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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펄프 제조시 발생된 흑액을 이용한 염료, 시멘트 및레미콘용 분산제 제조와 사용방법

요약

본 발명은 펄프 제조 공정시 발생되는 흑액(Black Liquor)을 이용해서 약품 처리하여 분산 염료용 분산제, 시멘트, 레

미콘 품질 향상 및 균일화를 위한 분산제 제조 및 사용을 위한 발명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목편, 증해공정, 세척공정, 정선공정, 표백공정, 건조공정, 증발공정, 회수 보일러, 가성화 공정, 석회 소성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펄프 제조 공정도.

도 2는 본 발명 염료, 시멘트 및 레미콘용 분산제 제조 공정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A : 목편 1-B : 증해공정 1-C : 세척공정

1-D : 정선공정 1-E : 표백공정 1-F : 건조공정

1-G : 제품(Pulp)

2-A : 흑액(Black Liquor) 저장조 2-B : 산, 알카리(pH) 조정조

2-C : 농도 조정조 2-D : 방부제 투입조

2-E : 건조공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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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폴리에스터, 아세테이드, 나이론을 염색하는 분산염료 제조시 사용되는 분산제와 시멘트 및 레미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분산제 등을 알카리법인 크라프트 펄프 제조시 발생되는 리그닌 축출액인 흑액을 이용하여 

제조하 는 방법이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크라프트 펄프 제조 방법을 대별하면, 목재를 잘게 썰어 목편(Chip)을 만든 뒤 증해액으로 증해공정을 거

치면 나무의 18 ∼ 32%를 차지하는 고분자 물질인 리그닌(목당)이 녹아 나오고 셀루로우스 등이 남게 된다. 이때 리

그닌 함유 축출액을 흑액(Black Liquor)이라 하며 이는 이미 증해액으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분산제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추가 공정을 거치지 않고 태워서 열원과 증발 잔류 약품을 회수하여 증해액으로 재이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이 흑액을 필요에 따라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소다등으로 탈색과 묽은 황산 및 연한 기타 산

으로 필요한 산, 알카리 수준을 조정하고 증발 및 수분 첨가로 필요한 수준의 농도를 조정한 뒤 분산제 자체가 목당인

관계로 외부 박테리아에 의해 장기 방치시 부패되어 분산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방부제를 중량대비 0.1 ∼ 1% 첨가

하여 사용한다.

<제 1실시예>
분산 염료용, 시멘트 및 레미콘 품질 향상용 분산제 제조방법

제 2도는 분산제 제조 공정이며 알카리크라프트법에 의해 발생된 흑액을 저장조(2-A)에 저장한 뒤 필요에 따라 알카

리 조정조(2-B)에서 온도를 100℃ 이상 유지시키면서 이산화탄소나 묽은 황산(20% 이하)으로 교반속도 60RPM, 2

∼4시간 동안 pH를 14에서 pH10.5로 조절한다. 다음 30℃∼5℃로 내려 72시간∼148시간 방치하면 염이 석출되어 

밑에 가라앉고 분산제는 상등액으로 남는다. 이를 밑으로 제거하든지, 상등액을 펌프로 분리하여 농도저장조(2-C)로

보내어 이곳에서 수분 증발 및 수분 첨가하여 분산제 농도를 조정하고 방부제 투입조(2-D)로 보내어 온도를 20℃∼3

0℃로 유지하면서 방부제(상품명 TROYSAN174, TROY Co. 등)를 무게대비 1%내 첨가하고 교반속도 60RPM 교반

시간 10분간 유지한 뒤, 필요에 따라 액체 분산제, 건조하여 고체분산제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발명의 효과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알카리 크라프트 제조시 발생된 흑액을 이용하여 온도를 100℃ 이상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나 20% 이하의 황산으로

적가하면서 교반속도 60RPM, 2∼4시간 동안 pH 14에서 pH 10.5로 조절하고 30℃∼5℃로 내려 72∼148시간 방치

한 뒤 염과 상등액 (분산제)를 분리하고 유지온도 20℃∼30℃에서 교반속도 60RPM 교반시간 10분간 방부제(TROY

SAN174, TROY Co. 등)를 무게대비 1% 이내로 투입하여 필요에 따라 액체 분산제, 고체분산제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pH를 조절하기 전 과산화수소, 차염소산소다 등 탈색제로 탈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분산제 제조방

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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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