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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식을 줄이기 위한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부식 미터를 이용하여 글라스 성형 라인을 위한 세척수 시스템의 부식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한 파이버 글라스 제조 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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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a) 폴리아크릴 산 폴리머 또는 코폴리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폴리머 결합제, 물 및 무기산(mineral acid)을 포함하

는, pH가 4 이하인 공급류(feed stream)를 포함하는 글라스 파이버 결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b) 성형 챔버 내에서 공급류를 글라스 파이버에 스프레이하는 단계;

(c)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공정 라인을 포함하며 세척수 공정 라인을 통하여 성형 챔버로부터 재순환된 물을 받는 세척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d)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세척수를 수집하는 단계;

(e) 부식 미터 프로브를 위치시켜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에 이르는 세척수 라인, 상기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로부터 연장되

는 세척수 라인 또는 상기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의 내부 중 적어도 한 곳에서의 부식 속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f) 부식 미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점 이상의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세척수에 염기를 첨가하는 제 1 컨트롤러를 제공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염기는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라인을 따라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인트에서 첨가되거나,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첨가되며, 또는 세척수 라인 및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함께 첨가되는, 글라스 파이버 제조

공정에서의 부식 감소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부식 미터 설정점은 10 밀(mils)/년(year)인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부식 미터 설정점은 4 밀/년인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부식 미터 설정점은 2 밀/년인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g) 적어도 하나의 제 2 제어기를 제공하며, 제 2 공급류에 대한 베이스의 유속을 유속 설정 속도로 제어하기 위하여 제 2

제어기를 사용하는 단계; 및

(h) 부식 미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점을 초과하는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제 2 제어기의 설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

1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금속 희생 애노드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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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세척수에 아연 화합물을 첨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세척수를 유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희생 애노드는 아연,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금속으로 제조된 방법.

청구항 10.

(a) 적어도 하나의 폴리아크릴 산 폴리머 또는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결합제, 물 및 무기산(mineral acid)을 포함하는, pH가

4 이하인 공급류(feed stream)를 포함하는 글라스 파이버 결합 시스템;

(b) 공급류를 글라스 파이버 상에 스프레이하기 위한 성형 챔버;

(c)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공정 라인을 포함하며 세척수 공정 라인을 통하여 성형 챔버로부터 재순환된 물을 받는 세척수

시스템;

(d) 세척수를 수집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e)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에 이르는 세척수 라인, 상기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로부터 연장되는 세척수 라인 또는 상기 세척

수 수집 컨테이너의 내부중 적어도 한 곳에서의 부식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부식 미터 프로브; 및

(f) 부식 미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점 이상의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재순환수에 염기를 첨가하는 제 1 컨트롤러를 포

함하되, 염기는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라인을 따라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인트에서 첨가되거나,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첨가되며, 또는 세척수 라인 및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함께 첨가되는 파이버 글라스 제조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공급류에 대한 염기의 유속을 유속 설정점으로 제어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2 컨트롤러를 더 포함

하며, 제 1 컨트롤러는 부식 미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점을 초과하는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제 2 컨트롤러의 설정점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금속 희생 애노드를 더 포함하는 파이버글라스 제조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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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식 미터(corrosion meter)를 사용하여 글라스 성형 라인을 위한 세척수 시스템의 부식을 줄이기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이용한 파이버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파이버 글라스 산업에서, 희석 결합제 용액이 파이버 글라스 매트 성형 영역 내의 용융된 글라스 파이버 상에 스프레이된

다. 글라스 파이버에 부착되지 않은 과도하게 스프레이된 결합제 용액뿐만 아니라 결합제로 코팅된 파이버 글라스가 파이

버 글라스 매트 성형 영역의 내부 표면 상에서 수집된다. 이 과도한 결합제 및 파이버 글라스는 세척수로 씻겨지며, 재활용

을 위하여 재순환 시스템으로 향한다. 스프레이된 글라스 파이버는 체인 벨트에 의하여 파이버 글라스 매트 성형 영역으로

부터 이송된다. 과도한 결합제 및 코팅된 파이버 글라스는 또한 체인 벨트 상에서 수집되며, 파이버 글라스 매트가 성형 구

역을 벗어난 후에 체인 벨트로부터 제거 분리되어야만 한다. 체인 벨트를 세척하기 위하여 사용된 세척수 또한 수집되어

재순환된다. 결합제 희석의 목적을 위하여 재순환된 세척수 중 적은 일부는 결합제 공급부로 되돌아가 재순환된다. 세척수

시스템의 사용은 파이버 글라스 및 부식성 물질을 함유한 결합제의 축적으로 인한 장비 손상 및 차단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로 인하여 장비 세정, 수리 및 교체와 관련된 가동 중단 시간의 양을 제한한다.

폴리카르복실산 기반 파이버 글라스 결합제 수지는 종종 예를 들어 절연체, 천정 타일(ceiling tiles) 및 다른 건축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을 위하여 글라스 산업에 사용된다. 이 형태의 결합제는 강력한 기계적인 특성, 환경 제어 설비에 관한

감소된 의존(reliance)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점들을 갖는 제품들을 제공한다. 현재 유용한 세척수 시스템들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한 문제점은 폴리카르복실산 결합제 및 결합제를 세척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세척수가 결합제 제거 주기의 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성(acidic)이 된다는 것이다. 이 산성 세척수는 전형적으로 탄소강으로 제조된 세척수 설비를 포함

하는 공정 설비를 부식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설비의 유효 수명이 제한된다. 설비 교체 및 장비 가동 중단 시간으로

인하여 이 결과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부식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 시도들은 성형 및 세척수 설비 내의 탄소강을 스

테인리스강으로 교체해오고 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강 설비는 탄소강으로 제조된 설비보다 고가이다. 다른 제안된 해결

책은 세척수가 성형 설비를 통하여 도입되는 주기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 또한 물 사용 및 폐

수 제거라는 점에서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미국특허출원 공고 제2003/0221457호는 폐루프 세척수 시스템을 사용하

고 세척수 탱크 내의 pH 프로브(probe)가 8.0 이하의 세척수 pH를 가리킬 때 세척수에 염기(base)를 자동적으로 첨가하

여 세척수 pH를 제어함으로써 파이버글라스 절연체를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비 표면의 산 부식을 감소하는 방법을 개

시한다. 세척수의 부식이 오로지 산의 존재 및 세척수의 pH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

은 얼마간은 부식 감소를 위한 특별히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글라스 파이버 제조 공정의 성형 및 세척수 설비 내의 부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가 남아

있다. 본 발명자들은 부식 미터-기반 컨트롤러를 사용한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성형 및 세척수 설비의 부

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다.

본 발명의 제 1 태양은 글라스 파이버 제조 공정에서의 부식 감소 방법이며, 이 방법은 (a) 폴리아크릴 산 폴리머 또는 코폴

리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폴리머 결합제, 물 및 강산(strong acid)을 포함하는, pH가 4 이하인 공급류(feed

stream)를 포함하는 글라스 파이버 결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b) 성형 챔버 내에서 공급류를 글라스 파이버에 스프레

이하는 단계; (c)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공정 라인을 포함하며 세척수 공정 라인을 통하여 성형 챔버로부터 재순환된 물을

받는 세척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d)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세척수를 수집하는 단계; (e) 부식 미

터 프로브를 위치시켜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에 이르는 세척수 라인, 상기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로부터 연장되는 세척수 라

인 또는 상기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의 내부 중 적어도 한 곳에서의 부식 속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f) 부식 미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점 이상의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세척수에 염기를 첨가하는 제 1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염기는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라인을 따라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인트에서 첨가되거나,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

에 첨가되며, 또는 세척수 라인 및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함께 첨가된다.

본 발명의 제 2 태양은 (a) 적어도 하나의 폴리아크릴 산 폴리머 또는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폴리머 결합제, 물 및 강산

(strong acid)을 포함하는, pH가 4 이하인 공급류(feed stream)를 포함하는 글라스 파이버 결합 시스템; (b) 공급류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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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파이버 상에 스프레이하기 위한 성형 챔버; (c)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공정 라인을 포함하며 세척수 공정 라인을 통하

여 성형 챔버로부터 재순환된 물을 받는 세척수 시스템; (d) 세척수를 수집하기 위한 적어도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e) 세

척수 수집 컨테이너에 이르는 세척수 라인, 상기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로부터 연장되는 세척수 라인 또는 상기 세척수 수

집 컨테이너의 내부 중 적어도 한 곳에서의 부식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부식 미터 프로브; 및 (f) 부식 미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점 이상의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재순환수에 염기를 첨가하는 제 1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파이버

글라스 제조 장치이며, 여기서, 염기는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라인을 따라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인트에서 첨가되거나,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첨가되며, 또는 세척수 라인 및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함께 첨가된다.

본 발명은 다른 설비들 중에서 파이버글라스 제조 공정의 공정 설비, 특히 세척수가 이용되는 공정 설비 내에서의 부식의

방지 또는 부식의 감소에 관한 것이다. 세척수와 접촉 상태에 있는 부식 미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점 이상의 부식 속도

를 감지할 때 세척수에 염기를 첨가하기 위하여 컨트롤러를 사용함으로써 부식 방지 또는 부식 감소는 달성된다. 이 방법

은 특히 어떠한 부식의 단일 원인에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식의 원인 또는 예를 들어 여러 요인들 중에 세척수의 전체

화학적 성질(overall chemistry), 공정 설비 내에서의 난류의 유속 또는 정도, 세척수의 산소 함유량, 이물질의 존재, 생물

학적 물질(biological matter), 산화 살생물제 또는 세척수 내의 용해되지 않은 염, 세척수 내의 금속 함량 및 세척수 내의

결합제의 양과 같은 부식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존재에 관계없이 부식 감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본 발명은 공급류를 포함하는 글라스 파이버 결합 시스템을 포함한다. 공급류는 폴리머 결합제, 물 및 강산을 함유하며, 다

른 파이버 글라스 결합제와 함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재료를 함유할 수 있다. 폴리머 결합제는 글라스 파이버를 결

합하기에 적절한, 폴리아크릴산 폴리머 및 코폴리머 기반 결합제를 포함하는 어떠한 결합제일 수 있다. 여기서, "폴리아크

릴산 코폴리머"는 공중합 단위로 아크릴산을 함유하는 코폴리머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코모노머(co-monomer)를 의미한

다. 그 제제 내에서 결합제는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강산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결합제의 예들이 미국특

허 제5,661,213호, 미국특허출원 제11/053,799호 및 미국특허출원공고 제2005-0038193호에 개시되며, 이들은 본 명세

서에 참고로 포함된다.

강산은 예를 들어, 황산과 같은 무기산 또는 예를 들어, 술폰산과 같은 유기산일 수 있다. 무기산이 바람직하다. 공급류의

pH는 4 이하, 바람직하게는 3.5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3 이하에서 유지된다. 결합제를 공급류로 공급하기 전에 강산은

결합제 제제 내에 존재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강산은 공급류에 공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류로 향하는 강산의 유속

이 제어되며, 따라서 공급류의 pH가 위에서 설명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글라스 파이버 상에 공급류가 스프레이 되기 전에

또는 스프레이되는 동시에 곧바로 강산은 희석된 결합제에 계속해서 즉시 첨가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pH 미터는 컨트

롤러와 함께 사용되어 공급류의 낮은 pH를 유지시킨다. 이러한 낮은 pH는 바람직하며, 이는 후속 처리 단계 동안에 결합

제의 개선된 경화를 제공한다. 강산의 첨가는 결합제의 높은 pH의 감소뿐만 아니라 세척수에서 생기는 어떠한 원하지 않

는 알칼리를 제거할 수 있다.

일부 이온들, 특히 나트륨 이온 및 칼슘 이온의 존재는 하류 경화 공정(cure process) 내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원하는

결합제 가교 결합을 억제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결합제 희석을 위한 중화된 세척수의 사용은 원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이온의 존재를 낳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한가지 결합제 희석을 위하여 담수(fresh water), 연수(soften

water) 또는 탈이온수(deionized water)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수성 폐기류를 발생시킨다. 대안적인 해결책은 세척수 시스템을 완전하게 분리된 2개의 시스템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중

화된 세척수를 이용하는 제 1 시스템은 탄소강과 같은 부식되기 쉬운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제 1 시스템은 결합제 희

석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중화되지 않은 처리수를 이용한 제 2 시스템은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고가의 내부식성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제 2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온의 유입 없이 결합제 희석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방

법의 단점은 제 2 시스템을 위한 내부식성 재료의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복합 세척수 시스템의 가동의 복잡함에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한다. 처리류로의 강산의 첨가는 재순환된 세척수 내의 결합제 분자에 부착되는 금속 이온

의 치환을 야기하며, 이는 내부식성 구조에 의지할 필요없이 그리고 결합제 희석을 위한 담수 또는 비중성화된 재생 세척

수의 배타적인 사용 없이도 효과적인 경화를 위하여 결합제를 충분하게 반응시킨다.

공급류는 적어도 하나의 성형 챔버 내에서 글라스 파이버 상으로 스프레이된다. 여기서, "성형 챔버(forming chamber)"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둘러싸여진, 공급류가 글라스 파이버로 스프레이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모든 공급류가 글라스 파이버

상에 증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글라스 파이버 상에 증착되지 않은 스프레이된, 과도한 공급류는 성형 챔버의 내부 표면 상

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성형 챔버 벽에 달라붙은 공급류와 함께 이 과다한 공급류는 세척수를 스프레이함으로써 성형 챔버

벽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세척수 시스템을 포함한다. 세척수 시스템은 또한

예를 들어, 흡입 박스, 체인 벨트 등과 같은 다른 류의 공정 설비로부터 과도한 공급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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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수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공정 라인을 포함하며, 이 세척수 공정 라인은 성형 챔버 및 선택적으로 위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은 다른 공정 설비로부터 (재활용된 세척수를 포함한) 세척수를 받는다. 여기서, "세척수 공정 라인"은 세척수

를 운송하기 적합한 배관(piping)을 의미한다. 세척수 공정 라인으로부터의 세척수는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수집된다.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는 어떠한 용기(vessel), 탱크 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여 있든지 적어도

세척수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는 컨테이너일 수 있다.

세척수는 세척수 공정 라인으로 재순환될 수 있으며, 이는 성형 챔버의 내부 표면을 세척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른 공정

설비로부터의 공급류를 세척하기 위하여 사용된 세척수를 재순환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세척수 공정 라인 또는 적어도 하

나의 다른 세척수 공정 라인이 사용될 수 있다. 강산을 공급류에 첨가하기 전, 첨가한 후 또는 첨가와 동시에 결합제를 희

석시키기 위하여 세척수는 또한 공급류로 재순환될 수 있다.

세척수 시스템 내에서의 설비의 부식 속도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브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부식 미터(corrosion meter)에

의하여 모니터링된다. 바람직하게는, 부식 미터의 프로브는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로부터 연장된(leading from) 세척수 공

정 라인 내에 위치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프로브는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로 연장되는(leading to) 세척수 공정 라인 내에

위치한다. 대안적으로, 부식 미터 프로브는 세척수와 접촉하는 상태로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위치할 수 있다. 바람직

하게는, 프로브는 예를 들어, 빠른 흐름(high flow) 또는 고난류의 영역과 같은 가장 높은 정도의 부식이 예상되는 곳에 위

치한다. 부식 미터 프로브는 공정 설비 내의 부식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브일 수 있다. 적절한 프로브는 공지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전기 저항 모니터링 프로브(electrical resistance monitoring probes), 선형 편광 저항 모니터링

프로브(linear polarization resistance monitoring probes) 등을 포함한다. 전기 저항 모니터링 프로브는 프로브 내의 기

준 요소에 대한 액체 공정류 내에 담겨져 있는 금속 요소의 전기적 저항의 변화를 측정한다. 선형 편광 저항 모니터링 프로

브는 임의의(freely) 부식 시편의 부식 전위를 수 밀리 볼트(통상 5 내지 20 mV)까지 변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으

로 인가된 전류의 양을 측정한다. 선형 편광 저항 모니터링 프로브가 이용되는 경우, 2 또는 3-전극 구성을 갖는 선형 편광

저항 모니터링 프로브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적합한 부식 미터는 예를 들어, 로어백 코사코 시스템스 (캘리포니어 산테

페 스프링스) 및 인터코어 인터네셔널 (텍사스 휴스턴)과 같은 여러 제조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부식 미터 프로브

는 바람직하게는 세척수 시스템 내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연속적인 부식 속도 모니터링을 허용한다. 대안적으로, 세척수

시스템 내의 한 곳 이상의 위치에서 정기적인 부식 속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휴대 가능한 부식 미터 프로브가 사용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식 미터 프로브가 신속한 확인 및 부식 문제의 교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식 미터 프로브의 사용은 부식 업셋트(upsets)의 빠른 확인을 가능하게 하며, 그로 인하여 교정 행위의 신속한 시

작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브의 사용은 제조 장치(manufacturing process)의 수명 연장, 예정되지 않은 가

동 중지 시간의 최소화, 공급류에 첨가된 염기 양의 최소화 및 고가의 스테인리스 설비에 대한 필요성의 최소화 중 적어도

하나를 위하여 유용하다.

부식 미터 프로브에 의하여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 부식 속도가 감지될 때, 적어도 한 종류의 염기가 세척수에 첨가된다. 바

람직하게는, 부식 미터 프로브는 주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제 1 컨트롤러에 신호를 전송하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

점(setpoint)을 초과하는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제 1 컨트롤러는 세척수에 염기의 유입을 시작한다. 주어진 시스템을 위

하여 달성할 수 있는 부식 감소의 양은 공급류 및 세척수의 화학(chemistry)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만큼의 부식

감소가 특별 시스템을 위한 공급류 및 세척수의 특정 화학에 대해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에 기초하여

설정점이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부식 미터 프로브가 15밀/년(mils/year)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0밀/년 이상,

더 바람직하게는 4밀/년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4밀/년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1밀/년 이상의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염기가 유입된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더욱 빠른 부식속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

될 수 있는 어느 설정점에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식 속도가 설정된 값을 초과할 때, 염기가 세척수에 첨가된다. "염기"는 공급류를 중성화하기

에 적합한, 설정된 용인 가능한 수준 이내에 유지될 부식 속도를 위한 필요한 범위까지의 어떠한 재료를 의미한다. 강산 및

/또는 약 염기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적절한 염기는 나트륨 수산화물, 포타슘 수산화물, 나트륨 카보네이트, t-부틸암모늄

수산화물, 암모니아, 저급 알킬 아민 등을 포함한다. 염기는 세척수 라인 중 적어도 하나를 따라서 하나 이상의 포인트에서

첨가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염기는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로부터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라인에 첨가된다. 대안

적으로, 염기는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로부터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세척수 라인 또는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부의 세척

수에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비제한된 그리고 임의의 실시예에서, 부식 속도 컨트롤러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된

다. 제 2 컨트롤러는 바람직하게는 염기의 유속을 제어하며, 따라서 첨가된 염기의 양은 공급류 내의 산을 중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컨트롤러의 유속 설정점은 바람직하게는 하기 알고리즘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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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 유속 = 산 유속 (A) * R (1)

산 유속 = 강산 유속 + (공급류 유속 * 공급류 내의 결합제 % * 제품 글라스 파이버 상에 증착되지 않은 스프레이된 결합

제 %) (2)

여기서, "R"은 [산 (A)의 중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염기의 유속 (B)]/[산 유속 (A)]의 값과 동일하거나 큰 수임.

어떠한 주어진 공정에 대하여, "B" 및 비율 "R"은 당량점(equivalence point)이 도달될 때까지 세척수의 샘플을 염기와 함

께 적정(滴定)함으로서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당량점"은 모든 산성이 중성화되는 점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

서, 부식 미터 프로브가 부식 미터 설정점을 초과하는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제 2 컨트롤러는 제 1 컨트롤러로부터 신호

를 수신한다. 제 1 컨트롤러로부터의 신호는 유속 설정점을 조정하도록 제 2 컨트롤러를 지시하며, 그로 인하여 충분한 추

가 염기의 첨가를 요구하여 부식 미터 설정점 이하로 부식 속도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비제한적이고 임의의 실시예에서, 금속 희생 애노드(metal sacrificial anodes)의 사용에 의하여 부식은

더 감소된다. 세척수 시스템 설비의 부식을 감소시키기에 적합한 어떠한 재료, 예를 들어, 수성 용액 내에서 다가 상태가

되며 철 또는 강보다 더 큰 전기화학적 활동도(activity)를 갖는, 예를 들어 마그네슘, 아연, 알루미늄 등을 포함하는 금속

과 같은 어떠한 재료로 애노드를 제조할 수 있다. 아연 희생 애노드가 적합하다. 애노드들은 세척수 시스템 내의 어느 위치

(한 위치 및 그 이상의 위치)에 위치될 수 있으며, 여기서 애노드는 일정하게 젖는다. 예를 들어, 애노드는 체인 벨트 아래

의 흡입 박스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희생 애노드는 공정 설비에

볼트로 고정된다. 희생 애노드는 특히 낮은 pH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척수로 세척되지 않는 설비

에 유용하다. 설비 강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희생 애노드는 갈바닉 전위(galvanic potential)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 갈바닉

전위는 강 설비에 부식을 야기하며, 따라서 부식 속도의 감소에 도움을 준다. 희생 애노드는 희생 애노드를 둘러싸는 영역

내에 부식 감소를 제공한다. 희생 애노드 사용의 추가적인 이점은 애노드와 바로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서 애노드로부터 용

해된 금속이 세척수의 부식율(corrosivity)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희생 애노드 사용 여부를 떠나 세척수에 아

연 화합물을 첨가함으로써 세척수의 부식 감소 또한 얻어질 수 있다. 적절한 아연 화합물은 예를 들어, 아연 금속, 아연 산

화물, 아연 수화물, 아연염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강을 핫 딥 갈바나이징(hot dip galvanizing)함으로

써 설비는 아연으로 코팅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그러나 임의의 한 실시예에 따른 파이버 글라스 제조 과정을 도시한다. 본 실시예에서, 용융된

글라스는 글라스 용융기(1a; glass melter) 내에서 제조되며, 그후 파이버라이저(1; fiberizer)에 의하여 파이버로 형성된

다. 다수의 이격된 노즐(도시되지 않음)에 의하여 공급류(2)가 글라스 파이버(도시되지 않음) 상으로 스프레이된다. 그 후,

글라스 파이버가 혼입 공기(entraining air; 4)를 통하여 성형 챔버(5) 내로 당겨지며, 여기서 다수의 글라스 파이버는 체인

벨트(6) 상에 수집된다. 체인 벨트는 글라스 파이버 웹(glass fiber web; 도시되지 않음)을 성형 챔버(5) 밖으로 이송하고

글라스 파이버 웹을 후속 공정을 위하여 하류 설비로 전달한다. 혼입 공기(4)는 팬(5a)에 의하여 성형 챔버(5) 및 체인 벨

트(6)를 통하여 흡입 박스(5b)로 끌려 들어가며, 그 후 사이클론(5c)을 포함하는 다수의 공기 배기 제어 장치를 통과한 후

배기 제어부(5d)로 보내진다.

본 실시예에서, 글라스 파이버 상으로 스프레이된 공급류(2)는 결합제 저장 탱크(7)로부터 폴리아크릴산 기반 결합제를

50% 고체 상태에서 계량(metering)하여 공급류(2)로 공급함으로서 준비되며, 여기서 공급류는 재순환된 세척수(8)로 희

석된다. 세척수 유량계(8a) 및 세척수 제어 밸브(8b)는 희석 세척수(8)를 측정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결합제 유

량계(7a)는 결합제 흐름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어 시스템(7b)은 희석 세척수의 유속에 비례하여 결합제 공급 속

도를 조절하여 공급류(2) 내에서의 원하는 결합제 함량을 달성한다. 무기산의 첨가에 의하여 공급류의 pH는 3.5 이하에서

유지된다. 무기산은 저장 탱크(9)로부터 계량되어 공급류(2)로 공급되며, 여기서 공급류는 혼합기(10)를 통하여 희석 결합

제 용액으로 혼합된다. 다수의 요인들에 의하여 세척수의 알칼리성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희석 결합제로의 산

의 첨가 속도는 pH 미터(11)에 의하여 제어된다. 산의 유속은 유량계(9a)에 의하여 측정된다.

공급류 코팅 글라스 화이버의 일부 및 공급류 자체의 일부는 성형 챔버(5)의 벽에 달라붙으며, 글라스 파이버 웹의 부분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급류 코팅 글라스 화이버의 일부뿐만 아니라 공급류 자체의 일부는 체인 벨트(6)에 달라붙는

다. 궁극적으로 설비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공정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달라붙은 파이버 및 공급류의 성장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이들 파이버 및 공급류 재료는 세척 제거되어야 한다. 이는 성형 챔버(5)의 벽, 체인 벨트(6) 그리고 공급류 코팅 유체가

축적될 수 있는 기타 다른 위치에 세척수 공정 라인(12 및 13)으로부터의 세척수를 스프레이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공급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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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글라스 파이버를 함유한 세척수는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 내에 수집된다.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18)로 유입되기 전에,

세척되는 체인 벨트로부터의 세척수는 체인 벨트 세척 수집기(19) 내에 수집된다. 파이버 글라스는 여과를 통하여 세척수

로부터 분리되고 폐기된다. 여과된 세척수는 세척수 복귀 펌프(14)를 통하여 펌핑되어 세척수 시스템으로 복귀되며, 여기

서 세척수의 일부는 설비 세척을 위하여 세척수 공정 라인(12 및 13)을 향하여 이송되고, 다른 일부는 결합제 희석(8)을 위

하여 세척수 공정 라인으로 이동된다. 메이크업(makeup) 세척수 공정 라인(20)은 증발로 인한 공정 수 손실(process

water lost)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세척수의 부식률을 줄이기 위하여, 세척수에 염기가 첨가된다. 이는 염기 저장 탱크(15)로부터 염기, 예를 들어 나트륨 수

화물을 계량하여 세척수 공정 라인(12)으로 공급함으로써 실행되며, 여기서 염기는 예를 들어, 인라인 혼합기(inline

mixer; 16)를 사용하여 세척수 용액으로 혼합된다. 염기가 시스템으로 계량, 공급되는 속도는 공급류에 첨가된 산(결합제

또는 무기산으로부터 이던간에)의 측정 량에 기초한다. 컨트롤러(17a)의 설정점이 설정되며, 따라서 염기의 유속은 제어

되어 공급류(2) 내의 산을 중성화시킨다. 컨트롤러(17a)는 흡입 박스로부터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19)에 이르는 세척수 공

정 라인(21) 내의 부식 미터(17)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부식 미터(17)는 세척수의 현재 부식을 측정하며, 부식 미터 프로

브가 4 밀/년보다 큰 부식 속도를 감지할 때, 부식 미터(17)는 더 많은 염기의 첨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설정점을 조절할 것

을 지시하는 신호를 컨트롤러(17a)로 송신한다. 반대로, 부식 속도가 설정점 이하일 때, 부식 미터(17)는 세척수로의 염기

의 유속을 줄이도록 설정점을 조정할 것을 컨트롤러(17a)에 지시한다.

본 발명의 임의의 실시예에서, 세척수 내에 용해된 산소량을 줄임으로써 부식 속도는 더욱 감소한다. 기계적 또는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산소는 세척수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산소의 제거를 위한 기계적인 수단은 예를 들어, 진공 배기(vacuum

degassing), 스팀 기포 제거(steam deaerating), 불활성 가스 제거(inert gas stripping) 등과 같은 방법을 포함한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양변위 (positive displacement) 진공 펌프(23), 스팀 제트(steam jet), 수봉식 진공 펌프

(water ring vacuum pump), 원심 진공 송풍기(centrifugal vacuum blower) 또는 배기된 공간으로부터 가스를 이송하기

에 적합한 유사한 기계 장치에 의하여 형성된 진공압 하에 있는 용기(22)로 세척수를 유입시킴으로써 진공 배기가 수행될

수 있다. 세척수는 가스를 제거하기 용이한 작은 물방울로서 용기(22) 내로 스프레이될 수 있다. 용기(22)는 트레이를 포함

할 수 있어 작은 물방울에 더하여 얇은 세척수 필름의 형성이 가스 제거를 더 돕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용기(24)의 바닥에 유입된 저압 스팀(25)으로 가압되어 있는 용기(24) 내로 세척수를

스프레이함으로써 스팀 기포 제거가 수행될 수 있다. 트레이 또는 예를 들어 링(ring), 새들(saddle), 망(mesh) 등과 같은

필(fill)이 용기(24) 내에 위치할 수 있어 세척수가 용기(24)의 상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바닥에 있는 스팀 유입구(25)

로부터 용기 상단으로 상향 유동하는 스팀(25)과 세척수 사이의 접촉을 향상시킨다. 이 접촉은 세척수로부터 공기를 분리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부 스팀(25)과 함께 공기는 배출구(26)를 통하여 용기(24) 외부로 퍼지된다(purge out). 기포 제거

기(24)로 유입되는 세척수를 예비 가열하기 위하여 액체 대 액체 "상호 교환기" 열 교환기(27)가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가열 매체는 용기(24)를 떠나는 가열된 세척수이다.

매우 낮은 산소 함유량을 갖는 가스가 동시에 용기의 다른 종단에서 유입되는 동안 예를 들어, 용기의 상부 내에 세척수를

스프레이함으로써 불활성 가스 제거가 수행될 수 있다. 트레이 또는 예를 들어 링, 새들, 망 등과 같은 필(fill)이 용기(24)

내에 위치할 수 있어 가스와 세척수 사이의 접촉을 향상시킨다. 가스는 세척수 내의 산소의 일부를 획득할 것이며, 용기 내

의 배출구를 통하여 시스템으로부터 산소를 제거한다. 대안적으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파이프(18b)를 통

하여 세척수 수집 컨테이너(18)와 같은, 세척수가 담겨져 있는 탱크 내로 가스를 유입시킴으로써 이 밀접한 세척수/가스

접촉(intimate wash water/gas contact)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파이프(18b)는 분배 시스템(28)으로 공기를 공급하며,

분배 시스템은 물을 통하여 상승하는 작은 기포를 발생시킨다. 분배기(28)는 파이프 벽에 뚫린 다수의 작은 구멍을 갖는

배관 네트워크, 다공성 플레이트형 분배기 또는 세척수 내에서 균일하게 분산된 다수의 작은 기포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다

른 형상일 수 있다. 불활성 가스는 확산 또는 다른 기술에 의하여 극저온적으로 공기로부터 분리된 질소, 저산소 불활성 연

소 연료 가스 또는 저산소 함유량을 갖는 다른 어떠한 가스일 수 있다.

산소 제거를 위한 화학적 수단은 예를 들어, 세척수 내에서 더 산화가 이루어질 부분적으로 산화된 화합물의 무기염, 세척

수 내에서 산화되며 따라서 산소를 소비할 유기 재료, 효소 및 알코올 또는 다른 적절한 재료를 세척수에 첨가하는 것을 포

함한다. 본 발명에 적합한 무기 산소 포착제는, 예를 들어 소듐 설파이트 또는 소듐 메타비설파이트와 같은 설파이트,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다양한 디티오나이트, 티오설파이트 또는 포스파이트 등을 포함한다. 무기염의 산소 흡착 활성도는 예

를 들어 코발트 클로라이드와 같은 촉매의 사용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다. 세척수 온도는 상승될 수 있어 무기염에 의한 산

화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 적합한 유기 재료는 예를 들어,

AcceptaTM2012(영국 맨체스타 어셉타)와 같은 타닌 기반 산소 포착제, 하이드라진(N2H4), 카보하이드라진, 하이드로퀴

논, 디에틸하이드록시에탄올, 메틸에틸케토자임, 파라메토옥실페놀, 페놀 등을 포함한다. 세척수로의 효소 및 알코올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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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알코올과 용해된 산소와의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적절한 효소와 알코올의 예들은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4,414,334

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문헌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 포함된다. 화학적 포착제는 세척수에 직접 첨가될 수 있으며, 또는

공급류에 또는 세척수에 이르는 어떠한 공정 라인에 첨가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이 바람직한, 하지만 임의적인 실시예에 의하여 설명되었지만, 특히 본 명세서의 기술에 비추어 본 기술 분야의 지

식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어떠한 특정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이 물론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그러나 임의의 한 실시예에 따른 파이버 글라스 제조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임의의 실시예에 따른 파이버 글라스 제조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파이버 글라스 제조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파이버 글라스 제조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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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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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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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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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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