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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소 포 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분말세제  조성물에  첨가하기에  특히  적합한  탄산나트륨을  기본물로  하는  미립자  소포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직물세탁에  특히  적합한  음이온  및/또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함유  세제조성물은  일반적으로  과다한 
거품을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드럼형  세탁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따라
서  이러한  과다한  거품발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기  위해  통상적으로  세제조성물에  소포제를 첨
가시킨다.  음이온  및/또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함유  세제조성물에서  생기는  과다한  거품은  예를  들면 
비누를  첨가시키거나,  탄화수소  또는  실리콘오일과  같은  오일,  또는  소수성  실리카와  같은  미립자 
또는 그 혼합물을 첨가시킴으로써 어느 한도까지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특허  제1,571,501호(유니레버)에는  스테아릴  인산칼슘과  같은  알킬인산의  다가염과 
탄산수소로  구성되는  거품제어제를  함유하는  분말  세제조성물이  제안되어  있다.  상기  거품제어제는 
포장이전에 세제분말에 분무된다. 

이러한  소포제는  바로  제조된  세제조성물의  과다한  거품을  발생하는  경향을  감소시키는데에는 상당
히  효과적이지만  세제분말  내에  저장하는  동안  소포  활성이  감소되는  실질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
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포  활성제(특히  유성의  소포활성제)의  일부가  주위의  분말  또는  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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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에까지  이동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소포활성감소  현상은  세제분말이 
실온(20℃)  이상의  온도에서  저장될  때  더욱  급속히  일어나서  몇주간  저장한  후에  소포제의  활성은 
상당히 손실된다.

따라서  분말세제  제조과정에서  저장시의  조기  불활성화를  방지하는  형태로  소포제를  첨가시킴으로써 
낮은  세탁온도  및  높은  세탁온도에서도  과다한  거품  발생을  제어하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캐리어(carrier)물질에  흡착되는  과립  또는  미립자  형태로  소포  활성제를  세제분말에 첨가시켜
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종전기술에  기재되어  있는  상기  캐리어  물질로는  여러  무기염이  있다. 
캐리어  물질  미립자를  사용하면  적절한  캐리어  물질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저장시  유성 소포활성제
가 이동됨으로써 생기는 조기 활성상실을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특허출원  제22,998A호(헨켈)는  규산나트륨,  규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트리폴
리인산나트륨/황산나트륨/  또는  트리폴리인산나트륨/규산나트륨/황산나트륨의  슬러리를 분무-건조하
여  제조한  소포과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럽특허출원제  109,247A호  (유니레버)에는  소포과립의 
캐리어  물질로서  제올라이트와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이  기재되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특허출원 제
3,013,292A호(BASF)에는  실리카,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또는  제올라이트와  같은  세분화된  다공성 캐리
어  물질에  용융  소포활성제를  분무하여  제조한  소포과립이  발표어  있다.  탄산나트륨은  영국특허 제
1,571,501호(유니레버),  유럽특허출원  제142,910A호(프록터   캠블),  유럽특허출원  제63, 346A(헨
켈),  유럽특허출원  제  36,  162A호(헨켈),  유럽특허출원  유럽특허출원  제150,386A호(헨켈), 유럽특허
출원  제13,028A호(헨켈)  및  유럽특허출원  제210,731호(도우  코닝)에서  소포과립의  캐리어로서 사용
될 수 있는 물질로 나타나 있으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륨

본  발명자는  고도의  다공성  탄산나트륨을  기본  물로  하는  물질이  소포활성제(특히  유성 소포활성
제)의  캐리어로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시되는  캐리어  물질의  세공부피는 운반
체내에  소포활성제를  붙잡아  두기에  충분해야  하며  이렇게  제조된  입자는  점성이  없는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하지만  낮은  세탁온도  및  높은  세탁온도에서  세탁액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성제를 방출
해야 한다. 이렇게해서 소포제 성분의 효력이 사용시까지 유지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탄산나트륨을  기본물로  하는  캐리어  물질은  작은  세공크기를  가짐으로써 특징지
워지는데 세탁시에 소포활성제가 입자 또는 수적보다 작은 형태로 세탁액에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세제분말  조성물에  혼입시키기에  적당한  미립자  소포제로서  다음  물질로  구성되는 
미립자  소포제를  제공한다.  (ⅰ)  5-90℃  온도범위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체인  소수성 소포활성제
를  하나이상  함유하는  소포활성물질,  (ⅱ)  (ⅰ)의  소포활성물질이  흡착되는  캐리어로서,  평균입자 
직경이  2000㎛이하이고,  세공부피는  0.2-1.0㎤/g이며  중간  세공직경은  20㎛이하인,  탄산나트륨을 함
유하는  다공질  흡수성  수용성  무기캐리어,  본  발명의  소포제는  예를  들면  프론트  로딩  자동세탁기로 
직물을  세탁하는  경우  세제조성물과  함께  사용되어  원하는  수준으로  거품의  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인 소포활성 물질을 함유한다.

소포활성물질은  5-90℃의  온도(일반적으로  세탁온도의  범위에  해당)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체인 
소수성 소포활성제를 하나 이상 함유한다.

소포활성물질은 다음 물질을 함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  탄화수소,  폴리실록산  및  그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며,  5-90℃의  온도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체
인 소수성 소포활성제.

⒝ 다음 물질로부터 선택되는 임의의 소포 촉진제.

⒝(ⅰ) 다음 구조를 가진 알킬 인산 또는 그 염

상기 식에서, A는 -OH  또는 R
2
O(EO)m , R

1 
및 R

2
는 같거나 다른 C12-C 24  선형 또는 분지형 포화 또는 불

포화알킬기, m 및 n은 같거나 다름 0-6의 정수를 나타낸다.

⒝(ⅱ) 소수성 실리카

⒝(ⅲ) 그 혼합물

[소수성 소포활성제]

[⒜(ⅰ) 탄화수소]

소포활성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는  보통  90℃이하의  온도에서  액화된다.  본  발명에 사용하
기에  적합한  탄화수소는  20-90℃  온도에서  액화된다.  이  물질은  보통  실온에서  고체  또는 반(semi)
고체로서  종종  왁스로  불리우는  물질일  수도  있고,  통상  액체와  통상  고체  또는  반고체탄화수소의 
혼합물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탄화수소는 광물,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천연물질이거나 또는 합성물질이다.

바람직한  탄화수소는  자동세탁기에서  직물을  세탁하는  데에  사용되는  세제  조성물의  세탁온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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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약 30℃-70℃ 온도 밤위에서 액화되는 물질이다.

바람직한 탄화수소는 광물(특히 석유)로부터 유도된 물질로서 미세결정왁스 및 산화된 
미세결정왁스,  와셀린(VASELINE)  및  파라핀왁스이다.  와셀린은  반고체  탄화수소  왁스로서  보통 액화
점이  35℃-50℃이며  통상  액체인  탄화수소와  통상  고체인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피셔-트
롭쉬  왁스  및  산화  피셔-트롭쉬왁스,  또는  몬탄왁스와  같은  합성왁스,  또는  밀랍,  칼델릴카왁스  및 
카나우바왁스와 같은 천연왁스도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상기의 어떤 왁스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탄화수소 왁스와의 혼합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탄화수소의 비누화값은 매우 높지 않도록 100이하이어야 한다.

소포제내에는 또한 탄화수소의 유화제 또는 안정화제를 함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한다면  20-90℃,  바람직하게는  30℃-70℃  온도범위에서  융해하는  바람직한  탄화수소로는  보통 액
체인  저-융해점  탄화수소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액체인  탄화수소의  적합한  예로는  광물성,  식물성 
또는  동물성  오일이  있으며  이중  무색의  광물성  오일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광물성  오일로  경유 또
는 중유 또는 그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으나 물론 사용되는 어떠한 액체 탄화수소도 통상의 직물 세
탁  온도에서  휘발성이  낮아야  한다.  원한다면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오일로는  참깨유,  면실유, 옥수
수유,  햐아몬드유,  올리브유,  맥아유,  쌀겨유,  또는  땅콩유와  같은  식물성  오일,  또는  라놀린, 우각
유,  골수유,  고래유  또는  간유  등과  간은  동물성오일이  있다.  사용되는  어떠한  오일도  색이  짙거나 
강한  냄새가  나거나  강한  냄새가  나거나  기타  세제조성물에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것이  아니어야 한
다.

보통  액체인  탄화수소  물질의  또  하나의  예로는  보통  40℃이하의  세탁  온도에서  액체인 탄화수소로
서,  일반적으로  분자당  12-40  탄소원자를  함유하여  융해점  -4℃  내지  5℃인  탄화수소이다.  통상 액
체인  탄화수소는  최저비등점이  110℃  이상인  것이  일반적이다.  광물성  화이트오일로 알려진(바람직
하게는  나프텐형  또는  파라핀형)  액체  파라핀이  상기  탄화수소로서  바람직하다.  특히  스핀들 오일
(벨로사이트  6  :  모빌사),  파라핀  오일  및  WTO-5  시리즈(브리티쉬  페트롤  롬사  제품)와  같은  기타 
액체 오일로부터 선택된 것이 적합하다.

본 발명의 소포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탄화수소는 와셀린이다.

[⒜(ⅱ) 폴리실록산]

소포활성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폴리실록산은 다음의 분자식을 가진다.

상기식에서 R 및 R'는 같은 다른 C1-C6 알킬 또는 아릴기이고 X는 20이상의 정수이다.

바람직한 폴리실록산 R 및 R'이 모두 메틸기인 폴리디메틸실록산이다.

폴리실록산은  보통  분자량이  500-200,000이고,  비-휘발성이며  동적  점도가 50-2×10
6
㎜

2
/S이다.  특히 

5×10
2
-5×10

4
㎜

2
/S,  더욱  바람직하게는 3×10

3
-3×10

4
㎜

2
/S(25℃)인  동적점도를갖는  폴리실록산이 유

리하다.  폴리실록산은  보통  트리메틸실릴기로  봉쇄된  말단을가지고  있으나,  다른  말단-봉쇄기도 또
한 가능하다.

시판용으로  적합한  폴리실록산은 50-5×10
4
mm

2
/S의  점도를  가진  폴리디메틸  실록산인  도우  코닝사 제

품 "실리콘 200 플루이드"이다.

간편하게 본 명세서에서는 액체 폴리실록산을 "실리콘 오일"이라 명명한다.

[소포촉진제]

본  발명의  소포제는  소포촉진제  즉,  소포  활성제의  소포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미립자  물질을 또
한  함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포촉진제는  보통  수용성이며  소포제  성분이  상당량의  물과  접촉할  때 
세분화된  고체입자로서  작용하여  직물  세탁중  거품을  제어한다.  소포  촉진제는  또한  경수에  통상 존
재하는  칼슘  또는  마그네슘과  접촉하면  불용성  미립자인  세분화된  고체형태로  변환되는  물질일  수도 
있다.

소포촉진제는  알킬인산  또는  그  염,  소수성길리카  또는  상기  물질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알킬인산 또는 그 염]

소포  촉진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알킬  인산  또는  그  염은  다음의  분자구조를  가지는  산으로부터 유
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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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A는  -OH  또는 R
2
O(EO)m -, R

1
 및 R

2
는  같거나  다른 C12-C24(바람직하게는C16-C22 )  선형  또는 

분지형  포화  또는  불포화  알킬기(특히 C16-C 18  선형  포화  알킬기)이며,  m  및  n은  같거나  다른  0-6인 

정수이다.  바람직하게는  A가  -OH,  n이  0인  화합물로서  선형  알킬기를  가진  모노알킬  인산이 유리하
다.  알킬인산내에  에틸렌옥사이드(EO)기가  존재한다면  이  물질의  알킬사슬  길이가  너무  길어서 사용
시 칼슘 또는 마그네슘염이 물속에 용해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알킬  인산  또는  그  염은  보통  일련의  알킬사슬길이를  가진  모노-와  디-알킬인산의 혼합물이
다.  주로  모노알킬인산염은  m  또는  n이  1-6인  정수인  경우  폴리인산을  사용하여  알콜  또는 에톡실화
된  알콜을  부인산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오산화인을  사용하여  인산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노-  및  디-알킬  인산염  혼합물이  생성된다.  적절한  반응조건에서는  단지 미량
의  미반응물  또는  부생성물이  생성되므로  유리하게  반응생성물을  바로  소포제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⑴의  구조의  치환된  인산은  산  형태로  또는  염형태로(즉,  부분적인  염  또는  바람직하게는 완전
한 염으로서)사용될 수 있다.

알킬인산을  함유하는  소포제가  세제조성물에  첨가되는  경우  이  물질은  보통  세제조성물중에서보다 
염기성  성분에  의해  중화되어,  세제조성물이  물에  분산될  때  나트륨염을  생성한다.  세제조성물이 경
수에서  사용되는  경우  불용성  칼슘염/또는  마그네슘이  생성되지만  연수에서는  알킬  인산염의  일부가 
알칼리금속(주로  나트륨)염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수용성염에  칼슘  및/또는 마그네
슘이온을  첨가하여  알킬인산염의  미립자  불용성  해당염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알킬인산염이 
알칼리금속염  또는  암모늄염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는  경수  사용시  다시  칼슘염  및/또는 마그네슘염
이 생성된다.

상기  불용성  알킬  인산염은  알루미늄염,  바륨염,  아연염,  마그네슘염  또는  스트론튬염  형태로 사용
될  수  있으나,  칼슘염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한다면  불용성  알킬  인산염과 유리
산  또는  기타  수용성염(알칼리금속염)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불용성  알킬인산염은  완전히 
불용성일  필요는  없지만  소포제  성분이  직물세탁용  세제조성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불용성 고체
염이 세탁액중에 존재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불용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알킬 인산염은 스테아릴 인산염이다.

[⒝(ⅱ)소수성 실리카]

소포  촉진제는  또한  소수성  미립자  실리카를  함유한다.  어떤  형태의  실리카도  소수성  실리카의 제조
에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예로는  예를  들면  클로로-알킬실란(특히  디메틸  디클로로실란)  처리 
또는 예를 들면 알콜(특히 옥탄올)  처리에 의해 소수성 형태로 변환될 수 있는 발열성 실리카 및 침
전성 실리카등이 있다. 기타 적합한 시약 물질도 소수성 실리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소수성  실리카는  표면적이  50㎡/g이상,  미립자  크기가  10㎛이하  바람직하게는  3㎛이하인  것이 바람
직하다.

시판용  소수성  실리카의  예로는  대구사제품인  시퍼나트(상표) D 10 및 D17 ,  와커-케미  제품인 와커(상

표) HDK P100/M, 카보트사 제품인 카모실(상표) N70TS등이 있다.

또한  실리콘  오일과  소수성  실리카의  혼합물의  시판용으로  도우코닝제품인  DB100,  와커-케미제품인 
VP1132,  ICI  제품인  실콜라프스(상표)  430이  있다.  이  물질들은  실리카  그  자체가  소수성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이  방법은  친수성  실리카를  실리콘오일과  혼합시켜  고도의  시어속도로 
교반을  하면서  가열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S.  ROSS  및  G.  NISHIOKA의  콜로라도  및 계면과학(65⑵
권, 1978. 6. 216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

[⒝(ⅲ) 기타 소포촉진제]

상기  ⒝(ⅰ)의  알킬인산염의  대치제  또는  보충제로서  사용되는  인-비함유  소포촉진제는  다음의 분자
식을 가진 질소-함유 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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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R
3 
및 R

4
는 같거나 다른 C5-C 25 지방족 알킬기, R

5
 및 R

6
는 수소 또는 같거나 다른 C1-C 22 지

방족 알킬기이며 R
7
는 C1-C9 지방족 알킬기이다. 

바람직한  질소화합물은  예를  들면 R
3
 및 R

4
가  같거나  다른 C14-C 22  지방족  알킬기인(5)  구조식의 물질

이다.

가장  바람직한  질소화합물은  알파,  오메가-디알킬아미드  알칸으로서  특히  다음  구조식을  가진  알파, 
오메가-디스테아릴아미드메탄 또는 에탄(메틸렌 및 에틸렌 디스테아르아미드)이다.

상기식에서 n은 1 또는 2이다.

질소화합물  소포  촉진제는  환경보호면에서  인-함유화합물을  거의  또는  전혀  함유되지  않는 세제조성
물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원한다면  본  발명의  소포제에  함유되는  소포활성  물질은  상기  명시된  것이외의  소포활성제  및/또는 
소포촉진제를 대신 또는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소포활성제(유성)와  소포촉진제(미립자)  또는  그  전구물질의  혼합물의  예로는  다음 
물질이 있다.

⒜  소포  촉진제의  소수성  실리카와  활성제인  실리콘의  혼합물로서,  시판용의  예로는  상술한  바와 같
이 도우코닝제품인 DB100, 와커 제품인 VP1132 ICI 제품인 실콜라프스(상표) 430등이 있다.

⒝  소포촉진제인  알킬  인산염과  활성체인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그  예로는  와셀린과  스테아릴 인산
염(예,  알프(상표)  5  :  란크로  케미칼  제품,  바람직한  탄화수소  대  스테아릴  인산염의  중량비는  90 
: 10, 특히 60 : 40)이 있다.

⒞ 소포촉진제인알킬 인산염 및 소수성실리카와 활성체인 탄화수소 및 실리콘의 혼합물.

혼합물⒞가 특히 중요하며 이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후에  다공질  흡수서의  탄산염-기본  캐리어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혼합물을  얻기  위해서는 소포활성제
와 촉진제의 혼합물을 제조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포  활성제의  캐리어는  탄산나트륨으로  구성되거나  탄산나트륨을  함유하는  미립자  형태의  다공질 
수용성 무기염이다.

소포활성제에  대해  필요한  흡수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캐리어는  세공부피가  0.2-1.0㎤/g, 바람직
하게는  0.25-1.0㎤/g이고,  중간  세공직경(즉,  세공크기)이  20㎛이하이며  평균미립자  직경은 200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평균  미립자  직경은  80-2000㎛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공부피, 세공직
경  및  미립자  직경의  범위에서는  소포활성물질이  캐리어  미립자  내로  효과적으로  흡수되며,  또한 판
매이전  정상적인  저장중에  소포  활성물질이  캐리어에  흡착된  상태로부터  세제분말로  분해되는  것이 
방지된다.

세공골부피  및  세공직경은  공지된  수은  다공도  측정법에  의해  적절히  측정될  수  있다.  세공부피는 
액체 적정법에 의해 보다 신속하게 측정될 수 있다.

초기에는  중간  세공직경이  10㎛이하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그후  연구로  20㎛이하의  중간 세
공직경을  가진  물질이면  본  발명의  캐리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캐리어물질의 
표면적은 1㎡/g이상인 것이 유리하다.

캐리어  미립자는  평균  미립자  직경이  0.1-50㎛인  결정형  구조이다.  이  물질은  보통  기본  미립자로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본  미립자  집단이  응집되어  이차  미립자  또는  캐리어  미립자  또는 평균미립
자 직경이 80㎛이상인 응집체가 형성된다.

본  발명의  근본적인  특징은  캐리어  미립자가  탄산나트륨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탄산나트륨을 함유
한다는  점이다.  상품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적절한  물질은  적절한  세공부피,  크기  및  평균  미립자 
직경을  가진  탄산나트륨  형태의  경소다재이다.  이  물질의  평균  미립자  직경은  보통  90-130㎛ 범위이
며, 세공부피는 보통 0.28-0.33ml/g 범위이다.

캐리어는  건조법(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주로  분무건조법)에  의해  제조되는데  이  방법에  의해  특히 
바람직한  결정  크기  및  다공성을  가진  물질이  얻어진다.  특히  관심있는  이  형태의  3가지  캐리어 물
질은  결정-성장-수정  탄산나트륨  일수화물,  결정-성장-수정  부르케이트(탄산나트륨과  황산나트륨의 

이중염) 및 결정-성장-수정 세스퀴탄산 나트륨이다.

결정-성장-수정  탄산염은  1987년  5월  27일에  공보된  유럽특허제  221,776A호(유니레버)에  기술되어 
그  특허를  청구하고  있다.  이  물질은  필수적인  무기염(  및  세제활성화합물과  같은  기타 필요성분
들)과  적당량의  결정성장  수정제를  함유하는  슬러리를  건조시켜  제조된다.  건조법으로서는 분무-건
조법이 바람직하다.

결정성장  수정제는  분지내에  최소한  3개의  카르복실기를  가진  유기물질이다.  이  물질로서  단량체 폴
리가르복실산염(예를  들면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시트르산의  염)이 
사용되지만,  그  필요함량은  예를  들면  총  관련  무기염을  기준으로  하여  5-10중량％정도이다.  상기 
캐리어  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카르복실산염  결정성장  정제는  평균분자량이  1000이상, 바람직
하게는  1000-300,000,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100,000,  특히  3500-70,000  더욱  특히 10,00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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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합체  폴리카르복실산염인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의  모든  분자량은  제조업자에  의해  제공된 수
치이다.)  이러한  물질은  첨가되는  관련  무기염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0.1-20중량％,  바람직하게는 
0.2-5중량％의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정성장  수정제는  아크릴산  또는  말레인산 공중합
체 및 아크릴릭 포스피네이트이다. 

단독으로 또는 배합 형태로 사용되는 특히 적합한 중합체로는 다음의 물질이 있다.

폴리아크릴산  나트륨과  같은  폴리아크릴산의  염으로서,  예를  들면  앨리드  콜로이드  제품인 버시콜
(상표)  E5,  E7  및  E9(평균 분자량이 각각 3500,  27000  및  70000):  내쇼날 어드히시브즈 제품인 날렉
스(상표)  LD30  및  34(평균  분자량이  5000  및  25000);  롬   하스제품인  아크리솔(상표)  LMW-10, LMW-
20,  LMW-45  및  A-IN(평균  분자량이  각각  1000,  2000,  4500  및  6000);  및  BASF  제품인  소칼란(상표) 
PAS(평균 분자량이 250000).

에틸렌/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로서,  예를  들면  몬산토  제품인  EMA(상표)시리즈.  메틸비닐 에테르/
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로서, 예를 들면 GAF 제품인 간트레츠(상표)AN119.

아크릴산/말레산무수물 공중합체로서, 예를 들면 BASF 제품인 소칼란(상표) cp5.

아크릴릭  포스피네이트로서,  예를  들면  유럽특허  제182,411A호(유니레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내쇼
날 어드히시브즈 제품인 DKW 수준 및 시바-가이기 AG 제품인 벨스퍼스(상표) 수준.

두가지 이상의 결정성장 수정제의 혼합물은 원한다면 사용될 수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결정-성장-수정  탄산염-기본  캐리어염은  결정성장  수정제와  관련염(즉  수정된 탄
산나트륨  일수화물  생성을  위한  탄산나트륨,  수정된  부르케이트  생성을  위한  탄산나트륨  및 황산나
트륨,  수정된  세스퀴  탄산나트륨  생성을  위한  탄산나트륨  및  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슬러리를 건
조,  바람직하게는  분무건조함으로서  제조된다.  원한다면  세염  모두를  혼합된  수정염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물론 두  염을 사용하는 경우에 탄산나트륨 대  기타 구성염의 비가 화학양론적인 비 이상이
면 수정된 이중염이외의 수정된 탄산나트륨 일수화물이 다소 생성된다.

수정된  부르케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탄산나트륨  대  황산나트륨의  중량비가  최소한  0.03  :  1 더
욱  바람직하게는  최소한  0.1  :  1,  특히  0.37  :  1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  마지막  수치는  부르케이트 
생성을 위한 화학양론적 비를 나타낸다.

세스퀴  탄산나트륨  생성을  위한  화학양론적  비(탄산타트륨  대  중탄산나트륨)는  1.25  :  1이며  이러한 
결정-성장-수정 물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중량비는 1.5 : 1-1 : 1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결정  성장  수정제는  탄산염  캐리어염의  결정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초기단계에 
슬러리내에  첨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물질은  탄산나트륨이  첨가되는  시기보다  늦게  슬러리내에 
첨가되어서는  안된다.  황산나트륨  및/또는  중탄산나트륨을  첨가한다면,  결정성장  수정제는  이  두 탄
산나트륨 및 기타 무기염의 첨가 이전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르케이트  슬러리에  염을  첨가하는  순서로  바람직한  것은  황산나트륨이  탄산나트룸  이전에 첨가되
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로 첨가하면 보다 다공질의 물질을 고수득율로 얻을 수 있다.

결정  성장  수정제는  슬러리에  두염을  첨가하기  전에  아니면  황산나트륨  첨가후  탄산나트륨  첨가전에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공성  무기  캐리어에  수용되는  소포활성물질(소포활성제+임의의  소포촉진제)의  총량은  총  소포제 
성분의  5-50％,  바람직하게는  10-40％  더욱  바람직하게는  15-35중량％인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캐
리어는  총  소포제  성분의  50-95％,  바람직하게는  60-90％  더욱  바람직하게는  65-85중량％인  것이 바
람직하다.

소포  활성제와  촉진제를  함께  함유하는  경우  소포활성제는  다공성  캐리어에  의해  내포되는  총 소포
활성물질의  1-99중량％를  구성하며,  소포촉진제는  99-1중량를  구성한다.  소포  활성제는  첨가되는  총 
소포물질이 75-90％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소포활성  물질이  흡착된  다공성  캐리어는  소수성  실리카 미립
자의 살포에 의해 표면이 코팅되며 이로 인해 소포제는 점성이 없는 상태가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
에서,  원한다면  다른  소포촉진제  예를  들면  알킬  인산  및/또는  그  염을  운반체  상에  흡착되는 소포
활성  물질에  함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본  발명의  소포제  과립에  소포활성물질로서,  외부 코팅
제로서 소수성 실리카를 함유시키는 것도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특히  가정용  자동  세탁기에  사용되는  세제분말  조성물에  첨가시키기에 적
합한 본 발명의 소포제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음 단계로 구성되는 소포제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ⅰ) 소포활성물질을 다공성 캐리어 미립자 상에 혼입시키는 단계.

(ⅱ) 임의의 소수성 실리카 미립자를 살포시켜 상기 운반체를 코팅시키는 단계.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또한 캐리어를 다공성 미립자 형태로 제조하는 초기 단계를 포함한다.

소포활성  물질은  소포활성제의  멜트  또는  액화  혼합물로  분무함으로써  다공성  캐리어  미립자  상에 
또는 내부에 혼입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소포활성제  및/또는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물질을  연속해서  가하는  것이 유리하
다.

본 발명의 여러 가지 소포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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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A]

(ⅰ)  소포  활성물질로서  실리콘오일,  탄화수소  또는  그  혼합물을  다공성  탄산염  캐리어에 분무시킨
다.

(ⅱ)  계속해서  상기  캐리어에  소포촉진로서의  소수성실리카를  세분화된  고체미립자  형태로  살포시켜 
이 운반체를 코팅한다.

[방법 B]

(ⅰ) 실리콘 오일과 소수성 실리카의 혼합물을 다공성 탄산염 캐리어에 분무한다.

(ⅱ)  계속해서  본  명세서에  설명된  탄화수소와  알킬  인산  및/또는  그  염의  혼합물을  상기  캐리어에 
분무한다.

(ⅲ)  임의로  소수성  실리카를  살포시켜서  이  캐리어를  코팅하여  소포제가  점성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한다.

[방법 C]

(ⅰ)  본  명세서에  설명된  실리콘  오일,  소수성  실리카,  탄화수소와  알킬인산  및/또는  그  염의 혼합
물을 다공성 탄산염 캐리어에 분무시킨다. 

(ⅱ) 임의로 이 캐리어를 소수성 실리카의 살포에 의해 코팅시켜 점성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한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는  경소다회  또는  중합체-수정부르케이트상에  수용되는  다음과  같은 
소포활성제와 촉진제의 혼합물에 의해 대표된다.

⒜(ⅰ) 와셀린

⒝(ⅱ) 실리콘 오일

⒜(ⅰ) 제1소포촉진제로서 스테아릴 인산염과 같은 알킬인산염.

⒝(ⅱ) 제2소포촉진제로서 소수성 실리카

원한다면  이미  설명된  DB  100과  같은  실리콘  오일/소수성  실리카  혼합물이  성분⒜(ⅱ)  및 ⒝(ⅱ)로
서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외부에 소수성 실리카를 살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첨가되는  총  소포활성제중  실리콘  오일  및  소수성  실리카의  함량은  50-75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55-65중량％이며 알킬 인산염 및 와셀린의 함량은 25-5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35-45중량％이다.

본  발명의  소포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상기의  방법  B가  바람직하다.  소포활성제  및  촉진제는  두 
단계로  분무된다.  즉  우선  실리콘  오일  및  소수성  실리카,  다음으로  알킬인산염  및  와셀린을 분무한
다.  분무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점도를  줄이기  위해서  실리콘  오일의  온도를  대기온도보다  약간 높
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킬인산염/와셀린  혼합물은  대기온도에서  반고체이므로  보통  분무하기  전에 
약  70-80℃로  가열시킨다.  분무공정은  액체를  분말  이동  베드상에  분무시키기에  적합한  장치에서 수
행되는데  예를  들면  팬과립기,  드럼혼합기,  로디지(상표)혼합기  또는  슈기  플렉소믹스(상표)등이 있
다.  분무공정은  서로  다른  용기에서  두  번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한다면  얻어진  과립물질을 대
기온도에서  단기간  동안  액화할  수  있다.  크기가  큰  입자  및  작은  입자는  시빙(sieving)에  의해 제
거시킨다.

경소다재  및  중합에-수정  부르케이트의  다공도는  소포  활성물질을  배합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  즉 
이  다공도는  "세제조성"명세서에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소포과립이  세제조성물에  통상적인 양
으로  첨가될  때  적당한  수준의  소포활성을  제공하는  양으로  실리콘오일(+소수성  실리카)을 혼입하기
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알킬  인산염  및  와셀린으로  제2분하면,  소포물질을  혼입한  캐리어 미립자
가  응집되어  안정하고  유동성이  없는  응집물이  된다.  최적의  소포활성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알킬인
산염  및  와셀린의  양도  또한  존재하는  소포물질을  수용한  캐리어  미립자를  응집시키기에 적합해야한
다.

실리콘  오일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소포제  과립을  첨가시킨  세제조성물이  가정용  자동  세탁기로 직
물을  세탁하는데에  사용될  때  때때로  부수적인  문제가  생긴다.  즉  다림질  후에  작은  기름반점이 생
기는  것인데  분석결과  이  반점은  실리콘  오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후기에  분무되는  성분을 캐리
어에  분무하기  전에  실리콘  오일내에  소량의  유화제를  첨가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  이  유화제로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특히 에톡실화된 지방족 알콜이 바람직하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첨가량은 실리콘 오일의 약 15-2중량％ 정도가 적당하다.

전술한  바람직한  제조방법에서는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실리콘오일  및  소수성  실리카와  함께 캐리어
에 분무한다. 그 다음 별도로 알킬 인산염 및 와셀린을 분무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4,076,648호(로젠/유니온  카바이드사)는  친유성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실리콘 오일
내에  분산시킨  자체-분산성  소포제  조성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친수성/친유
성 평형(HLB값)은 9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실리콘  오일내에  첨가시키는  것이  본  발명의  근본적인  특징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둔다.  반점의  문제는  특정의  세탁조건하에서  특정뱃치(batch)의  소포제  과립을  사용하는 경
우에만  생기는  것이다.  비이온  계면활성제  대신  유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또한  본  발명의  범위내에 
조합된다.

본  발명의  소포제는  특히  세제분말  조성물에  혼입시키기에  적합하며  이러한  경우  상기  세제조성물은 

17-7

특1991-0007049



소포제를 0.1 내지 5％, 바람직하게는 0.2-3％, 더욱 바람직하게는 0.5-2중량％ 함유한다.

본  발명의  세제조성물은  또한  하나이상의  세제활성  화합물  및  하나  이상의  세척력빌더,  표백물질, 
효소, 재침전 방지제 및 형광제등과 같은 기타 통상적인 성분들을 함유한다.

[세제 활성화합물]

본  발명의  소포제를  첨가시키기에  특히  적합한  세제  조성물은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세제 활성화
합물을  함유한다.  이  세제  활성화합물은  비누성  및  비-비누성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  양쪽성  또는 
쯔비터이온  세제활성  화합물  및  그  혼합물로부터  선택된다.  많은  적합한  세제활성  화합물은  시중 구
입할  수  있으며  그  화합물의  예는  슈바르츠,  페리  및  버취의  "계면활성제  및  세제"  Ⅰ권  및 Ⅱ권등
의 문헌에 충분히 기술되어 있다.

세제활성화합물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질은 비누와 합성 비-비누성 음이온 및 비이온 화합물이다.

비누는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인  유기산의  알칼리금속염이며  유기산의  나트륨염  또는  칼륨염,  또는 
해당 암모늄염 또는 치환 암모늄염인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산으로 적당한 예는 천연 또는 합성 C10-

C 22  지방족  카르복실산  특히  탤로우,  코코닛오일,  평지씨오일과  같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의 지방

산이다.

이중  가장  바람직한  비누는  평지씨  오일로부터  유도된  비누이다.  탤로우  지방산으로부터  유도되는 
비누를  선택하는  경우에  지방산은  비프  탤로우,  머톤  탤로우,  라아드,  야자오일  및  식물성 버터로부
터  유도되는  비누를  선택하는  경우에  지방산은  비트  탤로우,  라아드,  야자오일  및  야자핵  오일과 같
은  견과오일로부터  유도되는  견과오일  지방산의  나트륨염을  30％이하  바람직하게는  10-20중량％의 
소량으로 나트륨 탤로우 비누와 혼합할 수 있다.  탤로우 지방산은 주로 C 14 및 C 18  지방산이 반면, 견

과오일 지방산은 보다 짧은 사슬인 주로 C10-C14 지방산이다.

합성  음이온  비-비누성  세제  활성화합물은  보통  수용성의 C8-C22 의  알킬기를  가지는  유기  황산  및 설

폰산의 알칼리 금속염이다. 여기서 알킬이란 용어는 고급아릴기의 알킬부분을 의미한다.

적합한  음이온  세제화합물의  예로는  알킬  황산나트륨  및  칼륨으로서  특히  예를  들어  또는  코코닛 오
일로부터  생성된 고급(C8-C18 )알콜을  황산화에  의해  얻어지는  것;  알킬벤젠설폰나트륨  칼륨  및 암모

늄으로서  특히 C9-C20 (특히 C10-C16 )의  선형  알킬벤젠설폰산염;  알킬글리세릴  에테르  황산나트륨으로서 

특히  탤로우  또는  코코닛오일로부터  유도된  고급알콜  및  석유로부터  유도된  합성알콜의  상기  에테르 
물질;  코코닛  오일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황산  및  설폰산나트륨; 고급(C9-C18 ) 지방알콜-알킬렌

옥사이드(특히  에틸렌옥사이드)의  황산에스테르의  나트륨  및  칼륨염,  반응생성물;  코코닛  지방산과 
같은  지방산을  아세티온산으로  에스테르화시키고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시킨  반응생성물;  메틸 타
우린의  지방산아미드의  나트륨  및  칼륨염; 알파-올레핀(C18-C20 )과  중아황산  나트륨의  반응에  의해 유

도되는  물질,  파라핀과 SO 2 및 Cl 2의 반응후  랜덤(random)설포네이트를  생성하기  위해  염기로 가수분해

하여  유도되는  물질과  같은  알칸모노  설포네이트;  올레핀(특히 C10-C 20 알파-올레핀)과 SO3 의  반응후 

이  반응  생성물을  중화  및  가수분해하여  얻은  물질을  의미하는  올레핀  설포네이트  등이  있다. 바람
직한 음이온 세제화합물은(C11-C15)알킬벤젠설폰산 나트륨과(C16-C18)알킬 황산나트륨이다.

적합한  비이온  세제화합물로서  사용되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분자당  에틸렌  옥사이드  2-25단위(즉, 
2-25  EO)인  알킬렌옥사이드(통상  에틸렌  옥사이드)와 알킬(C6-C22 )페놀의  반응생성물;  보통  2-30EO인 

에틸렌옥사이드와 지방족(C8 -C 25 )  1급  또는  2급  선형  또는  분지형  알콜의  축합생성물; 프로필렌옥사

이드와  에틸렌디아민의  반응생성물과  에틸렌옥사이드의  축합에  의한  생성물이다.  기타  소위  비이온 
세제화합물로는  장쇄  3급  아민  옥사이드,  장쇄  3급  포스핀  옥사이드  및  디알콜  설폭사이드등이 
있다.

세제-활성화합물,  예를  들면  혼합  음이온화합물  또는  혼합  음이온  및  비이온  화합물을  세제조성물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이온,  양쪽성  도는  쯔비터이온  세제활성  화합물도  또한  임의로  세제  조성물내에  첨가될  수  있으나 
비교적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양이온,  양쪽성  또는  쯔비터  이온 세제
화합물을  사용한다면  통상적으로  훨씬  많은  양으로  사용되는  합성  음이온  및/또는  비이온  세제 활성
화합물에 의거하여 조성물에 소량 사용한다.

세제  분말  조성물중  세제활성  성분의  양은  보통  조성물의  4-40％,  바람직하게는  8-30중량％이며 분
무건조, 분무에 의해 또는 별도로 제조된 부가물로서 조성물에 첨가한다.

[표백물질]

표백물질은  무기  과산염  및  유기과산과  같은  과산화  표백  화합물을  포함한다.  무기과산염은 과산염
의  활성제인  유기과산  전구물질  또는  적당한  전이금속  촉매와  함께  사용된다.  과산화  표백  화합물은 
그 물질의 활성제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기  과산염은  용액중에서  활성산소를  방출하는  작용을  하며  그  활성제는  보통  하나  이상의  반응성 
아실잔기를  가지고  있어  과산을  생성하게  한다.  표백활성제는  무기  과산염  자체만을  사용할  때 가능
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20-60℃ 범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표백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제조성물중 과산화 표백화합물의 대표적인 중량비는 30  :  1-약  1  :  1  바람직하게는 15  :  1-2  : 1
정도이다. 

적합한  과산화  표백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는  알칼리금속  과붕산염(사수화물  및  일수화물), 알칼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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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과탄산염,  과규산염  및  과인산염과  그  혼합물과  같은  무기과산염이다.  이중  바람직한  무기 과산
염은 과붕산나트륨, 특히 과붕산나트륨 일수화물 및 과붕산 나트륨 사수화물이다.

과산화 표백화합물의 활성제로는 다음에 열거한 물질을 들 수 있다.

a)  N-디아실화  및  N,N'-폴리아실화  아민으로서  예를  들면  N,N,N',N'-테트라아세틸  메틸렌디아민  및 
N,N,N',N'-테트라아세틸  에틸렌  디아민,  N,N-디아세트아닐린,  N,N-디아세틸-P-톨루이딘; 1,3-디아실
화  하단토인으로서  예를  들면  1,3-디아세틸-5,5-디메틸히단토인  및  1,3-디프로피오닐히단토인; 알파
-아세톡시-(N,N')-폴리아실말론 아미드로서 예를 들면 알파-아세톡시-(N,N')-디아세틸말론아미드;

b)  N-알킬-N-설포닐  카르본아미드로서,  예를  들면  화합물  N-메틸-N-메실-아세트아미드, N-메틸-N-메
실-벤지미드, N-메틸-N-메실-P-니트로벤자미드 및 N-메틸-N-메실-P-메톡시벤자미드;

c)  N-아실화  환형  하이드라지드,  아실화  트리아존  또는  우라졸로서  예를  들면  모노아세틸말레산 하
이드라지드;

d)  O,N,N-삼치환  하이드록실아미드로서  예를  들면  O-벤조일-N,N-석시닐  하이드록실아민, O-아세틸-
N,N-석시닐  하이드록실아민,  O-P-니트로벤조일-N,N-석시닐  하이드록실아민  및  O,N,N-트리아세틸 하

이드록실아민;

e)  N,N'-디아실-설퍼릴아미드로서  예를  들면  N,N'-디메틸-N,N'-디아세틸  설퍼릴  아미드  및 N,N'-디
에틸-N,N'-디프로피오닐 설퍼릴아미드;

f) 트리아실시아누레이트로서 예를 들면 트리아세틸시아누레이트 및 트리벤조일 시아누레이트;

g)  카르복실산  무수물로서  예를  들면  벤조산무수물,  m-클로로-프탈산  무수물,  프탈산무수물  및 4-클
로로-프탈산 무수물;

h) 슈가 에스테르로서 예를 들면 글루코즈 펜타아세테이트;

i)  p-  페놀  설폰산  나트륨인  에스테르로서,  예를  들면  아세트옥시벤젠설폰산  나트륨, 벤조일옥시벤
젠 설폰산나트륨, 및 고급 아실유도체로서 선형 및 분지형 옥타노일 및 노나노일 페놀 설폰산염.

j)  1,3-디아실-4,5-디아실옥시-이미다졸린으로서  예를  들면 1,3-디포르밀-4,5-디아세톡시-이미다졸
린딘, 1,3-디아세틸-4,5-디아세톡시-이미다졸린, 1-3-디아세틸-4,5,-디프로피오일옥시-이미다졸린;

k)  N,N'-폴리아실화  글리콜루릴로서,  예를  들면  N,N,N',N'-테트라아세틸  글루콜루릴  및 N,N,N',N'--
테트라프로피오닐글리콜루릴;

l)  디아실화--2,3-디케토피페라진으로서,  예를  들면  1,4-디아세틸-2,5-디케토피페라진, 1,4-디프로
피오닐-2,5-디케토피페라진 및 1,4-디프로피오닐-3,6-디메틸-2,5-디케토피페라진;

m)  프로필렌디우에라  또는  이  물질의  9,9-디메틸유도체)의  아실화  생성물로서  특히  테트라  아세틸  - 
또는 테트라 프로필오닐-프로필렌디우레아 또는 이 물질의 디메틸 유도체;

n)  탄산  에스테르로서  예를  들면  P-(에톡시카르보닐옥시)-벤조산  및 P-(프로폭시-카르보닐옥시)-벤
젠 설폰산의 나트륨염.

a)의  N-디아세틸화  및  N,N'-폴리아실화민이  바람직하며  특히  N,N,N',N'-테트라  아세틸 에틸렌디아민
(TAED)이 바람직한 물질이다.

이상의 활성제들의 1종 이상의 혼합물을 표백 조성물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활성제를 세분화된 형태로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립형태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  미립자  크기가  150㎛이하인  활성제를  사용하면  표백효과가  상당히  향상되므로  유리하다. 평균
미립자  크기가  150㎛이하인  활성제를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침전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든다. 평
균미립자  크기가  100㎛이하인  활성제를  사용하면  표백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그러나  미립자  크기가 
너무  작으면  분해,  분말생성  및  취급상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100㎛이하  크기의  미립자로써 표백효과
를  향상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활성제중  미립자의  크기가  50㎛이하인  것이  20중량％  이상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표백활성제는  150㎛이상의  크기를  가진  미립자를  다소  포함할  수  있으나 300㎛
이상  크기의  미립자가  5％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150㎛이상  크기의  미립자가  20％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침상(neddle  shape)  결정의  활성제  미립자를  사용하는  경우  미립자의  크기는  침의  직경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미립자  크기는  과립내에  함유되는  활성제와  관련된  것으로  과립  그  자체는 아니라
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립형태로  존재하는  활성제의  경우  그  평균  미립자  크기는  100-2000㎛, 바람
직하게는  250-1000㎛이다,  16000㎛이상  크기의  미립자는  과립의  5중량％까지,  250㎛이하  크기의 미
립자는  과립의  10중량％까지  포함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세분회된  형태로  활성제를  함유하는 과
립은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및/또는  트리폴리인산  칼륨과  같은  적합한  캐리어  물질로  활성제를 과립하
여  얻어진다.  또한  예를  들면  유기  및/또는  무기  과립화  보조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다른 과립
화  방법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계속해서  과립을  건조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과립
이  활성제를  함유하는한,  과립내에  존재하는  기타  물질이  활성제를  저해하지  않는한  어떠한  과립화 
방법도 수행될 수 있다.

표백 물질성분의 첨가량은 보통 세제조성물의 1-30％, 바람직하게는 5-20중량％ 범위이다.

[세척력 빌더]

빌더로는  여러  가지  불용성  "시디드(seeded)"빌더뿐만  아니라.  무기  및  유기  수용성  빌더염등이 있
으며  그  기능은  칼슘을  여러방법(예를  들면  금속봉쇄,  침전  또는  이온교환법)에  의해  제거시키거나 
용해시켜  경수를  연화시키고  물의  경도를  좌우하는  마그네슘염의  양을  줄여서  세척력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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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세척력빌더로서 사용되는 비누는 세제활성화합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전술한 물질이다.

무기  세척력빌더로는  예를  들어  수용성  인산염,  피로인산염,  오르토인산염,  폴리인산염,  및 폴리포
스폰산염등이  있다.  특히  바람직한  세척력  빌더는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및  칼륨,  인산나트륨  및 
칼륨,  헥사메타인산나트륨  및  칼륨이다.  특히  폴리스폰산염으로는  예를  들면  에틸렌  디포스폰산의 
나트륨  및  칼륨염,  에탄-1하이드록시-1,1-디포스폰산의  나트륨  및  칼륨염, 에탄-1,1,2-트리포스폰산
의나트륨 및 칼륨염이 있다. 이중 트리폴리인산나트륨이 수용성 무기 빌더로서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인-비함유  무기  수용성  금속봉쇄제가  세척력빌더로  사용될  수  있다.  인-비함유  무기빌더로는 
붕산염,  규산염  및  알루민산염이  있다.  특히  바람직한  염은  알칼리금속염,  특히  나트륨  또는 칼륨염
이다. 

인-비함유 유기수용성 세척력빌더로는 예를 들어 폴리아세트산, 카르복실산 폴리카르복실산, 
숙신산,  옥살산  및  폴리하이드록시설폰산의  알칼리금속염,  암모늄염  및  치환암모늄염이  있다. 폴리
아세트산염  및  폴리카르복실산,  시트르산,  카르복시메톡시숙신단,  카르복시메톡시옥시말론산의 나트
륨, 칼륨, 리튬, 암모늄 및 치환암모늄염이 있다.

유기수용성  인-비함유  빌더로는  시트르산  나트륨,  옥시디숙신산  나트륨,  멜리트산  나트륨, 니트릴로
트리  아세트산  나트륨,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나트륨  및  그  혼합물이  특히  바람직하다.  기타 
빌더로는  폴리아크릴산염,  말레산염,  아세탈  카르복실산염  및  그  공중합체와  같은  유기  중합체가 있
다.

본 발명의 조성물 및 생성물에 유용한 다른 형태의 세척력 빌더 물질은 물 경도의 원인이 되는 양이
온과  반응하여  불용성  반응생성물을  형성할  수  있는  수용성  물질로서  탄산,  중탄산  및  세스퀴 탄산
의  알칼리금속염  또는  암모늄염이  있으며,  임의로  이  반응생성물의  성장  사이트(site)를  제공할  수 
있는 종정과 배합할 수 있다.

빌더로서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은  실질적으로  이온교환법에  의해  세탁수의  경도를 감
소시킬 수 있는 불용성 물질이다.

이온교한물질로는  알루미노규산염  복합체  즉  제올라이트형  물질이  있으며  이는  칼슘이온의  제거에 
의해  물을  연화시키는  세척부가물  또는  사전침수  부가물로서  유용하다.  천연  및  합성  제올라이트 모
두, 특히 제올라이트 A 및 수화된 제올라이트 A가 빌더로서 유용하다.

세척력 빌더 성분의 첨가량은 보통 세제조성물의 1％-90％, 바람직하게는 5％-75중량％ 정도이다.

또한  본  발명의  세제조성물에  임의로  첨가될  수  있는  성분으로는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나트륨,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셀루로즈  에테르(메틸셀루로즈  및  에틸하이드록시  셀룰로즈)와  같은 재침전방
지제;  에틸렌디아민  테트라메틸렌  포스포네이  및  디에틸렌디아민  펜타메틸렌  포스포네이트와  같은 
안정화제  :  직물유연제  :  황산나트륨  및  황산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염등이  있으며  임의의  광택제, 형
광제,  프로테아제  및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  덩어리  방지제,  농집제,  살균제,  착색제등도  미량으로 
첨가된다.

여러  얼룩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분야에  공지된  여러세제  효소도  또한  본 발명
의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다. 세제효소는 보통 세제조성물의 약 0.1％-1.0중량％의 양으로 
사용된다.  전형적인  효소로는  여러  프로테아제,  리파제,  아밀라제  및  그  혼합물이  있으며  이는 직물
로부터 여러 가지 얼룩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탁된  직물상에  무기  침전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발명의  조성물에  하나  이상의 
침전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전방지제의  사용량은  조성물의 0.1％-5중량％,바람직하
게는  0.2％-2.5중량％인  것이  보통이다.  바람직한  침전방지제로는  음이온  폴리일렉트로일리트,  특히 
지방족 카르복실산염 중합체 또는 유기인산염 중합체가 있다.

 또한  세제조성물에  알칼리금속  규산염  특히  오르토-,  메타-  또는  바람직하게  중성  또는  알칼리성 
규산나트륨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알칼리금속  규산염을  조성물의  1％이상, 바람직하
게는  5-15중량％의  양으로  첨가시키면  다소의  빌딩효과가  있고  공정시의  잇점을  제공하면  분말 특성
을 향상시키는 외에도 세탁기의 금속부분이 부식되는 것을 감소시키므로 유리하다.

보다  강한  알칼리성의  오르토-  및  메타-규산염은  보통  상기의  범위내에서  적은  양으로  중성  도는 알
카리성 규산염과 함께 사용된다.

본  발명의  세제조성물은  보통  알칼리성이  요구되지만,  너무  강알칼리성이면  직물에  손상을 초래하므
로  가정용으로는  부적당하다.  사실상  세제조성물은  수성  세탁액에서  사용할  때  그  pH가  약 8.5-11이
어야  한다.  특히  가정용  세제조성물에서는  pH가  약  9.0-10.5  정도이어야  하며,  pH가  이보다  낮으면 
적절한  세척력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pH가  이보다  높으면  강알칼리성으로써  사용에  부적합하다. 
pH는  12°H(Ca)(프랑스영구  경도,  Ca)의  물  부피당  조성물  0.1％(W)인  최저  통상  사용농도로 25℃에
서 특정되는데 pH가 만족할 정도의 알칼리성이면 조성물을 모든 통상적인 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세제조성물에  첨가될  수  있는  세제부가물의  총량은  일반적으로  소포제와 세제활성화합물
을 고려한 후에 그 나머지만큼이 된다. 따라서 세제부가물의 총량은 세제조성물의 
0-94.9중량％이다.

세제조성물은  간편하게  세탁기를  이용하는  보통의  가정세탁  또는  기타세탁과정  또는  식기 세척과정
에  사용된다.  본  발명의  세제조성물은  식기  및  가정도구  또는  세탁  직물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또한 적절하게 표백, 향기, 직물유연성과 같은 기타 특성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세제조성물은  보통  세탁액의  0.05-5중량％의  농도로  사용된다.  특히  세탁시의  농도는  세탁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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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욱 바람직하게는 0.3-1.5％중량％인 것이 효과적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다음의 비한정적 실시예에 의해 설명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캐리어로서  결정-성장-수정  부르케이트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
는 소포제를 설명한다.

[수정 부르케이트 캐리어의 제조]

수성슬러리는 다음의 단계로 제조되었다.

(ⅰ)  분자량이  약  3500인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앨리드  콜로이드  제품인  버시콜  ES)의  25중량％ 수용
액을 물로 희석시키는 단계

(ⅱ) 이 희석된 중합체 수용액을 45℃로 가열한 다음 교반시켜서 탄산나트륨을 가하는 단계.

(ⅲ)  탄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상기  분산액을  65℃로  가열하고  계속  교반시키면서  황산나트륨을 가하
는 단계

(ⅳ)  이렇게  얻어진  슬러리를  점도가  부르케이트  결정의  형성에  의해  증가되는  동안  15분간 평형상
태를 유지시키고, 이 시점에서 결정크기가 약 20㎛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단계.

(ⅴ)  약  55중량％의  물을  함유하는  상기  슬러리  250㎏을  공기  입구/출구  온도가  275°-85℃이고 공
기유속이  30-35㎏/min가  되는  분무건조  탑(직경  1.8m)내에서  분무-건조시키는  단계,  이렇게  형성된 
분말은  4  :  1의  공기분말  질량  유량비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부르케이트  결정의  평균  크기는 10-
20㎛이지만  일부  응집체는  300㎛의  평균미립자  크기를  가질  수  있다.  결정의  평균  세공부피는 0.45
㎤/g이고 중간 세공직경은 2.6㎛였다.

제조된 슬러리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소포제의 제조]

소포제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ⅰ) 분무-건조된 부르케이트 68㎏을 1m의 에이리히 팬 과립기안에 넣었다.

(ⅱ) 16.2㎏의 실리콘 오일 1.8㎏을 실온에서 10분이상 경사회전 베드의 부르케이트에 분무하였다.

(ⅲ)  스테아릴  인산염(2.4㎏)과  와셀린(9.6㎏)의  혼합물  12㎏을  75-80℃  온도에서  실리콘오일과 수
수성실리카를 함유한 경사 회전베드의 부르케이트에 10분이상 분무하였다.

(ⅳ)  비유동  분말인  소포제를  대기에서  유동화시키고  시빙에  의해  굵은  이자(1700㎛이상)와 미세립
자(250㎛이하)를 제거시켰다. 제조된 소포제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첨가되는  총  소포물질중  실리콘  오일  및  소수성  실리카는  60중량％를  차치하고  알킬  인산염  및 와셀
린은  40주량％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포활성제(실리콘  오일  및  와셀린)은  총 소포
물질의 약 80％를 차지하였고 소포촉진제(소수성 실리카 및 알킬인산염)은 약 20％를 차지하였다.

[소포제를 함유하는 세제분말 조성물의 제조]

세제분말  조성물은  통상적인  분무-건조법에  의해  제조되었는데,  과붕산나트륨  및  소포제는  나중 첨
가되었다. 이 세제조성물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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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말은 소포활성이 유지되는한 우수한 저장 특성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2]

실시에  1의  방법과  동일하나,  소포제의  제조과정중  (ⅲ)과  (ⅳ)단계  사이에  추가공정을  수행하였다. 
즉  (ⅲ)단계에서  얻어진  약간  점착성이  있는  과립에  2㎏의  소수성  실리카를  살포하여  유동성이  없는 
과립이 되게 하였다. 그다음 유동화시키고 시빙하였다.

소포제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소포제는  실시예  1의  조성을  가진  세제  분말  조성물에  나중  첨가되었다.  이  분말은  저장특성  및 유
동특성이 우수하였다.

[실시예 3]

실시예  1에  설명한  방법으로  다른  캐리어인  경소다회를  기본물로  하는  소포제를  제조하였다.그 조성
은 다음과 같다.

본  제조는  사용된  경소다회는  평균  미립자  직경이  130㎛,  세공부피  0.3㎤/g,  중간  세공직경 12.0㎛
인 물질이다.

[실시예 4]

실시예  3의  방법을  반복하였으나  실시예  2에  설명한  추가적  공정단계를  수행하였다.  즉  제2분무 단
계후  유통화시켜  체에  거르기  전에  2㎏의  소수성  실리카를  과립에  살포하여  특허  유동성이  없는 과
립이 되게 하였다. 소포과립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실시예 5]

본  실시예는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다량으로,  실시예  3  및  4에서  사용한  경소다회를  기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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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포제 과립을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ⅰ)  경소다회  408㎏을  실리콘  오일  97.2㎏,  소수성  실리카  10.8㎏,  스테아릴  인산염  14.4㎏, 와셀
린 57.6㎏과 함께하는 회전하는 내부 블레이드(blade)를 가진 원통형 혼합기에 넣었다.

(ⅱ)이 성분들을 50℃에서 혼합시켰다.

소포과립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실시예 6]

실시예  5의  방법을  반복하였으나,  (ⅱ)단계  공정후에  얻어진  약간  점성이  있는  과립을  냉각시킨 후
에 12㎏의 소수성 실리카를 살포, 코팅시켜 점성이 없는 과립이 되게 하였다.

소포제 과립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실시예 7]

본 실시예는 세스퀴탄산나트륨 캐리어를 기본물로 하는 소포제를 기술한다.

[세스퀴탄산나트륨 캐리어의 제조]

(ⅰ)  분자량이  약  3500인  폴리아클릴산  나트륨(앨리드  콜로이드  제품인  버시칼  E5)의  25중량％ 수용
액을 물로 희석하는 단계. 

(ⅱ) 이 희석된 중합체 수용액을 45℃로 가열하고 교반시키면서 탄산나트륨을 가하는 단계.

(ⅲ)  탄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상기  분산액을  65℃로  가열하고  계속  교반시키면서  중탄산나트륨을 가
하는 단계.

(ⅳ)  이렇게  얻어진  슬러리를  점도가  부르케이트  결정의  생성으로  인해  증가되는  동안  15분간 평형
상태를 유지시키고, 이 시점에서 결정크기가 약20㎛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단계.

(ⅴ)  약  55중량％의  물을  함유하는  상기  슬러리  250㎏을  입구/출구  온도가  275°-85℃이고 공기유속
이  30-35㎏/min가  되는  분무  건조탑(직경  1.8m)내에서  분무-건조시키는  단계,  이렇게  형성된  분말은 
공기  분말  질량  유량비  4  :  1로  분무된  것이다.  세스퀴탄산염  결정의  평균크기는  10-20㎛이지만 일
부  응집체는  321㎛의  평균  미립자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  결정의  평균  세공부피는  0.55㎤/g이고 중
간세공직경은 2.0㎛였다.

제조된 슬러리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소포제의 제조]

소포제 성분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ⅰ) 분무-건조된 세스퀴탄산나트륨 25㎏을 1m의 에이리히 팬 과립기안에 넣었다.

(ⅱ)  스테아릴  인산염과  와셀린(중량비  15  :  85)의  혼합물  5㎏을  75-80℃  온도에서  10분이상 경사회
전 베드의 세스퀴탄산나트륨에 분무하였다.

(ⅲ)  비  유동  분말인  소포제를  대기에서  유동화시키고  시빙에  의해  굵은  입자(1700㎛이상)와 미세립
자(250㎛이하)를 제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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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제를 함유하는 세제분말 조성물의 제조]

세제분말  조성물은  통상적인  분무-건조법에  의해  제조되었는데  과붕산나트륨  및  소포제는  나중 첨가
되었다. 이 세제조성물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상기 분말은 소포활성이 유지되는한 우수한 저장특성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8]

실시예  7의  방법과  동일하게  소포제를  제조하였으나,  단  팬과립기에  넣은  세스퀴탄산나트륨 캐리어
에  실리콘  오일과  소수성  실리카  혼합물을  분무한  다음  분말형태의  소수성  실리카와  건조-혼합하여 
소포제가 점성이 없게 하였다.

소포제가  실시예  7에  사용된  세제분말  조성물에  나중  첨가되면  그  세제분말  조성물이  직물세탁에 사
용되는 경우 소포 특성이 증가될 뿐만아니라 소포활성이 유지되는한 장기간의 저장이 가능하다.

[실시예 9]

실시예  7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포제를  제조하였으나,  단  팬과립기에  넣은  세스퀴탄산나트륨 캐리어
에  스테아릴  인산염과  와셀린의  혼합물을  우선  분무한  다음  실리콘  오일과  소수성  실리카의 혼합물
을 분무하였다.

소포제를  실시예  7의  세제분말  조성물에  나중  첨가시키면  이  세제분말  조성물이  직물세탁에 사용되
는 경우 소포특성이 증가될 뿐만아니라 소포활성이 유지되는 한 장기간의 저장이 가능하다.

[실시예 10]

실시예  7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포제를  제조하였으나,  단  팬과립기에  넣은  세스퀴탄산나트륨 캐리어
에  우선  실리콘  오일과  소수성  실리카의  혼합물을  분무한  다음  스테아릴인산염과  와셀린의  혼합물을 
분무하였다.  소포제를  실시예  7의  세제분말  조성물에  나중  첨가시키면  이  세제분말  조성물이 직물세
탁에  사용되는  경우  소포특성이  증가될  뿐만아니라  소포활성이  유지되는한  장기간의  저장이 가능하
다.

[실시예 11]

실시예  10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나,  단  분무건조된  탄산나트륨  일수화물이 세스퀴탄산나트
륨 대신 캐리어로서 사용되었다.

탄산나트륨  일수화물  평균  미립자  크기는  300㎛,  평균  세공부피는  0.43㎤/g,  중간세공  직경은 5.0㎛
이었다.

[실시예 12  13]

본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의한  두  소포제  과립의  저장안정성과  비-다공질의  캐리어를  기본 물로하
는  소포제  과립의  저장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세소포제  과립은  모두  캐리어  물질에  실리콘  오일과 
소수성 실리카의 혼합물(DB 100)을 분무함으로써 재조되었으며 그 조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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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캐리어 물질의 다공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과붕산나트륨  사수화물은  비-다공질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20％의  소포활성제를  함유하는  과립을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10％의 소포활성제를 함유하는 과립을 제조하였다.

소포과립은  실시예  7의  조성을  가진  분무-건조  세제분말에  실시예  12  및  13  과립의  경우는  5중량％ 
양으로  실시예  A  과립의  경우는  10％양으로  나중  첨가시켰다(총세제  분말중  소포활성제의  농도는 각
각 1중량％이었다).

소포특성과  관련된  각  분말  시료의  저장  안정성은  바로  제조된  분말과  37℃에서  한달간  저장된 분말
로  세탁할  때  생성된  거품의  높이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각  실험에  있어서  미엘레(상표)  756 세탁
기에서  40℃의  주세탁  사이클만을  사용하여  2.5㎏의  면세탁물을  세탁하였다.  각  세탁에  사용된 세제
분말의 양은 200g이고 물의 입구 온도는 10℃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기  결과는  비-다공질의  과붕산  나트륨  시수화물에  수용된  실리콘을  기본물로  하는  소포물질은 세
제  분말  상태로  저장시에  곧  심각한  분해가  일어나는  반면  본  발명에  사용되는  다공질의  탄산염을 
기본물로 하는 캐리어는 향상된 저장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시예 14] 

본  실시예는  소포활성제로서  실리콘  오일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소포제에  소량의  비이온 계면활성제
를 첨가시킬 때의 이점을 보여준다.

본  발명에  따르는  두  소포제를  제조하였다.  그  하나는  실시예  4와  같으며  그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즉  우선  실리콘오일과  소수성실리카를  경소다회  캐리어에  분무한  다음  알킬  인산염과  와셀린을 별도
로  분무하고  이  과립에  추가적으로  소수성  실리카를  살포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시예  14의  소포제와 
같으나  단  제2분무공정을  하기  전에  비이온 계면활성제(C13-C 15  지방족  알콜  7EO)를 실리콘오일/소수

성실리카  혼합물과  미리  혼합시켰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사용량은  총  소포제의  3중량％이며  다른 
하나는 대신 경소다회 캐리어 3중량％로 보충되었다. 따라서 두 소포제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두  소포제는  실시예  7의  세제조성물에  1.5％의  양으로  각각  나중  첨가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세제분
말을  각각  사용하여  미엘레  W753  세탁기에서  82개의  블루  폴리에스터/면(50/50)  냅킨  세탁물을 세탁
하였다(40℃  세탁사이클,  프랑스경도  30°인  물,  분말사용량  324g).  세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로
드(load)당 얼룩반점이 나타낸 냅킨의 수를 조사하였다.

소포제  4를  함유하는  세제분말을  사용한  경우  로드당  평균  4-5개의  냅킨에  얼룩반점이  생긴  반면 소
포제 14를 함유하는 세제분말로 세탁한 경우에는 로드당 얼룩반점이 생긴 냅킨이 하나도 없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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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세제분말  조성물에  혼합시키기  적합한  미립자  소포제(particulate  antifoam  ingrdient)로서,  이 소
포제는  (ⅰ)  5-90℃의  온도  범위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체인  1종  이상의 소수성(hydropHobic)소
포  활성물질을  함유하는  소포물질과,  (ⅱ)  탄산나트륨을  함유하며  2000㎛이하의  평균입자  직경, 
0.2-1.0㎤/g의  세공(pore)부피,  및  20㎛이하의  중앙(medium)세공  직경을  갖는,  상기  소포물질이 흡
착되는 다공성의 흡수성 수용성 무기 캐리어(carrier)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미립자 
소포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무기 캐리어의 세공 부피가 0.25-1.0㎤/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무기  캐리어(ⅱ)는  경소다회(light  soda  ash),  중합체-변경된  세스퀴  탄산나트륨 
및  중합체-변경된  부르케이트(polymer-modified  Burkeit)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
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소포물질(ⅰ)이  흡착된  캐리어(ⅱ)는  미립자  소수성  실리카의  살포에  의해  표면 코
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무기 캐리어의 중앙 세공 직경은 10㎛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소포물질(ⅰ)은  ⒜  히드로카본,  폴리실옥산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5-
90℃의 온도범위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액체인 소포활성물질과, 경우에 따라서 ⒝ (ⅰ) 일반식⑴ : 

(위식에서, A는 -OH  또는 R
2
O(EO)m -이고, R

1 
및 R

2
는 서로 같거나 다른 C12-C 24  선형 또는 가지형, 포화 

또는 불포화 알킬기이며,  m  및  n은  서로  같거나 다르며 0  또는  1-6의  정수임)을  갖는  알킬 인산 또
는  그  염과  :  (ⅱ)  소수성  실리카  :  및  (ⅲ)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소포  촉진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포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소포물질(ⅰ)은  히드로카본⒜과,  폴리실옥산⒜과,  알킬인산  또는  그  염⒝(ⅰ),  및 
소수성 실리카⒝(ⅱ)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소포물질(ⅰ)은  바셀린⒜과  실리콘오일⒜과  알킬  포스페이트⒝(ⅱ),  및  소수성 실
리카⒝(ⅱ)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소포물질은  폴리실옥산을  함유하며,  추가로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포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양은  폴리실옥산을  기준으로하여  15-25중량％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소포제.

청구항 11 

(ⅰ)  5-90℃의  온도  범위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체인  1종  이상의  소수성  소포  활성물질을 함유하
는  소포물질과,  (ⅱ)  탄산나트륨을  함유하며  2000㎛이하의  평균입자  지경,  0.2-1.0㎤/g의  세공부피, 
및  20㎛이하의  중앙  세공직경을  갖는,  상기  소포물질이  흡착되는  다공성의  흡수성  수용성  무기 캐리
어를  함유하는  미립자  소포제의  제조방법으로서,  이  제조방법은  (ⅰ)  다공성의  무기  캐리어에 소포
제를  혼합시키는  공정과,  (ⅱ)  경우에  따라서  미립자  소수성  실리카를  살포시켜  캐리어를 코팅시키
는 공정을 포함하는, 미립자 소포제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ⅰ)  ⒜  히드로카본  및  폴리실옥산의  혼합물이면서  5-90℃의  온도  범위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액체
인 소수성 소포활성물질과, ⒝ 일반식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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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에서,  A는 -OH  또는 R
2
O(EO)m -이고, R

1 
및 R

2
는  서로 같거나 다른 C12-C 24 선형 또는 가지형,  포화 

또는  불포화  알킬기이며,  m  및  n은  서로  같거나  다르며  0  또는  1--6의  정수임)을  갖는  알킬인산 또
는 그  염  및  소수성 실리카의 혼합물인 소포촉진제를 함유하는 소포물질 :  및  (ⅱ)  탄산나트륨을 함
유하며  2000㎛이하의  평균입자  직경,  0.2-1.0㎤/g의  세공부피  및  20㎛이하의  중앙  세공직경을  갖는 
다공성의  흡수성  수용성  무기  캐리어를  함유하는  미립자  소포제의  제조방법으로서,  이  제조방법은 
(ⅰ)  다공성  무기  캐리어에  폴리실옥산  및  소수성  실리카의  혼합물을  분무하는  공정과  :  (ⅱ) 후속
으로  다공성  무기  캐리어에  히드로카본  및  알킬인산  또는  그  염의  혼합물을  분무하는  공정  :  및 
(ⅲ)  경우에  따라서  미립자  소수성  실리카를  살포시켜  캐리어를  코팅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미립
자 소포제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ⅰ)  비이온  계면활성제  및  5-90℃의  온도  범위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체이며  폴리실옥산을 포함
하는  1종이상의  소수성  소포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소포물질과  :  (ⅱ)  탄산  나트륨을  함유하며 2000
㎛이하의  평균입자  직경,  0.2-1.0㎤/g의  세공부피  및  20㎛이하의  중앙  세공  직경을  갖는,  상기 소포
물질이  흡착되는  다공성의  흡수성  수용성  무기  캐리어를  함유하는  미립자  소포제의  제조방법으로서, 
이  제조방법은  다공성  무기  캐리어에  폴리실옥산  및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혼합물을  분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미립자 소포제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ⅰ)  비이온  계면활성제  및  5-90℃의  온도  범위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체이며  폴리실옥산을 포함
하는  1종이상의  소수성  소포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소포물질과,  (ⅱ)  탄산  나트륨을  함유하며 2000㎛
이하의  평균입자  직경,  0.2-1.0㎤/g의  세공부피  및  20㎛이하의  중앙  세공  직경을  갖는,  상기 소포물
질이  흡착되는  다공성의  흡수성  수용성  무기  캐리어를  함유하는  소포제의  제조방법으로서,  이 제조
방법은  (ⅰ)  다공성  무기  캐리어에  폴리실옥산,  비이온  계면활성제  및  소수성  실리카의  혼합물을 분
무하는  공정과  :  (ⅱ)  후속으로  다공성  무기  캐리어에  히드로카본  및  알킬  인산  또는  그  염의 혼합
물을  분무하는  공정  :  및  (ⅲ)  경우에  따라서  미립자  소수성  실리카를  살포시켜  캐리어를 코팅시키
는 공정을 포함하는, 소포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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