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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제조하기 위한 연속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원은 2000년 1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09/483,481호의 일부계속출원이고, 이 481'은 1999년 9월 7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09/390,925호의 일부계속출원이고, 또한 이 925'는 1999년 7월 7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

원 09/349,268호의 일부계속출원이다. 종래 출원에 개시된 모든 내용은 그대로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한다.

본 발명은 수성 탄화수소 연료 조성물을 연속 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디

젤 연료 또는 가솔린과 같은 수성 탄화수소 연료를 제조하는 연속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연소실내에 연료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내연 엔진, 특히 디젤 엔진은 파워 출력 단위당 NO  x , 탄화수소 및 분진 

배출량을 보다 낮출 수 있다. 질소 산화물은 스모그 및 오염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환경적 쟁점대상이다. 정부 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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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관심은 엔진의 NO  X 배출 감소에 대한 필요성을 이끌어왔다.

디젤 연료 엔진은 연소동안 비교적 높은 화염 온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NO  x 를 생산한다. NO  x 생성 감소방법으로 

촉매 전환기의 사용, '청정' 연료 사용, 배기가스 재순환 및 엔진 타이밍 변경이 있다. 이들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복잡하다.

물은 연소에 대해서는 불활성이지만, 최대 연소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분진 및 NO  X 형성을 감소시킨다. 물이 연료에 

첨가되면 유제를 형성하고, 이 유제는 일반적으로 불안정하다. 입자 크기가 작은 안정된 연료중수형 유제(water-in-f

uel emulsion)는 만들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속 제조할 수 있고 보관 안정성이 있는 안정된 연료중 수형 유

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안정된 연료중 수형 유제는 처리량의 증가, 전단 효율의 증가 및 비용 효율 면에서 배취식 배합 공정 보다 연속 공정

으로 제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본 출원인은 입자 크기가 작은 안정된 연료중 수형 유제를 제조하는 연속 방법을 

발견하였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NO  x '란 용어는 임의의 질소산화물, NO, NO  2 , N  2 O 또는 이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을 의미하

는 것이다.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 및 '수성 연료 유제'란 용어는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성 탄화수소 연료' 

및 '수성 연료 배합물'이란 용어도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1) 액체 탄화수소 연료와 유화제를 혼합하여 탄화수소 연료/첨가 제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2) 상기 탄

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을 전단 조건하에 물로 유화시키되, 이 유화를 적어도 2종의 유화제로 연속적으로 실시하

여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성 탄화수소 연료를 제조하는 연속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는 연속 연료 상 중의 불연속 수성 상을 포함한다. 불연속 수성 상은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

제가 제2 유화제를 통해 처리되었을 때 평균 직경이 1.0 마이크론인 수성 소적을 포함한다.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는 물, 디젤, 가솔린 등과 같은 연료 및 유화제를 포함한다. 유화제로는 (ⅰ)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인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카르빌로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를 암모니아 또는 아민과 반응시

켜 제조한 적어도 하나의 연료 용해성 산물; (ⅱ) 친수성-친지성 평형가(HLB)가 약 1 내지 약 40인 적어도 하나의 이

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 (ⅲ) (ⅰ) 및 (ⅱ)의 혼합물; 또는 (ⅳ) (ⅰ), (ⅱ) 또는 (ⅲ)과 배합된 아민염, 암모늄염, 아지드 

화합물, 질산염 에스테르, 니트라민, 니트로 화합물, 알칼리 금속염, 알칼리 토금속염으로 구성된 그룹 중에서 선택된 

수용성 화합물을 포함하며,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는 경우에 따라 첨가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첨가제는 세탄 개량제, 유기 용매, 부동제, 계면활

성제, 연료용으로 공지된 다른 첨가제 및 이의 조합물을 포함하며,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또한 연속적인 2종 이상의 유화제;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을 포함하는 탱크 또는 탄화수소 연료, 유

화제, 첨가제, 물, 부동제 또는 이의 조합물을 함유하는 각각의 탱크; 이 탱크로부터 제1 유화 장치로 탄화수소 연료, 

첨 가제 및/또는 유화제를 전달하는 펌프 및 도관; 물 급원으로부터 제1 유화 장치로 물을 전달하는 도관; 제1 유화 장

치로부터 제2 유화 장치로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전달하는 도관;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제2 유화 장치로부

터 연료 저장 탱크로 전달하는 도관;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연료 저장 탱크로부터 분배하는 도관; (i) 탱크로부터

제1 유화 장치로의 성분 전달, (ii) 물 급원으로부터 제1 유화 장치로의 물의 전달, (iii) 제1 유화 장치에서의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과 물의 유화, (iv) 제1 유화 장치로부터 제2 유화 장치로의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의 전달, (v) 

제2 유화 장치에서의 탄화수소 연료 유제의 추가 유화, (vi) 제2 유화 장치로부터 연료 저장 탱크로의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의 전달을 조절하는 프로그램 가능 로직 콘트롤러; 및 이 프로그램 가능 로직 콘트롤러를 조절하는 컴퓨터

를 포함하여 수성 탄화수소 연료를 연속 제조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일 구체예에서, 연속 공정용 장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컨테이너식 장치 유닛 형태이다. 이 유닛은 그 설치 부위에

만 프로그램되고 모니터될 수 있거나 설치 부위와 떨어진 위치에서 프로그램되고 모니터될 수 있다. 수성 연료 배합

물은 설치 부위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분배된다. 이것은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다양한 분

배망으로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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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 사용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 '하이드로카르빌 기',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탄화수소 기' 등과 같은

용어는 1 이상의 탄소 원자가 분자 의 나머지에 직접 부착되어 있고 탄화수소 특성 또는 주로 탄화수소 특성을 띠는 

그룹을 의미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순수 탄화수소 기, 즉 지방족 기(예, 알킬, 알케닐 또는 알킬렌), 지환족 기(예,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케닐), 방

향족 기, 및 방향족 기-, 지방족 기- 및 지환족 기가 치환된 방향족 기, 및 분자의 다른 부분을 통해 고리가 완성되는 

고리 기(예컨대 2개의 치환체가 함께 지환족 기를 형성하는 기);

(2) 치환된 탄화수소 기, 즉 본 발명의 내용에 제시된 주요 탄화수소 성질을 변성시키기 않는 비탄화수소 기를 함유하

는 탄화수소 기(예, 할로, 하이드록시, 알콕시, 머캅토, 알킬머캅토, 니트로, 니트로소 및 설폭시);

(3) 본 발명의 내용에 제시된 주요 탄화수소 성질을 보유하면서 탄소 원자로 구성된 고리 또는 사슬내에 탄소 이외의 

다른 원자를 포함하는 헤테로 치환된 탄화수소 기, 즉 치환체를 함유하는 탄화수소 기. 헤테로원자로는 황, 산소 및 질

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탄화수소 기내에 10개의 탄소 원자 당 2개 이하, 일 구체예에서는 1개 이하의 비탄화수소 치

환체가 존재한다.

알킬, 알케닐 및 알콕시와 같은 용어와 함께 사용된 '저급'이란 용어는 탄소 원자수가 총 7개 이하인 기를 나타내는 것

이다.

'수용성'이란 용어는 25℃에서 물 100ml 당 적어도 1g 정도로 물에 용해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연료 용해성'이란 용어는 25℃에서 연료 100ml 당 적어도 1g 정도로 연료에 용해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수성 연료 유제'란 용어는 수성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유제와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성 연료 배합물'은 수성 탄화수소 연료와 호환 사용이 가능하다.

'연료-화학 첨가제 혼합물'이란 용어는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과 호환 사용이 가능하다.

연속 방법

본 발명은 물이 연료의 연속 상에 현탁되어 물 소적의 평균 직경이 1.0 마이크론 이하인 안정된 유제를 형성하여 수성

탄화수소 연료를 제조하는 연속 방법을 제공한다. 이 소적의 크기는 부피 기준이다. 본 발명은 다른 양태로 상기 수성

탄화수소 연료를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이 연속 방법의 장치는 연속된 2 이상의 유화 혼합기; 탄화

수소 연료, 유화제, 첨가제 및 이의 배합물을 함유하는 탱크; 물을 함유하는 탱크, 산물 탱크, 펌프, 유체를 전달하는 

도관 및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가능 로직 콘트롤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수성 탄화수소 연료는 목적한 물 소적의 크기를 가진 안정된 유제를 형성하도록 연료, 

유화제, 첨가제 및/또는 물의 유속을 모니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연속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이하에 기술되는 방법과

장치는 연속 방법의 일 구체예를 묘사한 것이다. 도 1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면, 장치는 연료 첨가제 탱크(10), 물 원료

탱크(14), 산물 탱크(18), 제1 유화 장치(22), 제2 유화 장치(26) 및 연료 분배기(30)를 포함한다. 먼저, 탄화수소 연

료와 유화제를 연료 첨가제 탱크(10)에서 혼합하여 균일한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을 제 조한다. 다른 구체예에

서, 탄화수소 연료, 유화제 및 첨가제의 원료를 독립된 유입구를 통해 또는 다른 조합의 독립된 유입구를 통해 물 탱크

(10)로 첨가하여 균일한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을 형성시킨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유화제, 연료 및 첨가제는 

역동적으로 혼합되고 지속적으로 첨가된 뒤 수류로 처리됨으로써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형성시킨다.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은 약 50 내지 약 99중량%,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85 내지 약 98중량%, 다른 구체예에

서는 약 95 내지 약 98중량%의 탄화수소 연료를 포함하고, 추가로 약 0.05% 내지 약 25중량%,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2 내지 약 15중량%,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2 내지 약 5중량%의 유화제를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 첨가제는 유화제, 연료, 물 또는 이의 배합물에 첨가될 수 있다. 첨가제는 세탄 개량제, 유기 용매, 부동

제, 계면활성제, 연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지된 다른 첨가제 등을 포함하며,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첨가제는 

그 용해성에 따라 제1 유화 장치 이전 및 대안적으로 제1 유화 장치에서 유화제, 탄화수소 연료 또는 물에 첨가된다. 

하지만, 첨가제를 유화제에 첨가하여 첨가제 유화제 혼합물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가제는 일반적으로 첨

가제 유화제 혼합물의 약 1 내지 약 40중량%,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5 내지 약 30중량%,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7 내

지 약 25중량%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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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류는 탄화수소 연료 탱크 배출구(34)를 통해 배출되어 일반적으로 약 0.5 갤론/분 내지 

1000 갤론/분의 속도로, 다른 구체예에서는 분당 약 10 갤론 내지 약 600 갤론의 속도로 도관(38)을 통해 제1 유화 

장치(22)로 흐른다.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 대 물의 비율은 약 50 내지 약 99 대 약 50 내지 약 1 범위, 다른 구

체예에서는 약 85 내지 약 95 대 약 15 내지 약 5 범위,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75 내지 약 85 대 약 25 내지 약 15 범

위,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70 내지 약 75 대 약 30 내지 약 25 범위이다.

경우에 따라 비제한적으로 부동제, 질산암모늄 또는 이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는 물은 물 원료 탱크 배출구(36)로부

터 분당 0.5 갤론 내지 약 1000 갤론,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10 갤론 내지 약 600 갤론의 속도로 도관(46)을 통해 제

1 유화 장치(22)로 흐른다. 질산암모늄은 일반적으로 수용액으로서 물 혼합물에 첨가된다. 일 구체예에서, 물, 알코올

및/또는 질산암모늄은 역동적으로 혼합되어 연료 첨가제류로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다른 구체예에서, 물, 부동제, 질

산암모늄 또는 이의 혼합물은 독립된 탱크 및/또는 이의 다른 조합으로부터 제1 유화 장치(22) 내로 흐르거나 또는 제

1 유화 장치(22) 이전에 혼합된다. 일 구체예에서, 물, 물/알코올, 물/질산암모늄 또는 물/알코올/질산암모늄 혼합물은

제1 유화 장치(22) 직전이나 제1 유화 장치(22)에서 탄화수소 연료 첨가제 혼합물과 만난다.

개시 및 중지 동안의 탄화수소 연료 첨가제류에서 탄화수소 연료 첨가제에 대한 물의 비율은 정지 상태 조건에서의 

비율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일 구체예에서, 연료 첨가제 탱크(10)와 제1 유화 장치(22) 사이에는 원료 펌프(42), 유량계(44), 차단 밸브(46), 체크

밸브(48), 온도 게이지(50) 및 압력 게이지(52)가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다. 일 구체예에서, 물 탱크(14)와 제1 유화 

장치 사이에는 밸브(54), 수성 원료 펌프(56), 유량계(58), 차단 밸브(60) 및 체크 밸브(62)가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

다.

1차 전단은 일반적으로 제1 유화 장치에서, 일반적으로 주위 조건하에 처리된다. 제1 유화는 일반적으로 약 0 psi 내

지 약 10 psi 범위의 압력 강하,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10 psi 내지 약 80 psi 범위의 압력 강하,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15 psi 내지 약 30 psi 범위의 압력 강하하에 일어난다.

제1 유화 장치(22)는 성분을 충분히 혼합하는데 사용되어 연료 중에 물 소적을 보다 균일하게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제2 유화 장치를 통해 목적한 물 소적 크기가 얻어질 수 있도록 물 소적 크기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일부 전단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 의해 성분의 농도가 혼합물을 통해 보다 균일하게 분산된다. 제1 유화 장치(22)는 또한 

첨가제가 제2 유화 혼합기(26)로 유입되기 전에 수성 성분과 잘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제는 제1 유

화 장치(22)에서 유제의 평균 소적 입자 크기가 1 마이크론 이상,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1 마이크론 내지 약 1000 마

이크론,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50 마이크론 내지 약 100 마이크론, 다른 구체예에서는 약 1 마이크론 내지 약 20 마

이크론이 될 때까지 혼합된다.

제1 유화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 예컨대 비제한적으로 혼합, 기계적 혼합기 진탕, 고정식 혼합기, 

전단 혼합기, 초음파 혼합기, 고압 균질기 등으로 실시한다. 제1 유화 장치의 예로는 아쿠아쉐어(Aquashear), 파이프

라인 고정식 혼합기 등이 있으며,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쿠아쉐어는 저압의 수압식 전단 장치이다. 이 장치

에서 물질은 드릴식 구멍이 있는 2개의 대향 판을 통해 혼합 챔버로 강제 유입된다. 2개의 판은 회전성 역류를 일으켜

물질을 혼 합시킨다. 아쿠아쉐어 혼합기는 플로우 프로세스 테크놀로지스 인코포레이티드(Flow Process Technolog

ies Inc.)에서 입수할 수 있다.

유제는 그 다음 제1 유화 장치 배출구(64)에서 도관(68)을 통해 제2 유화 장치(26)로 직접 흐른다. 제1 유화 장치(22)

와 제2 유화 장치(26) 사이에는 중간 보유 탱크가 없다. 제1 유화 장치(22)와 제2 유화 장치(26) 사이에는 도관(68)을

따라 온도 게이지(70), 압력 게이지(72), 밸브(80) 및 유량계(82)가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다. 유제류는 제1 유화 장치

(22)에서 제2 유화 장치(26)로 직접 흐른다. 제1 유화 장치(22)와 제2 유화 장치(26) 사이에는 보유 탱크가 없다. 따

라서 제1 유화 장치(22)와 제2 유화 장치(26) 사이에서 유제는 경화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제가 제1 유화 장치(2

2)에서 제2 유화 장치(26)로 흐르는 시간은 5분 미만, 다른 구체예에서는 4분 미만, 또 다른 구체예에서는 3분 미만, 

또 다른 구체예에서는 2분 미만, 또 다른 구체예에서는 1분 미만, 또 다른 구체예에서는 30초 미만이다.

제2 유화는 고전단 장치로서 주위 조건하에서 실시된다. 제2 유화 장치(26)는 평균 입자 소적 크기가 약 0.01 마이크

론 내지 약 1 마이크론,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마이크론 내지 약 0.95 마이크론,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마이크론 

내지 약 0.8 마이크론,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마이크론 내지 약 0.7 마이크론 범위인 유제를 산출한다. 본 발명의 중

요한 특징은 수성 연료 산물의 수성상이 평균 직경이 1 마이크론 이하의 물 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2 유화는 상기와 같은 평균 소적 입자 크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조건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사용될 수 있는 고전단 장치로는 비제한적으로 IKA Work Dispax가 있으며, 이 IK 전단 혼합기는 3단계 고정자/회전

자 조합을 구비한 DR3-6을 포함한다. 고정자/회전자 발전기의 팁 속도는 모터를 제어하는 가변 빈도의 드라이브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실버슨 혼합기는 회전자/고정자 디자인을 수반하는 2단계 혼합기이다. 이 혼합기는 원심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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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펌프와 유사한 고용량의 펌핑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외에, 실버슨 코포레이션의 인라인(Inline) 전단 혼합기(고정자

-회전자 유화 방식); 제트 혼합기(벤추리 스타일/공동화 전단 혼합기, 소닉 코포레이션의 Ultrasonolator(초음파 유화

방식),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인코포레이티드 사의 Microfluidizer 전단 혼합기(고압 균질화 전단 혼합기), 초음파 혼합

기 및 기타 다른 시판 고전단 혼합기 등이 있다.

1 이상의 유화 장치가 연속으로 최종 전단 크기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유화 장치는 물 소적의 평균 입자

크기를 1 마이크론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이상의 유화 장치를 연속으로 사용함으로써 유제에 

더 높은 전단력을 가할 수 있다. 이로써 총 입자 크기가 감소되고 유제 안정성이 증가된다. 제1 유화 장치에 대해서 기

술한 혼합기와 제2 유화 장치에 대해서 기술한 혼합기는 일반적으로 호환이 가능하지만 제2 유화 장치에는 보다 고전

단 장치가 필요하다.

유제는 그 다음 제2 유화 장치 배출구(84)로부터 도관(86)을 통해 산물 탱크(18)로 흐른다. 도관(86)을 따라 샘플링 

밸브(88), 온도 게이지(90), 압력 게이지(92) 및 체크 밸크(94)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연속 방법은 일반적으로 주위 조건하에서 진행된다. 연속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기압에서 실시된다. 연속 방법은 일반

적으로 상온에서 실시된다. 일 구체예에서, 온도는 약 상온 내지 약 212℉, 일 구체예에서는 약 40℉ 내지 약 150℉ 

범위이다.

도 1에 도시하지는 않은 프로그램가능 로직 콘트롤러(plc)는 수성 탄화수소 연료 첨가제 혼합물, 물 및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의 연속류를 조정하기 위해 구비되어 전술한 배합 속도에 따라 유속과 혼합비가 조절된다. plc는 작동자에 

의해 입력되는 성분 비율을 저장한다. 그 다음, plc는 이 비율을 사용하여 필요한 각 성분의 부피/유속으로 나타낸다. 

plc에는 연속 유동 순서가 프로그램되어 있다. plc는 모든 레벨의 스위치, 밸브 위치 및 유량계를 전자적으로 모니터

한다.

실시예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연속 방법으로 물과 배합된 연료 산물을 제조하는 예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성의 혼합물을 성

분을 함께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2-에틸헥실 질산염 23.8중량%;

헥사데실 숙신산염-아미노에스테르/염 계면활성제 7.1중량%;

54중량% 질산암모늄 수용액 9.3 중량%;

2000 Mn PIB 숙신산염-아미노에스테르-염 계면활성제 40 중량%;

1000 Mn PIB 숙신산염-이미드/아미드 계면활성제 19.8 중량%.

상기 첨가제 유화제 혼합물 약 2.5중량%를 디젤 연료(BP Low Sulfur Diesel Supreme fuel) 약 97.5중량%에 첨가

하고 연속 배합하여 탄화수소 연료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이 탄화수소 연료 혼합물을 분당 9.92 갤론의 유속으로 하

여, 약 2.8갤 론/분의 유속의 물과 실온에서 혼합하였다. 그 다음, 물-연료를 도관을 통해 제1 전단 혼합기로 펌핑유

입시켰다. 제1 전단 혼합기로는 약 12갤론의 유속에서 약 7psig 압력 강하가 일어나는 아쿠아쉐어 혼합기를 사용하

였다. 그 결과 얻어지는 유제를 그 다음 도관을 통해 제2 전단 혼합기(약 8000rpm(분당 회전수)으로 작동하는 3개의 

초미세 혼합 부재를 구비한 12 GPM IKA Works Dispax 혼합기)로 펌핑유입시켰다.

처리류를 가능한한 제1 전단 혼합기의 유입구 가까이로 도입시켰다. 산물은 제2 전단 혼합기로부터 도관을 통해 산물

탱크로 펌핑유입시켰다. 연속 방법에 의해 제조된 유제의 입자 크기를 배취식 방법을 통해 제조된 동일 제제의 입자 

크기와 함께 이하에 제시한다:

연속 배합된 수성 연료 샘플의 입자 크기 결과

샘플 번호 <1.0㎛ 부피% 95% 미만 85% 미만 평균 모드

1 93.1 1.653㎛ 0.534㎛ 0.516㎛ 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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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2.6 2.197㎛ 1.241㎛ 0.699㎛ 0.432㎛

3 87.3 1.990㎛ 0.622㎛ 0.623㎛ 0.423㎛

4 84.5 2.123㎛ 0.777㎛ 0.683㎛ 0.432㎛

배취 배합된 수성 연료 샘플의 입자 크기 결과

샘플 번호 <1.0㎛ 부피% 95% 미만 85% 미만 평균 모드

A N/A 5.359㎛ 0.619㎛ 1.077㎛ 0.393㎛

B 92.7 3.469㎛ 0.502㎛ 0.680㎛ 0.393㎛

C 74.5 5.595㎛ 2.849㎛ 1.343㎛ 0.358㎛

D 92.0 3.157㎛ 0.478㎛ 0.655㎛ 0.358㎛

E 90.6 4.285㎛ 0.539㎛ 0.752㎛ 0.393㎛

F 84.6 6.163㎛ 0.857㎛ 1.225㎛ 0.393㎛

최종 산물은 배취 배합식 방법에 의해 제조된 입자 보다 일반적으로 평균 입자 크기가 작은 수배합된 연료 유제이다. 

이 실시예는 입자 크기 분석과 최종 유제의 안정성을 측정했을 때 연속 방법이 배취 생산식 수성 연료에 비해 예기치 

않게도 우수한 고품질의 결과를 일정하게 생산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연속 방법에 의해 생산된 수배합된 연료 산물은 배취 방법 보다도 처리시간이 적게 걸린다. 또한, 배취 방법에서는 수

배합된 연료 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배취 전단 공정의 유체 동력학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최소한 5개의 고정식 탱

크 턴오버를 필요로 한다. 고정식 탱크 턴오버의 수는 배합 단위의 처리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수

배합된 연료 산물을 제조하는 연속 방법은 증가된 처리량과 효율 면에서 배취 방법 보다 개량된 방법이다.

엔진

본 발명에 따라 작동될 수 있는 엔진으로는 차량(선박 포함)과 디젤, 가솔린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고정

식 동력장치 둘다의 모든 압축 점화장치 (내연)기관이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엔진으로는 자동차, 모든 종류의 트럭을 

포함하는 트럭, 도시형 버스를 포함하는 버스, 기관차, 중부하 디젤 엔진, 고정 엔진(한정 방식) 등에 사용되는 것이 

있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고 엔진뿐 아니라 새 엔진도 포함하는 포장도로용 및 비포장도로용 엔진도 포함된다. 

또한 이행정주기(two-stroke-per-cycle) 및 사행정주기(four-stroke-per-cycle) 디젤 엔진도 포함된다.

수성 연료 유제

일 구체예에서, 수성 연료 유제는 연속 연료상; 비연속 물 또는 수성상; 및 유화제의 유화량을 포함한다. 유제는 세탄 

증진제, 유기 용매, 부동액 제제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타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 유제는 (1) 표준

혼합 기술을 사용하여 연료, 유화제 및 타 목적한 첨가제를 혼합하여 연료-화학적 첨가제 혼합물(탄화수소 연료/첨가

제 혼합물)을 형성하는 단계; 및 (2) 연료-화학적 첨가제 혼합물을 유화작용 조건 하에서 물(및 경우에 따라 부동액 

제제)과 혼합하여 목적한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형성하는 단계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는, 유화제

에 사용된 수용성 화합물(ⅲ)을 고-전단 혼합 전에 물과 혼합시킬 수 있다.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의 물 또는 수성상은 1.0 마이크론 이하의 평균 직경을 갖는 소적을 포함한다. 즉, 유화작용

은 일반적으로 전단 혼합에 의해서 발생하고 상기 소적 크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

액체 탄화수소 연료

액체 탄화수소 연료로는 탄화수소 석유 증류 연료, 비-탄화수소수, 기름, 식물에서 유래된 액체 연료, 광물에서 유래

된 액체 연료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액체 탄화수소 연료는 ASTM Specification D439에 의해 정의되는 차량용 가솔린

또는 ASTM Specification D396 등에 의해 정의되는 디젤 연료 또는 연료 기름(등유, 나프타, 지방족 화합물 및 파라

핀족 화합물)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임의의 모든 탄화수소 석유 증류 연료일 수 있다. 비-탄화수소 물질을 

포함하는 액체 탄화수소 연료로는 메탄올, 에탄올 등과 같은 알콜, 디에틸 에테르, 메틸 에틸 에테르 등과 같은 에테르

, 유기니트로 화합물 등; 및 콘, 알파파, 셰일, 석탄 등과 같은 식물 또는 광물 급원으로부터 유래된 액체 연료가 있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액체 탄화수소 연료로는 또한 하나 이상의 탄화수소 연료 및 하나 이상의 비-탄화수소 물질의

혼합물이 있다. 이러한 혼합물의 예로는 가솔린과 에탄올의 배합물 및 디젤 연료와 에테르의 배합물이 있다. 일 구체

예에서, 액체 탄화수소 연료는 임의의 가솔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은 10% 증류 포인트인 약 60℃ 내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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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류 포인트인 약 205℃ 까지의 ASTM 증류 범위를 갖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다. 일 구체예에서, 가솔린은 염소 

함량이 약 10pp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염소 또는 저염소 가솔린이다.

일 구체예에서, 액체 탄화수소 연료는 임의의 디젤 연료이다. 디젤 연료는 전형적으로는 약 300℃ 내지 약 390℃이고

, 일 구체예에서는 약 330℃ 내지 약 350℃ 범위의 90% 증류 포인트 온도를 갖는다. 이들 연료의 점성은 전형적으로

는 40℃에서 약 1.3 내지 약 24 센티스트로크의 범위이다. 이 디젤 연료는 ASTM D975에 기재된 것처럼 임의의 등

급 번호 1-D, 2-D 또는 4-D로 분류될 수 있다. 디젤 연료는 알콜 및 에스테르를 함유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디젤

연료는 ASTM D2622-87에 기재된 시험 방법으로 측정한 약 0.05 중량%(저황 디젤 연료) 이하의 황 함량을 갖는다.

일 구체예에서, 디젤 연료는 염소 함량이 약 10pp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염소 또는 저염소 디젤 연료이다.

액체 탄화수소 연료는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 내에 약 50 중량% 내지 95 중량%, 일 구체예에서는 약 60 중량% 내

지 약 95 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65 중량% 내지 약 85 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70 중량% 내지 약 

80 중량%의 농도로 존재한다.

물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물은 임의의 급원으로부터 취할 수 있다. 물은 예를 들면 역삼투 또는

증류를 사용하여 탈이온, 탈염, 정제한 수돗물 등이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은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 내에 약 1 중량% 내지 약 50 중량%, 일 구체예에서는 약 5 중량% 내지 약 50 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5 중량% 내지 약 40 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5 중량% 내지 약 25 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10 중량% 내지 약 20 중량%의 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유화제

유화제는 (ⅰ)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인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를 

암모니아 또는 아민과 반응시켜 제조한 적어도 하나의 연료 용해성 산물; (ⅱ) 친수성-친지성 평형가(HLB)가 일 구체

예에서는 약 1 내지 약 40이고,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 내지 30이며,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 내지 20이며, 다

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 내지 약 15인 적어도 하나의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 (ⅲ) (ⅰ) 및 (ⅱ)의 혼합물; 또는 (ⅳ)

(ⅰ), (ⅱ) 또는 (ⅲ)과 배합된 아민염, 암모늄, 아지드 화합물, 니트로 화합물, 알칼리 금속염, 알칼리 토금속염 및 이

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수용성 화합물이다. 유화제는 연료중수형 유제 내에 약 0.05 중량% 내지 약 

20 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5 중량% 내지 약 10 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중량% 내지 약 5 

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중량% 내지 약 3 중량%의 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연료 용해성 산물(ⅰ)

연료 용해성 산물(ⅰ)은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인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을 반응시켜 제조한 적어도 하나의 연료 용해성 

산물이다.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카르복시산 또는 이러한 산의 반응적 등가물일 수 있다. 반응적 등가

물은 할로겐산, 무수물, 또는 부분적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에스테르 등일 수 있다. 이들 카르복시산 아실화제의 하이

드로카르빌 치환체는 탄소원자를 약 50 내지 약 500개,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50 내지 약 300개, 및 다른 일 구체예

에서는 약 60 내지 약 200개 함유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이들 아실화제의 탄화수소 치환체의 수평균분자량은 약 

700 내지 약 3000이고,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900 내지 약 2300이다.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카르복시기를 제외하고 2 내지 약 20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알파-베타 올레핀 불포화 카르복시산 시약과 아래에서 보다 완전히 기술되는 하나 이상의 올레핀 중합체를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알파-베타 올레핀 불포화 카르복시산 시약은 자연상태에서 일가 또는 다가일 수 있다. 일가 알파-베타 올레핀 불포화

카르복시산의 예로는 하기 화학식에 상응하는 카르복시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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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R은 수소, 또는 포화 지방족 기 또는 알리사이클릭기, 아릴기, 알킬아릴기 또는 헤테로사이클릭기이고, 바

람직하게는 수소 또는 저분자 알킬기이며, R  1 은 수소 또는 저분자 알킬기이다. R 및 R  1 내 탄소원자의 총갯수는 

전형적으로는 약 18개의 탄소원자를 넘지 않는다. 유용한 일가 알파-베타 올레핀 불포화 카르복시산의 구체적인 예

로는 아크릴산; 메트아크릴산; 신남산; 크로톤산; 3-페닐 프로펜산; 알파, 및 베타-데센산이 있다. 다가산 시약은 바

람직하게는 디카르복시산이지만 트리- 및 테트라카르복시산도 사용될 수 있다. 다가산의 예로는 말레산, 푸마르산, 

메사콘산, 이타콘산 및 시트라콘산이 있다. 알파-베타 올레핀 불포화 카르복시산 시약의 반응적 등가물로는 상기 산

들의 무수물, 에스테르 또는 아미드 작용적 유도체가 있다. 유용한 반응적 등가물은 말레산무수물이다.

올레핀 중합체가 유도될 수 있는 올레핀 단량체는 하나 이상의 에틸렌 불포화 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합반

응성 올레핀 단량체이다. 이것은 에틸렌, 프로필렌, 1-부텐, 이소부텐 및 1-옥텐과 같은 단일올레핀 단량체 또는 폴

리올레핀 단량체(일반적으로는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과 같은 디-올레핀 단량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들 

단량체는 말단 올레핀, 즉 >C=CH  2 기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 올레핀이다. 그러나, 어떤 내부 올레핀은 단량체(이

들은 종종 중간 올레핀으로 언급됨)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 올레핀 단량체가 사용될 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는 말단 올레핀과 함께 사용되어 공중합체인 올레핀 중합체를 산출한다. 올레핀 중합체는 또한 방향족 기(구체적으로

는 페닐기 및 저분자 알킬기 및/또는 저분자 알콕시 치환된 페닐기, 예컨대 파라(tert-부틸)-페닐기) 및 중합반응성 

사이클릭 올레핀 또는 지환족 치환된 중합반응성 사이클릭 올레핀으로부터 수득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지환족 기를 포

함할 수 있지만, 올페핀 중합체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디엔과 스티렌, 예컨대 1,

3-부타디엔과 스티렌 또는 파라-(tert-부틸) 스티렌의 이러한 공중합체로부터 유도된 올레핀 중합체는 이와 같은 일

반적 규칙의 예외이다. 일 구체예에서, 올레핀 중합체는 하나 이상의 디엔으로부터 유도된 부분적으로 수소화처리된 

중합체이다. 일반적으로는 올레핀 중합체는 탄소원자수가 약 2 내지 약 30개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2 내지 약 16

개인 말단 하이드로카르빌 올레핀의 단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이다. 올레핀 중합체의 보다 전형적인 종류는 탄소원자

수가 약 2 내지 약 6개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2 내지 약 4개인 말단 올레핀의 단중합체 및 공중합체로 구성된 그룹

중에서 선택된다.

올레핀 중합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말단 및 중간 올레핀 단량체의 구체적 예로는 에틸렌, 프로필렌, 1-부텐

, 2-부텐, 이소부텐, 1-펜텐, 1-헥센, 1-헵텐, 1-옥텐, 1-노넨, 1-데센, 2-펜텐, 프로필렌 사량체, 디이소부틸렌, 이

소부틸렌 삼량체,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1,2-펜타디엔, 1,3-펜타디엔, 이소프렌, 1,5-헥사디엔, 2-클로로 1,

3-부타디엔, 2-메틸-1-헵텐, 3-클로로헥실-1 부텐, 3,3-디메틸 1-펜텐, 스티렌, 디비닐벤젠, 비닐-아세테이트, 알

릴 알콜, 1-메틸비닐아세테이트, 아크릴로니트릴, 에틸 아크릴레이트, 에틸비닐에테르 및 메틸비닐케톤이 있다. 이들

중에, 순수 탄화수소 단량체가 보다 전형적이고 말단 올레핀 단량체가 특히 유용하다.

일 구체예에서, 올레핀 중합체는 염화알루미늄 및 삼플루오르화붕소와 같은 루이스산 촉매 존재 하에 부텐 함량이 약

35 중량% 내지 약 75 중량%이고 이소부텐 함량이 약 30 중량% 내지 약 60 중량%인 C  4 정련류의 중합반응으로 수

득한 것과 같은 폴리이소부텐이다. 이들 폴리이소부텐은 일반적으로 하기 구조의 이소부텐 반복 단위를 주로(즉, 총 

반복 단위의 약 50% 이상) 함유한다:

일 구체예에서, 올레핀 중합체는 수평균분자량이 약 700 내지 약 3000이고,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900 내지 약 2

300인 폴리이소부텐기(또는 폴리이소부틸렌기)이다.

일 구체예에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화학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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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각 표시되는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숙신산 또는 숙신산무수물인데 이 식에서, R은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500개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50 내지 300개이며,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60 내지 200개인 하이드로카르빌 기

이다. 말레산 또는 말레산무수물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할로겐화 탄화수소로 알킬화시키거나 말레산 또는 말레산무

수물을 말단 이중결합을 갖는 올레핀 중합체와 반응시킴으로써 얻은, 이들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숙신산 또는 숙신

산무수물의 산물은 당업자에 잘 공지되어 있으므로 본원에서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하이드로카르빌 치환기 및 숙신산 기로 구성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

된 숙신산 아실화제일 수 있다. 하이드로카르빌 치환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올레핀 중합체로부터 유도된다. 일 구체

예에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그 구조내에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당량당 평균적으로 숙

신산기 1.3개 이상,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3 내지 약 2.5개,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5 내지 약 2.5개,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7 내지 약 2.1개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구체예에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그 구조내에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당량당 숙신산기 약 1.0 내지 약 1.3개, 및 다른 일 구

체예에서는 1.0 내지 약 1.2개,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0 내지 약 1.1개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구체예에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수평균분자량이 약 1500 내지 약 3000, 및 일 구체예

에서는 약 1800 내지 약 2300인 폴리이소부 텐으로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이고, 이 제1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

무수물은 폴리이소부텐 치환체의 당량당 숙신산기 약 1.3 내지 약 2.5개,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1.7 내지 약 2.1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구체예에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수평균분자량이 약 700 내지 약 1300, 및 다른 일 구

체예에서는 약 800 내지 약 1000인 폴리이소부텐으로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이고, 이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무

수물은 폴리이소부텐 치환체의 당량당 숙신산기 약 1.0 내지 약 1.3개,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1.0 내지 약 1.2개인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숙신산계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기의 당량은 하이드로카

르빌 치환체가 유래된 폴리올레핀의 수평균분자량(M  n )으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숙신산계 아실화제에 존재하는

모든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총 중량으로 나누어 수득한 수로 간주한다. 즉,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아실화제가 모

든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 총 중량 40,000 이고 하이드로카르빌 치환기가 유래된 폴리올레핀의 M  n 값이 2000인 것

을 특징으로 한다면, 치환된 숙신산계 아실화제는 총 20(40,000/2000=20)의 치환기 당량을 특징으로 한다.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숙신산계 아실화제에 존재하는 치환기의 당량에 대한 숙신산계 기의 비율(소위 '숙신화비')은

통상적인 기술(비누화값 또는 산값으로부터와 같은)을 사용하여 당업자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기 식을

사용하여 숙신화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실화 과정에는 말레산무수물이 사용되 었다:

이 방정식에서, SR은 숙신화비이고, M  n 은 수평균분자량이며, Sap.No.은 비누화값이다. 상기 방정식에서, 아실화제

의 Sap.No. = 최종 반응 혼합물/AI의 측정된 Sap.No.이고 여기서 AI는 0 내지 1 사이이지만 0은 아닌 수로 표현되는

활성 성분 함량이다. 즉 80%의 활성 성분 함량은 0.8의 AI값에 해당한다. AI값은 최종 반응 혼합물 내 비반응 폴리알

켄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대략의 근사값

으로서, AI값은 100에서 비반응 폴리알켄의 %를 뺀 후 100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연료 용해성 산물(ⅰ)은 암모니아 및/또는 아민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아실화제와 반응시켜 산물(ⅰ)을 형성하

는 데 유용한 아민으로는 모노아민, 폴리아민, 및 그 혼합물이 있다.

모노아민은 오직 하나의 아민 작용기를 가진 반면 폴리아민은 두개 이상을 가진다. 아민은 1차, 2차 또는 3차 아민일 

수 있다. 1차 아민은 적어도 하나의 -NH  2 기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고; 2차 아민은 적어도 하나의 H-N<기의 존재를

특징으로 한다. 3차 아민은 -NH  2 또는 H-N<기 내 수소 원자가 하이드로카르빌 기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1차 

및 2차 아민과 유사하다. 1차 및 2차 모노아민의 예로는 에틸아민, 디에틸아민, n-부틸아민, 디-n-부틸아민, 알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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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이소부틸아민, 코코아민, 스테아릴아민, 라우릴아민, 메틸라우릴아민, 올레일아민, N-메틸옥틸아민, 도데실아민, 

및 옥타데실아민이 있다. 3차 모노아민의 적절한 예로는 트리메틸아민, 트리에틸아민, 트리프로필아민, 트리부틸아민

, 모노메틸디메틸아민, 모노에틸디메틸아민, 디메틸프로필아민, 디메틸부틸아민, 디메틸펜틸아민, 디메틸헥실아민, 

디메틸헵틸아민, 및 디메틸옥틸아민이 있다.

아민은 하이드록시아민일 수 있다. 하이드록시아민은 1차, 2차 또는 3차 아민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하이드록시

아민은 1차, 2차 또는 3차 알칸올 아민이다.

알칸올 아민은 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 식에서, R은 각각 독립적으로 탄소원자수가 1 내지 약 8개인 하이드로카르빌 기, 또는 탄소원자수가 2 내지 약 8

개인 하이드록시 치환된 하이드로카르빌 기이고, R  1 은 각각 독립적으로 탄소원자수가 2 내지 약 18개인 하이드로

카르빌렌(즉, 이가의 탄화수소)기이다. 상기 식에서 -R  1 -OH기는 하이드록시 치환된 하이드로카르빌렌기를 나타낸

다. R  1 은 비환족 기, 지환족 기, 또는 방향족 기일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R  1 은 에틸렌, 1,2-프로필렌, 1,2-부틸

렌, 1,2-옥타데실렌 등과 같은 비환족 선형 또는 분지형 알킬렌기이다. 동일한 분자 내에 두개의 R 기가 존재할 때 이

들은 직접적인 탄소-대-탄소 결합으로 또는 헤테로원자(예를 들면, 산소, 질소 또는 황)를 통해 결합하여 5-, 6-, 7- 

또는 8-원자 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예로는 N-(하이드록시 저급 알킬)-모르폴린, 

-티오모르폴린, -피페리딘, -옥사졸리딘, -티아졸리딘 등이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는, 각 R은 각각 독립적으로 7개

이하의 탄소원자를 가진 저급 알킬기이다.

상기 하이드록시아민의 적절한 예로는 모노-, 디-, 및 트리에탄올아민, 디메틸에탄올아민, 디에틸에탄올아민, 디-(3

-하이드록시 프로필) 아민, N-(3-하이드록시 부틸) 아민, N-(4-하이드록시 부틸) 아민, 및 N,N-디-(2-하이드록시 

프로필) 아민이 있다.

아민은 알킬렌 폴리아민일 수 있다. 특히 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알킬렌 폴리아민이 유용하다:

이 식에서, n은 1 내지 약 10 사이의 평균값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2 내지 약 7이며, '알킬렌'기는 탄소원자수가 1 

내지 약 10개,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2 내지 약 6개인 것이며, R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탄소원자수가 약 30

개 이하인 지방족 기 또는 하이드록시 치환된 지방족 기이다. 이러한 알킬렌 폴리아민 으로는 메틸렌 폴리아민, 에틸

렌 폴리아민, 부틸렌 폴리아민, 프로필렌 폴리아민, 펜틸렌 폴리아민 등이 있다. 이러한 폴리아민의 구체적 예로는 에

틸렌 디아민, 디에틸렌 트리아민, 트리에틸렌 테트라민, 프로필렌 디아민, 트리메틸렌 디아민, 트리프로필렌 테트라민

, 테트라에틸렌 펜타민, 헥사에틸렌 헵타민, 펜타에틸렌 헥사민 또는 이들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이 있다.

에틸렌 폴리아민이 유용하다. 이에 대해서는 '에틸렌 아민'이라는 표제의 문헌[Ethylene Amines in Kirk Othmer's '

Encyclopedia of Chemical Technology', 2d Edition, Vol.7, pages 22-37, Interscience Publishers, New York(1

965)]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폴리아민은 에틸렌 이염화물을 암모니아와 반응시키거나 에틸렌 이민을 물, 암

모니아 등과 같은 개환 시약과 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 이 반응 결과, 피페라진과 같은 사이클릭 축합 산물을 포함하

는 폴리알킬렌 폴리아민의 복합 혼합물이 생성된다.

일 구체예에서, 아민은 폴리아민 바닥물(bottoms) 또는 중질 폴리아민이다. '폴리아민 바닥물'이란 용어는 저분자량

의 폴리아민과 휘발성 성분을 제거하고 잔류물로서 폴리아민 바닥물을 남기는 폴리아민 혼합물의 스트리핑을 통해 

얻어지는 폴리아민을 의미한다. 일 구체예에서, 폴리아민 바닥물은 디에틸렌 트리아민 또는 트리에틸렌 테트라민 총 

함량이 약 2 중량%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용한 폴리아민 바닥물로는 다우 케미칼에서 시판하는 상표명 E-10

0 이 있다. 이 물질은 비중이 15.6℃에서 1.0168이고, 질소 함량이 33.15중량%이며, 점도가 40℃에서 121 센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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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폴리아민 바닥물로는 유 니온 카바이드에서 시판하는 상표명 HPA-

X 이 있다. 이 폴리아민 바닥산물은 피페라진과 같은 사이클릭 축합 산물 및 디에틸렌 트리아민, 트리에틸렌 테트라민

등의 고급 유사체를 함유한다.

'중질 폴리아민'이란 용어는 분자당 7개 이상의 질소 원자를 함유하는 폴리아민 또는 분자당 7개 이상의 질소와 분자

당 2개 이상의 1차 아민을 함유하는 폴리아민 소중합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 특허 EP 0770098호에 설명

되어 있는데, 이 문헌은 이러한 중질 폴리아민의 개시를 위하여 본원에서 참조 인용되고 있다.

연료 용해성 산물(i)은 염, 에스테르, 에스테르/염, 아미드, 이미드 또는 이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일 수 있다. 염은 아실

화제 분자의 잔기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을 포함하며 카르복시 기 중 하나가 그 기 내의 질소 원자에 이온 결합하게 되

는 내부 염; 또는 이온 염 기가 동일 분자의 부분이 아닌 질소 원자에 형성되어 있는 외부 염일 수 있다. 일 구체예에

서, 아민은 하이드록시아민이고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숙신산무수

물이며, 생성되는 연료 용해성 산물은 1/2 에스테르 및 1/2 염, 즉 에스테르/염이다. 일 구체예에서, 아민은 알킬렌 폴

리아민이고,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이며, 생성되는 연

료 용해성 산물은 숙신이미드이다.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 사이의 반응은 목적하는 산물을 형성시키는 조건

하에 실시한다. 전형적으로는 하이드로카 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을 함께 혼합하고 

약 50 내지 약 250℃ 범위의 온도,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80 내지 약 200℃의 온도로 가열하고; 경우에 따라 일반적

으로 액체이며 실질적으로 불활성인 유기 액체 용매/희석액의 존재하에 목적한 산물이 형성될 때까지 가열한다. 일 

구체예에서,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은 암모니아 또는 아민 1 당량 당 하

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 약 0.3 내지 약 3 당량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반응시킨다. 일 구체

예에서, 이 반응비는 약 0.5:1 내지 약 2:1 범위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1:1 이다.

일 구체예에서, 연료 용해성 산물(i)은 (i)(a)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인 제1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를 암모니아 또는 아민과 반응시켜 제조한 제1의 연료 용해성 산물; 및 (i

)(b)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인 제2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

화제를 암모니아 또는 아민과 반응시켜 제조한 제2의 연료 용해성 산물을 포함한다. 이 구체예에서, 산물(i)(a)와 (i)(b

)는 상이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제1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분자량은 제2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분자량과 상이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제1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수평균분자량은 약 15

00 내지 약 3000 범위이고,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800 내지 약 2300 범위이며, 제2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수평균분자량은 약 700 내지 약 1300 범위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800 내지 약 1000 범위일 수 있다. 제

1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 는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일 수 있으며, 이 폴리이소부

텐 치환체는 수평균분자량이 약 1500 내지 약 3000, 일 구체예에서는 약 1800 내지 약 2300인 것이다. 이 제1의 폴

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은 폴리이소부텐 치환체의 당량당 숙신산기 약 1.3개 이상,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1

.3 내지 약 2.5개,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7 내지 약 2.1개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이 제1 연료 용해성 산

물(i)(a)에 사용된 아민은 알칸올 아민일 수 있고 그 산물은 에스테르/염 형태일 수 있다. 제2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

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일 수 있고, 이 제2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 무수물

의 폴리이소부텐 치환체는 수평균분자량이 약 700 내지 약 1300,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800 내지 약 1000인 것이

다. 이 제2의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은 폴리이소부텐 치환체의 당량당 숙신산기 약 1.0 내지 약 1.3개 이

상,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1.0 내지 약 1.2개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이 제2 연료 용해성 산물(i)(b)에 사용된 아

민은 알칸올 아민일 수 있고 그 산물은 에스테르/염 형태이거나, 또는 상기 아민은 알킬렌 폴리아민이고 그 산물은 숙

신이미드 형태일 수 있다. 연료 용해성 산물(i)은 약 1 내지 약 99 중량%,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30 내지 약 70중량%

인 산물 (i)(a); 및 약 99 내지 약 1중량%,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70 내지 약 30중량%인 산물 (i)(b)로 구성될 수 있다

.

일 구체예에서, 연료 용해성 산물(i)은 (i)(a)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인 제1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 및 (i)(b)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

인 제2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를 포함하고; 상기 제1의 아실화제와 제2의 아실화제는 동일하

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제1의 아실화제와 제2의 아실화제는 2 이상의 1차 아미노기, 2 이상의 2차 아미노기, 1 

이상의 1차 아미노기 및 1 이상의 2차 아미노기, 2 이상의 하이드록시기, 또는 1 이상의 1차 또는 2차 아미노기 및 1 

이상의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화합물 유래의 연결기에 의해 함께 커플링되며; 이와 같이 커플링된 아실화제가 암모니

아 또는 아민과 반응한다. 제1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분자량은 제2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

체의 분자량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제1 및/또는 제2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수

평균분자량은 약 1500 내지 약 3000 범위이고,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800 내지 약 2300이다. 일 구체예에서, 제

1 및/또는 제2 아실화제의 하이드로카르빌 치환체의 수평균분자량은 약 700 내지 약 1300 범위이고, 다른 일 구체예

에서는 약 800 내지 약 1000이다. 제1 및/또는 제2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폴리이소부텐 치

환된 숙신산무수물일 수 있고, 이 폴리이소부텐 치환체의 수평균분자량은 약 1500 내지 약 3000 범위이며, 일 구체

예에서는 약 1800 내지 약 2300이다. 이 제1 및/또는 제2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은 폴리이소부텐 치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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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량당 숙신산기 약 1.3개 이상,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1.3 내지 약 2.5개,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7 내지 약 2

.1개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이 제1 및/또는 제2 하이드로카르빌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는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일 수 있고, 이 폴리이소부텐 치환체의 수평균분자량은 약 700 내지 약 1300 범위이며, 일 구체

예에서는 약 800 내지 약 1000이다. 이 제1 및/또는 제2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무수물은 폴리이소부텐 치환체 

당량당 숙신산기 약 1.0 내지 약 1.3개,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1.0 내지 약 1.2개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연결기

는 2 이상의 1차 아미노기, 2 이상의 2차 아미노기, 1 이상의 1차 아미노기 및 1 이상의 2차 아미노기, 또는 1 이상의 

1차 또는 2차 아미노기 및 1 이상의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전술한 임의의 아민 또는 하이드록시아민에서 유래하는 것

일 수 있다. 연결기는 또한 폴리올에서 유래하는 것일 수 있다. 폴리올은 화학식 R-(OH)  m 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일 

수 있으며, 이 식에서 R은 m의 원자가를 가진 유기 기이고, 또한 R은 탄소-산소 결합을 통해 OH 기에 결합되어 있으

며, m은 2 내지 약 10 사이의 정수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2 내지 약 6 사이의 정수이다. 폴리올은 글리콜일 수 있다. 

특히 알킬렌 글리콜이 유용하다. 사용될 수 있는 폴리올의 예로는 에틸렌 글리콜, 디에틸렌 글리콜, 트리에틸렌 글리

콜, 테트라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디프로필렌 글리콜,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디부틸렌 글리콜, 트리부틸렌 

글리콜, 1,2-부탄디올, 2,3-디메틸-2,3-부탄디올, 2,3-헥산디올, 1,2-사이클로헥산디올, 펜타에리트리톨, 디펜타에

리트리톨, 1,7-헵탄디올, 2,4-헵탄디올, 1,2,3-헥산트리올, 1,2,4-헥산트리올, 1,2,5-헥산트리올, 2,3,4-헥산트리올,

1,2,3-부탄트리올, 1,2,4-부탄트리올, 2,2,6,6-테트라키스-(하이드록시메틸)사이클로헥산올, 1,10-데칸디올, 디지

털로스, 2-하이드록시메틸-2-메틸-1,3-프로판디올(트리메틸올에탄), 또는 2-하이드록시메틸-2-에틸-1,3-프로판

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등이 있다. 이들의 2 이상의 혼합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산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반응물의 비는 다양한 범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1 및 제2 아실화제

의 각 당량당 연결 화합물을 적어도 약 1 당량 사용한다. 연결 화합물의 상한값은 제1 및 제2 아실화제의 각 당량당 

연결 화합물 약 2 당량이다. 일반적으로 제1 아실화제 대 제2 아실화제의 당량비는 약 4:1 내지 약 1:4 이고, 일 구체

예에서는 약 1.5:1 이다.

제1 및 제2 아실화제의 당량 수는 각 아실화제에 존재하는 카르복시 작용기의 총 수에 의존적이다. 각 아실화제의 당

량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로서 반응할 수 없는 카르복시 작용기는 제외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실화제에 존재하는 각 카르복시기당 각 아실화제는 1 당량인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올레핀 중합체 1 몰과 말

레산무수물 1 몰을 반응시켜 얻는 무수물에서는 2 당량이다.

폴리아민 1 당량의 중량은 폴리아민의 분자량을 분자 내에 존재하는 질소의 총 수로 나눈 것이다. 폴리아민이 결합 

화합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3차 아미노기는 계수하지 않는다. 시판용 폴리아민 혼합물 1 당량의 중량은 질소

의 원자량(14)을 폴리아민에 함유된 N%로 나누어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N%가 34 인 폴리아민 혼합물은 당량이 

41.2 일 것이다. 암모니아 또는 모노아민의 1 당량의 중량은 그 분자량과 동일하다.

폴리올 1 당량의 중량은 그 분자량을 그 분자 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의 총 수로 나눈 값이다. 즉, 에틸렌 글리콜 

1 당량의 중량은 그 분자량의 1/2 이다.

연결 화합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하이드록시아민 1당량의 중량은 그 분자량을 그 분자내에 존재하는 -OH, >NH 및 

-NH  2 기의 총 수로 나눈 분자량과 동일하다.

제1 및 제2 아실화제는 종래의 에스테르 및/또는 아미드 형성 기법에 따라 연결 화합물과 반응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아실화제를 연결 화합물과, 경우에 따라 일반적으로 액체이고 실질적으로 불활성인 유기 액체 용매/희석

제의 존재하에 가열하는 것을 수반한다. 가열 온도는 약 30℃ 이상의 온도 내지 반응 성분 및/또는 산물의 분해 온도 

중 최저 온도 이하의 온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온도는 약 50℃ 내지 약 130℃ 범위이고, 일 구체예에서 아실화제가 

무수물인 경우에는 약 80℃ 내지 약 100℃가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아실화제가 산인 경우에 이 온도는 약 100℃ 내

지 약 300℃ 범위일 수 있고, 종종 약 125℃ 내지 약 250℃ 범위의 온도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해 제조된 연결 산물은 각 아실화제의 첨가량, 및 연결 화합물 상에 존재하는 반응성 부위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통계적 혼합물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량 몰 비의 제1 아실화제와 제2 아실화제를 에틸렌 글리

콜과 반응시킨 경우에, 그 산물은 (1) 제1 아실화제 1 분자가 에틸렌 글리콜을 통해 제2 아실화제 1분자에 연결된 화

합물 약 50%; (2) 제1 아실화제 2 분자가 에틸렌 글리콜을 통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 약 25%; 및 (3) 제2 아실

화제 2 분자가 에틸렌 글리콜을 통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 약 25%로 이루어진 혼합물로 구성될 것이다.

연결된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 사이의 반응은 종래의 기법을 사용하여 염, 에스테르/염, 아미드 또는 이미드 

형성 조건하에 실시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이 성분들을 함께 혼합하고 약 20℃ 내지 반응 성분 및/또는 산물의 분

해 온도 중 가장 낮은 분해 온도 이하 범위의 온도, 일 구체예에서는 약 50℃ 내지 약 130℃이고, 다른 일 구체예에서

는 약 80℃ 내지 약 110℃인 온도로, 경우에 따라 목적하는 염 산물이 형성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액체이고 실질적으

로 불활성인 유기 액체 용매/희석제의 존재 하에 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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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료 용해성 산물(i)의 제조를 예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시예를 제공한다.

실시예 2

12 리터용 4구 플라스크에 아디비스(Adibis) ADX 101G(7513g)를 첨가하였다. Adibis ADX 101G는 루브리졸 아디

비스의 시판 제품으로서, 폴리이소부텐 치환체의 수평균 분자량이 2300이고 메틸비닐리덴 이성질체 함량이 80 중량

%인 폴리이소부텐 에서 유래하는 제1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 무수물 60 중량%와; 폴리이소부텐 치환체의 수평

균 분자량이 1000이고 메틸비닐리덴 이성질체 함량이 85 중량%인 폴리이소부텐에서 유래하는 제2 폴리이소부텐 치

환된 숙신산 무수물 40 중량%로 이루어진 폴리이소부텐 치환된 숙신산 무수물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희석유 함량이 30중량%이고 숙신화 비가 1.4(미반응 폴리이소부텐에 대하여 보정한 후의 값)이다. 이 플라스크에는 

오버헤드 교반기, 열전쌍, N  2 유입구가 상부에 탑재된 부가 깔대기 및 응축기가 장착되어 있다. 숙신산 무수물 혼합

물을 교반하면서 95℃로 가열하고, 부가 깔대기를 통해 에틸렌 글리콜(137g)을 5분간에 걸쳐 첨가하였다. 그 결과 얻

어지는 혼합물을 교반하고 102 내지 107℃로 4시간 동안 유지시켰다. 이 혼합물의 반응 온도가 107℃를 초과하지 않

도록 30분간에 걸쳐 디메틸에탄올 아민(392g)을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100 내지 105℃로 2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여과하여 갈색의 점성 산물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3

3 리터용 4구 플라스크에 아디비스(Adibis) ADX 101G(1410g)를 첨가하였다. 이 플라스크에는 오버헤드 교반기, 열

전쌍, N  2 유입구가 상부에 탑재된 부가 깔대기 및 응축기가 장착되어 있다. 숙신산 무수물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61

℃로 가열하였다. 부가 깔대기를 통해 에틸렌 글리콜(26.3g)을 5분간에 걸쳐 첨가하였다. 그 결과 얻어지는 혼합물을

교반하고 105 내지 110℃로 가열한 뒤 4.5시간 동안 유지시켰다. 이 혼합물을 96℃로 냉각시키고, 이 혼합물의 반응 

온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5분간에 걸쳐 디메틸아미노에탄올(77.1g)을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95℃에서 1

시간 동안 유지시킨 뒤 160℃에서 4시간 동안 유지켰다. 갈색의 점성 산물이 수득되었다.

연료 용해성 산물(i)은 수성 연료 유제 중에 유제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약 15중량% 이하의 농도, 일 구체예에서

는 약 0.1 내지 약 15중량%,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10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 약 0.1 내지 약 5중량%,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2중량%, 또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1중량%, 또 다른 일 구체예에

서는 약 0.1 내지 약 0.7중량%의 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ii)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ii)은 친수성-친지성 평형가(HLB, 계면활성제 상에 존재하는 극성(친수성)기와 비극성(친

지성)기의 크기 및 강도를 의미한다)가 약 1 내지 약 40 범위,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4 내지 약 15인 것이다. 이 화합

물의 예는 문헌[McCutcheon's Emulsifiers and Detergents, 1998, North American amp; International Edition]

에 개시되어 있다. 북미판 1 내지 235 페이지와 국제판 1 내지 199 페이지에는 HLB가 약 1 내지 약 40, 일 구체예에

서는 약 1 내지 약 30,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 내지 20,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1 내지 약 10 범위인 이온 및 비

이온 화합물이 개시되어 있어 참조 인용하였다. 유용한 화합물로는 알칸올아미드, 알킬아릴설포네이트, 아민 옥사이

드, 폴리(옥시알킬렌) 화합물, 예컨대 알킬렌 옥사이드 반복 단위를 포함하는 블록 공중합체, 카르복시화 알콜 에톡시

화물, 에톡시화 알콜, 에톡시화 알킬 페놀, 에톡시화 아민 및 아미드, 에톡시화 지방산, 에톡시화 지방산 에스테르 및 

오일, 지방산 에스테르, 지방산 아미드, 글리세롤 에스테르, 글리콜 에스테르, 소르비탄 에스테르, 이미다졸린 유도체,

레시틴 및 유도체, 리그닌 및 유도체, 모노글리세라이드 및 유도체, 올레핀 설포네이트, 포스페이트 에스테르 및 유도

체, 프로폭시화 및 에톡시화 지방산 또는 알콜 또는 알킬 페놀, 소르비탄 유도체, 슈크로스 에스테르 및 유도체, 설페

이트 또는 알 콜 또는 에톡시화 알콜 또는 지방산 에스테르, 도데실 벤젠 및 트리데실 벤젠의 설포네이트 또는 축합된

나프탈렌 또는 석유, 설포숙시네이트 및 유도체, 및 트리데실 및 도데실 벤젠 설폰산이 있다.

일 구체예에서,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ii)은 탄소원자수가 약 12 내지 약 30개인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을

반응시켜 제조한 연료 용해성 산물이다. 아실화제는 탄소원자수가 약 12 내지 약 24개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12개

내지 약 18개이다. 아실화제는 카르복시산이거나 이의 반응성 등가물일 수 있다. 반응 성 등가물에는 산 할라이드, 무

수물, 에스테르 등이 있다. 이 아실화제는 일가산 또는 다가산일 수 있다. 다가산으로는 트리카르복시산 및 테트라카

르복시산이 사용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것은 디카르복시산이다. 이 아실화제는 지방산일 수 있다. 그 예로는 미리스

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등이 있다. 이러한 아실화제는 하기 화학식으로 각각 표시되

는 숙신산 또는 숙신산무수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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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R은 각각 탄소원자수가 약 10개 내지 약 28개,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12개 내지 약 20개인 하이드로카르

빌기이다. 그 예로는 테트라프로필렌 치환된 숙신산 또는 숙신산무수물, 헥사데실 숙신산 또는 숙신산무수물 등이 있

다. 아민은 연료 용해성 산물(i)을 제조하는데 유용한 것으로서 전술한 임의의 아민일 수 있다.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의 반응 산물은 염, 에스테르, 아미드, 이미드 또는 이들의 배합물일 수 있다. 염은 아실화제 분자의 잔기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을 포함하여 카르복시기 중 하나가 그 기 내의 질소 원자에 이온 결합하게 되는 내부 염; 또는 이

온 염 기가 동일 분자의 부분이 아닌 질소 원자에 형성되어 있는 외부 염일 수 있다.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 

사이의 반응은 목적하는 산물을 형성시키는 조건하에 실시한다. 전형적으로는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을 함께

혼합하고 약 50 내지 약 250℃ 범위의 온도,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80 내지 약 200℃의 온도로 가열하고; 경우에 따

라 일반적으로 액체이며 실질적으로 불활성인 유기 액체 용매/희석액의 존재 하에 목적한 산물이 형성될 때까지 가열

한다. 일 구체예에서, 아실화제와 암모니아 또는 아민은 암모니아 또는 아민 1 당량당 아실화제 약 0.3 내지 3 당량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반응시킨다. 일 구체예에서, 이 반응비는 약 0.5:1 내지 약 2:1 범위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1:1 이다.

일 구체예에서,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ii)은 디메틸에탄올 아민과 헥사데실 숙신산무수물을 약 1:1 내지 약 1:1.5의

당량비(즉, 카르보닐 대 아민 비), 일 구체예에서는 약 1:1.35의 당량비로 반응시켜 제조한 에스테르/염이다.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ii)은 수성 연료 유제에 약 15 중량% 이하, 및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1 내지 약 15 중량%,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1 내지 약 10 중량%,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1 내지 약 5 중량%,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1 내지 약 3 중량%, 및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1 중량%의 농도로 제공될 수 있다.

수용성 화합물

수용성 화합물은 아민 염, 암모늄 염, 아지드 화합물, 니트로 화합물, 알칼리 금속염, 알칼리 토금속염, 또는 이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일 수 있다. 이 화합물은 전술한 연료 용해성 산물(i) 및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ii)과 상이한 것이다. 

이러한 수용성 화합물로는 유기 아민 질산염, 질산 에스테르, 아자이드, 니트라민 및 니트로 화합물이 있다. 또한, 알

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 탄산염, 황산염, 황화물, 설폰산염 등이 있다.

특히 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아민 또는 암모늄 염이 유용하다:

k[G(NR  3 )  y ]  y+ nX  p-

이 식에서 G는 수소 또는 탄소원자수가 1 내지 약 8개, 및 일 구체예에서는 1 내지 약 2개인 유기기이고, y의 원자가

를 가지며; R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탄소원자수가 1 내지 약 10개, 일 구체예에서는 1 내지 약 5개,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1 내지 약 2개인 하이드로카르빌기이고; X  p- 는 p의 원자가를 가진 음이온이며; k, y, n 및 p는 각각 1

이상의 정수이다. G가 H인 경우 y는 1이다. 양전하 ky  + 의 총합은 음전하 nX  p- 의 총합과 동일하다. 일 구체예에

서, X는 질산염 이온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아세트산염 이온이다. 그 예로는 질산 암모늄, 아세트산 암모늄, 질산 메틸

암모늄, 아세트산 메틸암모늄, 에틸렌 디아민 디아세테이트, 질산 우레아, 우레아 및 질산 구아니디늄이 있다. 특히 질

산 암모늄이 유용하다.

일 구체예에서, 수용성 화합물은 유제 안정화제로서 작용하며, 즉 수성 연료 유제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

서, 일 구체예에서 수용성 화합물은 수성 연료 유제 중에 유제 안정화 함량으로 첨가된다.

일 구체예에서, 수용성 화합물은 연소 개량제로서 작용한다. 연소 개량제는 연료 조성물의 대량 연소율을 증가시키는

성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연소 개량제의 존재는 엔진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 구체예에서 

수용성 화합물은 수성 연료 유제 중에 연소 증진 함량으로 첨가된다.

수용성 화합물은 수성 연료 유제 중에 약 0.001 내지 약 1중량%,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1 내지 약 1중량%의 농도로

첨가될 수 있다.

세탄 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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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구체예에서, 수성 연료 유제는 세탄 개량제를 함유한다. 유용한 세탄 개량제로는 과산화물, 질산염, 아질산염, 니트

로카바메이트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용한 세탄 개량제로는 니트로프로판, 디니트로프로판, 테트

라니트로메탄, 2-니트로-2-메틸-1-부탄올, 2-메틸-2-니트로-1-프로판올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일가 또는 다가일 수 있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지방족 또는 고리지방족 알코올의 질산염 에스테르도 포함된

다. 그 예로는 탄소원자수가 약 10개 이하, 일 구체예에서는 약 2 내지 약 10개인 치환 및 비치환된 알킬 또는 사이클

로알킬 질산염이 있다. 알킬기는 선형이거나 분지형 또는 선형이거나 분지형 알킬 기의 혼합물일 수 있다. 그 예로는 

메틸 질산염, 에틸 질산염, n-프로필 질산염, 이소프로필 질산염, 알릴 질산염, n-부틸 질산염, 이소부틸 질산 염, sec

-부틸 질산염, tert-부틸 질산염, n-아밀 질산염, 이소아밀 질산염, 2-아밀 질산염, 3-아밀 질산염, tert-아밀 질산염

, n-헥실 질산염, n-헵틸 질산염, n-옥틸 질산염, 2-에틸헥실 질산염, 메틸사이클로헥실 질산염 및 이소프로필사이

클로헥실 질산염이 있다. 또한, 알콕시 치환된 지방족 알코올의 질산염 에스테르, 예컨대 2-에톡시에틸 질산염, 2-(2

-에톡시-에톡시)에틸 질산염, 1-메톡시프로필-2-질산염, 4-에톡시부틸 질산염 등은 물론 디올 질산염, 예컨대 1,6-

헥사메틸렌 디니트레이트도 유용하다. 유용한 세탄 개량제는 2-에틸헥실 질산염이다.

수성 연료 유제 중에 첨가되는 세탄 개량제의 농도는 목적하는 세탄가를 갖는 유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임의의 농도

일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세탄 개량제의 농도는 약 10중량% 이하, 일구체예에서는 약 0.05 내지 약 10중량% 범위,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5 내지 약 5중량% 범위, 또 다른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5 내지 약 1중량% 범위이다.

부가 첨가제

전술한 물질 외에도,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연료 첨가제가 본 발명의 수성 연료 유제중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예로는

염료, 방청제(예컨대 알킬화된 숙신산 및 숙신산 무수물), 정균제, 검 억제제, 금속 불활성제, 상부 실린더 윤활제 등이

있다. 이러한 부가 첨가제는 수성 연료 유제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1중량% 이하,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1 내지 약

1중량% 범위의 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수성 연료 유제에 함유된 전술한 유화제를 비롯한 화학적 첨가제의 총 농도는 약 0.05 내지 약 30중량% 범

위,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20 중량% 범위,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15중량% 범위,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10중량% 범위,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5중량% 범위일 수 있다.

유기 용매

전술한 유화제를 비롯한 첨가제는 실질적으로 불활성이고 일반적인 액체인 유기 용매, 예컨대 나프타, 벤젠, 톨루엔, 

크실렌 또는 디젤 연료 등으로 희석되어 첨가제 농축물로 제조된 후 연료 및 물과 혼합되어 수성 연료 유제를 형성한

다. 이 농축물(외삽물)는 일반적으로 상기 용매의 약 10 내지 약 90중량%로 포함된다.

수성 연료 유제는 유기 용매 약 60중량% 이하,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1 내지 약 50중량%, 일 구체예에서는 약 0.01 

내지 약 20중량%, 일 구체예에서는 dir 0.1 내지 약 5중량%,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3중량% 범위로 함유할 

수 있다.

부동제

일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수성 연료 유제는 부동제를 포함한다. 부동제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다. 그 예로는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메탄올, 에탄올, 글리세롤 및 이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제는 일반적으로 수성 연료 유제에 사용된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농도로 사용된다. 그 농도는 따라서 

연료가 보관되거나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 구체예에서, 농도는 수성 연료 유제의 중량을 기준으로 약 20

중량% 이하 수준이고, 일 구체예에서는 약 0.1 내지 약 20중량%, 일 구체예에서는 약 1 내지 약 10중량% 수준이다.

실시예 4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수성 디젤 연료 유제를 예시하는 실시예이다. 하기 제시된 수치값은 중량부 단위이다.

성분 A B

ULSD 디젤 연료 76.48 88.24

탈염수 20.00 10.00

실시예 2의 산물 0.890 0.445

유화제 1  1 0.232 0.116

유기 용매  2 1.391 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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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틸헥실 질산염 0.476 0.238

질산암모늄(54중량% NH  4 NO  3 수용액) 0.532 0.266

1 디메틸에탄올 아민과 헥사데실 숙신산 무수물을 1:1.35의 몰 비율로 반응시켜 제조한 에스테르/염
 2 지방족 용매

유제는 물을 제외하고 배합물 A와 배합물 B의 모든 성분을 종래의 혼합법을 사용하여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그 결과 

얻어지는 디젤 연료-화학 첨가제 혼합물을 고전단 혼합 조건하에 물과 혼합하여 수성 디젤 연료 유제를 수득하였다. 

고전단 혼합기는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리미디트의 모델 ADIL 4S-30로서, 4개의 초미세 분산 헤드와 2중 작용성 

기계식 시일이 장착된 4단계 다중전단 인라인 혼합기로 알려져 있다.

실시예 5

수성 연료 유제의 또 다른 배합물을 하기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수치값은 중량부를 단위로 한다. 하기 제시된 유화제 

1은 실시예 3에 제시된 것과 같은 것이다. 유화제 2는 폴리이소부텐(M  n =2000) 치환된 숙신산 무수물(폴리이소부

텐 당량에 대한 숙신산기의 비 1.7)을 디메틸에탄올 아민과 1:1의 당량(숙신산 무수물 산 기 1 몰 대 아민 2 몰)으로 

반응시켜 제조한 에스테르/염이다. 유화제 3은 중질 폴리아민 약 80중량%와 디에틸렌 트리아민 20중량%로 이루어

진 폴리이소부텐(Mn=1000) 치환된 모노숙신산 무수물과 에틸렌 폴리아민 혼합물 유래의 숙신이미드이다. 유기 용매

는 방향족 용매이다.

C D E F G

디젤연료 78.68 78.80 78.78 78.12 78.78

탈이온수 16.70 19.70 20.00 20.00 20.00

유화제 1 0.600 -- 0.500 0.510 0.500

유화제 2 0.600 0.083 0.214 0.083

유화제 3 -- -- 0.297 --

유기 용매 0.350 0.350 0.340 -- 0.340

2-에틸헥실 질산염 0.470 0.350 0.350 0.714 0.350

질산암모늄(NH  4 NO  3 54중량% 수용액) 0.200 0.200 -- 0.150 0.200

질산암모늄(NH  4 NO  3 50중량% 수용액) -- -- 0.200 -- --

메탄올 3.00 -- -- --

실시예 6

H I

실시예 2의 산물 34 -

실시예 3의 산물 - 34

유화제 1 6 6

유기 용매 23.2 23.2

2-에틸헥실 질산염 23.8 23.8

질산암모늄 13 13

실시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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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실시예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는 본 발명의 개선, 변화 및 수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 변화 및 변형은 청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본 발명을 바람직한 구체예들로 설명하였지만, 본 명세서를 통해 당업자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잘 알 것이다. 따

라서,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은 첨구되는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이러한 변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액체 탄화수소 연료 약 50 내지 약 99중량%와 유화제 약 0.05 내지 약 25중량%를 포함하되, 유화제가 (ⅰ) 탄소

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인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카르빌로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를 암모니아 또는 아

민과 반응시켜 제조한 적어도 하나의 연료 용해성 산물; (ⅱ) 친수성-친지성 평형가(HLB)가 약 1 내지 약 40인 적어

도 하나의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 (ⅲ) (ⅰ) 및 (ⅱ)의 혼합물; 또는 (ⅳ) (ⅰ), (ⅱ) 또는 (ⅲ)과 배합된 아민염, 암모

늄염, 아지드 화합물, 니트로 화합물, 질산염 에스테르, 니트라민, 알칼리 금속염, 알칼리 토금속염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 중에서 선택된 수용성 화합물로 구성되는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로서, 이 탄화수

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이 액체 탄화수소 연료의 약 85 내지 약 99.9중량%를 포함하고 유화제의 약 0.1% 내지 약 15

%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단계;

(b) 상기 탄화수소 연료와 유화제를 물, 물-부동제, 물-질산암모늄, 물-부동제-질산암모늄 혼합물 또는 이의 배합물

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물 혼합물로 유화시켜,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 대 물의 비율이 약 85 내지 약 95

대 약 15 내지 약 5 범위이며,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이 1분당 약 0.5 갤론 내지 약 1000 갤론 범위의 유속으로

흐르고 물 혼합물은 약 0.5 갤론 내지 약 1000 갤론 범위의 유속으로 흐르는 제1 유화 장치에서 물 입자 크기의 평균 

직경이 1 마이크론 보다 큰 수성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유제를 형성시키는 단계;

(c) 상기 수성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유제를 제2 유화 장치로 직접 전달하는 단계;

(d) 제2 유화 장치에서 유제의 입자 크기가 평균 1 마이크론 이하의 직경을 갖도록 유제를 전단하는 속도로 상기 수성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유제를 혼합하는 단계;

(e) 단계 (d)에서 얻은 수성 탄화수소 연료 첨가제 유제를 저장 탱크로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이 공정이 연속 공정인 것이 특징인 수성 탄화수소 연료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수용성 화합물이 질산암모늄인 것이 특징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유화제(i)가 (i)(a) 알칸올 아민과 아실화제의 1종 이상의 반응 산물 및 (i)(b) 폴리아민 바닥물, 1종 

이상의 중질 폴리아민 또는 이의 배합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에틸렌 폴리아민과 아실화제의 1종

이상의 반응 산물의 조합물인 것이 특징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에 세탄 개량제, 유기 용매, 계면활성제, 다른 연료 첨가제 및 이의 배합

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첨가제를 첨가제-유화제 혼합물의 약 1 내지 약 40중량% 범위로 첨가하는 것을 포

함하 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 혼합 장치 이전이나 제1 혼합 장치에서 또는 이 모두에서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과 물을 

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1 유화 단계와 제2 유화 단계 사이에서는 탄화수소 연료 첨가제 수성 유제의 경화가 일

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이 분당 약 10갤론 내지 약 600 갤론 범위의 유속으로 흐르고, 물 혼합

물이 분당 약 10 갤론 내지 약 600 갤론 범위의 유속으로 흐르며,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 대 물의 비율이 약 85

내지 약 95 대 약 15 내지 약 5 범위인 것이 특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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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제1 유화가 평균 소적 입자 크기가 약 1 마이크론 보다 크고 약 1000 마이크론 이하의 범위인 유제

를 산출하고, 제2 유화가 평균 소적 입자 크기가 약 0.01 마이크론 내지 약 1 마이크론 범위인 유제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인 방법.

청구항 8.
(a) 두 유화 장치 사이에 보유 탱크가 없는 연속된 2 이상의 유화 장치;

(b)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을 함유하는 탱크;

(c) 이 탱크에서 제1 유화 장치로 상기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을 전달 하는 도관;

(d) 물 급원으로부터 상기 제1 유화 장치로 물을 전달하기 위한 도관;

(e) 상기 제1 유화 장치로부터 제2 유화 장치로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전달하기 위한 도관;

(f) 상기 제2 유화 장치로부터 연료 저장 탱크 또는 연료 공급될 물체로 상기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체를 전달하기 위

한 도관;

(h) 상기 연료 저장 탱크로부터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를 분배하기 위한 도관; 및

(i) 이러한 연속 공정을 자동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가능 로직 콘트롤러

를 포함하고, 수성 탄화수소 연료 유제가 1 마이크론 미만의 평균 소적 입자 크기를 갖는 것이 특징인 수성 탄화수소 

연료를 연속 제조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제1 유화 장치가 전단 혼합기, 기계식 혼합기, 진탕기, 교반 탱크, 고정식 혼합기, 초음파 혼합기, 파

이프라인 고정식 혼합기, 수압식 전단 혼합기, 회전식 전단 혼합기, 아쿠아쉐어 혼합기, 고압 균질기 및 이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제2 유화 장치가 아쿠아쉐어 혼합기, 파이프라인 고정식 혼합기, 수압식 전단 장치, 회전

식 전단 혼합기, 초음파 혼합기 및 이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고전단 혼합기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

되는 것이 특징인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탄화수소 연료/첨가제 혼합물은 액체 탄화수소 연료 약 50 내지 약 99중량%와, (ⅰ) 탄소원자수가 

약 50 내지 약 500개인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카르빌로 치환된 카르복시산 아실화제를 암모니아 또는 아민과 반응

시켜 제조한 적어도 하나의 연료 용해성 산물; (ⅱ) 친수성-친지성 평형가(HLB)가 약 1 내지 약 40인 적어도 하나의 

이온 또는 비이온 화합물; (ⅲ) (ⅰ) 및 (ⅱ)의 혼합물; 또는 (ⅳ) (ⅰ), (ⅱ) 또는 (ⅲ)과 배합된 아민염, 암모늄염, 아지

드 화합물, 니트로 화합물, 질산염 에스테르, 니트라민, 알칼리 금속염, 알칼리 토금속염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

룹 중에서 선택된 수용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유화제 약 0.05 내지 약 25중량%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장치.

요약

수성 탄화수소 연료가 연속 방법에 의해 생산된다. 또한, 이 연속 방법은 평균 직경이 1.0 마이크론 이하인 수성 소적

을 함유하는 수성 탄화수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유화 장치를 연속으로 이용한다.

색인어

수성 탄화수소 연료, 연속 방법, 유화 장치, 연료중 수형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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