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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외선 흡수 녹색유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유리공사분야에서  태양복사의  투과율을  억제하기에  특히  적합한  소다  석회  실리카  유리에 
관한  것이다.  상기  유리는  일반적으로  녹색을  띠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낮은  열투과율  및 특
히  자외선  파장  범위에서  향상된  흡수율을  갖도록  고안된다.  이것은  자동차와  같은  용도에서 플라스
틱  및  직물이  태양광선에  의해  손상되는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특정 목적
은  값비싼  성분들의  필요량을  줄이므로써  상기  유형의  유리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다  석회  판유리는  본질적으로  전체  유리의  중량%를  기준으로하여  하기와  같은  조성을  특징으로 한
다 :

SiO2                                                       68∼75%

Na2O                                                     10∼20%

CaO                                                        5∼15%

MgO                                                          0∼5%

Al2O3                                                         0∼5%

K2O                                                           0∼5%

또한,  용융  및  정련  보조제,  예를들면 SO3 를  비롯한  기타  소성분이  유리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다. 

소량의 K2 O,  BaO  또는 B2O 3  및  기타  소성분이  때로는  판유리에  포함되며  임의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기본유리에  유리의  투과성을  제공하는  착색성분이  첨가된다.  본  발명과  관련된  유리  부류에서 주
착색제는 철로서,  보통 Fe2O 3  및  FeO  두  형태로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유리에 존재하는 철의 총량은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Fe2O3 로  표시한다.  전형적인  녹색  자동차  유리는  약  0.5중량%의 전

체철을 가지며, 천체 철에 대한 FeO의 비는 약 0.25이다.

전체  태양에너지  투과율을  낮추기  위한  몇몇  특정용도의  유리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양의  철을 사용
하여  왔다.  그러나,  단지  전체철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철의  존재량이  시감(가시광) 투과
율을  통상의  상업적  용융  조건하에  자동차용  용도를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최소  투과율로  낮추기에 
충분한  경우에  조차도  자외선  투과율을  목적하는  정도로  낮추지  못한다.  예를  들어  통상의  연한 녹
색 유리와 함께 철  함량이 높은 진한 녹색 유형의 두개의 시판 제품의 착색제 조성 및  투과성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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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나타나 있다 :

상기  표에  있는  투과율  데이타는  3.9㎜(0.154인치)의  유리  두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시감 투과율
(LTA )은  C.  I.  E.  표준 광원 "A"를  사용하여 380  내지 770㎚  파장 범위에 걸쳐 측정한다.  전체 태양 

자외선  투과율(total  solar  ultraviolet  transmittance,  TSUV)은  300  내지  390㎚의  파장범위에  걸쳐 
측정한다.  전체  태양  적외선  투과율(total  solar  infrared  transmittance,  TSIR)은  800  내지 2100㎚
의  파장범위에  걸쳐  측정한다.  전체  태양에너지  투과율(total  solar  energy  transmittance,  TSET)은 
300 내지 2100㎚에 걸쳐 50㎚ 간격으로 측정된 투과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을 나타낸다.

최근에,  몇몇  자동차  유리의  자외선  투과율을  단지  31%로  제한시키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가시영역에  있는  유리가  최소한  70%의 LTA 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자외선 투과율

을 낮추기 위해 간단히 철의 양을 증가시킬 경우,  시감 투과율은 물론 낮아지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자외선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유리에  산화세륨을  사용하는  것이  미합중국  특허 제
2,860,059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제안에  따르는  시판제품을  사용하여  하기  두가지  실례를  들  수 
있다.

이들  유리는  낮은  자외선  투과율과  높은  시감  투과율이  바람직하게  조화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륨공급원이  비싸므로  실질적으로  이들  유리의  제조비용이  상승한다.  이러한  비싼  원료  비용을 들
이지  않고  이들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세륨의  높은  함량은  바람직하지  않은 과다감광
(solarization)작용을  일으키는데,  즉  유리가  자외선에  노출시  어둡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 상기 유형의 유리에 요구되는 세륨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유형의  선행기술  조성물에서와  같이  많은  양의  값비싼  산화세륨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 70%의  시감 투과율 및  단지 31%의  자외선 투과율(상기 두  투과율은 3.9㎜의 표준 두께
에서  측정함)을  갖는  녹색  유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성질은  본  발명에  의해  유리에  0.5중량% 
미만의 CeO2 ,  바람직하게는  0.4중량%  미만의 CeO2 를  사용하여  성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은  0.35중량%  미만의 CeO2 를  함유한다.  본  발명의  유리는  필적하는  유리에  비해,  보다  많은 양

의 전체철 및  보다  적은 비율의 제1철  상태에 철을 특징으로 한다. 전체철(Fe2O3 로  표시함)은 전체유

리  조성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0.85%  이상이고,  FeO/전체철의  비율(FeO로  표시한  제1철을 Fe2O3 로 표

시한 전체철로 나눈다)은 0.275미만이다.

기본  유리  조성물이  본  발명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기  기술한  범위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임의
의 통상의 소다 석회 실리카 판유리 조성물로 구성될 수  있다.  기본 유리는 연속 용융로에서 제조가
능하고  플로트(float)  공정에  의해  평판으로  성형되는  것으로  당  분야의  숙련가들에게  알려진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유리의 특정에는 실시예 1에서 볼 수 있다.

[실시예 1]

SiO2                                                      71.88중량%

Na2O                                                      13.47중량%

CaO                                                        8.91중량%

MgO                                                        3.66중량%

Al2O3                                                       0.27중량%

k2O                                                         0.08중량%

SO3                                                         0.15중량%

Fe2O3(전체)                                                 0.898중량%

CeO2                                                        0.28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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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이  없이  미량의  불순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  유리를  제조하는 동안
에 SO3 와  같은 용융 및  정련 보조제가 유용하지만,  유리에 잔류하는 그의 양이 다양할 수  있으며 유

리  제품의  성질에  중요한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K2 O가  불순물로  존재하는데, K2O

가 Na2 O와  필수적으로  동등하게  유리에  영향을  마치긴  하지만  유리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  실시예 l

의  경우 전체철(Fe2O3 )에  대한  제1철(FeO)의  비율은  0.245이었다.  실시예  1의  유리를  용융시키는 원

료의 배치 혼합물은 다음과 같다:

모래                                                      1000중량부

소다회                                                     324중량부

석회석                                                      84중량부

돌로마이트                                                 242중량부

염 케이크                                                    5중량부

산화 제2철                                               12.32중량부

탄산 세륨(수화물                                          5.75중량부

목탄                                                      1.55중량부

실시예 1의 유리는 3.9㎜ 두께에서 하기 투과성을 냐타낸다 :

LTA                                                      70.8%

TSUV                                                     29.6%

TSIR                                                     22.1%

TSET                                                     43.7%

제1철  대  전체철의 비를 조절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배치 혼합물에 목탄 또는 기타 환원제의 양을 
선별하는  것이다.  목탄  대신에  기타  다양한  탄소  공급원이  유리의  용융  도중에  환원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조절수단은  용융로내에  있는  공기  대  연료의  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다  높은  공기  대  연료의  비는  용융로내의  조건을  보다  산화적이게  하여  제1철  대  전체철의  비를 
보다  낮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산화조절  수단은  특정  용융로의  특정  작동  특성에  좌우된다. 실
시예  1에서,  용융  도중의  산화조건은  예외적으로  고도이므로  배치중에  포함된  목탄의  양은  다른 조
건하에  요구되는  양보다  더  많다.  몇몇  경우에는,  본  발명에  요구되는  산화조건을  이룩하기  위해 목
탄 또는 기타 환원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선행  기술의  실례  D  및  E의  유리가  아마도  예외적으로  고온  용융조건을  필요로  함을  암시하는 비교
적 높은 제1철 대 전체철의 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온 용융온도는 유리에 환원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에  속하는  진한  녹색의  철  함량이  높은  유리  부류의  낮은  적외선  투과율로 인
해 비교적 높은 용융 온도가 기대된다.  그 결과,  본 발명에 따라 더욱 산화적인 조건으로 만들면 진
한  녹색  유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제1철  대  전체철의  비가  형성되나  연한  빛깔  또는  투명유리의 경
우와는  실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  요구  조건인  0.26  미만의  제1철  대  전체철의 
비는 상기 형태의 유리에 비해 비교적 낮다.

실시예 2  내지 7은  본  발명은 추가의 태양이다.  기본 유리부는 단지 약간 변하므로 조성물중의 착색
제부 만을 나타낸다.

유리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과다감광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산화세륨의  사용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실시예  4는  세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본  발명의  범주내에 속
하는  태양이다.  그러나,  세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요구하는  매우  낮은  제1철  대  전체철의  비를 
몇몇  용융로에서는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낮은  제1철  대  전체철의  비를 필요
로  하지  않고  자외선  투과율을  목적하는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는  소량의  세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산화  세륨  그  자체는  산화제로서,  목적하는  제1철  대  전체철의  비를  얻는  것을 돕는
다.  따라서,  상기  기술된  바람직된  태양은  0.20  내지  0.35중량%의 CeO2 를  포함하지만,  몇몇  상업적 

작동로는 0.4%까지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자외선  투과율은  300  내지  390㎚의  파장  범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자
외선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해 300  내지 400㎚의 파장범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경우 최대 
자외선 투과율 31%는 300 내지 400㎚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의 38%와 대략 동등하다.

때로는  유리를  "탈색"시키기  위해  세륨이  유리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유리는  뚜렷하게 녹
색을  갖는다.  색깔은  기호문제일  수  있으며,  본  발명에  있어서  특정의  색깔  특징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유리는  1%이상,  보통  2  내지  4%의  자극  순도  및  49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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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의 주파장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유리의  전체  태양에너지  투과율(TSET)온  비교적  낮으며,  따라서  유리를  끼운  창을 통과하
는  열  에너지의  양이  상당히  감소된다.  본  발명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  발명의  유리의 TSET
는 보통45%보다 낮다.

특정  태양과  관련하여  본  발명을  기술하였지만  당분야의  숙련가들에게  알려진  변형  및  변화가 청구
범위에 의해 한정된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SiO 2  68 내지 75중량%, Na2 O  10 내지 20중량%, CaO 5 내지 15중량%, MgO 0 내지 5중량%, Al2O 3  0  내지 

5중량%  및 K2 O  0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기본  유리  조성물  및 CeO 2  0.5중량%미만, 전체철(Fe2O3 ) 

0.85중량%  이상  및  FeO/전체철의  비  0.275  마만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착색제를  함유하며, 3.9㎜
의 표준 두께에서 300  내지 390㎚에 걸쳐 31%  이하의 자외선 투과율을 나타내는 자외선 흡수 녹색유
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0.4중량% 미만의 CeO2를 함유하는 유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3.9㎜의 표준 두께에서 최소한 70%의 시감 투과율(광원 A)을 나타내는 유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495 내지 535㎚의 주파장을 나타내는 유리.

청구항 5 

제1항에 3.9㎜의 표준 두께에서 45% 미만의 전체 태양에너지 투과율을 나타내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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