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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유흡착재(기름 및 소수성액체의 흡착재)로 사용되는 페놀수지 발포체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제조방법

은 간단하지만 제조된 소량의 발포체를 이용하여도 다량의 기름을 흡착할 수 있고, 유출된 기름의 형태에 따라 매트, 폼,

롤 등의 변형된 본 발명의 발포체 제품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흡착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흡유성 발포체 제조방법과 그

를 통해 제조된 발포체 및 그를 이용한 발포폼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유흡착재는 그 제작방법이 용이하지만, 제작된 유흡착재의 내부에 형성되는 수많은 공극에서는 기름을

손쉽게 흡수하기에 혹시 사고를 통해서 발생된 해양의 기름유출이나 육상의 기름유출 사고시에 그 기름의 상부에 본 발명

의 유흡착재를 던져 손쉽게 기름을 흡수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적은 비용으로 아주 많은 량의 유흡착재를 생산할 수 있기에 활용가능성이 크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포체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1단계: 중량을 기준으로 교반조에 페놀 40-75%와 염기성촉매 0.5-10%와 100%의 중량비 중 나머지는 포름알데이드

를 투입한 상태에서 교반시키는 단계와, 상기 교반물에 온도를 50℃-100℃ 조건으로 조절하여 30분-10시간 동안 합성시

키는 단계와, 합성 후 온도조절을 중단하여 온도가 20-40℃까지 내리고 산을 가해 pH를 5-7 정도까지 맞추어 주는 단계

와, 상기 산 첨가 후 열을 가함과 동시에 압력을 빼면서 용액 내의 물을 빼내는 탈수공정을 거쳐서 얻어진 제조된 페놀수지

를 중량비로 40-90% 투입하고 계면활성제 1-30%를 첨가하여 교반하는 단계와;

제2단계: 상기 교반된 페놀수지와 계면활성제에 발포제 3-30%를 교반하는 단계와;

제3단계: 제2단계의 교반물에 100%의 중량비 중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믹서에서 혼합하는 단계와;

제4단계: 혼합된 화합물을 5-150℃의 온도조건에서 발포시키는 단계들로 이루어져 기름을 흡수하는 발포체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체 제조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된 페놀수지는,

25℃에서의 수지 점도가 1000-100000cps이고, 수지의 수분함량이 1-20%인 페놀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

포체 제조방법.

청구항 4.

발포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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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을 기준으로 페놀 40-75%와 염기성촉매 0.5-10%와, 100%의 중량비 중 나머지는 포름알데이드가 투입된 제조된 페

놀수지 40-90%; 계면활성제 1-30%; 발포제 3-30%와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100%를 만들고 이를 발포시킨

발포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체.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체는,

그 평균공극지름(Average pore diameter)이 150-2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체.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체는,

그 공극률(Porosity)의 비율이 85-9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체.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실리콘 계면활성제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체.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알코올 에톡실레이트류(Alcohol ethoxylate);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류(Alkylphenol ethoxylate); 폴리옥시에틸렌 에스

테르류(Polyoxyethylene ester); 에톡시기가 부가된 무수 솔비톨 에스테르류(Ethoxylated anhydrosorbitol ester); 에톡

시기가 부가된 천연유지 혹은 오일류(Ethoxylated natural fat or oil); 에톡시기가 부가된 라놀린(Ethoxylated lanolin);

폴리옥시에틸렌 아민류(Polyoxyethylene amine); 폴리옥시에틸렌 지방산 아마이드류(Polyoxyethylene fatty acid

amide); 에틸렌옥사이드류(Ethylene oxide)와 에틸렌옥사이드류 보다 분자량이 큰 알킬렌 옥사이드류(alkylene oxide)

와의 블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류 중 1종 이상이 선택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체.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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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계면활성제는,

실리콘 폴리에테르 공중합체; 메틸 실리콘; 디메틸 실리콘; 폴리디메틸 실리콘; 메틸 하이드로겐 실리콘; 디메틸 실록산;

알킬변성 실리콘 중 1종 이상이 선택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체.

청구항 11.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제는,

끓는점의 범위가 20℃ - 100℃인, 탄소수 4-8개의 고리상 또는 사슬상의 알칸, 알켄, 알킨, 페트롤리윰 에테르 및 모노클

로로트리 플로로메탄과 같은 불소를 포함하는 발포제들 중 1종류 이상의 발포제가 선택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흡유성 발포체.

청구항 12.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산성경화제는,

무기산류; 인산류; 방향족 술폰산류; 알킬술폰산류 중 1종 이상이 선택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흡유성 발포체.

청구항 13.

발포폼에 있어서,

중량을 기준으로 페놀 40-75%와 염기성촉매 0.5-10%와, 100%의 중량비 중 나머지는 포름알데이드가 투입된 제조된 페

놀수지 40-90%; 계면활성제 1-30%; 발포제 3-30%와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100%를 만들고 이를 발포시킨

발포체를 패널의 형태로 절단하여 제작한 발포체 패널(10)과;

이 발포체 패널(10)을 외부에서 감싸는 부직포등의 외피(20)가; 결합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폼.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부직포등 외피(20)의 내부에는,

상기 패널(10)의 상하로 끼우는 다공성패드(50)를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유성 발포폼.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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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흡착재(기름 및 소수성액체의 흡착재)로 사용되는 페놀수지 발포체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제조방법

은 간단하지만 제조된 소량의 발포체를 이용하여도 다량의 기름을 흡착할 수 있고, 유출된 기름의 형태에 따라 폼, 롤 등의

변형된 본 발명의 발포체 제품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흡착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흡유성 발포체 제조방법과 그를 통해

제조된 발포체 및 그를 이용한 발포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흡착재란,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누출사고 등으로 야기되는 유류의 흡착수거 및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

을 흡착 수거하는데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현재 많은 양의 유류 제품들이 여러 곳에서 운송 및 저장되고 있

으며, 그 운송 및 저장 수단들도 다양해지고 빠른 수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에 따라 유류의 저장 및 운반 시 충돌

에 의해 발생되는 누출사고로 인하여 유류 누출오염의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류 누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흡착재는 대부분 분말 형태의 피트모스나 분말화 시킨 낙

엽퇴비, 건조시킨 가금류의 깃털을 가공한 것, 여러겹으로 동물 털을 가공한 것, 폴리프로필렌 섬유질의 부직포를 사용한

것들이다. 이러한 유흡착재의 경우 많은 양의 기름을 빠른 시간에 흡유하기가 어렵고, 흡유한 기름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며

혹은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름을 흡착시킨 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존의 누출된 유류의 폐해를 보다 상세히 나열해 본다. 해상 기름 유출사고는 다량의 기름이 한꺼번에 배출되어 급

속하게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증발, 용해, 에멀젼화, 광산화, 생분해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피

해를 초래하므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제 장비와 전문기술진의 확보가 필요하다. 해상으로 수송되는 전세계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송량은 연간 10억톤에 달하며 매년 유출되는 기름의 양은 80년대초 140만톤으로 80 년대말 236만톤

으로 증가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각종의 노력으로 총유출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사고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

고 있다. 특히 국내 연안에서 발생된 해상 기름유출사고 건수는 79년 128건이었으나, 80년대 연평균 200건, 90년대에는

3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선 등에 의한 소규모 유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된다.(대한민국

특허청 '바다의 테러리스트, 기름띠로부터 해양을 지켜라' 2003년 2월 10일)

해양 기름유출시 이의 방재기자재로서 유처리제와 유흡착재가 사용된다. 유처리제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화학 및 생화

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약제로서 기름을 미립자화하여 유화분산시켜 해수와 섞이기 쉬운 상태로 만듦으로서 자정작

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유처리제는 종류에 따라 구성성분 및 조성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용제 및 계면활성제,

기타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향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유처리제는 기름의 점성이 큰 경우 (약 5000 내지 10,

000cSt 이상)효과가 거의 없고 표류하는 기름이 증발 과산화, water-in-oil 에멀젼 형성 등 풍화과정을 겪을 수록 분산처

리가 어려우므로 유출된 후 경시변화 전에 유처리 제를 사용하는 시기상의 제한점이 있고 살포지역은 해안이나 민감해역

에 기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유흡착재는 흡수 또는 흡착에 의하여 기름을 회수하는 물질로서 유출량이 적거나 엷은 유막을 회수할 때 사용된다. 흡착재

는 표면에 기름을 묻히는 종류와 기름을 흡수하는 종류가 있다. 흡착재를 대량으로 살포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흡착재는 방제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거나, 선박 접근이 곤란한 해역의 엷은 유

막 회수에 사용하며, 산란장이나 습지 같은 환경 민감 해역에서 다른 방법으로 방제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기도 한다.

유흡착재로서 구비조건은 첫째, 기름을 흡착한 후에는 물에 침강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밀도가 낮은 것이어야 하며, 셋

째, 취급이 용이해야하고, 넷째, 독성이 없어야 하며, 다섯째, 기름의 흡착속도가 빨라야 하고, 여섯째 소수성이어야 한다.

유흡착재에 관한 상기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로서 다공성의 부직포로 된 유흡착재가 제안되었으나 섬유조직 자체가

기름을 흡수하려는 흡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흡착재의 부피에 비하여 기름의 흡착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특허공고번호 제1995-1581호에서 제안된 조류의 깃털을 이용한 유흡착재는 자연그대로의 상태 또

는 분쇄, 절단하여 세척, 건조한 조류 깃털의 주재와 천연사나 인조사 제면 또는 이들 제면의 혼합 제면으로된 결합재를 적

정비율로 혼합한 후 압축성형하여 흡착재를 만든 다음 다수의 펀칭공이 형성된 유흡착재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 유흡

착재는 제조상에 있어서 모든 조류의 깃털은 그 비중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콘베이어 등의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깃털을 이

송할 때 깃털이 공기의 저항에 의해 원하는 이송방향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거나 공중으로 흩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결합재와의 균형있는 혼합작업을 실행할 수 없었으며, 이 같은 문제점은 곧 깃털과 결합재를 정해진 비율로 균형있게

적층 또는 혼합할 수 없기 때문에 깃털이 고르게 적층 또는 분포된 균형있는 유흡착재의 제조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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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은 상호간에 결속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결합재는 서로 엉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혼합기

를 이용하여 깃털과 결합재를 강재로 혼합하게 될 경우 섬유사로 된 결합재끼리만 혼합될 뿐 깃털은 결합재와 분리되기 때

문에 깃털을 결합재에 고르게 혼합시키는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302467호에서는 합성섬유원단과 우모층이 상호 교대하여 다중겹으로 적층된 우모 적층섬유

원단을 상하부 부직포로 포장된 유흡착재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유흡착재는 다중 구조로 이루어짐에 따라 흡유율

이 낮은 문제점이 있고, 재활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깃털의 특성상 깃대 방향으로 탈락가능성이 높아 이중구

조임에도 주재료인 깃털이 적층된 섬유원단 사이로 탈락하는 경향이 많아 공정상 비산되는 먼지로 작용하여 작업조건을

어렵게 하고 실제 유흡착재가 선박 등에서 수면위로 던지는 형식으로 사용되므로 이때 발생되는 힘(원심력 등)에 의해 탈

락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나아가 특허 출원 제10-2003-39538호의 경우는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처럼 창안된 가금류의 깃털을

이용한 유흡착제를 제안하고 있다. 즉, 주재료인 가금의 깃털이 결합재에 물리적으로 체결되어 작업 공정이나 사용시에도

유흡착제에 탈락됨이 없도록 하고, 상기 깃털이 유류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그 흡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안된 형태이다.

물론 이는 로프의 형태로 제공하여 아주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유흡착재는

그 흡착율이 높지 못하여 사실상 투입되는 양에 비하여 많은 양의 기름을 흡착하지 못한다. 또한 그 가공과 처리가 어렵다

는 단점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한 본 발명은, 유흡착재(기름 및 소수성액체의 흡착재)로 사용되는 페놀수지 발포체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제조방법은 간단하지만 제조된 소량의 발포체를 이용하여도 다량의 기름을 흡착할 수 있고, 유출된 기름의

형태에 따라 폼, 롤 등의 변형된 본 발명의 발포체 제품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흡착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흡유성 발포체

제조방법과 그를 통해 제조된 발포체 및 그를 이용한 발포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발포체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1단계: 제조된 페놀수지 40-90 중량부와 계면활성제 1-30 중량부를 첨

가하여 교반하는 단계와; 제2단계: 상기 교반된 페놀수지와 계면활성제에 발포제 3-30 중량부를 교반하는 단계와; 제3단

계: 제2단계의 교반물에 100%의 중량비 중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믹서에서 혼합하는 단계와; 제4단계: 혼합된

화합물을 5-150℃의 온도조건에서 발포시키는 단계들로 이루어져 기름을 흡수하는 발포체를 얻는 흡유성 발포체 제조방

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발포체에 있어서, 제조된 페놀수지 40-90 중량부, 계면활성제 1-30 중량부, 발포제 3-30 중량부와 나머

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100%를 만들고 이를 발포시킨 발포체인 흡유성 발포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발포폼에 있어서, 제조된 페놀수지 40-90 중량부, 계면활성제 1-30 중량부, 발포제 3-30 중량부와 나

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100%를 만들고 이를 발포시킨 발포체를 패널의 형태로 절단하여 제작한 발포체 패널과;

이 발포체 패널을 외부에서 감싸는 부직포등의 외피가; 결합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흡유성 발포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발포체를 이용하여 기름 등을 흡수하기 위한 흡유성 발포체 제조방법과 그 발포체 및 그를 이용한 발포폼에 관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발포체 제조방법, 발포체 그리고 발포폼 순서로 설명을 한다.

본 발명은 발포체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먼저 제1단계: 제조된 페놀수지 40-90 중량부와 계면활성제 1-30 중량부를 첨

가하여 교반하는 단계를 거친다. 즉, 페놀수지를 투입되는 투입 구성요소의 총 중량비에 비례하여 40-90%로 투입하게 된

다. 그리고 이 페놀수지에 계면활성제를 1-30%의 중량비로 투입하고 교반을 시작한다. 이때 상기 교반은 어느 정도 균일

하게 섞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중량부란 중량을 기준으로 100를 전체로 보고 환산한 것이다. 즉,

전체구성물의 중량을 100으로 기준으로 잡고, 투입되는 구성물의 중량의 비교치가 20일 경우에는 20 중량부라 칭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중량부와 중량 %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곳이 있음을 먼저 밝히고, %란 의미도 중량

을 기준으로 백분률로 비교한 수치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본 발명은 제2단계: 상기 교반된 페놀수지와 계면활성제에 발포제 3-30 중량부를 교반하는 단계를 거친다. 믹서

에 이미 교반된 페놀수지와 계면활성제에 발포제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때 상기 발포제는 총 구성요소 투입량 100%의 중

량비 중 3-30%를 투입한다. 믹서 내부의 온도는 10-8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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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발명은 제3단계: 제2단계의 교반물에 100%의 중량비 중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믹서에서 혼합하

는 단계를 거친다. 즉, 이미 혼합된 페놀수지, 계면활성제 및 발포제에 산성경화제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때 산성경화제는

총 구성요소 투입량 100%의 중량비 중 부족분을 투입한다. 여기서 나머지 중량비로 투입되는 산성 경화제란 모든 구성요

소들이 선택된 중량비 상태로 투입되고 난 후, 100%에 미달되는 구성비만큼만 투입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단계: 혼합된 화합물을 5-150℃의 온도조건에서 발포시키는 단계를 거치며 기름 및 소수성액체를

흡수하는 발포체를 얻는다. 즉, 제3단계를 거치며 페놀수지, 계면활성제, 발포제 및 산성 경화제를 투입한 상태에서 교반

을 이루고 나면, 이 발포제에 의해 상기 화합물은 화학적인 결합을 하며 발포하며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이때 발포의 조

건은 약 5-150℃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발포의 속도는 빠른 것이 일반

적이지만,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만일 150℃ 이상으로 가기는 어려운 조건이 된다. 이유는 150℃이상으로 가기 이전에 이

미 발포체는 경화돼버리는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5℃ 이하의 경우는 발포가 미약하여 대부분의 경우 밀도가 높은 발포체

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상기한 온도를 준수함이 가장 바람직하

다.

그렇다면 상기 제1단계의 제조된 페놀수지도 본 발명에서는 제조법에 곤란성이 있는데, 이를 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는 페놀수지는 레졸(Resol)계 페놀수지로서 이 레졸계 페놀수지의 제조에는 페놀화합물과 알데히

드화합물 그리고 염기성촉매 등이 사용된다. 페놀화합물에는 페놀과 크레졸과 같은 그 동족체 또는 이들 화합물의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다. 페놀화합물과 반응하는 알데히드화합물에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및 기타 알데히드와

이들 화합물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또한 알데히드를 생성하는 물질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파라포름알데히드, 트

리옥산 같이 포름알데히드로 분해하는 화합물과 이들 화합물의 혼합물도 사용할 수 있다. 염기성 촉매에는 주로 1-2가의

염기성 물질,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암모늄,수산화칼슘 이나 트리에틸아민과 같은 아민류, 탄산나트륨 및 탄산수

소나트륨 등과 같은 염기성 탄산류 등이 첨가되어 염기성을 만들어 주는 물질이 1종이상 포함된다. 페놀 이외의 페놀계 화

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또는 복합체형 이외의 알데히드와의 반응은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와의 반응보다 느리기 때문에 본 발

명에서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반응시킨 페놀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사용가능한 페놀수지는 페놀

과 포름알데히드의 화학적 몰 비율이 1:1.0-1:4.5 정도가 적당하다. 적절하게는 1:1.5-1:2.5 정도이다. 몰 비율이 1:4.5

이상이 되면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잔존 포름알데히드량이 과도하게 되어 유리 포름알데히드와 반응하는 우레아 등과 같

은 물질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본 발명에 사용가능한 레졸계 페놀수지의 합성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반조에 페놀 40-75 중량부에 염기성촉매 0.5-10 중량부를 넣고, 100%의 중량비 중 나머지는 포름알데이드를 투

입하여 교반시키는 단계를 거친다. 교반을 시킴에 있어서 페놀, 염기촉매 및 포름알데이드를 투입하여 교반하는데 그 투입

비율은 페놀이 40-75 중량부이고, 염기성촉매가 0.5-10 중량부이며, 그 외의 나머지는 포름알데이드를 투입하여 전체 중

량을 100으로 맞추어 교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교반물의 온도를 50-100℃의 범위로 조절하여 30분-10시간 동안 합성시키는 단계를 거친다. 즉, 상기 교반

물을 50-100℃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합성을 하는데, 그 시간은 30분에서 10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때 적절한 분자량

의 수지를 얻는 시점에서 반응을 중단하고 온도를 20-40℃까지 내리고 산(acid)을 가해 염기성인 교반물의 pH를 5-7 정

도로 맞추어 주는 단계를 거친다. 즉, 50-100℃ 온도로 조절하여 교반을 하던 교반물의 온도를, 약 20-40℃까지 내려갈

때까지 교반을 하되, 산(acid)을 첨가하면서 교반을 한다. 이때 약 pH가 5-7 정도가 될 때까지 교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필요한 페놀수지를 얻는 과정은, 마지막으로 열을 가하고 압력을 빼내면서 용액 내의 물을 제거하는

탈수공정을 거치면서 끝을 낸다. 즉, 수분을 빼낸 수지를 얻는 단계를 거쳐 제조된 페놀수지를 얻는 것이다. 전단계를 통해

교반된 화합물에 열을 계속해서 가하되, 압력을 뺀 상태에서 화합물 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수분이 제

거된 상태가 본 발명에서 필요한 페놀수지가 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흡유성 발포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페놀수지는 25℃에서의 수지 점도가 1000-

100000cps이고, 수지의 수분함량이 1 - 20% 인 페놀수지이다. 이는 본 발명의 출원인이 다수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

항으로 수지 점도가 25℃에서 100000cps를 초과하거나 수분이 20% 초과인 경우는 반응성이 현저히 느려지고, 수지 점도

가 25℃에서 1000cps미만이거나 수분함량이 1%미만인 경우는 반응성이 너무 빨라서 발포조절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

라서 상기 한정된 바람직한 범의의 페놀수지를 이용해서 제조된 흡유성 발포체가 가장 흡유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효과적

이었다.

그럼 여기서 본 발명의 흡유성 발포체를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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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발포체에 있어서, 제조된 페놀수지 40-90 중량부, 계면활성제 1-30 중량부, 발포제 3-30 중량부와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100%를 만들고 이를 발포시킨 흡유성 발포체이다. 즉, 본 발명의 발포체는 전술된 흡유성 발포체

제조방법을 통해서 생산된다. 물론 이때 투입되는 구성요소는 페놀수지, 계면활성제, 발포제 및 산성 경화제이고, 그 투입

비율은 본 페놀수지가 40-90 중량부, 계면활성제가 1-30 중량부, 발포제가 3-30 중량부이며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

입하여 생산한다. 물론 그 생산조건은 전술된 제조방법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기에 기재를 생략하고, 그 투입되는 성분의

특성을 설명한다.

즉, 먼저 투입되는 페놀수지는 중량비로 약 40-90%이 투입되는데, 발포가 되는 실질적인 매체이다.

그리고 상기 계면활성제의 경우 중량비로 약 1-30%가 투입된다. 이때 이 계면활성제는 타 구성요소들이 모두 교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며, 기름 및 소수성 액체의 친화성을 향상시키고 수지의 계면장력을 낮추어 주어 발포 성형이

가능하도록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기 발포제의 경우, 상기 페놀수지가 발포가 잘 되도록 투입된다. 따

라서 이 발포제는 실질적으로 본 발명의 흡유성을 갖게 하는 공극(Pore)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산성 경화제의 경우 그 중량비는 타 구성요소들을 선택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선택되는데, 고분자 물질로의 경화

반응을 유도하는 반응물 및 반응 촉매로서의 작용을 수행한다. 즉, 이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면 모두 액상으로 존재하는 페

놀수지, 계면활성제, 발포제와 혼합되면서 페놀수지와 반응하며 발열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고온의 열을 내며 상기

교반된 화합물은 발포를 하며 경화를 하게 되는데, 이 화학적인 작용을 유도하는 촉매가 이 산성 경화제인 것이다.

그런데 본 발명에서 상기 제조된 페놀수지는, 페놀 40-75 중량부에 염기성촉매 0.5-10 중량부를 넣고, 100%의 중량비 중

나머지는 포름알데이드가 투입되어 제조된 수지이다. 즉, 그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전술된 내용 중에 모두 상세히 기재한

사항이기에 별도의 기재는 생략하지만, 페놀수지의 제조에는 페놀, 염기촉매, 포름알데이드가 투입되어 제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조된 발포체를 미국 마이크로메트릭사의 수은침투방식 기공률측정기(Autopore IV 9500)를 사용하여 측정

한 결과로 볼 때 발포체의 평균 공극지름(Average pore diameter)이 60㎛이상 인 것이 흡유효과가 있으며, 바람직한 평

균공극 지름은 150-205㎛이다. 본 발명의 출원인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본 발명의 발포체가 놀라울 만큼 큰 효과를 내

며 기름을 흡수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친 결과, 제조된 발포체에서 그 발포된

공극인 셀의 지름이 60㎛ 이상 일 때 비교적 효과적으로 기름을 흡유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셀의 지름이 60㎛ 이하 일 때

는 발포체의 공극지름이 작아서 그 흡유 속도가 현저히 느려짐을 발견했다. 물론 제품의 생산공정과 생산량 및 생산비와

그 흡유능의 최대 효과 및 일반적인 제반사항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150-205㎛로 제작하는 것이

다.

그럼 여기서 본 발명의 효과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실험예를 먼저 설명하고, 그에 따라 본 발명의 발포체에서 존재

하는 공극률과 그 평균공극지름(=셀의 지름)이 흡유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밝힌다.

실험예 1.

이 실험을 위하여 본 발명의 전술된 방법을 기준으로 발포체를 제조하였다. 즉, 먼저 페놀수지 제조방법을 통해 페놀수지

를 얻고, 이 페놀수지에 계면활성제를 투입하여 교반하였다. 그리고 이 교반물에 발포제와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고 교반하

며 발포시켰다. 이때 상기 구성요소들의 투입량과 온도 및 일반적인 조건들은 모두 달리 실험하였으며, 그 실험의 횟수는

너무도 많아 구체화하기 힘들다. 단 아주 다양하게 구성요소 투입량을 변화시켰고, 그 조건에도 미세한 차이를 두어 발포

체를 얻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투입량과 다른 조건을 통해 각각 제작된 샘플들을 선별하였고, 그 중 5개를 선정하여 실

험을 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이 샘플들의 평균공극지름과 공극률 및 기름 흡수율을 테스트해 보았으며 그 결과치가 하단의

[표 1]에 있다. 기름흡수테스트는 해양경찰청 고시 제 1997-45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샘플 ID A B C D E

평균공극지름

(Average pore diameter)(단위:㎛) 158.7 200.3 126.9 216.4 82.4

공극률(Porosity)

(단위: %)
90.88 90.7 90.59 96.7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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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흡수테스트

(시편크

기:10×10×1cm)

발포체의 무게(F)(g) 1.62 1.43 1.72 1.32 1.86

흡수시간 1분 2초 51초 7분 33초 34초 1시간이상

흡수후 총무게(G)(g) 95.5 94.7 96.1 80.2 93.2

총질량(G)/발포체 질량(F) 59.0 66.2 55.9 60.8 50.1

[표 1]

상기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아니 사실상 보다 많은 량의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여 통계화시켰다. 그 결과, 이 발

포체의 기름 흡수율은 발포체를 이루는 다수의 공극의 프레임 즉, 각각의 셀이 이루는 지름의 크기와 아주 연관성이 높았

으며, 이와 상응하게 공극률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극률이란 물체의 기공이 차지하는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로 0-100% 범위를 갖으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정의된다.

ø = Vp/Vm * 100

ø는 공극률이며 Vp는 고체가 아닌 부분의 부피 그리고 Vm은 전체부피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기 공극률은 다시 말해 하기

도시된 도 1에서의 발포체의 골격을 이루는 단위 셀(Cell)이 개방된 상태인가 아니면 폐쇄된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분석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극률이 높다는 말은 단위 셀(Cell)이 개방된 상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상기 샘플 E의 경우, 그 공극률은 다른 샘플에 비하여 별반 차이가 없으나 기름의

흡유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길었다. 그리고 그 평균공극지름이 82.4㎛로 다른 셈플과 차이가 많았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

해서 본 출원인은 상기 셀의 평균지름이 흡유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평균공극지름이 너무 작다면 유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기에 발생된 사항은 아닌가 판단하였

다.

다음으로 샘플 D의 경우, 평균공극지름이 216.4㎛로 B의 경우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흡유시간은 현저히 빠름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위의 표를 토대로 분석을 해볼 때 공극지름과 공극률은 흡유성에 대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샘플을 통해서만 검증된 것은 아니며 많은 다른 실험예가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생략한다.

결론적으로 본 발명에서 그 흡착재가 기름을 효과적으로 흡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상기 평균공극의 지름과 그

공극률이 적당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최적의 평균공극지름 크기와 그 공극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지름의 크기와 공

극률은 일률적으로 생산되기 힘들며, 이와 유사한 지름의 크기와 공극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술된 본 발명의 제조방법

의 구성비와 조건으로 제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투입되는 구성요소의 종류도 중요하다. 그리고 상기 표에서

보이듯 "총 질량(G)/발포체 질량(F)"의 의미는 발포체의 질량 1g에 비교된 흡수된 기름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결

과에서도 보이듯 본 발명의 발포체는 1g당 약 50-65g의 기름을 흡수하고 있었다. 즉, A의 경우 1g당 59.0g; B의 경우

66.2g; C의 경우 55.9g; D의 경우 60.8g; E의 경우 50.1g의 기름을 흡유하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량의 흡유율이다. 그러

니까 적어도 본 발명의 발포체는 자기의 중량에 약 50배 이상 많게는 66배 이상의 기름을 흡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된 도 4에는 본 발명의 발포체를 촬영한 사진을 도시하고 있는데 도시된 것처럼, 발포체의 내부는 다수의 셀

(Cell)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극체이다. 물론 그 셀(Cell)들은 개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더 많으며, 본 발명의 특징

인 기름을 흡착하기 위해서는 상기 셀의 지름과 그 셀이 열린 상태인지의 공극률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럼 언급된 본 발명의 발포체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살펴보면, 상기 발포체는, 그 공극률(Porosity)의 비율이 60% 이

상, 바람직하게는 85% 이상이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85-92%의 비율이 가장 효과정이다. 즉, 상기 실시예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본 발명의 발포체는 상기 다공성을 갖는 것이 그 흡유율에서 월등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 본 발명의 발포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계면활성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투입이 가능

한데 그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계면활성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실리콘 계면활성제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에 있어서 투입되는 상기 계면활성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선 페놀수지와 그 밖의 구성요소들이

보다 잘 교반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포체로 용이하게 성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페놀수지가 고분자 중합

반응을 통해 친유성이 높은 물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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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른 형태로 나타내자면, 흡유를 위해 좋은 발포체나 발포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페놀수지와 섞여서 표면장력을 낮

추어 주고, 경화반응이 일어나면서 발포물들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계면활성제가 사

용되는 것이다.

그럼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알코올 에톡

실레이트류(Alcohol ethoxylate);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류(Alkylphenol ethoxylate); 폴리옥시에틸렌 에스테르류

(Polyoxyethylene ester); 에톡시기가 부가된 무수 솔비톨 에스테르류(Ethoxylated anhydrosorbitol ester); 에톡시기가

부가된 천연 유지 혹은 오일류(Ethoxylated natural fat or oil); 에톡시기가 부가된 라놀린(Ethoxylated lanolin); 폴리옥

시에틸렌 아민류(Polyoxyethylene amine); 폴리옥시에틸렌 지방산 아마이드류(Polyoxyethylene fatty acid amide); 에

틸렌옥사이드류(Ethylene oxide)와 에틸렌옥사이드류 보다 분자량이 큰 알킬렌 옥사이드류(alkylene oxide)와의 블록 공

중합체(block copolymer)류 중 1종 이상이 선택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가능하다. 즉, Ethylene oxide나 이보다 분자량이 큰 alkylene

oxide, 예를들어 프로필렌옥사이드, 스타이렌 옥사이드 등과 같은 것들을 반응성의 수소원자를 갖는 여러가지 화학물질,

예를 들어 알코올류, 알킬페놀류, Fatty acid류, Fatty acid amide류, Fatty acid ester류 등과의 화학반응을 통해서 만들

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면활성제는 실리콘 계면활성제이다. 따라서 그 종류를 상세히 살펴본다.

즉, 상기 실리콘 계면활성제는, 실리콘 폴리에테르 공중합체; 메틸 실리콘; 디메틸 실리콘; 폴리디메틸 실리콘; 메틸 하이

드로겐 실리콘; 디메틸 실록산; 알킬변성 실리콘 등과 같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계면활성제로 이중 1종 이상이 선택적으로

채택되어 사용 가능하다.

나아가 본 발명에서 그 발포체를 생산함에 있어서 투입되는 또 하나의 구성요소인 발포제는, 바람직한 끓는점의 범위가

20℃ - 100℃ 정도인 화학물질로 탄소수 4-8개의 고리상 또는 사슬상의 알칸, 알켄, 알킨, 페트롤리윰 에테르 및 모클로

로트리 플로로메탄과 같은 불소를 포함하는 화합물들 중 1종류 이상의 발포제가 선택적으로 채택되어 투입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발포제는 투입되어 페놀수지의 발포를 유도하는 물질로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 발포제의 투입은 본 발명에

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마지막 투입 구성물은 상기 산성 경화제이다. 그 종류로는, 황산, 질산 등과 같은 무기산류; 인산류; 방향족

술폰산류; 알킬술폰산류 중 1종 이상이 선택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 산성 경화제의 경우, 발포체가 일정한 형

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상 유지물질로서 작용을 하며, 모든 구성요소들이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포하고 셀을

형성시키기 위한 촉매로서의 작용을 한다. 즉, 이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게 되면 발열반응이 발생되며 온도가 올라가서 고

분자화되는 화학반응은 촉진되며, 그 발포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본 발명은 이러한 투입물로 이루어진 발포체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발포체를 가공하여 상품화한 발포폼이

나 롤 등의 상품도 그 청구의 대상이다. 즉, 발포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고 이를 포장하되, 그 절단시 형상을 롤의 형상

으로 하거나, 일반적인 매트, 쿠션, 블럭 등의 형태로 제조하는 등 다양한 상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즉, 본 발명은 그 발포

폼에 있어서, 전술된 모든 발포체 중 하나인, 제조된 페놀수지 40-90 중량부, 계면활성제 1-30 중량부, 발포제 3-30중량

부와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100%를 만들고 이를 발포시킨 발포체를 패널 등의 형태로 절단하여 제작한 발포

체 패널(10)과; 이 발포체 패널(10)을 외부에서 감싸는 부직포 등과 같은 외피(20)가; 결합되어 흡유성 발포폼이 되는 것이

다. 물론 패널(10) 자체로도 유흡착재로서 사용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도 1 내지 3에 도시된 것처럼, 제조된 페놀수지 40-90 중량부, 계면활성제 1-30 중량부, 발포제 3-30 중량

부와 나머지는 산성 경화제를 투입하여 100%를 만들고 이를 발포시킨 발포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패널(10)을 형성

한다. 그리고 도시된 부직포를 이용하여 주머니의 형태로 제작한 부직포 외피(20)를 준비한다. 그리고 상기 패널(10)을 상

기 부직포 외피(20)에 삽입하고 그 끝단 부위를 열 접착으로 결합시켜 발포체의 부스러기가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

다.

물론 이때 도시된 도면에서처럼, 상기 부직포 외피(20)의 내부에는, 상기 패널(10)의 상하로 끼우는 다공성패드(50)를 형

성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공성패드는 발포폼에 무게감을 주어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쉽게 날리지 않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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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제조된 발포체인 유흡착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이 검증된 상태이다. 따라

서 공인기관에서 실험한 그 시험합격증명서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먼저 매트형과 쿠션형의 발포체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성능시험을 거쳤으며 그 흡수력에서 놀라운 효과

를 가져온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매트형 패널 성능시험 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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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쿠션형 패널 성능시험 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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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매트형패널 성능 시험성적서

[표 5] 쿠션형패널 시험성적서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처럼, 본 발명의 유흡착재는 그 제작방법이 용이하지만, 제작된 유흡착재의 내부에 형성되는 수많은 공극

에서는 기름을 손쉽게 흡수하기에 혹시 사고를 통해서 발생된 해양의 기름유출이나 육상의 기름유출 사고시에 그 기름의

상부에 본 발명의 유흡착재를 던져 손쉽게 기름을 흡수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적은 비용으로 아주 많은 양의 유흡착재를 생산할 수 있기에 활용가능성이 크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발포폼의 모습을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발포폼이 제작되는 상태를 도시한 분해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발포폼을 절단하여 도시한 측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발포체를 100배위로 촬영한 사진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10; 쿠션형패널 20; 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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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공성패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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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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