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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o-products 의 성질과 가공 방법Disp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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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요건1.

대부분의 의 바람직한 저장요건은 이다 일반적으로Fluoro-products dispersions 7-32 (45-90 ) . 7 (45 )℃ ℉ ℃ ℉
에서 저장하면 실온에서의 침강속도는 반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에서 저장을 하면 실온에서. 32 (90 )℃ ℉
침강속도는 약 배로 늘어난다 그리고 매월 회 교반을 하게 되면 보관기간을 상당히 늘릴 수 있다2 . 1 .
결빙이 되면 비가역성 응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에 주의 하여야 한다.
분산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침전물 중에 고체 손실을 가져오는 형태가 된다 분산의 고PTFE .

체 백분율은 비중을 측정하여 비중과 고체 백분율 간의 의 관계를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Table 2 .
고체가 현탁액에서 정착됨에 따라서 계면활성제 고체의 백분율로 표시 는 증가한다 이 때PTFE (PTFE ) .

문에 과도한 계면활성제로 인하여 점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색채 불량을 초래한다 고체와 계면활성제.
수준은 중량측정시험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다 분산액 약 를 알루미늄 재질로 된 팬에. 10g(0.3oz)
계량한다 샘플은 시간 동안 에서 건조시켜서 수분을 제거한다 그 다음 팬을 분간. 2 120 (248 ) . 35 38℃ ℉

의 오븐에 넣어 계면활성제를 제거한다 이러한 중량에서 백분율과 계면활성제 백분율0 (716 ) . PTFE℃ ℉
을 계산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또는 를 참고하면 된다. ASTM D4441 ISO 12086 .
고속으로 교반하면서 전해질 또는 물혼합용제를 첨가하면 또한 비가역성 응고작용을 초래한다- .

Table 1 의 성능. PTFE Dispersion

수지의 비중2.

에서 농도와 비중간의 관계를 유용한 유사재료와 더불어 에 나타냈다25 (77 ) Table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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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비중 고형분(g/L) 고형분(gal/lb)

35 1.24 436 3.72

40 1.29 515 4.30

45 1.34 601 5.01

50 1.39 693 5.79

60 1.50 900 7.5

Table 2 대표적인 값.

의 비중과 농도의 관계를 에 나타내었다PTFE Table 3 .

Table 3. 의 비중과 농도에 따른 관계PTFE Disp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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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은 불소 수지의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Figure 1 .

Figure 1. Safe Handling of Fluoro products dispersions.

임계균열두께3.

임계균열두께 는 침전중합체가 건조되어있을 때에 균열 형성 없이도 단일캐스팅으로 가능한 코(CCT)
팅의 최대두께이다 임계균열두께 범위는 사용된 분산등급 적용조건 및 코팅형태에 따라서 최저. , 2μ

부터 에 이른다 따라서 내지 이하의 코팅은 일반적으로m(0.08mil) 20 m(0.8mil) . 2 m(0.08mil) 20 m(0.8mil)μ μ μ
소결에서 함께 융합될 수 없는 균열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일 사이클에서 용착된다 다중sintering( ) .

침액과 작업을 하면 코팅의 두께를 조절 할 수 있다sintering .

배합4.

대부분의 수지는 전착성이 양호하고 최소의 발포성 비이온성PTFE(plolytetrafluoroethylene) wetting
를 포함한다 는 잔류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온도에서 분해가 가능하다agent . wetting agent b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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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성질을 조절하기 위하여 희석하거나 첨가제를 사용하여 배합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산 점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조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첨가제를 첨가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점도는 알칼리 가용성 산중합체 또는 셀룰로오스유. - acrylics, acrylic
도체와 같은 수용성 증수제를 첨가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계면활성제의 비이온성 및 음이온 타입은 점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비이온성 는 제. wetting agent

품 내의 무기잔류물을 남김없이 온도에서 보다 많이 즉시 연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sintering
적용된다 물질을 분산에 첨가할 때에 가벼운 교반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높은 점도의 분산액은 비 뉴턴으로 즉 겉보기 점도는 전단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한다 높.
은 점도의 분산액은 전단속도를 가변하기 위하여 스핀들 속도를 달리하여 작동하는 점도계를Brookfield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에 나타내었다. Table 4 .

높은 점도의 분산액은 응집 부족이 일어날 수 있

다 장기간 견디도록 되어있는 고점도의 분산액은.
투명한 상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분산 역시.
재 현탁이 가능하다 다른 두께의 가 다른. thickner
정도의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점도가 약. 75-400cP
사이에 있을 때 분리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분산은 점도가 너무

높아서 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은 대부분 등급의 표면장력은 약 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표면을 적시는Fluorocarbon dispersion 32dyn/cm .

데 충분하다.

Figure 2 일반 와 나노에멀젼 의 사진. PTFE PTFE SEM .

필름캐스팅 및 코팅5.

수용성 분산의 형성에 있어서 레진을 사용하면 필름을 캐스팅하여 재료의fluorocarbon dispersion PTFE
에나멜타입 코팅에 적용할 수 있다 코팅의 경우에 있어서 을 사용하여 표- . fluorocarbon dispersion PTFE
면으로 액침이나 유동시킨 다음에 수분또는 어떤 마감의 경우에는 기타 매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조( )
시키고 내지 에서 건조된 중합체를 융합시킨다 액침코팅은 균일한 코팅에 대360 (675 ) 400 (750 ) .℃ ℉ ℃ ℉
한 지속적인 적응성 때문에 이 바람직하다 최적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중량으로dipping type . wetting

고체의 분산농도와 고체기반 가 바람직하다45-50% 6-9%( ) wetting agent .
각 액침 중에 얻는 분산층 두께는 약 로 제한하여 건조 시에 균열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12 m(0.5mil)μ

이고 중에 분산제의 증발이 발생한다 보다 두터운 코팅은 높은 절연내력을 요하지 않으면 단sintering .

스핀들속도(RPM) 겉보기점도 cP(mPa-s)
60 172
30 263
12 505
6 725
3 1,220
1.5 1,900

Table 4 수지의 속도에 따른 점도. 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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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패스 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점도 코팅속도 그리고 코팅표면의 조도는 픽업 량에 영(single pass) . , (pickup)
향을 미치지만 평탄한 표면을 위하여 닥터나이프 또는 와이어랩 와이퍼바(doctor knife) (wire-wrapped

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원하는 만큼 다양한 코팅에 적용된다wiper bars) . .
후의 다음 단계는 적층 분산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외선 램프 또는 열풍식dipping .

챔버에서 가능하다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수분제거 속도는 기포 형성 경향에 따라 제한한다. . 25μ
코팅에 있어서 적외선 건조에는 약 초가 걸린다 공기 오븐방법을 사용하면m(1-mil) 15 . - 85-96 (185-20℃

에서 분 걸린다5 ) 1-2 .℉
건조 베이킹 및 신터링 을 사용하는데 그 사이에 는 건조에 따라서 증발, (baking) (sintering) wetting agent

하며 레진 입자들은 균일한 필름으로 된다 두 가지 작업 온도에서 동시에 수행이 가sintering . sintering
능하다 하지만 단계는 보다 저온에서 별도로 행하여 탄소질 잔유물에 대한 의 분해. baking wetting agent
를 최소화할 수 있다 는 또는 증발을 약 로 유지되는 공기오븐에서 행. wetting agent baking 288 (550 )℃ ℉
한다 대부분 보통 사용하는 온도는 인데 사용 장비와 소요 시간에 따른다. 260-316 (500-600 ) baking .℃ ℉
레진입자들의 또는 은 온도에 도달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sintering fusion 360-400 (675-750 ) .℃ ℉

대부분의 는 온도에서 증발되지만 소량은 남아있어서 중에 분해하여 극미한wetting agent baking sintering
탄소질의 잔유물을 남기는데 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산화에 의하여 제거가능하다 이러한 잔유sintering .
물의 여부는 용도에 따른다 그것은 변색을 일으키며 전기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필름의 스트리핑baking .

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면 사이클은 비교적(film stripping) . sintering
단축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코팅에 있어서는 약 분 그럼에도 안정제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 25 m(1-mil) 3 ,μ
하기위해서는 코팅에 대해서는 약 분의 사이클이 바람직하다 이 사이클은25 m(1mil) 8-10 sintering . 50μ μ

코팅에 대해서는 약 분까지 증가한다 그러므로 의 다양한 용도와 각각은m(2mil) 30 . 25 m(1mil) sinteringμ
임계 두께가 아주 충분하여 단일 사이클에서 보다 두터운 결과물을 허용한다 에 있어서. dipping baking
과 에 의한 다양한 액침으로 양호한 균질성을 가져온다sintering .
공중합체 분산은 보통 융점이 낮기 때문에 저온에서 진행된다 는 융점이 이며 일반. FEP 265 (509 )℃ ℉

적으로 사이에서 진행된다 는 융점이 이며 일반적으로300-350 (572-662 ) . PFA 305 (581 ) 340-370℃ ℉ ℃ ℉ ℃
범위이다(645-700 ) .℉

함침6.

다양한 다공성 조직을 분산 레진으로 함침이 가능하다 이 분산 레진은 저 점성 극소의PTFE . PTFE ,
입자 및 계면활성제의 효과로 인하여 함침에 아주 적합하며 이는 간극의 표면을 적시는데 도움이 되며

모세관작용을 촉진시킨다.
직물과 매트의 코팅은 불연속 표면상의 필름을 캐스팅하는 문제가 있다 임계두께Glass fiber sintering .

요소로 인하여 보통 액침간의 에 있어서 다양한 은 양호한 균질성의 헤비코팅sintering dipping (heavy
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coating) .
분산 레진은 화학적인 내성과 비 접착성의 함침제는 석출된 고분자의 없이도 제조 가PTFE sintering

능하다 이것은 과 건조만을 포함한다 는 약 까지 가열하여 제거가 가능. dipping . wetting agent 290 (550 )℃ ℉
하다 열안정성이 낮은 섬유를 함침할 때에는 낮은 온도와 보다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

분산 레진을 적절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건조 전후에 재료를 함침하기 위하여 압력을 가한PTFE
다 따라서 유리와 석면 외에도 내열성이 적은 무기 및 유기섬유도 처리가능하다. .

유리섬유 직물 코팅7.

분산 레진에 의한 유리섬유 직물의 함침 및 코팅을 위한 대표적인 장비를 및 에PTFE Figure 3, 4 5
제시하였다 각각은 다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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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 페이오퍼 롤(payoff roll)․
분산용 액침탱크․
건조 및 영역sintering․
테이크업 롤(take-up roll)․

탱크는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야한다 이 탱크는 최소한도 침수성 경직봉을 구비해야Dipping vat .
한다 회전 롤을 사용하면 롤은 전부 잠겨야한다 일부 제품에 있어서 다양한 침수성 롤을 사용. . Dipping
하면 앞뒤 코팅 픽업 균일성과 함침 개선을 가져온다 후 직물에 대한 차 코팅을 적(face-to-back pickup) . 1
용함에 있어서는 탱크 입구에서 일부 잠기는 롤때로는 각인된이 직물 두께를 통하여 분산을Dipping ( )
밀고 나간다 일부 제품에 있어서는 공기의 강제변위로 인하여 함침의 현저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기.
도 한다.

은 제한된 제품라인에서 여전히 유용이 가능한 최소비용의 세대 설계도를 도시하였다Figure 3 1 .
영역에 있어서는 개의 온도제어열교환기만이 필요하다 건조 및 영역은 재순환 닥트sintering 1 - . baking

바로 밑에서 보급공기유입결과로 자연냉각에 의하여 발생한다 건조 영역에 있어서 온도프로파일. /baking
의 리밋제어 는 공급공기를 허용하는 개구크기를 바꾸기 위하여 도어를 슬라이딩하여 재(limited control)
순환공기에 대한 배기의 비율을 가변시켜서 이루어진다.

Figure 3 세대 설계도. PTFE Dispersion dip coating M/C 1 .

보다 복잡한 장비들을 와 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독립제어 온도영역을 사용한다Figure 4 5 . .
에 제 영역은 건조 열이 없이 수분 서행 제거를 위한 것이고 제 영역은 유기 습윤Figure 4 1 “ ”( ) 2 “baking”(

제의 제거을 위한 것이며 최종은 영역이다 롤 교체에 있어서 정지하지 않고 연속적인 작업을) sintering .
하도록 하는 설계형의 어큐뮬레이터 와 터렛리와인드 를 사용할 수 있다(accumulator) (turret rewind) .

에 도시한 설계형의 사용도 가능한데 여기에서 헤드룸 은 제한을 받거나 또는 수직Figure 5 (head room)
방향에 따라서 직물의 길이 및 이에 따른 중량을 최소화하여 헤비급 직물의 기계방향에 가해지는 인장

을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과대한 인장이 기계방향으로 가해지면 위사와 경사. (war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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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크림프 주름 로 인하여 코팅직물의 경사 방향 에 따른 기계적강도 저하가fill yarns) “ ”( ) (fill direction)
예상된다 주어진 속도에서 픽업증가량의 감소량순위에 따른 유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Wiper :

sharp-edged knives․
round-edged knives․
wire-wound rods․
spring-loaded gap metering rolls․

Figure 4. Modem Coating Tower.

Figure 5. Modem Coating Tower-For Use Where Head Room Is

Limited.

오븐에서 나오는 휘발성 부산물과 미량의 분해산물을 제거하기위하여 통기닥트와 배기 를 사용blower
해야한다 전분오일크기의 정도를 포함하는 직물은 함침을 위하여 가장 많이 보편적으. - 1~2% Glass Fiber
로 사용된다.
요구되는 섬유직물과 두께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회 내지 회의 코팅이 필요하다 일부 작업에는1 12 .

최소한의 일부 코팅에 대하여 희석되지 않은 의 고체분산을 사용하지만 고체분에 대한 희60% 40-55%
석이 보다 정상적이다 이것으로 점도를 감소시키며 분산으로 하여금 직물에 보다 잘 흡수되게 하고 공.
기를 배제하도록 한다 패스당 코팅속도의 범위는 이다 각 코팅은 건. (per pass) 0.3-13.7m/min(1-45ft/min) .
열을 방지하기위하여 임계균열두께이하에 두어야한다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되지 않은 코팅. sintering
을 이용하면 코팅된 직물은 균열을 봉합하기 위하여 전에 카렌더링을 해야 한다sintering .
이러한 장비는 일반적으로 압축지 백업 롤 을 구비한 크롬코팅 강철 롤이(compressed paper backup roll)

다 약 의 온도와 선형 인치폭당 약 톤 정도의 압력은 이러한 작업을 최적화하기위한 좋은. 175 (350 ) 1℃ ℉
시발점이다 중에 제거는 카렌더링 중에 코팅픽업 을 방지하기위하여. baking wetting agent (coating pickup)

중에서 완벽해야한다baking .
중간단계에서 되지 않은 코팅의 카렌더링은 공정초기에 소프트코팅 으로 유리필sintering (soft coating)

라멘트 결함을 평탄하게 하며 작업을 하는데도 유익하다 카렌더링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러ADD-ON .
한 필라멘트결함으로 코팅된 직물표면에 응어리가 생길 수 있으며 또는 습도를 악화시키고 전기 등급-
코팅직물의 전기적인 성질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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