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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평면 통합 탈기 절연 패널 및 충전재를 봉함하고 탈기 형성하기 전에 충전재에 홈을 제공하여 절연 패널을 제조하

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러한 방법은 홈의 깊이와 형상에 따라 특정 비평면 형태의 탈기 절연 패널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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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평면 탈기 절연 패널, 이들의 제조 방법 및 열 절연을 위한 이들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탈기 절연 패널과 이의 제조 방법은 공지되어 있다.

감소된 내부 압력을 갖는 탈기 절연 패널은, 제품의 캐비넷 내에서 내부의 열 절연도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냉장 장치

에서의 용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공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기 절연 패널은 낮은 열 전도도의 충전재와 상기 충전재를 봉함하는 기밀 필름으로 성형된 용기

로를 포함하며, 약 5 mbar 미만의 내부 압력으로 탈기시키고 그 후 밀봉한다. 또한 충전재는 절연 외에 탈기시 용기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용기의 표면을 지지해 주는 작용도 한다.

이러한 탈기 절연 패널에 사용되는 공지의 충전재는 훈증 실리카, 실리카 분말, 침강 실리카, 침강 실리카/플라이 애쉬

혼합물, 알루미나, 미세 펄라이트 및 유리 섬유와 같은 미 분쇄된 무기 분말을 포함한다. 또한 일본 특허 출원 공개 제

133870/82호에서 탈기 절연 패널에서 코어 재료로서 개방 기포를 갖는 유기 발포체 재료, 예를들면 개방 기포를 갖

는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 유럽 특허 공개 제0498628호 및 제0188806호 참조).

대부분의 공지의 탈기 절연 패널은 평면상의 구조물이다. 그러나 특히 압축 대역에서와 같이 냉장고의 모서리와 둥근

면을 덮기 위해 탈기 절연 패널의 3차원 구조물(예를들면 구부려졌거나 곡선면을 갖는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알려져 왔다.

탈기된 패널로 3차원 구조물을 제조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방법은, 예를들면 필요한 모양이 얻어지도록 접착제를 사

용하여 예비 성형된 편평한 패널을 결합시키는 것과 같은 조립법으로 구성된다(유럽 특허 공개 제434225호, 제4342

26호 및 제437930호와 독일 특허 공개 제4230056호 참조).

또한 예비 조립된 편평한 패널의 접힘도 제안되었다. 패널들을 접혀지게 하기 위하여 패널에 V-형 홈을 제공할 수 있

다(예들들면 프랑스 특허 제2636255호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상자 모양의 구조물을 얻을 수 있다. 상자 모양의 구조물을 얻기 위하여 접혀질 수 있고 냉동기 또는

냉장고의 하우징 벽사이에 제공될 수 있는 예비 조립된 V-형 홈을 갖는 패널이, 예를들면 독일 특허 제4311510호에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조립된 편평한 패널로 구성된 구조물에서는 특히 가장자리에서 간극이 발생하여 상당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국소적 열 손실을 일으킨다.

더우기, 탈기 절연 패널의 3차원 구조물의 공지된 제조 방법은 복잡하고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다중의 제조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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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패널을 만들기 위한 경제적인 제조 방법 뿐만아니라 통합된 강성 비평면 탈기 절연 패널의 제공이 매

우 바람직하다.

놀랍게도 형상화된 탈기 절연 패널은 탈기 전에 상기 개방 기포 발포된 패널 내의 절연 재료에 홈을 제공하고 탈기에 

의한 성형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가스 불투과성인 가요성 용기에 봉함된 개방 기포 절연 패널을 포함하는 강성 비평면 

통합된 탈기 절연 패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적절한 절연 발포체는 개방 기포의 유기 발포체 재료이다. 절연 발포체로서 사용되는 개방 기포 유기 발포 재료는 폴

리우레탄,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아크릴, 페놀(예를들어 페놀 포름알데히드), 폴리염화비닐과 같은 할로겐화 중합

체와 같은 물질로부터 얻어진다. 본 발명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및 우레탄 개질 폴리이

소시아누레이트 발포체이다.

개방 기포의 강성 폴리우레탄 및 우레탄 개질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발포체는 일반적으로 기포 개방제의 존재하에 

적당한 유기 폴리이소시아네이트와 다관능성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의 반응에 의하여 제조된다.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를 만들기 위한 배합물의 예는 유럽 특허 공개 제0498628호, 제0547515호, 제0188806호와

PCT 특허 공개 제95/02620호에 기술되어 있다.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제조에 사용하는 적당한 유기 폴리이소시아네이트는 강성 폴리우레탄 또는 우

레탄 개질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발포체, 및 특히 2,4'-, 2,2'- 및 4,4'- 이성질체 형태의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

트 및 이들의 혼합물,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MDI)의 혼합물 및 2이상의 이소시아네이트 관능기를 갖는 '조(cr

ude)' 또는 중합체 MDI(폴리메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시아네이트)로서 당업계에서 공지된 이들의 올리고머, 2,4

- 및 2,6- 이성질체 형태의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들의 혼합물, 1,5-나프탈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1,4-디

이소시아네이토벤젠과 같은 방향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제조를 위해 당업계에서 공지된 것들을 포함한다. 언급할 

수 있는 다른 유기 폴리이소시아네이트는 이소포론 디이소시아네이트, 1,6-디이소시아네이토헥산 및 4,4'-디이소시

아네이토시클로헥실메탄과 같은 지방족의 디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다.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다관능성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은 강성 폴리우

레탄 또는 우레탄 개질 폴리시아누레이트 발포체의 제조를 위해 당업계에서 공지되어 있는 임의의 화합물을 포함한

다. 강성 발포체의 제조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폴리올 및 300 내지 1000, 특히 300 내지 700 mg KOH/g의 평균

히드록실가, 및 2 내지 8, 특히 3 내지 8의 히드록실 관능가를 갖는 폴리올 혼합물이다. 적당한 폴리올은 선행 기술에

충분히 기술되어 있으며 알킬렌 옥시드, 예를들면 에틸렌 옥시드 및(또는) 프로필렌 옥시드와 분자당 2 내지 8의 활성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개시제와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한다. 적당한 개시제는, 글리세롤, 트리메틸롤프로판, 트리에탄

올아민, 펜타에리트리톨, 솔비톨 및 수크로오즈와 같은 폴리올; 에틸렌 디아민, 톨릴렌 디아민, 디아미노디페닐메탄 

및 폴리메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민과 같은 폴리아민; 에탄올아민 및 디에탄올아민 과 같은 아미노알콜; 및 이들 

개시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적당한 중합체 폴리올은 디카르복실산 또는 폴리카르복실산과 적절한 비율의 글

리콜 및 고 관능성 폴리올의 축합으로부터 얻어지는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한다. 더욱 적당한 중합체 폴리올은 히드록

실기로 끝난 폴리티오에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아미드,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아세탈, 폴리올레핀 및 폴리

실록산을 포함한다. 반응되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 조성물 및 다관능성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조성물의 양은 생성될

강성 폴리우레탄 또는 우레탄 개질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발포체의 특성에 따라 변하며 또한 당업자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제조는 강성 폴리우레탄 또는 우레탄 개질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발포체 제조

를 위한 당업계에서 공지된 발포제의 존재하에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발포제는 물 또는 다른 이산화탄소 방출 화합

물, 또는 대기압에서 70 ℃가 넘는 비등점을 갖는 불활성 저 비등점 화합물을 포함한다.

감압 수준에서 낮은 열전도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감소된 기포 크기(50 내지 150마이크론 범위)를 갖는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가 사용된다.

이들 미세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는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을 발포체 형성 혼합물에 혼입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미세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제조에 사용되는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에 관하여 본원에 사용되는 불

용성이란 용어는 25 ℃ 대기압에서 500 중량ppm 미만으로 블렌드되는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조성물 또는 폴리이

소시아네이 트 조성물에서의 용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미세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제조에 사용되는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은 미국 특허 제4,981,879호; 

제5,034,424호; 제4,972,002호; 유럽 특허 출원 제0508649호와 제0498628호 및 PCT 특허 공개 제95/18176호에 

기술된 것 중 하나를 포함한다.

적당한 화합물은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탄화 수소,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에테르,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삼급 아민,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아미노-에

테르 및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술폰을 포함한다.

미세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제조를 위해 사용된 불용성,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화합물에 관하여 상기

에서 사용된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란 용어는, 적어도 비플루오르화 화합물의 수소 원자 50 % 이상이 플루오르로 치

환된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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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탄화수소의 적당한 예는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노난, 데칸, 시클로부탄, 시클로옥탄, 시클로헥산, 시클로펜탄, 시클로헵탄

, 노르보나딘, 데칼라인, 디메틸시클로부탄, 메틸시클로헥산, 1-메틸데칼라인, 페난트렌, 디메틸시클로부탄과 같은 

시클릭이거나 아시클릭, 방향족이거나 지방족 및 포화되었거나 불포화된 것들, 및 이들의 이성질체 및 헥사플루오로

프로펜 이합체 및 삽합체와 같은 퍼플루오로(시클로)올레핀일 수 있는 1 내지 15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것들이다. 

퍼플루오로-n-펜탄 및 퍼플루오로-n-헥산 및 퍼플루오로(4-메틸펜트-2-엔)과 같은 퍼플루오르화 펜탄 및 퍼플루

오르화 헥산의 다양한 이성질체를 특별히 언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된 에테르의 적당한 예는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디알

킬 에테르 및 시클로 에테르로 치환된 알킬과 같은 시클릭 또는 아시클릭이 될 수 있는 3 내지 5의 탄소 원자를 함유

하는 것이다. 퍼플루오르화 메틸 에틸 에테르, 퍼플루오르화 메틸 프로필 에테르, 퍼플루오르화 프로필테트라하이드

로피란과 같은 퍼플루오르화 알킬테트라하이드로피란, 및 퍼플루오르화 프로필테트라하이드로푸란 및 퍼플루오르화

부틸테트라하이드로푸란과 같은 퍼플루오르화 알킬테트라하이드로푸란을 특별히 언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의 

사용에 적당한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에테르의 부가적인 예는 몽테플루오스 에스피에이(Montef

luos SpA)사의 갈덴(Galden) HT 200, HT 250 및 HT 270(갈덴(Galden)은 상표임)과 같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플루

오르화 폴리에테르이다.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아민의 적당한 예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트

리알킬아민, N-알킬화 시클릭 아민, 테트라알킬하이드라진 및 트리알킬하이드록실아민과 같은 시클릭 또는 아시클

릭일 수 있는 3 내지 15의 탄소 원자를 함유한 삼급 아민이다.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트리메틸아

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디메틸아민, 메틸디에틸아민, 트리프로필아민, 트리부틸아민, 트리펜틸아민, 테트라메틸하이

드라진, 트리메틸하이드 록실아민, O-에틸디메틸하이드록실아민, O,O'-비스-(디알킬아미노)프로필렌-글리콜, O,O'

-비스-(디알킬아미노)에틸렌글리콜, N-메틸피롤리딘 및 N-메틸피페리딘과 같은 N-알킬피페리딘을 특별히 언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아미노에테르의 적당한 예는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트리알킬에탄올아민 및 N-알킬모르폴린과 같은 시클릭 또는 아시클릭일 수 있는 3에서 15까지의 탄소원자를 포함한

다.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트리메틸에탄올아민 및 N-메틸, N-에틸 및 N-이소프로필모르폴린과

같은 N-(C 1-6 알킬)모르폴린을 특별히 언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플루오르화 또는 퍼플루오르화 술폰의 적당한 예는 퍼플루오로-(디메틸술폰) 및 퍼플루오로-(메틸디에

틸-술폰)와 같은 2에서 8까지의 탄소를 가지는 퍼플루오르화 디알킬술폰을 포함한다.

미세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한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은 그 자체로서, 특히 

비등점이 반응 혼합물에서 얻어지는 발열 온도보다 낮은 발포체-형성 반응에 적합한 조건하에서 발포제로서 작용한

다.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질은 불용성의 플루오르화 화합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발포제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충족시킨다.

미세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의 총량은 총 발포체-형성 

조성물을 기준으로 0.05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 특히 바람직하게는 0.6 내지 2.3 중량%이다.

통상적으로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은 에멀션의 형태 또는 바람직하게는 주요한 성분, 즉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성분 및(또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의 하나 중에 마이크로에멀션 형태로 발포체-형성 반응 혼합물에 혼입될 수 

있다. 이러한 에멀션 또는 마이크로에멀션은 전통적인 기술 및 적당한 유화제를 사용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유기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및(또는)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중 플루오르화 액체 화합물의 안정한 에멀션 또는 

마이크로에멀션의 제조에 적당한 유화제는 비이온성, 이온성(양이온 또는 음이온) 및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계면활성제는 플루오로 계면활성제, 실리콘 계면활성제 및(또는) 알콕

실화 알칸이다. 플루오로 계면활성제의 특별한 예는 플루오르화 알킬 폴리옥시에틸렌 에탄올, 플루오르화 알킬 알콕

실레이트 및 플루오르화 알킬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플루오르화 계면활성제의 유용한 예는 3

M사의 플루오라드(Fluorad) FC 430 및 FC 431, Atochem사의 포라팩(Forafac) 1110D, 1157, 1157N 및 1199D 

그리고 Hoechst사의 플로웨트(Flowet) S 3690, OTN 및 CD이다.

사용된 유화제의 양은 발포체 형성 반응 시스템 100pbw 당 0.02 내지 5 pbw 사이이고,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폴

리올 조성물 100pbw 당 0.05 내지 10pbw 사이이다.

폴리이소시아네이트 및 다관능성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화합물,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 및 발포제에 부가하여, 

발포체-형성 반응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개 방 기포의 강성 폴리우레탄 및 우레탄 개질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발포체

제조용 제제를 위한 종래의 하나 이상의 보조제 또는 첨가제를 함유한다. 이러한 선택적인 첨가제는 가교제 (예를들

면 트리에탄올아민과 같은 저분자량 폴리올), 발포체-안정화제 또는 계면활성제 (예를들면 실록산-옥시알킬렌 공중

합체), 우레탄 촉매 (예를들면 제1주석 옥토에이트(stannous octoate) 또는 디부틸주석 디라우레이트와 같은 주석 화

합물 또는 디메틸시클로헥실아민 또는 트리에틸렌디아민과 같은 삼급 아민), 난연제 (예를들면 삼염화프로필 포스페

이트와 같은 할로겐화 알킬 포스페이트 또는 알킬 포스페이트), 및 기포 개방제 (고분자 입자(고분자 폴리올 같은), 용

제 또는 폴리올 같은 비 상용성 액체, 벤토나이트 점토, 실리카 입자(특별히 훈증 실리카), 금속 플레이크 및 스테아레

이트와 같은 무기물 충전재)를 포함한다.

미세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또는 우레탄 개질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발포체를 제조하기 위한 특히 바람직한 방

법은 EP 제498628호 및 WO 제95/02620호(둘다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포함됨)에 기술되어 있고, 화학식 (I)의 

이소시아네이트-활성 시클릭 화합물인 발포 촉진제 및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과 금속 염 촉매의 존재하에서 유기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를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물질과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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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

상기의 식에서,

Y는 O 또는 NR 1 (여기서, R 1 은 각각 독립적으로 C 1 -C 6 의 저급 알킬 라디칼이거나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로 치환된 저급 알킬 라디칼임)이고,

R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 1 -C 6 의 저급 알킬 라디칼 또는 (CH 2 ) m -X(여기서, X는 OH 또는 NH 3 인 이소

시아네이트-반응성 라디칼이고, m이 0, 1 또는 2임)이고,

n은 1 또는 2이고,

단, R 1 또는 R중 적어도 하나는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이거나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를 포함한다.

Y가 O인 화학식(I)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글리세롤 카르보나이트와 같은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시클릭 카르보네이

트이다.

Y가 NR 1 인 화학식(I)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화학식 (II) 및 (III)의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시클릭 우레아이다.

[화학식 II]

[화학식 III]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시클릭 발포 촉진제는 총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물질을 기준으로 하여 0.1 내지 99 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0 중량%의 양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방법에서 물 또는 1bar의 압력에서 비등점이 -50 ℃이상인 저 비등점 화합물과 같은 적당한 추

가의 발포제가 사용될 수 있다.

발포제로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목적하는 밀도의 발포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지된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전형

적으로는 반응성 성분 100 중량부 당 0.05 내지 5 중량부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특정 태양에서 물을 10 중량

%까지 또는 20 중량%까지 함유할 수 있다.

적당한 불활성 발포제는 예를들면 탄화 수소, 디알킬에테르, 알킬 알카노에이트, 지방족 및 시클로지방족 하이드로플

루오로카본,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및 플루오르-함유 에테르를 포함한다. 적당한 탄화 

수소 발포제는 n-펜탄, 이소펜탄, 시클로펜탄, 네오펜탄, 헥산 및 시클로헥산과 같은 저급 지방족 또는 시클릭 탄화 

수소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금속 염 촉매는 Ia족 및 IIa족 금속 염 중에서 선택된 것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Ia족 및 IIa족 금속 카르복

실레이트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특히 적당한 촉매는 나트륨 아세테이트 및 나트륨 에틸헥소에이트이다.

금속 염 촉매는 총 반응 시스템을 기준으로 0.01 내지 3 중량%의 양으로 사용된다.

금속 염 촉매를 제외하고 약간의 아민 촉매가 이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발포체의 제조를 위한 공정의 조작에 있어서, 공지의 1단계, 프리폴리머 또는 세미-프리

폴리머 기술이 전통적인 혼합 방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강성 발포체는 슬랩스톡, 몰딩, 카비티 필링, 스프레이 발포

체, 거품형, 또는 하드보드, 플래스터 보드, 플라스틱, 종이 또는 금속과 같은 다른 재료와의 적층물의 형태로 제조될 

수 있다.

최종 혼합 장치까지 운반되는 조성물 스트림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발포제와 같은 대부분의 첨가제, 촉매, 플루오르

화 화합물 및 선택적인 다른 것들을 발포체 배합의 주성분중의 하나, 일반적으로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조성물과 

예비혼합 할 수 있다.

적당한 봉함 용기는, 용기의 가스 투과율은 패널의 운전 수명 뿐만 아니라 열 손실과 그 결과 나타내는 생성된 탈기 

절연 패널의 열 절연 효율 모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고도의 불투과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용기는 전도나 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방지하여야 하며, 열 밀봉에 의하여 쉽게 밀봉될 수 있어야 하고, 구부릴 수

있도록 가요성이어야 한다.

이 용기를 위하여 적당한 물질로는 폴리에스테르, 염화폴리비닐리덴,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비닐알콜과 같은 플라스

틱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플라스틱 필름 은 고도의 진공 누출 방지를 제공하는 금속성 필름에 증착되거나 금속 

박에 적층된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 필름 주머니는 상대적으로 저 용융점(200℃ 미만)을 가진 열가소성 수지로 구성

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 밀봉 층을 포함한다. 적당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예로서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폴리올레핀,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 및 그들의 공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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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나일론11 및 나일론12와 같은 폴리아미드 또는 비슷한 합성 수지를 포함한다.

플라스틱 필름에 증착되거나 플라스틱 필름으로 박막 적층된 필름용으로 알루미늄, 티타늄, 납, 철 및 이들의 합금과 

같은 것이나 또는 주석 및 이들의 합금(안티몬, 비스무트 및 이들의 혼합물과의 주석 합금)과 같은 금속이 사용된다. 

얇은 알루미늄 박의 적층이 바람직하다.

절연 충전재를 기밀 봉함속에 배치하기 전에 프리콘디션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프리콘디셔닝은 가열, 선택적으로는 충전재의 표면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충전재의 교반을 포함한

다. 충전재의 불순물 제거는 특히 예상된 패널의 수명을 향상시킨다. 추가의 불순물 제거는 용기를 탈기시키는데 필

요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탈기 절연 패널의 제조에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또한 감소된 압력은 가열 및(또는) 교반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밀봉된 패널에 아직 남아있거나 또는 외부에서 스며들어온 잔여의 가스나 증기 제거를 위한 게터(getter)

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터로서 사 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물질은, 예를들면 수증기 제거에 뛰어난 과립 황산 칼슘

또는 미세공의 산화바륨, 유기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활성탄, 산소 및 질소를 흡수하기 위한 금속 그리고 이산화탄소 

및 질소를 흡수하기 위한 제올라이트이다. 다른 공지된 게터는 미국 특허 제4,000,246호; 제4,444,821호, 제4,663,5

51호; 제4,702,963호; 제4,726,974호 및 유럽 특허 공개 제434266호, 제181778호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비평면의 탈기 절연 패널은 본질적으로 가스 불투과성의 가요성 용기중에 절연 발포체를 봉함하고, 전체를

탈기시키고 밀봉함으로써 생산되며, 탈기되기 전에 절연 재료에 하나 이상의 홈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패널은 어떤 불필요한 변형 또는 어떤 다른 표면 결함도 나타내지 않는다. 더우기, 이들은 평면 패널과 동

등한 절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냉장고에 사용될 때에는 모서리에서의 열손실을 제거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감소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궁극적인 구조체의 치수에 상응하는 표면 영역이 얻어지도록 필요한 두께 또는 두께 변화, 및 구부

릴때 목적하는 궁극적인 3차원 모양을 얻을 수 있는 2차원 모양을 갖는 절연 재료의 평평한 패널의 절단을 포함한다.

필요한 깊이와 모양을 갖는 하나 이상의 홈은 탈기 후에 필요한 궁극적인 구조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방향에서 끝

에서 끝으로의 형태로 및 적당한 위치와 측면에 제공된다. 발포체에 홈을 내면서 발생하는 분말은 조심스럽게 제거되

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절연 재료는 상기에서 기술한 적당한 방식으로 봉함되고, 전체는 탈기된다.

탈기는 탈기될 영역에 연결된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수행된다. 탈기 조작 후에 생성된 진공에서의 압력은 

약 10 mmHg 이하여야 한다. 압력은 1 mmHg 정도이거나 1 mmHg 미만이 바람직하다.

탈기시 탈기 절연 패널은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갖는다.

탈기 구조물은 최종적으로 밀봉된다.

구부러진 패널의 두 부분간의 내각은 0 내지 180 °사이이고, 적당하게는 30 내지 175 °이다.

구부러진 패널의 두 부분간의 내각은 패널의 두께 및 홈의 깊이 및 모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러나 대부분은 홈의 각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 주어진 패널 두께, 홈의 모양 및 깊이에서, 홈의 각이 클수록 두 부분

의 내각은 작아진다. 예를들면 108 °의 홈의 각은 보통 90 °로 구부러진 패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V-형의 홈이 만들어 질 것이나, U-형 또는 직각의 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다른 모

양의 홈이 사용될 수도 있다.

패널의 모양은 열전도도 성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패널의 형상화 동안에 필요한 아주 상당한 힘하에서 조차, 발포체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다양한 크기, 모양 및 깊이의 곧거나 또는 굽은 다수의 홈을 하나 이상의 평평한 패널의 측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본 발명에 의하여 어떤 필요한 모양의 통합 패널을 얻을 수 있다. 예를들면, U-, L-, Z- 또는 S-형 패널은 적당한

위치 및 면에서 몇 개의 홈을 조합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다중의 홈은 준-곡선 모양의 패널을 얻는데 사용할 수 

있다.

곡선 모양의 홈의 사용은 패널의 구형의 구부러짐을 가져올 수 있다.

냉장 장치는 탈기 절연 패널을 이용할 수 있는 생성물의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한 절연 구조물 패널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경은 본 발명의 이용에 있어서 이로울 

수 있다.

탈기 절연 패널은 냉장고의 문과 벽에 쉽게 맞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접착제에 의하여 절연되어야 할 열적 장

치의 벽에 부착되고 그 후 폴리우레탄과 같은 액체 유기 물질에 의해 그 위치에서 발포된다. 그 후 폴리우레탄 발포체

는 패널이 벽사이에서 잘 유지되도록 돕고 또한 부가적인 절연을 제공한다.

예를들면, 직사각형의 또는 정사각형의 패널은 특히 냉장고 또는 냉동기의 압축 영역의 절연에 유용하다. 원통모양의

패널은, 예를들면 보일러 및 가열 파이프 또는 튜브의 절연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은 다음의 실시예에 한하지 않는다.

실시예

<실시예 1>
강성 개방 기포의 폴리우레탄 발포체를 유럽 특허 공개 제0498628호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블록을 제조한 발포체로부터 잘랐고, 도 1a 내지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블록에 홈을 제공하였다.

그후 이들 발포체를 가스 불투과성의 가요성 필름으로 봉함하고 탈기하였다.

도 1b 내지 3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탈기 절연 패널을 얻었다.

도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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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강성 개방 기포의 폴리우레탄 발포체를 유럽 특허 공개 제0498628호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만들었다.

40×20×2cm 크기의 블록 두 개를 제조된 발포체로부터 잘랐다. 하나의 블록에서 도 4a(w=400mm, w 1 =300mm, 

w 2 =100mm, t=20mm, t 1 =5mm, l=200mm, α=9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홈을 제공하였다.

열처리 후의 발포체의 양 블록을 가스 불투과성 필름(얇은 알루미늄층이 한쪽면에 PET로, 다른 한쪽면에 폴리에틸렌

열 밀봉층으로 제공된)으로 봉함하고, 탈기하고 밀봉하였다. 게터를 패널내에 제공하였다. 홈진 블록은 굽어지고 도 4

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패널이 남았다(β=45 °).

얻어진 패널 양쪽의 열전도도를 각각 초기에 및 7일 후에 및 14일 후에 표준 ISO 2581에 따라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이 결과는 패널의 굴절이 패널의 열절연 성질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 발포체를 실질적으로 가스 불투과성의 가요성 용기에 봉함하고, 전체를 탈기 및 밀봉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때 

탈기 전에 절연 발포체 안에 하나 이상의 홈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가스 불투과성의 가요성 용

기에 봉함된 절연 발포체를 포함하는 비평면 강성 통합 탈기 절연 패널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스 불투과성인 용기로서 다중층 가요성 배리어 필름이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절연 발포체로서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또는 우레탄 개질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발

포체가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개방 기포 강성 폴리우레탄 또는 우레탄 개질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발포체로서, 화학식 (I)의 이소

시아네이트-반응성 시클릭 화합물인 발포 촉진제 및 불용성 플루오르화 화합물과 금속 염 촉매의 존재하에 유기 폴

리이소시아네이트 조성물을 다관능성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조성물과 반응시켜 제조한 발포체가 사용되는 방법.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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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O 또는 NR 1 (여기서, R 1 은 각각 독립적으로 C 1 -C 6 의 저급 알킬 라디칼이거나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로 치환된 저급 알킬 라디칼임)이고,

R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 1 -C 6 의 저급 알킬 라디칼 또는 (CH 2 ) m -X(여기서, X는 OH 또는 NH 2 인 이소

시아네이트-반응성 라디칼이고, m은 0, 1 또는 2 임)이고,

n은 1 또는 2이며,

단, R 1 또는 R중 적어도 하나는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이거나 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기를 포함한다.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비평면 패널의 두 부분 사이의 내각이 30 내지 175 °인 패널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원통형, 장방형, L-, Z-, U- 또는 S-형 패널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발포체에 다중의 홈이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홈이 발포체의 양쪽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이한 형태의 홈이 발포체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V-형 홈이 발포체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11.
열 절연체로서 사용되는, 제1항 내지 제10항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방법에 따라 제조된 형상화된 탈기 절연 패널.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냉장고, 가열 파이프 또는 튜브, 또는 보일러에 사용되는 형상화된 탈기 절연 패널.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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