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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기 용제를 다량 함유하는 유성 이형제를 

성형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

시에 mold를 오염시키거나 악취 및 환경 오염

을 유발하며, 이형제의 제조업체에서도 유기 

용제의 휘발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경 마비에 

따른 신체적 영구 장애 발생, 중독, 환각, 화

재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폐기물도 

다량 발생하여 그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 선

진국에서는 수성 이형제의 상품화에 성공하여 

국내에 다량 수입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며, 국내에서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형 

효과면에서도 유성 이형제에 손색이 없고 희

석제로써 유기 용매 대신에 물을 사용함으로

서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수성 이형

제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개발함과 동시에 

당해 설비를 사용한 수성 이형제를 개발하였

다. 또한, 기존의 결합제는 연소 등에 의해 

제거하여야 하는 상당양의 유기용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높은 고형물 함유량을 가지며, 

물로 희석해 용제의 방출을 감소시킴과 동시

에, 가능한 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결합제

의 수요가 더욱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수성 

결합제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개발함과 동

시에 당해 설비를 사용한 수성 결합제를 개발

하였다.

2. 장비 개발

Fig. 1은 개발 장비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Fig. 1 Schematic drawings of the equipment developed 

Fig. 2 Photograph of the equipment developed 

3. 개발 장비를 사용한 수성 이형제 및 수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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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제 개발

  수용성 고분자 1. 0wt%, 물 99. 0wt%를 각각 배합

하고 혼합하여, 물 용매 이형제 중에 테플론 플레이

트를 담그고 나서, 그 후에,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테프론 플레이트를 몰타르에 2 MPa의 압

력으로 누르고, 테플론 플레이트와 몰타르와의 이

형성을 조사하였으나, 테플론 플레이트에 몰타르

가 부착하고 있어, 이형성은 나쁘다.
    석유계 탄화수소 15. 0wt%, 계면활성제 0. 3wt%, 
수용성 고분자 0. 5wt%, 물 84. 2wt%를 각각 배합 및 

혼합하여, 테플론 플레이트와 몰타르와의 이형성

을 조사하였으나, 테플론 플레이트와 몰타르가 서

로 부착하는 현상은 없었지만, 몰타르의 표면에 약

간 경화 불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석유계 탄화수소 5. 0wt%, 계면활성제 0. 2wt%, 물 

94. 8wt%를 각각 배합 및  혼합하여, 테플론 플레이트

와 몰타르와의 이형성을 조사하였으나, 테플론 플

레이트에 몰타르가 부착하고 있어, 이형성은 나빴

다.
    석유계 탄화수소 5. 0wt%, 계면활성제 0. 2wt%, 수
용성 고분자 12. 0wt%, 물 82. 8wt%를 각각 배합 및  

혼합하여, 테플론 플레이트와 몰타르와의 이형성

을 조사하였으나, 테플론 플레이트에 몰타르가 부

착하고 있어, 이형성이 나쁘고, 더구나, 몰타르의 표

면에 경화 불량이 나타났다.
    석유계 탄화수소 5.0wt%, 계면 활성제 0.2wt%, 수
용성 고분자 0. 5wt%, 물 94.3wt%를 각각 배합 및 혼

합하여, 물 용매 이형제 중에 테플론 플레이트를 담

그고 나서, 그 후에,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

에, 테프론 플레이트를 몰타르에 2 MPa의 압력으로 

누르고, 테플론 플레이트와 몰타르와의 이형성을 

조사하였는데, 테플론 플레이트와 몰타르가 서로 

부착하는 현상은  없고, 이형성은 양호하였다.
    석유계 탄화수소 2. 0wt%, 계면활성제 0. 1wt%, 수
용성 고분자 0. 5wt%, 물 97. 4wt%를 각각 배합 및 혼

합하고서, 테플론 플레이트와 몰타르와의 이형성

을 조사하였는데, 테플론 플레이트와 몰타르와는 

서로 부착하는 현상은  없고, 이형성은 양호하였다.
  Table 1은 개발된 수용성 이형제의 화학 조성을 나

타낸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queous release  
              agent  developed 

개발  

1
개발 

1
기존 

1
기존 

2
기존 

3
기존 

4
석유계 탄화수소 

(wt%)
5.0 2.0 0 15.0 5.0 5.0

계면활성제 (wt%) 0.2 0.1 0 0.3 0.2 0.2
水활성 고분자 

(wt%)
0.5 0.5 1.0 0.5 0 12.0

물 (wt%) 94.3 97.4 99.0 84.2 94.8 82.8

Fig. 3 Effect of elapsed time on coefficient of viscosity  
          and temperature of the aqueous release  agent   
          developed 

Fig. 4 Wave Lenth and Abs. of the aqueous release    
            agent  developed 

    Fig. 3은 개발된 수성 이형제의 점성계수와 온도

에 미치는 경과시간의 영향을 나타내고, Fig. 4은  

Wave Lenth와  Abs. 특성을 보인다. 

4. 결론

유기용제 발생량 8.96ppm, 친환경 이형제 물함

량 97.8wt%, 친환경 이형제 피막경도 3H,  친환경 

이형제 동마찰계수 0.467, 친환경 이형제 이형내구

성 22.2회, 친환경 결합제 물함량 62.5%, 친환경 

결합제 취쇄성 0%를 달성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2009년도 제조현장녹색

화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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