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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흡수성 수지 및 그 제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흡수성 수지 및 그 제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실시예 7로부터 수득된 흡수성 수지의 구형입자구조(A-7)를 나타내는 광학현미경사진.

제2도는  실시예  9로부터  수득된  흡수성  수지의  비엔나  소지형  입자구조(C-7)를  나타내는  광학 현미
경 사진.

제3도는  비교  실시예  2로부터  수득된  비교용  흡수성수지(B-2)의  입자구조를  나타내는 광학현미경사
진.

제4도는  비교  실시예  5로부터  수득된  비교용  흡수성수지(D-2)의  입자구조를  나타내는  광학현미경 사
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monomer)의  중합반응으로부터  수득되는  새로운 형
태의  흡수성  수지  및  등  수지의  제법에  관한  것이며,  특히,  좁은  범위의  입자분포도와  특별히 한정
된  범위내의  평균  입자경과  일률적으로  개선된  자질을  가짐으로써  흡수용량,  흡수율  및  흡인력이 탁
월하고,  수용성  수지(이하,  "수용성  성분"이라  칭함)의  용출  총량이  극히  작게  나타나며, 위생재료
용으로  매우  적합한  흡수성수지로서,  그  형상에  있어서  각이지지  않으며,  처리와  취급성이  우수한 
흡수성수지에  관한  것이며,  아울러,  특정조건하에서의  역상  현탁  중합반응에  의한  흡수성  수지류의 
제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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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도  흡수성  수지를  탈지면,  일회용  기저귀등과  같은  체액  흡수용  위생흡수재로  사용하려는 시
도가 있어왔는 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는 흡수성 수지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다.  즉, 
가수분해된 스타치-아크릴로니트릴 그라프트 중합체(hydrolyzed starch-acrylonitrile graft 
polymer,  일본국  특허공보  소화  49-43395)  ;  중화된  다당-아크릴산  그라프트  중합체  (neutralized 
starch-acrylic  acid  graft  polymer,  일본국  공개  특허공보  소화  51-125468)  ;  검화  비닐 아세테이
트-아크릴산  에스테르  공중합체(saponified  vinyl  acetate-acrylic  acid  ester  copolyner,  일본국 
공개특허 공보 소화 52-14689) ; 가수분해된 아크릴로니트릴 또는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hydrolyzed  acylonitrile  or  acrylamid  copolyner,  일본국  특허공보  소화  53-15959)  ;  및  이들 중
합  가교생성물들  ;  부분적으로  중화된  폴리아크릴산의  가교결합생성물  (crosslinked  product  of  a 
partially neutralized polyacrylic acid, 일본국 특허공보 소화 55-84304) 및 기타 등이다.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로부터  흡수성  수지를  생산하는  제법으로서,  모노머  또는  그의 
수용액을  현탁화  및  중합화한  역상  현탁  중합  반응  외에도  수용액중합반응  등이  공지되어  있지만, 
이러한  중합반응  방법들에  의해  수득되는  수지들의  현상과  같은  고유  특성들은  각각의  제법에  따라 
거의  좌우된다고  알려져는  있고,  선행  기술의  중합반응  방법들로부터  수득되는  흡수성  수지들은 형
상,  취급특성  및  안정성의  관점에서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그  예를  들면  흡수성 수
지가  수용액  중합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중합반응이  끝난  후에  분쇄공정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수득된  수지가  불규칙하며,  갈라진  입자들이  예리한  각들을  가지며  그  입자 분포도
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더우기,  역상  현탁액  중합반응이 
이루어지면 수득된 수지는 원형수지의 축합에 의한 결과로 구형 또는 과립형으로 된다.

이러한  역상  현탁액  중합반응  공정에서는,  모노머  또는  그의  수용액들은  소수성(疏水性)  유기용제 
내에서  안정된  형태로  분산  및  중합되며,  통상적으로  분산제를  필요로  하게되며  이  분산제는  수득된 
흡수성 수지들의 입자경과 취급특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상  현탁  중합반응에  사용되어온  분산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다.  소르비탄  지방산 에
스테르와  같은  비이온  계면  활성제(sorbitan  fatty  acid  esters,  일본국  특허공보  소화  54-30710)  ; 
글리세롤  또는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glycerol  or  polylycerol  fatty  acid  esters,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화  62-172006)  :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sucrose  fatty  acid  esters,  일본국 공
개특허공보  소화  62-172006)  :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sucrose  fatty  acid  esters,  일본국 공개
특허  공보  소화  57-167302)  ;  셀롤로오스  에테르  및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
(cellulose  ethers  and  cellulose  esters  일본국  공개특허  공보  소화  58-32607)  ;  카르복실기를 가
지는 친유성 중합체(oleophilic polymers 일본국 공개특허 공보 소화 57-21405) 등이다.

이들  중,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  수득되는  중합체는  100㎛  이하의  작은  평균입자경을 
가지며  입자분포가  매우  광범위하게  된다.  따라서,  흡수용량이  충분치  못하며,  이를  분말상태로 취
급할  경우에는  분진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하는  한편,  중합반응중에  반응용기의  측벽에  상당량의 부
산물이 형성되게 된다.

또한,  수득된  흡수성수지가  작은  입자경과  넓은  범위의  입자분포를  가지게됨으로  그것을  개선키 위
해서  처리액을  혼합시키게되면  혼합이  불균일하게  되거나  일관성있게  개선될  수가  없으며,  혼합이 
불균일하게  되면  중합체  분말은  (이하에서  피쉬아이(fisheye)라고  칭함)  부분적인  덩어리를 형성하
게 된다.

셀룰로오스  에테르  및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동체들이  사용될  경우에는  평균 입
자경은 약 100~200㎛정도로 되지만 다음과 같은 몇몇 결정들이 존재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분산제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성유기용제내에서  낮은  용해성을  나타내며, 실내온도에서
도  쉽게  결정화되어  최종제품에  덩어리  형상으로  혼입되어  최종제품에  일단혼합된  것들은 건조과정
에서  다시  용융되어  최종제품과  융합된다.  또한,  카르복시기를  가지는  친유성  중합체가  사용될 경우
에도  흡수성수지를  형성하는  표면에  분산제가  잔류하게  됨에  따라  등  제품은  위생재료로  이용할 경
우에 충분한 안정성이 없다.

그밖에도,  전해질  흡수력이  탁월하고  큰  입자경을  가지며  유착되지  않는  입자형태를  취하도록 개선
된  흡수성  수지를  얻기  위하여  알려진  방식으로는  불포화  모노머의  수용액에  하이드록시 에틸셀룰로
오즈(hydroxyethylcelluolse)를  첨가하고  자당(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를  분산제로  사용하여 역
상  현탁액  중합반응을  수행하는  방법이었다(일본국  공개  특허  공보  소화  56-76419).  전술한  바와 같
이,  수용액  중합반응  또는  역상  현탁  중합반응으로부터  수득된  종래의  모든  흡수성  수지들은  그 형
상, 취급특성 및 안전성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종류의  수지형성은  수지의  사용방법에  영향을  주게된다.  일반적으로,  흡수성수지들은 흡
수특성을  가지는  기타의  재료들과  빈번하게  조합사용  되는  바,  예를  들면,  흡수성  수지가 종이기저
귀  또는  위생탈지면  등과  같은  위생재료의  흡수체를  구성하는  흡수재로  사용될  경우에는  흡수지 사
이에  흡수성  수지를  적층하여  면과  같은  펄프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산재시키거나  면  펄프와 혼합
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전술한  바와  같은  수용액  중합반응으로부터  수득된  불규칙하고  균열된  형상의 
흡수성수지-날카로운  모서리와  넓은  입자분포를  가지는  -가  사용된다면,  큰입자경을  가지는  수지의 
모서리가  흡수지를  찢게되어,  찢어진  부분으로부터  입자들이  탈락되거나  팽윤  과정에서  수지가 압착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이는  예를  들면,  수지가  흡수지들  사이에  적층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하
는 문제점인것이다.

또한,  역상  현탁액  중합반응으로부터  수득된  흡수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평균입자경이  작고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과  같은  펄프와  혼합되거나  면펄프사이에  샌드위치형으로  산재하거나  또는 흡수
지  사이에  적층될  경우에  분산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분포후에도  흡수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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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직전 또는 직후에 수지가 매우 쉽게 탈락되거나 이동하는 문제점이 역시 발생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지들은  크기,  입자분포  및  형상등에  있어서 부적절하
며, 따라서, 사용 특성, 취급 및 처리, 흡수용량 등의 모든 관점에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발명의  첫번째  목적은  평균입자경이  특히  한정된  범위내에  있고, 입자분포도
가  좁으며,  이에  따라  흡수용량이  커지며,  흡수율이  높으면서도  흡인력이  큰  흡수성  수지를 제공하
는  것이며,  또한  사용특성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표면으로부터의  수용성  성분의  용해량이  적고  그 결
과 위생재료 등으로 매우 적합한 수지 및 그 제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두번째  목적은  취급  및  처리  특성이  탁월하며,  각진부분이  없는  비(非)구형  흡수성 
수지 및 그 제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자는  전술한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광범위한  연구작업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는  바,  역상  현탁액  중합반응에서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의  수용액을  특별히  한정된  점도  범위내에서  선택하고,  추가로  특정한  비이온  계면  활성제를 
분산제로 사용하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진다.

불활성  소수성  유기용제내에서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의  수용액을  현탁시키고 래디칼
중합  반응개시제(radical  polymerization  initiator)로  역상  현탁중합반응을  실시하는  흡수성  수지 
제조공정에  있어서,  본  발명은  B형회점도계(25℃,  0.6rpm)로  측정하여  점도가  15cps  또는  그  이상인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의  수용액을  써  선택하고,  추가로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 
및/또는  폴리글리세롤  지방신  에스테르를  분산제로  사용함을  특징으로  한  흡수성  수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시함으로써  특별히  한정된  범위내의  평균입자경과  좁은  입자분포도를  가지며  수용성 성
분의 용출량이 적게 나타나는 흡수성 수지를 수득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한  제조공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기한  점도를  15~5,000cps의  범위내로  조절하면,  100~600㎛의 
평균  입자경과  입자경분포도를  나타내는  지수(대수  표준편차)가  0.35  또는  그  이하인  흡수성  수지를 
수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제조공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기한  점도를  5,000~1,000,000cps의  범위로  조절하고 분
산제로서  단지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만을  사용한다면  길이와  폭의  비율이  1.5~20의  범위내이며 
각이 없는 비구형의 흡수성 수지를 수득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를  구성키  위하여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로  사용되는 
것들은 음이온 특성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아크릴산(acrylic  acid)  ;  메타크릴산(methacrylic  acid)  ;  크로톤산(crotonicacid)  ;  말레인산 
(maleic  acid)  및  그의  무수물(anhydride)  ;  푸말산(fumaric  acid)  ;  이타콘산(  itaconic  acid)  ; 
2-(메타)  아크릴로일  에탄  설폰산  {2  -  (meth)acryloylethane  sulfonic  acid}  ;  2  -  (메타) 아크릴
로일프로판  설폰산  {2-(meth)  acryloylpropane  sulfonic  acid}  ;  2  -  (메타)  아크릴  아미도-2-메틸 
프로판설폰산{2-(meth)  acrylamido-2-methylpropaneulfonic  acid}  ;  {비닐  설폰산  vinylsulfonic 

acid} ; 스티렌 설폰산 (styrensulfonic acid) 및 그것들의 염류 ; (메타)아크릴 아미
드}{(meth)acrylamide},  N-치환(메타)  아크릴  아미드류  {N-substituted(meth)  acrylamides}, 2-하이
드록시에틸(메타)  아크릴레이트{2-hydroxyethyl(meth)  acrylate},  2-하이드록시  프로필(메타) 아크

릴레이트{2-hydroxy propyl(meth) acrylate}, 메폭시 폴리에틸렌 글리콜(메타) 아크릴레이트
{methoxypolyethylene glycol(meth)acrylate}, 폴리에틸렌글리콜 (메타) 아크릴 레이트
{polyethylene  glycol  (meth)  acrylate)와  같은  비  이온계  친수성  치환물이  함유된  모노머들  ; 
N,N'-디메틸  아미노  프로필(메타)  아크릴레이트{N,N°-dimethylaminoproply(meth)  acrylate}, N,N'-
디메틸  아미노에틸(메타)  아크릴레이트  {N,N'-diethylaminoethyl  (meth)  acrylate},  N,N'-디에틸 아
미노  프로필(메타)  아크릴레이트  {N,N'-diethylaminoethyl  (meth)  acrylate},  N,N'-디에틸아미노 프
로필(메타)  아크릴아미드{N,N'  dimethylaminopropyl(meth)  acrylamide}  및  그들의  4급염류와  같은 

양이온 특성을 가지는 모노머 등이다.

이  화합물들은  단독으로  또는  이것들의  둘  또는  그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
은 3개의 그룹들 중에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화합물을 선택한 혼합물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즉 : (메타) 아크릴산 {(meth) acrylic acid}, 2-(메타) 아크릴로일에탄 설폰산{2-(meth) 
acryloylethane  sulfonic  acid},  2-(메타)  아크릴  아미노-2-메틸프로판  설폰산 2-(meth)acrylamido-
2-methyl-propanesulfonic  acid  및  그것들의  염류  ;  N,N,-디메틸아미노  에틸(메타) 아크릴레이트

{N,N'-dimethylaminoethyl(meth) acrylate} 및 그것들의 4급 염류 : 에폭시 폴리에틸렌 
글리콜(메타)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  아크릴아미드{methoxyethylene  glycol  (meth)  acrylate  and 
(meth)  acrylamide}  등이다.  또한,  모노머  수용액중의  모너머도  역시도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내에서 
변하기는 하지만 중량비로 20%부터 포화농도까지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관한  흡수성수지는  가교제  없이  제조된  자체가교형과  중합성  불포화그룹  또는  반응성기능 
그룹을  가진  소량의  가교제로  중합반응중에  공중합되는  형의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교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N,N'-메틸렌-비스(메타)아크릴  아미드{N,N'-methylene-bis(meth)acrylamide}  ;  N-메티롤(메타) 
아크릴아미드{N-methylol(meth)acrylamide} ; 에틸렌 글리콜(메타) 아크릴레이트{ethylene 
glycol(meth)acrylate}  ;  폴리에틸렌  글리콜(메타)  아크릴레이트{polyethylene 
glycol(meth)acrylate}  ;  프로필렌  글리콜(메타)  아크릴레이트{propylen  glycol(meth)acrylate}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메타)  아크릴레이트{polypropylene  glycol(meth)acrylate}  ;  글리세롤 트리(메
타)  아크릴레이트  {glyceroltri(meth)  acrylate}  ;  글리세롤  모노(메타)  아크릴  레이트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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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meth)  acrylate}  ;  (메타)  아크릴산의  다기능  금속염류{polyfunctional  metal  salts  of(meth) 
acrylicacid}  ;  트리메틸롤  프로판트리(메타)  아크릴레이트{trimethylolpropane  tri(meth)acrylate} 
;  트리알릴아민(triallylamine)  트리알릴시아눌레이트(triallylcyanulate)  ; 트릴알릴이소시아눌레
이트(triallyl  isocyanulate)  ;  트릴아릴  포스페이트  (triallyl  phosphate)  ;  글리시딜(메탈) 아크
릴레이트{glycidyl(meth)acrylate} 등이다.

반응작용기들을  가지는  가교제들은,  예를  들면  카르복실  및/또는  카르복실레이트를  가지는  모노머와 
다가(多價)  알코올  유도체(polyhydric  alcohol  derivatives)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트리에틸렌 글리
콜(triethylene glycol),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tetraethylene glycol),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글리셀롤(glycerol), 폴리글리세롤(poly glycerol) 프리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  디에타놀아민(diethanolamine),  트리  에타놀아민(triethanolamine), 폴리옥시

프로필렌(polyoxypropylene),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블록공중합체(oxyethyleneoxypropylene 
blockco-polymer),  펜타에리틀(pentaerythritol),  소르비틀(sorbitol)  및  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폴리  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poly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글리세롤  폴리글리시딜에테르(glycerolpolyglycidyl  ether),  디글리세롤 
폴리 글리시딜 에테르(diglycerol polyglycidyl ether), 폴리글리세롤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polyglycerolpolyglycidylether),  솔비토올  폴리글리시딜  에테르(sorbitol  polyglycidyl  ether), 
펜타에리드리톨  폴리글리시딜  에테르(pentaerythritol  polyglycidyl  ether),  프로필렌  글리콜 디글
리시딜  에테르(propol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디글리시딜에테르
(polyprop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등과  같은  폴리글리시딜  유도체들과  ;  2,2-비스 하이드록
시  메틸부타놀-트리스[3-(1-아지리디닐  프로피오 네이트]{2,2-bishydroxymethylbutanol-tris[3-(1-
azirdinyl  propionate],  1,6-헥사메틸렌-디에틸렌-요소(1.6hexamethylene-diethylene  urea) 디페닐
메탄-비스-4,4',  N,N'-디에틸렌요소(diphenylmethane-bis-4,4'-N,N'-diethylene  urea)등과  같은 아

지리딘 유도체(aziridine deriva-tives)들과 관련화합물 등 및 ; 에피클로로 히드린
(epichlorohydrin)과  α-메틸클로로히드린(α-methylchlorohydrin)등의  할로에폭실(haloepoxyl) 화

합물들 ; 글루타르 알데히드(glutar aldehyde)와 글리옥살(glyoxal) 등의 폴리 알데히드류
(polyaldehydes)와  ;  에틸렌  디아민(ethylene  diamine),  디에틸렌  트리아민(diethylene  triamine), 
트리에틸렌  테트라민(triethylene  tetramine),  테트라  에틸렌  펜타민(tetraethylene  pentamine), 펜
타에틸렌  헥사  아민(pentaethylene  hexamine),  폴리에틸렌  헥사민(polyethylene  hexamine),  등의 폴
리아민(poly  amine)유도체들  ;  2,4-톨루일렌  디이소  시아네이트(2,4-toluylenediisocyanate)와 헥사
메틸렌 디이소 시아네이트(hexamethylenediisocyanate)와 같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류
(polyisocyantes)  및  ;  알루미늄  클로라이드(aluminium  chloride),  마그네슘  클로라이드(magnesium 
chloride),  칼슘  클로라이드(calcium  chloride),  알루미늄  설페이트(aluminum  sulfate), 마그네슘설
페이트(magnesium sulfate) 칼슘 설페이트(calcium sulfate)와 같은 다가(多價) 금속염류등이다.

한편  전술한  가교제들은  반응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혼합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중합성  불포화기를  가지는  가교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교제의  사용량은 일반적으
로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에 대하여 대략 0.001~1.0mol정도이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는  B형 회전점도계(25
℃,  0.6rpm)로  측정하였을  때  15cps  또는  그  이상의  값을  가지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하, 편의상, 단순히 "점도"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점도가  15cps이하로  될  경우에  수득된  입자의  평균  입자경이  작아짐과  동시에  입자경분포도가 확장
되게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히  한정된  분산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가  15~5,000cps의  범위내로  조절시킨  본  발명의  제조방법을  적용하면,  점도에  따라 
100~600㎛  범위내의  평균입자경을  가지며  입자경분포도가  매우  작은  구형의  흡수성  수지를  수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수득되는  수지의  평균입자경은  점도를  조절하는  간편한  절차에  의해 원
하는대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수득된  수지의  적절한  평균입자경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위생재료로  사용될  경우의 
평균입자경은  통상적으로  100~600㎛의  범위내이며,  더욱  적절히는  150~400㎛의  범위내이다.  이러한 
종류의  입자는  수용액의  점도를  15~5,000cps  더욱  바람직하게는  20~3,000cps의  범위내로 조절함으로
써 수득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수득된 흡수성 수지는 입자경 분포도가 매우 좁
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대수  확률지에  입자분포도를  기입하였을  때  입자의  균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대수표준
편차(σξ)가  0.3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30  이하일  경우에는  선행  기술의  어떠한  제법으로도 
획득할 수 없었던 좁은 입자 분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반조건에 좌우되기는 하지만,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의 수용액 점도가 
5,000~1,000,000cps의  범위  내에서  조절되면,  수득된  입자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평균입자길이와 
평균입자폭의  비가  1.5~20의  비율을  가지며  각이  지지않고  비구형(non-sphere)  즉, 비엔나소시지형
으로  된다.  이와  같은  수지의  길이는  100~10000㎛,  바람직하게는  1000~10000㎛이며  그  폭은 10~2000
㎛,  바람직하게는  100~2000㎛이고,  평균입자길이와  평균입자폭  사이의  비율이  1.5~20의  범위일  때, 
취급과 처리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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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수지들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직경칫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점도가  5,000cps를  넘는  5,000~20,000cps의  범위내에서는  비구형수지와  구형수지가  혼합물로 수득되
며, 점도가 20,000cps 이상이 되면 비구형 수지만이 수득된다.

또한,  1,000,000cps이상이  될  경우에는  간혹  모노머  수용액이  반응용기에  투입될  때  어려움이 수반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점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점제(thickener)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즉,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 하이드록시 프로필 셀룰로오스

(hydroxypropyleellulose),  메틸셀룰로오스(methlcellulose,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오스(carboxy 
methylcellulose),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glycol),  폴리아크릴아미드(polyacrylamide), 폴

리에틸렌이민(polythyleneimine), 폴리아크릴산(polyacrylic acid), 부분중화 폴리아크릴산
(partially  neutralized,  polyacri  lic  acid)  가교화  폴리아크릴산(crosslinked  polyacrylic  acid) 
부분중화 가교폴리아크릴산(partially neutralized crosslinked polyacrylic acid), 덱스트린
(dextrin) 및 소디움 아르기네이트(sodium arginate) 등이다.

이들중에서도  바람직  한것들은,  하이드록시  에틸  셀룰로오스,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아크릴산, 부
분중화폴리아크릴산  등이며,  새로운  형태의  흡수성  수지를  위하여  특히  바람직한  것은 하이드록시에
틸셀룰로오스(hydroxyetheylcellulose)이다.  수용성부분중화  폴리아크릴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5% 
수용액의  점도가  30cps  또는  그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비수용성  가교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말
형이며 그 입자경이 30㎛, 또는 그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증점제를  사용하여  수용액의  점도를  정해진  점도까지  높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노머에 대
한  중량비로  0.05~20%의  범위내로  증점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기  중량비는  모노머의 
종류와 농도 및 증점제의 종류와 분자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본산제로는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류(sucrose  fatty  acid  esters)  및/또는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류(polyglycerol  fatty  acid  esters)가  있다.  전자인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의  경우에는  스테아린산(stearic  acid),  팔미틴산(palmitic  acid),  라우틴산(lauric  acid) 
및  올레인산(oleic  acid)  들로부터  선택된  하나이상의  지방족산(aliphatic  acid)으로  된 수크로스
(sucrose)로부터  유도된  모노-,  디-,  및  트리에스테르(mono-,  di,  and  triesters)  들이며  ;  후자인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의  경우에는  팔미틴산,  라우린산,  올레인산  및  리시놀산(ricinolic 
acid)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지방족산으로  되고  축합도가  10이하인  폴리글리세린으로부터 
유도된 모노-, 디-, 및 트리에스테르이다.

이와  같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들중에서도  가장  바람직  한것은  2~6  정도의  HLB를  나타내는  것들이며, 
분산제  사용량은  통상,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량에  대하여  0.05~10중량%  더욱 바람직
하게는 0.5~5중량% 정도이다.

본  발명의  목적  중의  하나인  각이  없고  비구형인  새로운  형태의  흡수성  수지를  얻기  위하여는 수크
로스지방산  에스테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종류의  분산제들이  사용되면  이와  같은  새로운 형
태의 수지는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불활소수성  유기용제(inert  hydrophobic  rganic  solvent)의  예를  들면, n-펜탄

(n-pentane),  n-헥산(n-hexane), n- 탄(n-heptane)  및  n-옥탄(n-octane)과  같은  지방족  탄화수소들 

;  시클로헥산(cyclohexane),  시클로옥탄(cyclootane),  메틸시클로헥산(methylcyclohexane), 데카린
(decaline)  및  이들의  유도체들과  같은  환상지방족  탄화수소들(cycloaliphatic  hydrocarbons)  ; 벤
젠(benz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톨루엔(toluene),  키실렌(xylene)  및  이들의  치환  유도체들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들과  ;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브로모벤젠(bromobenzene),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및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과  같은  할로겐화 탄화수소들
(halognenatedhydrocarbons)과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단독으로  또는  두종류이상의  혼합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특히  바람직한  것들은  n-헥산, n- 탄,  시클로헥산,  메틸시클로  헥산,  톨루엔, 키실

렌 및 사염화 탄소이다.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수용성  모노머에  대한  유기용제의  비율은  통상,  지속적인  분산과 중합반응과
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열의 제거 및 온도조절의 측면에서 1 : 1 ~ 5 : 1 정도가 적합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래디칼  중합반응  개시제로는  관용되는  어떤  것들이  라도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
으나, 특히 수용성의 것들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과황산칼륨(potassium 
persulfate),  과황산나트륨(sodium  persulfate)  및  과황산암모늄(ammonium  persulfate)과  같은 과황
산류  :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t-부틸히드로  퍼옥사이드(t-butyl  hydroperoxide)  및  쿠멘 
히드로  퍼옥사이드(cumenehydroperoxide)와  같은  히드로  과산화물들  : 2,2'-아조-비스-2-아미디노프
로판  디하이드로  클로라이드(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  chloride)등과  같은 아조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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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azo  compounds)인데,  이들  중합반응개시제들은  이들의  둘이상의  혼합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중합반응개시제들을  조합한  레독스형(redox  type)  개시제  및  아황산염(sulfite), L-
아스코르빈산(L-ascorbic acid), 제이철염(ferric salt)들과 같은 환원제들도 역시 사용될수 있다.

본  발명의  흡수성  수지  제법이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지만,  일예로  역상현탁액  중합반응을  적용한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발명의 공정을 실시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조제하여  15cps이상의  점도를  가지고  에틸렌상으로  불포화된  모노머의 수용액
을  상기한  바와  같은  특별히  선택된  분산제로  중합-불활소수성  유기용제내에서  분산  및  현탁시킨 
후, 래디칼 중합반응개시제로 중합시키는 방법이다.

어떠한  이유로  본  발명에  의한  흡수성  수지가  특별히  한정된  범위내의  평균입자경을  가지면서  좁은 
입자경분포도를  가질  수  있는  지에  관하여는  수용성  모노머  수용액의  역상  현탁  중합반응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즉  :  1)  분산제로서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류  및/또는  폴리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류를 사용
할 것 :

2) 증점제를 사용하여 수용액의 점도를 사전에 정한 점도로 조절하여 줄 것.

이  두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본  발명의  목적은  더  이상  달성될  수  없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평균입자경이  특별히  한정된  범위내의  크기이고,  동시에  입자경의  분포도가  좁은 
본  발명의  흡수성수지는  물을  흡수  하더라도  피쉬아이(fish-eye)를  만들지  않을  뿐더러  흡수율, 흡
수용량,  흡인력  및  투수성이  매우  탁월하며,  수지표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이  함유된  처리제와 혼
합하는  경우에는  균일하게  처리제와  혼합됨으로써  수지표면을  균일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수지들과는  전혀  다르게  각진  부분이  없으며  막대형의  새로운  형상으로된  본 발
명의  흡수성수지는  기재로부터의  박리가  극히  적은  것으로보아  그  취급특성이  매우  탁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흡수성수지는  그  형태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몇몇  종류의  다른  물질들과의 
결합범위가 넓어지고 흡수성수지의 이용분야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조공정에  의하면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를  조절함으로써  비록  점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
지만  선택적으로  평균입자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입자경  분포도가  좁고,  입자형상이  구형인 흡수성
수지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제조  공정중에  점도를  높거나  낮게  조절함으로써  구형  및  비구형의 
흡수성수지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법은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  및/또는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를 분산제
로  사용하고  15cps이상의  값으로  조절하는  특수한  방법에  의해  흡수성  수지를  얻기  위한  것이어서 
이  방법에  의해  수득된  흡수성수지는  수지표면으로부터의  수용성  성분의  용출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지표면에  잔존하는  활성제의  안정성애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위생재료와  같은 
용도로 적합하다.

역상  현탁  중합반응을  본  발명에  따라  실시한  다음  건조공정을  거쳐  흡수성수지를  구술형  또는 비엔
타  소시지형의  입자로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수분은  중합반응에  사용된  소수성  유기용제와  함께 
공비혼합물로  증류시키며,  수분함유겔은  여과후  열풍과  감압  또는  유동층에  의한  통상의  건조장치로 
건조과정을 수행한다.

본  발명은  아래에서  기술된  실시예들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그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흡수성수지의 흡수정도는 아래에 나타낸 절차에 따라 측정된다.

(1) 평균입자경 및 입자경 분포도

수지분말은  JIS  구격메쉬(20,  32,  48,  60,  100,  145,  200  및  350메쉬)에  의해  선별하여  분류한  후, 
잔존백분율(R%)을  대수확율지에  기입하여,  평균입자경을  잔존백분율  R의  50%에  해당되는  입자경으로 
나타낸다.

입자분포도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지표인 대수표준편차 σξ로 나타낸다.

(X1 및 X2는 R 값이 각각 84.1% 및 15.9%에 달할때의 입자경임)

이때, σξ값이 적어질수록 입자분포가 균일해짐을 의미한다.

(2) 흡수용량

0.2g의  흡수성  수지를  부직포로  만든  차봉지형태의  40mm  x  150mm  구격의  봉지에  균일하게  봉입한  후 
0.9중량%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담근다.

각각  10분후  및  30분후에  꺼내어  정해진  시간동안  방치하여  탈수시킨다.  그  다음,  중량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의해  흡수용량을  산정한다.  또한,  봉지만이  젖었을  경우에는  빈봉지를 흡수시
킨 후 중량을 측정한다.

흡수용량(g/g)=(흡수후의 봉지중량-빈봉지만의 중량)/(흡수성수지의 중량)

(3) 흡수율

1.9중량%의 요소, 0.8중량%의 염화나트륨, 0.1중량%의 염화칼슘 및 0.1중량%의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을  함유하는  20ml의  합성요줌(뇨)복합요소에  1.0g의  흡수성수지를  첨가한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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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은 합성뇨를 흡착한 흡수성수지가 팽윤겔의 유동특성을 상실할때까지 통과한 시간으로 
결정한다.

(4) 흡인력

55mm  x  75mm  규격의  박엽지(tissue  paper)에  20ml의  합성뇨를  첨가하여  제조한  합성뇨를  합유한 재
질에  1.0g의  흡수성수지를  올려놓고  10분  동안  방치후  팽윤된겔을  취하여  측정했다.  그  중량을 박엽
지로부터의  수지의  흡인력으로서  결정했다.  동시에,  흡수성  수지에  피쉬아이(fish-eye)의 존재여부
를 실험했다.

(5) 수지표면으로부터 용출된 수용성 성분의 량

부직포,  면과  같은  펄프,  흡수지및  방수막으로된  무게  72kg의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를  반으로 절개
해서  면펄프와  흡수지사이및  그  자체에  2.5g의  중합체를  균일하게  산포한  것에  전술한  바와같은 합
성뇨 120ml를 첨가하여 얻는 시료를 37℃에서 16시간동안 방치한다.

16시간방치  후  면펄프만을  취출하여  1000ml의  증류수로  펄프로부터  옮겨진  수용성  성분을 추출해낸
다.

이와  같이  추출된  용액을  여과하여  그  여과된  용액속에  함유된  중합체  산염기  적정방법(acid-base 
titration method)을 사용하여 측정함하고, 흡수성수지 량에 대한 수용성 성분의 양을 중량
%(weight%)로 결정한다.

[실시예 1]

교반기,  환류냉각기,  온도계,  질소개스  도입관및  적하깔대기  등의  장착된  4목  분액  2l 플라스크
(four-necked  seprable  2L  flask)에  1,000ml의  시클로헥산(cyclohexane)을  넣고  4.0g의  수크로스 지
방산  에스테르(DK-ESTER  F-50,  HLB=6  DAIICHI  KOGYO  SEIYAKU  사  제품)을  용해시킨  용액에 용존산소
를 제거하기 위하여 질소개스를 도입시켰다.

197g의  이온교환수에  84.6g의  소디움  아크릴레이트(soduium  acrylate),  21.6g의  아크릴산(acrylic 
acid)  및  0.016g의  N,  N'-메틸렌-비스아크릴아미드(N,N'-methylene-bisacrylamide)가  함유된  용액이 
담긴  다른  플라스크에  0.53g의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  HEC-DAISERU EP-
850,  DAISERU  CHEMICAL  사  제품)를  용해시켜  35중량%의  모노머  농도와  40cps의  점도로  조절한 모너
머  용액을  제조했다.  이  모노머  용액에  0.15g의  과황산칼륨(potassium  persulfate)를  용해시킨후, 
이 수용액증의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질소개스를 도입시켰다.

다음,  전자의  플라스크속의  용액을  후자의  플라스크속의  모노머수용액에  가하여  얻어진  혼합물을 
230rpm으로  교반하여  분산시킨  후,  욕조(bath)  온도를  60℃로  상승시켜  중합반응을  시키고,  이 온도
를  2시간동안  유지하며  중합반응을  완료시켰다.  중합후  얻어진  반응혼합물은  함수겔내의  수분을 제
거키위하여  목적으로  시클로헥산을  사용한  공비증류방법으로  처리하여  여과한  후,  감압하  80℃에서 
건조하여 구형의 흡수성수지(A-1)를 얻는다.

이 수지의 함수율은 5.6%였으며, 그 특성은 표 1에 나타냈다.

[실시예 2]

2.2g의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  sp-60,DAISERU  CHEMICAL  사  제품)를 사용하
는 것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중합반응을 실시했다.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는  800cps였으며  구형  흡수성수지(A-2)의  함유율은  6.8%였다. 특성측정결과치
는 표 1에 나타냈다.

[실시예 3]

3.5g의  핵사글리세롤-냉각리시놀레이트(hexaglycerol-condensed  ricinolate,  STEPRP-6,KAO  사 제
품)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합반응을  실시하여  6.3%의  함수율을  갖는 
구형의 흡수성수지(A-3)를 수득하였다.

특성 측정결과치는 표 1에 기재되어 있다.

[실시예 4]

교반기,  환류냉각기,  온도계,  질소개스  도입관  및  적하깔대기  등의  장착된  4목  분액  2l 플라스크
(four-necked  seprable  2L  flask)에서  1,000ml의  시클로헥산(cyclohexane)을  넣고  4.0g의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DK-ESTER  F-20,  DAIICHI  KOGYO  SEIYAKU사  제품)를  용해시킨  용액에  질소개스를 도
입하여 용존산소를 제거했다.

다른  플라스크에,  점도  20cps의  모노머  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250g의  이온교환수를  넣은후,   
65.8g의  소디움아크릴레이트(soduium  acrylate),  21.6g의  아크릴산(acrylicacid),  0.076g의 폴리에
틸렌  글리콜  디아실레이트(poly-ethylene  glycol  diacylate,  n=14)  및  15g의  소디움 폴리아크릴레이
트(sodium  polyacrylate,  AQUALIC  OM-100,  NIPPON  SHOKUBAI  KAGAKU  KOGYO  사  제품,  25℃의  5% 수용
액에서 점도 150cps)를 용해시켯다.

다음,  이용액에  0.12g의  과황산  나트륨(sodim  persulfate)를  용해시켜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과정을 완료시킴으로서 구형의 흡수성 수지(A-4)를 수득하였는바, 그 함수율은 4.8%였다.

특성 측정결과치는 표 1에 나타냈다.

[실시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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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제로서  소디움  폴리아크릴레이트(sodium  polyacrylate,  AQUALIC  FH,  25℃의  1%수용액에서  점도 

2  X 10
4
cps,  NIPPON  SHOKUBAI  KAGAKU  KOGYO  사  제품)를  사용하는  것외에는  실시예  4와  동일한 방법

으로  반응공정을  완료시켜  구형의  흡수성수지(A-5)를  수득하였는바,  함수율은  5.8%였다.  모노머 수
용액의 점도는 27cps였으며 그 특성 측정결과치는 표 1에 나타냈다.

[실시예 6]

68.7g의 소디움 2-아크릴아미드-2-메틸 프로판 설포네이트(sodim 2-acrylamido-2-methyl 
propanesulfonate),  7.05g의  소디움  아클릴레이트(sodium  acrylate)  및  1.8g의  아크릴산(acrylic 

acid)을 181g의 이온교환수에 용해시킨후, 1.07g의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
cellulose,  HECDAISERU-850,  DAISERU  KAGAKU  KOGYO사  제품)를  용해시켜서  제조된  모노머  조성물을 
사용하는  것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공정을  완료시켜  함수율  6.9%의  구형 흡수성수
지(A-6)를 수득하였다.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는 280cps였으며 특성측정결과치는 표 1에 나타냈다.

[실시예 7]

실시예  1에서의  히드록시  에틸셀룰로오스  (hydroxyethylcellulose,  HEC-DAISERU  EP-850,  DAISERU 
KAGAKU  KOGYO사  제품)의  중량을  1.6g으로  교체하고,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를  2,000cps로  조절한  것 
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합반응을  완료시켜  함수율  6.4%의  구형  흡수성  수지(A-7)를 
수득하였다. 이 수지의 특성은 표 1에 나타냈다.

[실시예 8]

히드록시  에틸셀룰로오스  (hydroxyethylcellulose,  HEC-DAISERU  SP-600,  DAISERU  KAGAKU  KOGYO사 제
품)의  량을  0.3g으로하고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를  17cps로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동일한 방
법으로  중합반응을  완료시켜  함수율  5.9%의  구형흡수성  수지(A-8)를  수득하였는바,  그  특성은  표 1
에 나타냈다.

[비교 실시예 1]

분산제로서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를 사용하는 대신에 3.5g의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Sorbitan  monostearate,  REODOL  SP-SIO,  KAO사  제품)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
법으로  반응공정을  완료시켜  함수율  6.2%의  비교를  위한  구형  흡수성수지(B-1)를  수득하였는바,  그 
특성측정 결과치는 표 1에 기재되어 있다.

[비교 실시예 2]

모노머  수용액에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lcellulose)를  첨가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과정을  완료시켜  함수율  4.7%의  비교를  위한  구형  흡수성 수지(B-
2)를 수득하였는바,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는 7cps이며, 특성 측정결과치는 표 1에 기재되어 있다.

[비교 실시예 3]

실시예 1에서의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 대신에 4.0g의 헥사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hexaglycerol  monostearate,  POEMU  J-4010,  RIKEN  VITAMIN사  제품)을  사용하며,  히드록시에틸 셀룰
로오스를  모노머  수용액에  첨가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공정을 
완료시켜  비교를  위한  구형  흡수성  수지(B-3)를  수득하였는바,  함수율은  5.9%였으며  그  특성측정 결
과치는 표 1에 기재되어 있다.

[액체내에서 흡수성 수지의 혼합특성시험]

실시예  1~8로부터  수득된  각각의  흡수성  수지(A-1)~(A-8)  및  비교  실시예  1~3으로부터  수득된 각각
의  흡수성수지(B-1)  ~  (B-3)를  패들형혼합기(Paddle-typeblender)를  사용하여  처리용액과  혼합하되, 
각각의  수지중량  100중량부에  대하여  용액은  0.3중량부의  디에틸렌  글리콜(diethylene  glycol), 4중
량부의 수분 및 0.5중량부의 이소프로파놀(isopropanol)로 조성된 용액으로 한다.

혼합공정중에,  비교를  위한  흡수성수지(B-1)(B-3)  들에는  처리용액이  불균일하여  분산되어 피쉬아이
(fish-eye)가 발생되었으나, 흡수성 수지(A-1)(A-8)들에는 발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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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1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있어서의  점도를  조절하여  주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원하는 평균입자
경과  좁은  입자분포를  가지는  입자들을  용도에  따라  손쉽게  수득할  수  있으며  입자경  분포의 균일성
으로  인하여  수용액과의  혼합특성이  탁월하므로  누구라도  그  표면의  개선을  균일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분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흡수율과  흡인력이  탁월하며,  수용성  성분의  용출량도  적게 나타난
다.  또한,  흡수성  수지의  표면개선이  수분을  포함하는  처리용액과의  혼합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될 
경우에도,  처리용액과의  혼합성이  매우  우수하고  피쉬아이의  형성이  극히  제한되므로  입자표면이 균
일하게 개선될 수 있다.

[실시예 9]

교반기,  환류냉각기,  온도계,  질소개스도입관빛  적하깔대기  등의  장착된  4목  분액  2l 플라스크
(four-necked  seprable  2l  flask)에  1,000ml의  시클로헥산(cyclohexane)을  넣고  4.0g의  수크로스 지
방산  에스테르(DK-ESTER  F-50,  DAIICHI  KOGYO  SEIYAKU사  제품,  HLB=6)를  용해시킨  용액에 질소개스
를 도입하여 용존산소를 제거하였다.

197g의  이온교환수에  84.6g의  소디움  아크릴레이트(soduium  acrylate),  21.6g의  아크릴산(acrylic 
acid)  및  0.016g의  N,  N'-메릴렌-비스  아크릴아미드(N,N'-methylene-bisacrylamide)가  함유된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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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긴  다른  플라스크에  3.2g의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  HEC-DAISERU EP-
850,  DAISERU  CHEMICAL  사  제품)를  용해시켜  35중량%의  모노머  농도와  35,000cps의  모노머점도를 가
지도록 조절한 모너머 용액을 제조했다.

이  모노머  용액에  0.15g의  과황산  칼륨(potassium  persulfate)를  용해시킨  후,  질소개스를  도입하여 
이 수용액증의 용존산소를 제거하였다.

다음,  전자의  플라스크의  용액에  후자의  플라스크속의  모노머  수용액을  첨가하여  얻어진  혼합물을 
230rpm으로  교반시켜  분산되게한  후,  욕조(bath)  온도를  60℃로  상승시켜  중합반응이  개시되게하고, 
이 온도를 2시간동안 유지하며 반응을 완료시켰다.

중합이  끝난후의  반응혼합물은  함수겔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클로헥산을  사용한 공비증류방
법으로  처리하여  여과한후,  감압하  80℃에서  건조시켜  3000㎛의  평균길이와  550㎛의  평균폭을 가지
면서  각이  지지  않는  다소  길고  좁은  비엔나  소시지형의  흡수성  수지(C-1)를  얻는다.  이  실시예에서 
구형입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실시예 10]

중점제인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  EF-850,  DAISERU  KAGAKU  KOGYO사  제품)의 
량을 5.3g으로 변경시킨 것외에는 실시예 9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합반응을 실시했다.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는  240,000cps였으며,  중합반응이  완료된후  공비탈수(azeotropic dehydratio
n)및  여과처리를  행하고  감압하에서  건조시켜  3500㎛의  평균길이와  600㎛의  평균폭을  갖고,  그래서 
길고 좁은 형상의 비엔나 소시지형인 흡수성수지(C-2)를 얻었다. 구형입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실시예 11]

중점제인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  EF-850,  DAISERU  KAGAKU  KOGYO사  제품)의 
량을  2.6g으로  변경시킨  것  외에는  실시예  9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합반응을  실시하였으며,  모노머 
수용액의 점도는 16,000cps였다.

중합반응이  완료된  후  공비탈수및  여과처리를  하고  감압하  80℃에서  건조시켜  1500㎛의  평균길이와 
400㎛의 평균폭을 가지며 그래서 다소 두꺼운 형태의 비엔나 소시지형의 흡수성 수지(C-3)를 
얻었다. 이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구형입자가 존재하였다.

[실시예 12]

분산제로서  5.5g의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  (DK-ESTER  F-20,  HLB=2,  DAIICHI  KOGYO  SEIYAKY사 제
품)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9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공정을  실시하여  평균길이가  250㎛, 
평균폭이  450㎛으로서  비엔나  소시지형인  흡수성수지(C-4)를  얻었다.  구형의  입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실시예 13]

실시예 9에서 181g의 이온교환수에 68.7g의 소디움 2-아크릴 아미도-2-메틸프로판 설포네이트
(sodium  2-acrylamido-2-metylypropanesulfonate),  7.05g의  소디움  아크릴레이트(sodium  acrylate) 

및 1.8g의 아크릴산(acrylic acid)를 용해시킨 후, 2.7g의 히드록시 에틸 셀룰로오스
(hydroxyethylcellulose,  HEC-DAISERU   EP-850,  DAISERY  KAGAKY  KOGYO사  제품)을  용해시켜서  얻은 
모노머를  사용하는  외에는   실시예  9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과정을  수행하여  1500㎛의  평균길이와 
400㎛의  평균폭을  가지며  다소  두꺼운  비엔나  소시지형의  흡수성수지(C-5)를  수득하였다.  모노머 수
용액의 점도는 50,000cps였으며, 구형 입자는 전혀 현출되지 않았다.

[비교 실시예 4]

분산제로서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를 사용하는 대신에 3.5g의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sorbitan  monostearate,  REODOL  SP-SIO,  KAO사  제품)를  사용하는  것외에는  실시예  9와  동일한 방법
으로 반응시켜 전량의 구형인 비교를 위한 흡수성 수지(D-1)를 수득하였다.

[비교 실시예 5]

329g의  이온교환수에  141g의  소디움  아크릴레이트(sodium  acrylate),  36.1g의  아크릴산(acrylic 
acid)  및  0.118g의  N,N'-메틸렌-비스아크릴아미드(N,N'-methylenbisacrylamide)를  용해시킨  후, 

0.68g의 과황산 암모늄(ammonium persulfate)과 0.025g의 아황산 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sulfite)를  사용한  정적수용액  중합반응을  시켜  겔과  같은  함수성  중합체를  얻고 열풍건조
기에서  180℃의  온도로  건조시킨  다음,  헤머(hammer)형  미분기에서  미분쇄한  후  28메쉬의 금속망으
로 선별하여 미분상의 비교를 위한 흡수성 수지(D-2)를 수득하였다.

[흡수성 수지의 취급특성 시험]

[시험 1]

실시예  9~13과  비교를  위한  실시예  2,4  및  5로부터  수득된  각각의  흡수성  수지  2.5g을  20Cm  x  15Cm 
규격의  흡수성  중앙부의  18Cm  x13Cm  범위내에  균일하게  산포한  후,  균일한  조건하에서  진동기를 사
용하여 진동을 주어 흡수지로부터 탈락된 중합체의 량을 측정한다. 이 결과치를 표 2에 요약했다.

[시험 2]

시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예  9~13과  비교를  위한  실시예  2,4  및  5로부터  수득된  각각의 흡수
성  수지  2.5g의  흡수지위에  균일하게  산포한후,  그  위에  동일한  흡수지를  포설한  다음,  그  위에  또 
다시  4메쉬  금속방을  포설한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로울러를  사용하여  압착처리를한  후,  흡수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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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 흡수지의 외관을 관찰했다. 그 얻어진 결과치를 표 2에 요약했다.

[시험 3]

실시예  9~13과  비교를  위한  실시예  2,4및  5로부터  수득된  흡수성수지를  20Cm  x  15Cm  규격의 면과같
은  펄프쉬트(pulp  sheet)에  균일하게  산포하고  그  위에  동일한  면펄프쉬트를  포설한후,  그  위에 4메
쉬의 금속망을 제차 포설한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로울러를  사용하여  압착처리를  한  후,  흡수체의  양단을  양손으로  잡고  그 위아래
로 3번 흔들어준 다음, 탈락된 중합체의 량을 측정한다. 결과치를 표 2에 요약했다.

[표 2]

표  2에서  명백히  밝혀졌듯이,  본  발명에서와  같이  각이  지지  않은  막대형상의  흡수성수지는  구형의 
흡수성  수지와  비교할때  취급특성이  탁월하다.  또한,  재료들과  함께  용이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층  재료로부터의  탈락율이  적기때문에  본  발명의  수지는  흡수성  수지의  이용분야를 넓히
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00~600㎛의  평균입경및  구형의  입자  형상을  갖는  흡수성  수지에  있어서,  대수표준편차의  값으로 
0.35 이하의 입경분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수지.

청구항 2 

폭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1.5~20의  범위내이고,  수지  입자의  형상이  예리한  각도부분이  없는 비구형
(non-spherical)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수지.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흡수성  수지의  길이가  100~10,000㎛의  범위내이고,  입자의  폭은  100~2,000㎛의 범
위내 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수지.

청구항 4 

수용성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의  수용액을  붕산제를  사용하여  중합불활성  소수성  유기용제에서 분
산  및  현탁시키고,  상기  단량체의  상기  수용액을  라디칼  중합  개시제를  사용하여  중합시켜  흡수성 
수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량체의  상기  수용액은  부루크필드(타입  B)  회전 점도계(25
℃  및  0.6rpm에서)에  의하여  측정된  15cps  이상의  점도를  가지며,  상기  분산제는  수크로오스  지방산 
에스테르및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수지
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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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수용성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와  상기  수용액은  15~5,000cps  점도범위로  조절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수지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수용성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의  상기  수용액은  5,000~1,000,000cps의  점도범위로 
조절되고,  상기  분산제는  오직  스크로오스  지방산  에스테르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수지를 제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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