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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가지 유형 이상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들의 건조 혼합물을 포함하는 흡수성 겔화물질 및 그의 
제조 방법(ABSORBENT GELLING MATERIAL COMPRISING A DRY MIXTURE OF AT LEAST TWO TYPES OF 
HYDROGEL-FORMING PARTICLES AND METHOD FOR MAKING THE SAME)

요약

상이한 압력 대비 흡수값을 갖는 2가지 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들 혼합함으로써, 혼합물의 AAP값이 
상기 혼합물 성분들의 중량 분획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이한 티
백원심분리 용량값 및 동일한 AAP값을 갖는 2가지 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를 혼합함으로써, 혼합물
의 AAP값이 뜻밖에 증가된다.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겔화 물질의 제조 방법은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
성 물질과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2가지 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을 
혼합 수단에 도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2가지 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을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2가지 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은 분리된 중합 공정을 별도의 배치로 수행
한 다음, 상기 2가지 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한편으로, 단일 유
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의 중량 분획을 벌크 물질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속적으로 처리하여 그의 AAP값
을 증가시키고, 다시 벌크 물질내로 재혼합시킬 수도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2가지 유형 이상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들의 건조 혼합물을 포함하는 흡수성 겔화물질 및 그의 제조 방
법(ABSORBENT GELLING MATERIAL COMPRISING A DRYMIXTURE OF AT LEAST TWO TYPES OF HYDROGEL -FORMING 
PARTICLES AND METHOD FOR MAKING THE SAME)

[도면의 간단한 설명]

3-1

1019970700014



제1도는 편평화된 상태의 본 발명에 따른 흡수 제품의 평면도이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가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압력 대비 흡수(AAP)값 보다 큰 압
력 대비 흡수값을 갖고,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입자의 중량이 제1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
자를 합한 중량의 10%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적어도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 및 제2유형의 하
이드로겔-형성 입자의 건조 혼합물을 포함하는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가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질량 중간 입자 
크기보다 실질적으로 작지 않은 질량 중간 입자 크기를 갖는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3 

제1항 또는 2항에 있어서,제1 및 제2유형 물질의 AAP-값의 차가 2g/g 이상인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4 

제1항 내지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가 압력 대비 흡수값 AAP1을 갖

고, 제1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를 합한 중량의 분획 w가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를 
포함하고, 제1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를 합한 중량의 분획 p가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를 포함하고,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가 압력 대비 흡수값 AAP2를 가지며, 이때 p+w=1이고, 

상기 혼합물의 압력 대비 흡수값 AAP1.2에 대해서는,AAP1.2〉·AAP1+p·AAP2[이때 압력 대비 흡수값은 21.1

내지 70.3g/㎠(0.3내지 1psi), 바람직하게는 35.2내지 56.2g/㎠(0.5 내지 0.8psi)의 압력에서 측정한다]
가 성립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5 

제1항 내지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49.2g/㎠(0.7psi)의 압력에서, 제1유형 하이드로겔-형성 입자
의 AAP값이 15g/g이상인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6 

제1항 내지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49.2g/㎠(0.7psi)의 압력에서, 제2유형 하이드로겔-형성 입자
의 AAP값이 25g/g 이하인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7 

제1항 내지 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유형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AAP값이 제2유형 하이드로겔-형
성 입자의 AAP값의 1.25배 이상인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8 

적어도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건조 혼합물을 포함하는 
흡수성 겔화 물질에 있어서,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가 제2유형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티백 원
심분리 용량(TCC)값보다 큰 티백 원심분리 용량값을 갖고,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양이 제1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을 합한 중량의 10% 이상이고, 상기 혼합물의 압력 대비 흡수값[21.1 
내지 70.3g/㎠(0.3내지1psi),바람직하게 35.2 내지 56.2g/㎠(0.5 내지 0.8psi)에서 측정한다]이 제1유형
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 형성 입자중 어느 한 입자의 압력 대비 흡수값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제1유형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의 티백 원심분리 용량값이 19g/g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10 

제8항 또는 9항에 있어서, 제2유형 하이드로겔- 형성 물질의 티백 원심분리 용량값이 40g/g 이하인 흡수
성 겔화 물질.

청구항 11 

제1항 내지 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2유형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양이 제1 및 제2유형 하이드
로겔-형성 물질을 합한 중량의 10 내지 75%, 바람직하게 20 내지 60%인 흡수성 겔화 물질.

청구항 12 

제1항 내지 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유형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질량 중간 입자 크기가 50 내
지 400㎛이고, 제2유형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질량 중간 입자 크기가 250 내지 800㎛인 흡수성 겔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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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청구항 13 

제1항 내지 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흡수성 겔화 물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 제품.

청구항 14 

적어도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 형성 입자의 건조 혼합물(이때 제1유형
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는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압력 대비 흡수값 또는 티백 원심분리 용
량값 보다 큰 압력 대비 흡수값 또는 티백 원심분리 용량값을 갖는다)을 포함하는 흡수성 겔화 물질을 제
조하는 방법으로,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2가지 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을 혼합 수단에 도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2가지 유형의 하이드
로겔-형성 입자를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하이드로겔 -형성 입자의 벌트 괴로부터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분획을 분리시키는 단
계; 상기 분리된 하이드로겔-형성 입자의 분획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개질시켜 상기 분리된 분획의 
압력 대비 흡수값 또는 티백 원심분리 용량값, 또는 이들 모두를 증가시켜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
자를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개질된 분리된 분획을 벌크 괴내로 다시 혼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분리된 분획을 체질 또는 공기-분리에 의해 수득하고, 표면 가교결합에 의해 개질시키
는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제1단량체는 중합시켜 제1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를 형성하는 단계; 제2단량체를 
중합시켜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제1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
를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제1 및 제2유형의 하이드로겔-형성 입자를 혼합 후에 표면 가교결합시키는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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