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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중합체 발포체 제조에 있어서, 폴리플루오로카본 발포제의 용도, 구체적으로는 식품 포장 및 
식품 서비스용 폴리스티렌 발포체 제조에 있어서 1,1-디플루오로메탄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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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1-디플루오로에탄을 함유하는 폴리스티렌 발포체 및 제조 방법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발포제 조성물 및 중합체 발포체(foam), 구체적으로는 스티렌계 또는 에틸렌계 발포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폴리스티렌과 같은 스티렌계 중합체로 제조된 열가소성 발포체는 다양한 용도를 가지며, 특히 식품 포장 
및 식품 서비스용으로 사용된다. 폴리스티렌 발포체가 식품용으로서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한 열쇄는 발
포체가 포장 또는 서어브하고자 하는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기포로부터 확산되어 공기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체되는 발포체 조성물을 발포체를 형성시키는 동안에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폴리스티렌 발포체는 휘발성 발포제와 스티렌계 수지를, 수지를 가소화시키고 수지 발포제 
조성물을 미발포 상태로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조절된 온도 및 압력 하에서 혼합함으로써 제조된다. 이어
서, 수지 및 발포제와, 경우에 따라서는 핵생성제의 용융 혼합물을 환형 다이를 통해 보다 낮은 온도 및 
압력 영역으로 압출시킨다. 압출 조건이 최적일 경우, 경질의 독립 기포형 발포체(closed cell foam)의 
튜브가 제조될 것이다.

이 튜브는 통상적으로 보다 큰 직경의 맨드렐(mandrel) 상에서 신장시킨다. 신장은 보다 큰 발포체 튜브
를 얻게할 뿐만 아니라, 그 발포체를 배향시키고 보강 내지는 강화시킨다.

이어서, 튜브를 절개함으로써 1개 이상의 평평한 시트를 형성한다. 이 시트(들)는 통상적으로 큰 롤 형태
로 저장되고, 적어도 24시간 동안 숙성시킨다. 이 숙성 과정은 후속되는 열성형 작업 중에 후발포(post 
expansion)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

후발포는 열성형기 오븐 내에서 가열함에 따라 발포체가 팽윤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발포는 공기 및 발
포제의 발포체의 기포 벽을 통한 상이한 침투 속도의 결과이다. 압출 단계에서 발포체가 다이를 빠져나옴
에 따라, 발포제를 함유한 기포는 기포 내압과 기포 외부의 대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팽창하려는 경향이 
있다.

숙성 기간 동안에, 공기는 빠르게 기포에 침투하지만, 공기보다 큰 치수의 분자를 갖는 발포제는 상대적
으로 느리게 침출한다. 그 결과, 숙성하는 동안에 기포의 가스압이 증가한다. 가스압은 1 기압에서 약 2
기압으로 증가한다. 이어서, 발포체를 가열 및 연화시킬 때, 이 증가된 가스압은 발포된 생성물이 더욱 
발포하는 즉, 후발포하는 원인이 된다.

종래에는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이 폴리스티렌 발포체 제조시 발포제로 선택되었다.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바람직하지 않은 오존 감손 포텐셜(ODP) 및 식품 포장 및 식품 서비스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
체 발포제로서의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의 불허성 때문에, 발포체의 발포제로서 CFC-12의 단계적 
철수가 계획됨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발포제가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탄화수소 발포제는 0 ODP를 갖
지만, 광화학적으로 환원성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로 분류되어 그의 사용이 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식품 용기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ODP가 0이고, 실질적으로 광화학적 반응성이 없으며, 최종 발포 제품으로부터 실질적으
로 완전히 확산되도록 처리될 수 있으며, 제품중에 미량 잔류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이어서 발포 제품중
에 서어브되거나 함유된 식품의 한 성분으로 간주되지 않을 만큼 적은 양으로 잔류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플라스티렌 등과 같은 열가소성 중합체용 발포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중합체 발포체의 제조, 구체적으로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스티렌 등과 같은 
열가소성 조성물의 발포체 제조에 상기 발포제를 사용하기 위한 실시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폴리플루오로카본 발포제 즉,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을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20 중량% 이하의 양으로 함유하는 발포체 형성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중합체 발포체 제품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질소, 이산화탄소, 기타 불활성 가스, 탄화수소 및 화학 발포제를 상기 폴리플루오로
카본 발포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최종 중합체 발포체 제품의 특징은 발포체의 기포가 폴리플루오로카본 발포제를 실질적으로 거
의 함유하지 않는다는 점, 즉, 2-30 ppm, 바람직하게는 2-6 ppm의 양으로 함유한다는 점이다. 발포체의 
기포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공기로 채워지기 때문에, 제조된 발포체는 식품 접촉용으로 적합하게 된다. 발
포체 중에 잔류하는 1,1-디플로오로에탄의 양은, 측정가능할지라도 (2-6 ppm의 바람직한 양으로 존재할지
라도), 식품에 영향을 미치거나, 식품의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기에는 불충분하다.

폴리스티렌 포장용 발포체에 있어서 HFC-152a를 선호하는 것은 하기 4가지 특성에 근거한다.

1. 낮은 환경적 충격 : 0 ODP, 매우 낮은 HGWP(할로카본 지구 온난화 포텐셜) 또는 온실 효과. 반응성이 
무시할 만 하여 오존에 대한 국가 대기 품질기준(NAAQ'S)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이행 계획(SIP'S) 하의 
규제가 면제될 수 있는 유기 화합물의 목록에 부가됨;

2. 낮은 분자량 : 기존의 발포체와 유사한 도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은 양의 HFC-152a가 요구됨;

3. 파운드 당 낮은 원가; 및

4. 발포체로부터 신속한 확산 : 식품 서비스 및 식품 포장용에 필수적임.

또한, 본 발명은 스티렌계 수지 및 폴리플루오로카본 발포제 조성물의 혼합물을 발포시켜 스티렌계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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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제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발포제 조성물의 사용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
시태양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압출기 중에서 스티렌계 수지를 가열하여, 용융 수지를 제조하고, 용융 수
지에 혼합물의 발포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압력 하에서 HFC-152a로 이루어진 발포제를 도입하여 가소화된 
혼합물을 제조하고, 이 혼합물을 다이를 통해, 압출물을 발포시켜 스티렌계 발포체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온도 및 압력을 갖는 영역으로 압출시킴으로써 스티렌계 발포체를 제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포장용 발포체는 물의 첨가없이, 바람직하게는 물 부재 하에 제조되어야 한다. 폴리스티렌 발포체 제조시 
물의 사용은 얻어진 발포체 제품에 허용될 수 없는 큰 공극(증기 포켓)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것은 이들 중합체 중에서 물의 용해도가 불량하기 때문이라 믿어진다. 그러나, 적당한 가용화제 또는 분
산제(알콜, 글리콜, 계면 활성제 등)를 또한 사용하면, 소량의 물(1-4 중량%)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발포체를 제조함에 있어서, 스티렌계 수지에 핵생성제를 첨가하는 것이 종종 바람
직할 수 있다. 이러한 핵생성제는 주로 발포체 중의 기포 계수를 증가시키고 기포 크기를 감소시키는 작
용을 하며, 수지 100 중량 당 약 0.1 내지 약 4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탈크, 중탄산나트
륨/시트르산, CO2 기체, 칼슘 실리케이트 등이 기포 크기를 감소시키는데 적합한 핵생성제이다. 탈크는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함에 이어서 바람직한 핵생성제 성분이다. 또한, 스티렌계 발포체의 최종 용도에 따라 
다른 각종 첨가제, 예를 들면, 난연제, 농후안료, 안정화제, 산화 방지제, 윤활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발포제 조성물을 사용하여 약 0.10 내지 약 10.2cm(약 0.04 내지 약 4.0 인치)의 두
께를 갖는 스티렌계 발포체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포장용  발포체는  어느  곳이나  0.10  내지  0.508cm(0.04  내지  0.200  인치)인  반면에,  절연  발포체는 
10.2cm(4.0 인치) 또는 그 이상 두꺼울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방법에서, 스티렌계 발포체는 1종 
이상의 중합가능한 알케닐 방향족 화합물의 고상 중합체 또는 이런 중합체의 상용성 혼합물을 의미하는 
스티렌계 수지로부터 제조된다. 이런 알케닐 방향족 화합물은 하기 일반식을 갖는다.

식 중, R1은 벤젠 또는 치환된 벤젠 계열 방향족 탄화수소기이고, R2는 수소 또는 메틸기이다. 이러한 알

케닐 방향족 화합물의 예로서는 스티렌, 알파-메틸 스티렌, 오르토-메틸 스티렌, 메타-메틸 스티렌, 파라
-메틸 스티렌 등이 있다. 또한, 1종 이상의 이러한 알케닐 방향족 화합물과 일정량의 다른 중합가능한 화
합물, 예를 들면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아크릴로니트릴, 말레산 무수물 및 아크릴산 등과의 고상공중합
체도 본 발명에 사용가능하다. 바람직한 스티렌계 수지는 각종 공급원으로부터 쉽게 입수할 수 있는 폴리
스티렌 단일중합체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스티렌계 수지를 발포제 조성물과 혼합하고, 이어서 생성된 혼합물을 발포시킨다. 
발포는 바람직하기로는 압출기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스티렌계 중합체를 압출기에서 약 400°내지 450℉
로 가열하여 용융 중합체를 제조하고, 이어서 압출기에 발포제를 도입하여 생성된 가소화 혼합물이 발포
되지는 않으나 그의 점도가 감소하는 압력 하에서 용융 중합체와 혼합시킨다. 이어서, 혼합물을 냉각시킨
다. 냉각은 압출전에 혼합물의 점도 및 용융 강도를 증가시킨다. 이어서, 혼합물을 통상적으로 약 300℉
로 조절된 온도의 소정 형태의 다이를 통하여 압출시키면, 압출기 외부의 감압으로 인해 압출물이 발포한
다.

스티렌계 수지 및 발포제 혼합물이 발포하지 않을 온도 및 압력 조건은 사용된 특정 스티렌계 수지에 의
존하게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약 240℉ 내지 440℉의 온도 및 약 41 atm(600 psig) 이상의 압력이 될 것
이다.

압출물이 발포하게 되는 온도 및 압력 조건은 또한 사용된 바로 그 스티렌계 수지에 의존하게 되며, 일반
적으로 약 240℉ 내지 440℉로서 유사한 온도이나, 압력은 보다 낮은 압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압
출 공정에 걸쳐서 온도가 정확히 조절될수록, 보다 균일한 발포체가 생성된다.

용융 가소화는 특정 폴리플루오로카본 발포체 조성물, 존재하는 핵생성제 또는 기타 첨가제(들)의 양 및 
종류, 사용된 특정 스티렌계 수지 또는 혼합물, 수지(들)의 Tg, 압출기의 온도 및 압력과, 압출 속도의 
선택에 의해 조절된다. 또한, 사용된 성형 수단은 중합체의 배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발포제는 임의의 바람직한 방식, 바람직하게는 발포체 조성물의 스트
림을 압출기 중의 용융 스티렌계 수지에 직접 주입시킴으로써 스티렌계 수지에 첨가할 수 있다. 발포제는 
발포제와 스티렌계 수지 물질이 다이로부터 압출되기 전에 스티렌계 수지와 충분히 혼합되어야 한다. 이
것은 균일한 도 및 기포 구조를 갖는 발포제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용융 수지 및 발포제 조성물로 이루어진 혼합물은 발포체 형성 및 발포가 일어나는 발포 영역으로 압출된
다. 압출 장치로는 폴리스티렌계 조성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압출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단축 압출기 또는 다축 압출기가 사용될 수 있다. 중합체의 연화 및 발포제와의 혼합은 혼합물을 압출 다
이에 이송시키는 기능도 하는 스크류(들)의 날개 사이에서 중합체가 요동치는 동안 일어난다. 스크류의 
속도 및 압출기의 통(barrel) 온도는 적당한 혼합 및 연화는 달성할 수 있으나, 너무 높아서 처리되고 있
는 조성물이 분해되어서는 않된다.

발포체는 제조된 형태로 사용되거나, 다른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열 및 압력을 가하여 다른 모양으로 성
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크기 및 모양의 성형품으로 기계로 만들거나 성형할 수 있다. 기포내에 
폴리플루오로카본이  실질적으로  보유되는  이  시점에서  제조된  스티렌계  발포체는  절연  재료로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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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서비스 및 식품 포장용으로서 유용한 발포체에 대해서는 초기 발포 영역 또는 단계로부터 제조된 관
형  발포  제품이  보다  큰  직경의  맨드렐상에  공급되어  어느  곳이나  원래  직경의  1.2  내지  약  5배 
신장된다.

신장시킨 후에, 튜브를 절개하여 평평한 시트를 형성한다. 평평한 시트는 롤에 저장된다. 이 롤은 적어도 
약 24시간, 그러나 통상 2주 미만의 기간, 즉 공기가 발포체의 기포벽을 통해 침투하기에 충분하지만, 발
포된 시트가 롤에 저장되기 때문에 폴리플루오로카본 발포제의 실질적인 양이 확산되어 나오기에는 불충
분한 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숙성시킨다. 그 결과, 기포내의 가스압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공정의 최종 
단계에서 발포된 제품을 가열 및 연화시킬 때, 이 증가된 가스압은 발포된 제품이 추가로 발포하는, 후발
포하는 원인이 된다. 이어서, 폴리플루오로카본은 최종 발포 제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완전히 확산되어 
공기로 대치된다.

하기 실시예는 바람직한 폴리플루오로카본 발포제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발포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예
시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예 1]

이 실시예에서는, 발포제로서 HFC-152a를 사용하여 폴리스티렌 발포체 시트를 제조하고 대조' 발포제로서 
HCFC-22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사 제품과 비교하였다.

HFC-152a는 아주 효과적인 발포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HFC-152a는 유사한 도의 폴리스티렌 발포체를 얻
는데 있어서 대조 발포제 보다 약 25% 더 적게 필요하였다.

HFC-152a로 제조한 발포체 시트의 후발포 특성은 대조 발포제로 제조한 발포체보다 우수하였다.

HFC-152a를 사용한 폴리스티렌 발포체 시트는 우수한 품질의 계란 판지 상자 및 햄버거 용기로 열성형하
였다.

비교 시험(HFC-152a와 대조 발포제)을 통상적인 탄뎀(tandem) 압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발포
체를 환형 다이를 통해 압출하고, 다이 직경의 약 4배의 직경을 갖는 맨드렐 상에서 신장시키고, 절개하
여 하나의 시트를 제조하였다.

대조 발포제를 사용하여 압출 시스템을 시작하였다. 약 25분 후에, HFC-152a를 질소로 압축된 실린더로부
터 도입하였다.

하기 표 1은 HFC-152a 및 대조 발포제를 사용한 데이타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이 시험에서 HFC-152a를 사용하여 제조한 발포체 시트는 7, 14, 21 및 28일의 숙성 후에 성공적으로 열성
형되었으나, 대조예는 21일 후에 허용되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실패하였다.

[실시예 2]

하기 표 2에서는, HFC-152a의 중요한 특성을 CFC-12 및 HCFC-22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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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오존  감손  포텐셜(ODP)은  성층권  오존  파괴에  대한  할로카본  수의  상대적인  효율  [위에블스(D.J. 
Wuebles), Lawrence Livermore Laboratory report UCID-18924, (1981, 1)] 및 클로로카본 방출 시나리오 
: 성층권 오존에 대한 잠재적 충격 [위에블스(D.J. Wuebles), Journal Geophysics Research, 88, 1433-
1443(1983)]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기본적으로, ODP는 1.0으로 고정시킨 CFCl, (CFC-11)의 동일한 방출 속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ODP와 비
교하여, 특정 시약의 방출 결과로서 얻어지는 성층권에서의 계산된 오존 감소의 비율이다. 오존 감소는 
염소 또는 브롬을 함유한 화합물이 대류권을 통해 성층권으로 이동하고, 이 성층권에서 이들 화합물이 
UV-복사에 의해 염소 또는 브롬 원자로 광분해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 원자들은, 산소 분
자(O) 및 [ClO] 또는 [BrO] 라디칼이 형성되고, 이들 라디칼이 O의 UV-복사에 의해 형성된 산소 원자와 
반응하여 염소 또는 브롬 원자 및 산소분자를 재 형성하고, 이어서 재 형성된 염소 또는 브롬 원자가 추
가로 오존을 파괴하는 등, 이 라디칼들이 최종적으로 성층권으로부터 제거될 때까지 순환하는 순환 반응
에서, 오존(O) 분자를 파괴할 것이다. 1개의 염소 원자가 10,000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할 것으로 산정된
다.

또한, 오존 감손 포텐셜은 몇몇 브롬화된 메탄 및 에탄의 UV 흡수 단면(Ultraviolet Absorption Cross-
Sections of Several Brominated Methanes and Ethanes) 몰리나(L.T. Molina), 몰리나(M.J. Molina) 및 
로우랜드(F.S.  Rowland),  J.  Phys.  Chem.  86,  2672-2676(1982);  비엔스(Bivens)  등,  미합중국 특허 제 
4,810,403; 및 성층권 오존의 과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 of Stratospheric Ozone) : 1989 U.N. 
환경 계획(1989. 8. 21)에 논의되어 있다.

U.N. 환경 계획이 지원한 성층권 오존의 과학적 평가 : 1989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구 온난화 포텐
셜(GWP)을 측정하였다.

또한 온실 효과로 공지된 GWP는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GWP는 특정 시약의 대기 중에서의 수명 
및 적외선 분광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그의 몰 당 적외선 단면적 또는 적외선 흡수 강도에 근거한 파라미
터들을 결합시킨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일반적인 정의는

을 CFCl3에 대한 파라미터들의 동일비로 나눈 값이다.

[실시예 3]

폴리스티렌에 상대적인 HFC-152a의 침투 및 확산 특성을 이 실시예에서 결정하였다.

제1도에서, HFC-152a의 침투 계수를 20℃ 내지 160℃에서 CFC-12, HCFC-142b, HCFC-22, 및 질소에 대한 
계수와 비교한다.

제2도에서, 폴리스티렌 필름을 통한 HFC-152a에 대한 침투 속도가 20℃ 내지 100℃에서 전 필름에 대한 
다양한 압력 강하에 대해 도시된다.

제3도에서는, 폴리스티렌으로의 HFC-152a의 확산 계수가 20℃ 내지 160℃의 다양한 온도에서 도시된다.

ASTM D1434-82, 플라스틱 필름의 기체 침투 특징 결정 및 시팅에 대한 표준 방법의 변형에 의해 침투 시
허을 수행하였다. 이 변형된 과정이 중합체 필름을 통한 플루오로카본의 확산 및 침투 특징의 연구로 명
명된 1988년 2월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 소재 위드너 대학의 무크헤리(P.S. Mukherjee)의 화학 공학 석사 
학위 논문에 기재되어 있다 :

(1) 바버-콜만 프레스(Barber-Coleman press)를 사용하여, 폴리스티렌 시료(펠렛임) 30g을 15-20 mil 두
께의 6×6 필름 시트로 압축시켰다.

(2) 원판(15-20 mil 두께)을 6×6 필름 시트로부터 절단하였다. 각 시트로부터 47mm 지름의 5개 원판을 
제조하였다. A-2 유형 강철(경화강)로 제조한 다이 펀치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원판을 절단하거나 각인하
였다.

(3) 모든 시험을 침투 기포의 고압쪽 및 저압쪽 사이 1.4 atm(20 psia) 압력차에서 실시하였다.

(4) 각 폴리스티렌/가스 배합에 대한 시험을 최소한 5℃에서 실시하면서, 침투 시험을 20℃ 내지 16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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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하였다.

다른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하기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식 중, P는 침투 계수이고, T는 。K(C + 273.2)이고, A 및 B는 하기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한 침투 계수로
부터 결정된 상수이다.

(5) 침투 속도는 1cm 두께 필름과 전 필름에 대한 0.068 atm(1.0 psia) 압력강하에 의한 1㎠에 근거한다.

침투  계수(P)를  얻기  위해,  표준  침투  방정식을  사용한다.  그것은  피크(Fick)의  확산  법칙  및 헨리
(Henry)의 용해도 법칙에 근거한다.

시간 축에 대한 침투 연구에서 얻은 저압 대 시간의 직선 플롯을 외삽하여 각 시험 온도에 대한 침투 계
수를 결정하였다. 본 명세서에 지체 시간으로 언급된 시간을 하기 방정식에 의해 확산 계수를 얻는데 사
용한다.

식 중,

D = 확산 계수, ㎠/sec

x = 플라스틱 필름 두께, cm

t = 지체 시간, 초

도면에 나타난 데이타를 근거로 하면, HFC-152a가 플라스티렌에 대한 HCFC-22와 유사한 침투 특성을 나타
냄이 명백하다.  HFC-152a에  대한 침투 계수는 HCFC-22와  거의 동일하나 확산 계수는 상이하다. 20°-
100℃ 영역에서 HFC-152a에 대한 확산 계수는 HCFC-22에 대한 계수에 비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폴리스티렌에 상대적인 두 화합물 사이의 용해도 차이의 지표이다.

상술은 HFC-152a가 식품 서비스 및 식품 포장 용기용 발포 폴리스티렌 시트용으로 양호한 물질임을 나타
낸다. 잔류 발포제가 중합체 안이 아니라 기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발포제(HCFC-22보다 양호함)는 발포
체로부터 쉽게 침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효과적인 후발포를 제공한다.

[실시예 4 및 5]

이들 실시에에서, 4.5 인치/6 인치 탄뎀 압출 라인, 10g/100 평방 인치(실시예 4), 17g/100 평방 인치(실
시예 5)를 사용하여 두 상이한 발포체 시트를 제조하였다.

제조 및 시험 데이타가 표 4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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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시예 6]

이 실시예에서는, 4.5 인치/6 인치 탄뎀 압출계를 사용하여 93중량%의 폴리스티렌 펠렛, 3 내지 5 중량%
의 HFC-152a 및 4 중량%의 핵생성제(탈크)의 원료 조성물로 폴리스티렌 발포체 시트를 제조하였다.

시간 당 플라스틱 약 1,000 파운드의 속도로 50 내지 300  두께로 폴리스티렌 시트를 전형적으로 압출
시켰다. 전형적인 압출기 조건은 136 내지 272 atm(2,000 내지 4,000 psi) 및 200 내지 400℃이었다. 이 
범위는 4.5 대 6 압출기의 단면에서 상이한 조건을 반영할 만큼 넓은 것이다. 공급 원료 중의 HFC-152a의 
농도는 소정의 두께에 의존하여 변할 것이다(보다 두꺼운 제품일수록 보다 많은 양의 HFC-152a를 필요로 
함).

일단 폴리스티렌을 압출시킨 후에, 전형적으로 3일 내지 2주일간 숙성시켰다. 이 시간 동안, 폴리스티렌
을 창고에서 롤 형태로 저장하였다. 이 시간에 약간의 HFC-152a가 발포체로부터 침출되나, 상대적으로 느
린 속도로 침출되었다.

저장 후에, 발포체의 롤을 열성형하고, 목적 유형의 최종 제품(예를 들면, 클램쉘 용기, 접시 등)을 제조
하였다. 열성형 동안의 HFC-152a의 침투 속도는 저장기간 동안 보다 훨씬 더 컸다.

열성형 후에,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때까지 제품을 저장하였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전형적으로, 열성
형 후에 약 6주 동안 숙성시켰다. 이 시점에서 발포체 중의 HFC-152a의 농도는 20 내지 30ppm이었다. 한 
시험에서, HFC-152a의 농도는 열성형 6주 후에 ±3.5%의 정 도로 28ppm이었다.

특히, HFC-152a의 손실 및 폴리스티렌 발포체(햄버거 클램쉘 용기) 중의 HFC-152a에 대한 측정 한계를 사
용 및 폐기시까지 측정하였다. 전형적으로, 클램쉘 용기는 압출로부터 8주(열성형으로부터 6주) 후에 사
용(폐기)하였다. 이 시점에서, 28ppm ± 3.5%의 HFC-152a가 여전히 발포체에 잔류하였다.

시간의 함수로서 햄버거 클램쉘 중의 HFC-152a의 잔류 농도를 하기 표 5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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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열성형 일로부터 열성형 2주 전에 제조한 폴리스티렌 발포체.

** 분석 방법의 정 도는 ±3.5%이었다.

*** 클램쉘 용기는 전형적으로 8주(열성형으로부터 6주) 후에 사용(폐기)하였다.

발포체 중에 잔류하는 HFC-152a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 파인트 들이 마슨(Mason) 병에 평평하게 놓
일 수 있도록 클램쉘을 평평한 조각으로 절단하여, 발포체 조각 5.0 그램을 칭량하여 병에 넣었다. 병에 
디부틸 프탈레이트(50 mil)를 첨가하고 발포체가 용해되도록 병을 24시간 동안 따로 방치하였다. 다음에, 
이 계를 65℃로 평형시켰다. 기  주사기로 1 리리터 헤드스페이스(head space)(가스) 시료를 취하여 
포라팍 QS-60/80 메쉬 패킹(Porapak QS 60/80 mesh packing)을 사용하는 휴렛 패카드 5890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에 주입하였다. 헤드스페이스중의 HFC-152a의 양을 검정 곡선과 비교하여 피크 면적을 플롯함으로
써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발포체 시료 중의 HFC-152a의 양을 계산하였다. 모든 시료를 2중으로 실행하
였다. 분석 정 도는 약 0.5ppm의 검출 하한에서 ±3.5%이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본질적으로 폴리스티렌, 및 조성물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20중량% 이하의 1,1-디플루오로에탄으로 이루
어진 발포체 형성 조성물로부터 제조되고, 두께가 약 0.10 내지 약 10.2cm(약 0.04 내지 약 4인치)이며, 
2 내지 30ppm의 1,1-디플루오로에탄을 함유하는 독립 기포형 중합체 발포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2 내지 6ppm의 1,1-디플루오로에탄을 함유하는 독립기포형 중합체 발포체.

청구항 3 

폴리스티렌 수지를 용융 중합체를 얻기에 충분한 온도로 가열하고, 발포제로서 1,1-디플루오로에탄을 상
기 용융 중합체에 첨가하고 혼합하여 가소화된 혼합물을 얻고, 이 혼합물을 가소화된 혼합물이 발포하지 
않는 압력 하에서, 가소하된 혼합물이 발포하지 않는 온도로 가열하고, 이어서 혼합물의 온도를 강하시켜 
혼합물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가소화된 혼합물을 발포되기 충분한 온도 및 압력을 갖는 영역으로 압출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 기포형 중합체 발포체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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