 섬유 기재는 바람직하게는 통기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i) 특정 용액 농도를 갖는 수용성 다가 금속 화합물의 수용액을 특

정 입자 크기 분포를 갖고, 표면 부근이 가교된 입상 흡수성 수지(A)에 첨가한 다음, (ii) 이들을 상호 혼합함으로써 수득된

다. (1) 분말상 다가 금속 염을 흡수성 수지와 건식 블렌딩하는 방법, (2) 다가 금속 염을 흡수성 수지와 건식 블렌딩한 다

음 물을 적가하여 수득된 혼합물과 혼합하는 방법, (3) 흡수성 수지의 표면 가교제 및 다가 금속 염의 수용액을 동시에 첨

가하고 혼합하여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가 1.80 중량부(%) 이하가 되도록 한 다음 가열하는 방법, 및 유사 방법에 따라, 다

가 금속 성분의 특이적 추출률을 갖는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수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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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설명은 이들 방법과 관련한 고찰이다. 방법 (1)의 경우에, 다가 금속 성분의 추출률은 실질적으로 100%이고 다가 금

속 염은 건식 블렌딩되며, 이에 따라 다가 금속 성분을 흡수성 수지의 표면과 균일하게 혼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적

으로, 수분 흡수 차단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방법 (2)의 경우에, 방법 (1)에서처럼, 다가 금속 염의 건식 블렌딩시에 흡수성

수지의 표면을 균일하게 코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물이 그러한 조건하에서 첨가되어, 물은 흡수성 수지 입자의 일부에

의해 신속하게 흡수된다. 따라서, 다가 금속 염은 흡수성 수지를 투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분 흡수 차단성은 향상되

지 않으며,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방법

(3)의 경우에, 수분 흡수 차단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할 수 있다: 표면 가교제 및 다가 금속

염의 수용액이 동시에 첨가, 혼합 및 가열되는 그러한 방법에 따라, 수분 흡수 차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흡수성 수지의 표

면 부근에 존재하는 다가 금속 성분의 비가 더 작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V)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생산 방법

다가 금속 성분이 흡수성 수지를 투과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표면을 다가 금속 성분으

로 균일하게 코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수성 수지의 표면을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으로 균일하게 코팅하기 위하여,

입상 흡수성 수지의 표면 부근을 가교시키고 이의 입자 크기 분포를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본 발명을 고안하였다. 또한, 본 발명자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농도를 전술

한 특정 범위로 조정함으로써, 다가 금속 성분이 흡수성 수지를 투과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표면에

다가 금속 성분을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본 발명을 고안하였다.

즉,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을 입상 흡수성 수지(A)에 첨가하고 이들을 상호 혼합함으로써, 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수득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 용액은 다가 금속 화합물(B)의 농도가 포화 농도를 초과하고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일부가 침전되거나 분산되더라도 다가 금속 화합물(B)이 용해되는 한,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으로서 간주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되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양은 목적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 및 목적하는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에 따라 변동

된다. 그러나, 다가 금속 성분으로서 첨가되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양은 고체 함량 100 중량부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5 중량부, 특히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1 중량부이다. 다가 금속 성

분이 0.001 중량부 미만일 경우,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 다가 금속 성분

이 100 중량부를 초과하는 경우,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현저

하게 저하된다. 결과적으로, 첨가되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양에 상응하는 효과를 수득할 수 없다.

또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으로서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생산을 위한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방법에서, 다가 금속 화합

물(B)을 물 및/또는 수용액 또는 다양한 종류의 친수성 유기 용매에 용해시킴으로써 수득되는 용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성 수지의 고체 함량에 대하여 용매, 즉, 물, 증기, 또는 물과 친수성 유기 용매로 구

성되는 수성 액체의 적당한 양은 흡수성 수지의 유형과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매가 물인 경우

에, 이의 적당한 양은 고체 함량 100 중량부에 대해 0 내지 1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 중량부이다. 마찬가지로, 사

용되는 친수성 유기 용매의 양은 고체 함량 100 중량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0 내지 1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

중량부이다.

사용되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농도는 수용액 농도와 25℃에서의 포화 농도의 비가 0.40 이상, 바람직하게는 0.5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0.60, 가장 바람직하게는 0.70 이상이 되도록 조정되며, 이에 따라 고습 조건에서의 수분 흡수 차

단성을 향상시키고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저하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자는 이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고안하였다. 첨가되는 수용액의 농도는 25℃에서의 포화 농도를 초과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포화

농도에 대한 첨가되는 수용액의 농도의 비의 상한은 바람직하게는 1.5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 이하이다. 수용액

농도와 포화 농도의 비가 0.40 미만일 경우, 다가 금속 성분은 흡수성 수지를 투과하여,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저하되고, 다가 금속 성분은 고습 조건에서의 수분 흡수 차단성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흡수성 수지의 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다가 금속 성분의 양은 더 적어지게 된다. 이는 다가 금

속 성분의 용액의 양에 상응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의 그러한 개선을 구현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표면 가교 처리에 투입된 입상 흡수성 수지(A)에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의 용액을 첨가함에 있어서, 입상 흡수성 수

지(A)의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10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80℃ 미만,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70℃ 미만이다.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온도가 50℃보다 낮을 경우, 다가 금속 화합물의 용액이 입상 흡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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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A)에 첨가된 후 다가 금속 화합물의 용액의 수분은 덜 휘발하게 된다. 따라서,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온도가 50℃보

다 낮을 경우, 다가 금속 성분은 입상 흡수성 수지(A)를 투과한다. 그 결과, 첨가되는 다가 금속 성분의 양에 상응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의 그러한 향상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온도

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입상 흡수성 수지(A) 및 다가 금속 성분은 불균일하게 혼합되거나, 또는 입상 흡수성 수지는

품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그러한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의 용액의 온도가 더 높을 경우,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좀더 다량의 다가 금속 성분이 흡수성 수지의 표면상에 존재할 수 있다. 다가 금속 화합물의 수용액의 온도는 바람직하게

는 30℃ 이상, 10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100℃ 미만,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70℃ 이상, 100℃ 미만이다.

다가 금속 화합물의 수용액의 온도가 30℃ 미만일 경우, 다가 금속 화합물의 용액의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

어, 다가 금속 성분이 입상 흡수성 수지를 투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첨가되는 다가 금속 성분의 양에 상응하는 수분 흡

수 차단성의 그러한 향상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다가 금속 화합물의 수용액의

온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입상 흡수성 수지(A)의 품질 저하가 일어나서, 첨가되는 다가 금속 성분의 양에 상응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의 그러한 충분한 향상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에 있어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수용액을 첨가하고 입상 흡수성 수지(A)와 혼합하는 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원통형 믹서, 스크루 믹서, 스크루 압출기, 터뷸라이저(turbulizer), 노타(nauta) 믹서, V형 믹서, 리본 블렌더, 더블-아암

혼련기, 유동 믹서, 에어 커런트 믹서, 로타리 디스크 믹서, 롤 믹서, 컨벌루션 믹서 및 뢰디게(Lodige) 믹서가 있다 . 혼합

속도는 고속 또는 저속에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다가 금속 화합물(B)을 혼합한 후, 가열 공정 및 분류는 필요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다가 금속 화합물(B)을 첨가/혼

합하는 동안 또는 첨가/혼합한 후 온도를 조절하도록 구성하여, 다가 금속 성분의 침전 및 분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수지 및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는 또 다른 단계에 투입될

수 있다. 첨가제의 예로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탈취제; 항균제; 방향제, 발포제; 안료; 염료; 가소제; 접착제; 계면활성

제; 비료; 산화제; 환원제; 물, 염; 킬레이트화제; 살균제;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폴리에틸렌이민 같은 친수성 중합체; 파라

핀 같은 소수성 중합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같은 열가소성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우레아 수지 같은 열경

화성 수지가 있다. 첨가제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대해 0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0 내지 5 중량%, 더욱 바람직하

게는 0 내지 1 중량%의 양으로 첨가된다.

실시형태 2

본 실시형태에 따른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실시형태 1의 것들과 유사한, 입상 흡수성 수지(A) 및 다가 금속 성분(B)을 포

함한다. 그러나, 본 실시형태에서는, 산 그룹을 함유하는 불포화 단량체를 중합시켜 수득한 가교 구조를 갖는 입상 흡수성

수지(A), 수성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및 유기 표면 가교제(C)를 상호 혼합시킴으로써 흡수성 수지 조성물을 수득한

다. 하기에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생산을 위한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방법을 설명한다.

(IV)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의 제조 방법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은 입상 흡수성 수지(A),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및 유기 표면 가교제(C)를 150 내

지 300℃에서 가열함으로써 수득될 수 있다. 그러나, 입상 흡수성 수지(A),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및 유기 표면 가

교제(C)를 혼합하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 및 유기 표면 가교제(C)가

별도로 또는 동시에 입상 흡수성 수지(A)와 혼합되도록 구성될 수 있거나, 또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과 유기 표면

가교제(C)를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이 입상 흡수성 수지(A)와 혼합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다가 금

속 화합물(B)의 용액과 유기 표면 가교제(C)를 혼합하여 수득된 혼합 용액이 입상 흡수성 수지(A)와 혼합되는 방법을 채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유기 용매가 함유될 때에도 10 중량% 이상의 물이 용액에 함유되는 한, 임의

용액이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으로서 사용된다.

또한, 유기 표면 가교제를 입상 흡수성 수지(A)와 혼합시, 유럽 특허 No. 0668080에 언급되어 있는 무기산, 유기산, 폴리

아미노산이 혼합 공보조제(coadjuvant)로 도입될 수 있다. 혼합 공보조제는 표면 가교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표

면이 가교된 후 흡수성 수지의 흡수성 저하를 방지하는 혼합 공보조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휘발성 알코올

은 휘발하여 표면 가교 처리시에 남지 않게 되므로 비점이 150℃보다 낮은 휘발성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유기 표면 가교제를 입상 흡수성 수지(A)와 더욱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흡수

성 수지 입자와 표면 가교제의 혼합시, 비-가교 수용성 무기 염기(바람직하게는, 알칼리 금속 염, 암모늄 염, 알칼리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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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록사이드 및 암모니아 또는 이의 하이드록사이드)와 비-환원성 알칼리 금속 염 pH 완충제(바람직하게는 하이드로

겐 카보네이트, 인산 이수소 염, 인산 수소 염 등)가 공존하도록 만든다. 이들의 양은 흡수성 수지 입자의 종류와 입자 크기

에 따라 변하지만, 흡수성 수지 입자의 고체 함량 100 중량부에 대해,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

게는 0.05 내지 5 중량부이다.

본 실시형태에서, 유기 표면 가교제(C)와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총량은 유기 표면 가교제(C)와 다가 금속 화합물(B)의 각

각의 양에 따라 변하지만, 흡수성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5 중량부이다. 유기 표면 가교제(C)와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총량이 0.001 중량부 미만일 경우, 수분 흡수 차

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는다. 유기 표면 가교제(C)와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총량이 10 중

량부 이상일 경우,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상당히 저하된다.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화합물이 고습 조건하에서 우수한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 양자 모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상 흡수성 수지(A)와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의 혼합시 수용액 중의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는

적어도 1.80 중량%이고, 입상 흡수성 수지(A), 유기 표면 가교제(C), 및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의 혼합물을 150 내지

300℃에서 가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본 발명의 발명자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다. 그 결과, 본 발명이 고안

되었다.

예상치 않게도, 본 발명자는 고농축 다가 금속 성분을 갖는 표면 처리제로 표면 처리한 흡수성 수지의 식염수 유동 전도성

(SFC: 압력하에서 액체 투과율의 지표)이 기지 농도를 갖는 표면 처리제로 표면 처리한 흡수성 수지의 것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고농축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수용액(적어도 1.90 중량%의 다가 금속 성분이 수용액에 함유)을 입상 흡수성 수지와 혼합

하여, 혼합물 제조 후 다가 금속 성분이 흡수성 수지의 표면층 주위에 존재하게 한다. 그 결과,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

과성/액체 확산성이 현저히 향상된다.

본 실시형태에서, 입상 흡수성 수지(A)를 다가 금속 화합물(B)과 혼합하여 제조된 용액이나 용액과 유기 표면 가교제(C)의

혼합 방법 어느 것도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음에 주의. 예를 들면, 하기의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i) 다가 금속 화

합물(B)의 용액과 유기 표면 가교제(C)를 별도로 또는 동시에 입상 흡수성 수지(A)와 혼합한 다음; (ii) 다가 금속 화합물

(B)의 용액과 유기 표면 가교제(C)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 용액을 입상 흡수성 수지(A)와 혼합한다. 방법 (i) 및 (ii)에서 "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S/T - [M])는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S/T - [M] (wt %) (방법 (i)에서) = 다가 금속 성분의 중량 (g)/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의 중량(g) x 100

S/T - [M] (wt %) (방법 (ii)에서) = 다가 금속 성분의 중량 (g)/다가 금속 화합물(B) + 유기 표면 가교제(C)의 중량(g) x

100

본 실시형태에 사용되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는 바람직하게는 1.80 중량%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2.00 중량% 이상,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2.50 중량%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2.90 중량% 이상이다.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수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가 1.80 중량% 미만일 경우, 다가 금속 성분이 흡수성 수지

를 투과하여, 좀더 소량의 다가 금속 성분이 흡수성 수지의 표면 부근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첨가되는 다가 금속 성분

의 양에 상응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의 그러한 충분한 향상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포함되는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의 상한은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게는 20 중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중량% 이하이다.

사용되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양은 목적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 및 목적하는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에 따라 변동되지

만, 흡수성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5 중량부, 특히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1 중량부이다.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양이 0.001 중량부 미만일 경우,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는다.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양이 10 중량부를 초과하는 경우,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현저히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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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에 사용될 수 있는 다가 금속 화합물(B) 및/또는 유기 표면 가교제(C)의 수용액은 바람직하게는 30℃ 이상, 더

욱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70℃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용액

의 온도가 더 높을 경우,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흡수성 수지의 표면에 더 많은 양의

다가 금속 성분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 3가지 성분: 입상 흡수성 수지(A), 유기 표면 가교제 및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을 동시에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상 흡수성 수지(A), 유기 표면 가교제(C) 및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의 혼합물로 구성된 전구체(D)를 가열하는 조건

은 다음과 같다. 가열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300℃, 더욱 바람직하게는 160 내지 250℃,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170 내지 230℃이다. 가열 시간은 바람직하게는 1분 내지 2시간, 더욱 바람직하게는 15분 내지 1.5시간이다. 가열 온도와

가열 시간의 조합의 호적한 예는 다음과 같다: 가열 온도는 180℃이고 가열 시간은 15분 내지 1.5 시간이고; 가열 온도는

200℃이고 가열 시간은 15분 내지 1 시간이다.

가열 온도가 150℃ 미만인 경우, 유기 표면 가교제(C)의 작용 그룹은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산 그룹(카복실 그룹)과 불충

분하게 반응한다. 가열 온도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 흡수성 수지는 가열 처리를 수행하는 동안 손상을 입는다. 그 결과,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이 충분하게 개선되지 않는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이 고습 조건에서 우수한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이와 동시에 우수한 액체 투과성/액

체 확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입자 표면을 균일하게 표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자는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구체(D)의 가습 차단비(중량%)가 0 중량% 이상, 80 중량% 이하인 것이 중요함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전구체(D)의 가습 차단비(중량%)가 80 중량%를 초과하고 100 중량% 미만인 경우, 전구체(D)에는 다량의 응고물이 함유

된다. 전구체(D)가 가열되는 경우, 열이 응고물 중으로 충분히 전도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흡수성 수지 조성물의 입자

표면이 2차적으로 균일하게 가교되지 않는다. 따라서, 2차적으로 상호 가교되지 않은 부분들의 응고에 의해 블로킹 현상

이 야기된다. 그 결과, 첨가되는 다가 금속 성분의 양에 상응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의 그러한

충분한 향상을 성취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상태는 흡수성 수지가 블로킹 현상에 기인하여 생산 장치를 막히게 하여, 흡

수성 수지 조성물을 안정하게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가습 차단비가 80 중량% 이하인 전구체(D)를 수득하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

속 성분의 농도는 입상 흡수성 수지(A)와 다가 금속 화합물(B)의 혼합시 적어도 1.8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고농축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수용액(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는 적어도 1.80 중량%)이 혼합되어, 이들의 혼합 후 다가 금속 성분

이 흡수성 수지의 표면층 주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 결과, 가습 차단성이 더욱 향상된다.

가습 차단비가 80 중량% 이하인 전구체(D)의 수득시에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는 바

람직하게는 1.80 중량%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2.00 중량% 이상,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2.50 중량% 이상, 가장 바람직

하게는 2.90 중량% 이상이다.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가 1.80 중량% 미만인 경우, 다가 금속 성분은 흡수성 수지를

투과하여, 흡수성 수지의 표면 부근에는 더 적은 양의 다가 금속 성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첨가되는 다가 금속 성분

의 양에 상응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의 그러한 충분한 향상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

사용되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양은 목적하는 수분 흡수 차단성 및 목적하는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에 따라 변동된다.

그러나, 다가 금속 성분으로서 첨가되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양은 고체 함량 100 중량부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1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5 중량부, 특히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1 중량부이다. 다가 금속

성분이 0.001 중량부 미만일 경우, 수분 흡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 다가 금속 성

분이 100 중량부를 초과하는 경우, 원심분리 잔류 용적(CRC), 압력하 확산 흡수도(DAP) 및 압력 대항 흡수도(AAP)가 현

저하게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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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에 사용될 수 있는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수용액 및/또는 유기 표면 가교제(C)는 바람직하게는 30℃ 이상, 더

욱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70℃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용액

의 온도가 더 높을 경우, 용액에 함유된 다가 금속 성분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흡수성 수지의 표면에 더 많은 양의

다가 금속 성분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상한 온도는 100℃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형태에서, 3가지 성분: 입상 흡수성 수지(A), 유기 표면 가교제 및 다가 금속 화합물(B)의 용액을 동시에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습 차단비가 80 중량% 이하인 전구체(D)가 가열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열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300℃,

더욱 바람직하게는 160 내지 250℃,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170 내지 230℃이다. 가열 시간은 바람직하게는 1분 내지 2시

간, 더욱 바람직하게는 15분 내지 1.5시간이다. 가열 온도와 가열 시간의 조합의 호적한 예는 다음과 같다: 가열 온도는

180℃이고 가열 시간은 15분 내지 1.5 시간이다; 가열 온도는 200℃이고 가열 시간은 15분 내지 1 시간이다.

가열 온도가 150℃ 미만인 경우, 유기 표면 가교제(C)의 작용 그룹은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카복실 그룹과 불충분하게 반

응한다. 가열 온도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 흡수성 수지는 가열 처리를 수행하는 동안 손상을 입는다. 그 결과, 수분 흡

수 차단성 및 액체 투과성/액체 확산성이 충분하게 개선되지 않는다.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수지 조성물에 있어서, 특정량의 유기 표면 가교제와 다가 금속 화합물(B)을 첨가하고, 유기 표면 가

교제가 입상 흡수성 수지(A)의 카복실 그룹과 반응하며, 다가 금속 성분은 흡수성 수지를 투과함이 없이 흡수성 수지의 표

면 부근에 존재하며, 전구체(D)의 가습 차단비(중량%)는 0 중량% 이상, 80 중량% 이하인 것이 중요하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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