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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흑색 유리 도료 조성물 제조를 위해 일반적인 유리 프릿을 사용하는 경우 상당히 다량의 흑색 안료를 사용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흑색 유리 프릿을 사용하여 사용되는 안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흑색 유리 프릿의 박층은 투과도가

낮다.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은 흑색이며, 유리 조성물에는 다음 성분이 함유된다: K2O 10 내지 17몰%, B2O3 10 내지 25

몰%, TiO2 15 내지 30몰%, SiO2 30 내지 55물%, Al2O3 0 내지 5몰%, Bi2O3 0 내지 5몰%, Fe2O3(전체 철) 0.05 내지 3

몰% 및 황, (전체 황) 0.1 내지 3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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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사실상 납과 카드뮴이 함유되지 않는 흑색 유리 프릿(frit)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흑색 유리 프릿의 제

조방법 및 스토빙(stoving) 가능한 기판 위에 유리 에나멜과 기타 장식용 마감층을 형성시키기 위한 이의 용도에 관한 것

이다.

  유리 제품, 특히 유리판은 하나 이상의 착색제와 하나 이상의 유리 프릿을 함유하는 유리 도료 조성물을 사용하여 장식성

마감처리된다. 일단 기판에 유리 도료 조성물을 도포한 후 스토빙시키면, 유리 에나멜이 형성된다. 유리면에 유리 도료 조

성물을 도포하는 경우, 유리 도료 조성물의 용융 거동은 일반적인 조건의 밴딩(bending) 및 템퍼링(tempering) 방법으로

처리한다: 일반적인 스토빙 조건은 온도는 600 내지 650℃ 정도이고, 점화 시간은 수분이다.

  특히 자동차용 유리의 경우, 흑색 유리 도료 조성물은 매우 낮은 광 및 자외선 투과도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유리 도료 조

성물에 존재하는 흑색 착색제는 일반적으로 크롬, 코발트, 니켈 및 구리의 산화물 및 혼합된 산화물을 기본으로 하는 착색

산화물이다. 광투과도의 일반적인 값은 두께가 대략 30㎛인 스토빙된 도막의 경우 0.1% 미만이다. 이러한 투과도 값은 일

반적으로 흑색 착색제를 15 내지 30중량% 함유하는 유리 도료 조성물에 의해서 얻어진다. 착색제가 유리 프릿보다 통상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값비싼 착색제를 가능한 한 최소량으로 가지면서 유리 에나멜에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투과도를 나

타내는 광투과도가 낮은 유리 프릿이 요구된다.

  산화철을 사용한 산업용 유리의 황화물 착색은 실제로 공지된 바와 같이 설폰산제2철의 갈색 착색을 일으키며, 흑색 착

색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티타늄을 함유하는 유리는 환원 조건하에서 용융되는 경우 갈색 또는 청색으로 착색되는 황색을 띤다는 것이 공지

되어 있다. 독일 특허 제44 28 234호에 따르면, 0.01 내지 0.1중량%의 금속성 규소의 존재하에서 용융되고 TiO2 0.1 내

지 3중량%가 첨가된 저함량의 알칼리 붕규산염을 기재로 하는 유리 조성물은 짙은 청색 내지 흑색 착색을 나타낸다. 본 발

명의 발명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두께가 약 20㎛인 박층에서의 이러한 유리의 색상은 자동차 유리용 흑색 유리 도료 조성물

의 제조에 사용되는 흑색 착색제의 양을 상당히 감소시키는데 사용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FeO, 셀레늄 및 CoO를 기본으로 하는 착색 성분을 포함하는 EP-B 0 482 535에 따르는 유리 조성물은 회색에 불과하

며, 흑색이 아니다.

  방풍 유리 및 특히 후면창의 경우, 전도성 트랙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전도성은 페이스트(conductive silver paste)의 유

리 도료 조성물로 도포된 유리면을 착색시키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유리면을 스토빙 및 성형하는 동안 도

료 조성물을 통해서 은이 유리로 이동하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이동은 플로트 유리(float glass)의 황색 착색을

야기한다. 자동차 유리용 유리 도료 조성물에 대한 또 다른 요구조건은 용융된 도료 조성물이 소위 프레스-밴딩(press-

bending)법을 이용하여 유리면을 성형하는 동안 프레싱 기구에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토빙된 유리 도료 조성

물은 게다가 갈바노 전해질(galvanoelectrolyte)(pH 1 미만)에 대하여 우수한 내산성을 나타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유

리 도료 조성물에 함유된 유리 프릿은 납 뿐만 아니라 카드뮴도 전혀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납 및 카드뮴을 함유하지 않은 각종 유리 프릿 및 이를 함유하는 도료 제형물은 자동차 판유리 위에 유리 에나멜을 형성

시키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지되어 있다. 이는 보통 비스무트-알칼리-붕규산염 유리 또는 알칼리-아연-붕규산염 유리 또

는 이들의 혼합물을 기재로 하는 프릿 시스템이다.

  공지된 유리 프릿 시스템은 대체로 투명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상기 규정된 특허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이에 따

라 EP-A 제0 267 157호에 따르는 납및 카드뮴이 함유되지 않은 유리 프릿은 Na2O, ZnO, B2O3 및 SiO2의 함량을 기준으

로 하며, Bi2O3 및 Li2O와 같은 추가의 몇 가지 산화물을 함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시예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Bi2O3

또는 Li2O를 함유하는 유리 프릿만이 유리에 대해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650℃ 미만의 용융 온도의 조건을 확실하게 충족

시킨다. 리튬을 함유하는 유리 프릿의 단점은 이를 사용하여 에나멜을 입힌 유리면의 파열강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EP-A 제0 370 683호에는 또한 유리 에나멜 제조용 프릿을 함유하는 도료 배합물과 함께 Bi2O3를 45 내지 65중량% 함

유하는 투명 유리 융제만이 기술되어 있다. 에나멜이 입혀진 자동차 유리면의 제조를 위한 도료 배합물의 사용은 밴딩 성

형에서 이로 착색된 유리면의 부착을 방지한다. 이는 일단 도료 조성물을 용융시키는 결정화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비스

무트 함량이 높아진 유리 프릿은 실제로 개선된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이러한 프릿은 비스무트 함량의 함수로서 비스무트

함량이 낮거나 비스무트가 함유되지 않은 유리 프릿보다 훨씬 비싸다. 이외에 유리 융제는 또한 Li2O를 2 내지 6중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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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이는 에나멜이 입혀진 유리, 특히 복합 착색된 유리의 파열 강도를 상당히 저하시킨다. WO 92/0429에 따르는 조

성물이 결정화 유리 프릿 및 Zn2SiO4 기재의 핵생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반면, 이 유리 에나멜의 단점은 이의 완화된 내산

성이다.

  반점착(anti-stick) 유리 도료 조성물은, US 제4,959,090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금속 분말을 함유하며, 프레스 밴딩 로

(furnace)에서 에나멜을 입힌 굴곡 판 유리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조성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리 에

나멜의 단점은 내산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흑색은 회색이나 갈색조로 탈색된다.

  스토빙되는 동안 발생하는 에나멜 도료 조성물에 날염 은 페이스트로부터의 은이 확산하는 공지된 문제는 용해된 황이나

황화물을 함유하는 납이 함유되지 않은 유리 프릿을 사용함으로써 EP-A 제0 505 892호에 따라서 극복될 수 있지만, 프릿

은 흑색이 아니며, 증가한 산화아연 함량은 다시 내산성을 저하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선행 기술로 제조한 흑색 유리 프릿보다 더 짙게 흑색으로 착색된 신규한 유리 프릿을 제공하는 것이

다. 또 다른 목적은 흑색 유리 프릿에 독성(PbO 및 CdO) 및 도료(Li2O 및 ZnO 등) 관점에서 유용하지 못한 성분이 실질적

으로 없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또 다른 목적은 흑색 유리 프릿이 자동차의 유리면의 사용 특성을 저하

시키지 않으면서 유리 에나멜에 사용될 수 있고, 매우 얇은 유리면(약 10 내지 50㎛)에 대해 요구되는 저투과도가, 선행기

술로 제조한 납 및 카드뮴이 함유되지 않은 유리 프릿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소량의 착색제로도 수득됨을 보장하도록 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K2O 10 내지 17몰%, B2O3 10 내지 25몰%, TiO2 15 내지 30몰%, SiO2 30 내지 55몰%, Al2O3 0 내지

5몰%, Bi2O3 0 내지 5몰%, Fe2O3(전체 철)0.05 내지 3몰% 및 S(전체 황) 0.1 내지 3몰%와 PbO, CdO, ZnO, Li2O,

Na2O, MgO, CaO, SrO, BaO 및 P2O5로부터 선택된 산화물(이들 각각의 양은 0.5중량% 미만이다)을 유리 조성물 속에

함유하는 흑색 유리 프릿에 의해서 수득된다.

  철 함량을 제외하고는 상기한 조성물을 함유하는 유리 프릿은 아직 미공개된 독일 특허원 제915 02 653.5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 특허원의 기술 내용은 본 특허에 포함된다. 독일 특허 제195 02 653.5호에 따르는 유리 프릿을 스토빙시켜서 수

득한 얇은 유리 층은 약간 황색 내지 기껏해야 갈색/흑색이다. 자동차 유리용 흑색 유리 에나멜용으로 충분한 색도를 수득

하기 위하여 에나멜은 흑색 착색제를 15 내지 30중량% 함유해야만 한다. 단지 소량의 철 원료(산화철 또는 금속성 철 등)

만을 독일 특허 제195 02 653.5호에 따르는 황을 함유하는 조성물에 첨가하고 환원 조건하에서 기재의 유리 형성 혼합물

을 용융시킴으로써 짙은 흑색 유리 프릿을 수득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 고유의 짙은

색상은 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서 흑색 착색제의 양이 현저하게 저하되며, 그 밖의 점에서는 보통의 프릿과

동일하다. 철이 FeO, FeS, Fe2O3, Fe(II)티타네이트와 3가 및/또는 4가 티타늄 또는 기타 형태로 본 발명에 따르는 프릿에

결합된 형태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 철함량은 상기한 조성물에서 Fe2O3으로 기술하였다. 유사하게,

전체 황 함량은 실질적으로 원소상 황 및 설파이드 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전체 황은 유리 프릿의 분석에

서 SO3으로 기록하였다.

  바람직한 유리 프릿은 Fe2O3(전체 철)의 0.1 내지 2몰%,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몰%를 함유한다 전체 황은 바람직하

게는 0.1 내지 2몰%, 특히는 0.2 내지 1몰%의 범위 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청구범위에 따라서 기술한 필수적인 임의의 산화물과는 별도로 유리 프릿은 기타의 산화물도 추가로 함유한다. 이러한

기타 산화물의 함량은 5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3중량%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보다 함량이 높으면 통상 유리 프릿의

물리적 특성 및 적용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바람직한 흑색 유리 프릿은 K2O 13 내지 16

몰%, B2O3 18 내지 23몰%, TiO2 17 내지 25몰%, SiO2 35 내지 50몰%, Fe2O3(전체 철) 0.1 내지 1몰%, S(전체 황) 0.1

내지 2몰% 및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임의의 금속 산화물의 범위로부터의 기타 금속 산화물 3중량% 미만을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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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명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는 프릿은 K2O, B2O3, TiO2, SiO2, Fe2O3 및 S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 필수적으로, 본 발명의 프릿은 실질적으로 PbO, CdO, P2O5, ZnO, Li2O, Na2O 및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을 함유하지

않는다. 한편, 유리 제조용으로 사용한 원료 물질에서의 불순물로서 및 또 한편으로는 사용된 유리 용융 로에서 이러한 불

필요한 물질을 함유하는 유리의 잔류물로 부터 자체 공지된 불필요한 소량(5중량% 미만)의 산화물은 신규한 유리 조성물

에 혼입되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산화물의 함량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은 일반적으로 시차 주사 열량계 방법을 이용하여서 측정한 변태점 Tg가 550℃ 미만이고, 바

람직한 유리 프릿의 변태점은 535℃ 미만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은 공극이 없으며, 짙은 흑색 유리 층이 수득되도록 용융된다. 실질적인 용융 공정 후, 결정화

효과는 자동차 유리용 유리 도료 조성물에서 유리 프릿이 프레스 밴딩 공정 동안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리 프릿의 유

용성에 관한 목적하는 바가 수득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바람직한 유리 프릿의 최소의 용융 온도 Ts는 650℃ 미만, 바

람직하게는 590 내지 620℃의 범위이다. 최소의 용융 온도 Ts는 기재로서 유리를 4분 동안 점화시켜서 측정하며, 사용된

평가 기준은 용융 상태에서 공극이 없고, 스토빙된 유리 프릿이다. 아주 최소의 용융 온도를 요구하는 적용분야에서, 이는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과 선행 기술의 낮은 용융 온도의 납이 함유되지 않은 유리 프릿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 수득

할 수 있다.

  실시예 및 비교실시예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은 유사하지만 실제로 철이 함유

되지 않은 유리 프릿보다 실제로 낮은 저투과도를 나타낸다. 30㎛ 두께의 투과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바람직한 유리 프릿

을 스토빙하여서 제조한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유리 층의 경우 가시 영역으로 측정하였을 때 2% 미만이다 투과도는 가시

광의 파장에 단지 아주 약간 의존한다. 실제로는 동일한 조성물이 아닌 철이 함유되지 않은 유리 프릿과 비교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의 짙은 고유 색상은 투명성이 낮은 유리 에나멜을 수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흑색 착색제의 양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흑색 유리 프릿은, K2O 10 내지 17몰%, B2O3 10 내지 25몰%, TiO2 15 내지 30몰%, SiO2 30 내지 55

몰%, Al2O3 0 내지 5몰%, Bi2O3 0 내지 5몰%, Fe2O3 0.05 내지 3몰%와 PbO, CdO, ZnO, Li2O, Na2O, MgO, CaO, SrO,

BaO 및 P2O5 범위로부터의 산화물(이들 각각의 양은 유리 프릿의 0.5중량% 미만이다)을 함유하는 통상의 금속 산화물 형

성 유리 원료와 추가로 유리 프릿 속에 잔류하는 양을 초과하는 0.1 내지 3몰%의 황 공급원과의 혼합물을 1000 내지

1200℃에서 환원조건하에서 용융시키는 단계, 당해 용융물을 급냉시키는 단계 및 수득된 취성 재료를 분쇄하는 단계에 의

하여 수득할 수 있다. 환원 조건은 용융된 물질의 혼합물 중의 쉽게 산화 가능한 물질의 존재에 의해, 특히 황 원소 및/또는

탄소의 존재하에서 이루어진다. 대기 역시 일반적으로 환원 상태인데, 즉 산소 함량이 낮거나 실제로 산소가 부재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카보네이트로 사용되는 K2O를 제외하고는 유리 프릿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은 산화물, 즉 특히 SiO2,

B2O3, TiO2, Al2O3 및 Bi2O3가 바람직하다. 철 함량은 카보네이트 또는 설페이트로서 금속성 철, 산화철 또는 Fe(II) 또는

Fe(III) 염의 형태로 뱃치에 도입된다. 적합한 황 원료는 특히 바람직하게는 원소상 황이다. 황화물, 설파이트 및 설페이트

조차도 황원료로서 추가로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Ag-이동 방지 프릿을 제조하기 위하여, 최소량의 황이 원소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 유리 뱃치 내에서 황 원료의 초과량은 일반적으로 유리 프릿에서의 황 함량에 비하여서 10% 이상, 더욱

보편적으로는 50 내지 200% 이상이다.

  산화칼륨은 보통 단독적인 알칼리 금속 성분으로서 사용된다. 통상적인 망상구조 개질제로서, 이러한 물질은 용융 점도

를 크게 저하시키고 이에 따라서 10몰% 이상의 양으로 존재해야 한다. 유리 프릿의 열 팽창 계수는 K2O 함량 증가에 따라

서 현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상한량은 17몰%로 설정된다. K2O 함량이 높은 경우는 유리 프릿이 유리 기질에 사용되는

경우 응력을 야기한다. 유리 프릿은 바람직하게는 13 내지 16몰%의 K2O를 함유한다. 붕산은 프릿의 융점을 저하시키지

만, 특히 25몰% 이상 내지 그 정도의 양에서는 내산성이 저하된다. B2O3은 18 내지 23몰%의 양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산

화티탄의 존재는 내산성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15몰% 이상의 농도는 유리 용융물의 점도를 저하시킨다. 놀랍게

도, 유리 조성물 중에서 비교적 높은 이산화티탄의 함량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은 조기 결정화 현상없

이 균질하게 용융된다. 바람직한 TiO2의 함량은 17 내지 25몰%이다. SiO2는 유리 형성제로서 작용하며, 30몰% 미만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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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는 불필요한 내산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SiO2 함량은 35몰% 이상, 특히 40 내지 45몰%가 바람직하다. 소량의 산화 알

루미늄은 유리 조성물 중에 임의의 성분으로서 존재한다. 한편, 산화 비스무트의 존재는 내약품성을 증가시키며, 다른 한

편으로는 융점을 저하시킨다.

  놀랍게도, 본 발명에 따르는 스토빙된 유리 프릿은 또한 실온에서 3중량%의 염산에 5분 노출된 후 매우 우수한 내산성을

나타낸다. 5점 만점 등급의 평가(1=분리됨, 2=벗겨짐, 3=흩트러짐, 4=약간의 변화, 5=전혀 변화없음)을 기준으로 본 발명

에 따르는 스토빙된 유리 프릿은 3 내지 5, 바람직하게는 4 내지 5의 범위에서 내산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의 예상하지 못한 유용한 범위의 특성에 의하여, 본 유리 프릿은 짙은 흑색 유리 에나멜 제조

및 기타 세라믹 장식용 마감층에 사용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유리 프릿 및 무기 세라믹 착색 안료를 함유하는 도료 조성물

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도료 제형물은 일반적으로 35 내지 99중량%의 본 발명에 따르는 하나 이상의 유리

프릿, 1 내지 20중량%의 하나 이상의 착색 안료 및 0 내지 35중량%의 하나 이상의 기타 납을 함유하지 않는 유리 프릿을,

예를 들면 상기한 문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함유한다. 산화물 안료, 예를 들면 스피넬계 안료는 바람직하게는 자동차 유리

용 유리 도료 조성물로 사용된다. 도료 배합물에서 안료의 양은 15중량%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도료 배합물을 건조 상태에서 또는 바람직하게는 통상적인 매질을 사용하여서 도료 페이스트로 전환시킨 후, 분무법, 유

동법 또는 스크린 날염법에 의해서 기판 위에 도포한다. 도료 페이스트는 분무법, 유동법 또는 스크린 날염법에 적합한 농

도를 지니도록 상기한 도료 배합물의 양을 함유한다. 도료 페이스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시판되는 통상적인 매질을 이

용하여서 제조한다: 스크린 날염은 실제로 고체를 현탁시키기에 적합한 액체 유기성, 유기-수성 또는 수성 용매, 중합체성

유기 결합제 및 필요한 경우, 페이스트의 유동 특성을 조정하고 날염 후 건조를 촉진시키는 보조제를 함유한다.

  유리 도료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에나멜 처리된 유리면의 스크린 날염 제조방법으로 처리한다. 건조 후, 통상적

인 밴딩 공정 및 템퍼링 공정 동안 스토빙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도료 페이스트는 우수한 비점착성을 나타내므로, 프레스

밴딩 로에서 부착에 관한 문제없이 스토빙할 수 있다. 이러한 로에서 진행되는 스토빙 및 성형은 특히 650℃ 미만의 온도,

바람직하게는 610 내지 640℃의 온도에서 일반적으로 2 내지 5분 동안 스토빙된다. 또한 전도성 트랙이 유리면 위에 배치

되는 경우, 전도성 은 페이스트를 유리면이 본 발명에 따르는 도료 페이스트로 날염된 후, 통상적인 스크린 날염법 방법을

이용하여서 처리한 후 본 페이스트를 건조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포된 계는 단일 점화로 스토빙시키며, 여기서 전도성

트랙은 유리 에나멜 층에 견고하게 결합된다.

  본 발명에 따르는 흑색 유리 프릿 및 이로 제조한 유리 도료 조성물의 스토빙시킨 에나멜 층 및 기타 장식용 마감층은 짙

은 흑색이며, 탁월한 비공극 용융 특성을 나타내고, 저온에서 스토빙되는 현저한 특성에 의해서 구별된다 완전히 용융되었

을 때만 결정화 현상을 일으키며, 프레스 밴딩 방법으로 성형된 자동차용 유리면에 대한 유리 에나멜에서의 용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외의 이점은 본 유리 에나멜에서 착색제의 함량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프릿 색상의 강도는 또한 전혀

또는 실질적으로 Co 및 Ni를 함유하지 않는 유리 에나멜에서 착색제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며, 간단하게 재순환가능한 유

리 에나멜로 도포된 유리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 명시한 제품은 이외에도 환경 및 유해성 입장에서 중요한 납 및 카드뮴을

실질적으로 함유하지 않는다. 리튬 화합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으로 에나멜 처리된

유리면의 파열 강도가 저하될 위험이 없다. 또한, 용해된 황을 함유하는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을 함유하는 유리 에나

멜은 은 확산을 감소시킨다. 유리 조성물이 산화 비스무트를 함유하지 않거나 단지 소량만을 함유하기 때문에, 이는 부분

적으로 또는 완전히 고가의 산화비스무트를 사용할 필요를 덜어 준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 따르는 유리 프릿을 사용하여

수득한 유리 에나멜 또는 세라믹 장식용 마감층의 내산성 증가가 강조되어야 한다.

  실시예 1 내지 4

  유리 프릿은 본 발명에 대해서 필수적인 산화물, 임의의 산화물, 황 원료 및 철 원료를 함유하는 통상적인 유리 원료를 혼

합하여서 제조한다. 탄소는 또한 환원제로서 효과량 만큼 혼합물에 첨가된다. 비교용 프릿 제조용 뱃치 및 본 발명에 따르

는 프릿 제조용 뱃치의 일반적인 조성물의 일부는 하기의 표 1a에 나타낸다. SiO2, TiO2, K2O, B2O3 및 철 원료에 대한 원

료의 혼합비는 실제로 제조된 프릿의 혼합비와 일치한다. 유리 원료와 보조 물질의 혼합물의 몰 조성과 이로부터 제조된

유리 프릿의 몰 조성 사이의 편차는 완전 연소 또는 부분 연소에 의한 탄소 및 황의 손실 및 유리 용융 로로부터의 잔류물

및 유리 원료에서의 불순물의 도입에 기인한다. 각각의 뱃치는 대략 1100℃에서 용융되어서 투명한 융제를 생산하며, 물

로 도입되어서 급냉된 용융물은 입상 재료로 분쇄된다. 표 1b는 실시예 1에 대해서 뱃치로부터 계산된 중량%및 몰%의 프

릿의 의도된 조성과 분석 값을 나타낸다.

  [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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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릿 뱃치의 조성(중량%)

  

  [표 1b]

  목적하는 조성(목% 및 중량%) 및 비교실시예 프릿의 분석

  

  표 2는 프릿의 측정 특성을 나타낸다.

  ● 유리 위에서 4분 내에 640℃로 스토빙시킨 착색제를 함유하지 않은 30㎛ 두께의 유리 프릿 층의 550nm 파장에서 %

로 측정한 색조 및 투과도.

  ● 시차 주사 열량계 방법을 이용한 변태점 Tg 및 유리 위에서 4분 동안 점화시킨 최저 용융 온도 Ts.

  실온에서 5분 노출 후 3% HCl에 대한 스토빙시킨 도료 조성물의 내산성(AR)(5점 만점 등급 평가: 1=분리됨, 2=벗겨짐,

3=흩트러짐, 4=약간의 변화, 5=전혀 변화없음) .

  [표 2]

  유리 프릿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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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5 내지 8

  자동차용 유리에 흑색 유리 에나멜 제조

  사용한 출발 프릿은 실시예 1 및 실시예 3의 것이다. 사용한 착색제는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스피넬계 흑색 안료이

다. 프릿 및 안료를 건조한 상태에서 명기한 비(표 3)로 함께 혼합하고, 혼합기 및 3롤 밀을 이용하여서 일반적인 스크린

날염 매질(Cerdec 80893)을 사용하여서 페이스트로 만든다. 수득한 도료 페이스트는 62 T 날염 스크린을 이용하여서

4mm 녹색 유리의 배쓰 사이드(bath side)에 날염하고 130℃에서 건조한다. 점화는 660℃ 온도의 로에서 4분 동안 일정

한 조건하에서 실시된다. 표 3은 안료 함량, 투과도 및 내산성(등급 평가)을 나타낸다. 보다 우수한 광택을 지니는 장식용

마감층은 본 발명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낮은 함량의 안료 덕택에 수득될 수 있다.

  [표 3]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는 신규한 유리 프릿은 선행 기술에 비해 더 짙게 흑색으로 착색되며 독성 및 적용면에서 융용하지 못한

성분을 실질적으로 함유하지 않으며, 자동차의 유리판의 사용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유리 에나멜에 사용될 수 있고,

선행 기술로 제조한 납 및 카드뮴이 함유되지 않은 유리 프릿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더 소량의 착색제로도 매우 얇은 유리

판(약 10 내지 50㎛)에 대해 요구되는 낮은 투과도를 달성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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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O 10 내지 17몰%, B2O3 10 내지 25몰%, TiO2 15 내지 30몰%, SiO2 30 내지 55몰%, Al2O3 0 내지 5몰%, Bi2O3 0

내지 5몰%, Fe2O3(전체 철) 0.05 내지 3몰% 및 S(전체 황) 0.1 내지 3몰%와 PbO, CdO, ZnO, Li2O, Na2O, MgO, CaO,

SrO, BaO 및 P2O5로부터 선택된 산화물(이들 각각의 양은 0.5중량% 미만이다)을 유리 조성물 속에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흑색 유리 프릿.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Fe2O3 0.1 내지 1몰%와 S 0.1 내지 2몰%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릿.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K2O 13 내지 16몰%, B2O3 18 내지 23몰%, TiO2 17 내지 25몰%, SiO2 35 내지 50몰%,

Fe2O3 0.1 내지 1몰%, S 0.1 내지 2몰% 및 Bi2O3 0 내지 3몰%와 3중량% 미만의 기타 금속 산화물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릿.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4분 동안 소성시키는 동안에 최저 용융 온도 Ts가 650℃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

릿.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스토빙시킨 30㎛ 두께의 유리 층에 대한 투과도가 2%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릿.

청구항 6.

  K2O 10 내지 17몰%, B2O3 10 내지 25몰%, TiO2 15 내지 30몰%, SiO2 30 내지 55몰%, Al2O3 0 내지 5몰%, Bi2O3 0

내지 5몰% 및 Fe2O3 0.15 내지 3몰%와 PbO, CdO, ZnO, Li2O, Na2O, MgO, CaO, SrO, BaO 및 P2O5로부터 선택된 산

화물(이들 각각의 양은 유리 프릿의 0.5중량% 미만이다)을 함유하는 통상의 금속 산화물 형성 유리 원료와 추가로 유리 프

릿 속에 잔류하는 양을 초과하는 0.1 내지 3몰%의 황 공급원과 의 혼합물을 1000 내지 1200℃에서 환원 조건하에서 용융

시키는 단계,

  용융물을 급냉시키는 단계 및

  수득한 취성 재료를 분쇄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에 따르는 조성을 갖는 흑색 유리 프릿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용융되는 혼합물이 황 공급원으로서 원소상 황을 함유하고 용융 장치 내의 기체가 환원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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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용융되는 혼합물이 탄소를 추가로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따르는 흑색 유리 프릿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여, 스토빙 가능한 기판 위에 유리 에나멜 또는 장식용 마감층을

형성시키는 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4분 동안 소성시키는 동안에 최저 용융 온도 Ts가 650℃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릿.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스토빙시킨 30㎛ 두께의 유리 층에 대한 투과도가 2%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릿.

청구항 12.

  제4항에 있어서, 스토빙시킨 30㎛ 두께의 유리 층에 대한 투과도가 2%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릿.

청구항 13.

  제4항에 있어서, 4분 동안 소성시키는 동안에 최저 용융 온도 Ts가 590 내지 620℃의 범위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

릿.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4분 동안 소성시키는 동안에 최저 용융 온도 Ts가 590 내지 620℃의 범위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프

릿.

등록특허 10-0478551

- 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명세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발명의 목적 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7
청구의 범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