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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허니콤 구조체

(57) 요약

허니콤 구조체에 있어서,

복수의 셀(cell)들이 셀벽(cell wall)에 의해 분리되면서 나란히 설치되고, 허니콤 구조체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며,

각 셀은 그 단부의 한쪽이 밀봉되고,

하기식 (1)의 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허니콤 구조체.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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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0/3 × A ≤ B

여기서, A(mm)는 셀벽의 두께를 나타내며, B(m2/cm3)는 셀벽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나타낸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허니콤 구조체에 있어서,

복수의 셀(cell)들이 셀벽에 의해 분리되면서 나란히 설치되고, 허니콤 구조체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며,

각 셀은 그 단부의 한쪽이 밀봉되고,

하기식 (1)의 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허니콤 구조체.

[수학식 1]

11/6 - 10/3 × A ≤ B

여기에서, A(mm)는 셀벽의 두께를 나타내며, B(m2/cm3)는 셀벽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나타낸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하기식 (2)의 관계를 충족하는 허니콤 구조체.

[수학식 2]

B ≤ 41/6 - 10/3 × A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하기식 (3)의 관계를 충족하는 허니콤 구조체.

[수학식 3]

0.1 ≤ A ≤0.4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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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젤 엔진 등과 같은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 가스 중의 미립자 등을 포집하고 제거하는 필터의 기능을

하는 허니콤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

근래, 버스 또는 트럭, 건설 기계 등과 같은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 가스에 함유된 매연과 같은 미립자가 환경 또

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에 따라, 배기 가스 중의 미립자를 포집하고 배기 가스를 정화하는 다공성 세라믹으로 된 허니콤 구조체를 이용한 다양

한 필터들이 제안되어 왔다.

종래 기술에서 그러한 허니콤 구조체로써, 복수의 셀(cell)들이 셀벽에 의해 구획되고, 미립자를 함유하는 유체가 상기 셀

벽에 의해 정화되는 허니콤 필터가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허니콤 구조체는 셀벽을 형성하는 입자의 비표면적이

0.1m2/g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특허문헌 1 참조)

그러한 허니콤 구조체에서는, 셀벽을 형성하는 입자의 비표면적이 0.1m2/g 이상이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작다. 또한, 특허

문헌 1은 셀벽을 형성하는 입자의 비표면적이 1.0 m2/g 이하인 때, 허니콤 구조체가 미립자를 포집하는 효율의 저하를 방

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특허문헌 1] 일본공개특허공보 제2001-96112A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일반적으로, 배기 가스 중의 미립자를 포집하고, 촉매에 의해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과 같은 가스 성분들

을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필터는 엔진의 시동 후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높은 배기 가스 정화(변환)율을 가지는 것이 요

구된다. 이 때문에, 허니콤 구조체의 열용량은 감소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허니콤 구조체의 열용량을 감소시키는 수단들로써 허니콤 구조체에 높은 기공률을 제공하는 수단들 및 허니콤 구조체의

셀벽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수단들이 제안되어왔다.

그러나, 허니콤 구조체의 기공률이 증가하거나 또는 셀벽이 얇아지면, 미립자들은 쉽게 셀벽을 통과하여 미립자를 포집하

는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특허 문헌 1에 제안된 허니콤 구조체와 같이, 셀벽을 형성하는 입자의 비표면적이 소정의 값을 가지는 경우라도, 셀벽을

형성하는 입자들의 상호 결합 상태, 단위 부피당 입자들의 수 등에 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셀벽이 다양한

두께를 가질 때에는 미립자를 포집하는 충분한 효율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본 발명자들은 미립자들이 셀벽을 통

과할 때의 통과 거리 및 통과의 어려움으로, 적어도 소정의 값 및 소정 정도가 확보되면, 셀벽의 두께와 무관하게 미립자들

을 포집하는 충분한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미립자들이 셀벽을 통과하는 통과 거리 및

통과의 어려움은 셀벽의 두께 및 셀벽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본 발명자들

은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즉,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는 복수의 셀(cell)들이 셀벽에 의해 분리되면서 나란히 설치되고, 허니콤 구조체의 길이 방향

으로 연장되며, 각 셀은 그 단부의 한 쪽이 밀봉된 허니콤 구조체로써, 상기 허니콤 구조체는 하기식 (1)의 관계를 충족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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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11/6 - 10/3 × A ≤ B

여기서, A(mm)는 셀벽의 두께를 나타내며, B(m2/cm3)는 셀벽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는 또한 하기식 (2)의 관계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2

B ≤ 41/6 - 10/3 × A

허니콤 구조체는 또한 하기식 (3)의 관계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3

0.1 ≤ A ≤0.4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에 따르면, 셀벽의 두께 A 및 셀벽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 B는 상기 식 (1)의 관계를 충족한다. 그

리하여, 허니콤 구조체는 미립자를 포집하는 우수한 효율을 갖는다. 셀벽의 두께가 감소한다 할지라도, 미립자를 포집하는

충분한 효율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는 복수의 셀이 셀벽(cell wall)에 의해 분리되면서 나란히 설치되고, 허니콤 구조체의 길이 방향

으로 연장되며, 각 셀은 그 단부의 한 쪽이 밀봉된 허니콤 구조체로써, 상기 허니콤 구조체는 하기식(1)의 관계를 충족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학식 1]

11/6 - 10/3 × A ≤ B

여기에서, A(mm)는 셀벽의 두께를 나타내며, B(m2/cm3)는 셀벽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나타낸다.

이하, 발명의 설명에서, "셀벽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은 간단히 "셀벽의 비표면적" 이라 한다.

셀벽의 비표면적 B(m2/cm3)의 값이 11/6 - 10/3 × A보다 작을 때, 미립자가 셀벽을 통과하는 통과 거리는 충분히 짧아서

미립자가 셀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립자를 포집하는 충분한 효율을 확보할 수 없다.

미립자를 포집하는 충분한 효율은, 허니콤 구조체에 요구되는 것이며, 운전 조건 및 측정 조건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미

립자를 포집하는 효율은 80% 이상이다. 미립자를 포집하는 효율은 가능한 한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에서, 셀벽의 비표면적 B는 하기식 (4)에 의해 계산되는 값이다.

수학식 4

비표면적 B(m2/cm3)

= BET 측정값 (m2/g) × 실제 밀도(g/cm3) × (100 - 기공률(%))/100

BET 측정값은 BET 법(약 15mm × 15mm로 절단된 각각의 시료를 사용한, JIS R 1626에 의한 싱글 포인트(single-

point) BET 법)에 의해 측정된 셀벽의 비표면적의 측정값이다. 이 방법에 의해 측정된 값은 셀벽의 단위 질량당 표면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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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허니콤 구조체에서, 셀벽의 두께 A(mm) 및 셀벽의 비표면적 B(m2/cm3)는 하기 수학식 (2)의 관계를 충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2]

B ≤ 41/6 - 10/3 × A

셀벽의 비표면적 B(m2/cm3)의 값이 41/6 - 10/3 × A의 값을 초과할 때, 가스가 셀벽을 통과하는 통과 거리는 너무 길어

서, 셀벽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허니콤 구조체의 압력손실이 매우 클 수 있다.

허니콤 구조체에서, 셀벽의 두께 A(mm)의 하한은 0.1mm 이며, 그 상한은 0.4mm 인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셀벽의 두께가 0.1 mm보다 작은 경우, 허니콤 구조체의 강도는 너무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셀벽의 두께가 0.4 mm를 초과

할 경우, 압력 손실이 너무 클 수 있다. 게다가, 엔진의 시동 후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가스 성분들로부터 배기 가스를

정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니콤 구조체의 열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에서는, 복수의 셀이 셀벽에 의해 분리되어 나란히 설치되고, 허니콤 구조체의 길이 방향으로 연

장된다. 각 셀은 그들의 한쪽 단부가 밀봉된다.

허니콤 구조체는, 셀벽에 의해 분리되고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도록 나란히 설치된 셀들을 가지는 복수의 기둥형 다공질 세

라믹 부재가 접착층을 통해 결속되어 형성될 수 있다. (이하, 상기 허니콤 구조체를 "집합체형(aggregate type) 허니콤 구

조체"라고 한다.). 또한, 허니콤 구조체는 전체가 일체로 소결된 다공질 세라믹체로 형성될 수 있다. (이하, 상기 허니콤 구

조체를 "일체형(integral type) 허니콤 구조체"라고 한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체들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간

단하게 "허니콤 구조체"로 일반화하여 칭한다.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를 도면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의 일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의 (a)는 도 1에 도시한 허니콤 구조체를 형

성하는 각각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의 (b)는 도 2(a)에 도시한 다공질 세라믹 부재

의 A-A선 단면도이다.

도 1에 도시한 허니콤 구조체는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10)는, 탄화 규소 등으로 된 복수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20)

가 접착층(11)을 통해 조합되어, 원주형 세라믹 블럭(15)을 형성한다. 코팅층(12)은 세라믹 블럭(15)의 주위에 형성된다.

도 1에 도시한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10)에서, 세라믹 블럭은 원주 형상을 가진다. 그러나,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에

서, 세라믹 블럭은 원주형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라믹 블럭은 기둥 모양인 한, 타원기둥 형상(elliptic columnar

shape) 또는 각기둥 형상(prismatic shape)과 같은 어떠한 모양을 가질 수도 있다.

각각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20)에서는, 도 2(a) 및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셀(21, 24)이 나란히 설치되어 길이 방

향으로 연장되며, 또한 셀(21, 24)을 서로 분리하는 셀벽(벽부)(23)이 필터의 기능을 한다. 즉, 다공질 세라믹 부재(20)에

형성된 각각의 셀(21, 24)은,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기 가스의 입구측 또는 출구측의 단부 중 하나가 밀봉재(22)

로 밀봉된다. 하나의 셀(21)로 유입된 배기 가스는 반드시 상기 셀(21)을 다른 것들과 분리하는 셀벽(23)을 통과한 후, 다

른 셀(24)에서 유출되도록 되어 있다.

셀벽(23)의 두께 A(mm) 및 셀벽(23)의 비표면적 B(m2/cm3)는 전술한 수학식(1)의 관계를 충족한다. 그러므로,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10)는 미립자를 포집하는 충분한 효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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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벽(23)의 두께 A(mm) 및 셀벽(23)의 비표면적 B(m2/cm3)는 전술한 수학식(2) 및 (3)의 관계를 충족할 때, 미립자를 포

집하는 높은 효율을 확보하면서 압력 손실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추가로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도 가능하

다. 게다가, 가스 성분을 산화시키는 촉매가 허니콤 구조체(10)에 의해 담지되고 작동되는 경우에는, 엔진의 시동 후 상대

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배기 가스 중의 가스 성분들을 정화할 수 있다.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10)는 주로 다공질 세라믹으로 만들 수 있다. 다공질 세라믹 재료의 예들로 질화알루미늄, 질화규

소, 질화붕소 및 질화티탄과 같은 질화물 세라믹; 탄화규소, 탄화지르코늄, 탄화티탄, 탄화탄탈 및 탄화텅스텐과 같은 탄화

물 세라믹;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근청석, 멀라이트, 실리카 및 티탄산 알루미늄(aluminum titanate)과 같은 산화물 세라

믹; 등을 들 수 있다.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10)는 실리콘과 탄화규소의 복합체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실리콘과 탄화규

소의 복합체가 사용될 경우, 실리콘은 전체의 0 내지 45중량%에 이르도록 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다공질 세라믹 재료로서는, 내열성이 높고,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열전도율이 높은 탄화규소 재질의 세라믹이 바

람직하다. 탄화규소 재질의 세라믹은 탄화규소를 적어도 60중량% 이상 함유하는 세라믹을 의미한다.

허니콤 구조체의 평균 기공 직경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평균 기공 직경의 바람직한 하한은 1㎛ 이고, 그 바람직한 상

한은 50㎛ 이다. 더욱 바람직한 하한은 5㎛ 이고, 더욱 바람직한 상한은 30㎛ 이다. 평균 기공 직경이 1㎛ 미만인 경우, 압

력 손실이 크다. 반대로, 평균 기공 직경이 50㎛를 초과할 경우, 미립자들이 기공을 쉽게 통과하여 미립자들이 충분히 포집

될 수 없다. 그래서, 미립자들을 포집하는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허니콤 구조체의 기공률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기공률의 바람직한 하한은 20% 이고, 그 바람직한 상한은 80% 이다.

더욱 바람직한 하한은 30%이고, 더욱 바람직한 상한은 60% 이다. 기공률이 20% 미만인 경우, 허니콤 구조체의 기공이 쉽

게 막힐 수 있다. 반대로, 기공률이 80%를 초과할 경우, 허니콤 구조체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허니콤 구조체가 쉽게 파괴

될 수 있다.

기공률은 종래 공지된 방법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수은 압입법, 아르키메데스법, 주사형 전자 현미경(SEM)

에 의한 측정법 등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상기 평균 기공 직경 또는 기공률은 상기 셀벽의 비표면적 B를 결정하는 인자들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평균 기공 직경 또

는 기공률은 셀벽의 비표면적 B를 고려하여 적당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형성하는 밀봉재(22) 및 셀벽(23)은 상기 다공질 세라믹 부재와 동일한 다공질 세라믹으로 만들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라, 밀봉재(22) 및 셀벽(23) 간의 결합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밀봉재(22)의 기공률

을 셀벽(23)의 기공률과 동일하도록 조정하면, 상기 밀봉재(22)의 열팽창 계수가 셀벽(23)의 그것과 일치하게 되어, 허니

콤 구조체의 제조시나 사용시의 열응력 때문에 밀봉재(22)와 셀벽(23) 사이에 간극이 생기거나, 밀봉재(22)나, 밀봉재(22)

에 접촉하는 부분의 셀벽(23)에 크랙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셀벽은 셀(21, 24)을 서로 분리하는

셀벽 및 각 다공질 세라믹 부재(20)의 외주부(outer circumferential portion) 모두를 의미한다.

밀봉재(22)의 두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밀봉재(22)가 다공질 탄화규소로 만들어지는 경우, 두께는 바람

직하게는 1 ~ 20 mm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2 ~ 10mm이다.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10)에서, 접착층(11)이 배기 가스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다공질 세라믹 부재(20) 사이에 형성

되고, 또한 복수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서로 결속하는 접착제(밀폐제)의 기능을 한다. 한편, 코팅층(12)이 세라믹 블

럭(15)의 외주면에 형성되어, 셀을 통과한 배기 가스가 세라믹 블럭(15)의 외주면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밀폐

제(sealant)의 기능을 하고, 또한 허니콤 구조체(10)가 내연기관의 배기 통로에 설치되었을 때, 세라믹 블럭(15)의 형상을

조정하고, 세라믹 블럭(15)의 외주부를 보강하는 보강재의 기능을 한다.

다공질 세라믹 부재(20)에서, 접착층(11) 및 코팅층(12)은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이어도 좋고, 서로 다른 재료로 이

루어지는 것이라도 좋다. 또한, 접착층(11) 및 코팅층(12)이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인 경우, 접착층(11)의 재료 및

코팅층(12)의 재료는 동일한 배합비를 가져도 좋고, 서로 다른 배합비를 가져도 좋다. 또한, 접착층(11)의 재료 및 코팅층

(12)의 재료는 치밀하거나, 또는 다공질이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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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층(11) 및 코팅층(12)을 형성하는 재료로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기 바인더, 유기 바인더, 및 무기

섬유 및/또는 무기 입자로 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무기 바인더로서는, 예를 들어 실리카졸, 알루미나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무기 바인더들은 단독으로 이용해도 좋

고, 2종 이상을 병용해도 좋다. 상기 무기 바인더 중에서, 실리카졸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기 바인더로서는, 예를 들어 폴리비닐 알코올, 메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기 바인더들은 단독으로 이용해도 좋고, 2종 이상을 병용해도 좋다. 상기 유기 바인더 중에서,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오스가 바람직하다.

상기 무기 섬유로서는, 예를 들어 실리카-알루미나, 멀라이트, 알루미나, 실리카 등의 세라믹 파이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무기 섬유들은 단독으로 이용해도 좋고, 2종 이상을 병용해도 좋다. 상기 무기 섬유 중에서, 알루미나 파이버가 바람직

하다.

상기 무기 입자로서는, 예를 들어 탄화물, 질화물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화규소, 질화규소, 질화붕소 등으로 된

무기 분말 또는 위스커(whisker)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무기 입자들은 단독으로 이용해도 좋고, 2종 이상을 병용해

도 좋다. 상기 무기입자 중에서, 열전도성이 우수한 탄화규소가 바람직하다.

또한, 산화물계 세라믹을 성분으로 하는 미소 중공 구체인 벌룬, 구 형상 아크릴 입자, 그래파이트 등과 같은 조공제가 필

요에 따라 밀폐층(sealant layer)을 형성하기 위해 페이스트에 첨가될 수 있다.

상기 벌룬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벌룬의 예를 들면, 알루미나 벌룬, 글래스 마이크로 벌룬, 시러스(shirasu) 벌룬, 플

라이 애쉬 벌룬(FA 벌룬), 멀라이트 벌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벌룬 중에서, 알루미나 벌룬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에서, 셀은 두 종류의 셀, 즉, 입구측 셀군(entrance-side cell group) 및 출구측 셀군(exit-side

cell group)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입구측 셀군에 속한 각 셀은 길이 방향에 수직인 단면의 면적의 총합이 허니콤 구조체의

말단의 총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도록 출구측 단부가 밀봉재로 밀봉된다. 출구측 셀군에 속한 각 셀은 길이 방향에

수직인 단면의 면적의 총합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도록 입구측 단부가 밀봉재로 밀봉된다.

입구측 셀군 및 출구측 셀군의 조합은 (1)입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각 셀의 수직 단면의 면적이 출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각

셀의 수직 단면의 면적과 동일하고, 입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셀의 수가 출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셀의 수보다 많은 경우,

(2)입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각 셀의 수직 단면의 면적이 출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각 셀의 수직 단면의 면적과 상이하고, 입

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셀의 수가 출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셀의 수와 또한 상이한 경우,(3)입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각 셀의

수직 단면의 면적이 출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각 셀의 수직 단면의 면적보다 크고, 입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셀의 수가 출구

측 셀군을 형성하는 셀의 수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셀들 및/또는 출구측 셀군을 형성하는 셀들은 모양, 수직 단면의 면적 등이 동일한 한 종류의 셀들

로 구성되거나, 또는 모양, 수직 단면의 면적 등이 상이한 둘 이상의 셀들로 구성될 수 있다.

촉매가 본 발명에 의한 허니콤 구조체에 의해 담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가 CO, HC 및 NOx 등의 배기가스 중의 유해한 가스 성분들을 변환할 수 있는 촉매를 담지하는

경우, 상기 배기 가스 중의 유해한 가스 성분들이 촉매 반응에 의해 충분히 변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가 미

립자의 연소를 보조하는 촉매를 담지하는 경우, 상기 미립자가 더욱 쉽게 연소되고 제거될 수 있다.

그 결과,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는 배기 가스 중의 가스 성분들을 정화(변환)하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미립자

를 연소시키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촉매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촉매는 백금, 팔라듐 또는 로듐 등과 같은 귀금속으로 된 촉매일 수 있다.

상기 귀금속에 더하여, 알칼리 금속(원소 주기율표 1족), 알칼리 토류 금속(원소 주기율표 2족), 희토류 원소(원소 주기율

표 3족), 전이 금속 원소 등을 담지시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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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콤 구조체의 표면이 미리 알루미나 등의 촉매 지지층으로 피복된 후에, 촉매가 허니콤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것에 의해, 비표면적이 증가되어, 촉매의 분산도를 높이고, 촉매의 반응부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촉매지지

층에 의해, 촉매금속이 소결(sintering)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촉매 지지층의 예로, 알루미나, 티타니아, 지르코니아, 실리카 등과 같은 산화물 세라믹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촉매가 담지된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는,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촉매와 함께 DPF(디젤 미립자 필터)와 유사한 가스

정화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 발명의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가 촉매 담지체로서도 기능하는 경우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전술한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전술한 세라믹을 주성분으로 가지는 원료 페이스트를 압출성형한다. 그리고, 사각 기둥형상 생 성형체(生成形體)를

제작한다.

상기 원료 페이스트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원료 페이스트는 제조된 허니콤 구조체의 기공률이 20 내지 80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상기 원료 페이스트는 전술한 세라믹으로 이루어지는 분말에 바인더, 분산매액

등을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상기 세라믹 분말의 입경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세라믹 분말은 후속의 소성 공정에서 수축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약 3 내지 70 ㎛ 정도의 평균 입경을 갖는 분말 1OO 중량부와, 약 0.1 내지 1.O ㎛ 정도의 평균 입경을 갖는 분

말 5 내지 65 중량부를 조합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입경은 셀벽의 비표면적 B를 결정하는 한 인자이다. 그러므로 셀

벽의 비표면적 B를 고려하여 입경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세라믹 분말은 미리 산화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상기 바인더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바인더의 예를 들면, 메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에틸 셀

룰로오스, 폴리에틸렌 글리콜, 페놀수지, 에폭시 수지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인더의 약 1 내지 15 중량부를 세라믹 분말의 100중량부에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분산매액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분산매액의 예를 들면 벤젠과 같은 유기 용매, 메탄올과 같은 알콜, 물 등

을 들 수 있다.

상기 분산매액은 원료 페이스트의 점도가 소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양을 혼합한다.

이러한 세라믹 분말, 바인더 및 분산매액을 아트라이터(ATTRITOR) 등에 의해 혼합하고, 니이더(kneader) 등에 의해 충

분히 혼련한 후, 압출성형한다.

성형 보조제가 상기 원료 페이스트에 필요에 따라 첨가될 수 있다.

상기 성형 보조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성형 보조제들의 예를 들면, 에틸렌 글리콜, 덱스트린, 지방산 알칼리

금속염(fatty acid soap), 폴리비닐 알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산화물계 세라믹을 성분으로 하는 미소 중공 구체인 벌룬, 구 형상 아크릴 입자, 그래파이트 등과 같은 조공제가 필

요에 따라 원료 페이스트에 첨가될 수 있다. 상기 벌룬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벌룬의 예를 들면, 알루미나 벌룬,

글래스 마이크로 벌룬, 시러스(shirasu) 벌룬, 플라이 애쉬 벌룬(FA 벌룬), 멀라이트 벌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벌룬 중

에서, 알루미나 벌룬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상기 생 성형체를 마이크로파 건조기, 열풍 건조기, 유전 건조기, 감압 건조기, 진공 건조기, 동결 건조기 등을 이용

하여 건조시켜 세라믹 건조체를 형성한다. 다음에, 입구측 셀군의 출구측 단부 및 출구측 셀군의 입구측 단부에 밀봉재, 또

는 밀봉재로 작용하는 밀봉 페이스트를 소정량 충전한다. 그리하여, 셀을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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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밀봉재 또는 밀봉 페이스트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후속의 공정을 경유하여 제조되는 밀봉재의 기공률은 30 ~

75 ％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전술한 원료 페이스트와 유사한 페이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에, 밀봉재 또는 밀봉 페이스트에 의해 밀봉된 세라믹 건조체를 소정의 조건에서 탈지(예를 들면, 200 ~ 500℃에서)

하고, 소성(예를 들면, 1,400 ~ 2,300℃ 에서)한다. 그리하여, 그 전체가 단일한 소결체로 형성된 다공질 세라믹 부재(20)

를 제조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 다공질 세라믹으로 된 필터를 제조할 때 이용되는 조건들이 상기 세라믹 건조체의 탈지 및 소성되는 조건들

에 적용될 수 있다.

소성 조건은 셀벽의 비표면적 B를 결정하는 인자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소성 조건은 셀벽의 비표면적 B를 고려하여 적절

하게 선택될 수 있다.

다음에, 접착층(11)의 기능을 하는 접착재 페이스트를 다공질 세라믹 부재(20)의 측면에 균일한 두께로 도포하여 접착재

페이스트 층을 형성한다. 다른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상기 접착재 페이스트 층 위로 적층한다. 상기 공정을 반복하여

소정의 크기를 가지는 다공질 세라믹 부재 집합체(assembly)를 제작한다.

접착재 페이스트를 형성하는 재료는 이미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재료의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다공질 세라믹 부재 집합체를 가열한다. 그리고, 접착재 페이스트 층을 건조하고 고화시켜 접착층(11)을 형성한

다.

다음에, 복수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20)가 접착층(11)을 통해 결합된 다공질 세라믹 부재 집합체를 다이아몬드 커터 등으

로 절단하여 원주형 세라믹 블럭(15)을 제작한다.

세라믹 블럭(15)의 외주에 밀폐재 페이스트(sealant paste)로부터 코팅층(12)을 형성한다. 그 후, 다공질 세라믹 부재(20)

가 접착층(11)을 통해 복수개 접착된 원주형 세라믹 블럭(15)의 외주부에 코팅층(12)이 설치된 허니콤 구조체(10)를 제작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후, 필요에 따라 허니콤 구조체에 촉매를 담지한다. 촉매를 집합체로 형성되기 전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에 담지할 수도

있다.

촉매를 담지할 경우에, 큰 비표면적을 갖는 알루미나 코트(막)를 허니콤 구조체의 표면에 형성하고, 조촉매 및 백금과 같은

촉매를 알루미나 코트(막)의 표면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니콤 구조체의 표면에 알루미나 코트(막)를 형성하는 방법의 예를 들면, Al(NO3)3 와 같은,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금속

화합물의 용액을 허니콤 구조체에 함침시키고, 가열하는 방법, 및 알루미나 분말을 함유하는 용액을 허니콤 구조체에 함침

시키고, 가열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알루미나 코트(막)에 조촉매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 Ce(NO3)3 와 같은, 희토류 원소 등을 함유하는 금

속화합물의 용액을 허니콤 구조체에 함침시키고, 가열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알루미나 코트(막)에 촉매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 디니트로디아민 백금 질산 용액([Pt(NH3)2(NO2)2]

HNO3, 백금 농도 4.53 중량 ％)을 허니콤 구조체에 함침시키고, 가열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리 알루미나 분말에 촉매를 부여하고, 촉매가 부여된 알루미나 분말을 함유하는 용액을 허니콤 구조체에 함침시키

고, 가열하는 방법에 의해 촉매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태양에 따른 허니콤 구조체는, 촉매 지지층 및/또는 촉매가 허니콤 구조체에 담지되기 전에, 셀벽

(23)의 두께 A 및 셀벽(23)의 비표면적 B를 측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촉매 지지층 및/또는 촉매를 허니콤 구조체에 담

지하는 과정은 그 셀벽의 두께 A 및 셀벽의 비표면적 B를 변화시킨다. 비록 담지 과정 전에 허니콤 구조체가, 예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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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담지 과정 후의 허니콤 구조체는 수학식 (1)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예

를 들어 "허니콤 구조체가 수학식 (1)을 충족한다" 라는 표현은, 허니콤 구조체가 "담지 과정 전에" 수학식 (1)을 충족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담지된 촉매 및 담지된 촉매 지지층은 산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허니콤 구조체가 촉매 및/

또는 촉매 지지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셀벽의 두께 A 및 셀벽의 비표면적 B는 촉매 및/또는 촉매 지지층을 제거한 후에

얻을 수 있다.

다음에,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a)는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의 다른 일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b)는 도 3(a)에 도시한 허니콤 구

조체의 B-B선 단면도이다.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허니콤 구조체는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이다.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30)는 다공질 세라믹으로 된 원주형 세라믹 블럭(35)을 형성한다. 세라

믹 블럭(35)에는, 복수의 셀(31, 34)이 셀벽(벽부)(33)에 의해 분리되면서 나란히 설치되고, 허니콤 구조체(30)의 길이 방

향으로 연장된다. 또한, 셀벽은 셀(31)을 서로 분리하는 셀벽 및 세라믹 블럭(35)의 외주부 모두를 의미한다.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30)에는,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라믹 블럭(35)의 각 셀(31, 34)의 어느 단부는 밀봉재(32)

로 밀봉된다.

즉,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30)의 세라믹 블럭(35)에서, 소정의 셀(31)은 세라믹 블럭(35)의 한쪽 단부가 밀봉재(32)로 밀

봉된다.

세라믹 블럭(35)의 한쪽 단부가 밀봉재(32)로 밀봉되지 않은 다른 셀(34)은 세라믹 블럭(35)의 다른쪽 단부가 밀봉재(32)

로 밀봉된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셀(31)로 유입된 배기 가스는 반드시, 상기 셀(31)을 다른 것들과 분리하는 셀벽(33)을 통과한 후, 다

른 셀(34)에서 유출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셀들(31, 34)을 서로 분리하는 셀벽(33)은 미립자 포집용 필터로서 기능하

게 된다.

비록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세라믹 블럭(35)의 주위에 도 1에서 도시한 허니콤 구조체(10)에서와 동

일한 방식으로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다.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30)에서, 세라믹 블럭(35)은 원주 형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형성하는 세라믹 블럭은 원주 형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라믹 블럭은 기둥 모양인 한, 타원기둥 형

상 또는 각기둥 형상과 같은 어떠한 모양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30)에서, 셀벽(33)의 두께 A(mm) 및 셀벽(33)의 비표면적 B(m2/cm3)는 전술

한 수학식(1)의 관계를 충족한다. 그러므로,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30)는 미립자를 포집하는 충분한 효율을 가진다.

셀벽(33)의 두께 A(mm) 및 셀벽(33)의 비표면적 B(m2/cm3)는 전술한 수학식(2) 및 (3)의 관계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한 경우, 미립자를 포집하는 높은 효율을 확보하면서 압력 손실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추가로 충

분한 강도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촉매가 허니콤 구조체(30)에 의해 담지되는 경우에는, 엔진의 시동 후 상대적으

로 초기 단계에서 배기 가스 중의 가스 성분들을 확실히 변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술한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형성하는 다공질 세라믹과 유사한 재료를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형성하는

다공질 세라믹에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재료 중, 근청석과 같은 산화물 세라믹이 바람직하다. 산화물 세라믹을 이용함으로써,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저렴

한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산화물 세라믹의 상대적으로 낮은 열팽창 계수 때문에,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가 사용중

파괴될 우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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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허니콤 구조체는 전술한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와 기공률, 기공 직경, 밀봉재료, 셀벽의 두께, 밀폐층의 재료, 셀

의 크기 및 종류 등에 있어서 유사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들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촉매가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에 의해 담지될 수 있다. 촉매의 구체적인 예들은 전술한 집합형 타입의 허니콤 구조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의 일예를 설명한다.

먼저, 전술한 세라믹을 주성분으로 가지는 원료 페이스트를 압출성형하여, 세라믹 블럭으로 기능하는 원주형 생 성형체를

형성한다. 이때, 성형체가 원주형상을 가지고,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형체는 집

합체형 허니콤 구조체에서와 동일한 바인더, 동일한 분산매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므로, 여기

에서 성형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상기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의 제조에서와 동일하게, 상기 생 성형체를 마이크로파 건조기, 열풍 건조기, 유전 건

조기, 감압 건조기, 진공 건조기, 동결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건조시켜 세라믹 건조체를 형성한다. 다음에, 입구측 셀군의

출구측 단부 및 출구측 셀군의 입구측 단부에 밀봉재, 또는 밀봉재로 작용하는 밀봉 페이스트를 소정량 충전한다. 그리하

여, 셀을 밀봉한다.

그 후, 상기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의 제조에서와 동일하게, 성형체를 탈지하고 소성하여 세라믹 블럭을 제조한다. 필요

에 따라, 세라믹 블럭을 절단하고 밀폐층을 그 위에 형성한다. 그리하여,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할 수 있다. 일체형

허니콤 구조체는 또한 전술한 방법으로 촉매를 담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의 용도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를 차량의 배기 가스 정화장

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가 설치된 차량의 배기 가스 정화장치의 일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기 가스 정화 장치(70)는 주로 허니콤 구조체(10), 허니콤 구조체(10)의 외측을 덮는 케이싱

(71), 허니콤 구조체(10)와 케이싱(71) 사이에 배치된 보유 지지 밀폐제(72)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엔진과 같은 내연 기

관에 연결된 도입관(74)은 배기 가스가 도입되는 케이싱(71)의 한쪽 단부에 접속되어 있다. 외부에 연결된 배출관(75)은

케이싱(71)의 타 단부에 접속되어 있다. 도 4에서 화살표는 배기 가스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배기 가스 정화 장치(70)에서는, 자동차 엔진 등과 같은 내연 기관으로부터 배출된 배기

가스가 도입관(74)을 통해 케이싱(71) 내로 도입된다. 배기 가스는 입구측 셀을 통해 허니콤 구조체로 유입하고, 셀벽을 통

과한다. 미립자들은 셀벽에 포집된다. 그렇게 정화된 배기 가스는 출구측 셀을 통해 허니콤 구조체의 외부로 배출된다. 배

기 가스는 배출관(75)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허니콤 구조체가 촉매를 담지할 경우, CO, HC 및 NOx 등의 배기 가스 중

의 유해한 가스 성분이 변환될 수 있으며, 또한 미립자들이 연소되어 제거될 수 있다.

또한, 배기 가스 정화장치(70)에는, 대량의 미립자가 허니콤 구조체의 셀벽에 퇴적된다. 그리하여 압력 손실이 높아지는

경우, 허니콤 구조체의 재생 처리가 행해진다.

상기 재생 처리에서는, 포스트인젝션 방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유해한 가스 성분으로부터의 변환시에 발생된 반응열을 이

용하여, 미립자들을 연소하고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 않은 가열 수단에 의해 가열된 가스를 허니콤 구조체의 셀의

내부로 유입시킴으로써 허니콤 구조체를 가열하고, 그에 따라 셀벽에 퇴적된 미립자를 연소하고 제거시킬 수도 있다.

실시예

이하에 실시예를 게시하여 본 발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들 실시예들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평균 입경 22 ㎛인 α-탄화규소 조분말(coarse powder) 7,000 중량부와, 평균 입경 0.5 ㎛인 α-탄화규소 미분말(fine

powder) 3,000 중량부를 습식 혼합하였다. 상기 얻어진 혼합물 10,000 중량부에 대해 유기 바인더(메틸셀룰로오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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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중량부, 가소제(NOF사 제 Unilube)를 330 중량부, 윤활제(글리세린)를 150 중량부 및 물을 2,000 중량부 더하고,

혼련하여 혼합 조성물을 얻었다. 그 후, 상기 혼합 조성물을 압출 성형하여 도 2(a) 및 2(b)에 도시한 각기둥형 생 성형체

(raw molded body)를 제작하였다.

전술한 α-탄화규소 조분말로서는, 800℃ 에서 3시간 동안 산화처리를 실시한 조분말을 이용하였다.

다음에, 마이크로파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상기 생 성형체를 건조시켜 세라믹 건조체를 생성하였다. 그 후, 상기 생 성형체

와 유사한 조성의 밀봉재 또는 밀봉 페이스트로 소정의 셀을 밀봉하였다.

다음에, 다시 건조기를 이용하여 상기 세라믹 건조체를 건조시킨 후, 400 ℃에서 탈지하고, 상압의 아르곤분위기 하

2,200 ℃에서, 3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그리하여 탄화규소 소결체로 된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제조하였다. 기공률은

45 ％, 평균 기공 직경은 11 ㎛, 다공질 세라믹 부재(20)의 크기는 34.3 ㎜ × 34.3 ㎜× 150 ㎜, 셀(21, 24)의 수(셀 밀도)

는 46.5 개/㎠, 셀벽(23)의 두께는 0.25 ㎜ 이었고, 개구율은 68.8% 이었다.

평균 섬유 길이 20 ㎛ 인 알루미나 파이버 30 중량 ％, 평균 입경 0.6 ㎛의 탄화규소 입자 21 중량 ％, 실리카졸 15 중

량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5.6 중량 ％ 및 물 28.4 중량 ％를 포함하는 내열성의 접착재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상기와

같이 제조된 다수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결속하고, 120 ℃에서 건조시키고,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그리하여, 접착층의 두께가 1 mm 인 원주형 세라믹 블럭(15)을 제작하였다.

다음에, 무기 섬유로서 알루미나실리케이트로 이루어지는 세라믹 파이버(쇼트 함유율 : 3 ％, 섬유 길이 : 5 내지 100 ㎛)

23.3 중량 ％, 무기 입자로서 평균 입경 0.3 ㎛의 탄화규소 분말 30.2 중량 ％, 무기 바인더로서 실리카졸(졸 중의 SiO2의

함유율 : 30 중량 ％) 7 중량 ％, 유기 바인더로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0.5 중량 ％ 및 물 39 중량 ％를 혼합하고, 혼련

하여 밀폐재 페이스트를 얻었다.

다음에, 상기 얻어진 밀폐재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상기 세라믹 블럭(15)의 외주부에 두께 0.2 ㎜의 밀폐재 페이스트층을

형성하였다. 상기 밀폐재 페이스트층을 120 ℃에서 건조하였다. 그리하여 직경이 143.8 ㎜ 이고, 길이가 150 mm 인 집합

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 및 3)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및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4)

각기둥형 생 성형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

를 제조하였다.

즉, 평균 입경 22 ㎛인 α-탄화규소 조분말 5,130 중량부와, 평균 입경 0.5 ㎛인 α-탄화규소 미분말 2,200 중량부를 습식

혼합하였다. 상기 얻어진 혼합물에 대해 조공제로서 평균 입경 40 ㎛ 의 아크릴 입자 490 중량부, 유기 바인더(메틸셀룰로

오스)를 700 중량부, 가소제(NOF사 제 Unilube)를 330 중량부, 윤활제(글리세린)를 150 중량부 및 물을 적당량 더하고,

혼련하여 혼합 조성물을 얻었다. 그 후, 상기 혼합 조성물을 압출 성형하여 도 2(a) 및 2(b)에 도시한 각기둥형 생 성형체를

제작하였다. 전술한 α-탄화규소 조분말로서는, 800℃ 에서 3시간 동안 산화처리를 실시한 조분말을 이용하였다. 이 실시

예에서, 기공률이 55%인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5)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을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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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을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7 ~ 10 및 12)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 셀의 수, 및 셀벽의 두께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들을 제조하였다. 표 1은 또한 다공질 세라믹 부재들

의 개구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시예 11 및 13)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 셀의 수, 및 셀벽의 두께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들을 제조하였다. 표 1은 또한 다공질 세라믹 부재들

의 개구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시예 14 ~ 17 및 19)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 셀의 수, 및 셀벽의 두께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들을 제조하였다. 표 1은 또한 다공질 세라믹 부재들

의 개구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시예 18 및 20)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 셀의 수, 및 셀벽의 두께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들을 제조하였다. 표 1은 또한 다공질 세라믹 부재들

의 개구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시예 21)

평균 입경 50 ㎛인 α-탄화규소 조분말 8,000 중량부와, 평균 입경 4 ㎛인 실리콘 분말 2,000 중량부를 습식 혼합하였다.

상기 얻어진 혼합물 10,000 중량부에 대해 유기 바인더(메틸셀룰로오스)를 1,100 중량부, 가소제(NOF사 제 Unilube)를

330 중량부, 윤활제(글리세린)를 150 중량부 및 적당량의 물을 더하고, 혼련하여 혼합 조성물을 얻었다. 그 후, 상기 혼합

조성물을 압출 성형하여 도 2(a) 및 2(b)에 도시한 각기둥형 생 성형체를 제작하였다.

전술한 α-탄화규소 조분말로서는, 800℃ 에서 3시간 동안 산화처리를 실시한 조분말을 이용하였다.

다음에, 마이크로파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상기 생 성형체를 건조시켜 세라믹 건조체를 생성하였다. 그 후, 상기 생 성형체

와 유사한 조성의 밀봉재 또는 밀봉 페이스트로 소정의 셀을 밀봉하였다.

다음에, 다시 건조기를 이용하여 상기 세라믹 건조체를 건조시킨 후, 400 ℃에서 탈지하고, 상압의 아르곤분위기 하

1,410 ℃에서, 3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그리하여 Si-SiC 소결체로 된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제조하였다. 기공률은

45 ％, 평균 기공 직경은 20 ㎛, 다공질 세라믹 부재(20)의 크기는 34.3 ㎜ × 34.3 ㎜× 150 ㎜, 셀(21)의 수(셀 밀도)는

46.5 개/㎠, 셀벽(23)의 두께는 0.35 ㎜ 이었고, 개구율은 58.0 % 이었다.

그 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상기와 같이 제조된 다수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결속시켜서 원주형 세라믹 블럭

(15)을 제작하고, 세라믹 부재(15)의 외주부에 밀폐층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직경이 143.8 ㎜ 이고, 길이가 150 mm 인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10)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2 및 24)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 셀의 수, 및 셀벽의 두께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1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들을 제조하였다. 표 1은 또한 다공질 세라믹 부재들

의 개구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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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3)

평균 입경 20 ㎛인 α-탄화규소 조분말 6,664 중량부와, 평균 입경 4 ㎛인 실리콘 분말 1,666 중량부를 습식 혼합하였다.

상기 얻어진 혼합물에 대해 평균 입경 40 ㎛ 의 아크릴 입자 490 중량부, 유기 바인더(메틸셀룰로오스)를 700 중량부, 가

소제(NOF 사 제 Unilube)를 330 중량부, 윤활제(글리세린)를 150 중량부 및 물을 적당량 더하고, 혼련하여 혼합 조성물을

얻었다. 그 후, 상기 혼합 조성물을 압출 성형하여 도 2(a) 및 2(b)에 도시한 각기둥형 생 성형체를 제작하였다. 전술한 α-

탄화규소 조분말로서는, 800℃ 에서 3시간 동안 산화처리를 실시한 조분말을 이용하였다. 이 실시예에서, 기공률이 55%

인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다음에, 마이크로파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상기 생 성형체를 건조시켜 세라믹 건조체를 생성하였다. 그 후, 상기 생 성형체

와 유사한 조성의 밀봉재 또는 밀봉 페이스트로 소정의 셀을 밀봉하였다.

다음에, 다시 건조기를 이용하여 상기 세라믹 건조체를 건조시킨 후, 400 ℃에서 탈지하고, 상압의 아르곤분위기 하

1,450 ℃에서, 1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그리하여 Si-SiC 소결체로 된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제조하였다. 기공률은

55 ％, 평균 기공 직경은 15 ㎛, 다공질 세라믹 부재(20)의 크기는 34.3 ㎜ × 34.3 ㎜× 150 ㎜, 셀(21)의 수(셀 밀도)는

46.5 개/㎠, 셀벽(23)의 두께는 0.25 ㎜ 이었고, 개구율은 68.8 % 이었다.

그 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상기와 같이 제조된 다수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20)를 결속시켜서 원주형 세라믹 블럭

(15)을 제작하고, 세라믹 부재(15)의 외주부에 밀폐층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직경이 143.8 ㎜ 이고, 길이가 150 mm 인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10)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5)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을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3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들을 제조하였다.

(비교예 1)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및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비교예 2)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및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7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비교예 3)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및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4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비교예 4)

α-탄화규소 조분말의 평균 입경 및 세라믹 건조체의 소성 온도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21에서와 동일하게 집합체형 허니콤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평가)

(1) 기공률 등의 측정

수은 압입법에 근거한 기공측정기(porosimeter)(시마즈사 제 Autopore Ⅲ 9420)를 이용하여 수은 압입법으로 0.1 ㎛ 내

지 360 ㎛ 범위에 있는 기공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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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질 세라믹 부재의 기공률 및 평균 기공 직경을 표 1에 나타낸다.

(2) BET 값의 측정

각 다공질 세라믹 부재로부터 15mm × 15mm 크기의 조각을 잘라내고, 이를 측정 샘플로 사용하였다. 샘플의 BET 값은

JIS R 1626에 의한 싱글-포인트 BET 법에 따라 FLOW SORB Ⅱ 2300(시마즈사 제)에 의해 측정하였다.

측정된 BET 값을 표 1에 나타낸다.

(3) 셀벽의 비표면적의 산출

셀벽의 비표면적 B는 전술한 수학식 (4)에 따라 전술한 BET 값으로부터 산출하였다. SiC 소결체의 실제 밀도는 3.2(g/

cm3)이었고, Si-SiC 소결체의 실제 밀도는 3.0(g/cm3) 이었다.

(4) 압력 손실의 측정

압력 손실은 도 5에 도시한 압력 손실 측정 장치(17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 5는 압력 손실 측정 장치의 설명도이다.

압력 손실 측정 장치(170)에서는, 알루미나 매트(172)로 감은 허니콤 구조체(10)가 송풍기(176)의 배기 가스 관(177)에

접속된 금속 케이싱(171) 안에 고정 배치되어 있고, 압력계(178)는 배기 가스 관(177)에 연결되어 압력계(178)가 허니콤

구조체(10) 전후의 압력을 검출할 수 있다.

송풍기(176)를 배기 가스의 유량이 750m3/h에 이르도록 운전하였다. 송풍기(176) 운전 시작 5분 후의 압력차(압력 손실)

를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5) 미립자 포집 효율 측정

도 6에 도시한 압력 손실 측정 장치(270)를 이용하여 미립자의 포집 효율을측정하였다. 도 6은 배기 가스 정화 측정 장치

의 설명도이다.

압력 손실 측정 장치(270)는 2L 커먼레일형 디젤 엔진(276), 엔진(276)으로부터 배기 가스를 흐르게 하는 배기 가스 관

(277), 배기 가스 관(277)에 접속되고, 알루미나 매트(272)로 감은 허니콤 구조체(10)를 고정하는 금속 케이싱(271), 허니

콤 구조체(10)에 유입되기 전의 배기 가스를 샘플링(sampling)하는 시료 채취기(278), 허니콤 구조체(10)를 통과한 후의

배기 가스를 샘플링하는 시료 채취기(279), 각 시료 채취기(278, 279)에 의해 채취된 배기 가스를 희석하는 희석기(280),

및 희석된 배기 가스에 포함된 미립자의 양을 측정하는 PM 카운터(281)(TSI 사제 응집 입자 카운터 3022A-S)를 구비한

주사형 이동도 입경 분석장치(SMPS)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측정과정을 설명한다. 상기 엔진(276)을 회전수 2,000 분-1, 토크 47 Nm으로 운전했다. 그리하여 엔진(276)으로

부터 나온 배기 가스를 허니콤 구조체(10)로 유입시켰다. 이때, 허니콤 구조체(10)로 유입되기 전의 배기 가스의 PM양

(P0) 및 허니콤 구조체(10)를 통과한 후의 배기 가스의 PM양(P1)을 PM 카운터(281)에 의해 측정된 PM 미립자들의 수로

부터 파악했다. 미립자를 포집하는 효율은 하기 수학식 (5)를 이용하여 산출했다.

수학식 5

포집 효율 (%) = (P0 - P1) / P0 × 100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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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셀벽의 두께 A(mm) 및 셀벽의 비표면적 B(m2/cm3)가 전술한 수학식 (1)의 관계를 충족하는

실시예들의 허니콤 구조체는 미립자를 포집하는 효율이 높았으며, 80% 이상이었다. 반대로, 비교예들의 허니콤 구조체는

미립자를 포집하는 효율이 낮았으며, 80% 미만이었다.

셀벽의 두께 A(mm) 및 셀벽의 비표면적 B(m2/cm3)가 전술한 수학식 (2)의 관계를 충족하는 허니콤 구조체들(실시예 1 ~

4, 7 ~ 11, 14 ~ 18 및 21 ~ 23)에서, 압력 손실은, 셀벽의 두께와 재질이 동일하고 전술한 수학식 (1)의 관계를 충족하는

다른 허니콤 구조체에서의 압력손실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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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에 따르면, 셀벽의 두께 A 및 셀벽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 B는 상기 식 (1)의 관계를 충족한다. 그

리하여, 허니콤 구조체는 미립자를 포집하는 우수한 효율을 갖는다. 셀벽의 두께가 감소한다 할지라도, 미립자를 포집하는

충분한 효율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의 일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의 (a)는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를 형성하는 각각의 다공질 세라믹 부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고, (b)는 (a)

에 도시한 다공질 세라믹 부재의 A-A선 단면도이다.

도 3의 (a)는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의 다른 일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고, (b)는 (a)에 도시한 허니콤 구조체의

B-B선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허니콤 구조체가 설치된 차량의 배기 가스 정화장치의 일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는 압력 손실 측정 장치의 설명도이다.

도 6은 배기 가스 정화 측정 장치의 설명도이다.

[부호의 설명]

10,30 : 허니콤 구조체

11 : 접착층

12 : 코팅층

15 : 세라믹 블럭

20 : 다공질 세라믹 부재

21, 31 : 셀(cell)

22 : 밀봉재(plug)

23, 33 : 셀벽(cell wall)

35 : 세라믹 블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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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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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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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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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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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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