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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진균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및 이의 유도체의 용도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함유하는 필터 매질,

접착제, 건축 자재, 건축 보조제, 직물, 모피, 종이, 스킨 또는 가죽, 및 또한 세척제, 세정제, 헹굼제, 손세척제, 손설거

지용 제제, 식기세척기 제제, 및 건축 자재, 보조 건축 자제, 직물, 모피, 종이, 스킨 또는 가죽의 마감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본 발명은 표면 및 필터 매질, 접착제, 건축 자재, 건축 보조제, 직물, 펠트, 종이, 스킨 또는 가죽, 빨래 세제, 세정 조

성물, 헹굼제, 손빨래 세제, 손설거지 세제, 기계 설거지 세제에 대한 진균의 부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노테르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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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및 이의 유도체의 용도, 및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

체를 함유하는 건축 자재, 건축 보조제, 직물, 펠트, 종이, 스킨 또는 가죽의 마감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곰팡이는 집안의 다양한 곳에서, 예를 들어, 주방 또는 욕실과 같은 습한장소에서 발견된다. 곰팡이가 공기 중으로 방

출하는 포자는 종종 알레르기성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살생제 (biocide) 를 사용한 이러한 진균

의 제거는 종종 내성 강화의 위험 증가를 수반하여, 시간이 흐른 뒤, 현재 내성인 미생물에 대해 작용하는 새로운 항균

제가 발견되어야 한다. 또한, 살생제가 생태학적으로 및 독물학적으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진균의 성장을 저해하는 항균제 (정진균제: fungistatic agents) 또는 이를 파괴하는 항균제 (살

진균제: fungicides) 중 어느 하나가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항균제는 종종 비선택적이며, 즉, 박테리

아 및 진균 모두에 대해 작용한다. 이의 결점은, 예를 들어 빨래 세제 및 세정 제에 사용된 대응하는 살생제 또는 정생

제 (biostatics) 가 폐수를 오염시켜, 또한 폐수 처리 설비의 미생물 단계를 기능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살진균제 및/또는 정진균제를 사용하여 표면 또는 폐수를 오염시키지 않고 선

택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하거나, 이를 표면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다.

곰팡이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

다.

놀랍게도 진균이 창궐한 물질 상에 또는 내에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사용

하면 곰팡이를 파괴하지 않고 곰팡이의 부착을 감소시키거나 크게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착 감소' 는 부착된 곰팡이의 수의 상당한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적으로는, 부착이 완전히 예방된

다. 바람직하게는, 곰팡이의 부착이 감소되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예방된다.

본 발명의 한가지 이점은, 이러한 물질들이 살진균제 또는 정진균제에 비해 낮은 최종 농도로도 효과적이어서 부작용

에 대한 임의의 위험 및/또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곰팡이 또는 이의 포자와 인간의 신체, 특히 호흡기의 감소된 접촉에 의한 부착 감소는 또한 알레르기 잠재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특정 구현예에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는 알콜, 예를 들어 파르네솔 및 

이의 에테르, 산, 예를 들어, 파르네솔산, 및 이의 에스테르 및 작용기를 갖는 다른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 디테

르펜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트랜스-이성질체 및 시스-이성질체 모두 적합하다. 또한 α-파르네센 (3,7,11-트리메

틸-1,3,6,10-도데카테트라엔) 및 β-파르네센 (7,11-디메틸-3-메틸렌-1,6,10-도데카트리엔) 및 네롤리돌 (3,7,11

-트리메틸-1,6,10-도데카트리엔-3-올) 및 비사볼렌, 세스퀴펠란드렌, 징기베렌, 카디넨, 아릴 투메론, 투메론, 잔토

리졸, 불가렌 및 β-셀리넨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모노테르펜은 예를 들어, α- 및 β-오시멘, 리날룰, 리날릴 아세테

이트, 카렌, 테르피네올, 네롤, 네롤산, 게라니올, 게란산, α- 및 β-펠란드렌 및/또는 투존이고; 게라니올, 리날룰 및

/또는 투존이 특히 바람직하다. 디테르펜의 예로는 게라닐 게라니올 (3,7,11,15-테트라메틸-2,6,10,14-헥사데카테

트라엔-1-올) 및 이의 이성질체 및 유도체가 있다. 또한 모노-, 세스퀴- 및/또는 디테르펜을 포함하는 식물 추출물 (

예를 들어, 제라늄 오일, 장미 오일, 오렌지꽃 오일, 라벤더 오일, 자스민 오일, 바질 오일, 시트로넬라 오일, 사이프러

스 오일, 히말라야삼목 잎 오일, 고수풀 오일, 자단 오일, 피멘토나무 오일, 생강 오일 또는 정향나무 오일) 이 사용될 

수 있다.

한 특정 구현예에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은 살진균성이 아니고 (즉, 진균을 파괴하지 않음) 

정진균성 (즉, 진균의 성장을 저해함) 도 아닌 최종 농도로 사용된다. 이 구현예의 한가지 특별한 이점은, 곰팡이가 파

괴되거나 성장-저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내성 증가의 위험이 매우 극미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성장

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 농도 및 최소 저해 농 도 그 자체는 공지된 방법으로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다른 특정 구현예에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은 0.000001 내지 3 중량%의 농도로 존재한다. 

본 구현예의 한가지 특별한 이점은, 곰팡이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예방하기 위해서 단지 소

농도의 이러한 물질만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0.00001 내지 1 중량%, 보다 특별하게는 0.0001 내지 0.5 중

량%의 농도가 바람직하다. 0.0001 내지 0.1 중량%의 농도가 특히 바람직하다.

최종 생성물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농도는 다수의 생성물에 대한 희석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한 것보다 

상당히 더 낮다. 빨래 세제에 대해, 예를 들어 1:20 내지 1:200의 희석 인자 (세제 농축물 대 물의 비) 가 예상될 수 있

다. 빨래 세제에 대한 희석비는 종종 1:60 내지 1:100, 예를 들어 1:80이다. 파르네솔에 대해, 0.01 내지 5 중량%, 보

다 특별하게는 0.1 내지 1.5 중량%의 농도가 적합할 것이다. 최종 사용 (in-use) 용액에서, 특히 0.0001 내지 1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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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가 특히 우수한 부착-저해 효과를 가진다.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0.1 중량%, 예를 들어, 0.01 중량%의 

농도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곰팡이는 토양 내에, 인간 및/또는 동물 음식 상에 또는 농축 영양 용액 내에 서식하면서, 전형적

인 균사체를 형성하고 이들이 분해하는 유기 물질로부터 이들의 영양분을 얻는 진균 (부생 (saprobiontic) 또는 부패 

유기체) 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들은 주로 포자 (보다 특별하게는 포자낭포자 (sporangiospore) 또는 분생자) 

를 통해 무성적으로 증식하며, 만약 존재한다 하더라도 단지 매우 작은 유성 증식 기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곰팡이에는 예를 들어, 자낭균문 (Ascomycota), 담자균문 (Basidiomycota), 불완전균문(Deuteromycota) 및

접합균문 (Zygomycota) 으로부터의 종, 보다 특별하게는 아스페르길루스 (Aspergillus), 페니실리움 (Penicillium), 

클라도스포리움 (Cladosporium) 및 뮤코르 (Mucor) 속의 임의의 종이 포함된다.

자낭균문에는 특히 아스페르길루스, 페니실리움 및 클라도스포리움 속의 모든 종이 포함된다. 이러한 진균은 피부 또

는 호흡기와 접촉시 강한 알레르기 잠재성을 갖는 포자를 형성한다. 담자균문에는 예를 들어,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르

만스 (Cryptococcus neoformans) 가 포함된다. 불완전균문에는 곰팡이로 알려진 모든 속, 보다 특별하게는 유성 단

계의 부재로 인해 자낭균문, 담자균문 또는 접합균문에 속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된다.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는 특히 아스페르길루스속의 모든 종, 보다 특별하게는

아스페르길루스 아큘레아투스 (Aspergillus aculeatus), 아스페르길루스 알부스 (Aspergillus albus), 아스페르길루

스 알리아세우스 (Aspergillus alliaceus), 아스페르길루스 아스페레센스 (Aspergillus asperescens), 아스페르길루

스 아와모리 (Aspergillus awamori), 아스페르길루스 칸디두스 (Aspergillus candidus), 아스페르길루스 카르보나리

우스 (Aspergillus carbonarius), 아스페르길루스 카르네우스 (Aspergillus carneus), 아스페르길루스 체발리에리 (

Aspergillus chevalieri), 아스페르길루스 체발리에리 바르. 인터메디우스 (Aspergillus chevalieri var. intermedius

), 아스페르길루스 클라바투스 (Aspergillus clavatus), 아스페르길루스 피쿠움 (Aspergillus ficuum), 아스페르길루

스 플라비페스 (Aspergillus flavipes),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Aspergillus flavus), 아스페르길루스 포에티두스 (

Aspergillus foetidus),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Aspergillus fumigatus), 아스페르길루스 자이갠테우스 (Asper

gillus giganteus), 아스페르길루스 휴미콜라 (Aspergillus humicola), 아스페르길루스 인터메디우스 (Aspergillus in

termedius), 아스페르길루스 자포니쿠스 (Aspergillus japonicus), 아스페르길루스 니둘란스 (Aspergillus nidulans)

, 아스페르길루스 나이거 (Aspergillus niger), 아스페르길루스 니베우스 (Aspergillus niveus), 아스페르길루스 오크

라세우스 (Aspergillus ochraceus),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 (Aspergillus oryzae), 아스페르길루스 오스티아누스 

(Aspergillus ostianus), 아스페르길루스 파라시티쿠스 (Aspergillus parasiticus), 아스페르길루스 파라시티쿠스 바

르. 글로보수스 (Aspergillus parasiticus var. globosus), 아스페르길루스 페니실리오이데스 (Aspergillus penicillio

ides), 아스페르길루스 포에니시스 (Aspergillus phoenicis), 아스페르길루스 루굴로수스 (Aspergillus rugulosus), 

아스페르길루스 스클레로티오럼 (Aspergillus sclerotiorum), 아스페르길루스 소자에 바르. 김노사르다에 (Aspergill

us sojae var. gymnosardae), 아스페르길루스 시도위 (Aspergillus sydowi), 아스페르길루스 타마리 (Aspergillus t

amarii), 아스페르길루스 테레우스 (Aspergillus terreus), 아스페르길루스 테리콜라 (Aspergillus terricola), 아스 

페르길루스 톡시카리우스 (Aspergillus toxicarius), 아스페르길루스 운구이스 (Aspergillus unguis), 아스페르길루

스 우스투스 (Aspergillus ustus), 아스페르길루스 베르시컬러 (Aspergillus versicolor), 아스페르길루스 비트리콜라

에 (Aspergillus vitricolae) 및 아스페르길루스 웬티 (Aspergillus wentii) 로부터 선택된 종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

는 데 특히 적합하다. 특히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Aspergillus flavus) 및 아스페르길루스 

니둘란스 (Aspergillus nidulans) 의 부착이 감소되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예방된다.

다른 특히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직물, 세라믹, 금속, 목재 및/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표면에 대한 곰팡이의 부착이 감

소된다. 또한, 음식과 접촉한 표면에 대한 곰팡이의 부착도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빨래 세제, 세정 조성물, 헹굼제, 손 세척 제제, 손설거지 세제, 기계 설거지 세제 및 표면 마감용 및/또

는 포장용 조성물, 보다 특별하게는 곰팡이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는 데 적합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함유하는, 음식, 필터 매질, 건축자재, 건축 보조제, 직물, 펠트, 종이, 스킨 또는 가죽과 

접촉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다른 특히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은 곰팡이의 표면 부착

을 감소시키기 위해 빨래 세제 및 세정제에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는 또한 경질 표면, 

예를 들어, 마루, 타일, 플라스틱 및 집 안, 보다 특별하게는 습한 장소 (예를 들어, 욕실) 또는 의학 실습에서의 다른 

경질 표면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세정 조성물에 첨가되거나 혼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빨래 세제 및 세정 조성물은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시 유익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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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적용에 전형적인 다른 성분 외에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고체 형태 (입자, 분말 등), 반고체 형태 (

페이스트 등), 액체 형태 (용액, 에멀젼, 현탁액, 겔 등) 및 기체-유사 형태 (에어로졸 등) 인 계면활성제-함유 제제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계면활성제-함유 제제의 예로는 계면활성제-함유 빨래 세제 제제, 경질 표면용 계면활성제

-함유 세정제 또는 고체 또는 액체이거나 심지어 고체 및 액체 성분 또는 서로 나란히 분량의 성분을 포함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함유 직물 컨디셔닝 제제가 있다.

빨래 세제 및 세정제는 음이온성, 비이온성, 양이온성 및 양쪽성 계면활성제, 무기 및 유기 증진제, 특정 중합체 (예를

들어, 공-증진제 특성을 갖는 중합체), 발포 저해제, 염료 및 임의로 추가 향료, 표백제 (예를 들어, 퍼옥소 표백제 및 

염소 표백제), 표백 활성화제, 표백 안정화제, 표백 촉매, 효소 및 재증착 저해제와 같은 전형적 성분을 함유할 수 있는

데, 상기 성분은 이러한 군의 물질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제의 중요한 다른 성분은 종종 예를 들어, 광학 증백

제, UV 흡수제, 오염 예방제, 즉 섬유의 재오염을 예방하는 중합체를 포함하는 세척 보조제이다. 물질의 개별 군은 하

기에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상기 제제가 일부 이상 성형체의 형태로 존재할 경우, 결합제 및 붕해 보조 제도 존재할 수 있다.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비이온성, 양쪽성 및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 수 있다.

적합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예를 들어, 술포네이트 및 술페이트 형의 계면활성제이다. 적합한 술포네이트 형의 계

면활성제는 바람직하게 C 9-13 알킬 벤젠술포네이트, 올레핀 술포네이트, 즉, 알켄과 히드록시알칸 술포네이트의 혼

합물, 및 예를 들어, 내부 또는 말단 이중 결합을 갖는 C 12-18 모노올레핀으로부터 기체 삼산화황으로 술폰화하고 이

어서 술폰화 생성물을 알칼리성 또는 산성 가수분해하여 수득된 디술포네이트이다. 술포네이트 형의 다른 적합한 계

면활성제는 C 12-18 알칸으로부터 예를 들어, 술포염소화 또는 술폭시드 및 후속 가수분해 또는 중성화에 의해 수득

된 알칸 술포네이트이다. 또한 2-술포지방산의 에스테르 (에스테르 술포네이트), 예를 들어, 수소화된 코코넛 오일, 

야자인유 또는 우지 지방산의 2-술폰화 메틸 에스테르가 적합하다.

다른 적합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술폰화 지방산 글리세롤 에스테르이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지방산 글리세롤 에

스테르는, 1 내지 3몰 지방산을 사용한 모노글리세롤의 에스테르화에 의해 또는 0.3 내지 2몰 글리세롤을 사용한 트

리글리세리드의 에스테르전환반응으로 제조를 수행할 경우 수득되는 모노에스테르, 디에스테르 및 트리에스테르 및 

이의 혼합물이다. 바람직한 술폰화 지방산 글리세롤 에스테르는 탄소수 6 내지 22의 포화 지방산, 예를 들어, 카프로

산, 카프릴산, 카 프르산, 미리스트산, 라우르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또는 베헨산의 술폰화 생성물이다.

바람직한 알킬 (알케닐) 술페이트는 C 12-18 지방 알콜, 예를 들어, 코코지방 알콜, 우지 지방 알콜, 라우릴, 미리스틸,

세틸 또는 스테아릴 알콜, 또는 C 10-20 옥소알콜의 알칼리 금속 염 및, 특히, 황산 세미에스테르 및 동일한 사슬 길이

를 갖는 이차 알콜의 대응하는 세미에스테르의 나트륨염이다. 다른 바람직한 알킬 (알케닐) 술페이트는 석유화학제품

을 기재로 한 합성 직쇄 알킬을 포함하고 이의 열분해 거동이 천연계 (oleochemical) 원료를 기재로 한 대응 화합물과

유사한, 언급된 사슬 길이를 갖는 술페이트이다. C 12-16 알킬 술페이트, C 12-15 알킬 술페이트 및 C 14-15 알킬 술

페이트는 빨래 세제 및 세정제로 바람직하다. 다른 적합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예를 들어, US 3,234,258 또는 US

5,075,041 에 따라 제조될 수 있고 DAN 이라는 상표명 하에 Shell Oil Company사의 제품으로 시판중인 2,3-알

킬술페이트이다.

또한 평균 3.5몰의 에틸렌 옥시드 (EO) 를 함유하는 2-메틸-분지쇄 C 9-11 알콜 또는 1 내지 4몰의 EO를 함유하는 

C 12-18 지방 알콜과 같이, 1 내지 6몰의 에틸렌 옥시드로 에톡실화된 직쇄 또는 분지쇄 C 7-21 알콜의 황산 모노에

스테르도 적합하다. 이의 높은 발포 용량으로 인해, 이는 단지 비교적 소량으로, 예를 들어, 1 내지 5 중량%의 양으로,

빨래 세제 및 세정제에 사용된다.

다른 적합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술포숙시네이트 또는 술포숙신산 에스테르로도 알려져 있고 알콜, 바람직하게는

지방 알콜 및, 보다 특별하게는 에톡실화된 지방 알콜과 술포숙신산의 모노에스테르 및/또는 디에스테르를 대표하는 

알킬 술포숙신산의 염이다. 바람직한 술포숙시네이트는 C 8-18 지방 알콜 잔기 또는 이의 혼합물을 함유한다. 특히 

바람직한 술포숙시네이트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대표하는 (단리 시 고려됨) 에톡실화 지방 알콜로부터 유도된 지

방 알콜 잔기를 포함한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를 참조). 이러한 술포숙시네이트 중에서, 지방 알콜 잔기가 좁은 범위

의 에톡실화 지방 알콜로부터 유도된 술포숙시네이트가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알킬 (알케닐) 사슬에 

탄소수 8 내지 18을 포함하는 알킬 (알케닐) 숙신산 또는 이의 염이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적합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특히, 비누이다. 적합한 비누는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수

소화된 에루시산 (erucic acid) 및 베헨산과 같은 포화 지방산 비누, 및 특히 천연 지방산,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 야

자인유 또는 우지 지방산으로부터 유도된 비누 혼합물이다.

비누를 포함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이의 나트륨, 칼륨 또는 암모늄 염의 형태로 및 모노-, 디- 또는 트리에탄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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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같은 유기 염기의 가용성 염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바람직하게는 이의 나트륨 또는 칼륨 

염의 형태로,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의 나트륨 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바람직한 조성물은 5 내지 50 중량%, 바람직하게는 7.5 내지 40 중량% 및 보다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 중량%의 하나 이상의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함유한다.

바람직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알콕실화된, 유리하게는 에톡실화된, 보다 특별하게는 바람직하게 탄소수 8 내지 1

8 및, 평균적으로, 알콜 1몰 당 1 내지 12몰의 에틸렌 옥시드 (EO) 를 포함하는 일차 알콜이다 (상기 알콜 성분은 직

쇄일 수 있거나, 바람직하게, 2-위치에서 메틸 분지될 수 있거나 직쇄 및 메틸-분지된 잔기를 전형적으로 옥소알콜 

잔기에 존재하는 혼합물의 형태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수 12 내지 18을 갖는 천연 기원의 알콜의 직쇄 잔기,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 팜 오일, 우지 또는 올레일 알콜, 및 평균적으로 알콜 1몰 당 2 내지 8몰의 EO를 포함하는 알

콜 에톡실레이트가 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에톡실화 알콜에는 예를 들어, 3몰의 EO 또는 4몰의 EO를 포함하는 C

12-14 알콜, 7몰의 EO를 포함하는 C 9-11 알콜, 3몰의 EO, 5몰의 EO, 7몰의 EO 또는 8몰의 EO를 포함하는 C 13-15

알콜, 3몰의 EO, 5몰의 EO 또는 7몰의 EO를 포함하는 C 12-18 알콜, 및 3몰의 EO를 포함하는 C 12-14 알콜과 5몰의

EO를 포함하는 C 12-18 알콜의 혼합물과 같은 이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언급된 에톡실화의 정도는, 특정 생성물에 

대해 정수 또는 분수일 수 있는 통계적 평균치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알콜 에톡실레이트는 좁은 동족체 분포를 가진다

(좁은 범위의 에톡실레이트; narrow range ethoxylate, NRE). 이러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뿐만 아니라, 12몰 이상

의 EO를 포함하는 지방 알콜, 예를 들어, 14몰의 EO, 25몰의 EO, 30몰의 EO 또는 40몰의 EO를 포함하는 우지 지 방

알콜을 포함하는 지방 알콜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단독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 또는 다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류의 바람직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알콕실화된, 바람직하게는 에톡실화되거나 에톡실화 및 프로폭실화된, 바람직하게 알킬 사슬에 탄소수

1 내지 4를 포함하는 지방산 알킬 에스테르, 보다 특별하게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이다.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류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알킬 폴리글리코시드 (APG) 이다. 적합한 알킬 폴리글리

코시드는 화학식 RO(G) z (식 중, R은 직쇄 또는 분지쇄, 보다 특별하게는 2-메틸-분지쇄인, 탄소수 8 내지 22 및 바

람직하게는 탄소수 12 내지 18을 포함하는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족 라디칼이고 G는 탄소수 5 또는 6을 포함하는 글

리코스 단위, 바람직하게는 글루코스를 나타낸다) 에 대응한다. 글리코시드화의 정도 (z) 는 1.0 내지 4.0, 바람직하게

는 1.0 내지 2.0 및 보다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4이다.

직쇄 알킬 폴리글루코시드, 즉 폴리글리코실 성분이 글루코스 단위이고 알킬 성분이 n-알킬기인 알킬 폴리글리코시

드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계면활성제-함유 제제는 유리하게는 알킬 폴리글리코시드를 함유할 수 있으며, 빨래 세제, 설거지 세

제 또는 세정 제제에 대해서는 제제 전체를 기준으로 0.2 중량% 초과의 APG 함량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계면

활성제-함유 제제는 APG를 0.2 내지 10 중량%의 양으로,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5 중량%의 양으로 및 보다 바람직

하게는 0.5 내지 3 중량%의 양으로 함유한다.

또한 아민 옥시드 형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예를 들어 N-코코알킬-N,N-디메틸아민 옥시드 및 N-탈로우알킬-N,

N-디히드록시에틸아민 옥시드, 및 지방산 알칸올아미드 형이 적합하다. 이러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사용되는 양

은 바람직하게는 에톡실화된 지방 알콜이 사용되는 양 이하 및, 보다 바람직하게는, 그 양의 절반 이하이다.

다른 적합한 계면활성제는 하기의 화학식 I에 대응하는 폴리히드록시지방산 아미드이다:

화학식 I

(식 중, R 4 CO는 탄소수 6 내지 22의 지방족 아실기이고, R 5 는 수소, 탄소수 1 내지 4의 알킬 또는 히드록시알킬

기이고, [Z 1 ] 은 탄소수 3 내지 10 및 히드록실기 3 내지 10개를 포함하는 직쇄 또는 분지쇄 폴리히드록시알킬기이

다). 폴리히드록시지방산 아미드는 일반적으로 암모니아, 알킬아민 또는 알칸올아민으로 환원당을 환원성 아민화하고

후속으로 지방산, 지방산 알킬 에스테르 또는 지방산 클로라이드를 사용한 아실화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공지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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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다.

폴리히드록시지방산 아미드의 군은 또한 하기의 화학식 Ⅱ에 대응하는 화합물을 포함한다:

화학식 Ⅱ

(식 중, R 6 는 탄소수 7 내지 12의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 또는 알케닐기이고, R 7 은 탄소수 2 내지 8의 직쇄, 분지

쇄 또는 환식 알킬기 또는 아릴기이고, R 8 은 탄소수 1 내지 8의 직쇄, 분지쇄 또는 환식 알킬기 또는 아릴기 또는 옥

시알킬기로서, C 1-4 알킬 또는 페닐기가 바람직하고, [Z 2 ] 는 알킬 사슬이 두개 이상의 히드록실기에 의해 치환된 

직쇄 폴리히드록시알킬기, 또는 상기 기의 알콕실화된, 바람직하게는 에톡실화되거나 프로폭실화된 유도체이다).

[Z 2 ] 는 바람직하게는 환원당, 예를 들어, 글루코스, 프룩토스, 말토오스, 락토오스, 갈락토오스, 만노스 또는 자일

로스의 환원성 아민화에 의해 수득된다. 이어서 예를 들어, 국제 특허 출원 WO-A-95/07331 의 교시에 따라 촉매로

서 알콕시드의 존재 하에 N-알콕시- 또는 N-아릴옥시-치환된 화합물을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와 반응시켜 요구되는

폴리히드록시지방산 아미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음이온성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 추가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다.

직물-연화 물질에는 특히, 양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포함된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예로는 특히, 4차 암모늄 화합물

, 양이온성 중합체 및 유화제가 있다.

적합한 예는 하기의 화학식 Ⅲ 및 Ⅳ에 대응하는 4차 암모늄 화합물이다:

화학식 Ⅲ

화학식 Ⅳ

(식 중, 화학식 Ⅳ에 있는 R a 및 R b 는 탄소수 12 내지 24의 비환식 (acyclic) 알킬기를 나타내고, R c 는 포화 C 1

-4 알킬 또는 히드록시알킬기이고, R d 는 R a , R b 또는 R c 와 동일하거나 방향족 라디칼을 나타낸다. X - 는 할라

이드, 메토술페이트, 메토인산염 또는 인산염 이온 또는 이의 혼합물이다). 화학식 Ⅲ에 대응하는 양이온성 화합물의 

예로는, 디데실 디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디탈로우 디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또는 디헥사데실 암모늄 클로라이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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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Ⅳ에 대응하는 화합물은 소위 에스테르쿼트 (esterquat) 이다. 에스테르쿼트는 우수한 생분해성으로 구별된

다. 상기 화학식에서, R e 는 탄소수 12 내지 22 및 0, 1, 2 또는 3개의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지방족 알킬기이고, R f

는 H, OH 또는 O(CO)R h 이고, R g 는 R f 에 대해 독립적으로 H, OH 또는 O(CO)R i 을 나타내고, R h 및 R i 은 

서로 독립적으로 12 내지 22개의 탄소 원자 및 0, 1, 2 또는 3개의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지방족 아실기를 나타낸다. 

m, n 및 p는 서로 독립적으로 1, 2 또는 3의 값을 가질 수 있다. X - 는 할라이드, 메토술페이트, 메토인산염/또는 인

산염 이온 또는 이의 혼합물일 수 있다. 바람직한 화합물은 R f 에 대해 O(CO)R h 기 및 R c 및 R h 에 대해 C 16-18

알킬기를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R g 가 또한 OH인 화합물이다. 화학식 Ⅳ에 대응하는 화합물의 예로는 

메틸-N-(2-히드록시에틸)-N,N-디(탈로우아실옥시에틸)-암모늄 메토술페이트, 비스-(팔미토일)-에틸 히드록시에

틸 메틸 암모늄 메토술페이트 또는 메틸-N,N-비스-(아실옥시에틸)-N-(2-히드록시에틸)-암모늄 메토술페이트가 

있다. 불포화 알킬 사슬을 포함하는 화학식 Ⅳ에 대응하는 4차화된 화합물을 사용할 경우, 대응하는 지방산이 5 내지 

80,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60 및 보다 특별하게는 15 내지 45의 요오드 값을 갖고 30:70 초과, 바람직하게는 50:50 

초과 및 보다 특별하게는 70:30 초과의 시스-트랜스-이성질체 비 (중량%로) 를 갖는 아실기가 바람직하다. 시판중인

예로는 Stepantex 라는 상표명 하에 Stepan사에 의해 시판중인 메틸 히드록시알킬 디알코일옥시알킬 암모늄 메

토술페이트 또는 Dehyquart 라는 상표명 하에 공지된 Cognis사 제품 또는 Rewoquat 라는 상표명 하에 공지

된 Goldschmidt-Witco사 제품이 있다. 다른 바람직한 화합물은 Rewoquat W 222 LM 또는 CR 3099 라는 상표

명 하에 시판중이고 연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 및 색상 보호를 제공하는, 화학식 Ⅲ에 대응하는 디에스테르쿼트이다.

화학식 V

(화학식 V에서, R k 및 R l 은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탄소수 12 내지 22 및 0, 1, 2 또는 3개의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지방족 아실기를 나타낸다).

상술한 4차 화합물 외에도, 예를 들어, 하기의 화학식 Ⅵ에 대응하는 4차 이미다졸리늄 화합물을 포함하는 다른 공지

된 화합물도 사용될 수 있다:

화학식 Ⅵ

{식 중, R m 은 H 또는 탄소수 1 내지 4의 포화 알킬기를 나타내고, R n 및 R o 는 서로 독립적으로 탄소수 12 내지 

18의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알킬기를 나타내고, R n 은 이와 달리 또한 O(CO)R p 를 나타낼 수 있고 (R p 는 탄

소수 12 내지 18의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알킬기이다), Z는 NH기 또는 산소이고 X - 는 음이온이다. q는 1 내지 

4의 정수일 수 있다}.

다른 적합한 4차 화합물은 화학식 Ⅶ에 대응하는 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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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Ⅶ

(식 중, R q , R r 및 R s 는 서로 독립적으로 C 1-4 알킬, 알케닐 또는 히드록시알킬기를 나타내고, R t 및 R u 는 서

로 독립적으로 C 8-28 알킬기를 나타내고 r은 0 내지 5의 수이다).

화학식 Ⅲ 및 Ⅶ에 대응하는 화합물 뿐만 아니라, 트리히드록시에틸 메틸 암모늄 메토술페이트 또는 알킬 트리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디알킬 디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및 트리알킬 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예를 들어, 세틸 트리메

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릴 트리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디스테아릴 디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라우릴 디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라우릴 디메틸 벤질 암모늄 클로라 이드 및 트리세틸 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를 포함하는 단쇄의

수용성 4차 암모늄 화합물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직물-연화 효과를 갖는 양성자화된 알킬아민 화합물 및 양이온성 유화제의 비-4차화 양성자화 전구물질이 또한 적합

하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양이온성 화합물은 4차화된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다.

적합한 양이온성 중합체는 CTFA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

ciation, Inc., 1997) 에 열거되어 있는 폴리쿼테르늄 중합체, 보다 특별하게는 메르쿼트로도 알려져 있는 폴리쿼테르

늄-6, 폴리쿼테르늄-7 및 폴리쿼테르늄-10 중합체 (Ucare Polymer IR 400, Amerchol), 셀룰로오스 골격 및 알릴 

디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에 의해 부착된 4차 암모늄기를 갖는 그래프트 공중합체 (graft copolymer) 와 같은 폴리

쿼테르늄-4 공중합체, 구아르 히드록시프로필 트리암모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양이온성 구아르와 같은 양이온성 셀룰

로오스 유도체, 및 유사한 4차화된 구아르 유도체 (예를 들어, Cosmedia Guar, Cognis GmbH), 양이온성 4차 당 유

도체 (양이온성 알킬 폴리글루코시드), 예를 들어, 시판 제품인 Glucquat 100 (CTFA 명칭: 라우릴 메틸 글루세스

-10 히드록시프로필 디모늄 클로라이드), PVP와 디메틸 아미노메타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 비닐 이미다졸과 비닐 

피롤리돈의 공중합체, 아미노실리콘 중합체 및 공중합체이다.

또한 다4차화 (polyquaternized) 중합체 (예를 들어, Luviquat Care, BASF) 및 키틴계 양이온성 생중합체 (biopoly

mer) 및 이의 유도체, 예를 들어 Chitosan (Cognis) 으로 시판 중인 중합체가 적합하다.

예를 들어, 시판 제품 Q2-7224 (안정화된 트리메틸실릴 아모디메티콘, Dow Corning사), Dow Corning 929 Emulsi

on (아모디메티콘으로도 알려져 있는 히드록실아미노-변형된 실리콘을 함유함), SM-2059 (General Electric사), S

LM-55067 (Wacker사), Abil -Quat 3270 및 3272 (디쿼터너리 (diquaternary) 폴리디메틸실옥산, 쿼테르늄-8

0, Goldschmit-Rewo사) 및 실리콘쿼트 Rewoquat SQ 1 (Tegopren 6922, Goldschmidt-Rewo사) 를 포함

하는 양이온성 실리콘 오일이 또한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다.

다른 적합한 화합물은 하기의 화학식 Ⅷ에 대응하고 이의 비-4차화된 형태로, 또는 예시된 바와 같이, 이의 4차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알킬아미도아민일 수 있다:

화학식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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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Ⅷ에서, R v 는 탄소수 12 내지 22 및 0, 1, 2 또는 3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하는 지방족 아실기일 수 있다. s는

0 내지 5의 값으로 추정될 수 있다. R w 및 R x 는 서로 독립적으로 H, C 1-4 알킬 또는 히드록시알킬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화합물은 Tego Amid S 18이라는 상표명 하에 시판중인 스테아릴아미도프로필 디메틸아민 또는 Stepa

ntex X 9124로 시판중인 3-탈로우아미도프로필 트리메틸암모늄 메토술페이트와 같은 지방산 아미도아민이며, 

이들은 우수한 컨디셔닝 효과 외에, 또한 염료 전달 저해 효과에 의해 및 용이한 생분해성에 의해 구별된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이들은 바람직하게 제제 내에 0.01 내지 10 중량%의 양으로 및 보다 특별하게

는 0.1 내지 3.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총 계면활성제 함량은 5 내지 50 중량%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5 중량%이다.

계면활성제 다음으로, 증진제는 세제 및 세정 조성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계면활성제-함유 제제

는 전형적으로 세제에 사용되는 임의의 증진제, 즉, 특히 제올라이트, 실리케이트, 카르보네이트, 유기 공-증진제 및 

- 이의 사용에 대한 생태학적 반발이 없을 경우- 인산염을 함유할 수 있다.

적합한 결정질 층-형 나트륨 실리케이트는 화학식 NaMSi x O 2x+1 ㆍH 2 O (식 중, M은 나트륨 또는 수소이고, x

는 1.9 내지 4의 수이고 y는 0 내지 20의 수이며, x로 바람직한 값은 2, 3 또는 4이다) 에 대응한다. 이와 같은 결정질

층 실리케이트는 예를 들어, 유럽 특허 출원 EP-A-O 164 514 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화학식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결정질 층 실리케이트는 M이 나트륨이고 x가 2 또는 3의 값으로 추정되는 실리케이트이다. β- 및 δ-나트륨 디실리

케이트 Na 2 Si 2 O 5 ㆍyH 2 O가 둘 다 특히 바람직하고, β-나트륨 디실리케이트는 예를 들어, 국제 특허 출원 W

O-A-91/08171 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수득가능하다.

*다른 유용한 증진제는 용해가 지연되며 다중 세척 주기 특성을 나타내는 1:2 내지 1:3.3, 바람직하게는 1:2 내지 1:2

.8 및 보다 바람직하게는 1:2 내지 1:2.6의 계수 (Na 2 O:SiO 2 비) 를 갖는 비정질 나트륨 실리케이트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표면 처리, 혼합 (compounding), 압축 또는 과잉건조 (overdrying) 에 의해 통상의 비정질 나트

륨 실리케이트와 관련한 용해의 지연이 얻어질 수 있었다. 통상의 물유리에 대해 지연 용해시키는 소위 X-선 비정질 

실리케이트는 예를 들어, 독일 특허 출원 DE-A-44 00 024 에 기재되어 있다. 생성물은 크기가 10 내지 수백 nm인 

미세결정질 영역을 갖는데, 최대 50 nm 이하 및 보다 특별하게는 최대 20 nm 이하의 값이 바람직하다. 압축된 (com

pacted) 비정질 실리케이트, 혼합된 비정질 실리케이트 및 과잉건조된 (overdried) X-선-비정질 실리케이트가 특히 

바람직하다.

임의로 사용되는 결합수를 함유하는 미세 결정질의 합성 제올라이트는 바람직하게 제올라이트 A 및/또는 제올라이트

P이다. Zeolite MAP (예를 들어, Crosfield사로부터 시판중인 Soucil A24) 는 특히 바람직한 P-형 제올라이트이

다. 그러나, 제올라이트 X 및 A, X 및/또는 P의 혼합물도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VEGOBOND AX 라는

상표명 하에 CONDEA Augusta S.p.A사에 의해 시판중 이고 하기의 화학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제올라이트 X와 제

올라이트 A의 공-결정체 (제올라이트 X 약 80 중량%)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Na 2 Oㆍ(1-n)K 2 OㆍAl 2 O 3 ㆍ(2-2.5)SiO 2 ㆍ(3.5-5.5)H 2 O.

적합한 제올라이트는 10 ㎛ 미만의 평균 입자 크기 {입자계측기법 (Coulter Counter Method) 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은 체적 분포} 를 갖고 바람직하게는 18 내지 22 중량% 및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22 중량%의 결합수를 함유

한다.

일반적으로 공지된 인산염은 물론 생태학적 이유로 이의 사용이 회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제에서 

증진제로 사용될 수 있다. 오르소인산염의 나트륨 염, 피로인산염 및 상기의 모든 트리폴리인산염이 특히 적합하다.

적합한 유기 증진제는 예를 들어, 이의 나트륨 염의 형태로 사용가능한 폴리카르복실산이고, 폴리카르복실산은 이의 

사용이 생태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하나 이상의 산 작용기를 갖는 카르복실산, 예를 들어, 시트르산, 아디프

산, 숙신산, 글루타르산, 말산, 타르타르산, 말레산, 푸마르산, 당산 (sugar acid), 아미노카르복실산, 니트릴로트리아

세트산 (NTA), 및 이의 혼합물인 것으로 이해된다. 바람직한 염은 시트르산, 아디프산, 숙신산, 글루타르산, 타르타르

산, 당산과 같은 폴리카르복실산 및 이의 혼합물의 염이다. 산 그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산은 또한, 이의 증진제 효

과 외에 전형적으로 산성화 성분의 특성을 가지므로, 또한 계면활성제-함유 제제에서 비교적 낮고 약한 pH 값을 형

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관해, 특히 시트르산, 숙신산, 글루타르산, 아디프산, 글루콘산 및 이의 혼합 물이 언급된다.

다른 적합한 증진제는 중합체성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산 또는 폴리메타크릴산의 알칼리 금속 

염, 예를 들어, 500 내지 70,000 g/mol의 상대 분자량을 갖는 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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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성 폴리카르복실레이트에 관해 본 명세서에 언급된 분자량은, 기본적으로, UV 검출기를 사용하여 겔 투과 크

로마토그래피 (GPC) 에 의해 확인된 특정 산 형태의 중량-평균 분자량 (Mw) 이다. 조사된 중합체에 대한 이의 구조 

관계에 의해 실제 분자량값을 제공하는 외부 폴리아크릴산 표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 값은 폴리스티렌 술폰산이 표

준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분자량값과 상당히 상이하다. 폴리스티렌 술폰산에 대해 측정된 분자량은 일반적으로 본 명

세서에 언급된 분자량보다 높다.

적합한 중합체는 특히, 바람직하게는 12,000 내지 30,000 g/mol의 분자량을 갖는 폴리아크릴레이트이다. 이러한 군 

중에서, 이의 우수한 용해성으로 인해, 2,000 내지 10,000 g/mol 및 보다 특별하게는 3,000 내지 5,000 g/mol의 분

자량을 갖는 단쇄 폴리아크릴레이트가 바람직하다.

다른 적합한 중합체는 공중합체성 폴리카르복실레이트, 보다 특별하게는 메타크릴산과 아크릴산의 공중합체 또는 말

레산과 아크릴산 또는 메타크릴산의 공중합체이다. 50 내지 90 중량%의 아크릴산 및 50 내지 10 중량%의 말레산을 

함유하는 말레산과 아크릴산의 공중합체가 특히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유리산을 기준으로 한 이의 상대 분자량

은 일반적으로 2,000 내지 70,000 g/mol, 바람직 하게는 20,000 내지 50,000 g/mol 및 보다 특별하게는 30,000 내

지 40,000 g/mol의 범위 내이다.

(공)중합체성 폴리카르복실레이트는 분말로 또는 수용액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제/세정제 내의 

(공)중합체성 폴리카르복실레이트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20 중량% 및 보다 특별하게는 3 내지 10 중량%

이다.

수용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합체는 단량체로서 알릴옥시 벤젠술폰산 및 메탈릴 술폰산과 같은 알릴 술폰산을 함

유할 수도 있다.

다른 특히 바람직한 중합체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단량체 단위의 생분해성 중합체, 예를 들어, 단량체로서 아크릴산 

및 말레산의 염 및 비닐 알콜 또는 비닐 알콜 유도체를 함유하는 중합체 또는 단량체로서 아크릴산 및 2-알킬알릴 술

폰산의 염 및 당 유도체를 함유하는 중합체이다.

다른 바람직한 공중합체는 바람직하게 단량체로서 아크롤레인 및 아크릴산/아크릴산 염 또는 아크롤레인 및 비닐 아

세테이트를 함유하는 공중합체이다.

다른 바람직한 증진제는 중합체성 아미노디카르복실산, 이의 염 또는 전구물질이다. 이의 공-증진제 특성 외에 표백-

안정화 효과를 갖는 폴리아스파르트산 또는 이의 염 및 유도체가 특히 바람직하다.

다른 적합한 증진제는 5 내지 7개의 탄소 원자 및 세 개 이상의 히드록시기를 포함하는 폴리올 카르복실산과 디알데

히드의 반응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폴리아세탈이다. 바람직한 폴리아세탈은 글리옥살, 글루타르알데히드, 테레프탈

알데히드 및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디알데히드로부터 및 글루콘산 및/또는 글루코헵 톤산과 같은 폴리올 카르복실산

으로부터 수득된다.

다른 적합한 유기 증진제는 덱스트린, 예를 들어, 녹말의 부분 가수분해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올리고머 

(oligomer) 또는 중합체이다. 예를 들어, 산- 또는 효소-촉매화 방법과 같은 표준 방법으로 가수분해를 수행할 수 있

다. 최종 생성물은 바람직하게는 400 내지 500,000 g/mol의 평균 분자량을 갖는 가수분해 생성물이다. 0.5 내지 40 

및, 보다 특별하게는, 2 내지 30의 덱스트로스 당량 (DE) 을 갖는 다당류가 바람직하다 (DE는 DE가 100인 덱스트로

스와 비교한 다당류의 환원 효과의 수용된 측정치이다). DE가 3 내지 20인 말토덱스트린 및 DE가 20 내지 37인 건조

글루코스 시럽 및 또한 2,000 내지 30,000의 비교적 고분자량을 갖는 소위 황색 덱스트린 및 백색 덱스트린이 사용

될 수 있다. 바람직한 덱스트린은 영국 특허 출원 94 19 091 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덱스트린의 산화된 유도체는 당류 고리의 하나 이상의 알콜 작용기를 카르복실산 작용기로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제와 이의 반응 생성물이다. 산화된 올리고당이 또한 적합하고, 당류 고리의 C 6 에서 산화된 생성물이 특히 유

리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공증진제는 옥시디숙시네이트 및 디숙시네이트의 다른 유도체, 바람직하게는 에틸렌디아민 디숙시네이

트이다. 에틸렌디아민-N,N'-디숙시네이트 (EDDS) 는 바람직하게 이의 염 또는 마그네슘 염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

와 관련하여 글리세롤 디숙시네이트 및 글리세롤 트리숙시네이트가 또한 특히 바람직 하다. 제올라이트-함유 및/또는

실리케이트-함유 조성물에 사용되는 양은 3 내지 15 중량%이다.

다른 유용한 유기 공증진제는 예를 들어, 임의로 락톤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4개 이상의 탄소 원자, 하나 이상의 히드

록시기 및 두개 이하의 산기를 포함하는 아세틸화 히드록시카르복실산 및 이의 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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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진제 특성을 갖는 다른 류의 물질은 포스포네이트, 보다 특별하게는 히드록시알칸 및 아미노알칸 포스포네이트

이다. 히드록시알칸 포스포네이트 중에서, 1-히드록시에탄-1,1-디포스포네이트 (HEDP) 가 공증진제로 특히 중요하

다. 이는 바람직하게 나트륨 염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2나트륨 염은 중성 반응을 나타내고, 4나트륨염은 알칼리 반응 

(pH 9) 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아미노알칸 포스포네이트는 에틸렌디아민 테트라메틸렌 포스포네이트 (EDTMP), 디

에틸렌트리아민 펜타메틸렌 포스포네이트 (DTPMP) 및 이의 고급 동족체이다. 이들은 바람직하게 예를 들어, EDTM

P의 6나트륨 염 및 DTPMP의 7- 및 8나트륨 염과 같이 중성적으로 반응하는 나트륨 염의 형태로 사용된다. 포스포

네이트류 중에서, HEDP는 바람직하게 증진제로 사용된다. 아미노알칸 포스포네이트는 또한 현저한 중금속 결합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특히 본 발명에 따른 계면활성제-함유 제제가 또한 표백제를 함유할 경우, 아미노알칸 포스포네이

트, 보다 특별하게는 DTPMP, 또는 상기한 포스포네이트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알칼리 토금속 이온과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임의의 화합물은 공증진제로 사용될 수 있다.

표백제로 작용하는, 수중에서 H 2 O 2 를 생성하는 화합물 중에서, 나트륨 퍼보레이트 테트라히드레이트 및 나트륨 

퍼보레이트 모노히드레이트가 특히 중요하다. 다른 유용한 표백제는 예를 들어, 나트륨 퍼카르보네이트, 퍼옥시피로

인산염, 시트레이트 퍼히드레이트 및 퍼벤조에이트, 퍼옥소프탈레이트, 디퍼아젤라산, 프탈로이미노과산 또는 디퍼도

데칸 디오산과 같은 H 2 O 2 -생성 과산성 (peracidic) 염 또는 과산이다. 식기세척기용 세제 또는 표백 제제를 제조

할 경우, 유기 표백제의 군으로부터의 표백제도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 유기 표백제는 예를 들어, 디벤조일 퍼옥시

드와 같은 디아실 퍼옥시드이다. 다른 일반적 유기 표백제는, 알킬 퍼옥시산 및 아릴 퍼옥시산이 특히 예로써 언급되

는 퍼옥시산이다. 바람직한 대표 물질은 (a) 퍼옥시벤조산 및 알킬 퍼옥시벤조산과 같은 이의 고리-치환 유도체, 또한

퍼옥시-α-나프토산 및 마그네슘 모노퍼프탈레이트, (b) 퍼옥시라우르산, 퍼옥시스테아르산, ε-프탈이미도퍼옥시

카프로산 [프탈로이미노퍼옥시헥산산 (PAP)], o-카르복시벤즈아미도퍼옥시카프로산, N-노네닐아미도퍼아디프산 

및 N-노네닐아미도퍼숙시네이트와 같은 지방족 또는 치환된 지방족 퍼옥시산 및 (c) 1,12-디퍼옥시카르복실산, 1,9

-디퍼옥시아젤라산, 디퍼옥시세박산, 디퍼옥시브라실산, 디퍼옥시프탈산, 2-데실디퍼옥시부탄-1,4-디오산, N,N-테

레프탈로일-디(6-아미노퍼카프로산)과 같은 지방족 및 지환족 퍼옥시디카르복실산이다.

60℃ 이하의 온도에서 세척이 수행되는 개선된 표백 효과를 수득하기 위해, 계면활성제-함유 제제 내에 표백 활성화

제를 혼입할 수 있다. 표백 활성화제는 바람직하게는 과가수분해 조건 하에서 탄소수 1 내지 10 및 보다 바람직하게

는 탄소수 2 내지 4의 지방족 퍼옥소카르복실산 및/또는 임의로 치환된 퍼벤조산을 형성하는 화합물일 수 있다. 상기

한 탄소수를 갖는 O- 및/또는 N-아실기를 포함하는 물질 및/또는 임의로 치환된 벤조일기가 적합하다. 바람직한 표

백 활성화제는 폴리아실화된 알킬렌디아민, 보다 특별하게는 테트라아세틸 에틸렌디아민 (TAED), 아실화된 트리아

진 유도체, 보다 특별하게는 1,5-디아세틸-2,4-디옥소헥사히드로-1,3,5-트리아진 (DADHT), 아실화된 글리콜루릴,

보다 특별하게는 테트라아세틸 글리콜루릴 (TAGU), N-아실이미드, 보다 특별하게는 N-노나노일 숙신이미드 (NOS

I), 아실화된 페놀 술포네이트, 보다 특별하게는 n-노나노일 또는 이소노나노일옥시벤젠술포네이트 (n- 또는 이소-N

OBS), 카르복실산 무수물, 보다 특별하게는 프탈산 무수물, 아실화된 다가 알콜, 보다 특별하게는 트리아세틴, 에틸렌

글리콜 디아세테이트 및 2,5-디아세톡시-2,5-디히드로푸란이다.

상술한 통상의 표백 활성화제 외에 또는 그 대신에, 소위 표백 촉매를 계면활성제-함유 제제 내에 혼입할 수 있다. 표

백 촉매는 표백-증진 전이 금속 염 또는 예를 들어, 망간-, 철-, 코발트-, 루테늄- 또는 몰리브덴-살렌 착물 또는 카

르보닐 착물과 같은 전이 금속 착물이다. 질소-함유 트리포드 (tripod) 리간드와 망간, 철, 코발트, 루테늄, 몰리브덴, 

티타늄, 바나듐 및 구리 착물 및 코발트-, 철-, 구리- 및 루테늄-아민 착물도 표백 촉매로 사용될 수 있다.

적합한 효소는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또는 이의 혼합물 류로부터의 효소이다. 고초균 (Bacill

us subtilis), 바실러스 리체니포르 미스 (Bacillus licheniformis) 및, 스트렙토미세스 그리세우스(Streptomyces gris

eus) 와 같은 세균 계통 또는 진균으로부터 수득된 효소가 특히 적합하다. 서브틸리신 형의 프로테아제가 바람직하며,

바실러스 렌투스 (Bacillus lentus) 로부터 수득된 프로테아제가 특히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프로테아제와 아밀라아

제 또는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 또는 프로테아제와 셀룰라아제 또는 셀룰라아제와 리파아제 또는 프로테아제, 아밀

라아제 및 리파아제 또는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및 셀룰라아제의 효소 혼합물, 특히 셀룰라아제 함유 혼합물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다. 몇몇 경우 퍼옥시다아제 또는 옥시다아제도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효소는 지지체에 흡착되고/

되거나 막 물질 내에 캡슐화되어 이를 조기 분해에 대해 보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계면활성제-함유 제제 내의 

효소, 효소 혼합물 또는 효소 과립의 % 함량은 예를 들어, 약 0.1 내지 5 중량%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약 

2 중량%이다.

적합한 첨가제의 바람직한 군은 광학 증백제이다. 전형적으로 빨래 세제에 사용되는 광학 증백제를 사용할 수 있다. 

광학 증백제의 예로는 디아미노스틸벤디술폰산의 유도체 또는 이의 알칼리 금속 염이다. 적합한 광학 증백제는 예를 

들어, 4,4'-비스-(2-아닐리노-4-모르폴리노-1,3,5-트리아지닐-6-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의 염 또는 모르

폴리노기 대신 디에탄올아미노기, 메틸아미노기, 아닐리노기 또는 2-메톡시에틸아미노기를 포함하는 유사한 조성물

의 화합물이다. 또한 치환된 디페닐 스티릴 형의 증백제, 예를 들어, 4,4'-비스-(2-술포스티릴)-디페닐, 4,4'-비스-(

4-클로로-3-술포스티릴)-디페닐 또는 4-(4-클로로스티릴)-4'-(2- 술포스티릴)-디페닐의 알칼리 금속 염이 본 발

명에 따른 계면활성제-함유 제제의 일부분 (세제 제제) 에 존재할 수 있다. 상기한 증백제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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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발명의 목적에 바람직한 첨가제의 다른 군은 UV 흡수제이다. UV 흡수제는 처리된 직물 상에 흡수되고 섬유의 광 

안정성 및/또는 다른 조성물 성분의 광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UV 흡수제는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고 장파 방사, 

예를 들어, 열의 형태로 흡수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유기 물질 (광필터) 이다. 이러한 원하는 특성을 갖는 화합물

은 예를 들어, 비방사 방사능상실 (radiationless deactivation) 에 의해 작용하는 화합물 및 2- 및/또는 4-위치에 치

환기를 갖는 벤조페논의 유도체이다. 다른 적합한 UV 흡수제는 예를 들어, 임의로 2-위치에 시아노기를 갖는, 수용성

벤젠술폰산-3-(2H-벤조트리아졸-2-일)-4-히드록시-5-(메틸프로필)-모노나트륨 염 (Cibafast H), 3-페닐-치

환된 아크릴레이트 (신남산 유도체) 와 같은 치환된 벤조트리아졸, 살리실레이트, 유기 Ni 착물 및 움벨리페론 및 체

내의 고유한 유로칸산과 같은 천연 물질이다. 비페닐 및,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 Tinosorb FD 및 Tinosorb FR

(ex Ciba사) 로 시판중인, EP 0728749 A 에 기재된 스틸벤 유도체가 특히 중요하다. 적합한 UV-B 흡수제에는 3-

벤질리덴 캄포르 또는 3-벤질리덴 노르캄포르 및 이의 유도체, 예를 들어, EP-B1 0693471 에 기재된 바와 같은 3-(

4-메틸벤질리덴)-캄포르; 4-아미노벤조산 유도체, 바람직하게는 4-(디메틸아미노)-벤조산-2-에틸헥실 에스테르, 

4-(디메 틸아미노)-벤조산-2-옥틸 에스테르 및 4-(디메틸아미노)-벤조산 아밀 에스테르; 신남산의 에스테르, 바람

직하게는 4-메톡시신남산-2-에틸헥실 에스테르, 4-메톡시신남산 프로필 에스테르, 4-메톡시신남산 이소아밀 에스

테르, 2-시아노-3,3-페닐신남산-2-에틸헥실 에스테르 (옥토크릴렌); 살리실산의 에스테르, 바람직하게는 살리실산

-2-에틸헥실 에스테르, 살리실산-4-이소프로필벤질 에스테르, 살리실산 호모멘틸 에스테르; 벤조페논의 유도체, 바

람직하게는 2-히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 2-히드록시-4-메톡시-4'-메틸벤조페논, 2,2'-디히드록시-4-메톡시벤

조페논; 벤잘말론산의 에스테르, 바람직하게는 4-메톡시벤즈말론산 디-2-에틸헥실 에스테르; 예를 들어, 2,4,6-트

리아닐리노-(p-카르보-2'-에틸-1'-헥실옥시)-1,3,5-트리아진 및 EP 0818450 A1 에 기재된 바와 같은 옥틸 트리

아존 또는 디옥틸 부타미도 트리아존 (Uvasorb HEB) 과 같은 트리아진 유도체; 예를 들어, 1-(4-tert-부틸페닐)

-3-(4'-메톡시페닐)-프로판-1,3-디온과 같은 프로판-1,3-디온; EP 0694521 B1 에 기재된 바와 같은 케토트리시

클로(5.2.1.0)데칸 유도체가 포함된다. 다른 적합한 UV-B 흡수제는 2-페닐벤즈이미다졸-5-술폰산 및 이의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암모늄, 알킬암모늄, 알칸올암모늄 및 글루캄모늄 염; 벤조페논의 술폰산 유도체, 바람직하게는 

2-히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5-술폰산 및 이의 염; 예를 들어, 4-(2-옥소-3-보르닐리덴메틸)-벤젠 술폰산 및 2

-메틸-5-(2-옥소-3-보르닐리덴)-술폰산 및 이의 염과 같은 3-벤질리덴 캄포르의 술폰산 유도체이다.

일반적인 UV-A 필터는 특히, 예를 들어, 1-(4'-tert-부틸페닐)-3-(4'-메톡시페닐)-프로판-1,3-디온, 4-tert-부틸

-4'-메톡시디벤조일 메탄 (Parsol 1789), 1-페 닐-3-(4'-이소프로필페닐)-프로판-1,3-디온 및 DE 19712033 A1

(BASF) 에 기재된 엔아민 화합물과 같은 벤조일 메탄의 유도체이다. UV-A 및 UV-B 필터는 물론 혼합물의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언급된 가용성 물질 외에, 또한 불용성 광차단 (light-blocking) 안료, 즉 미세하게 분산된, 바람직

하게는 '나노화된' 금속 산화물 또는 염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합한 금속 산화물의 예로는, 특히, 산화

아연 및 이산화티타늄 및 또한 철, 지르코늄, 규소, 망간, 알루미늄 및 세륨의 산화물 및 이의 혼합물이 있다. 실리케이

트 (탈쿰), 황산바륨 및 스테아르산아연이 염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산화물 및 염은 피부-관리 및 피부-보호 에멀젼용 

및 색조화장품용 안료의 형태로 사용된다. 입자는 100 nm 미만, 바람직하게는 5 내지 50 nm 및 보다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30 nm의 평균 직경을 가져야 한다. 이는 형상이 구형일 수 있지만, 타원체 입자 또는 다른 비구형 입자가 사

용될 수도 있다. 안료는 표면-처리, 즉, 친수성화 또는 소수성화될 수 있다. 전형적인 예는 코팅된 이산화티타늄, 예를

들어, Titandioxid T 805 (Degussa) 및 Eusolex T2000 (Merck) 이다. 적합한 소수성 코팅 물질은 무엇보다도, 

실리콘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트리알콕시옥틸실란 또는 시메티콘이다.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화된 산화아연이 사용

된다. 다른 적합한 UV 필터는 문헌 (P. Finkel's review in SOEFW-Journal 122, 543 (1996) ) 에서 찾을 수 있다.

UV 흡수제는 일반적으로 0.01 중량% 내지 5 중량%의 양으로 및 바람직하게는 0.03 중량% 내지 1 중량%의 양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바람직하게 사용된 다른 군의 첨가제는 염료, 특히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염료이다. 바람직한

염료는 이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빨래 및 식기세척기 세제, 세정제 및 직물 컨디셔너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의 염료이다. 당업자가 선택하기에 어렵지 않고 저장시 높은 안정성을 갖는 이와 같은 염료는 계면활성제-함유 제제

의 다른 성분에 의해 또는 빛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직물 섬유에 대해 이를 착색시키지 않도록 임의의 현저한 직

접성 (substantivity) 을 갖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르면, 염료는 본 발명에 따른 세제 및/또는 세정제 내에 0.01 중량

% 미만의 양으로 존재한다.

본 발명에 따라 세제 및/또는 세정제 내에 혼입될 수 있는 다른 류의 첨가제는 중합체이다. 적합한 중합체는 한편으로

는, 세탁 또는 설거지 동안 공증진제 특성을 나타내는 중합체, 즉,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산, 심지어 변형된 폴리아크릴

산 또는 대응하는 공중합체이다. 다른 군의 중합체는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폴리비닐 피롤리돈의 공중합체, 셀룰로오

스 에테르 등과 같은 다른 재증착 저해제이다. 다른 바람직한 중합체는 하기에 상술되는 오염방지제이다.

세제/세정제는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추가 첨가제로서 오염방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오염방지제는 섬유에 흡착되고 

세탁에 의해 직물로부터 오일 및 지방을 제거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재오염을 예방하는 중합체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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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는, 이러한 오일- 및 지방-용해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여 이미 반복적으로 세탁된 직

물의 오염시에 특히 명백해진다. 바람직한 오일- 및 지방-용해 성분으로는 예를 들어, 비이온성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기준으로 하여 15 내지 30 중량%의 메톡시기 및 1 내지 15 중량%의 히드록시프로폭시기를 포함하는 메틸 셀룰로오

스 및 메틸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와 같은 비이온성 셀룰로오스 에테르, 및 종래 기술로부터 공지된 프탈산 및/

또는 테레프탈산의 중합체 또는 이의 유도체, 보다 특별하게는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테

레프탈레이트의 중합체 또는 음이온적으로 및/또는 비이온적으로 변형된 이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프탈산

및 테레프탈산 중합체의 술폰화된 유도체가 특히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제제가 액체 또는 겔인 경우, 이는 또한 용매를 함유할 수도 있다. 적합한 용매의 예는 탄소수 1 내지 4의 

1가 또는 다가 알콜이다. 바람직한 알콜은 에탄올, 프로판-1,2-디올, 글리세롤 및 이의 혼합물이다. 용매는 액체 제제

내에 최종 제제를 기준으로 하여 2 내지 12 중량%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언급된 첨가제는 세제 및/또는 세정제에 30 중량% 이하 및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0 중량%의 양으로 첨가된다.

빨래/설거지 세제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세정 조성물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세제 성분의 상기 열거는 결코 완전하지 않

으며 단지 이러한 조성물에 전형적인 주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기 조성물이 액체 또는 겔인 경우 조성

물 내에 유기 용매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 용매는 탄소수 1 내지 4의 1가- 또는 다가 알콜일 수 있다. 바람직

한 알콜은 에탄올, 프로판-1,2-디올, 글리세롤 및 이러한 알콜의 혼합물이다.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상기 조성물은 이

러한 알콜 2 내지 12 중량%를 함유한다.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세제 및/또는 세정 조성물은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0.00

0001 내지 3 중량%를 함유한다. 0.00001 내지 1.0 중량% 및 보다 특별하게는 0.0001 내지 0.5 중량%의 농도가 특

히 바람직하다. 가장 특히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세제는 이러한 물질 0.0001 내지 0.05 중량%를 함유한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제는 유리하게 폐수를 오염시키지 않고 상기한 물질을 비교적 소량 함유할 수 있다. 이는 농축된 형

태로 사용되고 따라서 세척액에서 활성 농도로 희석되기 때문에, 활성 물질은 따라서 더 높은 농도로 사용되어야 한

다. 세제와 물의 1:40 내지 1:200의 희석액이 전형적이다.

본 발명은 또한, 곰팡이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

체를 함유하고/하거나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로 처리된, 포장, 보다 특별하게는 음식, 필터 매질, 건축 자재, 건축 보조

제, 직물, 펠트, 종이, 스킨 또는 가죽용 포장에 관한 것이다.

포장, 표면, 직물, 펠트, 스킨 또는 가죽은 공지된 방법으로,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적절히 농축된 용액 

내에 침지시키거나 이를 분무하여 처리된다. 예를 들어, 종이, 양피지, 목재 및/또는 캔버스 위의 그림도 곰팡이 창궐

에 대해 보호되거나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적절히 농축된 용액을 필터 매

질, 건축 자재 또는 건축 보조제로 기계적 혼입하거나 적용하여, 필터 매질, 건축 자재 또는 건축 보조제를 처리한다.

본 발명에 따라 처리될 건축 자재 또는 건축 보조제는 바람직하게 접착제, 밀봉 화합물, 표면화 화합물 및 코팅 조성

물, 플라스틱, 락커, 페인트, 고약, 회반죽, 스크리드 (screed), 콘크리트, 절연재 및 뇌관 (primer) 으로부터 선택된다.

특히 바람직한 건축 자재 또는 건축 보조제는 접합 화합물 (예를 들어, 실리콘-함유 접합 화합물), 벽지 페이스트, 고

약, 카페트 접착제, 실리콘 접착제, 타일 접착제이다.

밀봉 화합물 및, 보다 특별하게는, 접합 화합물은 전형적으로 유기 중합체 및, 많은 경우, 무기 또는 유기 충전제 및 다

른 첨가제를 함유한다.

적합한 중합체는 예를 들어, 본 출원인의 DE-A-3602526 에 기재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바람직하게는 폴리우레탄

및 아크릴레이트이다. 적합한 중합체는 또한 전체 개시내용이 본 명세서에 포함되는 본 출원인의 DE-A-3726547 ,

4029504 및 4009095 및 DE-A19704553 및 DE-A4233077 에 언급되어 있다.

밀봉 화합물 및, 보다 특별하게는, 접합 화합물은 수성 또는 유기 용매를 함유할 수 있다. 적합한 유기 용매는 시클로

헥산, 톨루엔 또는 자일렌 또는 석유 에테르와 같은 탄화수소이다. 다른 용매는 메틸부틸케톤과 같은 케톤, 및 염소화

된 탄화수소이다.

밀봉 화합물은 폴리이소부틸렌, 폴리이소프렌 또는 심지어 폴리부타디엔 스티렌의 비교적 저분자량의 시판형을 포함

하는 다른 고무-유사 중합체를 함유할 수도 있다. 분해된 천연 고무 또는 네오프렌 고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통상적

으로 '액체 고무'라 하는, 실온에서도 액체인 유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밀봉 화합물은 다양한 상이한 종류의 물질을 서로 결합시키 거나 이를 밀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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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질은 주로, 콘크리트, 유리, 고약 및/또는 에나멜, 세라믹 및 도자기이다. 그러나, 알루미늄, 강철, 아연, 또는 P

VC 또는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 수지와 같은 플라스틱의 성형품 또는 프로필은 또한 결합되거나 밀봉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다양한 다른 물질에 대한 목재의 밀봉이 또한 언급된다.

접합 화합물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미립자 고체 - 충전제로도 알려진 -의 첨가에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충전제는 

유기 및 무기형으로 나뉠 수 있다. 바람직한 무기 충전제는 예를 들어, 초크 (코팅되거나 코팅되지 않은) 및/또는 제올

라이트이다. 제올라이트는 건조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적합한 유기 충전제는 예를 들어, PVC 분말이다.

충전제는 수직 접합부로부터 돌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적용 후 필요한 내부 점착을 갖는 밀봉 화합

물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언급된 첨가제 또는 충전제는 안료 및 틱소트로피화 충전제 - 간단히 틱소트로피화제로도 

알려져 있음 - 로 나뉠 수 있다.

적합한 틱소트로피화제는 벤톤과 같은 임의의 공지된 유형, 카올린 또는 수소화된 피마자유 또는 다관능성 (polyfunti

onal) 아민을 갖는 이의 유도체와 같은 유기 화합물 또는 스테아르산 또는 리시놀레산과 에틸렌디아민의 반응 생성물

이다. 실리카, 보다 특별하게는 열분해 실리카를 사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다른 적합한 틱소

트로피화제는 상당히 팽창가능한 중합체 분말,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우레탄,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

리아크릴레이 트, 폴리비닐 알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및 대응하는 공중합체이다. 미립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분말

을 사용하면 특히 우수한 결과가 얻어진다. 틱소트로피화제 외에, 예를 들어 메르캅토알킬 실란과 같은 커플링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노메르캅토알킬 트리알콕시실란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예

를 들어, 메르캅토프로필 트리메톡시실란이 시판중이다.

접합 화합물의 특성은 틱소트로피화제로 사용되는 중합체 분말에 다른 성분을 첨가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가소화제 또는 팽창제 및 팽창 보조제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프탈레이트 류

의 가소화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류의 적합한 화합물의 예로는 디옥틸 프탈레이트, 디부틸 프탈레이트 및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가 있다. 다른 적합한 류의 화합물은 클로로파라핀, 알킬 술폰산 에스테르, 예를 들어, 페놀 또는 크레

졸, 및 지방산 에스테르이다.

적합한 팽창 보조제는 중합체 분말 및 가소화제와 혼화가능한 저분자량 유기 물질이다. 이와 같은 팽창 보조제의 대

표적인 예는 플라스틱 및 중합체에 대한 관련 교본에서 당업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분말의 

바람직한 팽창 보조제는 에스테르, 케톤, 지방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및 알킬-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이다.

사용된 안료 및 염료는 이산화티타늄, 산화철 및 카본 블랙과 같이, 당 적용분야에서 이미 사용된 임의의 것들이 될 수

있다.

저장시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벤조일 클로라이드, 아세틸 클로라이드, 톨루엔술폰산 메틸 

에스테르, 카르보디이미드 및/또는 폴리카르보디이미드와 같은 안정화제를 밀봉 화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탄소수 8 

내지 20의 올레핀이 특히 효과적인 안정화제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안정화제는 이의 안정화 효과 외에도 가소

화제 또는 팽창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안정화제는, 특히 이중 결합이 1,2-위치에 존재할 경우 탄소수 8 내

지 18의 올레핀이다. 이러한 안정화제의 분자 구조가 선형일 경우 최상의 결과가 얻어진다.

곰팡이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및 이의 유도체

를 사용함으로써, 살생제 내성이 증가된다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및 이

의 유도체를 곰팡이에 노출되기 쉬운 건축 자재 및 건축 보조제, 보다 특별하게는 밀봉 화합물 및 특히 접합 화합물에

사용할 경우, 곰팡이의 표면 부착의 감소를 통해 몇가지 바람직한 효과가 달성된다:

a) 착색된 포자에 의한 변색이 예방되고,

b) 곰팡이의 감염의 확산이 지연되고,

c) 알레르겐의 방출이 감소된다.

다른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본 발명은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이의 유도체를 0.000001 내지 3 중량% 함

유하는 벽지 접착제에 관한 것이다. 메틸 셀룰로오스, 메틸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또는 수용성 녹말 유도체와 

같은 히드로콜로이드의 수용액의 벽지 페이스트. 특히 셀룰로오스 및 상기한 녹말 유도체와 함께 폴리비닐 아세테이

트와 같은 막-형성 고분자량의 수성 분산액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되는 필터 매질은, 이들이 물 또는 공기 필터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의의 공지된 

유형이 될 수 있다. 특히 셀룰로오스, 유리 섬유, PVC 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 폴리아미드 섬유, 보다 특별하게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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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섬유, 부직포, 소결 물질 및 막 필터 (membrane filter) 의 필터 재료가 언급된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에서 곰팡이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

펜 또는 이의 유도체의 농도는 제제가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당업자에 의해 광범위한 제한 내에서 변화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표준 조성물로 제조된다. 곰팡이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는 데 적합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는 바람직하게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조성물에 첨가

되며, 필요시, 이는 제조 공정 동안에 첨가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곰팡이의 표면 부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및 이의 유도체의 용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가 게라니올, 네롤, 리날룰, 투존, 파

르네솔, 파르네솔산, α-파르네센, β-파르네센, 네롤리돌, 비사볼렌, 세스퀴펠란드렌, 징기베렌, 카디넨, 아릴 투메론

, 투메론, 잔토리졸, 불가렌, β-셀리넨 및 게라닐 게라니올, 보다 특별하게는 파르네솔 및 파르네솔산 및 바람직하게

는 파르네솔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곰팡이가 자낭균문 (Ascomycota), 담자균문 (Basidiomycota), 접합균문 (Zygomyc

ota) 및 불완전균문 (Deuteromycota), 바람직하게는 아스페르길루스 (Aspergillus), 페니실리움 (Penicillium), 클라

도스포리움 (Cladosporium) 및 뮤코르 (Mucor) 속의 모든 종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스페르길루스속의 모든 종, 보다 특별하게는 아스페르길루스 아큘레

아투스 (Aspergillus aculeatus), 아스 페르길루스 알부스 (Aspergillus albus), 아스페르길루스 알리아세우스 (Aspe

rgillus alliaceus), 아스페르길루스 아스페레센스 (Aspergillus asperescens), 아스페르길루스 아와모리 (Aspergillu

s awamori), 아스페르길루스 칸디두스 (Aspergillus candidus), 아스페르길루스 카르보나리우스 (Aspergillus carb

onarius), 아스페르길루스 카르네우스 (Aspergillus carneus), 아스페르길루스 체발리에리 (Aspergillus chevalieri),

아스페르길루스 체발리에리 바르. 인터메디우스 (Aspergillus chevalieri var. intermedius), 아스페르길루스 클라바

투스 (Aspergillus clavatus), 아스페르길루스 피쿠움 (Aspergillus ficuum),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비페스 (Aspergillu

s flavipes),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Aspergillus flavus), 아스페르길루스 포에티두스 (Aspergillus foetidus), 아

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Aspergillus fumigatus), 아스페르길루스 자이갠테우스 (Aspergillus giganteus), 아스페

르길루스 휴미콜라 (Aspergillus humicola), 아스페르길루스 인터메디우스 (Aspergillus intermedius), 아스페르길

루스 자포니쿠스 (Aspergillus japonicus), 아스페르길루스 니둘란스 (Aspergillus nidulans), 아스페르길루스 나이거

(Aspergillus niger), 아스페르길루스 니베우스 (Aspergillus niveus), 아스페르길루스 오크라세우스 (Aspergillus o

chraceus),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 (Aspergillus oryzae), 아스페르길루스 오스티아누스 (Aspergillus ostianus), 

아스페르길루스 파라시티쿠스 (Aspergillus parasiticus), 아스페르길루스 파라시티쿠스 바르. 글로보수스 (Aspergil

lus parasiticus var. globosus), 아스페르길루스 페니실리오이데스 (Aspergillus penicillioides), 아스페르길루스 포

에니시스 (Aspergillus phoenicis), 아스페르길루스 루굴로수스 (Aspergillus rugulosus), 아스페르길루스 스클레로

티오럼 (Aspergillus sclerotiorum), 아스페르길루스 소자에 바르. 김노사르다에 (Aspergillus sojae var. gymnosar

dae), 아스페르길루스 시도위 (Aspergillus sydowi), 아스페르길루스 타마리 (Aspergillus tamarii), 아스페르길루스 

테레우스 (Aspergillus terreus), 아스페르길루스 테리콜라 (Aspergillus terricola), 아스페르길루스 톡시카리우스 (

Aspergillus toxicarius), 아스페르길루스 운구이스 (Aspergillus unguis), 아스페르길루스 우스투스 (Aspergillus us

tus), 아스페르길루스 베르시컬러 (Aspergillus versicolor), 아스페르길루스 비트리콜라에 (Aspergillus vitricolae) 

및 아스페르길루스 웬티 (Aspergillus wentii) 로부터 선택된 곰팡이의 부착을 예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비-살

진균성 또는 비-정진균성 최종 농도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0.000

001 내지 3 중량%의 농도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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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을 빨래 세제, 세정제, 헹굼

제, 손 세척 제제, 손설거지 세제, 기계 설거지 세제로부터 선택된 제제 및 포장, 필터 매질, 접착제, 건축 자재, 건축 

보조제, 직물, 펠트, 종이, 스킨 또는 가죽 처리용 제제에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직물, 세라믹, 금속, 필터 매질, 건축 자재, 건축 보조제, 펠트, 종이, 스

킨, 가죽 및/또는 플라스틱에 대한 곰팡이의 부착을 예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9.
빨래 세제, 세정제, 헹굼제, 손 세척 제제, 손설거지 세제, 기계 설거지 세제 및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

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함유하는 포장, 필터 매질, 접착제, 건축 자재, 건축 보조제, 직물, 펠트, 종이, 스킨 또는 

가죽 처리용 제제.

청구항 10.
제 9 항에 따른 제제로 처리된 포장, 필터 매질, 건축 자재, 건축 보조제, 직물, 펠트, 종이, 스킨 또는 가죽.

청구항 11.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0.000001 내지 3 중량% 함유하는 빨래 세제 및/또

는 세정 조성물.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액체 또는 고체 빨래 세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빨래 세제 및/또는 세정 조성물.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경질 표면용 세정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빨래 세제 및/또는 세정 조성물.

청구항 14.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0.000001 내지 3 중량% 함유하는 접착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수계 (water-based)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제.

청구항 16.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벽지 및 유사한 벽커버재용 접착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제.

청구항 17.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및/또는 디테르펜 또는 이의 유도체를 0.000001 내지 3 중량% 함유하는 밀봉 화합물.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접합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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