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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니컴 구조체

요약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는, 격벽에 의해 구획된 유체의 유로가 되는 복수 셀을 갖는 셀 구조체와, 셀 구조체의 외주에 설

치된 외벽을 구비한 하니컴 세그먼트의 복수 개가, 이들 외벽끼리 접합재에 의해 접합층이 형성됨으로써 일체화되어 되어

이루어지는 하니컴 구조체로서, 접합재가, 그 입경(μm)이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μm)의 1.1배 이상인 무기 입자를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30 질량%를 초과하여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하니컴 세그먼트들이,

접합재에 의해 강고히 접합되어 일체화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도

등록특허 10-0595769

- 1 -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내연 기관, 보일러, 화학 반응 기기 및 연료 전지용 개질기 등의 촉매 작용을 이용하는 촉매용 담체, 또는 배출

가스 내의 미립자를 포집하기 위한 미립자 포집 필터 등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니컴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

체적으로 하니컴 구조체를 구성하는 하니컴 세그먼트들이 접합재에 의해 견고히 접합되어 일체화된 하니컴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내연 기관, 보일러, 화학 반응 기기 및 연료 전지용 개질기 등의 촉매 작용을 이용하는 촉매용 담체 또는 배출 가스 내의 미

립자, 특히 디젤 미립자를 포집하는 포집 필터(이하, DPF라 칭함) 등에 하니컴 구조체가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니컴 구조체는,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격벽(24)에 의해 구획되

고 유체의 유로로서 기능하는 복수 개의 셀(23)을 구비하며, 단면이 체크 무늬 형상을 나타내도록 인접하는 셀(23)의 반대

측으로 되는 단부를 번갈아 밀봉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하니컴 구조체(21)에 있어서, 피처리 유체는 유

입 구멍측 단면(25)이 밀봉되어 있지 않은 셀(23), 즉 유출 구멍측 단면(26)에서 단부가 밀봉되어 있는 셀(23) 내로 유입되

고, 다공질의 격벽(24)을 통해 인접한 셀(23), 즉 유입 구멍측 단면(25)에서 단부가 밀봉되고 유출 구멍측 단면(26)이 밀봉

되어 있지 않은 셀(23)로부터 배출된다. 이 때, 격벽(24)이 필터로 되어, 예컨대 DPF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디젤 엔진으로

부터 배출되는 검댕(그을음) 등이 격벽(24)에 포착되어 격벽(24) 위에 퇴적한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하니컴 구조체(21)는, 배기 가스의 급격한 온도 변화나 국소적인 발열에 의해 하니컴 구조체(21) 내의

온도 분포가 불균일해지고, 하니컴 구조체(21)에 크랙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DPF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는, 퇴적된 카본 미립자를 연소시켜 제거하여 재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때에 국소적인 고온화가 일어나서, 재생 온도의

불균일화에 의한 재생 효율의 저하 및 큰 열응력에 의한 크랙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복수로 분할한 세그먼트를 접합재에 의해 접합하여 하니컴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고, 구체

적으로는 다수의 하니컴체를 불연속 접합재로 접합하는 하니컴 구조체의 제조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예컨대, 미국 특허 제

4,335,783호 공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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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라믹스 재료로 이루어진 하니컴 구조의 매트릭스 세그먼트를 압출 성형하고, 소성한 후, 소성된 세그먼트의 외주

부를 평활하게 가공한 후, 그 접합부에 소성 후의 광물 조성이 매트릭스 세그먼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열팽창율의 차

가 800℃에서 0.1% 이하가 되는 세라믹스 접합재를 도포하고, 도포된 세그먼트를 소성하는, 내열 충격성 회전축열식이 제

안되고 있다(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소화 제61-51240호 공보 참조).

또한, 코데라이트 하니컴 세그먼트를 동일한 코데라이트 시멘트에 의해 접합하여 얻은 세라믹스 하니컴 구조체가 개시되

어 있다(예컨대, SAE 논문 860008(1986년) 참조).

이러한 하니컴 세그먼트를 접합하여 일체화시킨 필터에 있어서는, 하니컴 세그먼트 사이의 접합 강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이다. 접합 강도는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의 표면 요철에, 접합재에 함유되는 입자가 박힘으로써 생기는 효과(앵

커 효과)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앵커 효과(anchor effect)에 착안한 관련 기술로서는,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의 표면 거칠기(Rz)를 규정한 하니컴 필터가 개시되어 있지만(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2000-279729호 공보 참조),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의 표면 거칠기의 절대치가 규정되기 때문에, 하니컴의 기공 직경ㆍ기공율 등의 물리적 특성이 제약

되거나, 기공 직경ㆍ기공율 등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벽의 표면 거칠기(Rz)를 규정값으로 하기 위하여 분사 가공

등의 공정이 필요하게 되어, 제조 공정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니컴 구조체를 구성하는 하니컴

세그먼트를 접합재에 의해 서로 견고하게 접합하여 일체화한 하니컴 구조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격벽에 의해 구획되고 유체의 유로로서 작용하는 복수 개의 셀을 포함하는 셀 구조체와, 이들 셀 구

조체의 외주에 마련되는 외벽을 각각 구비하는 복수 개의 하니컴 세그먼트를, 접합재로 이루어진 접합층에 의해 상기 세그

먼트의 외벽에서 접합하여 일체화한 하니컴 구조체로서, 상기 접합재는, 입경(㎛)이 상기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

의 1.1배 이상인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상기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30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니

컴 구조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접합재는, 입경(㎛)이 상기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의 1.1배 이상인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상기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15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5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접합재는 무기 섬유와 콜로이드형 산화물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무기 섬유는 직경 방향 길

이의 평균치가 1∼20 ㎛이고, 축방향 길이의 평균치가 1O∼1OO ㎛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하니컴 세그먼트는 탄화 규소(SiC)로 구성될 수도 있고, 탄화규소(SiC)를 골재로 하고 규소(Si)를 결합

재로 하여 형성된 규소-탄화규소계 복합 재료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접합층의 두께는 0.5∼3 ㎜인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외벽에 있어서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외

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에 있어서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상기 외벽

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있어서,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에 있어서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다른 하니컴 세그먼트에 접

합된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접합 외벽)의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와 도 1(b)는 하니컴 구조체를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도 1(a)는 하니컴 구조체의 사시도이고, 도 1(b)는 하니컴 구

조체 단면의 일부 확대 평면도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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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관해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하의 실시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업자의 통상 지식에 기초하여 설계를 적절하게 변경 및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

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하니컴 세그먼트 사이의 접합 강도는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 표면의 요철에, 접합재에 함유되는

입자가 박힘으로써 생기는 앵커 효과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열팽창율 또는 열전도율 등의 특성을 제어함으로

써 열충격 등에 기인한 크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하니컴 세그먼트를 서로 접합하는 일반적인 접합재에는 세

라믹스 또는 금속 분말 등의 무기 입자가 함유되지만, 상기 무기 입자의 입경과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의 표면 거칠기 사

이의 관계가 하니컴 세그먼트 사이의 접합 강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고려된다. 즉, 외벽의 요철 정도에 비하여 무

기 입자의 입경이 크면, 앵커 효과의 발현이 저해되어 접합 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본 발명은, 격벽에 의해 구획되고 유체의 유로로서 작용하는 복수 개의 셀을 포함하는 셀 구조체와, 이들 셀 구조체의 외주

에 마련된 외벽을 각각 구비하는 복수 개의 하니컴 세그먼트를, 접합재로 이루어진 접합층에 의해 상기 세그먼트의 외벽에

서 접합하여 일체화한 하니컴 구조체로서, 상기 접합재는, 입경(㎛)이 상기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의 1.1배 이상

인 무기 입자(이하,「대경 무기 입자」로 칭함)의 함유 비율이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30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에 따르면, 이 구조체를 구성하는 하니컴 세그먼트를 서로 접합하는 접합재는 대경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30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다. 즉, 외벽의 표면 거칠기 Ra(요철 정도)와 관련하여 앵커

효과의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는 상기 대경 무기 입자의 접합재 중의 함유 비율을 소정의 수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는, 하니컴 세그먼트의 기공 직경ㆍ기공율 등의 물리적 특성에 상관없이 높은 접합

강도를 발휘하며, 예컨대 설치 상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열응력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외벽의 표면 거칠기에 대응하는 접합재를 조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벽의 표면 거칠기를 규정치로 하기 위해

분사 가공 등과 같은 특별한 공정을 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조 공정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매우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 사용되고 있는 「평균 표면 거칠기 Ra(㎛)」는 ISO 4287/1에 의해 측정한 산술 평균 거칠기로서,

외벽 표면 요철의 평균선으로부터의 절대치 편차의 평균치로서 산출한 값(㎛)을 말한다.

대경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30 질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니컴 세그먼트 사이의 접합 강도

가 현저히 저하되어, 예컨대 하니컴 구조체를 캐닝하는 경우 등의 실제 사용시에 파손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대경 무기 입자가 접합재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열충격 등에 기인한 크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극미량(0.1 질량% 정도)이 포함되어도 좋다. 또한, 보다 높은 접

합 강도를 발휘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대경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15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며, 5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접합재에 전술한 대경 무기 입자 이외의 무기 입자, 즉 입경(㎛)이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

(㎛)의 1.1배 미만인 무기 입자가 포함되어도 좋다. 상기 무기 입자 및 전술한 대경 무기 입자의 종류로는, 예컨대 탄화규

소, 질화규소, 코데라이트, 알루미나, 멀라이트, 지르코니아, 인산지르코늄, 알루미늄 티타네이트, 티타니아 및 이들의 조

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세라믹스, Fe-Cr-Al계 금속, 니켈계 금속 또는 금속 규소(Si)와 탄화규소

(SiC) 등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접합재가 무기 섬유와, 콜로이드형 산화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기 섬유로는, 알루미

노실리케이트, 탄화규소 등의 세라믹 섬유, 구리, 철 등의 금속 섬유 등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무기 섬유의 형

상으로는, 무기 섬유의 직경 방향 길이(섬유 직경)의 평균치가 1∼20 ㎛인 동시에, 축방향 길이(섬유 길이)의 평균치가

10∼1OO ㎛인 것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무기 섬유의 섬유 직경의 평균치는 3∼15 ㎛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

고, 5∼10 ㎛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무기 섬유의 섬유 길이의 평균치는 10∼80 ㎛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20∼60 ㎛

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무기 섬유의 섬유 직경이 1 ㎛ 미만이면, 건조 시에 접합재의 수축이 커져서,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섬유 직경이 20 ㎛

를 초과하면, 접합재를 균일한 두께로 도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기 섬유의 섬유 길이가 1O ㎛

미만이면, 건조 시에 접합재의 수축이 커져서,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섬유 길이가 1OO ㎛를 초과하면, 도포 가능한 접

합재의 페이스트를 조제하기 위해서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지만, 페이스트에 함유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건조 시에 접

합재의 수축이 커져서, 크랙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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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술한 콜로이드형 산화물로는, 예컨대 실리카졸 또는 알루미나졸 등을 적합한 예로 들 수 있다. 콜로이드형 산화물

은 접합재에 적절한 접착력을 부여하는 데에 적합하고, 또한 건조 및 탈수시키면 무기 섬유 및 무기 입자와 결합하여, 건조

한 접합재를 내열성 등이 우수하고 강고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콜로이드형 산화물은 150℃ 이상으로 건조될 때 비가

역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한 접합재의 화학 내구성을 우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접합재의 열팽창율은 열충격 등에

의해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교적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접합재의 열팽창율은, 1×10-6∼8×10-

6/℃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고, 1.5×10-6∼7×10-6/℃의 범위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2×10-6∼6×10 -6/℃의 범위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하니컴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재질로는, 산화물 또는 비산화물의 각종 세라믹스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본 발명

에 있어서는 하니컴 세그먼트를 탄화규소(SiC)로 구성할 수도 있고, 탄화규소(SiC)를 골재로 하고, 또한 규소(Si)를 결합재

로 하여 형성한 규소-탄화규소계 복합 재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접합재에 의해 형성되는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을 서로 접합하는 접합층의 두께가 0.5∼3 ㎜인 것이

바람직하고, 0.5∼2.5 ㎜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0.5∼2.0 ㎜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0.5 ㎜ 미만이면, 하니컴 구조체

의 실제 사용시에, 기재인 하니컴 세그먼트의 열응력을 접합층으로 보내는 효과가 저하하기 때문에, 기재에 크랙이 발생하

는 경우가 있다. 한편, 3 ㎜를 초과하면, 필터의 유효 면적이 80% 이하로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동시에, DPF로서 사용할

때는, 검댕(그을음)의 재생 시에 하니컴 구조체 내의 온도가 불균일해져 재생 효율의 저하 및 큰 열응력에 의한 크랙이 발

생하기 쉬우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외벽에 있어서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외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80% 이상

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90% 이상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70% 미만이면,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저하되어, 하니컴 구

조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DPF로서 사용할 때에 검댕(그을음)의 누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

지 못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의 전체 면적에 있어서,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이 차

지하는 비율(%)의 상한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100%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각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에 있어서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

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80% 이상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90% 이상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

다. 70% 미만이면,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저하되어, 하니컴 구조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DPF로서 사용할 때

에 검댕(그을음)의 누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각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의 전체 면적에 있어서,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의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100%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각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에 있어서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다른 하니컴 세그먼트에 접

합된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접합 외벽)의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80% 이상인 것이 더욱 바람직

하며, 90% 이상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70% 미만이면,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저하되어, 하니컴 구조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DPF로서 사용할 때에 검댕(그을음)의 누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본 발

명에 있어서는, 접합 외벽의 면적에 있어서,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에서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

율의 상한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100%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니컴 세그먼트의 열전도율에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열전도율이 너무 높으면 하니컴 구조체의 방열이 지나치게 크고, 예

컨대 DPF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생 시에 충분히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재생 효율이 저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

다. 또한, 열전도율이 너무 낮으면 방열이 지나치게 적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40℃에서의 열전도율은

10∼60 W/mK인 것이 바람직하고, 15∼55 W/mK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20∼50 W/mK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하니컴 구조체의 셀 밀도(단위 단면적 당 셀의 수)에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셀 밀도가 너무 작으면 필

터로서의 강도 및 유효 GSA(기하학적 표면적)가 부족하고, 셀 밀도가 너무 크면, 피처리 유체가 흐르는 때의 압력 손실이

커진다. 셀 밀도는 6∼2000 셀/평방 인치(0.9∼311 셀/㎠)가 바람직하고, 50∼1000 셀/평방 인치(7.8∼155 셀/㎠)가 더

욱 바람직하며, 100∼400 셀/평방 인치(15.5∼62.0 셀/㎠)가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셀의 단면 형상에 특별히 제한은 없

지만, 제작상의 관점에서,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및 콜게이트형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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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의 단면 형상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은 없으며, 예컨대 원 형상, 타원 형상, 레이스트랙 형상,

장원 형상, 다각 형상(삼각, 대략 삼각, 사각, 대략 사각 형상 등)이나 이형 형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하니컴 세그먼트의

단면 형상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한은 없고, 정방형 외에, 타원 형상, 레이스트랙 형상, 타원 형상, 다각 형상(삼각, 대략 삼

각, 사각, 대략 사각 형상 등)이나 이형 형상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를 특히 DPF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셀 개구부를 하나의 단면에서 밀봉하고, 나머지 셀

개구부를 다른 단면에서 밀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단면이 체크 무늬 형상을 나타내도록, 인접하는 셀의 반대측으

로 되는 단부를 번갈아 밀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셀을 밀봉함으로써, 예컨대 하나의 단면으로부터 유입된 피

처리 유체는 격벽을 통과하고, 다른 단면으로부터 유출하여, 피처리 유체가 격벽을 통과할 때에 격벽이 필터의 역할을 하

여, 목적물을 제거할 수 있다.

밀봉재의 재료로는, 산화물 또는 비산화물의 각종 세라믹스 등이 고려되지만, 강도, 내열성 등의 관점에서, 코데라이트, 멀

라이트, 알루미나, 스피넬, 탄화규소, 탄화규소-코데라이트계 복합 재료, 규소-탄화규소계 복합 재료, 질화규소, 리튬 알루

미늄 실리케이트, 티탄산알루미늄, Fe-Cr-Al계 금속 및 이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또는 2

종 이상의 재료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를, 내연 기관 등의 열 기관이나 보일러 등의 연소 장치로부터 나오는 배기 가스를 정화하거나, 액

체 연료나 기체 연료를 개질하기 위한 촉매 담체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촉매, 구체적으로는 촉매 기능을 갖는 금속을 담

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촉매 기능을 갖는 금속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Pt, Pd, Rh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중 적어도 1종

을 하니컴 구조체에 담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의 적합한 제조 방법의 일례에 관해서 설명한다. 우선, 성형 원료를 배토 형성 공정에 의

해 배토로 형성한다. 배토 형성 공정에서는, 예컨대 탄화규소 입자나, 규소-탄화규소계 복합 재료를 형성하는 탄화규소 분

말 및 금속 규소 분말 등에, 바인더(예컨대, 메틸셀룰로오스 및 히드록시프로폭실 메틸셀룰로오스)를 첨가하고, 추가로 계

면 활성제 및 물을 첨가하여, 이것을 반죽하여 배토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상기 배토를 성형 공정에서 압출 성형하여, 격벽에 의해 구획되고 유체의 유로로서 작용하는 복수 개의 셀을 갖

는 하니컴 형상의 성형체를 성형한다. 압출 성형에는 플런저형의 압출기나 2축 스크류형의 연속 압출기 등을 이용할 수 있

다. 2축 스크류형의 연속 압출기를 이용하면, 배토 형성 공정과 성형 공정을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얻어진 성형체를 마이크로파, 유전(誘電) 및/또는 열풍 등에 의해 건조시킨 후, 소성하여 소성체(하니컴 세그먼

트)를 얻는다. 소성 온도 및 분위기는 이용하는 원료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고, 당업자는 이용하는 원료에 최적의

소성 온도 및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탄화규소 분말 및 금속 규소 분말을 원료로 한 경우에는, 대기 또는 N2 분

위기 중에서 가열 탈지한 후, Ar 분위기 중에서 1400∼1800℃ 정도로 소성을 행할 수 있다. 소성에는, 통상적으로 단일 가

마나 연속로(예컨대, 터널)를 사용하고, 여기서 탈지 및 소성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이들 하니컴 세그먼트를 전술한 접합재를 이용하여 서로 접합함으로써,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접합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니컴 구조체를 필터, 특히 DPF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면이 체크 무늬 형상을 나타내도록, 인접하는 셀의 반

대측으로 되는 단부를 번갈아 밀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봉은, 밀봉을 하지 않는 셀을 마스킹하고, 슬러리 상태의 밀봉

재를 밀봉할 셀 개구부에 도포하여, 건조 후 소성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또한, 하니컴 세그먼트를 서로 접합하여 형성된 하니컴 구조체(접합체)의 외주의 적어도 일부를 필요에 따라 제거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최외측 외주로부터 적어도 2개의 셀의 범위에 존재하는 셀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개

내지 4개의 셀의 범위에 존재하는 셀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여기서, 셀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셀을 형성하는

격벽의 적어도 일부를 제거하여, 격벽에 의해 사방이 완전히 둘러싸이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거는, 예컨대

접합체를 외주에서 연삭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접합체 외주의 적어도 일부를 제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코팅재를 도포하여 하니컴 구조체의 외주벽을

형성한다. 코팅재는 콜로이달 실리카, 콜로이달 알루미나, 세라믹스 섬유 및 세라믹스 입자 중 적어도 1종을 함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세라믹스 입자로는, 예컨대, 탄화규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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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스 입자에 추가로, 코팅재는 콜로이달 실리카 및/또는 콜로이달 알루미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로 세라

믹스 섬유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추가로 무기 바인더를 포함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고, 추가로 유기 바인더

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들 원료에 물 등의 액체 성분을 첨가하여 슬러리 상태로 되게 하고, 이것을 코팅재로

서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코팅재를 도포한 후, 가열 등에 의해 건조시키면,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를 얻을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를 참고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니컴 세그먼트의 제조)

원료로서, 표 1에 나타낸 평균 입경을 갖는 탄화규소(SiC) 분말과 금속규소(Si) 분말을 80:20의 (질량비)로 혼합하고, 이것

에, 조공재(造孔材)로서 폴리메타크릴산메틸, 메틸셀룰로오스 및 히드록시프로폭실 메틸셀룰로오스를 첨가하고, 추가로

계면 활성제와 물을 첨가하여, 가소성의 배토를 제조하였다. 이 배토를 압출 성형하고, 마이크로파 및 열풍으로 건조시킴

으로써, 격벽의 두께가 380 ㎛이고, 셀 밀도가 약 31.0 셀/㎠(200 셀/평방 인치)이며, 단면이 한변 35 ㎜의 정사각형이고,

길이가 152 ㎜인 성형체를 얻었다. 이 성형체의 단면이 체크 무늬 형상을 나타내도록, 인접하는 셀의 반대측으로 되는 단

부를 성형체와 동일한 재료로 번갈아 밀봉하여 건조시킨 후, 대기 분위기 중에서 약 400℃에서 탈지하였다. 계속해서, Ar

불활성 분위기 중에서 약 1450℃에서 소성하여, 규소-탄화규소계 복합 재료로 이루어지는 3 종류의 하니컴 세그먼트(하

니컴 세그먼트 A∼C)를 얻었다. 또한, 각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의 표면 거칠기 Ra(㎛)를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1에 나타

낸다. 또한, 표면 거칠기 Ra(㎛)는 ISO 4287/1에 의해 측정한 산술 평균 거칠기를 의미하고, 이 값은 표면 요철의 평균선

으로부터의 절대치 편차의 평균치로서 산출한 값이다.

[표 1]

(접합재의 조제)

접합재에 배합하는 무기 입자로서, 표 2에 나타내는 2 종류의 탄화규소(SiC) 분말(탄화규소 분말 a, b)을 준비했다. 또한,

표 2에 있어서「10% 직경(㎛)」,「50% 직경(㎛)」,「90% 직경(㎛)」은, 탄화규소(SiC) 분말의 입도 분포에 있어서, 입자

가 작은 측으로부터, 그 갯수가 10%, 50%, 90%의 빈도에 대응하는 입경(㎛)을 의미한다.

표 2에 나타내는 탄화규소(SiC) 분말과, 섬유 직경의 평균치가 7 ㎛이고 섬유 길이의 평균치가 20 ㎛인 알루미노실리케이

트 섬유와, 실리카 겔(40 질량% 수용액) 및 점토를 표 3에 나타내는 조성으로 혼합하는 동시에 물을 첨가하고, 믹서를 이

용하여 30분간 반죽하여, 7 종류의 접합재(접합재 ①∼⑦)를 조제했다. 또한, 표 3에는 그 입경(㎛)이 상기 하니컴 세그먼

트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 (표 1)의 1.1배 이상인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질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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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니컴 구조체의 제조)

접합재에 의해 형성되는 접합층의 두께를 1 ㎜로 하여 복수 개의 하니컴 세그먼트(A∼C)를 각각 접합한 후, 200℃에서 5

시간 건조하여, 하니컴 구조체를 얻었다(실시예 1∼15, 비교예 1∼6). 또한,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

의 면적은 각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의 전체 면적의 90%로 하였다. 하니컴 세그먼트 A∼C와 접합재 ①∼⑦의 조합, 대경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질량%)을 표 4에 나타낸다.

(접합 강도의 측정)

실시예 1∼15, 비교예 1∼6의 각 하니컴 구조체로부터 소정의 강도 시험용 샘플을 잘라내어, JIS R1601에 따라 3점 굽힘

접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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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가)

표 4에 도시하는 결과로부터 명백하듯이, 입경이 하니컴 세그먼트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의 1.1배 이상인 무기 입자

(대경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30 질량%를 초과하면, 30 질량%를 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접

합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대경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적을수록, 접합 강도가 높은 값을 나

타내는 것이 명백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우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하니컴 구조체는, 이 구조체를 구성하는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을 서로 접합하는 접합

재에 있어서, 입경(㎛)이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에 대하여 소정의 크기 이상인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소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하니컴 세그먼트를 이들의 기공 직경 및 기공율 등의 물리적 특성에 상관

없이, 접합재에 의해 서로 강고히 접합하여 일체화하고 있다. 또한, 외벽의 표면 거칠기 조정을 위한 특별한 작업이 불필요

하여 매우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격벽에 의해 구획되고 유체의 유로로서 작용하는 복수 개의 셀을 포함하는 셀 구조체와, 이 셀 구조체의 외주에 마련되는

외벽을 구비하는 복수 개의 하니컴 세그먼트를, 접합재로 이루어진 접합층에 의해 상기 세그먼트의 외벽에서 접합하여 일

체화한 하니컴 구조체로서,

상기 접합재는, 입경(㎛)이 상기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의 1.1배 이상인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이 상기 접합재 전

체에 대하여 30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인 하니컴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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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재는, 입경(㎛)이 상기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의 1.1배 이상인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

이 상기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15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인 하니컴 구조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재는, 입경(㎛)이 상기 외벽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의 1.1배 이상인 무기 입자의 함유 비율

이 상기 접합재 전체에 대하여 5 질량%를 초과하지 않는 것인 하니컴 구조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재는 무기 섬유와 콜로이드형 산화물을 포함하는 것인 하니컴 구조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섬유는 직경 방향 길이의 평균치가 1∼20 ㎛이고, 축방향 길이의 평균치가 10∼100 ㎛인 것인

하니컴 구조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니컴 세그먼트는 탄화규소(SiC)로 구성되거나, 상기 탄화규소(SiC)를 골재로 하고 규소(Si)를 결

합재로 하여 형성된 규소-탄화규소계 복합 재료로 구성되는 것인 하니컴 구조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층의 두께는 0.5∼3 ㎜인 것인 하니컴 구조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벽에 있어서 상기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상기 외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인 하니컴 구조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에 있어서 상기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상기 각 하니컴 세그먼트

의 외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인 하니컴 구조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상기 외벽에 있어서 상기 접합층이 형성된 부분의 면적은 다른 하니컴 세그먼

트와 접합된 각 하니컴 세그먼트의 외벽(접합 외벽)의 면적에 대하여 70% 이상인 것인 하니컴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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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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