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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리 발포체를 이용한 발포 플라스틱 산업은 제품

의 발포 비율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전자제품의 포장완충제, 건축의 에너지 효율

을 위한 단열재, 식료품 포장을 위한 트레이(tray) 제
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Application을 가

지고 생산, 활용 되고 있다. 화학 발포체를 이용한 플

라스틱 역시 물리 발포체와 매우 흡사한 분야에서 

다른 Application을 적용하여 사용이 되고 있으며, 압
출기 생산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술 역시 매우 안정

화가 되어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물리 발포체를 이

용한 발포 압출기 생산 시스템은 물리 발포체를 매

우 고압에 적용을 시켜야 하며, 그 투입 시 그 상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에 대한 난해한 점이 있다. 그러

므로 이번 연구는 물리 발포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건축용 단열재(XPS, Extruded Polystyrene)의 생산 

시스템의 적용 기술을 그 제품 기준에 따라서함께 

다루어 보았다.
  우선, 제품에 따른 물리 발포체 연구를 진행을 하였

으며, 사용 단계의 물리 발포체는 현제 염화불화탄

소(HCFC)가 가장 안정적이며, GPPS(General 
Purpose Poly-Styrene)와 발포 조건(온도/압력)에 가

장 부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발포체의 투입 조건(압력, 온
도, 유량)에 따른 발포 압출기의 mixing, compressing, 
cooling에 따른 조건 변화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제

품의 특성을 개조화 하였다.

2.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XPS (eXtrudedPoly-Stynen
e)인 발포 압출 단열재의 주원료인 GPPS, 물리

발포체(HCFC), 핵제(talc), 브롬계 난연제 (HB
CD)를 GPPS 100% 기준으로 물리발포체 8~13%, 
핵제 0.2~2%, HBCD 3~5%를 각각의 단열재가 

요구하는 KSM3808에 부합한 제품을 기본으로 그 

관계를 측정하여 정량화 하였다.1

  기계조건. XPS는 국내에서 본사, 명일폼테크

(주),가 처음으로 상용화하였으며, 두께 조절장치

인 칼리브리에터, 금형 장치인 T-die, 제품 이송장치 

등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장치들이 이번 

연구에 중요 기계조건을 가지고 갔다. 특히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물리 발포체의 이용도 제품 조건에 

부합하게 사용이 되었으며, 그 결과는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가동 조건. 예비 가열 1시 40분 후 시험 가동을 시작

을 하였으며, 총 12회에 걸쳐 특정 유체의 유량을 확

인 하였다. 12 회에 따른 것은 제품의 두께, 밀도, 그리

고 열전도도에 따라 물리 발포체의 유량을 확인 하

여, 타깃 품질 특성에 맞는 조건을 도출하는 것을 주

요 조건을 두었다. 또한 물리 발포체를 활용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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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라인을 가동을 하였을 때 주요 조건은 실린더

(Cylinder)내 온도와 압력으로 하여 데이터를 기록 

및 분석을 하였다.2

3. 결론 및 토론

  시험 데이터를 종합하여 본다면 온도는 최적의 생

산 조건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여 각 부위별 온도, 
압력, 및 스크류 rpm을 확인을 하였다.

   <Fig 1>에서 나타내는 값은 제품 안정화 당시의 변

화를 그래프화 하였으며, 각 그래프의 값은 최적 조

건으로 아래의 최종 목표인 제품 별 유량을 두께와 

생산 밀도에 따라 결과 치를 얻었다.
  1) 최적의 조건에서 제품 두께에 따른 유량은 20mm
에서 1.4(L/min), 50mm에서 1.45(L/min),
80mm에서 1.55 (L/min), 120mm에서 (L/min), 
150mm에서, 1.95 (L/min), 180mm에서 2.05 (L/min)
를 얻었다. 제품 두께에 따른 평균 유량의 증가분은 

8.99%를 가졌다. 

  2) 최적의 조건에서 제품 밀도에 따른 유량은 28 
(kg/m^3)에서 1.80 (L/min), 29.5 (kg/m^3)에서 

1.75(L/min), 30 (kg/m^3)에서 1.65 (L/min), 31.5 
(kg/m^3)에서 1.50 (L/min), 32.5(kg/m^3)에서 1.40 
(L/min), 35 (kg/m^3) 에서,1.23(L/min)을 얻었다. 제
품 밀도에 따른 평균 유량의 감소분은 (7.28)%이였

다.

  3) 제품을 샘플링 하여 전자현미경(기종: Olympus 
BX51M)  에서 제품 셀(cell) 두께와 사이즈를 측정을 

하여 제품의 두께와 밀도에 따라서 셀 현상에 미치

는 정도를 측정값을 얻었다. 제품의 밀도에 영향을 

크게 주는 셀 두께는 평균(mean)은 20.44(μm)가졌

고, 셀 사이즈는 평균 1356.31(μm)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제품의 밀도는 단열제의 특성인 열전

도도의 정도에 양(+)의 효과를 가지지만, 석유화학

제품의 유한성 때문에 시장 특성에 맞는 고효율 단

열재 생산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저용량의 투입으로 

고효율의 단열재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그 연구 성과로 고 발포성 플라스틱 단열재의 

효율의 동일 혹은 증가에 따라서 제품의 투입 비율

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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