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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기존 바닥재의 열전도율 향상 방안으로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단순 첨가에 의한 방법에서 벗어나, 탄소재료 자

체의 우수한 열전도율과 열이동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침상 형태의 구조적인 특징을 갖는 탄소섬유를 첨가함으로써,

비발포 및 발포물의 열전도 증대에 의한 바닥 장식재의 열전도 향상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의 파우더 첨가물은 첨가시 점도상승 및 작업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첨가에 제한이 있으

며, 낮은 PVC의 열전도 개선에 있어 바인더(binder)의 열전도 경로 차단으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기재

층, 발포층 및/또는 이면사이징층에 탄소섬유를 첨가함으로써 소량의 첨가만으로도 열전도율이 낮은 PVC 바인더의 내부

에서 탄소 재료의 열이동 경로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PVC 바닥재의 열전도 개선에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탄소섬유, 열전도, 바닥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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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바닥재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바닥재의 다른 일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바닥재의 또 다른 일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표면층 11 : UV층

12 : 투명층 13 : 인쇄층

20 : 기재층 30 : 이면층

31 : 이면발포층 32 : 이면 비발포 사이징층

40 : 탄소섬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탄소섬유(milled or chopped carbon fiber)을 이용한 열전도도가 우수한 바닥 장식재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금

속 및 비금속 파우더의 첨가가 아닌 휠러(Filler)의 구조적 차이를 이용하여 열전도도를 개선시킨 바닥 장식재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바닥재는 유리섬유나 광물질, 종이, 모조지 위에 염화비닐 수지를 이용하여 가공한 기재층을 기준으로

그 상하부에 발포층 또는 비발포층을 적층하여 제조한다. 염화비닐 수지의 고유한 특성인 낮은 열전도율과 발포제의 가공

에 의한 발포가스에 의해 형성된 발포층은 비발포물에 비해서도 약 2배 이상의 단열성을 가지고 있어 발포, 비발포물로 형

성된 염화비닐수지 바닥재의 열전도도는 매우 낮다.

이러한 염화비닐 바닥재의 열전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류와, 탄산칼슘(CaCO3) 등의 광물

이 첨가되고 있으나, 낮은 염화비닐수지의 열전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낮은 열전도도를 갖는 염화비닐수지 및 발포시 발생되는 기공에

의해 낮아진 열전도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층구조의 바닥재 중에서 기재층 또는 그 하부층에 열전도가 우수한 탄소 단섬유를 일정

비율로 첨가하게 되면, 비발포 및 발포층에 함유된 탄소 단섬유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침상의 탄소섬유의 길이방향

으로 열전달의 경로가 제공됨으로써, 낮은 염화비닐 수지 및 발포 셀(cell)에 의한 열전도도 감소를 개선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다층구조의 바닥재에 있어서, 1개층 이상에 탄소섬유가 함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바닥재는 아래로부터 이면발포층, 기재층, 인쇄층, 투명층 및 UV층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이

면발포층에 탄소섬유가 함유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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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바닥재는 아래로부터 이면 비발포 사이징층, 이면발포층, 기재층, 인쇄층, 투명층 및 UV층

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이면발포층에 탄소섬유가 함유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바닥재는 아래로부터 이면 비발포 사이징층, 이면발포층, 기재층, 인쇄층, 투명층 및 UV

층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비발포 사이징층 및 이면발포층에 탄소섬유가 함유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탄소섬유는 1 내지 30 ㎛의 직경 크기와 0.01 내지 30 ㎜의 길이를 갖으며, 10 내지 500 W/mK의

열전도도를 갖는 분쇄(milled) 또는 절단(chopped)된 침상 형태의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polyacrylonitrile)계 또는

피치(pitch) 계통의 섬유이다. 탄소섬유의 구조 및 형태가 본 발명의 주요 인자 중의 하나이며, 상기 범위 밖의 구조를 가질

경우 휠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은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바닥재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로서, 상기 다층구조의 바닥재는 아래로부터 이면층(30), 기재

층(20) 및 표면층(1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이면층(30)은 이면 비발포 사이징층(32)과 이면발포층(31)으로 구성되고, 상

기 표면층(10)은 인쇄층(13), 투명층(12) 및 UV층(11)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비발포 사이징층(32) 및 이면발포층

(31)에 탄소섬유(40)가 함유되어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바닥재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로서, 상기 다층구조의 바닥재는 아래로부터 이면층(30), 기

재층(20) 및 표면층(1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이면층(30)은 이면발포층(31)으로 구성되고, 상기 표면층(10)은 인쇄층

(13), 투명층(12) 및 UV층(11)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이면발포층(31)에 탄소섬유(40)가 함유되어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바닥재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로서, 상기 다층구조의 바닥재는 아래로부터 이면층(30),

기재층(20) 및 표면층(1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이면층(30)은 이면 비발포 사이징층(32)과 이면발포층(31)으로 구성되

고, 상기 표면층(10)은 인쇄층(13), 투명층(12) 및 UV층(11)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이면발포층(31)에 탄소섬유(40)

가 함유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열전도성이 우수한 바닥재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리섬유나 모조지, 광물질 종이 등의 기재 위에 중합도 500 내지 4,000의 PVC 레진 100 중량부 기준 대비 가소제

10 내지 100 중량부, 안정제 1 내지 20 중량부, 안료 1 내지 100 중량부, 휠러(filler) 1 내지 300 중량부, 기타 첨가제 소

량을 혼합하여 만든 졸을 침적한 후, 130 내지 200℃에서 5 내지 60 m/분의 속도로 10 내지 200초간 겔링하여 기재층

(20)을 형성한다.

이 기재층(20) 위에 쿠션감을 부여하는 발포층을 형성하거나 제품의 경도를 부여하는 비발포층을 형성할 수 있다. 발포층

은 중합도 1,000 내지 3,000의 PVC 레진 100 중량부 기준 대비 가소제 20 내지 100 중량부, 발포제인 아조디카본아미드

2 내지 5 중량부, 발포촉진제인 아연화 2 내지 4 중량부, 발포안정제인 바륨-아연계 화합물 1 내지 3 중량부, 안료인 산화

티탄 1 내지 5 중량부, 충전제인 중탄산 칼슘 1 내지 15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로서 점도 저하제 0.2 내지 1.5 중량부를

혼합하여 만든 졸을 상기 기재층(20) 위에 공지의 방법으로 0.1 내지 0.3 ㎜ 두께로 코팅한 후, 150 내지 210℃의 오븐에

서 10 내지 50 m/분의 속도로 1 내지 2분간 가열 및 겔링하여 형성한다.

비발포층은 중합도 1,000 내지 3,000의 PVC 레진 100 중량부 기준 대비 가소제 20 내지 100 중량부, 내열안정제인 바륨

-아연계 화합물 2 내지 7 중량부, 기타첨가제로서 장기저온 내열보강을 위한 에폭시수지 1 내지 5 중량부(두유(豆油)를

사용)를 혼합하여 만든 졸을 상기 기재층(20) 위에 공지의 방법으로 0.1 내지 0.7 ㎜ 두께로 코팅한 후, 130 내지 210℃의

오븐에서 30 내지 180초 동안 10 내지 50 m/분의 속도로 겔링하여 비발포층을 만든다.

이러한 기재층(20), 발포층 및/또는 비발포층 위에 그라비아 또는 옵셋잉크, 로타리 스크린, 전사지를 이용하여 소정의 무

늬를 형성하는 인쇄층(13)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상기 인쇄층(13) 위에 중합도 500 내지 4,000의 PVC 레진 100 중량부 기준 대비 가소제 10 내지 120

중량부, 안정제 1 내지 20 중량부, 기타 첨가제 소량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졸을 0.1 내지 0.7 ㎜ 두께로 코팅한 후, 130 내

지 230℃에서 20 내지 150초 동안 10 내지 50 m/분의 속도로 투명층(12)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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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에 따라 상기 투명층(12) 위에 UV층(11)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기재층(20)의 이면에 탄소섬유(40)를 함유하는 이면층(30)을 형성한다. 탄소섬유(40)를 함유하는 이면발포

층(31)의 경우, 중합도 500 내지 4,000의 PVC 레진 100 중량부 기준 대비 가소제 10 내지 120 중량부, 안료 1 내지 20 중

량부, 안정제 1 내지 20 중량부, 발포제 1 내지 20 중량부, 휠러 1 내지 250 중량부, 기타 첨가제 소량을 혼합하여 만들어

진 졸에 이 졸 무게 대비 0.1 내지 50 중량%의 PAN계 또는 피치 타입의 탄소섬유를 혼합하고 0.2 내지 0.7 ㎜ 두께로 코

팅한 후, 170 내지 250℃의 온도에서 5 내지 50 m/분의 속도로 30 내지 180초 동안 발포하여 이면발포층(31)을 형성한

다. 탄소섬유의 사용량은 상기 범위가 바람직하며, 너무 적을 경우 열전도 효과가 미미하며, 너무 많을 경우 다른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탄소섬유(40)를 함유하는 이면 비발포 사이징층(32)의 경우, 중합도 500 내지 4,000의 PVC 레진 100 중량부 기준 대비

가소제 10 내지 120 중량부, 안료 1 내지 20 중량부, 안정제 1 내지 20 중량부, 휠러 1 내지 250 중량부, 기타 첨가제 소량

으로 만든 졸에 이 졸 무게 대비 0.1 내지 50 중량%의 탄소섬유를 혼합하고 0.1 내지 0.5 ㎜ 두께로 코팅한 후, 170 내지

250℃의 온도에서 5 내지 50 m/분의 속도로 30 내지 180초 동안 겔링하여 사이징층(32)을 형성한다.

실시예 1

탄소섬유(40)를 함유하는 이면 비발포층(32)의 경우, 중합도 1,500 내지 2,000의 PVC 레진 100 중량부 기준 대비 1차 가

소제로 DOP 50 중량부, 산화티탄 안료 10 중량부, 바륨-아연계 안정제 5 중량부, 탄산칼슘 휠러 10 중량부, 기타 에폭시

계 첨가제 5 중량부로 만든 졸에 이 졸 무게 대비 3 중량%의 PAN계 탄소섬유를 혼합하고 0.2 ㎜ 두께로 코팅한 후, 150

내지 190℃의 온도에서 20 m/분의 속도로 100 내지 150초 동안 겔링하여 비발포 사이징층(32)을 형성하였다.

이때 사용된 탄소섬유(40)는 6 ㎛의 직경 크기와 0.1 ㎜의 길이를 갖으며, 270 W/mK의 열전도도를 갖는 분쇄(또는 절단)

된 침상 형태의 PAN 계통의 섬유이다.

실시예 2

탄소섬유(40)를 함유하는 이면발포층(31)의 경우, 중합도 1,200 내지 1,700의 PVC 레진 100 중량부 기준 대비 DOP 가

소제 50 중량부, 안료 10 중량부, 열안정제 10 중량부, 아조디카본아미드계 발포제 5 중량부, 탄산칼슘 휠러 100 중량부,

기타 아연계 발포촉진 첨가제 4 중량부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졸에 이 졸 무게 대비 3 중량%의 PAN계 탄소섬유를 혼합하

고 0.5 ㎜ 두께로 코팅한 후, 150 내지 200℃의 온도에서 15 m/분의 속도로 150 내지 180초 동안 발포하여 이면발포층

(31)을 형성하였다.

이때 사용된 탄소섬유(40)는 6 ㎛의 직경 크기와 0.1 ㎜의 길이를 갖으며, 270 W/mK의 열전도도를 갖는 분쇄(또는 절단)

된 침상 형태의 PAN 계통의 섬유이다.

비교예 1

기존 PVC 비발포층(금속 또는 광물질 포함 안함)

비교예 2

기존 PVC 비발포층에 탄산칼슘 광물 60 중량%를 함유한 바닥재

비교예 3

기존 PVC 발포층(탄석 함유)

비교예 4

기존 PVC 발포층에 구리파우더 10 중량%를 함유한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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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시예1  비교예1  비교예2  실시예2  비교예3  비교예4

 열전도율(W/mK)  0.251  0.165  0.197  0.125  0.066  0.082

 *열전도율 측정방법: 자체 열전도도값이 다른 3종류의 기준물질 위에 시편을 올려 놓은 뒤 QTM-500(Kyoto Electronics, 일

본) 기기를 이용하여 각각의 열전도도 값을 측정한 후 프로그램의 보정을 통해 시편 고유의 k(열전도도)값 산출

표 1은 상기 실시예 1, 2 및 비교예 1 내지 4의 층에 대한 열전도율을 비교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바닥재는 탄소섬유의

첨가로 인하여 기존 PVC 비발포층(비교예 1)의 경우 0.165 W/mK 수준의 낮은 열전도율을 함량에 따라 50% 이상까지 향

상시켰으며, 발포 배율 300%인 기존 발포 바닥재(비교예 3)의 경우, 비발포 바닥재의 1/3 수준인 낮은 열전도율을 200%

수준까지 향상시켰다. 또한 구리파우더를 함유한 발포층(비교예 4)에 비해서도 약 150%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기존 바닥재의 열전도율 향상 방안으로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단순 첨가에 의한 방법에서 벗어나, 탄소재료 자

체의 우수한 열전도율과 열이동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침상 형태의 구조적인 특징을 갖는 탄소섬유를 첨가함으로써,

비발포 및 발포물의 열전도 증대에 의하여 바닥 장식재의 열전도를 향상시켰다.

즉, 기존의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파우더 첨가의 경우 점도상승 및 작업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첨가에 제한이 있으며,

낮은 PVC의 열전도 개선에 있어 바인더의 열전도 경로 차단으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층구조의 바닥재 중에서 기재층, 발포층 및/또는 이면사이징층에 열전도가 우수한 탄소섬유를 첨가함으로써, 비발포 및

발포층에 함유된 탄소 단섬유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침상의 탄소섬유의 길이방향으로 열전달의 경로가 제공되게 함

으로써, 소량의 첨가만으로도 염화비닐 수지 및 발포 셀에 의한 열전도도 감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층구조의 바닥재에 있어서,

열가소성 수지를 포함하는 졸을 코팅한 후 겔링시킨 1개층 이상에 탄소섬유가 함유되며,

상기 탄소섬유가 1 내지 30 ㎛의 직경과 0.1 내지 0.5 ㎜의 길이를 가지며, 10 내지 500 W/mK의 열전도도를 갖는 분쇄된

(milled) 침상 형태의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Polyacrylonitrile)계 또는 피치(Pitch) 계통의 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바닥재.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층구조의 바닥재가 아래로부터 이면발포층, 기재층, 인쇄층, 투명층 및 UV층으로 이루어지며, 상

기 이면발포층에 탄소섬유가 함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재.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층구조의 바닥재가 아래로부터 이면 비발포 사이징층, 이면발포층, 기재층, 인쇄층, 투명층 및

UV층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이면발포층에 탄소섬유가 함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재.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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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층구조의 바닥재가 아래로부터 이면 비발포 사이징층, 이면발포층, 기재층, 인쇄층, 투명층 및

UV층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비발포 사이징층 및 이면발포층에 탄소섬유가 함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재.

청구항 5.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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