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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절한 수성 또는 유기 용매 담체중의, (A)일반적으로 일반식 QMe2SiO(Me2SiO)x - (Me2RSiO)y SiMe2Q(여기서
Me는 메틸 라디칼을 나타내고, R은 카복시알킬 라디칼, 카복시알킬티오 라디칼, 알콕시카보닐알킬 라디
칼 및 알콕시카보닐알킬티오 라디칼중에서 선택된 카복시 작용성 라디칼을 나타내며, Q는 메틸 라디칼
또는 R을 나타내고, x는 30내지 400의 평균값을 갖고, y는 1 내지 30의 평균값을 갖는다)에 상응하는 카
복시작용성 폴리실옥산, 및 (B) 폴리머쇄중에 또는 폴리모쇄에 결합된 아민그룹 또는 암모늄 그룹을 함
유하는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로 이루어지며 : 조성물중에서 성분(B)에 대한 성분(A)의 중량비율이 0.1내
지 5의 범위내에 있는 모발처리에 적절한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셀롤로즈 에테르의 4급 암모늄 유도체:비닐피롤리돈 및 디메틸
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의 코폴리머:비닐카프로락탐, 비닐피롤리돈 및 디메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
트의 터폴리며:비닐피롤리돈 및 디메틸아미노 에틸메타크릴레이트의 코폴리머의 4급 암모늄 유도체 : 아
크릴아미드 및 디메틸디알릴암모늄 할라이드의 코폴리머:및 아크릴아미드 및 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
레이트의 코폴리머의 4급 암모늄 유도체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폴리머가 4급 암모늄 그룹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셀룰로즈 에테르의 4급 암모늄 유도체, 비닐피롤리돈 및 디메
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의 코폴리머의 4급 암모늄 유도체, 아크릴아미드 및 디메틸디알릴암모늄 할
라이드의 코폴리머, 및 아크릴아미드 및 디메틸아미노 에틸메타크릴레이트의 코폴리머의 4급 암모늄 유
도체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Q가 메틸 라디칼이고, x는 50내지 200의 평균값을 갖고, y는 2내지 10의 평균값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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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카복시작용성 라디칼이 3내지 10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카복시작용성 라디칼이 카복시알킬 라디칼 및 카복시알킬티오 라디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카복시작용성 라디칼이 4-복시-3-티아부틸 라디칼, 2-카복시에틸 라디칼, 2-카복시-2메틸에틸 라디칼, 8-카복시-7-티아옥틸라디칼, 6-카복시-4-티아헥실 라디칼 및 6-카복시-2-메틸-4-티아
헥실 라디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조성물중에서 성분(B)에 대한 성분(A)의 비율이 0.2내지 3의 범위내에 있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카복시작용성 라디칼이 2-카복시-2-메틸에틸 라디칼인 조성물.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카복시작용성 라디칼이 4-카복시-3-티아부틸 라디칼인 조성물.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0.1 내지 20중량%의 (A)와 (B)의 배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담체가 물로 이루어지고, 카복시작용성 폴리실옥산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함께 물
중에 분산시킨 조성물.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0.5내지 8중량%의 (A)와 (B)의 배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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