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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연속섬유 제조에 적합한 현무암을 이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현무암 연속섬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된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는 현무암을 20㎜ 이하의 굵기로 된 현무암 쇄석으로 분쇄하여 공급하는 단계; 상기 현무암 쇄석을 1,440℃ ∼ 1,4

80℃에서 용융하는 단계; 상기 단계에서 용융된 현무암을 1,380℃ ∼ 1,480℃로 유지시키면서 인발하는 단계; 상기 

연속섬유를 960℃ ∼ 1,150℃로 서서히 냉각하는 단계; 상기 연속섬유의 표면에 표면처리제를 도포하는 단계; 및 상

기 연속섬유에 도포된 표면처리제를 건조하고 권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하면, 내열성, 내알카리성, 기계적인 물성 등이 뛰어난 현무암 연속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우수한 효과를 갖는

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현무암, 섬유, 부싱, 용융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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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발명에 따른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공정이 개략적으로 도시된 블록도;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설비가 전체적으로 도시된 개략 구성도;

도3은 도2의 'A'부 상세도;

도4는 본 발명의 요부인 섬유형성기가 도시된 상세도;

도5 및 도6은 본 발명의 장치에 다수개의 섬유형성기가 구비된 상태를 도시한 개략 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현무암 12 : 현무암 쇄석

20 : 분쇄기 30 : 컨베이어

40 : 사일로 50 : 용융로

53 : 용융물 이동통로 55 : 수직벽

60 : 버너 62 : 배관

64 : 공기공급구 65 : 연료공급구

66 : 열교환기 68 : 연료/공기 혼합기

70 : 섬유형성기 72 : 스크린판

75 : 용융물 통과구멍 76 : 부싱

78 : 노즐 80 : 가열기

82 : 도포기 84 : 건조기

86 : 권취기 90 : 냉각장치

91 : 가열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연속섬유 제조에 적합

한 현무암을 이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현무암 연속섬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된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방법 및 이에 사

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무암은 화강암의 일종으로 용암이 화산작용으로 지표에 토출되어 형성된 암석으로서 한국에서는 제주도, 철원, 포

항 영일만 등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값싼 천연재료이다.

현무암 연속섬유는 수천만년 이상 풍화가 이루어지고 안정화과정을 거친 현무암만으로 제조된 환경친화적 섬유로서 

내열성, 내알카리성, 기계적인 물성 등이 뛰어나다. 따라서, 현무암 연속섬유는 플라스틱 보강섬유,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 강섬유, 자동차 방음재료, 방화재료용 내열섬유, 복합재료의 보강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현무암 연속섬유와 관련된 종래기술의 하나인 일본특허공개 평9-500080호는, 필라멘트 직경이 7 미크론 이하인 현

무암 섬유를 제조하는데 있어서의 인발속도 및 가열온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인 일본특허공개 

2001-508389호는 현무암 가루를 사용하여 현무암 연속섬유를 제조하는데 있어서의 용융물 주입장치내에서의 안정

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특허 제4199336호는 실험실 규모의 전기로를 사용하여 현무암을 포함하는 재료로부터 한 가닥의 현무암 

세라믹 섬유를 제조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섬유형성후 결정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열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

으며, 미국특허 제6125660호는 암석이나 유리를 함유한 폐기물로부터 단섬유 및 연속적인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으

로 주로 용광로 내부구조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기술에서는 전체적인 제조공정중 일부분의 제조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서로의 연관성을 파악하

고 전체적인 제조공정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종래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현무암 연속섬유를 

제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연속섬유 제조에 적합한 현무암을 이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현무암 연속섬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된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성으로서, 본 발명은, 현무암을 20㎜ 이하의 굵기로 된 현무암 쇄석으로 분

쇄하여 공급하는 단계; 상기 현무암 쇄석을 1,440℃ ∼ 1,480℃에서 용융하는 단계; 상기 단계에서 용융된 현무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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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1,480℃로 유지시키면서 인발하는 단계; 상기 연속섬유를 960℃ ∼ 1,150℃로 서서히 냉각하는 단계; 상

기 연속섬유의 표면에 표면처리제를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연속섬유에 도포된 표면처리제를 건조하고 권취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방법을 마련함에 의한다.

또한, 본 발명은, 현무암을 분쇄시키는 분쇄기; 상기 분쇄기에서 분쇄된 현무암 쇄석을 저장하여 정량 배출시키는 사

일로; 상기 사일로에서 현무암 쇄석을 공급받는 용융로; 상기 용융로의 현무암 쇄석을 가열하여 용용시키는 버너; 상

기 용융로의 일측에 형성된 용융물 이동통로를 통해 용융된 현무암을 받아 섬유를 형성시키는 섬유형성기; 및 상기 

섬유형성기에서 배출된 현무암 섬유를 권취시키는 권취기가 포함된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장치를 마련함에 의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현무암의 조성을 설명한다.

연속섬유제조에 적합한 현무암은 SiO 2 47 ∼ 56 중량%, Al 2 O 3 14 ∼ 19 중량%, FeO + Fe 2 O 3 7.0 ∼ 15 중

량%, CaO 8 ∼ 11 중량%, MgO 3.5 ∼ 10.0 중량%, K 2 O + Na 2 O 2.5 ∼ 6.0 중량%, TiO 2 0.2 ∼ 2.0 중량%, 

P 2 O 5 0.3 ∼ 0.8 중량%, Cr 2 O 3 0.04 중량% 이하, MnO 0.2 중량% 이하, SO 3 0.2 중량% 이하의 조성을 갖는

다.

연속섬유를 제조하는데 적합한 현무암이 가져야 할 조건은, 현무암을 용융시켰을 때 균질한 용융물이 형성될 수 있을

것, 연속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범위가 충분히 클 것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

우에 균일한 물성을 갖는 우수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무암 등의 암석은 결정화 및 점도 등이 온도에 의존성이 큰 경향을 갖는바, 현무암을 이용하여 연속섬유를 생

산하기 위하여는 연속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범위가 70℃ 이상이어야 하며, 70℃ 이하의 

온도범위에서는 연속섬유를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곤란할뿐더러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제조조건이 까다로

워서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따라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상기에서, SiO 2 는 용융물의 점도, 용융온도, 내화학성, 연속섬유 생산가능 온도범위, 재결정화 경향 등에 관계되는 

성분으로, 이 성분이 47 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연속섬유을 생산할 수 있는 점도를 유지하는 온도 범위가 70℃이하

가 되어서 생산성 및 경제성에 문제점을 갖고, 56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용융온도가 높아서 연료소모가 크고 또한 

점도가 높아서 섬유가 끊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생산성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Al 2 O 3 는 점도, 결정화온도, 내열성 등에 관계되는 성분으로, 이 성분이 14 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생

성현상이 둔화가 되어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18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점도 및 결정화온도가 높아져서 

용융온도가 높아져야 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FeO + Fe 2 O 3 는 점도, 용융온도, 결정화 경향 등에 관계되는 성분으로, 이 성분이 7.0 중량% 미만인 경우

에는 점성이 낮아서 연속섬유 생산이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15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부싱의 백금과의 반응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가인 부싱의 수명을 줄이고 부싱의 노즐을 쉽게 막히게 하여 균일한 직경의 섬유생산에 어려운 문

제점을 갖는다.

또한, CaO는 강도, 내열성, 내화학성 등에 관계되는 성분으로, 이 성분이 8 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내화학성이 나빠

지는 문제점을 갖고, 11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강도 및 내열성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MgO는 팽창성, 내열성, 내화학성 등에 관계되는 성분으로, 이 성분이 3.5 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내화학성 및 

내열성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갖고, 10.0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열간 팽창성이 커져서 섬유인발시 냉각으로 인한 표

면균열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강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K 2 O + Na 2 O는 용융온도, 내알카리성, 내산성 등에 관계되는 성분으로, 이 성분이 2.5 중량% 미만인 경우

에는 내알카리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갖고, 6.0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내산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미량성분인 TiO 2, P 2 O 5, Cr 2 O 3, MnO 및 SO 3 는 강도, 용융온도, 표면특성, 결정화속도 등에 관계되는

성분으로 과량으로 함유하게되면 표면흡착특성이 나빠지 고 냉각시 국부적인 결정화가 발생하여 균일한 물성을 얻기

가 어렵고, 용융액 균질화에 어려움이 있어 제조조건이 까다로워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다음에, 상기한 성분을 갖는 현무암을 이용하여 연속섬유를 제조하는 공정에 대하여 도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 현무암 분쇄단계 〕

상기 조성을 갖는 현무암을 준비하여 적정한 속도로 용융될 수 있고 용융물의 온도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크

기로 분쇄시킨다. 바람직하게는, 현무암의 대략적인 직경이 5㎜ ∼ 20㎜의 범위에 있는 것이 좋으며, 20㎜ 보다 큰 크

기를 갖는 현무암을 직접 용융로에 투입시킬 경우, 현무암이 제대로 용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가운 현무암이 용

융로에 투입되면서 용융로의 온도를 저하시켜 균질한 용융액을 연속적으로 얻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기 때문에 바

람직하지 않다.

〔 현무암 투입단계 〕

분쇄된 현무암을 용융로에 적정한 속도로 투입시킨다. 물론, 현무암의 투입속도 및 투입량은 설비의 섬유생산능력 등

에 관련된다. 상기 분쇄된 현무암을 빠른 속도로 용융로에 투입시켜 섬유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현무암을 

너무 빠른 속도로 용융로에 투입시키는 경우 용융로에 투입된 현무암이 미처 용융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므로 바람

직하지 않다. 반면에, 현무암을 너무 낮은 속도로 용융로에 투입시키면 섬유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지므

로 바람직하지 않다.

〔 현무암 용융단계 〕

용융로에 투입된 현무암을 1,440℃ ∼ 1,480℃의 범위로 가열하여 용융시킨다. 상기 용융로의 온도를 너무 낮게 설

정하면, 현무암 용융물이 제대로 혼합되지 않는 등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높게 설정하면 

에너지 소모가 과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 현무암 용융물 균질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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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섬유를 생산하는데 적합하고 제조되는 연속섬유의 물성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현무암 용융물을 균질화시킨다. 현

무암 용융물의 균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발되는 섬유, 또는 인발이 완료된 섬유의 길이방향에 대한 

물성이 균일하지 않아 약한 부분이 끊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연속섬유 형성단계 〕

균질화된 현무암 용융물을 작은 직경을 통해 인발시켜 연속섬유를 형성시킨다. 이때, 현무암 용융물의 온도가 급격하

게 변화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이 좋으며, 이는 용융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면 섬유의 표면에 균열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바람직하게는, 인발된 연속섬유를 960℃ ∼ 1,150℃의 온도에서 가열하면서 냉각시킨다. 상기 가열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결정화속도가 빨라지고 국부적으로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섬유가 끊어져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 표면처리단계 〕

인발된 연속섬유의 표면에 표면처리제를 도포시킨다. 이 표면처리제는 섬유의 용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으며, 섬유표

면의 윤활성 향상, 표면 보호, 마찰력 감 소, 인장강도 증가, 표면접착성 증가 등의 작용을 수행한다.

상기 표면처리제는 유기표면처리제와 무기표면처리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유기표면처리제는 주로 필름형성제, 커플

링제, 윤활제 및 가공보조제로 구성되고, 무기표면 처리제는 무기필름형제 및 가공보조제로 구성된다. 도포된 표면처

리제에 따라 건조 혹은 경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580℃ ∼ 820℃의 온도에서 표면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 및 경화온도가 너무 낮으면 적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건조 및 경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제 기

능을 발휘할 수 없고 또한 건조 및 경화온도가 너무 높으면 유기물의 산화로 균일한 표면도포가 불가하여 표면처리제

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표면처리제는 섬유에 대하여 0.1 중량% ∼ 3 중량%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성

분이 0.1 중량% 이하가 되면 표면처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표면처리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이 성분이 3 중량

% 이상이 되면 건조 및 경화가 단 시간에 완료되기가 어려워서 균일한 도포층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섬유감기단계 〕

인발된 후 표면처리된 섬유를 여러 가닥으로 집속하여 감음으로써 섬유제조단계가 완료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장치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설비가 전체적으로 도시된 개략 구성도이다.

크기가 큰 현무암(10)을 잘게 부수도록 구비된 분쇄기(20)의 출구에 컨베이어(30)가 설치되고, 상기 컨베이어(30)의 

끝단 하부에 사일로(silo)(40)가 장착된다. 즉, 상기 분쇄기(20)에서 분쇄된 현무암 쇄석(12)이 상기 컨베이어(30)를 

통해 사일로(40)에 저장된다.

상기 사일로(40)의 하단에 현무암 쇄석 배출기(42)가 구비되며, 상기 현무암 쇄석 배출기(42)는 사일로(40)에 저장된

현무암 쇄석을 일정한 속도로 배출시킨다.

상기 현무암 쇄석 배출기(42)의 하부에 현무암을 용융시키기 위한 용융로(50)가 구비되며, 상기 용융로(50)는 외부와

차단된 밀폐 공간을 갖는 것이 좋다.

상기 용융로(50)의 일측 상부에는 상기 현무암 쇄석 배출기(42)에서 배출된 현무암 쇄석(12)을 받아 용융로(50)로 공

급시킬 수 있도록 된 현무암 쇄석 공급구(52)가 갖춰진다.

또한, 상기 용융로(50)의 다수 개소에 가열용 버너(60)가 설치되며, 상기 버너(60)는 공기와 연료가스를 공급받아 연

소시킴으로써 용융로(50) 내부의 현무암 쇄석을 용융시킨다. 여기에서, 상기 버너(60)는 용융로(50)의 상부에서 수직

하방으로 향하게 설치하여 고속화염이 용융물을 혼화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용융로(50)를 이루는 내화벽

돌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융로 주변에 냉각설비를 구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버너(60)는 공기 및 연료가스 공급배관(62)을 통해 공기와 연료가스를 공급받도록 연결되고, 상기 공기 및 연료

가스 공급배관(62)에는 공기 공급구(64)와 연료 공급구(65)가 구비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공기 공급구(64)를

통해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를 용융로(50)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열교환시키는 열교환기(66)가 더 구비되

어 적정한 온도로 예열된 공기를 버너(60)에 공급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고, 연소에 적정한 비율의 공기와 연료가스를 

버너(60)에 공급시킬 수 있도록 연료/공기 혼합기(68)가 더 구비된 것이 좋다.

그리고, 상기에서 현무암 쇄석 공급구(52)를 버너(60) 사이에 배치시킴에 의하여 현무암 쇄석이 가열된 상태로 용융

로(50)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용융로(50)에서 용융된 현무암은 용융물 이동통로(53)를 통해 섬유형성기(70)로 공급되며, 이를 도2 및 도3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용융로(50)의 저부 일측에 바닥(54)보다 높게 수직벽(55)을 형성시키고, 상기 수직벽(55)의 상단을 통해 오버플

로우(Overflow)되는 현무암 용융물을 섬유형성기(70)로 안내하는 용융물 이동통로(53)가 상기 수직벽(55)의 상단과

대략 동일한 높이를 갖도록 형성된다. 즉, 상기 용융로(50)의 바닥(54) 상부에서 현무암 쇄석이 용융된 후 수직벽(55)

의 상단을 통해 용융물 이동통로(53)로 오버플로우됨으로써 섬유형성기(70)로 이동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섬유형성기(70)는 상기 용융물 이동통로(53)의 소정 위치에 구비되며 그 상단이 용융물 이동통로(53)의 바닥과 

대략 동일한 높이에 있도록 설치된다.

상기 섬유형성기(70)는 도4에 보다 상세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가장자리 부 분과 상, 하단부가 판재로 차단되어 내부

에 소정의 공간이 마련된 상자 형태로 형성되고, 이 섬유형성기(70)의 내부 공간은 수평한 스크린판(72)에 의해 상, 

하로 분리된다. 이러한 구성의 섬유형성기(70)를 이루는 상단 부분인 상부벽(74)에는 상하로 관통된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용융물 통과구멍(75)이 형성되고 하단 부분인 부싱(76)에는 상하로 관통된 180 ∼ 210개의 관통구멍(77)이 일

정 간격으로 배치된다. 또한, 상기 부싱(76)의 하부에는 상기 관통구멍(77)의 각각에 대응되며 직경이 2 ∼ 3㎜(보다 

바람직하게는, 1.7 ∼ 2.3㎜)인 노즐(78)이 고정 설치된다. 특히, 상기 섬유형성기(70)는 현무암 용융물과 접촉되는 

모든 부위가 산화철과 결합하여 부식되는 것이 방지되고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백금-로듐 합금으로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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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가인 백금-로듐 합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상기 섬유형성기(70)의 부피를 최소화하고 두께를 0.

7㎜ ∼ 1.7㎜ 정도로 얇게 형성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기 스크린판(72)에는 상기 노즐(78)의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면서 상하로 관통된 300 ∼ 400개의 관

통구멍(73)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다.

또한, 상기 섬유형성기(70)의 주변에는 현무암의 연속섬유에 적정한 온도와 점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냉각 및 가열장치(90)(91)가 설치된다.

상기 섬유형성기(70)의 하부에는 노즐(78)을 통해 인발된 현무암 연속섬유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열기(80)가 장착된다.

또한, 상기 가열기(80)의 하부에는 연속섬유의 표면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물리, 화학적으로 연속섬유의 표면을

처리하는 표면처리제 도포기(82)가 설치되며, 상기 표면처리제 도포기(82)의 하부에는 연속섬유의 표면에 도포된 표

면처리제를 건조시키는 건조기(84)가 설치되고, 상기 건조기(84)의 하부에는 여러 가닥의 연속섬유를 실의 형태인 스

트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집속하여 감도록 된 권취기(86)가 설치된다.

도5는 현무암 섬유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융로(50A)에 다수개의 섬유형성기(70)를 구비시킨 경우를 도시

하며, 이를 위하여 용융로(50A)의 다수 위치에 용융물 이동통로(53)를 형성시키고, 이들 각각의 용융물 이동통로(53)

에 대응되도록 섬유형성기(70)가 설치되며, 상기 섬유형성기(70)의 하부에 가열기(80A), 도포기(82A), 건조기(84A) 

및 권취기(86A)가 설치되는 구성은 상기와 유사하다.

도6은 용융로에 다양한 형태로 용융물 이동통로가 형성되는 태양을 나타내며, (a)도는 용융로(50B)의 일측에 5개의 

용융물 이동통로(53)가 형성되고 이들 각각의 용융물 이동통로(53)에 섬유형성기(70)가 대응되도록 설치된 구성을 

보이며, (b)도는 용융로(50B)의 양측에 각각 2개의 용융물 이동통로(53)가 형성되고 이들 각각의 용융물 이동통로(5

3)에 섬유형성기(70)가 대응되도록 설치된 구성을 보인다.

상기한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하여 현무암 연속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물질 등이 제거되어 연속섬유제조에 적합한 현무암(10)을 분쇄기(20)에 공급시키면 상기 분쇄기(20)는 현무암(10)

을 대략적인 직경이 5㎜ ∼ 20㎜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분쇄시키며, 이렇게 분쇄된 현무암 쇄석(12)이 컨베이어(30)로

배출된다.

상기 컨베이어(30)로 배출된 현무암 쇄석(12)은 컨베이어(30)에 의해 사일로(40)로 수송되어 저장된다.

상기 사일로(40)에 저장된 현무암 쇄석(12)은 사일로(40)의 하단에 구비된 현무암 쇄석 배출기(42)를 통하여 일정한 

속도로 용융로(50)에 투입되고, 상기 현무암 쇄석(12)의 투입속도는 본 장치의 현무암 섬유 제조능력과 연동되도록 

미리 설정된다.

이때, 상기 현무암 쇄석 배출기(42)에서 배출되는 현무암 쇄석(12)을 상기 현무암 쇄석 배출기(42)를 에워싸거나 근

접되도록 설치되는 버너(60)에 의해 300℃ ∼ 400℃ 정도로 예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현무암 쇄석 배

출기(42)는 현무암 쇄석을 용융로(50)의 상부에서 사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구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융로(50)에 투입된 현무암 쇄석(12)은 1,440℃ ∼ 1,480℃의 정도로 버너(60)에 의해 가열/용융되며, 상기 버너(6

0)에는 공기 및 연료가스 공급배관(62)을 통해 연소용 공기와 연료가스를 공급받고, 이렇게 공급받는 공기는 열교환

기(66)에서 280℃ ∼ 300℃ 정도로 예열된다.

상기 현무암 쇄석(12)이 용융로(50)에서 용융되면서 현무암에 포함된 불순기체 등이 비중에 의해 용융물 상부로 배

출되며, 순수한 현무암 성분만이 수직벽(55)의 상단을 통해 용융물 이동통로(53)로 공급된다. 특히, 상기 현무암 쇄석

(12)의 용융 온도는 현무암 용융물의 점도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섬유 인발시 끊어지는 현상을 방지함고 동시에 

섬유표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균질화되는 온도로 설정된다.

계속하여, 상기 용융물 이동통로(53)의 현무암 용융물은 섬유형성기(70)의 상부벽(74)에 하나 이상으로 형성된 용융

물 통과구멍(75)을 통해 섬유형성기(70)의 내부로 공급된다.

이때, 상기 섬유형성기(70)의 상부벽(74)의 상부면, 즉 상기 용융물 통과구멍(75)의 위치를 현무암 용융물(58)의 표

면에 대하여 15㎜ ∼ 20㎜ 정도 깊은 곳에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현무암 용융물(58)의 물성이 깊이에 따라

약간 다르게 형성되고 균질화가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깊이인 15㎜ ∼ 20㎜ 정도의 깊이에 있는 현무암 용융물(

58)을 섬유형성기(70)로 공급시키기 위함이다.

상기 섬유형성기(70)의 용융물 통과구멍(75)을 통해 스크린판(72)의 상부로 공급된 현무암 용융물은 상기 스크린판(

72)의 상부에 일정한 높이로 넓게 퍼지고 동시에 스크린판(72)의 관통구멍(73)을 통해 하부로 배출된다. 그리고,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현무암 용융물이 더 균질화된다.

계속하여, 상기 스크린판(72)의 관통구멍(73)을 통해 하부로 배출된 현무암 용융물은 부싱(76)의 상부에 일정한 높이

로 넓게 퍼지고 동시에 부싱(76)의 관통구멍(77) 및 이 관통구멍(77)에 고정 설치된 노즐(78)을 통해 각각 한 가닥의 

현무암 섬유가 인발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노즐(78)을 통해 인발되는 현무암 섬유의 직경은 주로 노즐(78) 의 내부직경과 길이, 부싱(76) 상부의 용

융물 깊이, 용융물의 동적점도 및 인발속도 등에 영향을 받지만, 노즐(78)의 내부직경과 동적점도에 의해 가장 큰 영

향을 받으므로 노즐(78)의 내부직경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용융물의 동적점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상기 부싱(76) 상부에 머무는 현무암 용융물의 높이를 낮고 일정하게 유지시킴과 동시에 이 부분의 현무암 

용융물이 갖는 온도를 현무암 연속섬유 생산에 적정한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노즐(7

8)을 통해 배출되어 섬유로 제조되는 현무암 용융물의 흐름 속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물성 변화가 적은 우수

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한다.

상기 노즐(78)을 통해 인발되는 현무암 섬유는 상기 섬유형성기(70)의 하부에 설치된 가열기(80)를 통과하며, 이 가

열기(80)에서는 현무암 섬유가 외기에 의하여 급냉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현무암 섬유를 960℃ ∼ 1,150℃ 정도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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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시키면서 서냉시킨다.

그리고, 상기 가열기(80)에서 배출된 현무암 섬유의 외표면에는 도포기(82)에서 현무암 섬유에 적합한 특성을 부여하

도록 표면처리제가 도포되며, 이렇게 현무암 섬유의 표면에 도포된 표면처리제는 580℃ ∼ 820℃로 유지되는 건조기

(84)를 통과하면서 짧은 시간에 건조 및 경화된다. 특히, 상기 현무암 섬유의 표면에 도포되는 표면처리제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지만, 대개 현무암 섬유의 표면에서 윤활성을 증가시키고, 표면을 보호하며, 마찰력을 감소시

켜서 절단을 방지하고, 강도 및 표면접착성을 높이고, 지름의 편차를 감소시킴으로써 물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계속하여, 현무암 섬유는 다수 가닥이 하나로 집속되어 권취기(86)에 의해 감겨진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하여 설명한다.

〔실시예〕

본 발명자 등은 표1의 화학조성를 갖는 현무암을 5 ∼ 20㎜의 굵기를 갖도록 분쇄시키고, 분쇄된 현무암 쇄석을 300

℃로 예열하여 용융로에 투입한 후, 1,460℃로 가열하여 용융하여 1,360 ∼ 1,430℃로 연속섬유를 인발하고, 계속하

여 유기표면처리제를 연속섬유의 표면에 도포시킨 후 건조 및 경화시켰다. 또한 표1의 화학조성을 갖는 현무암으로 

온도에 따른 점도를 측정하여 표2에 나타내었고 연속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범위는 세 시

료 모두가 70℃ 이상이었다. 표3에서는 표1의 화학조성을 갖는 현무암으로 제조한 현무암 연속섬유의 인장강도와 화

학적 내구성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표 1] 현무암의 조성

산화물

시료

번호

SiO 2 Al 2 O 3
Fe 

2
O 

3
+ FeO

MgO CaO Na 2 O K 2 O TiO 2 MnO Cr 2 O 3 P 2 O 5

K1 54.48 18.95 8.42 4.82 8.07 2.25 1.09 1.01 0.09 0.04 0.27

K2 51.20 17.80 13.00 4.04 7.57 2.80 1.02 1.41 0.15 0.02 0.42

K3 52.50 18.50 10.30 4.70 7.53 2.90 1.20 1.31 0.20 0.02 0.30

[표 2]온도에 따른 점도

시료번호
용융액의 온도(℃)에 따른 점도(P)

1450 1400 1350 1300 1250 1200

K1 180 370 680 1140 2100 4210

K2 140 250 470 960 1970 3980

K3 152 275 500 1020 2060 4200

[표 3]현무암 연속섬유의 인장강도 및 내화학성

시료번호
섬유직경

(㎛)

인장강도

(MPa)

화학적 내구성

H 2 O
NaOH

0.5 시간

NaOH

2 시간

HCl

2 시간

내수성

%

내화학성

%

내화학성

%

내화학성

%

K1
9 3380

99.67 97.20 96.80 92.30
10 3260

K2

9 3320

99.61 97.70 95.30 91.4010 3260

11 3200

K3

9 3330

99.66 98.76 97.20 93.8010 3280

11 3250

13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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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3에 의하면, 시료 K1, K2 및 K3 모두 연속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점도를 유지하였고 인장강도는 3200 ∼ 34

00 MPa이었다. 또한, 내수성, 내알카리성 및 내산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장치에 의하면, 내열성, 내알카리성, 

기계적인 물성 등이 뛰어난 현무암 연속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현무암(10)을 분쇄시키는 분쇄기(20);

상기 분쇄기(20)에서 분쇄된 현무암 쇄석(12)을 저장하여 정량 배출시키는 사일로(40);

상기 사일로(40)에서 현무암 쇄석(12)을 공급받는 용융로(50);

상기 용융로(50)의 현무암 쇄석(12)을 가열하여 용용시키는 버너(60);

상기 용융로(50)의 일측에 형성된 용융물 이동통로(53)를 통해 용융된 현무암을 받도록 상하로 관통 형성된 용융물 

통과구멍(75)을 갖는 상부벽(74)과, 상기 상부벽(74)의 하부에 수평하게 배치되고 상기 용융물 통과구멍(75)을 통해 

공급된 현무암 용융물을 통과시키는 다수개의 관통구멍(73)이 상하로 관통 형성된 스크린판(72)과, 상기 스크린판(7

2)의 하부에 수평하게 배치되고 상기 관통구멍(73)을 통해 공급된 현무암 용융물을 통과시켜 섬유를 형성시키는 다

수개의 노즐(78)이 설치된 부싱(76)으로 이루어진 섬유형성기(70); 및

상기 섬유형성기(70)에서 배출된 현무암 섬유를 권취시키는 권취기(86)가 포함된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형성기(70)에서 배출된 섬유를 가열하여 서냉시키는 가열기(80)가 더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형성기(70)에서 배출된 섬유의 표면에 표면처리제를 도포시키는 도포기(82)와, 상기 도포

기(82)에서 배출된 섬유를 건조시키는 건조기(84)가 더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융물 이동통로(53)는 상기 용융로(50)의 일측에 형성되어 현무암 용융물을 오버플로우시키

는 수직벽(55)과 연결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현무암 연속섬유 제조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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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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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465272

- 10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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