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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온 배기 가스 처리 장치용 비정질 비팽창성 무기 섬유매트

요약

촉매 컨버터, 디젤 미립자 트랩 등의 배기 가스 처리 장치의 저온 취성 구조부에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비팽창성 매트는 비

정질 무기 섬유로 이루어진다. 상기 섬유는 약 20×106 psi 이하의 영률과 5㎛ 이하의 기하학적 평균직경을 갖는다. 상기

매트는 주위 온도로부터 약 350℃ 까지의 범위에 있는 평균 매트 온도에 걸쳐서 15 psi 이상의 지지력을 제공하도록 채용

된다. 비정질 무기 섬유는 바람직하게는, 알루미나/실리카로 이루어진 융액의 섬유화 제품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관련 출원의 상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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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은 1998년 12월 8일 출원된 가출원 제 60/111,353 호를 우선권 주장한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배기 가스 처리용인 촉매 컨버터, 디젤 미립자 트랩 등의 배기 가스 처리 장치의 취성 구조부용 지지 요소로서

기능하는 매트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저온 배기 가스 처리 장치용 지지 요소로서의 비정질 비-팽창

성 무기 섬유 매트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자동차 및 디젤 엔진의 배기 가스 처리용 촉매 컨버터 조립체는,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산화시키고 질소 산화물을 환

원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촉매를 지지하기 위한 촉매 지지 구조부와 같은 취성 구조부를 포함하며, 취성 구조부는 금속

하우징 내에 장착된다. 취성 구조부는 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산화 마그네슘, 지르코니아, 코디어라이트 (cordierite),

탄화 규소 등의 취성의 내화 세라믹 재료 또는 금속으로 형성된 단일체 구조부와 같은 취성 재료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한 재료는 다수의 작은 유동 채널을 갖는 골격 타입의 구조부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구

조부는 매우 취성적이다. 사실, 그러한 단일체 구조부는 너무 취성적이어서 작은 충격의 로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그것

들을 충분히 균열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다.

취성 구조부는, 취성 구조부의 외면과 하우징의 내면 사이의 스페이스 또는 갭에서 금속 하우징 내부에 포함된다. 취성 구

조부를 열적 충격, 기계적 충격, 및 다른 전술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단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1 이상의 장착 층 또

는 플라이 또는 지지 재료를 취성 구조부와 하우징 사이의 갭 내부에 위치시키는 것이 알려진다. 예컨대, 각각의 개시 내용

이 참고로서 여기에 합체되는, 양수인의 미국 특허 제 4,863,700 호, 제 4,999,168 호, 및 제 5,032,441, 및 제 5,580,532

호는, 장치에 포함된 취성 구조부와 하우징 사이의 갭 내부에 배치되는 장착 또는 지지 재료를 구비한 촉매 컨버터 장치를

개시한다.

터보과급식 직접 연료 분사형 (TDI) 디젤 동력 장치와 같은 저온 촉매 컨버터 적용예에서, 배기 온도는 통상적으로 약

150 ℃ 이며, 300 ℃ 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인 팽창성 매트가 조립된 촉매 컨버터 분야에서, 예상외의 고주파에서

는 실패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한 실패의 이유중 하나는 배기 온도가 너무 낮아서 팽창성 입자, 통상적으로는 질석 입자가 팽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팽창성 입자를 미리 팽창시키기 위하여 약 500℃ 까지 예열시킨 컨버터에서도 발견되었다. 그후, 저온 TDI 적용예

에 사용된 경우, 매트는 취성 구조부에 대하여 충분한 압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가솔린 엔진에 사용된 컨버터는, 900℃ 정

도로 높은 최종 가동 온도까지 연속적으로 가열될 때 지지력에서의 그러한 초기 손실을 극복한다. 350℃ 이상의 온도에서,

팽창성 입자는 팽창하고 취성 구조부에 대한 매트의 지지력을 증가시킨다.

그러한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팽창성 매트 제품에 사용된 유기 바인더계가 열화되고 지지력에서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

이다.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온에서부터 약 200 ℃ 까지는 지지력의 손실이 점차적이지만, 약 200℃ 내지 약 250℃

까지는 지지력의 손실이 급격하다.

도 2 는 취성 구조부와 쉘 사이의 갭이 약 4.0 내지 약 4.1 mm 이며, 300℃ 온도에서 1000 사이클 테스트를 실시한 종래

기술의 팽창성 매트의 성능을 도시한다. 모든 매트는 팽창성 재료 (질석) 을 미리팽창시키기 위하여 1 시간 동안 예열하였

다. 1000 사이클 테스트에서, 매트는 취성 구조부에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15 psi 이상의 압력을 유지해

야만 한다. 도 2 는 약 500 사이클 후에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지지력의 손실을 도시한다. 그러한 그래프에서 나타내어진

데이터는, 300℃ 이하의 온도에서 가동하는 TDI 디젤 적용예에 사용된 통상적인 팽창성 장착 매트가 장착된 컨버터에서

관찰되는 실패와 매우 관련성이 있다. 종래 매트의 테스트 절차 및 특정 결과를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비팽창성 매트 시스템은 종래 기술에 공지된다. SAFFIL (영국 ICI 제조) 및 MAFTEC (일본, Mitsubishi Chemicals

제조) 와 같은 섬유가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서 사용하는 취성 구조부를 장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섬유는

컨버터가 가열될 때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질석과 같은 팽창성 재료를 함유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한 매트는 높은

영률 (20∼40 ×106 psi 이상) 을 갖는 다결정질 섬유로 구성되며 취성 구조부에 대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세라믹

스프링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제품은 터보과급식 직접 연료 분사형 (TDI) 디젤 컨버터에서 적절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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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그러한 제품은 유기 바인더의 첨가 없이 건식 적층되었고, 그 결과로서, 그러한 제품의 두께는 통상적으로 18 mm 이

상이고 이는 컨버터에 설치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는 앞에서 참조된 특허에 기재된 바와 같다. 또한, 그러한 제품의 비

용은 팽창성 매트와 비교하여 매우 높다. 최근에, 진공 패킹 (vacuum packing) 에 의해, 또는 유기 바인더의 첨가에 의해,

그리고 때때로 부가적인 스티칭 (stitching) 또는 니들링 (needling) 에 의해 더욱 얇고 더욱 가요성인 매트를 수득함으로

써 취급 및 설치가 개선된 새로운 세대의 제품이 제공되었다. 10 mm 이하의 두께는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 달성된다. 그러

나, 그러한 새로운 세대의 매트를 150℃∼300℃ 의 온도에서 시험하면, 최초 세대의 매트보다 지지력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새로운 세대의 최초 제품은 미국 특허 제 5,580,532 호에 기재되며, 그 특허는 촉매 컨버터의 장착시 사용하며, 특

히 750℃ 내지 1200℃ 의 가동 온도 범위에서 유용한 가요성의 다결정질 세라믹 섬유 매트를 청구하고 있다. 가요성은 매

트에 다양한 유기 바인더를 함침시킴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나, 그 특허에 언급된 모든 바인더는 TDI 디젤 컨버터의

150℃∼300℃ 가동 온도 범위에서 성능이 낮은 매트를 산출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매트에 사용된 섬유의 높은 영률로 인

하여 만족스런 성능이 여전히 달성된다.

유럽 특허 출원 EP803643 은 취성 구조부 장착용의 얇고 가요성의 매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바인더에 의해 결합되며 넓은

조성 범위 (0∼99 중량% Al2O3, 1∼99.8 중량% SiO2) 에 걸쳐 미네랄 섬유로 제조되는 매트 제품을 개시한다. 그러한 섬

유는 바람직하게는 95 중량% Al2O3, 또는 75 중량% Al2O3-25 중량% SiO2 범위의 조성을 갖는 것으로 추가로 한정된다.

그 출원은 높은 탄성 계수를 갖는 섬유만이 컨버터가 사용중 가열 또는 냉각될 때 취성 구조부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지

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재한다. 종래 기술의 팽창성 매트 제품에 사용된 섬유는 적합하지 않다고 기재한다. 그 출원은

온도가 500℃ 이상과 같이 바인더를 연소시키는데 충분히 높은 곳에 적용하기 위한 아크릴 라텍스와 같은 통상적인 유기

바인더의 사용을 기재하고 있다. 220℃∼300℃ 범위에서의 디젤 엔진과 같은 저온 적용예에서, 상기 출원은 통상적인 유

기 바인더가 열적으로 열화되어 경질이 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컨버터의 열 사이클링시, 경화된 매트는 취성 구조부에 적

절한 지지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실패하게 된다. 상기 출원은 경화하지 않는 다른 바인더, 예컨대 실리콘 바인더가

그러한 온도 범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 4,929,429 호 및 5,028,397 호에서, 비교 실시예는, 융액 형성된 (melt-formed) 세라믹 섬유에 쇼트 함량을

5% 로 낮게 줄이기 위한 열처리를 할지라도, 그러한 섬유는 컨버터 쉘 안에 취성 구조부를 적절하게 지지하기 위한 필수

탄성력이 여전히 부족하며, 이는 미국 특허 제 5,250,269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기 5,250,269 특허는 융액 형성된 세

라믹 섬유, 예컨대, CERAFIBER (조지아주 오거스타 소재의 Thermal Ceramics 제조) 를 먼저 열처리 함으로써 얼마나

적절한 탄성력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기재한다. 융액 형성된 세라믹 섬유를 처리하지 않고 제조한 매트의 비교 실시예는

실험실 테스트 및 컨버터 핫 쉐이크 (hot shake) 테스트 모두에서 실패하였다.

업계에서 필요한 것은, 주위 온도부터 적어도 약 350℃ 까지의 평균 매트 온도 범위에서 기능할 수 있고 지지력의 손실없

이 TDI 디젤 촉매 컨버터 등과 같은 배기 가스 처리 장치에 설치될 수 있는 매트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TDI 디젤 촉매 컨버터 등과 같은 배기 가스 처리 장치에서 약 15 psi 이상의 지지력을 유지하면서, 주위

온도부터 적어도 약 350℃ 까지의 평균 매트 온도 범위에 걸쳐서 기능할 수 있는 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취급이 쉽고 TDI 디젤 촉매 컨버터 등과 같은 배기 가스 처리 장치에서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게 충

분히 가요성이며 충분히 얇은 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저온 배기 가스 처리 장치의 취성 구조부에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비팽창성 매트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러한 매

트는 내고온성의 (high temperature resistant) 의, 비정질 무기 섬유로 이루어지며, 상기 섬유는 약 20 ×106 psi 이하의

영률을 가지며 기하학적 평균 직경이 약 5 ㎛ 이하이며, 매트는 선택적으로 바인더를 포함하고, 매트는 주위 온도로부터

적어도 약 350℃ 까지의 평균 매트 온도 범위에 걸쳐서 15 psi 이상의 지지력을 제공하도록 채택된다.

또한, 본 발명은 하우징 내의 취성 지지 구조부와, 취성 지지 구조부와 하우징 사이에 배치된 지지 요소를 포함하는 배기

가스 처리 장치를 제공하며, 지지 요소는 내고온성의 비정질 무기 섬유로 이루어지며, 상기 섬유는 약 20 ×106 psi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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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률을 갖고 기하학적 평균 직경이 약 5 ㎛ 이하이며, 상기 매트는 선택적으로 바인더를 포함하며, 여기서 매트는 주위 온

도로부터 적어도 350℃ 까지의 평균 매트 온도 범위에 걸쳐서 하우징 내부에서의 지지 요소의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을 중

력 가속도의 약 60 배 이상의 힘으로 제공하도록 채택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촉매 컨버터 (catalytic converter) 의 정면 단면도이다.

도 2 는 취성 구조부와 쉘 사이의 갭이 약 4.0 내지 약 4.1 mm 이며 1시간 동안 500℃ 까지 예열된 팽창성 매트의 300℃,

1000 사이클 테스트에서의 성능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비-팽창성 섬유 매트의, 섬유용의 상이한 바인더에 기초한 변화하는 온도에서의 상대 팽창 그래프이다.

도 4 는 경쟁적인 건식 적층되고 (dry layed) 니들 펀칭된 세라믹 섬유 블랭키트 (blanket) 와 비교하여, 상이한 바인더를

가지며, 갭 사이클링이 약 3.0 내지 약 3.1 mm 인 본 발명의 비-팽창성 섬유 매트의 300℃, 1000 사이클 테스트에서의 성

능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저온 배기 가스 처리 장치에 지지 구조부를 제공하기 위한 비-팽창성 매트를 제공한다. 이 매트는 내고온성인

비정질 무기 섬유를 포함하며 선택적으로 바인더를 함유한다.

본 발명의 섬유는 또한 내고온성 (耐高溫性) 섬유이다. 내고온성에 의해서, 섬유는 약 1260℃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비정질 무기 섬유는 약 20×106 psi 이하의 영률과 약 5㎛ 이하의 기하학적 평균직경을 갖는다.

섬유는 비정질 알루미나(alumina)/실리카(silica) 섬유, 알루미나/실리카/마그네시아(magnesia) 섬유 (예컨대, 오하이오

주 토레도 소재 오웬스 코닝사의 S-2 글라스), 미네랄 울 (mineral wool), E-글라스 섬유, 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 (예컨

대, 뉴욕주 나이아가라폴시 소재 유니프랙스사의 ISOFRAXTM 섬유), 또는 칼시아 (calcia)-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 (예

컨대, 뉴욕주 나이아가라폴시 소재 유니프랙스사의 INSULFRAXTM 섬유 또는 Thermal Ceramics Company 의

SUPERWOOLTM섬유)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루미나/실리카 섬유는 통상적으로 약 45% 내지 약 60% 의 Al2O3 와 약 40% 내지 약 55% 의 SiO2 를 포함하고; 바람직

하게는, 섬유는 약 50% 의 Al2O3 와 약 50% 의 SiO2 를 포함한다. 알루미나/실리카/마그네시아 글라스 섬유는 통상적으로

약 64% 내지 약 66% 의 SiO2, 약 24% 내지 25% 의 Al2O3, 및 약 9% 내지 약 10% 의 MgO 를 포함한다. E-글라스 섬유는

통상적으로 약 52% 내지 약 56% 의 SiO2, 약 16% 내지 약 25% 의 CaO, 약 12% 내지 약 16% 의 Al2O3, 약 5% 내지 약

10% 의 B2O3, 약 5% 이하의 MgO, 약 2% 이하의 산화나트륨 및 산화칼륨과, 미량의 산화철 및 불화물을 포함하며, 통상

적인 조성은 55% 의 SiO2, 15% 의 Al2O3, 7% 의 B2O3, 3% 의 MgO, 19% 의 CaO 및 미량의 상기 물질을 포함한다.

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는 통상적으로 약 69% 내지 약 86% 의 SiO2, 약 14% 내지 약 35% 의 MgO, 및 약 0% 내지 약

7% 의 ZrO 을 포함한다. 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에 대한 추가의 정보는 미국 특허 제 5,874,375 호 에 개시되어 있고, 이

는 참고자료로 여기에 합체된다. 칼시아-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는 통상적으로 약 31% 의 CaO, 약 3% 의 MgO, 및 약

65% 의 SiO2 를 포함한다.

매트는 주위 온도로부터 적어도 약 350℃ 까지의 평균 매트 온도 범위에 걸쳐서 15 psi 이상의 지지력을 제공한다. 평균

매트 온도는 전체 매트에 걸친 산술적 평균 온도이다. 지지력은 매트가 주위 온도부터 적어도 약 350℃ 까지 가열될 때 매

트의 온도 범위에 걸쳐서 제공된다.

비정질 섬유는 용융 형성되고 섬유를 소둔하거나 결정화하기 위하여 열처리에 의해 사후처리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결

정화되지 않은 섬유로 정의하며, 이는 X-선 회절에 의해 검출되는 결정이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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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본 발명의 매트는 바인더를 포함한다. 적합한 바인더는 수성 바인더와 비수성 바인더를 포함하며, 바람직하게

는 사용된 바인더는 활성이며 열적으로 경화하는 라텍스 (latex) 이며 이는 경화후 적어도 약 350℃ 까지 안정한 가요성

재료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10 퍼센트의 라텍스가 사용되고, 약 8 퍼센트가 가장 바람직하다. 용제 (사용되는

경우) 에서 바인더의 용융 강도는 바라는 바인더 로딩 (loading) 및 바인더 시스템의 가공성에 기초 (점도, 고체 함량 등에

기초) 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바인더는 실리콘 라텍스이다.

본 발명의 섬유의 제조는 1998년 3월 11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09/038,243 호에 기재되며, 이는, 본 발명에서는 섬유

가 섬유 조성물을 결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열되지 않아서, 그것들의 비정질 조직을 유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본 발명에 참

고자료로서 합체된다. 간단히 말해서, 섬유는 용융 형성된 비정질의 무기 또는 글라스 섬유이다. 그것들은 바람직하게는

높은 화학적 순도 (약 98% 이상) 의 섬유이며,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1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4㎛ 의 평균

직경을 갖는다. 본질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종래기술에 공지된 바와 같이, 섬유는 60 퍼센트 이상의 섬유 인덱스

(fiber index) 를 얻기 위하여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그것들이 40 퍼센트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퍼센트 이하의 쇼트

(shot) 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배기 가스 처리 장치는 촉매 컨버터, 디젤 미립자 트랩 등을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유사한 요소를 포함한다. 이하,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촉매 컨버터를 예로 하여 설명한다. 촉매 컨버터 (10) 는 두 조각의 금속, 예컨대, 내고온성 강으로 형성

된 일반적으로 관형인 하우징 (12) 을 포함한다. 하우징 (12) 은 일 단부에 입구 (14) 를 갖고 반대 단부에 출구 (도시안됨)

를 갖는다. 입구 (14) 및 출구는 외측 단부에 적절히 형성되어서 그것들은 내연 기관의 배기 시스템에 있는 도관에 고정될

수 있다. 장치 (10) 는 취성의 세라믹 단일체 (18) 와 같은 취성의 촉매 지지 구조부를 포함하며, 그것은 본 발명의 매트

(20) 와 같은 지지 요소에 의해서 하우징 (12) 내부에 지지되어 유지된다. 단일체 (18) 는 일 단부에서의 입구 단부면으로

부터 반대 단부에서의 출구 단부면까지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가스 투과성 통로를 포함한다. 단일체 (18) 는 적합한

내화 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여 임의의 공지된 방식과 형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일체는 통상적으로 단면 형상

이 타원형이거나 둥글지만, 다른 형상도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라서, 단일체는 하우징으로부터 간격 또는 틈을 두고 이격되며, 이 틈은 예컨대, 촉매 컨버터 또는 디젤 미립

자 트랩과 같은 사용되는 장치의 종류나 구성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갭은 지지 요소 (또는 장착 매트)(20) 에 의해

서 충전되어 세라믹 단일체 (18) 에 탄성 지지력을 제공한다. 탄성의 지지 요소 (20) 는 외부 환경에 대한 단열을 제공하며,

촉매 지지 구조부에 기계적인 지지를 제공하여 취성 구조부를 기계적 충격으로 부터 보호한다. 지지 요소 (20) 는 또한 양

호한 취급성을 가져서, 약 350℃ 의 공칭 온도에서 1000 회의 기계적인 사이클을 격은 후에 15 psi 이상의 실질적으로 안

정하며 균일한 최소 지지압을 유지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장치의 제조시 쉽게 처리된다.

"사이클" 이란 용어는, 단일체 (즉, 취성 구조부) 와 하우징 사이의 갭이 소정 속도에서 특정 간격으로 개방되고 닫혀짐을

의미한다. 실제적인 조건을 모의실험하기 위하여, 주어진 직경의 취성 구조부와 하우징 사이의 갭의 팽창은 350℃ 의 최대

온도에서 통상적인 하우징의 열팽창 계수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지지 매트는 테스트에서의 그것들의 성능 대 설치 밀도에

특징이 있다. 그때, 1000 사이클 후 약 15 psi 이상의 최소 지지력 (P최소) 을 제공할 최종 매트의 기본 중량이 선택된다. 최

소 비용에서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약 15 psi 요건 이상을 만족시키는 기본 중량이 선택된다.

본 발명의 알루미나 실리카 섬유 매트의 경우, 기본 중량은 통상적으로 약 1200 g/m2 이상, 일반적으로는 약 1600 g/m2

의 최소 기본 중량이 될 수 있다. 높은 기본 중량 매트는 증가된 지지압을 제공하여 인자들을 만족시키지만, 비용이 높다.

본 발명의 매트들은 약 0.20 g/cm3 이상의 소지부피밀도 (green bulk density) 를 통상적으로 갖고, 약 0.40 내지 약 0.75

의 g/cm3 의 설치밀도 (installed density) 를 갖는다. 본 발명의 매트는 통상적으로 약 4.5 내지 약 13 mm 의 공칭 두께를

갖는다. 공칭 두께는 0.7 psi 의 압축력하에서 측정된 두께로서 정의된다.

취성 구조부와 쉘 사이의 3 내지 4 mm 의 갭은 적절한 단열을 제공하고 취성 부재와 쉘 사이의 공차를 최소화 시키는데 충

분하다. 그러한 갭을 충전시키는데 필요한 매트의 단위 면적당 중량 (기본 중량) 의 하한은, 가동중에 격게 될 축선방향 g-

력 및 배기가스압에 대항하여 취성 구조부의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압력에 의해서 경계가 이루워지고, 상한은 취성

구조부의 파단력에 의해서 그 경계가 이루워진다. 기본 중량은 약 1000 내지 약 3000 g/m2 이다. 투어니킷 (tourniquet)

장착법에 의해서 장착된 4.66 인치 직경의 취성 구조부의 경우, 3 mm 의 갭이 적절하다. 약 1600 g/m2 의 기본 중량을 갖

는 본 발명의 매트는 약 0.53 g/cm3 의 설치 밀도가 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1600 g/m2 매트의 경우, 매트는 약 7 mm

의 두께를 가질 것이며, 이는 종래의 비-팽창성 매트와 비교하여 컨버터 조립시 취급 및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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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매트는 중력가속도의 약 60 배 이상의 힘에서 하우징내의 지지 요소의 미끄러짐 저항을 제공한

다.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은 주위 온도로부터 적어도 약 350 ℃ 까지의 평균 매트 온도 범위에 걸쳐서 제공된다. 매트는 하

우징과 지지 요소 사이에 충분한 힘을 제공하여 지지 요소가 하우징 내에서 미끄러지지 못하게 하여서, 지지 구조부의 기

계적 충격 및 파손을 피하게 한다.

본 발명의 장착 매트 또는 지지 요소는 임의의 공지 기술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다. 예컨대, 제지법을 사용하여, 무기 섬유

는 바인더와 혼합되어 혼합물 또는 슬러리를 형성한다. 임의의 혼합수단이 사용될 수 있지만, 섬유 성분은 약 0.25% 내지

5% 농도 또는 고체 함량 (0.25∼5 부의 고체 대 99.5∼95 부의 물) 에서 혼합된다. 그후, 슬러리는 형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물로 희석되며, 최종적으로 응집제 및 배수유지 조제에 의해 응집된다. 그후, 응집된 혼합물 또는 슬러리는 제지기에 배

치되어 무기 페이퍼의 플라이 (ply) 로 형성된다. 다른 방식으로, 플라이는 슬러리를 진공 주조시킴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

다. 어느 경우에서나, 그것들은 오븐에서 통상적으로 건조된다. 사용된 표준 제지기술의 더욱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미

국 특허 제 3,458,329 호를 참조할 수 있고, 그것의 개시내용은 참고로 여기에 합체된다. 그러한 방법은 공정동안에 섬유

를 통상적으로 파단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섬유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약 0.025 cm 내지 약 2.54

cm 이다.

또한, 무기 섬유는 건식 공기 적층화 (dry air laying) 와 같은 종래의 수단에 의해서 매트 또는 플라이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단계의 플라이는, 통상적인 촉매 컨버터 및 디젤 트랩 장착 매트와 비교하여 매우 두껍고, 매우 작은 구조적 일체성을

갖는다. 결과의 매트는 매트를 조밀화시키고 그것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종래기술에 공지된 바와 같이 건식 니들

(dry needle) 될 수 있다.

건식 공기 적층화 기술이 사용되는 곳에, 다른 방식으로, 매트는 그것에 바인더를 함침 첨가하는 처리가 이루어져 불연속

섬유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에서는, 바인더는 종래의 제기 기술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매트 프리프레

그 (prepreg) 의 형성보다 오히려 매트 형성 후에 첨가된다. 매트를 제조하는 이러한 방법은 파단을 줄여서 섬유 길이를 유

지시키는 것을 돕는다. 그러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섬유의 길이는 약 1 cm 내지 약 10 cm, 바람직하게는 약

1.25 cm 내지 약 7.75 cm 이다.

알루미나/실리카/마그네시아 글라스 또는 E 글라스의 연속 필라멘트가 본 발명의 비-팽창성 매트에 사용되는 경우, 그것

들은 직물로 편성되거나 직조될 수 있다.

매트에 바인더를 함침시키는 방법은, 액체의 바인더계 (binder system) 에 매트를 완전히 침지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매

트에 분무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연속적인 공정에서, 롤 형태로 운반될 수 있는 무기 섬유 매트는, 예컨대 컨베이어 또는

스크림 상에서 풀려서 이동되어 바인더를 도포하는 스프레이 노즐을 통과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중력주입식으로 스프레

이 노즐을 통과할 수 있다. 그후, 매트/바인더 프리프레그는 프레스 롤 사이를 통과되고 그 롤은 과잉의 액체를 제거하고

프리프레그를 대략적으로 그것의 바라는 두께로 조밀화시킨다.

조밀화된 프리프레그는 그후, 임의의 잔존 용제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바인더를 부분 경화하여 복합체를 형성시키기 위

하여 오븐을 통과한다. 건조 및 경화 온도는 사용된 바인더와 용제 (필요한 경우) 에 따라 우선적으로 결정된다. 그후, 복합

체는 저장 또는 운송을 위해 절단되거나 권취된다.

장착 매트는, 매트 부위를 액체 바인더에 침지시키며, 프리프레그를 이동시키고, 과량의 액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압착시키

며, 그후, 복합체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건조시키며, 저장 또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하는 배치 모드로 제조할 수 있다.

상술한 기술이 사용되는 것과 관계없이, 복합체는 예컨대, 다이 스탬핑 (die stamping) 에 의해서 재생가능한 공차를 갖는

정확한 형상 및 크기의 장착 매트를 형성하도록 절단될 수 있다. 이러한 장착 매트 (20) 는 적합한 취급 특성을 보이며, 이

는 바인더없이 제조된 매트와 같이 손에서 부스러질 정도의 취성을 갖지 않고 용이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균열

이 없이 촉매 지지 구조부 (18) 둘레에 용이하고 가요적으로 끼워맞춰질 수 있으며, 플랜지 영역 (16) 으로의 과잉 재료의

압출 또는 유동에 의한 흘러나옴이 최소가 되거나 없이 촉매 컨버터 하우징 (12) 에 조립되어 촉매 지지 구조부 (18) 의 탄

성 지지부를 형성하고, 1000 사이클의 갭 팽창 후에 350 ℃ 의 공칭온도에서 촉매 지지 구조부 (18) 에 대하여 15 psi 이상

의 지지압을 제공한다.

실시예

비교 실시예 1

등록특허 10-0593226

- 6 -



도 2 는 취성 구조부와 쉘 사이의 갭이 약 4.0 내지 약 4.1 mm 이고 300 ℃ 에서 1000 사이클 테스트를 실시한 종래 팽창

성 매트의 성능을 도시한다. 모든 매트는 팽창성 재료 (질석) 를 예비 팽창시키기 위하여 한 시간 동안 500 ℃ 에서 예열하

였다. 모든 매트는 약 1.0 g/cm3 의 초기 설치 밀도를 갖는다. 원, 즉, P최대 에서의 진한 원과, P최소 에서의 개방원으로 나

타낸 매트는, 약 55 중량% 의 질석, 38 중량% 의 세라믹 섬유, 및 7 중량% 의 유기 바인더를 함유하는 통상적인 팽창성 매

트이며, INTERAM 의 상표로 3M 에 의해서 제조된 Type-100 이라 부르는 제품이다. 다이아몬드, 즉, P최대 에서의 진

한 다이아몬드와, P최소 에서의 개방 다이아몬드로 나타낸 매트는, INTERAM 의 상표로 3M 에 의해서 제조된 Type-

200 이라 부르는 제품이다. Type-200 은 질석 입자의 팽창이 시작하는 온도가 Type-100 매트보다 낮다는 것을 제외하

고 Type-100 과 유사하다. 사각형, 즉, P최대 에서의 진한 사각형과, P최소 에서의 개방 사각형으로 나타낸 매트는 XPE

의 상표로 "Unifrax Corporation" 에 의해서 제조된 AV2 라 부르는 제품이며, 약 45 중량%의 질석과, 48 중량% 의 세라

믹 섬유, 및 7 중량%의 유기 바인더로 이루어진다. 세 가지 제품에서의 유기 바인더는 유사하다.

이러한 테스트에서, 샘플은 인스트롱 (Instron) 기계적 성질 시험기에 장착된 석영램 (quartz ram) 사이에서 4.0 mm 의

갭으로 압착된다. 그후, 노가 샘플/램 조립체 둘레에 설치된다. 4.0 mm 의 갭을 유지하면서, 노는 바라는 온도까지, 본 경

우에는 500 ℃ 까지 가열되며, 매트의 대응압력을 감시한다. 500 ℃ 에 도달하면, 모든 유기 바인더를 제거하고 질석 입자

가 완전히 팽창되게 하기 위하여 노의 온도는 1 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1 시간 후에, 노는 실온으로 냉각되지만, 갭

은 초기의 4.0 mm 갭에 유지된다. 그러한 미리 조정된 샘플은 그후, 바라는 테스트 온도까지, 본 경우에서는 300 ℃ 까지

재가열된다. 300 ℃ 에 도달하면, 노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갭은 4.0 mm 와 4.1 mm 사이에서 약 2 mm/분 의 속도

로 순환된다. 사용중 실제 컨버터에서의 쉘 열팽창에 기인한 갭의 팽창을 모의 실험한다. 갭이 열리고 닫힐 때 매트에 의해

서 가해진 압력을 감시한다. P최대 는 4.0 mm 갭에서 매트의 압력이며, P최소 는 4.1 mm 에서의 매트의 압력에 상당한다.

테스트는 1000 사이클 후에 종료된다.

통상적인 촉매 컨버터의 기계적인 분석은, 최대 가동 조건하에서 취성 구조부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는

5 psi 이상의 효과적인 지지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을 나타낸다. 통상적인 장착 매트의 마찰 계수는 약 0.33 이다. 따라

서, 1000 사이클 테스트에서, 취성 구조부에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트는 항상 15 psi 이상의 압력을 유지해

야만 한다. 도 2 는 Type-100 및 Type-200 매트가 최초 사이클에서 조차도 P최소 〉15 psi 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나타낸다. 단지 AV2 매트에서, 사각 부호는 최소 15 psi 이상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트가 예열후에 15

psi 이하의 지지력을 가질 지라도, 이는 실패 조건이 된다. 150℃ 에서 AV2 매트의 추가의 시험은 측정된 P최소 가 5 psi

이하임을 도시한다. 이러한 그래프에서 보여진 데이터는, 300 ℃ 이하에서 가동하는 TDI 디젤 적용에서 사용된 종래의 팽

창성 장착 매트가 장착된 컨버터에서 관찰되는 실패와 잘 관련된다.

실시예 2

TDI 디젤 컨버터의 모의 실험은 매트를 약 3.0 mm 와 약 3.1 mm 의 갭 사이에서 300 ℃ 에서 1000 사이클 동안 사이클

시험하여 수행하였다. 결과는 도 4 에 도시하였다. 샘플은 1550 g/m2 의 경쟁적인 건식 적층되고, 니들 펀칭된 세라믹 (약

50% 알루미나/50% 실리카) 섬유 블랭키트, 예컨대,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Thermal Ceramics" 에 의해 제조된

ULTRAFELT (개방된 다이아몬드로 도시됨) 와, 50% 알루미나/50% 실리카 섬유로 제조된 본 발명의 1600g/m2 매트

로서 바인더가 없는 것 (삼각형으로 도시됨); 실리콘 바인더가 있는 것 (진한 사각형으로 도시됨); 및 설치 이전에 연소되지

않은 것 (진한 원으로 도시됨) 이 있다.

매트는 실리콘 바인더를 갖는 매트로서 섬유 인덱스가 72% 인 약 50% SiO2, 50% Al2O3 로 이루어진 비정질 섬유 92%

와, 실리콘 라텍스 바인더 (미시간주 미드랜드 소재의 다우 코닝사의 DOW CORNING #85 실리콘 라텍스) 8%로 구성된

다. 결과의 매트는 1600 g/m2 의 기본 중량을 갖고 두께는 7 mm 였다.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ULTRAFELT 및 실

리콘 라텍스 바인더 매트는 15 psi 이상의 지지력을 유지하였다.

아크릴 바이더를 갖는 매트는, 실리콘 바인더를 가지며 8% 실리콘 바인더 가 오하이오주 브렉스빌의 B.F. Goodrich 로 부

터 입수가능한 8% HYCAR 26083 아크릴 라텍스로 대체된 매트와 유사하다. 또한, 샘플은 1600 g/m2 의 기본 중량을

갖고, 두께는 약 7 mm 였다. 바인더는 미리 연소되지 않았고, 그리하여 제 1 사이클에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샘플을 준비

하고 시험하기전에 미리 연소하였다. 이 두 번째 매트는 실리콘 바인더를 갖는 매트와 필적하는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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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 - 촉매 컨버터에서의 시험

4.66" 직경의 컨버터를 비교예의 매트와 조립하고 중력 60 배 (60g) 의 가속도로 300℃ 에서 핫 쉐이크 테스트 (hot

shake test) 로 시험하였다. 약 55% 의 팽창되지 않은 질석, 37 % 의 세라믹 섬유, 및 8% 의 아크릴 라텍스 바인더로 이루

어진 통상적인 팽창성 매트, 예컨대, INTERAM TYPE-100 및 INTERAM TYPE-200 를 구비한 컨버터는 그것의 지

지력을 상실하였고 취성 구조부는 50 시간 안에 쉘안에서 미끄러졌다.

비정질 알루미나/실리카 섬유, 및 컨버터에 설치되기 이전에 연소된 아크릴 라텍스 바인더로 제조된 본 발명의 매트를 60g

의 가속도로 300 ℃ 의 핫 쉐이크 테스트에서 가동시켰고 100 시간 동안 실패없이 수행하였다. 시험후의 조사에서, 취성

구조부는 쉘 안에 견고히 장착되어 있었고, 상대적인 축방향 이동은 없었다. 매트는 가스 침식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았으

며 다른 가시적인 손상도 없었다.

실리콘 라텍스 바인더로 제조된 본 발명의 매트를 60g 의 가속도로 300 ℃ 의 핫 쉐이크 테스트에서 가동시켰고 100 시간

동안 실패없이 수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촉매 컨버터 등에서 지지력을 상실하지 않으

면서 약 350℃ 까지 기능하는 비정질 무기질 섬유를 포함하는 비팽창성 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전술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해서 한정되는 수정, 변형 및 동등한 실시예

를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260 ℃ 까지의 온도에 내온성 (耐溫性) 인 비정질 무기 섬유를 포함하고, 저온 배기 가스 처리 장치의 취성 구조부에 지지

를 제공하기 위한 비팽창성 매트로서, 상기 섬유는 약 1.38×108 kPa (20×106 psi) 미만의 영률을 갖고, 상기 매트는 선택

적으로 바인더를 포함하며, 상기 매트는 주위 온도로부터 적어도 약 350℃ 까지의 평균 매트 온도 범위에 걸쳐서 103 kPa

(15 psi)이상의 지지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내온성의 비정질 무기 섬유는 융액 형성되고 상기 섬유를 소둔하거

나 결정화하기 위한 열처리에 의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팽창성 매트.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는 약 5㎛ 미만의 기하학적 평균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팽창성 매트.

청구항 3.

하우징 내의 취성 지지 구조부, 및 상기 하우징과 상기 취성 지지 구조부 사이에 배치된 지지 요소를 포함하는 배기 가스

처리 장치로서, 상기 지지 요소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매트를 포함하며, 그리고 상기 매트는 주위 온도로부터 적어도 약

350℃ 까지의 평균 매트 온도 범위에 걸쳐서 상기 하우징 안에서의 지지 요소의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을 중력 가속도의 약

60배 이상의 힘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배기 가스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는 비정질 알루미나/실리카 섬유, 알루미나/실리카/마그네시아 섬유, 미네랄 울,

E-글라스 섬유, 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 칼시아-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 및 그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팽창성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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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나/실리카 섬유는 약 45% 내지 약 60% 의 Al2O3 및 약 40% 내지 약 55% 의 SiO2 를 갖는

융액 (melt) 의 섬유화 제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팽창성 매트.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하기의 a) 내지 g) 중 1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비팽창성 매트.

a) 상기 매트는 약 1000 내지 약 3000 g/m2 의 기본 중량을 가지며;

b) 매트내의 바인더는 실리콘 라텍스를 포함하며;

c) 상기 매트는 가동 이전에 연소되는 아크릴 라텍스를 포함하는 바인더로 형성되며;

d) 매트내의 섬유는 약 40% 미만의 쇼트를 포함하며;

e) 상기 매트는 약 0.40 내지 약 0.75 g/cm3 의 설치 밀도를 가지며;

f) 상기 매트는 약 4.5 내지 약 13 mm 의 공칭 두께를 가지며;

g) 상기 매트는 니들 펀칭된 무기 섬유 블랭키트, 편성 글라스 직물, 및 직조 글라스 직물 중의 하나.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터보과급식 직접 연료 분사형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촉매 컨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

기 가스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는 비정질 알루미나/실리카 섬유, 알루미나/실리카/마그네시아 섬유, 미네랄 울, E-글라스 섬

유, 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 칼시아-마그네시아-실리카 섬유, 및 그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배기 가스 처리 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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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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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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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593226

- 12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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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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