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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및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푸란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실리콘 수지, 플루오로 수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및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
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수지를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i) 및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및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푸란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실리콘 수지, 플루오로 수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및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부터 종이를 제
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내산성 시트의 제조방법(ii)에 관한 것이다.
    

색인어
내산성 촉매 시트,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수지, 종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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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산성 촉매 시트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촉매 시트 속에 함유된 촉매 
성분이 이로부터 거의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촉매 활성이 장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고 산 기체(예: SO x 및 HCl)에 대
한 내산성과 가공성이 우수한 내산성 촉매 시트 및 당해 촉매 시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내산성 
촉매 시트는, 예를 들면, 질소 산화물의 환원, 유기 물질의 산화 및 다이옥신의 분해에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된 촉매 시트로서, 일본 특허공보 제(평)4-12183호에는, 유리 섬유를 티타니아 하이드로졸로 
함침시키고, 하이드로졸을 한 방향으로 동결시키킨 다음, 동결된 부분을 융해시키는 방법으로 티타니아 섬유를 유리 섬
유와 교락하도록 형성함으로써 수득된 촉매 시트가 기재되어 있다.

추가로,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된 또 다른 촉매 시트로서, 일본 특허공보 제(평)5-64745호에는, 유리 섬유, 산피(mo
untain leather/山皮) 및 결합제의 혼합물로부터 제조된 종이를 포함하는 벌집형 적층체를 촉매 입자, 실리카 졸 등을 
포함하는 혼합 분산제로 함침시킴으로써 촉매 입자를 벌집형 적층체의 섬유 간극과 표면 사이에 고정시켜 수득한 촉매 
시트가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참조문헌 각각은 본 명세서에서 전체적으로 참조로 인용된다.

    
위의 일본 특허공보 제(평)4-12183호에 기재되어 있는 촉매 시트는 어느 정도의 내산성을 갖지만, 기계적으로 진동
시키는 경우, 시트의 강성 때문에 촉매 시트 속에 함유된 티타니아 섬유가 이로부터 방출되는 문제가 있다. 위의 일본 
특허공보 제(평)4-12183호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당해 촉매 시트는 또한 그 속에 함유된 추가
의 상이한 촉매 성분이 상이한 추가의 촉매 성분과 섬유 사이의 불량한 결합 강도 때문에 촉매 시트로부터 쉽게 방출되
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특허공보 제(평)5-64745호에 기재되어 있는 촉매 시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실리카 
졸 등의 사용으로 촉매 시트 속에 함유된 촉매 입자의 특성이 불량해지고, (2) 촉매 시트 속에 함유된 촉매 입자는 이
로부터 쉽게 방출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촉매 시트 속에 함유된 촉매 성분이 이로부터 거의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촉매 활성이 장시
간 동안 유지될 수 있고 산 기체(예: SO x 및 HCl)에 대한 내산성과 가공성이 우수한 촉매 시트 및 당해 촉매 시트의 제
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자들은 내산성 촉매 시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그 결과,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및 특정 수지를 포함하는 촉매 시트가 선행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기
에 이르렀다.

본 발명은,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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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섬유, 및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푸란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실리콘 수지, 플루오로 수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및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수지를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
를 제공한다.

추가로, 본 발명은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및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푸란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실리콘 수지, 플루오로 수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및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부터 종
이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추가의 적용 범위는 다음에 제공된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과 특정 실시
예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를 나타내지만, 본 발명의 의도 및 영역 내에서 다양한 변화와 변경이 당해 상세한 설명으
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에게 명백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단지 실례로서 제공된 것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의 예로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평)11-5036호와 일본 특허원 제(평)10-333786호에 기재된 것들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참조문헌 각각은 본 명세서에서 전체적으로 참조로 인용된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 티타니아 섬유" 는 
TiO2 성분을 함유하는 섬유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특정 예는 다음 조건(1) 내지 조건(7)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를 100중량%로 하는 경우, 산화티탄이 약 50중량% 이상의 양으로 함유되어 있는 조건
(1),

평균 섬유장이 아닌 각각의 섬유장이 약 50㎛ 이상인 조건(2),

섬유 직경이 약 2 내지 약 100㎛의 범위인 조건(3),

BET법으로 측정한 비표면적이 약 10㎡/g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약 300㎡/g인 조건(4),

질소 흡착법으로 측정한 기공 용적이 약 0.05cc/g 이상인 조건(5),

세공 반경이 10Å 이상인 기공 용적이 약 0.02cc/g 이상인 조건(6) 및

기공 반경 피크가 약 10 내지 약 300Å,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100Å인 조건(7).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촉매 성분은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으며, 촉매 시트의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다. 통상
적으로 사용되는 촉매 성분의 예는 V, W, Al, As, Ni, Zr, Mo, Ru, Mg, Ca, Fe, Cr 및 Pt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금속, 당해 금속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금속 산화물 및 당해 금속
의 복합 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복합 산화물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촉매 시트가 질소 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 촉매 성분으로서, V, W 및 Mo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바람직한 금속, 바람직한 금속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의 금속 산화물 또는 바람직한 금속의 복합 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복합 산화물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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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시트에 함유된 촉매 성분의 양은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으며, 촉매 시트의 용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촉매 성분
의 양은, 촉매 시트에 함유된 금속이 이의 금속 산화물로 전환되어,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중량을 100중량%
로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금속 산화물로 환산하여 약 0.001 내지 약 50중량%이다.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제조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의 제조방법의 예로서, 다음 공정(1) 및 공
정(2)에 언급된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질소 기체와 같은 불활성 기체의 대기하에서 단계(1) 내지 단계(
4)의 각각의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단계들을 통하여 전구체 섬유가 수득된다. 그러나, 수득된 전구체 섬
유는 공기중에서 취급할 수 있다.

공정(1)

티탄 알콕사이드를 이소프로필 알콜과 같은 알콜에 용해시켜 용액을 수득하는 단계(1),

수득한 용액을 가수분해시켜 슬러리를 수득하는 단계(2),

바나듐 화합물을 슬러리에 용해시켜 방사 용액을 수득하는 단계(3),

방사 용액을 방사시켜 전구체 섬유를 수득하는 단계(4) 및

전구체 기체를 소결시켜 티타니아 섬유를 수득하는 단계(5).

공정(2)

티탄 알콕사이드와 바나듐 화합물을 이소프로필 알콜과 같은 알콜에 용해시키는 단계(1),

수득한 용액을 가수분해시켜 슬러리를 수득하는 단계(2),

용매를 슬러리에 가하고, 혼합한 다음, 실리카 화합물을 이에 추가로 가하여 방사 용액을 수득하는 단계(3),

방사 용액을 방사시켜 전구체 섬유를 수득하는 단계(4) 및

전구체 섬유를 소결시켜 티타니아 섬유를 수득하는 단계(5).

본 발명에 따르는 촉매 시트에 존재하는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단위 중량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촉매 시
트의 용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 단위 중량" 은 시트의 단위면적당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중량을 의미한다. 수득된 촉매 시트의 촉매 성능과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
유의 바람직한 단위 중량은 약 5 내지 약 900g/㎡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유리 섬유는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유리 섬유는 유리 섬유 중에서 강한 결합의 관
점에서 강도가 큰 촉매 시트를 수득하기 위하여, 평균 섬유 직경이 약 0.5 내지 약 5㎛, 바람직하게는 약 0.6 내지 약 
2.0㎛이고, 평균 섬유장이 약 7 내지 약 50㎜,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40㎜이다. 섬유장이 약 50㎜를 초과하면, 
제지공정 동안에 물에 유리 섬유를 분산시키는 것이 용이할 수 없다. 알칼리 실리케이트 유리 섬유는 내산성이 우수한 
촉매 시트를 수득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 알칼리 실리케이트 유리 섬유의 예는 니폰 시트 글래스 캄파니, 리미티드(N
ippon Sheet Glass Co., Ltd.)에서 제조한 상표명 CMLF 208-RW-36의 제품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촉매 시트에 존재하는 유리 섬유의 단위 중량은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으며, 촉매 시트의 용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 단위 중량" 은 시트의 단위면적당 유리 섬유의 중량을 의미한다. 수득된 촉매 시
트의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유지 능력, 종이 강도 및 투과성 사이의 균형 관점에서, 유리 섬유의 바람직한 단
위 중량은 약 5 내지 약 900g/㎡이다.

 - 4 -



공개특허 특2001-0070002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수지, 즉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푸란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실리콘 수지, 플루
오로 수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또는 폴리에테르 에테르 수지는 내산성이 우수하다. 이들 수지는 통상적인 제조
방법으로 수득한 수지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플루오로 수지가 수득된 촉매 시트의 내열성과 내알칼리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는 내산성 촉매 시트의 제조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당해 제조방법의 예는 촉매 성분 함유 티
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및 위에서 언급한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부터 종이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다. 
촉매 성분을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로부터 용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관점에서, 촉매 시트의 바람직한 제조방법
은 다음 화학식 1의 알킬 디메틸아미노아세테이트 베타인, 다음 화학식 2의 알킬아민 아세테이트 및 다음 화학식 3의 
아민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의 존재하에,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
유 및 위에서 언급한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부터 종이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다.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

위의 화학식 1 내지 3에서,

R1 내지 R3 은 각각 C8 -C22 알킬 그룹이고,

X 및 Y는 각각 수소원자 또는 메틸 그룹이다.

특히 바람직한 계면활성제는 화학식 1의 라우릴 디메틸아미노아세테이트 베타인, 트리데실 디메틸아미노아세테이트 베
타인 및 미리스틸 디메틸아미노아세테이트 베타인, 화학식 2의 라우릴아민 아세테이트, 트리데실아민 아세테이트 및 미
리스틸아민 아세테이트 및 화학식 3의 라우릴-디메틸아민, 트리데실-디메틸아민 및 미리스틸-디메틸아민이다.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및 위에서 언급한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부터 종이를 제조하는 방법은 특
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 단계(1) 내지 단계(3)을 포함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물, 유리 섬유, 위에서 언급한 수지, 계면활성제 및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를 이러한 순서로 펄프 이해기(disag
gregating machine)에 교반하에 넣고, 이들을 혼합하여 이들의 균일한 혼합물을 수득하는 단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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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기를 사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균일한 혼합물로부터 습식지(wet paper)를 제조하는 단계(2) 및

습식지를 탈수시키고 건조시켜 촉매 시트를 수득하는 단계(3).

    
위의 단계(1)에서는,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장을 약 10㎛ 이상으로 하고, 유리 섬유장을 약 7㎜ 이상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당해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바람직하다. 당해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소포제(예: 폴리에테르
형 소포제, 지방산 에스테르형 소포제 및 실리콘형 소포제)를 사용한다. 또한, 당해 단계에서는, 무기 결합제(예: 알루
미나 졸, 실리카 졸, 티타니아 졸 및 지르코니아 졸)를 사용하여 위의 단계(2)에서 수득한 습식지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위의 단계(2)에서는, 습식지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무기 결합제를 습식지에 분무시킬 수 있다.

위의 단계(3)에서는, 탈수 및 건조 조건이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당해 단계는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된 장치를 사
용하는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수행할 수 있다. 건조공정은 2회 이상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온도는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추가로, 건조공정은 내산성 시트를, 예를 들면, 질소 산화물을 환원시키기 위한 반응 장치에 설치한 후에 수행할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라 수득되는 산 촉매 시트는 촉매 시트 속에 함유된 성분이 이로부터 거의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촉매 활
성이 장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고, 내산성과 가공성이 우수한 촉매 시트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촉매 시트는 일반적
으로 산 기체(예: SO x 및 HCl)에 대하여 약 100 내지 약 300℃에서 약 10시간 이상 동안의 사용에 대하여 내성이 있
다. 본 발명의 촉매 시트는 질소 산화물을 환원시키고, 유기 물질(예: 유기 용매, 농약 및 계면활성제)을 산화시키고, 
다이옥신을 분해시키기 위한 이의 촉매 활성을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실용성 가치는 산업적 관점에
서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을 다음 실시예를 참조로 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며, 당해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BET 비표면적(㎡/g), 총 기공 용적(cc/g) 및 기공 반경이 10Å 이상인 기공 용적(c
c/g)은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를 모르타르와 함께 부드럽게 분쇄시켜 수득한 분쇄 제품을 사용하여, 질소 기체
를 이용한 연속식 용적법(질소 흡착법)으로 기체 흡착/탈착 분석기 OMUNISOAP 모델 360[제조원: 쿨터 캄파니(Co
ulter Co.)]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측정 전에, 분석기를 130℃에서 6시간 동안 분석기의 진공도가 6×10 -5 Torr 이하
에 이를 때까지 탈기시킨다.

실시예 1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제조

    
티탄 알콕사이드로서 와코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에서 제조한 
티탄 테트라-이소프로폭사이드(1등급 시약) 300g, 촉매 성분으로서 고준도 케미칼 래버러토리 캄파니, 리미티드(Ko
jundo Chemical Laboratory Co., Ltd.)에서 제조한 트리에톡시바나딜 51.2g 및 활성 수소 함유 화합물로서 와코 퓨
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특등급 시약) 55.0g을 용매로서 와코 퓨어 케미
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이소프로필 알콜(특등급 시약) 55.4g에 용해시켜 용액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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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한 용액을 질소 대기하에 1시간 동안 환류시킨다. 여기서, 사용된 트리에톡시바나딜의 양은, 촉매 성분 함유 티타
니아 섬유의 중량을 100중량%로 하는 경우, 이후에 수득하는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중에 존재하는 산화바나듐
(V2 O5 )으로 환산하여 19중량%가 되도록 조절하고, 사용된 티탄 테트라-이소프로폭사이드의 양에 대한 사용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양의 몰 비는 0.40이다.

    
물 37.9g과 이소프로필 알콜 342g의 혼합물을 교반하에 위에서 언급한 용액에 가하는 한편, 질소 대기하에서 당해 용
액을 비등, 환류시켜 이소프로필 알콜을 증류시킨다. 여기서, 이소프로필 알콜의 증류 속도는 위에서 언급한 혼합물의 
첨가 속도와 동일하도록 조절하고, 당해 혼합물의 전체 첨가 시간은 108분이 되도록 조절한다. 물과 이소프로필 알콜의 
위에서 언급한 혼합물 중의 수분 농도는 10중량%이고, 당해 혼합물의 총량은 사용된 티탄 테트라-이소프로폭사이드의 
2.0배(몰 비)의 양이다. 첨가된 당해 혼합물의 양이 티탄 테트라-이소프로폭사이드 1mol당 물 1.8mol에 상응하는 양
에 거의 이르는 경우, 중합체의 석출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당해 혼합물의 총량이 가해지는 경우, 완전한 슬러리가 수득
된다.
    

슬러리를 1시간 동안 환류시키고, 연속적으로 가열하여 용매를 증류시키며, 3.46×10 -3 mol/g의 Ti 농도까지 농축시
킨다. 당해 조작에 있어서 시스템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은 티탄 테트라-이소프로폭사이드 1mol당 0.07mol로 밝혀
졌다. 그러므로, 첨가된 수분량과 용매 등과 함께 시스템 밖으로 배출된 수분량 사이의 차이는 티탄 테트라-이소프로폭
사이드 1mol당 1.93mol(="2.0mol-0.07mol)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득된 슬러리를 농축시키기 위하여, 와코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유기 용매인 테트라하이드
로푸란(특등급 시약) 352g을 가하고, 수득한 혼합물을 1시간 동안 환류시켜 위에서 언급된 중합체를 용해시킨다. 수득
한 용매에, 다마 케미칼 캄파니, 리미티드(Tama Chemical Co., Ltd.)에서 제조한 상표명 ETHYL SILICATE 40의 
에틸 실리케이트 37.2g을 가하고, 혼합물을 1시간 동안 환류시켜 중합체 용액을 수득한다. 여기서, 첨가된 에틸 실리케
이트의 양은,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중량을 100중량%로 하는 경우, 이후에 수득되는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
아 섬유에 존재하는 실리카(SiO2 )로 환산하여 12중량%이다.

수득한 중합체 용액을 기공 직경이 3㎛인 테플론(TEFLON)제 막 필터로 여과하고, 수득한 여액을 가열하여 이소프로
필 알콜과 테트라하이드로푸란의 용매 혼합물을 증류시킴으로써, 점도가 50poise(40℃)인 방사 용액을 200g 수득한
다.

40℃에서 유지시킨 방사 용액을 20kg/㎠ 압력의 질소 기체로 구경 50㎛의 노즐을 통하여 대기 온도 40℃ 및 상대 습
도 60%의 공기 대기로 섬유 형태로 압출시키고, 섬유를 70m/min의 속도로 권취하여 전구체 섬유를 수득한다.

    
수득된 전구체 섬유를 상대 습도 95%(부분 증기압 ="0.54기압)" 및 온도 85℃의 항온항습기 속에서 15시간 동안 증
기 처리한다. 증기 처리된 섬유를 대기의 소성로에 놓고, 소성로의 온도를 실온에서 500℃로 200℃/hr의 상승 속도로 
상승시킨다. 500℃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소성시켜, 섬유 직경이 15㎛인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를 수득한다. 수
득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는, BET 비표면적이 173㎡/g이고 총 세공 용적이 0.15cc/g이며 기공 직경이 10Å 
이상인 세공 용적이 0.15cc/g이고 단위 중량이 150g/㎡인 것으로 밝혀졌다.
    

촉매 시트의 제조

    
니폰 시트 글래스 캄파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상표명 C GLASS-MICROFIBER CMLF 208-RW36의 단위 중량이 
50g/㎡인 유리 섬유 3.13g, 아사히 글래스 캄파니, 리미티드(Asahi Glass Co., Ltd.)에서 제조한 상표명 FLUON DI
SPERSION AD1의 단위 중량이 20g/㎡인 PTFE 분산액(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함량 ="60중량%)" 2.08g 및 스
미토모 케미칼 캄파니, 리미티드(Sumitomo Chemical Co., Ltd.)에서 제조한 상표명 TE-5의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0.10g을 이러한 순서로 물 1ℓ에 첨가하고, 이어서 혼합물을 히타치 리미티드(Hitachi Ltd.)에서 제조한 상표명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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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YPE 25의 혼합기로 교반하에 혼합하여 혼합물을 수득한다.
    

수득한 혼합물에 가오 코포레이션(Kao Corporation)에서 제조한 상표명 AMPHITOL 24B의 라우릴 디메틸아미노아
세테이트 베타인(유효 성분을 26중량% 갖는 계면활성제) 1.88g, 위에서 수득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9.38g 
및 메이세이 케미칼 웍스, 리미티드(Meisei Chemical Works, Ltd.)에서 제조한 상표명 FOAMLESS P-98의 소포제 
2.00g을 이러한 순서로 첨가하고, 이어서 혼합물을 위에서 언급한 혼합기를 사용하여 혼합한다.

수득한 혼합물에 물 7ℓ를 가하고, 혼합물을 교반하에 혼합한 다음, 구마가이리키 캄파니, 리미티드(Kumagairiki Co., 
Ltd.)에서 제조한 정사각형 시트기를 사용하여 습식지를 수득한다. 수득한 습식지를 탈수, 건조시켜, 단위 중량이 220
g/㎡이고 평방 크기가 250㎜×250㎜인 촉매 시트를 수득한다.

실시예 2

다이카 코포레이션(Tayca Corporation)에서 제조한 상표명 TKC-301의 티타니아 졸(산화티탄 농도 ="1.3중량%)" 
4.82g을 실시예 1에서 수득한 습식지에 분무하며, 이때 사용된 티타니아 졸의 양은 습식지 1㎡당 티타니아 졸 1.0g에 
상응한다. 수득한 종이를 탈수시킨 다음, 350℃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켜, 단위 중량이 221g/㎡이고 평방 크기가 250
㎜×250㎜인 촉매 시트를 수득한다.

실시예 3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제조

    
티탄 알콕사이드로서 와코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티탄 테트라-이소프로폭사이드(1등급 시
약) 600g, 니치아 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Nichia Chemical Industries, Ltd.)에서 제조한 바나듐 이소프로폭
사이드 165g 및 와코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특등급 시약) 110g을 
용매로서 와코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이소프로필 알콜(특등급 시약) 125g에 용해시켜 용액
을 제조한다. 수득한 용액을 질소 대기하에서 1시간 동안 환류시킨다.
    

물 87.2g과 이소프로필 알콜 786g의 혼합물(수분 농도 ="10중량%)을" 교반하에 위에서 언급한 환류 용액에 가하고, 
질소 대기하에 용액을 비등, 환류시키면서, 이소프로필을 증류시켜, 중합체 슬러리를 수득한다.

수득한 슬러리를 질소 대기하에 1시간 동안 환류시키고, 이어서 가열하여 용매를 증류, 농축시킨다. 수득한 농축 슬러
리에 와코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유기 용매 테트라하이드로푸란(특등급 시약) 711g을 가하
고, 수득한 혼합물을 1시간 동안 환류시켜 위에서 언급한 중합체를 용해시킨다.

수득한 중합체 용액을 질소 대기하에서 기공 직경이 3㎛인 테플론제 막 필터로 여과하고, 수득한 여액을 가열하여 이소
프로필 알콜과 테트라하이드로푸란의 용매 혼합물을 증류시켜, 점도가 50poise(40℃)인 방사 용액을 694g 수득한다.

40℃에서 유지시킨 방사 용액을 20kg/㎠(2Mpa) 압력의 질소 기체로 구경 50㎛의 노즐을 통하여 대기 온도 40℃ 및 
상대 습도 60%의 공기 대기로 섬유 형태로 압출시켜 전구체 섬유를 수득한다.

    
수득한 전구체 섬유를 상대 습도 100%(부분 증기압 ="0.46MPa)" 및 온도 150℃의 항온항습기 속에서 18시간 동안 
증기 처리한다. 증기 처리된 섬유를 대기의 소성로에 놓고, 소성로의 온도를 실온에서 350℃로 200℃/hr의 상승 속도
로 상승시킨다. 350℃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소성시켜, 섬유 직경이 15㎛인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를 수득한다. 
수득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는, BET 비표면적이 197㎡/g이고 총 세공 용적이 0.18cc/g이며 기공 직경이 10
Å 이상인 기공 용적이 0.18cc/g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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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시트의 제조

    
니폰 시트 글래스 캄파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상표명 C GLASS-MICROFIBER CMLF 208-RW36의 유리 섬유 3.
13g, 아사히 글래스 캄파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상표명 FLUON DISPERSION AD1의 PTFE 분산액(폴리테트라플
루오로에틸렌 함량 ="60중량%)" 2.08g 및 스미토모 케미칼 캄파니,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상표명 TE-5의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0.10g을 물 1ℓ에 첨가하고, 이어서 수득한 혼합물을 히타치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상표명 VA-W TYPE 
25의 혼합기를 사용하여 교반하에 혼합하여 혼합물을 수득한다.
    

수득한 혼합물에 가오 코포레이션에서 제조한 상표명 AMPHITOL 24B의 라우릴 디메틸아미노아세테이트 베타인(유
효 성분을 26중량% 갖는 계면활성제) 1.88g, 위에서 수득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9.38g 및 메이세이 케미칼 
웍스, 리미티드에서 제조한 상표명 FOAMLESS P-98의 소포제 2.00g을 이러한 순서로 첨가하고, 이어서, 혼합물을 
위에서 언급한 혼합기를 사용하여 혼합한다.

수득한 혼합물에 물 7ℓ를 가하여 펄프 액을 수득한다. 종이를 액으로부터 제조한 다음, 단위 중량이 200g/㎡이고 평방 
크기가 250㎜×250㎜인 촉매 시트를 종이로부터 수득한다.

촉매 시트의 평가

위에서 언급한 촉매 시트를 펀칭하여 쉽게 수득한, 직경이 70㎜인 원형 시험 시트의 질소 산화물 제거 효능은

원형 시험 시트를 두 장의 펠트 시트 사이에 놓는 단계(1),

내부 직경이 53㎜이고 외부 직경이 70㎜인 유리로 된 두 개의 환 사이에 수득한 생성물을 고정시키는 단계(2),

다음에서 언급하는 혼합 기체가 위에서 언급한 내부 직경 53㎜의 부분을 통과하도록 위에서 수득한 고정 물질을 관형 
반응기에 놓는 단계(3),

NO(100ppm), NH 3 (100ppm) 및 O 2 (10%)를 포함하고 온도가 200℃인 혼합 기체를 1.27NL/min의 유량(선형 속도 
="1.0m/min)으로" 위에서 언급한 관형 반응기를 통하여 통과시키는 단계(4),

자동 NOx 측정 기구[야나기모토 매뉴팩춰링 캄파니, 리미티드(Yamgimoto MFG. Co., Ltd.)에서 제조한 ECL-77A형
]를 사용하여 관형 반응기의 유입구 및 배출구 둘 다에서 NO x 기체 농도를 측정하는 단계(5) 및

다음 수학식 1에 따라 질소 산화물 제거 효능을 계산하는 단계(6)로 이루어진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90% 이상인 것
으로 밝혀졌다.

수학식 1

    발명의 효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득한 촉매 시트는 가공성이 우수하며, 즉 촉매 시트를 펀칭함으로써 시험 시트를 제조하기
가 쉽고, 촉매 활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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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및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푸란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실리콘 수지, 플루오로 수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및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수지를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
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내산성 촉매 시트에 존재하는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단위 중량이 약 5 내지 약 900g/㎡인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BET 비표면적이 약 20 내지 약 300㎡/g인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BET 비표면적이 약 20 내지 약 300㎡/g인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기공 반경 피크가 약 10 내지 약 100Å이고, 기공 용적이 약 0.05c
c/g 이상이며, 기공 반경이 10Å 이상인 기공 용적이 약 0.02cc/g 이상인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의 기공 반경 피크가 약 10 내지 약 100Å이고, 기공 용적이 약 0.05c
c/g 이상이며, 기공 반경이 10Å 이상인 기공 용적이 약 0.02cc/g 이상인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중의 촉매 성분이 V, W 및 Mo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금속, 당해 금속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산화물 또는 당해 금속의 복합 산화물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복합 산화물을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중의 촉매 성분이 V, W 및 Mo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금속, 당해 금속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산화물 또는 당해 금속의 복합 산화물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복합 산화물을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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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유리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이 약 0.5 내지 약 5㎛이고 평균 섬유장이 7 내지 약 50㎜인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유리 섬유가 알칼리 실리케이트 유리 섬유를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수지가 플루오로 수지를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수지가 플루오로 수지를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

청구항 13.

촉매 성분 함유 티타니아 섬유,

유리 섬유, 및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푸란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실리콘 수지, 플루오로 수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및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부터 종
이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내산성 촉매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제지 단계가 다음 화학식 1의 알킬 디메틸아미노아세테이트 베타인, 다음 화학식 2의 알킬아민 아세
테이트 및 다음 화학식 3의 아민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의 존재하에 수행되는 방
법.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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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화학식 1 내지 3에서,

R1 내지 R3 은 각각 C8 -C22 알킬 그룹이고,

X 및 Y는 각각 수소원자 또는 메틸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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