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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인 건 비 561 ,171 천원 연구기간 1997. 1 - 97. 12 

연구개발비 직 접 비 272,000 천원 연구년차 제 1 차년도 

(천원) 간접비 329,969 천원 총 참여 

연구원수(명) 
43 명 

합 겨| 1,163,140 천원 

L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 법정광물중 비금속광물 10증에 대한 국내의 기술현황/외국의 이용실태/활용분야별 적용기술 

종합 

- 제지용 Vaterite 합성 및 최적 반응 조건 확립 

- SCR 촉매 담체용 아나타제 Ti02 제조 기술 확립 

- 금분말 제조기술 확립 

- FeB 계 분말의 합성 및 NdFeB 계 ingot의 기계적합금처리에 의한 특성개선 

- 황동재로부터 고순도 아연용액의 제조. 

- 석면 및 암면을 사용치 않으면서 인체에 무해한 내화피복재의 기초조성 실험 

- Ni-W 비정질 합금도금을 위한 도금액 및 도금변수 실험 

나. 평가의 착안접 

- 비금속광물의 국내 매장 활용 현황 및 관련 광종의 국내외 이용기술 수집 분석 

- 0 Vaterite XRD 결고} 평 7~ 

o Vaterite 구 형 Mopology으I SEM평 가 

- 아나타제 Ti02 제조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계획 대비 결과 

- 금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최적조건의 확립 여부 및 금분말 제조시 입도분포 및 입형을 제어 

하기 위한 변수의 선정 

- 자석이 부착된 볼밀을 사용한 기계적 합금화 공정의 운용 및 비산화물계 자성분말의 합성시 

산화방지 및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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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여부. 의한 아연용액의 - 용매추출에 

제조의 기초실험횟수， 기술개발 방향 및 실험내용 

도금층의 비정질화 여부 조절여부 및 2.~ol 0-' 

- 내화피복재 

- Ni-W 합금도금의 여 부， 도금층내 텅 스텐 

달성도 목표의 2. 연구개발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 당해년도 연구대상 광종에 대한 국내 매장 활용현황 및 국내외 이용기술 분석 

- 0 CaCI2, Na2C03의 수용액 0.25, O.5mole/ 2 조건에서으I 2-5μm정도 크기의 구형 

바테라이트를 합성하였다. 

o pH 10.5 -10.8 범위에서 바테라이트가 주로 합성된다 

비표면적이 92 m'/g이고 성형성이 좋은 Ti02를 제조하였음. - 0 티탄산 슬러리로부터 

중화하여 암모니아로 슬러리를 전 하소 황산법의 싼 제조단가가 뒤지나 약간 성형성은 O 

적합 담체로서 사용한다면 혼합해서 Ti02를 제조한 슬러리로 티탄산 Ti02오} 제조한 

제조가 가능할 것임 하고 경제적인 SCR 담체 

~Iχ{ -,...., 수행하여 특성조사를 제조산물의 변화별 제조조건 7~ -, 위한 제조하기 

조사 

二그1=1디}드프 
디L!:" 2 ~르 

제조조건을 

운용체계의 확립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합금화의 전반적인 기계적 

침출조건의 확립. 의한 황동재 - 0 H2S04 및 NaOH어| 

의한 침출용액의 정제공정 개발. O 비분산 용매추출(액막)에 

규명을 위한 실험수행(약30종) - 0 원료의 기본물성 

g 서 *Ã~ 
"2 'ö =-ì。및 ~서섣허 

.....&.... c> 2. t:그 O 약 300종의 

완료 도출실험 O 표준조성의 

수행 부피증가제 대한 원료선정 실험 및 o 급결제 

톤른~^ 
0..:... 

o Ni-W 합금도금이 가능하였으며， 온도， 전류밀도 및 

O 전류밀도 50 mNcm2 이상인 경우， 비정질 형태의 Ni-W 합금도금을 얻을 수 있었음 

조사 

고찰과 도금조건에 따른 분극곡선으로부터 Ni-W 도금특성의 체계적 

농도에 따른 도금특성의 

- 0 열역학적 

O 비정질 도금층은 4000C 이상에서 재결정이 시작되어 fcc 구조를 가지며， 경도 향상 

발생. 개선하는 실힘을 수행중 성장방향에 평행한 crackOI 두께 이상이 되면 O 일정 

확인 도금층의 미세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O 초음파교반과 맥동도금이 

대한 자체평가. 달성도에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함
 유

 
볼때 측면에서 - 국내의 비금속광물 이용기술 수준 평가로 관련기술 개발방향제시 

- 염화칼슐과 탄산암모늄 수용액에서의 구형의 Vaterite를 합성할 수 있었다. 제지용 Vaterite 미 

신 고메쇼(주)에 일본 ‘95년도 국제적으로도 시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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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국내에서도 분말 합성기술개발은 



부합된다고 평 수준에 않아 연구개발 수준은 국제적 상용화되지 제품개발을 발표했으나 아직 

탄산칼슐 개발의 후발국으 :ië17~λj 
I그 == 부합한 신제품개발로 국제수준에 가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수 있을 것이다. 로 선진국과의 기술적 gap을 최대한 줄일 

담체용 아나타제 Ti02 제조 기술을 확립하였음. - 경제적이고 성형성이 좋은 SCR 촉매 

二그 닙 D~ 
口~<=구상형인 입형이 내외이고 평균입도가 1μm 부터 의 한 Gold Ingot로 - 환원석출법에 

느z 
= 종류， 환원시간， 환원제 환원제 세부적으로 확립이 연구목표이며 제조조건의 최적 

조사 트서특 -, c그 i극 
二그톤를口~ 01 
C그 ~2-1 대한 생성된 조건변화에 각 반응온도 및 도

 
농
 

염화금산의 도
 

부합되었음 한 결과 목표에 수행 를
 

볼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충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공정을 자석을 부착하여 볼밀에 - 0 통상의 

확립 

볼밀에 장입된 비산화물 자성체를 공기 일체화된 진공 열처리로를 시용하여 o Glove box 및 

처리하는 공정을 성공적으로 확립 와 접촉함이 없이 합성 

고순도 아연용액을 제조하는 용매추출공정을 개발하였슴. - 당해연도의 연구목표인 

수행 a 서 i저。 
공를 。-=j-e:; 듣를 및 Z서시허 -‘- c그 등프 I그 300종의 。 t

-, 규명실험외에 기본물성 약30종의 실험횟수 O 

함으로써 어느정도 충분한 실험횟수를 달성합 

설 tH하루 
C그 c) ε긍 기술개발 파악하여 기술현황을 내화기능재료의 실험내용 및 닙 4캉t 

〈그 C그 기술개발 O 

대한 기반 실험에 부피증가제 및 급결제 표준조성 실험의 핵심기술인 실험실 정하였고 

만족할만한 수준을 달성함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및 전류밀도의 변화로 텅스텐량 제어 - 0 Ni-W 합금도금이 가능하였으며. 금속농도 

의한 도금으로 비정질 형태의 Ni-W 합금도금을 얻을 수 있었음 고전류에 O 

후 열처리로 도금층의 경도를 향상시겼음 

미세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초음파교반과 맥동도금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음 

O 

O 

방법 3_ 연구수행 

연구경험에 ^I "5. λ| 
E프 <=J <= 및 현장방문 t:t:土=-'-= 전문기관 현황을 및 관련기술 소재별 및 원료 - 고~.2ε 님1 

C) C그 "" 

부석 근거한 관련기술 수요조사 및 

탄산칼슐 합성연 실험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침강성 기술현황을 파악한 뒤 국내외 - 문헌조사 및 

어
 댈

 
사례가 극히 합성하는 Calcite 합성연구가 대부분이고 Vaterite를 거의 대부분 구에는 

합성한 것인지에 또한 분말합성후 Vaterite를 통해 수행하였다 조건설정을 창조적인 및 응용 

변화시키는 요인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 형상을 대한 확인을 XRD와 SEM 및 TEM을 통하여 

조건 수정하였으며 고려하여 C二 t그 

C그 E근 의한 작용) 첨가물에 과포화도， 도
 

온
 

합성조건(용매， 로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최적합성 별로 변화를 하여 

중간 방문하여 한국티타늄을 물론 시약은 출바 며지。 
ξ크 를를근들를 위하여 연구를 실용적인 경제적이고 

원자가나 이전 경력에 따라 황산 수용액에 대 

온도나 최 종 pH어| 따라 중화 다르다. 암모니아 중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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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였다. 티탄 산화물은 

한 용해도나 황산화 반응 속도가 전혀 

생성물을 채취하여 



슬러리의 비표면적이나 성형성에 영향을 

역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이상과 같은 

o -'-- 무기화학이나 티탄에 관한 단행본을 
나 산업정보기술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미친다. 또 *1 으E -'0 중화 슬러리 중의 이온들의 

티탄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의 물리·화학적인 

참고하였다.선행 연구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농도 

f르 J.. 
-=;- "ö 

Dialog 

- 문헌조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금분말 제조법인 환원석출법을 선정하여 이를 적용한 각 제 

조 조건에서 생성한 금분말의 특성을 조사하여 최적조건을 확립하였음 

- 0 볼밀: 자석 (0.3 T, NdFeB 계)이 부착된 금속제 볼밀을 사용. 자석은 철제 볼의 움직임을 조 

절하고 볼의 낙하시 분말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증가시킴. 

O 산화방지: 칭량된 시료를 볼밀에 넣은 후， 볼밀의 내부에 순도 99.9999%으I Ar 가스를 3기압 

으로 채워서 milling시 시료의 산화를 방지 . MillingOI 끝나면 볼밀을 순도 99.999%으I Ar 가스 

가 순환되는 glove box어| 넣고 시료를 채취함. 

부착하여 시료를 glove box 내부에서 

기와 접촉함이 없이 직접 전기로로 장입(진공도: 2 X 10-6 Torrl. 

직접 전 기 로 를 glove box어| 열처리용 O 진공열처리: 

o 상분석: x-선 회절법/고온 DSC/SEM!TEM 

O 특성 분 석 : VSM/Mössbauer spectrometer 

침출실험에서는 황동재의 주요성분인 Zn고} Cu 중에서 Zn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NaOH를 침 출제 로 사용하는 방법 과 H2S04을 사용하여 Zn과 Cu을 동시 에 추출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비교 검토하였슴. 

- 용매추출에 의한 H2S04 침출액의 정제시 분산용매추출의 "7-1 0 
"S T 충분한 데이터를 문헌으로부 

터 입수할 수 있으므로 비분산용매추출의 실험을 중점적으로 행하여 실제 공정에의 적용여부 

를 비교， 검토하였음. 

- 문헌조사 및 국내외 기술현황을 파악한 뒤 실험방향을 설정하였고 먼저 선진국의 특허문헌상 

에 있는 7.':^~ 튿툴 -‘-O ì::크 실험한 후 응용 
디| 

"" 창조적인 조성실험을 수행하였음. 또한 시편제조후 각종 
물성을 관잘 및 측정하였으며 핵심기술인 급결제와 부피증가제에 대한 실험에 주력하였음. 

- 0 도금액내 금속의 평형상태에 대한 열역학적 고찰을 통하여 금속의 환원거동에 이론적인 

설명 

o Ni-W 합금도금 mechanism으| 이론적인 해석을 위한 기초실험 수행 

O 도금속도， 텅스텐량 및 미세조직에 대한 도금 변수 실험수행 

O 후 열처리에 의한 도금층의 결정구조 변화와 경도의 향상에 대한 실험수행 

o 초음파 진돔교반과 층상구조를 갖기 위한 맥동도금에 대한 가능성 

4. 연구수행 내용 cl 

* 결과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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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Vaterite는 상온 상압하에서 불안정하므로 합성후 handling하는 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결국 합 

성을 완료하여도 이에 따른 결정화문제를 어떻게 최대한 방지하는가 하는 문제도 합성기술 

개발 만큼이나 중요하다. 결국 기초연구범위에서 합성할 수 있었다는 기술 확인 정도밖에 수 

행할 수 없는 여건이며 이를 기초로 최후 후처리 공정 및 합성법의 다변화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기자재 규모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상용화 기술이 수반되는 체계화적인 연구가 

이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 0 초미립 Nd계 자석제조시 시료 합성량의 증대: 현재 모터 1 개에 볼밀이 2개씩 부착된 구조 

를 개선하여 multi milling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진공도으I monitoring: 시료의 열처리시 진공도를 조절 또는 확인 

O 산화방지: 합성이 완료된 시료의 특성평가시 운반도중 산화방지를 위한 장치 필요 

- 내화기능재료 개발시 시편과 강구조물과의 부착력 제고를 위한 실험횟수가 미홈했으며 이에 

대한 실험을 2차년도에 철저히 수행할 예정임 

- 비정질 합금도금시 도금층이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성장방향에 평행한 crackol 발생하였으 

며， 이는 유기첨가물이 앙극에서 산화되어 도금액을 오염시키고， 음극에서 발생하는 수소기체 

가 도금층에 개재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음파 교반 맥동도금 및 음극과 양 

극 사이에 분리막을 설치， 음극에서의 도금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험을 수행중 

6. 연구성과 

- 광산물 수급계획 전문기관 및 정부 기관에 관련기술 자료 제공 

- 아래 논문외 학술지 논문 게재 4건 

(1)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Fe5SixB5-x (x=O, 1 ,2,3) 분말의 제조 재료학회지， (submitted, 접수번 

호: 97-165) 

(2) “기계적합금법으로 제조된 Fe5SixB5-x (x=O, 1 ,2,3) 분말의 상분석 및 자기적 특성 자기학회 

지 , (in preparation) 

(3) “기 계 적 분쇄 처 리 에 의 한 NdFeB겨I ingot의 비 정 질 화 재 료학회 지 , (in preparation) 

(4)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NdFeB겨| 분말의 제조 재료학회지， (jn preparation) 

- 1998년 2월 미 국 TMS annual meeting어| 발표 

제 목 Simultaneous and selective extraction of zinc and copper ions by two parallel modules 

of supported liquid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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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 IMF체재하에 국내 자원 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하므로 관련 기술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됨. 

- 국내 제지산업에서도 침강성 탄산칼슐 filler의 사용 및 수요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수 

입대체에 따른 국산화로 도모해야 하는 여건이 절실히 요구되는 환경으로 바뀔 

- 큰 변화 없으며 Nox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국내의 경우 반도체용 Gold Bonding Wire 제조업체인 (주) 미경사에서는 금페이스트용 금분말 

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년간 시도하여 왔으나 금분말의 입도분포 및 입형제어기술을 확립하지 

못하였으며 국내 전자산업에서는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술확보 및 생산이 

시급한 실정임 

- 국외의 경우 Degussa, METZ, Tanaka 등에서는 전자산업용 각종 귀금속 분말 및 페이스 

트를 생산하여 전세계에 시판하고 있음 

- NdFeB 계 자성재료의 물질특허 만료기간이 수 년내로 다가옴에 따라 NdFeB 계 자성재료에 

대한 수요 및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임 

- 전년도에 본 연구의 상업화를 위하여 참여를 고려하였던 기업체(조양화학)가 심각한 경제사정 

으로 인하여 참여를 보류하여 본 연구의 기업화가 불투명하여졌음. 현재 타 업체를 물색중임. 

- 특별한 기술 환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내화도 및 부착강도 제고와 가격 경쟁력의 

확보가 관건임 ， 

- 0 외국의 경우 일부 텅스텐합금이 일본과 미국등에서 상용화 

o 국내의 경우에는 도금업체의 영세성 등에 기인하여 합금도금에 관한 연구 개발이나 관심이 

비교적 낮으며 텅스텐계 합금도금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다는 보고는 없음 

O 이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장치 및 설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저렴하며 연구자의 기술과 

know-how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관한 기술이 개발되면 다른 합금 시스템의 연구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됨 

m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세부 연구분야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비금속광물의 법정광물 제정립 -비금속 광물에 대한 상세 활용계획 수립 

분말 원료 광물 
-법 정 광물종 비 금속광물 15종에 -비금속광물에 대한 국내의 매장/활용현황 

활용 기술 O/B화 
대한 국내의 기술 현황/외국의 부석 

이용 실태/활용분야별 적용기술 -관련 광종의 외국의 이용기술 수집 및 

등의 종합 부석 

제지용 Vaterite 반응조건 변화에 따른 vaterite 
- solution, 합성 방법， 반응조건(반응온도， 

pH, 농도， 첨가제 변화)에 따른 vatentel 
미분말 합성기술 합성 

합성전기전도도 특성 

기능성 산화티탄 - 촉매 활성화 및 제조 조건 확 
- 활성 원소 종류， 첨가량 변화 실험. 

- 열적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건변화실험 
제조 및 활용 립. 

- 촉매능 평가 실험. 

- 각종 유기， 무기 결합제 선택 시험 

귀그소 분말의 - 금속 페이.A. E 으| 물성조사 C그 -, 
- 금속 페이.A. E 제조 확립 

제조 및 활용 (표면저항， 인장강도， 비저항， 소결특성) 

- 규모확대 시험 방안도출 

기계적 합금법에 
- 자력선， 회전속도，분쇄온도，분위기 등의 

변수 평가 
의한 초미립 자 - 초미립 붕화물계 자석 제조 

- 원료의 초미립화에 의한 물성제어 특성 
석 제조기술 

- 초미립 NdFeB자석의 제조 및 물성평가 

- 아연용액。로부터 황산아연 및 

고순도 산화아연 - 고순도 아연용액。로부터 아연 염화아연의 제조 

분말 제조 과 동의 화합물 및 산화물 제조 - 아연용액。로부터 황산동，염화동의 제조 

- 산화아연분말의 입도 및 형상의 조절 

내화 기능 재료 - 내화피복재 성 능실험 및 내화 - 내화피복재의 조성 및 첨가제실험 

기술개발 기능재료에 대한 기반기술 축적 - 실험실 단계에서의 최적조성 제시 

비정질 합금도금 - 텅 A텐계 합금도금의 다원화 - 침입형 제 3 원소 첨가 방안 강구 

기술개발 기술개발 - 기초특성 평가 

-
-
-
ι
 



다. 연구추진계획 

월단위 추진계획 
세부연구분야 소요연구비(%) 

2 3 4 5 6 7 8 9 10 11 12 

분말 원료 광물 활용 기술 D/B화 ‘’ :’‘ γ:싫 
‘& 1 0혔 I’ 1& 1'1‘ 얻 ι ‘ 12 

제지용 Vaterite 미분말 합성기술 ‘확 p짤 {찮: 、‘
l!1 끼‘ ι μ‘ 12 

繼繼
ι L‘짧싫1 t혔싫 |혈 기능성 산화티탄 제조 및 활용 생 한 L:- 1:' <-"'i.1ft!양 12 

귀금속 분말의 제조 및 활용 ι ‘‘ ‘η 
M‘상 12 ι-

초미립 Nd계 자석 제조기술 ’ 1ι 
η? 

L,;, 12 
“‘ 

고순도 산화아연 분말제조 ‘ ‘ 씨 
‘ 

〉써 

12 ; 1: 싸 、

내화 기능 재료 기술개발 |혔상 ’‘씨 h 
~ ;i 

1"ι 1"" 12 

비정질 합금도금 기술개발 !쟁짧 ’ ，서 ι ι% |‘c’장 ’Q 행 f ‘1항 ’” 4 

보고서작성 100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 목표 대비 연구 성과， 연구 필요성， 연구 결과 및 활용성 -

- 대상광종의 활용현황 및 국내외 이용기술 수집 및 분석 

- 바테라이트 제조시 실험적 측면， 기술개발 방향， 합성 유무， 최적조건의 합리성 

- 금 페이스트 제조조건 선정 및 각 조건에서 제조한 산물의 특성조사 

- 자력선， 회전속도， 분쇄온도， 분위기 등의 변수 평가 및 물성제어/물성평가 

- 아연용액으로부터 황산아연， 염화아연， 황산동， 염화동 및 산화아연분말의 제조가 가능한 

공정의 개발 여부. 

- 텅스텐 합금의 다원화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도금층의 미세조직이 제어되었는가? 

m 

ι
 



마 소요연구비 내역 

- 총괄표 

(단위 : 천원) 

1 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목 
비목/구분 

(1997. (1998. (1999. 
비고 

번호 비율 비율 비율 
二C그그 。--H1 1:그그 。--H1 二C그그 。-1H 

(%) (%) (%) 

내부인건비 561 ,171 48.2 561 ,000 47.8 

2 개발보전금 329,969 28.4 310,570 26.5 

- 간접비 

-개발준비금 

3 외부인건비 53,000 4.6 55,000 4.7 

4 직접경비 163,693 14.1 187,193 16.0 

- 여비 28,014 2.4 28,861 2.5 

·기술정보활동비 15,860 1.5 23,300 1.9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2,500 0.7 24,000 2.1 

• 재료 및 전산처리비 92,436 8.2 89,903 7.7 

- 시작품 제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14,883 1.3 21 ,129 1.8 

5 연구관리비 55,107 4.7 48,807 4.2 

-인센티닙 (53,423) 46,002 

- 평가비 (1 ,684) 2,805 

6 위탁연구개발비 10,000 0.9 

연구사업비 총액 1,162,940 100 1,172,570 100 

- };1 • 



바. 참여 연구원 현황 

전공 및 학위 인건비 
/ζ서〉 口C그j ::::::‘= ι’~ !f-^i 직급 참여율 계상액 비고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천원) 
、

고원식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학사 1973 금속공학 인하대 53 26,992 

?I그|드 c드~~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6 二C그그: -t「:二C다그동 -「} 층남대 15.4 5,385 

김병곤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석사 1994 금속야금 연세대 37 11 ,801 

김병규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3 화학공학 일본동북대 21.1 6,998 

김상배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석사 1993 자원공학 전북대 5 1,615 

김원백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88 二I그그: -「t:그 C31동 -「} Stevens공대 53.4 20,544 

김치권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5 화학야금 
러시아화학 

43.3 17,355 
기술원 

~~브:-l E ζ「3 자원활용소재부 연구원 석사 1994 二C그그: -t「:그 C그1동 -「} 충남대 26.1 6,852 

바--，켜 c>그늑;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박사 1986 화학공학 
호주모나쉬 

대 
11 4,836 

박제신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6 二I그그: -t「:二Ca:i동 --i} 일본동북대 9.9 2,846 

배광현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3 자원공학 인하대 44 6,864 

서창열 자원활용소재부 연구원 학사 1985 기계공학 산업대 53.4 14,969 

~~ ‘~ 드 L!.즈-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박사 1991 재료공학 
i土람A근네 

31.7 15,661 
대 

쇼L-:-Z C그:~~ ’: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2 자원공학 서울대 66 19,902 

신희영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석사 1985 자원공학 한양대 19 6,247 

안지환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7 자원공학 인하대 74 22,560 

。C그~E ζ~ .5 듬:1. 자원활용소재부 연구원 석사 1996 화학공학 한남대 53.4 12,297 

앙정일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석사 1974 자원공학 한양대 13 7,041 

오중환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석사 1990 그C그소 -，고 c>하 --, 연세대 6 2,608 

유연태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3 二C그그: -i「:그 C31동 -「} 일본동북대 51.1 14,839 

유효신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박사 1972 二I그그i -「느그 C그그동 -「} 유타대 53.4 2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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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학위 인건비 

JE서3 口ζ〉j 소속부서 직급 참여율 계상액 비고 
동「}으 i!-I 년도 전공 학교 (%) (천원) 

드‘」프~~ 츠 l드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3 화학공학 서강대 9 3,238 

이강인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88 그C그소 -，고 c>하 -, 유타대 53.4 21 ,300 

이재천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86 그<:J소 -，고 c>하 -, 한앙대 65 24,055 

이절경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0 자원공학 서울대 53.4 17,814 

이효숙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박사 1994 재료공학 
일본와세다 

대 
11.5 5,343 

장대규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4 c그그: -t「:二ζ다3 동 -1} 충남대 30.5 10,413 

전호석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3 자원공학 강원대 6 1,698 

처C〉 A보 ,-' 자원활용소재부 연구원 석사 1997 자원공학 전북대 11 2,907 

정인화 자원활용소재부 책.언 박사 1989 재료공학 고랑AUSTI 53.4 26,311 

정진기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석사 1984 화학공학 서울대 70 24,889 

정헌생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박사 1980 재료야금 Pennstate 50.8 26,524 

조건준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학사 1965 자원공학 한앙대 15 6,880 

~‘-서 C> 배 -,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7 공업화학 경도대 23 6,417 

채영배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박사 1987 화학공학 건국대 11 4,665 

최상근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석사 1987 二I그그"'느「二 CE:i효 --1} 연세대 37 18,990 

최연호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학사 1968 자원공학 전북대 19 9,001 

최영윤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석사 1986 화학공학 KAIST 51.1 20,199 

한만갑 자원활용소재부 연구원 석사 1987 c그그: -i「그 C:1〉흔 --i} 연세대 53.6 15,469 

홍성웅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석사 1983 二C그그: -i-1;그 C그1흩 -「} 연세대 40.5 19,780 

황연 자원활용소재부 선.연 박사 1992 재료공학 서울대 38 11 ,737 

황선국 자원활용소재부 책.연 학사 1961 자원공학 전북대 54 2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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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중요 변경사항 

- “코팅제” 라는 단어를 삭제( 코팅제의 조성은 주로 유기물질로 구성되어서 무기물과 거리 

가 있기 때문) 

-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계획에서 당해년도의 연구내용은 아연용액으로부터 산화아연분말의 제 

조이었으나 황산아연， 염화아연， 황산동， 염화동 제조공정개발을 추가하였슴. 

- 3차년도에서 연구개발 목표가 최적조건 확립 및 파일롯의 건설이었으나 최적조건 확립으로 

변경 (국내 경제의 침체로 기업의 참여가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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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분말재료는 각종 산업의 기본적인 원료물질로서 그 이용분야가 광범위하지만 최근에는 기술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에 따라 고급 분말재료의 제조기술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분말재료 분야 

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와 세계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분말 

재료의 제조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분말재료의 제조 및 활용에 

대한 연구는 대상 원료자원의 특성， 소재원료의 물성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처리 및 가공기술 

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분말 원료광물 활 

용기술 D!B화 연구， 제지용 Vaterite 미분말 합성기술 개발연구， 기능성 산화티탄 제조 및 활용 

연구， 귀금속 분말제조 및 활용연구， 기계적 합금법에 의한 초미립 Nd계 자석 제조기술， 고순도 

산화아연 분말 제조연구， 내화 기능 재료 기술개발， 비정질 합금도금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말 원료광물 활용기술 D!B화 연구에서는 국내 광종별 활용기술의 D!B화 미비로 인하여 폭 

넓은 광물자원 활용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고 광업계의 영세성으로 세계기술의 선속한 변 

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내 광종별/용도별 활용기술을 조사하여 연구소의 

MIS와 연계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D!B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지용 

Vaterite 미분말 합성기술 개발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개발된 제지용 Vaterite 미분말 합성에 대 

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제지용 Vaterite의 생성반웅기구를 규명하고 회적 반응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기능성 산화티탄 제조 및 활용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대기오 

염 방지를 위하여 NOx 제거용 촉매로 사용되는 산화티탄의 개발을 위하여 티탄산화물 분말 제 

조에 관한 최적공정 확립 및 module의 제작과 응용에 대한 기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귀금속 

분말제조 및 활용연구에서는 분말야금과 고분자화학이 결합된 종합기술로서 실제공정에의 문제 

점이 파악되지 않아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 귀금속 분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귀금속 분말제조 및 

귀금속 페이스트 제조기술을 확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계적 합금법에 의한 초미립 Nd계 

자석 제조기술에서는 상온에서 저렴한 공정으로 생산이 가능한 Nd-Fe-B계 자석의 기계적 합 

금법을 개발하고자 초미립 Nd-Fe-B계 자석 제조 및 특성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순 

도 산화아연 분말 제조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아연 드로스와 같이 아연의 품위가 높은 폐기물로 

부터의 산화아연분말은 제조하고 있으나 황동재로부터 고순도 산화아연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므로 고순도 산화아연 제조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내화 기능 

재료 기술개발에서는 적용기술이 복잡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내화기능재료를 개발하여 

고충건물이나 산엽용 철구조물의 화재발생시 구조물의 붕괴시간을 지연시켜줌으로서 재난을 방 

지하고자 인체에 무해하고 부착력， 시공성， 단열성이 우수하며 표변경도가 높은 내화피복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비정질 합금도금 기술개발에서는 텅스텐이 함유된 복합도금층을 제조하고 

자 하는데 이 기술이 개발되면 현재 내마모， 내열， 내식 동에 사용되고 있는 단일금속 도금재료 

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용도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Ni-W 비정질 

합금도금을 위한 도금액 및 도금변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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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말 원료광물 활용기술 D/B화 현구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국내 법정광물중 비금속광물에 대한 광종별/용도별 활용기술을 조사 · 

분석하고， 그의 자료를 D/B system으로 구축하여， 연구소의 Internet에 수록하므로서， 일반인 

및 관련산업의 종사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이들을 보고서로 작성 및 배 

포하여， 관련기술의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것으로서， 97년도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아 

래와 같다. 

1). 석회석광 

<국내자원의 활용분야> 

우리 나라는 최근에 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용으로서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분 

석되는데， 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시설이 완료되는 2000년도에는 석회석의 사용량이 100만톤/ 

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배연탈황용의 석회석은 CaO 품위기준 53.5 wt% 이상의 

품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석회석 매장 현황으로 볼 때 이러한 고품위 광석의 매장 

량이 많지 않으므로 국내 자원의 유효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배연탈활용 CaO 품위기 

준을 낮추거나 석회석을 정제하여 요구 품위에 맞추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정 

된 부존자원을 아끼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들면， 일본의 UBE시벤트공엽(주)의 경우에도， 동일한 석회석 광산에서 채광되는 석회석 

을 품위별로 선별하여， 고품위는 석회， 소석회， 비료， 탄산칼슐 등의 제조원료로 이용하고， 이 

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품위에 한하여 시벤트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원료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Valley Forge Cement Co.에서는 저품위의 석회석을 정제하여 시멘트원료로 사 

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Universal Atlas Cement Co. Peπnanente Cement Co 등의 회사에서 

도 석회석을 정제하여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관련제품의 수입분야> 

석회석 관련제품에 대한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습 등의 제품 

은 국내 생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수입량도 적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생석회의 경우， 국내 생석회 전문제조회사에서의 생산량은 약 120만톤/년 이며， 제철 · 제강 

업체 자체생산량도 약 100만톤에 달하는데， ‘96년도에 546톤의 수입이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의 

수요처에서 중 · 저품위의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소석회의 경우에는 국내 소석회 전문 생산업체에서의 생산량은 약 30만톤수준으로 분석되 

는데， 1 ，300톤이 수입되었으므로， 생석회의 경우에서와 같이 극히 일부의 수요처에서 수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의 수입단가는 318$/톤으로 국내 일반제품의 가격 (150-200$/톤) 

m m 



보다 50%정도 높으므로， 대부분 고품위의 소석회가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생석회 및 소석회 등은 공엽용을 지칭하며 산화칼습과 수산화칼숨은 시약용으 

로 분류가능한데， 국내 생석회 및 소석회의 생산업체는 약 407H 업체가 있음에도 

시 약용의 생산이 없기 때문에， 관련제품의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이의 

불구하고， 

수입대체 

@ 우리 나라의 약 25개 업체이며， 그의 생산량은 약 60만톤/ 

년으로 분석되고， 경질탄산칼습 제조는 5개업체에 생산량은 약 6만톤/년 수준인데， 이러한 국 

내시장의 상황은 동일수준의 탄산칼숨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제조원가가 낮은 중질탄산칼숨의 

경우 중질탄산칼숨 생산업체는 

크기를 더욱 엄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과 입자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내에는 아직도 관련제품의 수입 

시장점유율이 계속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중질탄산칼슐의 경우 최근에는 입자의 

표면특성을 조절하는 제품의 개발이 의 

량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 려 증가추세에 있다. ‘96년도에는 약 3.6만톤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 

는데， 그의 수입단가의 수준이 417$/톤 -808$/톤등으로 일반 국내유통제품의 가격보다 2배 높 

은 수준으로 이의 수입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개발 요구분야> 

기술개발이 펼요한 분야를 요약하면 생석회 및 소석회분야는 고급품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못하므로 이에대한 관련기술 개발등의 대비가 있아야하며， 경질탄산칼슐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도 평균 2.0-3.0μm의 미분체를 제조 할 수 있으나 중질탄산칼숨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은 단순히 

부터는 평균입도 l.0μm까지를 산업화하는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경질탄산칼슐 

제조라는 단순개념만으로는 경쟁이 되지않으므로， 교질제품 및 형상제어 미립자의 

제품이 요구되고， 중질탄산칼숨의 

개발이 요구된다. 

경우에는 저에너지 생산기술 기능성분체의 제조기술등의 

기술개발 목표는 관련산업의 발전단계를 유도하는 수준까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고， 관련소재의 수입대체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지속되 

어야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구결과 

석회석 광물 및 관련제품은 국가산업전반에 걸쳐서 그의 이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용도 

별 제품의 요구특성이 다양하다. 또한 세부용도에 대한 통계자료를 획득하는 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비교적 물동량이 큰 용도를 중심으로 자료를 집계 

하였으며， 다양한 제품별 특성을 모두 취급하지는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시장은 비금속광물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분 

생산시장 규모만으로도 

약 1 ，500억원이므로， 전체 

석되는데， 관련제품의 수입액이 3 ，000만불을 상회하며， 국내 석회석의 

687억원을 나타내고 있고， 석회 및 탄산칼숨 등의 국내 시장규모는 

적으로는 약 3억$ 수준의 시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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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이러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비교적 고부가가치 제품인 석회 및 탄산칼슐 관련제품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선진 

국이 독점하고 있고， 자국의 수출시장확보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에 대한 수입대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합심하는 넓은 연구분위기 

또한， 최근에는 산업관련 원료소재는 더욱 소량 다품종화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업체 

에서는 고부가가치의 관련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점차 수입대체 하고자 하는 자세를 

기술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을 피하고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기틀이 형성될 것이다. 

분석자료는 무역통계， 광산물수급현황， 석회석관련 조합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작성자의 의견이 개입된 부분도 다소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자료가 석회석관련 업 

종사자나 연구자 및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가져야만 

판단된다. 

이상의 

체의 

가 되었으면 한다. 

2). 고령토광 

고령토는 국내에 매장된 비금속 광물중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며 ， 

법정광물로는 고령토 뿐만아니라， 고령토， 산성백토， 도석， 벤토나이트， 반토혈암， 와목점토 및 

그의 매장량을 계산하고 있다. 목적점토를 모두포함하여 

<국내자원의 활용분야> 

고령토광의 96년 국내 총수요량은 307만톤에 이르는데， 생산량은 250만톤， 수입은 28만톤으로， 

수요량의 81%를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고령토만의 생산량은 약 50만톤에 이른 

다. 

국내 부존 고령토는 백색 (White)과 도색 (Pink)의 것이 산출되므로， 그의 품질을 백색의 경우 

에는 WA, WB, WC 동급으로， 도색의 경우에는 PA, PB, PC 둥으로 그의 품질을 구분하는데， 

백색 및 도색고령토 모두， 오랜동안의 선택채광으로 현재에는 부존량의 평균품위가 저하하여， 

최근의 생산실적은 WC과 PC급의 생산량이 대부분이다. 

개발은 미진 

있어서， 96년 

백색고령토의 

요업용에서는 도석보다 그의 사용량이 적고， 분체용으로의 

가장많이 사용되는 수요처는 내화재용으로 구성되어 

생산중에는 도색의 경우가 50%를 상회하며， 

등급변에서도 C급의 생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또한 백색의 

한 상태에 있으므로， 

있어서도 전체 50만톤의 

20%미만을 유지하고 

고령토는 

현재 

생산량에 

경우에는 집계되어 있고 

있다. 

<관련제품의 수입분야> 

제외한 수입량에서 96년도에 약 28만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어 

벤토나이트는 17，920톤， 산성백토는 1 ，728톤， 가이로메와 기부시점토는 5，276톤을 수입하였으므 

로， 고령토는 약26만톤을 수입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수입실적을 금액으로 비교하면， 수입량 28만톤의 수입액은 6,254 만불이므로 수입단가를 

계산하면 평균 223$/톤 이지만， 96년 국내 생산량을 250만톤에 대한 금액은 5，750만불이므로， 

불과하다. 즉 수입하는 물건은 국내 생산하는 광물에 비하여 10배의 부 

있는데， 도석을 토
 

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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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토의 수입사유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미국산 하소 및 미하소 고령토의 수입량은 년간 12만톤과 호주산은 4.6만톤인데， 이들은 

이들중 대부분은 제지공업용 충전재 및 표면피복재로 사용되는데， 국내산 고 

령토는 침상의 할로이사이트로서， 제지피복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광물이므로， 이부분의 

판상고령토로서 

/
T 

입량은 부득이하다. 

고령토이지만， 고순도의 

고급도자기인 식기， 노벨티， 

초경자기， 본차이나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산을 정제하여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뉴질랜드산 고령토의 수입량은 3，995톤이며， 이는 할로이사이트질 

품질 우수하다고 알려진것으로서 고령토로서 세계에서 가장 그의 

이와 같이 국내산으로는 그의 광물특성상 수입대체 불가한 품목에 대한 수엽은 국내 매장 

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분석이 가능하나， 기타， 일본산， 영국산， 중국 및 인도네시 

아산등의 수입량 약4만톤중에는 공업용분체로 사용되는것이있는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국 

내산 τ7 려 E~ 。 스:c..;:듣r 분체화하여 수입하는 방법이나， 원료광물 01 
大 반제품을 수입하여， 

제품으로 제조하는 등의 일부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분석된다. 

고부가가치 

@ 점토류인 가이로메와 기부시등은 국내 매장량이 없으므로 수입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점토 

물성과 유사한 국내산을 개발하여， 일부분의 수입대체는 가능할것이나， 그의 사용량이 많 의 

지 않으므로 경제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벤토나이트는 1.1만톤을 수출하고， 1.8만톤을 수입하는데， 우리나라에 매장된 벤토나이트는 

칼숨벤토나이트로서 나트륨벤토나이트의 팽창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현재 일부회 

사에서 는 팽창성이 우수한 나트륨벤토나이트로를 제조하기는 하지만， 천연산고급품의 국내 매 

수입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처리기술과 방법에서 

있는 공정의 개발을 통하여 일부의 제품은 수입대체 가능하리라고 분석된다 

일부의 없으므로 장이 경제성 

@ 산성백토는 벤토나이트와 유사한 광물로서， 산성백토의 강한 흡착력을 이용하여， 식물 및 

동물기름의 정제와 탈색등에 이용되고， 탈취제， 위장약등의 의약품， 윤활유의 정제 및 촉매담 

체등으로 사용되는데， 주로 일본으로 3，557톤을 수출하고， 1 ，728톤을 수입하였는데， 중국에서의 

수입 량이 1 ，400톤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는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으로 고령토의 수입실적에 따른 수입사유를 분석한바와 같이， 일부의 제품에 대해서는 국 

내의 부존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나， 일부품목에 

상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를 추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개발 요구분야> 

대해서는 부가가치향 

광물자원은 선진국이나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자국의 안정적 산엽발전을 위한 원 

료물질이므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가능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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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고령토 대량생산국은 정제 및 가공공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미 

죠지아 카오린과 영국의 ECC등은 세계적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고령토의 전문처리업체 

균일품의 고령토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통하여 

있다. 

국의 

이며， 중국의 경우에도 종합선광장을 

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차이가 

수입고령토중에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미국산， 영국산， 일본산， 독일산등인데， 이들 

은 모두 고령토의 용도중에서 그의 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석유화학공업용 촉매담체로 사용되 

는등의 특수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것들 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선진각국에서는 자국의 사용량이 많지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 특수목 

적을 위한 품목을 개발하여， 제품을 다양화하고 고급상품화하는등의 rl ;;<. 
'aT 계속 연구·노력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개발하여야할 기술을 정리하면， 고 

및 가소성증진기술， 고령토를 이용 

미분체제조기술，고령토분체의 

건축재 활용기술， 산성백토 · 벤토나이트 

개질·처 

고령토 고순도 정제 

기능성 

점토의 

고령토의 

급 도자기 및 특수자기용 원료로서의 

하는 페인트， 프라스틱 및 화학공업 충전용 

리기술， 점토의 요업원료용 활용기술， 저품위 

의 기능활성화기술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 연구결과 

고령토는 점토계 

및 처리기술의 

활용기술 대표적이고 포팔적인 용도를 가지는 광물로서， 이의 

핵심적인 기술축적효과를 가질것이며， 광범 

규산염광물중 

여타 비금속광물의 처리에 

위한 점토계 광물의 유효이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된다. 

활용기술 측면에서는 미립분체화 기술과 불순물 제거기술등을 

광종에 따라 불순물의 종류， 함유특성상의 차이는 있으나， 미분체를 

이 하므로， 점차 복합소재화를 요구하는 소재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예상되며， 산성백토， 벤토나이트 및 고령토 미분체등 비금속 광물분체에의 기능성 

재료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핵심요소기술로서 여타재료의 

있을것이다. 

이와같이， 고령토광은 국내 매장량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그의 용도 및 활용기술의 미비로 인 

국내 생산량 확대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바， 관련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에 의하여 생산 

확대를 유도하여야 하며， 원료소재의 기능화， 소량 다품종화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기술로 지적할 수 있는데， 

취급하는 기술은 대동소 

확대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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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비교적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제조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고， 

수출시장확보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입 

대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합심하는 넓은 연구분위기 조성이 펼요하다고 판단된다. 

관련기술개발 능력이 업계자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여되어 

자국의 

계기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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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 부존량이 없는 제지공업용 판상의 카오린， 가이로메 및 기부 

시와 같은 점토류등의 수입은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공업용 분체등은 고령토의 형상에 무관하 

게， 입도 및 제반물성에 의존되는것이므로， 고령토 분체의 제조 및 분체의 물성향상기술등으 

로， 수입량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관련제품제조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수입대체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활석광 

활석광의 국내 매장량은 4，285만톤으로 집계되지만， 활석의 중요한 품위평가지표인 백색도가 

80 이상의 원광은 전체매장량의 13.0wt% , 569만톤으로 집계되어 있다. 

국내 활석분체의 수요중에서는 제지용으로의 사용량이 백색도를 85 가장많으나， 이경우에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고급분체의 경우에는 백색도 90 이상， 최고급 분체의 경우에는 백색도 

95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내산 활석광의 매장상태는 품질면에서 

가할 수 있다. 

<국내자원의 활용분야>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 

96년도 우리나라 활석의 수요량은 95년도 42만톤에 비하여 약 30%나 감소한 30만톤으로 집 

계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경기 하강국면과 전년도의 수요급증에 대한 반작용이 함께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생산은 약 2만톤에 불과 하였으나， 수입은 27만톤 이었으며， 수입량중에서는 중국에서 

의 수입량이 26.5만톤으로 단일국가 중국에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음을 알수있다. 

이러한 의존율은 자칫， 상대국의 무역정책에 따라 급격한 가격상승등의 불리한 부분이 있으 

므로 향후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경주하여， 안정된 원료공급의 기본터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 

로 핀단된다. 

<관련제품의 수입분야> 

활석 수입량중에는 분쇄물과 괴상의 것이 모두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국내산 활석 

을 이용하는 분체공장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들 공장에서는 원광을 수입하여， 자체시설을 이용 

분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원광의 수입을 선호하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원광 

수출국에서는 가능한 분쇄하여 분체제품으로 수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 

하여 

의 

우에는 원광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할것으로 예측됨. 

수입되는 활석분체중에서도 분체의 등급에 따라， 그의 가격에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96 

년 전체 활석분 수입량중에서 중국산의 평균단가는 78$/톤 이었으나， 미국산의 경우에는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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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일본산의 경우에는 717$/톤으로 그의 수입단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활석분의 수입사유 및 가격차이의 원인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φ 중국에서 수입하는 활석분체는 대부분이 325멧쉬의 제지 및 일반공업용 분체이므로， 그의 

가격이 낮으나， 미국산의 경우에는 입도범위 400-800멧쉬의 분체로서 페인트공업용 의 고백 

색도의 충전제를 수입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의 가격이 높은 것이다. 

@ 영국， 노르웨이， 일본산둥의 수입품은 수입량은 많지 않으나， 백색도 90-95수준의 고백색 

도 제품으로서， 일부는 의약품인 베이비파우다둥으로 사용되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그의 가격 

이 높으며， 국내산을 정제하여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종류인 자동차범퍼， 계기판 및 여타부품제조에는 1.0 

μm 수준의 초미립 활석분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의 분체의 경우에도 가격이 높다 

활석은 윤활감을 가진 광물로서 1.0fLID 수준의 초미립 활석분체의 제조에는 많은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며， 용도에 따라서는 미립자의 표면개질기술 및 열처리기술을 통하여， 그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제품등이 수입 사용되는 것으로 핀단된다. 

이상으로 활석광 및 분체의 수입실적에 따른 수입사유를 분석한바와 같이， 일부의 제품에 대 

해서는 국내의 부존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를 추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개발 요구분야> 

전술한 바와 같이， 활석광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개발하여야할 기술을 정리하면 ， 

고급 도자기 및 특수자기용 원료로서의 활석소재제조 페인트 프라스틱 및 화학공업 충전용 

의 기능성 미분체제조기술， 미분체의 개질 · 처리기술， 요업원료용 활용기술， 저품위 활석의 용 

도 다양화 · 활용기술， 저에너지 소비형 분쇄시설운용등의 기술로 집약되며， 향후의 기술로는 나 

노(nano)사이즈단위의 분체제조 및 합성등의 기술이 요구될것으로 판단된다. 

냐. 연구결과 

활석의 경우에는 국내 부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원광의 수입은 불가피하고， 최근년도에는 

국내수요량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상황이므로 국내부존 확석의 광체가 발견되지 않 

는한 향후에도 원광의 수입대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제품의 수입대체를 위해서는 관련기술을 개발하 

여， 고부가가치의 제품보다는 저가의 원광의 수입사용량을 확대하여야 할것이며， 현재 중국으 

로 한정되어 있는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원광의 확보에 의한 장기적 수급안정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용기술 측면에서는 미립분체화 기술과 불순물 제거기술등을 핵심기술로 지적할 수 있지만， 

관련산업에서는 점차 복합소재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금속 광물분체에의 기능성 부여기술 

은 재료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핵심요소기술로서 여타재료의 기능화처리기술로의 확대효 

• 24 



과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활석분체제조 관련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업계자체의 관련기술개발 능력 

이 결여되어 있고， 비교적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제조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 

고， 자국의 수출시장확보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 

입대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합심하는 넓은 연구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운모，견운모 

(연구 내용) . 

운모，견운모 광물은 지각중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광물은 각종공업용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석영，장석광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을 활발히 해오고 있으 

나， 국내에 부존된 운모는 지금까지 공업용 원료로 이용한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운모광물의 

경우， 대부분 페그마타이트질 계통의 판운모 등을 가공처리하여 전기，전자용 원료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날 각종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운모와 관련한 각 

종재료의 수요가 급증할뿐더러， 재료에 대해 요구한는 물성이 점점 다양화 내지는 복합화되어 

원료분체의 조제 또는 전밀가공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내에 부존한 운모，견운모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정밀화학용 원료로 사용할수 있는 

관련기술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자원이 기초자료를 조사함과 아울러 이미 개발된 운모， 

견운모의 정제 및 미립화기술의 산업화유도를 위하여 현장적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기 개발된 

정제 및 미립화기술의 적용확대를 위하여 국내타지역 운모 광물을 가지고 적용실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연구성과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분체의 표면개질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방향 및 국내산 저품위 운모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및 고급관련원료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 연구 결과) 

운모류의 전체물량은 약 400억원이상의 수입의 수입을 보여 주고 있다.이는 아국의 운모 소비 

량이 세계통계를 보더라도 10위권안에 드는 주요 소비국임을 보여 주나，상기의 조사자료를 검 

토하여 보아도 알수 있듯이 고부가가치상품(고급 정제품 및 물성개질 제품등)의 수요는 이를 

사용하는 기업의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커다란 Know-how이기 때문에 수요처에대한 수요처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뒤 따르지 못하였다 이는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광산이 간헐적으로 소규 

모로 가행하고 있으며， 판매도 대기업의 수요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소량의 고부가가치 상품으 

로 거래가 이루어 지며，수출입도 각품목별 특성에 따라 광범의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어 

서 수요에 따른 정보 접근의 한계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인느 최종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영업이익에만 신경을 씀우로서 기술개발에 결여 및 외국기술의존에만 종속되었다고 

사료 되며，이에 파급되어 원료공급업체 및 중간소재업체의 육성이 활발치 못하고 외국기술에의 

의존에만 종속되었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이유로하여 소량 다품종으로 각종 공업용 원료，중간 

소재 및 정밀화학분야에 소비되는 운모，견운모의 부가가치향상은 선진외국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고부가 상품으로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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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합성기술개발 미분말 Vaterite 제지용 7'1-
c> 져I 3 

론
 

제 1절 서 

첨가제， 의약품 및 펼러로써 종이， 플라스틱， 고무에 사용되어진다. 

칼사이트(rhombohedra]) ， 아라고나이트(orthorhombid ， 바테라이트(hexagona])의 3가지 다형을 

갖는다 그중 바테라이트는 3가지 결정계중에서 열역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자연계에서는 

그러나 합성된 바테라이트는 다른 2가지의 결정과 비교하면 높은 비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물성개선제， 흡착제， 칼슐제 식품 

일반적으로 탄산칼슐에는 

탄산칼슐은 충진제로 사용되는 복합재료의 일반적으로 합성 

비중을 가지고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 

면적， 고용해성， 높은 분산성과 작은 

기대된다 

거의 

공업적으로 바테라이트의 합성방법에는 칼숨염을 포함한 수용액과 탄산기를 포함한 수용액을 

혼합하는 방법과 메타올과 에탈올과 같은 용액에 탄산가스를 불어 넣어 반응시키는 두가지 방 

법이 있다. 

얻고자 하는 바테라이트는 구형인 모양으로 인해 분산성이 아주 좋고， 반응성이 다른 두 가 

반응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형 바테라이트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아라고나이트나 칼사이트로 결정형이 전이 됨에 따 

라 입자생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적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탄산칼숨 합성에는 반응의 온도변화를 조절하여 결정형을 변화시키는 실 

험으로 많이 행해졌는데， 1O -30'C 에서는 대부분 칼사이트와 바테라이트가 생성되며， 40-80 'C 

에서는 아라고나이트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발명에서는 바테라이트가 

생성되는 옹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 

지 결정보다 높아서 필러로서 사용할 때 다른 기질과의 

합성방법 제2절 바테라이트 

탄산칼숨은 플라스틱， 고무， 도료， 제지， 의약품 등의 

는 무기분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표면활성이 부족하고 폴리머와의 상호작용이 약하여 각종 커플링제에 의한 

입경의 제어에 의한 분산성이나 폴리머와의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산칼숨은 제조방법에 따라 석회석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중질탄산칼슐과 화 

학반응에 의해 합성하는 침강성 탄산칼숨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반응조건의 선택에 따라서 

경제어나 결정구조가 다른 입자를 만들 수 있으며， 또 표면처리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후 

자에 관한 보고는 많다. 탄산칼습의 결정구조로서는 육방정계의 칼사이트， 사방정계의 아라고나 

동질다형이 알려져 있다. 이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표면처리 

입 

필러로서 

공업적으로 육방정계의 바테라이트의 3가지 종류의 

제조되어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입방체 내지는 방추형의 형상을 취하는 칼사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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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트와 침상내지는 주상의 형상을 취하는 아라고나이트가 대부분이다. 한편 바테라이트는 다른 2 

천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Na2C03과 CaCl2등의 수용성 

존재하 오토크레이브안에서의 Ca(OH)2 현탁액과 C02 가스와의 반응 

형태적인 특징에 의해 

웅용분야를 현저하게 확 

탄산염과 달리 

반응，물유리 

결정형과는 개의 

칼숨염과의 

분산 그 형상이며 입자는 구상의 생성된 있다， 보고되어 등의 합성법이 

또， 표면활성도 다른 결정형에 비하여 높아， 탄산칼숨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바테라이트는 

성이 뛰어나며 

쉽게 다른 결정 매우 불안정하며 있을 장시킬 수 

형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입자생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탄산칼숨은 제조된 나누어진다‘ 

칼사이트， 아라고나이트， 바테라이트의 3가지 결정형으로 나뉘어진다 

(1) 수용액법 염화칼숨과 수산화칼숨 수용액에 

두가지로 크게 방법에는 제조하는 탄산칼숨을 일반적으로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방 

남1 
닙 

(1) CaCIz + NazC03 = 2NaCl + CaC03 

(2) Ca(OHh + Na2C03 = 2NaOH + CaC03 

(2) 탄산화법 수산화칼숨 수용액에 탄산가스를 불어넣어 반응시켜 제조하는 방법 

(3) Ca(OH)z + COz = H20 + CaC03 

두가지의 화학적인 제법은 합성된 탄산칼숨은 칼숨염 또는 석회유에 탄산이온을 반응시 위의 

얻을 수 설정으로 

이와 같은 합성된 탄산칼숨을 침강성 탄산칼습 또는 경질 탄산칼슐이라고 부른다 

인해 적당한 반응조건의 원하는 품질을 방법으로 는
 

드
 

만
 

의해 침강법에 켜 

있다. 

물리적， 화학적 

등 복합재료의 filler, 고무의 보강제， 치약， 광택제， 페인트， 안료， 에나벨， 락카， 인쇄잉크， 

화장품， 제지공업등의 첨가제로서 사용범위가 대단히 넓다. 

특히 탄산칼숨의 제조방법중에 수용액을 이용한 침강성 탄산칼숨을 합성하는 것은 간단히 

디1 
大재료 플라스탁 각종 우수하여 특성이 탄산칼숨은 침강성 제조된 이렇게 

제지 

-'
T 

농도， 온도， pH 조절 및 첨가제를 변화시킴으로서 탄산칼숨의 다형， 형태제어， 입자크기 

를 조절할수 있으며， 제조된 탄산칼숨은 고순도이기 때문에 의약품 첨가제， 식품 첨가제， 칼습제 

로 주로 사용되어진다. 

용액의 

변화되는데， 일반적 

으로 0-20"C 에서는 능면체상 칼사이트， 20-40'C 에서는 구상 바테라이트， 50-80"C 에서는 주상 

아라고나이트가 합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3가지 결정형중 바테라이트는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으며， 자연계에서는 

특히 합성된 바테라이트는 그 형태가 구상이며 이러한 특정으로부터 

표면적， 우수한 분산성， 표면활성이 다른 결정형보다 우수하여， 탄산칼숨 응용분야에 

를 갖고 있다 그러나 바테라이트는 준안정상으로 쉽게 아라고나이트， 칼사이트로 전이되는 경 

결정형이 탄산칼숨의 조절함으로써 르
 
E 도

 
오
 ·」

수용액이 또한 수용액법에서 

존재하지 

높은 비 

많은 기대 

않는 결정이다 

향을 갖고 있다. 

바테라이트 합성은 크게 aquous법과 nonaquous법으로 나뉘어진다. 

B} l:!.j 
。 e혼합하는 포함한 수용액을 포함한 수용액과 탄산기를 

(위의 수용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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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quous method 칼숨염을 



CaCIz + Na2C03 = 2NaCI + CaC03 (4) 

(2) Nonaquous method 메탄올， 에탄올과 같은 nonaqous 용액에 탄산가스를 불어넣어 

시키는 방법 

반응 

Ca(OH)2 + CH30H + C02 = CaC03 (5) 

제3절 이론적 배경 

1. 칼숨화합물의 입자특성 

칼숨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자원적으로 풍부한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형인 

제철， 시멘트， 화학공업을 비롯해서 공업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칼숨화 

합물의 용도가 다양하며 이용형태가 충전제로서 복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의외로 잘알 

려져 있지 않다. 최근에 질병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건강식품， 

기능성재료나 약제로서 칼숨보급제 등이 시판되고 칼슐화합물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성능 

의 다각화， 고도화가 요구되고， 여러가지 사용목적에 

소재 개발을 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입자특성이 계의 

2. 구조제어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새로운 칼숨화합물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비정질 재료는 지금까지 주류였던 결정재료로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특성이 있으며 응용분야 

도 넓기 때문에 입자설계를 위한 소재로 주목된다. 즉， 불안정계에서 안정계로의 변화를 이용한 

소재의 형태제어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칼사이트(육방정계) , 아라고나이트(사방정계) , 바테라이트(육방정계)가 

일수화물(육방정 계， CaC03. H20) , 육수화물(단사정 계， CaC03. 6H20) , 

비정질탄산칼슐(CaC03. 1.5H20, ACC) 그 외에 염기성탄산칼숨(사방정계， Ca3(OH)2(C03)2. 

다형으로서는 

수화물로서는 

탄산칼숨의 

있으며 

1.5H20)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각각 특이한 구조와 형상을 나타내기 

탄산칼슐 수화물， 비정질탄산칼숨은 불안정하여 

탄산칼숨의 구조제어의 수단이 되고 있다. 

때문에 업경과 형상의 제어가 가능해진다. 특히 

쉽게 탈수되어 각종 탄산칼숨으로 전이되기에 

비정질탄산칼숨은 수용액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탄산칼슐 합성의 초기단계에서 생성되는 켜 t 

정화되기 이전의 불안정한 구전체이며 특정한 형상을 

0.05μm 정도의 구상 응집체(비표면적 30m2/g)로서 물에 

가지지 。'.'느: 
\.Q '- 초미립자가 집합한 이겨 님 U 

대한 용해도0.8 x 1O-4mol Ca2+/ 100g 

H20)도 결정질 탄산칼숨보다 훨씬 높다. 또 실온에서도 습도 20-30% 상태에서는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용액에서 침전시키면 용해， 석출과정에 의해 결정화되고 탄산칼슐의 다형제 

어가 가능해진다. 비정질 탄산칼숨이 침전되는 용액의 

화시켜 EJ.까‘ 
2. 1 전이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 탄산칼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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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pH 및 MgCI2 농도등의 조건을 변 

다형(칼사이트， 바테라이트， 아라고나이 



nl 。 까，，' 
E늘 T 자 단독상을 쉽게 트) , 탄산칼숨의 수화물(일수화물， 육수화물) 및 염기성탄산칼슐 둥의 

다 또한 이들 탄산칼숨의 형상 및 입경제어도 가능하다 

비정질탄산칼숨은 O.C 에서는 

등의 아라고나이트 

경우에는 유지한 

바테라이트， 80.C 에서는 

1시간 수용액안에서 소정온도의 

칼사이트， 40.C 에서는 
탤
 CaC03 . 6H20, 20.C 에서는 

단독형태를 얻을 수 있다 

예를 

인산칼숨(Ca3(P04)2. nH20 , ACP)의 합성과 구조제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산이수소 

칼슐(Ca(H2P04)2 . H20 , MCP)의 가수분해반응은 일반적으로 (1) - (3) 의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님1 ;;셔 ;ζ1 
r 0 2 

. (1) H 20 • CaHP04 . 2H 20 (DCPD) + Ca(H 2P04)2 . H 20(MCP) 

잉
 

( 
l1H 20 + 8CaHP04 . H 20 (DCPD) • Ca8H2(P04)6 . 5H zO (OCP) 

17H20 + 6H 3P0 4 十5Ca8Hz(P04)6 . 5H zO (OCP) • 4Ca lO (P04)6(OH)z (HAp) 

(3) 

MCP는 물 존재하에서는 H3P04를 유리시키고 인산-수소칼숨 이수화물mCPD) 및 인산 8 칼 

숨(OCP)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히드로키시아파타이트(HAp)로 되며， 이 때 암모니아수 

MCP 수용액에 암모니아 수 있다. 이에 이용하여 pH를 급상승시키면 가수분해를 촉진시킬 

가수분해하여 Ca!P 원자비 

e -E프 
갖는 ACP를 ;ζ 서 。

.:.J- - Ó2 광범위한 1.25- 1.57의 떨어뜨려 급격히 가- e 
T듣r 

60-구상응집체(비표면적 미립자의 정도인 0.05-0.20μm 입경이 ACP는 이 있다. 

70m2/g)이다， 

ACP의 

까‘ 
T 합성할 

pH와 소정의 나타낸 것이다. ACP를 모식적으로 대하여 구조제어에 의한 결정화에 

온도와 pH가 높을 때는 HAp, 온도가 낮을 때는 수용액 안에서 12시간동안 침전시키면 온도의 

(Ca3(P04)2 . ßH20) , 또 온도가 25-60.C 이고 pH가 4-8일 때는 DCPP， OCP로 결정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ACP를 출발원료로 하여 필요에 따라 임의로 구조제어한 각종의 인산칼숨을 합성할 수 

있게 된다， 

3. 분체 특성 

칼슐화합물계 재료는 분체입자를 원료로 하여 이를 bulk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 

체적인 용도를 두고 소재를 입자설계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의 가능， 조성， 입경， 형상， 표 

면 및 구조 등을 가능한 정밀하게 제어할 것이 불가결하다. 

따라 요구되어지는 성능을 구체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 

선정 장치를 순위를 결정하여 우선 맞는 원료를 선정하고 입자설계 내용의 

사용조건등에 

해서는 사용목적에 

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 

칼슐화합물계 재료의 

입자설계와 반응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칼슐화합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이고 간편한 수용액에 의한 용해 · 석출과정에 의해 제조되거 있으며 반응 

요구를 특시 사용자의 

인자를 비교적 용이하게 제어할 수가 있다. 또 칼슐 

칼슐 두어야 한다， 이해해 좌우되는가를 어떤인자에 의해 

29 

조절함으로써 입자설계의 

원료입자의 화합물계 재료의 성능이 

조건을 정밀하게 



중요하 것이 명확하게 하는 제어내용을 입자설계의 있어서는 개발에 소재나 재료의 화합물계 

다 

입경과 며
」
 

들
 

없어진다. 예를 

다량으로 소비되고 

특성이 따라 입자 하나하나의 넓어짐에 분포폭이 입자 형상의 

있는 탄산칼슐에서는 

가장 우선시된다 

그러나 치약의 경우에만은 첨소기제로서 20-60% 배합되어 있는 인산칼숨， 탄산칼슐 등으로는 

이를 닦을 수 없으며 고청정화하기 위해서는 입도분포폭이 있는 입도의 배합이 

균일한 구상의 미세입자인 것이 이상적이다. 

충전제로서 등의 형상의 제어는 고무， 플라스틱， 종이 

중요하다.특히 

장점은 고순도， 고밀도로서 용적이 작은 

주류를 점해 왔으나 비정질상태에서는 용도에 따른 성분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 

단순한 장점이 있어 비정질 칼숨 화합물은 입자설계의 신소재로서 

점으로 지금 것의 획득하는 결정질상태에서 

소재가 고순도로서 

소재를 

까지 재료의 

역할 고 더구나 제조과정이 

잘혐 방법 

이 있다. 

제4절 

1. 시약 및 설험장치 

사용된 CaCI2, Na2C03는 Junsei Chem. Co. Ltd의 일급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첨가제로 투입되는 glutamic acid monosodium salt도 위와 같은 일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수용 

본 실험에서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액을 만들기 위해서 

반응기는 pyrex로 제작된 2 

e 용기었으며， 온도조절을 위해 water bath를 사용하였으며， 400 rpm으로 교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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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장치의 대략도를 나타내었다. 



3 

4 
5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1) motor (2) stirr 
(3) thermometer (4) be따ær 
(5) water bath 

2. 설험방법 

구형 바테라이트를 합성하기 위해서 CaCb, NazC03의 몰변화를 0.1, 0.25, 0.5mole/ e , 반응수 
용액의 온도변화를 10, 20, 30, 40'C , 바테라이트로의 결정전이를 둡는 물질로 알려진 Glutamic 

acid monosodium salt를 첨가하여 반응시켜 보았다. 

반응기에 온도조절된 CaCIz, NazC03 수용액을 1:1 부피비로 혼합 한후， 혼합된 수용액은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400rpm으로 교반시켜 결정을 침전시켰다. 이렇게 반응하는 동안 

pH를 측정하였으며， 침전상은 신속하게 여과시킨후， 70'C 의 진공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후 

SEM과 XRD를 측정하여 상을 관찰하였다. 

제5절 잘험 결과 

1. 수용액의 온도변화 

CaCb, NazC03 분말을 각각 0.1, 0.25, 0.5 mole/ e 의 수용액을 만든후， 10, 20, 30, 40 'c 로 온 

도조절시켜서 얻은 SEM 사진 결과이다. 

Fig. 2-3은 O.1mole/ Q CaCIz-O.1mole/ Q Na2C03의 반응에서 온도변화의 SEM 및 XRD 결과이 

다. SEM 관찰결과， lO 'C , 20'C 에서는 구상의 바테라이와 능면체 칼사이트상들이 혼재되어 있 

었으나， 30'C 에서는 구형의 바테라이를 얻었으며， 40'C 에서는 바테라이트상들이 웅집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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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였다. 

온도변화의 SEM 및 XRD 결과 

혼재되 칼사이트상들이 능면체 

반응에서 

바테라이상과 소량의 SEM 관찰결과， 20'C 에서는 구상의 

어 있었으나， 30'C , 40'C 에서는 구형의 바테라이를 얻었다. 

Fig. 4-5는 0.25mole/ Q CaCIz-O.25mole/ Q Na2C03의 

이다. 

온도변화 결과이다. SEM 관찰결 

바테라이트를 구형의 

반응에서 

칼사이트상들로 얻었으며， 30'C 에서는 

응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다. 

Fig. 6-7은 O.5mole/ Q CaC!Z-0,.5mole/ Q Na2C03의 

과， lO 'C , 20'C 에서는 

얻었으며， 40'C 에서는 바테라이트상들이 

능변체 모두 

비
 

ι
 
I , ‘ 
、(a) 

(d) (c) 

formed by compounds Fig. 2 SEM photographs 
different Temperature 
at 0.1-0.lmole/ .e CaClz- Na2C03 solution during lhr. 
Temp. : (a) 10, (b) 20, (c) 30, (d) 40t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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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XRD patterns of calcium carbonate fonned 

various temperature 

CaClz, Na2C03 : 0.1 mole/ .e 
(a) 10, (2) 20, (3) 30, (4) 40 'C 

Reaction time : (a) , (b) , (c), (d) ; lh 

Stirring : 400rpm 

C : Calcite, V : Vat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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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비
 

( 

(d) 

Fig. 4. SEM photographs of calcium carbonate compounds formed by 
different Temperature at 0.25-0.25mole/ .e CaC}z-NazC03 
solution during lhr. 
Temp. : (a) 10, (b) 20, (c) 30, (d) 40 'C 

-34-



(a) 

V 
V V 

C (b) 

>‘

• m 
Z 
@i 

I 

(c) 

V 
V V 

(d) 

V 
V 

20 30 40 50 60 

28 

Fig. 5 XRD patterns of calciurn carbonate forrned 

various ternperature 

CaClz, Na2C03 : 0.25 rnole/ ~ 

(a) 10, (2) 20, (3) 30, (4) 40 't 

Reaction tirne : (a) , (b) , (c), (d) ; 1h 

S tirring : 400rprn 

C : Calcite, V : Vat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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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비
 

/ 
1 
l 

、

(d) 

Fig. 6 SEM photographs of calcium carbonate compounds formed by 
different Temperature at 0.5-0.5mole/ .e CaCb-Na2C03 solution 

during 1hr. 
Temp. : (a) 10, (b) 20, (c) 30, (d) 4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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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RD patterns of calcium carbonate formed 

various temperature 

CaCb, Na2C03 : 0.5 mole/ .e 

(a) 10, (2) 20, (3) 30, (4) 40 'C 

Reaction time : (a) , (b) , (c) , (d) ; lh 

S tirring : 400rpm 

C : Calcite, V Vaterite 

? 

ι
 



이러한 실험 결과를 Table l.에 나타내었다. 

Table 1. 온도와 몰변화에 따른 탄산칼슐 다형의 생성 

몰앓꽤앓흔~ lO 'C 20'C 30'C 40'C 

0.1 C, v C, v V V, c 

0.25 C V, c V V 

0.5 C, v C, v V, c V 

이처럼 농도변화와 온도변화를 시켜줌으로써 구형의 바테라이트를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표에서 보듯이 0.25mole/ R 의 30, 40'C 에서 대부분 구형의 바테라이트상을 얻을 수 있었다， 

SEM 관찰결과로 2-5μm 크기의 입자를 얻었는데 이런 정도의 입자 크기는 산업적으로 이용되 

는 필러로써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Glutamic acid monosodium salt 첨 가시 

본 실험은 CaClz, NazC03 분말을 각각 0.5 mole/ R 의 수용액을 만든 후， 상온에서 glutamic 

acid monosodium salt를 10, 20, 30, 40g을 첨가하여 1시간동안 반응시킨 결과를 Fig. 8-9에 나 

타내었다 SEM 사진 결과， 모든 실험에서 구형의 바테라이트를 얻었으나， XRD 결과로는 

glutamic acid monosodium salt를 20-30g 첨 가된 반응에 서 칼사이 트 피 크가 없는 바테 라이 트 

단일상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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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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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8 SEM photographs of calcium carbonate compounds formed by 
added amount of glutamic acid monosodium sa1t at 0.5-0.5mole/ 
.e CaCh-Na2C03 solution during 1hr. (a) 10, (b) 20, (c) 30, 
(d) 40g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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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XRD patterns of calcium carbonate fonned by additive 

CaClz, Na2C03 : 0.5 mole/ .e 
Additive : glutamic aeid monosodium salt 

(a) 10, (2) 20, (3) 30, (4) 40g 

Reaction time : (a) , (b) , (c), (d) ; lh 

Stirring : 400rpm 

C : Calcite, V : Vat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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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결론 

1. 수용액의 볼변화， 0.25, 0.5mole/ t , 온도변화 30't에서 약 2-5pm정도 크기의 구형 바테 

라이트를 합성하였다. 

2. SEM 관찰 결과， 온도가 40't로 증가하면， 구형의 바테라이트 업자들이 서로 각각 뭉쳐 

져서 구형의 업자는 관찰되지 않았다. 

3. pH 측정시， pH 10.5 -10.8범위에서 바테라이트가 주로 합성되는 것이 검토되었다. 

4. 수용액에 Glutamic acid monosodium salt를 20-30g 첨가시킨 반웅에서 XRD 결과 칼 

사이트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 구형의 바테라이트 단일상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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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 능성 티 탄 산화물 제 조 및 활용 연 구 

제 1 절 셔 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석탄이나 기름을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 및 공장 둥과 같이 고정 

원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이 전체의 60%를 넘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둥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질소산화물 배출 원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 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처리 방법은 주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촉매 (Ti02 90 wt.%, 

W03+V205 : 10 Wt.%)가 주로 이용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화력 발전소에는 질소 산화물 제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시급한 문제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SCR 촉매에 대한 연구는 촉매 담체로 안료용 Ti02에 활성 물질을 담지시켜 촉매 

능을 측정한 정도로 아직 기초 단계에 불과하며， 모률 제조나 담체용 Ti02 제조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안료용 Ti02는 비표면적이 작고 밀도가 높으며 성형 및 소성 후 기계적 

강도가 약해 촉매 담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금년도는 본 연구의 1차 연도로 연구 목표 

는 SCR 촉매 담체로서 적합한， 즉 기공이 잘 발달되어 비표면적이 크고， 성형성이 우수한 Ti02 

분말 제조 공정을 확립하는데 있다. 

1차 연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발 원료로는 일메나이트 침출액과 황산법에서 얻어지 

는 가수분해 슬러리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일메나이트 침출액으로부터 암모니아로 중화하여 얻 

은 시료를 Ti02-A, 황산법에서 얻어지는 가수분해 슬러리를 암모니아로 중화하여 얻은 시료를 

Ti02-C , TiOz-C를 다시 황산에 녹여 암모니아로 중화하여 얻은 시료를 Ti02-B로 하여 반응 

변수(최종 pH, 중화 온도)에 따른 특성을 조사(XRD， BET, STEM etc.)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 

한 Ti02의 촉매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 제조한 세종류 Ti02 분말과 시판되는 

안료용 Ti02 분말에 활성 물질을 담지시켜 촉매의 비표면적을 비교 검토하였다. 

제 2 절 질혐방법 

1. 원료 

본 연구에서는 NOx 제거용 Ti02 담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한국티타늄(주)의 산화티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티타닐(TiOS04) 용액과 가수분해 공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티탄 슬러 

리를 출발 물질로 하였다 황산티타닐 용액의 조성은 Table 4-1 에 나타내었다. 황산티타닐 용액 

은 Ilmenite (FeTi03)의 황산 침출용액으로부터 황산철의 일부를 정출 제거한 것으로， Ti의 함 

유량은 14.2wt%였고 철을 비롯한 다량의 불순물이 존재하였다. 이 황산티타닐 용액을 가수분해 

하여 세정하면 상당히 정제된 이산화티탄 슬러리가 얻어지게 되고， Table 4-2는 이 이산화티탄 

슬러리를 105 0C 에서 건조한 후 불순물들에 대한 조성분석을 행한 결과이다. 이산화티탄 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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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유황성분이 약 2.8% 존재하였고 건조된 Ti02는 Anatase형을 나타내었다. 

Table 4- l. Contents of TiOS04 solution. 

Table 4-2. Contents of impurities on Ti02 slurry. 

2. NOx 제거용 Ti02 담체 제조 방법 

가. 황산티타닐 용액 (TiOS04)으로부터 Ti02 담체 제조 

황산티타닐 용액을 암모니아수로 중화하여 무정형 이산화티탄을 제조하였다. 황산티타닐 

용액 200me를 취 하고 약 400rpm의 속도로 교반하면서 25% 암모니 아수를 투여 하여 pH 9 까지 

중화하였다. 중화 후 생성된 메타티탄산[TiO(OH)z] 슬러리는 전기전도도가 2mS까지 경사법으 

로 세정한 후 여과 건조(105'C)하였다. 얻어진 Ti02는 BET, XRD, SEM-EDX에 의해 물리적 

특성평가가 행하여졌고， 촉매활성 물질의 담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여기에서 

얻어진 이산화티탄을 편의상 Ti02-A로 표기하였다. 

나. 가수분해 슬러리로부터 Ti02 담체 제조 

가수분해 슬러리 중에는 약 2.8%의 유황성분이 존재하므로 25%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pH 8까지 중화한 후 105'C 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Ti02 (Anatase형) 150g을 취하고， 황산 414 

mQ와 증류수 100mQ로 용해하였다. 용해 시 교반속도는 400rpm으로 하였고 가열온도는 170-18 

O'C 로 하였다. 용해의 종료는 황산티탄[Ti(S04}z]이 형성되어 용액이 고화되는 시점으로 하였다. 

얻어진 황산티탄은 냉각 후 증류수 300mQ에 재 용해하여 위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중화， 세정， 

건조를 행하였다. 얻어진 Ti02는 촉매활성 물질의 담체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얻어진 이산화 

티 탄은 Ti02-B로 표기 하였다. 

또한， 가수분해 슬러리를 중화， 건조하여 얻어지는 Ti02 (Anatase형)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검토하였고， 촉매활성 물질의 담체로 사용하였다. 이 이산화티탄은 Ti02-C로 표기하였다. 

3. 촉매 재조 

앞 절에서 제조한 세 가지 원료와 시판되는 안료용 Ti02 등 네가지 시료에 대하여 탈질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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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 Process Flow Chart of Catalys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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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체로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탈질 촉매를 제조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탈질 

촉매의 조성으로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CR 촉매와 같은 조성 즉 무게비가 Ti02 

WO:l : V205 = 90 : 9 : 1로 하였다. 

Fig. 4-2은 촉매 제조 방법을 표시한 것이다. 1급 시약인 NH4V03과 5(NH4hO . 12W03 . 

5H20을 각각 1O.23g , 1.3g을 100m~의 초순수에 4g의 옥살산과 함께 녹인다. 고른 담지를 위하여 

이 슬러 리를 교반하면서 증발 건조하여 크기가 25# - 35#인 과립으로 제조하였다. 이 렇게 제조 

한 촉매는 바나륨의 환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소 중에서 500.C 로 소성하였다. 

Ti02 

Fumed 

silica 

NH4V03 5(NH4 )zO . 12W03 . 5H20 

Dissolution in oxalic 

-->1 Granulation(-25 - +35) 

Calcination(500.C ,12hr 

in air) 

V205-WO녕Ti02 

Fig. 4-2. Process Flow Chart of Catalyst Preparation 

제 3 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TiOz 담체 제조 

가. 중화반웅시 TiOz의 생생 pH에 따른 특성변화 

Table 3은 중화반응 과정에서 얻어지는 Ti02-A , B 및 C의 비표면적 및 평균입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Ti02-P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안료용 Ti02 (Rutile형)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조된 Ti02의 특성과 비교 검토하고자 그 특성을 표기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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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A와 B의 평 균입도는 중화반응 후 건조전인 하이드로겔(hydrogeI) 상태의 것을 측정한 결 

과이다 

Table 4-3. Surface area and average diameter of Ti02 generated at various pH. 

\ Surface Area (mι/g) Ave. Dia.(μm) 

pH 5 pH 6 pH 7 pH 8 pH 9 (at pH 8) 

Ti02-A 270.1 310.2 336.7 393.5 348.3 34.0 

Ti02-B 250.6 290.5 320.7 344.2 339.5 38.1 

Ti02-C 230.6 0.8 

Ti02-P 16.9 0.6 

경향 따라 증가하는 비표면적은 pH가 증가함에 rl 。
' d π-얻어지는 Ti02-A와 B의 중화반응에서 

이산화티탄은 Ti02-A이 가장 큰 나타내었다. 비표면적이 값을 나타내었고， pH 8에서 최대 

었고， 안료용으로 시판되고 

..Q.. 
E 

약 23배 , Ti02-B는 약 20 

중화반응에 

중화반응에 

비표면적보다 Ti02-A는 있는 Ti02-P의 

얻어지는 

생성된 

의해 

의해 

한편， 평균입경은 

Ti02-A와 B의 쪽이 Ti02-C와 P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Ti02-A와 B가 결정화되지 않고 하이드로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타났다 것으로 14배 。t

「Ti02-C는 

나타낸 것이다. pH가 낮 분석결과를 

존재하는데， pH의 증가에 

무정형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H 8 이상에서 는 

회절선의 따라 

Fig 4-3은 Ti02-A에 대 한 Ti02 생 성 pH별 X선 회 절 

회절선이 Ti02의 anatase형 broad한 곳에서는 ..Q.. 
~ 

broad화는 점점 커져 생성 Ti02-A는 거의 

비표면적을 증가시 Ti02-A의 무정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무정형화가 생성 거의 같은 정도의 

이 경우에 도 분석결과이다. X선회절 대한 pH별 Ti02-B에 판단된다 Fig 4-4는 것으로 키는 

비표면적이 Ti02의 생성 인하여 무정형화가 진행되었고， 이로 Ti02의 생성 증가에 따른 pH의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성온도에 따른 특생변화 나. Ti02의 

사 고온(300 - 500 "C)에서 목적으로 하는 Ti02 촉매는 NOx 제거를 배기가스로부터 발전소 

물리적 의한 Ti02 담체의 온도상승에 대하여 연구에서는 제조한 Ti02에 보 
~ 용된다.따라서 

시간은 3시간으로 

변화을 나타낸 것 

변화시켰고， 소성 

온도 변화에 따른 비표면적 

850"C 까지 

하였다. Table 4-4는 Ti02-A, B, C 및 P의 

이다. Ti02-A와 B는 ph 8까지 중화하여 얻은 시료로 소성 실험을 행하였다. 

온도는 200 "C 에서 

λ서 
」一 。

까、 λ서 
..J- 。조사하였다. 변화를 성 

다른 감소하였 다. Ti02-B는 따라 비표면적은 

증가에 따른 비표면적의 감소율이 

증가에 온도의 및 P 모두 소성 Ti02-A, B, C 

시료와 비교하여 이상에서 는 

증가와 함께 

크게 나타나 500"C 

온도의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성 

” 
인
 

값을 

온도의 

Ti02-C보다도 비 표면 적 이 더 작은 

소성 



Ti02의 결정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4. Surface area of Ti02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 

(m’jg) 

Cad ~e1、n、 T SeammPpFle、s Ti02 -A Ti02 -B Ti02 -c Ti02 -p 

200.C 393.5 344.2 230.6 16.9 

300.C 340.7 212.3 168.5 15.4 

500.C 185.8 76.1 85.9 13.9 

700.C 38.2 21.9 34.4 11.7 

850.C 8.2 3.0 7.92 8.24 

Fig 4-5는 Ti02-A에 대한 소성온도별 X선회절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성온도의 상 

승과 함께 결정성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정화 시작온도는 500.C 부근으로 판단된 

다. 소성온도 500.C 에서 나타나는 결정은 Fe2Ti05로， 이것은 Ti02-A 중에 불순물로 존재하던 

Fe와 일부의 Ti02가 반웅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Fe2Ti05의 합성반응이 완료된 700.C 에서는 

Rutile형 Ti02와 소량의 Anatase형 Ti02가 형성되었으며， 이 소성온도에서는 Rutile형 Ti02의 

제일 피크강도가 F~Ti05의 제일 피크강도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Fe2Ti05의 결정 량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소성온도 850.C 에서는 좀더 결정성이 향상되었고 Anatase형 Ti02가 Rutile형 

Ti02로의 전환량이 많아져 Rutile형 Ti02의 제일 피크강도가 Fe2Ti05의 제일 피크강도보다 크 

게 나타났다. Fig 4-6은 Ti02-B에 대한 소성온도별 X선회절 분석결과이다. 300.C 이전에서 이 

미 결정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형성된 Ti02 결정은 Anatase형이었 

고， 소성온도의 상승과 함께 결정성도 향상해 갔다. 그러나， 소성온도가 850.C 가 되면 대부분의 

Anatase형 Ti02는 Rutile형 Ti02로 전환되었다 Fig 4-7은 Ti02-C에 대한 소성옹도별 X선회절 

분석결과이다. 가수분해 슬러리인 Ti02-C는 생성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성을 갖고 있는 

Anatase형 Ti02로， 소성에 의해 결정성은 향상되었으나， 소성 온도를 850.C 까지 상승시켜도 

Ti02-A 또는 B와 같은 상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X선회절 분석결과로부터， 소성 

온도 상승에 의한 Ti02 담체의 비표면적 감소는 Ti02의 결정화에서 기인됨을 확인할 수 있었 

고， 또한 Ti02의 형성과정이 소성시의 결정화 메카니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Ti02-A가 다른 Ti02들과 비교하여 고온에서 높은 비표면적을 유지할 수 있 

었던 것은 Ti02-A 중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Fe가 Ti02의 결정화를 지연시킨 결과라고 생각된 

다. 

2. 촉매 제조 

Table 4-5.는 Ti02 분말에 V205와 W03를 담지시킨 후 500.C 로 소성시킨 촉매들의 비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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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다. 순수한 TiOz의 경우와 비교하여 TiOz -A와 TiOz -c는 비표면적이 약간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TiOz -B 는 약간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iOz -A와 TiOz -c의 비표면 

적이 감소한 이유는 담지되는 VZ05와 W03가 미세한 기공들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크고， TiOz -B의 경 

우에는 기공들의 크기가 커 기공을 막는 효과보다는 VZ05와 W03가 피복되어 TiOz 결정 성장 방해 

로 인한 비표면적 감소가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4-5. Surface Area of Catalysts 

( m'jg ) 

\\Cakin S Taemmmp1Fes、 TiOz -A TiOz -B TiOz -c TiOz -p 

5oo.C 48.4 92.4 54.6 13.06 

제 4 절 결 론 

1 일메나이트 침출액(한국티타늄) 및 가수분해 슬러리(한국티타늄)를 황산에 녹여 제조한 황 

산티타늄 암모니아 중화에 의하여 제조한 ortho 및 meta 티탄산으로 비표면적이 300 - 400 m2/ 

g 정도인 비정질 티탄산화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일메나이트 침출액으로부터 제조한 시료 

가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였는데 이는 최종 산물중에 존재하는 불순물( Fe, Mn etc.)에 의한 결 

정화가 방해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가수분해 슬러리를 암모니아 중화한 후 세정에 의하여 200 mZj g 정도인 티탄 산화물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제조 단가 면에서 저렴하여 상업 생산에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 

다.(SCR 제조용 시판 TiOz비표면적은 80 - 90 mZj g) 

3. 중화 공정에서 제조한 최종 산물 중의 황산 이온 농도는 비표면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는 최종 pH가 7 - 8, 세정은 7 - 8 회 이상으로 하여 여과액의 전기 전도도 

가 2 - 3 μS 이하일 때 가장 비표면적이 넓은 티탄산화물을 제조할 수 있었다. 

많
 



제 5 장 귀금속 분말 제조 및 활용연구 

제 1 절 금분말 제조질험 

금은 고가인 금속이므로 회수율을 고려하여 금분말 제조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금속분말 제조법 중 입도 및 입형의 조절이 가장 용이하며 귀금속 분말 제조에 범용으로 적용되 

고 있는 환원석출법을 적용하여 금분말 제조실험을 행하였다. 금분말 제조시 환원율의 제고와 입도 

및 입형을 제어하는 주된 인자(factor)는 @ 환원시간，(2) 염화금산의 농도，@ 환원제 종류와 농도， 

@ 환원반응 온도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1. 환원시간의 영향 

환원제로 선정한 Hydrazine, Forrnaldehyde 및 Sodium Sulfite를 사용하여 금화합물인 염화금산 용 

액으로 부터 금분말을 제조할 때에 최적 환원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환원시간 변화에 대한 금의 환 

원율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Fig. 5-1 , 2 및 3에 나타내었다. 

Fig. 5-1의 결과에서 Hydrazine을 환원제로 사용하였을 때에 환원시간 10분에서 금의 환원율은 75% 

이었으나 환원시간이 증가하여 20분인 경우에는 93%로 상승하였으며 환원시간 30분 이상에서는 대부 

분 금분말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2의 결과에서 환원제로 Forrnaldehyde를 사용하였을 때 

금분말이 완전히 환원되는 시간은 40분으로 Fig. 5-1에서의 Hydrazine을 환원제로 사용하였을 때 보 

다 환원속도가 느림을 알 수 있다. Fig. 5-3의 결과에서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금분말 

을 제조하였을 때에는 환원시간 10, 20, 30분에서의 환원율은 각각 31% , 63%와 82%로 단위시간 당 

환원속도는 느림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들로 부터 단위시간 당 환원속도는 유기 환원제인 

Hydrazine, Forrnaldehyde이 무기 환원제 인 Ferrous Sulfate, Sodium Sulfite 보다 빠름을 알 수 있으 

며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금분말을 제조할 때 고가의 금을 완전히 환원하여 회수하여야 하므로 

환원시간의 결정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환원제인 Hydrazine, Forrnaldehyde 및 Sodium 

Sulfite를 사용한 금분말 제조조건 변화에 따른 금의 환원율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금이 완전히 환원하기 위한 환원시간을 각각 Hydrazine~ 경우에는 30분， Formaldehyde인 경우에는 

40분 및 Sodium Sulfite인 경우에는 50분으로 고정하였다 

2. 영화금산 농도의 영향 

Fig. 5-4, 5 및 6은 Hydrazine, Forrnaldehyde 및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염화금산 용 

액을 환원하여 금분말을 제조할 때 염화금산 농도변화에 대한 금의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Fig. 5-4의 결과에서 환원제로 Hydrazine을 사용하였을 때 염화금산 농도가 5g/ Q, lOg/ e 
인 경 우에 는 완전히 금은 환원되 었으나 염 화금산 농도가 15, 20, 25, 및 30g/ e 로 증가함에 금의 환원 
율은 86, 74, 67, 59%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 농도의 첨가한 환원제의 

양에 비하여 염화금산의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의 환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염화금산의 농도와 환원제 첨가량의 비율을 조정하여야만 한다. Fig. 5-5는 F orrnaldehyde를 환원제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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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을 때 염화금산 농도변화에 대한 금의 환원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금의 환원율은 

Hydrazin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금의분말을 제조하였을 때와 같이 염화금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의 환원율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 고 있으나 감소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Fig. 5-6은 Fig. 5-5와 동 

일한 조건으로 농도가 0.2mol/ Q ~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금분말을 제조하였을 때의 

염화금산 농도변화에 대한 금의 환원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염화금산 농도가 lOg/ Q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금은 환원되었으나 염화금산의 농도가 15, 20, 25, 30g/ Q 로 증가할 수록 금의 환원율은 각 

각 77, 67, 60 및 49%로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3. 환원제 농도의 영향 

금분말 제조시 최적 환원제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원제로 사용한 Hydrazine, Formaldehyde 

및 Sodium Sulfite의 농도변화에 대한 환원율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들 결과를 Fig. 5-7, 8, 9에 나 

타내었다， 

Fig. 5-7은 환원제인 Hydrazine 농도를 0.05mol/ Q 에서 O.4gmol/ Q 까지 변화하였을 때에 환원제의 

농도 증가가 금의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Hydrazine 농도가 0.05mol/ Q 인 경우에는 

금의 환원율은 83%이었으나 O.lmol/ Q 이상에서 부터 대부분의 금은 완전히 환원되었다 Fig. 5-8의 

Formaldehyde를 환원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원제의 농도가 0.05, O.lmol/ e 일때에 금의 환원율은 68, 

85%이었으며 0.2mol/ Q 이상에서는 금의 환원은 100%에 도달하였다 그림 5-9는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금분말을 제조하였을 때의 Sodium Sulfite 농도변화에 대한 금의 환원율과의 관계 

를 나타것으로 이 경우에도 Sodium S비fite 농도 증가에 따른 금의 환원율은 환원제로 Formaldehyde 

을 사용하여 금분말을 제조하였을 때와 거의 비슷하나 다만 환원제의 농도가 0.2mol/ Q 이하에서만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결과로 부터 금의 환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Hydrazine을 환원 

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원제 농도를 O.lmol/ Q, Formaldehyde와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환원제 농도를 0.2mol/ Q 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환원온도의 영향 

Hydrazine, Formaldehyde 및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염화금산 용액을 환원하여 금분 

말을 제조할 때에 환원온도의 변화가 금의 환원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 5- 10, 

11 및 12에 나타내었다. 

Fig. 5-10에서 Hydrazine을 환원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원온도 증가에 대한 금의 환원율에 변화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환원온도 25.C 에서 부터 대부분의 금은 환원석출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Hydrazine이 산화환원 전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환원제 보다 환원력이 크기 때문이다 Fig. 

5- 11은 환원제로 Formaldehyde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로 환원온도 25.C 에서의 금의 환원율은 26% 

이었으나 환원온도가 35.C 로 상승하는 경우 금의 환원율은 65%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환원온도 45 .C 

이상에서는 금은 완전히 환원되었다. Fig. 5-12는 농도가 0.2mol/ e ~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 

용하여 금분말을 제조하였을 때의 환원온도 변화에 대한 환원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환원온도 

25.C 에서의 금의 환원율은 60%이었으나 환원온도가 35.C 이상으로 상승하면 금의 환원반응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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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완전히 환원되었다. 이들 결과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같이 환원석출법을 적용하여 금분말 

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하는 환원제의 종류에 따른 최적 환원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Hydrazine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분말 제조시 산화환원 전위가 높아 환원온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금의 환원석출이 가능하나 Forrnaldehyde와 Sodium S비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금분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금의 환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원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제 2 절 금분말의 특성조사 

환원석출법으로 각 조건하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환원석출된 산물의 X 선 

회절분석에 의한 성상 조사， 입도분석에 의한 업도분포 조사， 전자 현미경 분석에 의한 입형조사， 비 

표면적 측정 및 제조한 금분말의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1. x-선 회절분석 

각 조건에서 환원석출한 생성산물을 x- Ray 회절분석에 의한 성상을 조사한 결과를 Fig. 5-13, 14 

및 15에 나타내었다. 

Fig. 5-13은 Hydrazine 농도 O.lmol/ Q , 염화금산 용액의 농도 lOg/ Q , 환원온도 25'C ，환원시간 30분 

인 조건에서 환원반웅시 석출된 생성산물의 x-선 회절분석 결과， Fig. 5-14는 환원제인 

Forrnaldehyde 농도 O.2mol/ Q , 염화금산 용액의 농도 lOg/ Q , 환원온도 45'C , 환원시간 40분 조건에서 

환원석출한 생성산물의 x-선 회절분석 결과， 그림 4-25는 환원제로 Sodium Sulfite 농도 0.2mol/ e , 
염화금산 용액의 농도 lOg/ Q , 환원온도 35'C , 환원시간 50분， 염화금산 용액의 농도 lOg/ Q , 환원온도 

35'C 조건하에서 환원석출한 생성산물의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이들 결과로 부터 환원석출법으로 

각 조건하에서 Hydrazine, Forrnaldehyde 및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환원석출한 생성산 

물의 성상은 모두 금의 peak가 뚜렷이 나타고 있어 생성산물은 금으로 확인되었다 

2. 입도분포 및 입형조사 

환원석출법을 적용하여 Hydrazine, Forrnaldehyde 및 Sodium S바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각 조건 

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입포분포 및 입형 조사결과를 Fig. 4-16, 17, 18 및 Photo. 5-1 , 2, 3 에 나타내 

었다 

Fig. 5-16과 Photo. 5-1은 Hydrazine 농도 O.lmol/ Q , 염화금산 용액의 농도 10g/ Q , 환원온도 25'C , 

환원시간 30분인 조건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입도분포와 입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조건하에서 제조 

한 금분말의 평균입도는 2.80μm로 입도분포 범위는 0.1μm 부터 27.7μm 까지 분포폭이 넓으며 입형은 

대부분 불규칙한 판상형과 구상형의 금분말이 비슷한 비율로 혼재되어 있다. Fig. 5-17과 Photo. 5-2 

는 Forrnaldehyde 농도 0.2mol/ Q , 염화금산 용액의 농도 lOg/ Q , 환원온도 45'C , 환원시간 40분인 조 

건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입도분포와 입형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 경우에는 금분말의 평균입도가 3.16 

μm로 입도분포 범위는 O.lμm 부터 38.lμm 까지로 Fig. 5-16의 조건하에서 제조한 금분말 보다 평균입 

도가 증가하였고 또한 입도분포 폭도 증가하였으며 입형은 대부분의 육각 판상형과 구상형의 금분말 

이 혼재되어 특정입단으로의 입도분포와 입형이 제어되지 않았다. Fig. 5-18과 Photo. 4-3은 Sodium 

- :ï 7 • 



30 

Fig. 5-13. Hydrazin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 

30 40 50 60 70 60 

Fig. 5-14. Fonnaldehyd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 

30 40 50 60 70 60 

Fig. 5-15.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x-선 회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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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7. Formaldehyde를 환원제로 사용 
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입도분포 

Hydrazine를 환원 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입도분포 

Fig.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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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1. Hydrazin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SEM 사진 

'0 
‘-

Fig. 5-18.' ?od.iun;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 
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업도분포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 
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SEM 사진 

Photo. 5-3. 

m 

씨
 

환원제로 사용하여 
SEM 사진 

Photo. 5-2. Formaldehyde를 
제조한 금분말의 



Sulfite 농도 0.2moI/ ~， 염화금산 용액의 농도 lOg/ ~ , 환원온도 35t , 환원시간 50분인 조건으로 제조 

한 금분말의 입도분포와 입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조건하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평균입도는 0.60때 

로 입도분포 범위는 O.l fl1l1 부터 2.41fl1l1 까지로 분포폭이 매우 좁으며， 이 때에 환원석출된 금분말의 

입형은 대부분이 균일한 구상형으로 Hydrazine 및 Formaldehyde, Hydroquinone를 환원제로 사용하 

여 금분말을 제조하였을 때 보다 입도분포와 입형이 제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로 부터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평균입경이 1μm 이내이고 입도분포 폭이 비교적 좁으며 입경이 

균일한 구상형의 금분말의 제조가 가능함올 알 수 있다. 

Fig. 5-19, 20, 21 , 22과 Photo. 5-4, 5, 6, 7에는 염화금산의 농도 lOg/ ~ , 환원온도 35.C , 환원시간 

50분인 조건하에서 환원제인 Sodium Sulfite 농도를 O.lmoI/ ~ 에서 O.4moI/ ~ 까지 변화하여 금분말올 

제조하였올 때에 Sodium Sulfite의 농도 증가가 환원석출한 금분말의 입도분포 및 입형에 미치는 영 

향올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Sodium Sulfite 농도가 O.1 moI/ e 인 경우에 환 
원석출한 금분말의 평균업도는 0.42μm로 입도분포는 0.15μm에서 부터 2.30fllll 까지 범위에서 분포되어 

분포폭이 좁으며 입형은 대부분이 매우 분산이 잘되어 있는 균일한 구상형으로 환원석출 되었으며 

Sodium Sulfite 농도가 0.2moI/ e 인 경우에는 평균입도 0.60μm ， 입도분포 범위는 0.1μm에서 부터 2.41 

μm 까지로 분포되어 있는 구상형의 금분말이 석출되었다. 또한 Sodium Sulfite 농도가 0.3moI/ e 인 경 
우에는 평균입도 3.18띠1으로 증가하였으며 입도분포 범위는 0.14때 부터 18.1때l 까지로 분포폭이 넓 

어졌고 구상형의 금분말이 웅집한 상태로 석출되었으며 Sodium Sulfite 농도가 0.4moI/ e 인 경우에는 
평균업도 4.67μm로 증가하였으며 입도분포 범위는 0.15μm부터 22.40μm로 분포폭이 넓고 응집상태가 심 

한 구상형의 금분말이 석출되었다. Photo. 5-8, 9는 염화금산의 농도 lOg/ ~， Sodium Sulfite 농도 

0.2moI/ ~， 환원시간 50분인 조건에서 각각 환원온도를 45 0C 및 55 0C로 유지하여 제조한 금분말의 입 

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환원온도 45 0C 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경우에는 

Photo. 5-5의 나타낸 환원온도 35.C 를 유지하여 제조한 금분발과 비교하여 볼 때 입경이 증가하였으 

며 입자 표면이 거철고 입자 끼리 응집되어 있는 구상형의 금분말이 석출되었다. 또한 환원온도를 5 

5 0C 로 유지하여 제조한 금분말은 입자 표면이 거칠어졌음은 물론 입경이 불규칙하며 입자간의 상호 

응집된 상태로 석출되었다. 이들 결과로 부터 Sodium Sulfite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금분말을 제조하 

는 경우에 환원제 농도와 환원온도를 조절하여 금분말의 입도분포와 입형을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버표면적 조사 

Fig. 5-23은 염화금산의 농도 lOg/ ~ , 환원온도 35 0C, 환원시간 50분인 조건하에서 환원제인 Sodium 

Sulfite 농도를 0.05moI/ ~ 에서 O.4moI/ ~ 까지 변화시켜 금분말올 제조하였을 때에 환원제 농도 증가가 

환원석출된 금분말의 비표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에 나타낸 바와같이 Sodium 

Sulfite 농도 0.05과 O.1moI/ ~ 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벼표면적은 각각 0.611 , 0.592m'/g 이었으나 

Sodium Sulfite 농도 0.2, 0.3, 0.4로 증가할 수록 금분말의 비표면적은 0.582, 0.517, 0.482m’/g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었다. 이러한 현상은 금분말의 환원석출시 환원제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제 

조한 금분말의 업경이 커지고 응집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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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S~diu~ Sultïte 농도 0.2moVe 로 
제조한 금분말의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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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Sulfite 농도 O.lmoVe 로 
제조한 금분말의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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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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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5-22 Sodium Sulfite 농도 O.4moVe 로 
e,' ..... _ ...... ~ 제조한 금분말의 입도분포 

1 동률 
4 택 

Fig. 5-21. Sodium Sulfite 농도 0.3move 로 
제조한 금분말의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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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5. Sodium Sulfite 농도 0.2moVe 로 
제조한 금분말의 SEM 사진 

Photo. 5-4. Sodium Sulfite 농도 0.1moV .e 로 
제조한 금분말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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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7. Sodium Sulfite 농도 O.4moVe 로 
제조한 금분말의 SEM 사진 

Photo. 5-6. Sodium Sulfite 농 도 O.3moV R. 로 
제조한 금분말의 SEM 사진 

‘ Photo. 5-9. S얘umS띠fite 농도 O.2IroV R., 45.C 
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SEM 사진 

Photo. 5-8. S여ium S띠fite 농도 O.2IroV e, 45.C 
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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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 S여ium S버fite 농도변화에 대한 제조한 
금분말의 비저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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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 5-23. Sodium S내fite 농도변화에 대한 
금분말의 비표면적과의 관계 



4. 비저항 측정 

Fig. 5-24는 Fig. 5-23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비저항을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에 나타 

낸 바와같이 환원제인 Sodium Sulfite의 농도변화가 제조한 금분말의 비저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즉， Sodium Sulfite 농도 0.05mol/ Q 에서 O.4mol/ Q 범위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비저항은 

5.91 - 6.08 x 10 6 Q .cm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금분말의 비저항 측정방법은 환원 석출된 금분말을 Alumina Mold에 장입하고 성형기의 

압력이 100kg/c며가 되도록 가압한 상태에서 황동으로 제작된 상.하판에 저항 측정기를 연결하여 저항 

을 측정하여 아래식에 의하여 금분말의 비저항을 산출하였다. 

분말의 비저항 = 측정저항 × 시료의 단면적/ 시료의 두께 

제 3 절 결 론 

전자산업에서 도전성 접착 및 도전성 코팅재로 사용하고 있는 금 페이스트 제조시 도전성 filler로 

사용되는 입도분포 폭이 좁고 평균입도가 1μm 내외이며 입자형태가 구상형인 금분말을 제조하기 위하 

여 금속분말 제조법 중 입도 및 입형의 조절이 가장 용이하며 귀금속 분말 제조에 범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환원석출법을 적용하여 금분말 제조시 환원율의 제고와 입도 및 입형을 제어하는 주된 인자 

(factor) ~ 환원시간， 염화금산의 농도， 환원제 종류와 농도， 환원반응 온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금분말 

제조실험을 수행한 결과 염화금산의 농도 lOg/ Q, Sodium Sulfite 농도 0.2mol/ Q , 환원온도 35"C , 환 

원시간 50분인 조건하에서 제조한 금분말의 평균입도는 평균입도 0.60μm ， 입도분포 범위는 0.1μm에서 

부터 2.41μm 까지로 분포되어 있는 분산이 잘된 구상형의 금분말의 제조가 가능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표면적과 비저항은 각각 0.582m'/g와 6.02 X 10-6 Q .cm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차년도에는 이를 활 

용한 금 페이스트(Gold Paste) 제조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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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술 자석 Nd겨| 초미립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제6장 

론
 

서 절 1 제 

급속한 과학의 진보와 기술혁신으로 수많은 첨단 기술이 발생되었고， 서로 다른 분야의 

결합화， 복합화가 산업계에서 하나의 큰 과학기술의 조류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중 

분체기술은 산업계의 폭넓은 업종 사이에서 횡적인 기술로서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되고 

기술 

에서도 ^~ 
「

연구되기 시작한 미립자 제조기술 중에서 기계적합금법이란 분쇄 

원료를 초미립화하고， 상온에서 합성이 불가능한 합금을 제조하 

며， 고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가리킨다. 특히 기계적합금법은 용융공정을 제외시킬 

공정이 간소화되고， 제조원가를 절감하여 초미립의 분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새로운 

二il -;.r..J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중 기계적 에너지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여 

기술의 하나이다. 

호주，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며， 

alloying , mechano-chemistry , mechano-fusion 둥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기계적합금법으로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Nd-Fe-N, Ba-Fe-O 등의 hard magnetics와 Fe(Ti-S i), Fe-N , 

Fe-B , Fe-Si 등의 soft magnetics가 있다. 이들 물질은 통상적인 제조방법으로는 제조가 불가 

능하기나 생산가능 하더라도 제조단가가 비싸고 외국의 물질특허 및 공정특허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합금법은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여 상온에서 

mechanical 

저촉된다는 

명칭도 二l기계적합금법은 

제조 

저렴한 공정으 

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재료시스템 중에서 Nd-Fe-B계 (NdzFe14B) 자성재료는 

Sm계 영구자석보다 값이 싸면서도 그에 버금가는 최대자기 에너지를 갖고 있어 최근 각광받고 

제조법은 다 원료의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초미립 고기능성 자성재료 분야에서 재료이다. 。1 조二 
M '-

첨단기술의 

액상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분야 또한 

한정되어 있다， 기계적합금법을 이용한 초미립분체의 제조는 아직 

본 연구에서 제조하려는 Nd-Fe-B계의 경우는 여타의 방법으로도 연구된 사례 

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신소재 

。1
λλ 연구되고 

는
 

이
사
 

거
기-실현시킬 소형화를 있으며， 사무자동화 및 

대한 연구는 주로 

ι‘ 
T 이용될 

초미분체에 

특정 시스템에 

지 않으며， 특히 

광범위하게 

하나이다. 

국내의 

양하고 

중에서 Nd-Fe-B계 자석을 기계적합금법을 이용하여 미 

분말원료(nano-structured materiaO의 제조 및 특성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측면에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무자동화 

있는데， 기계적합금법은 이러한 자성재료의 합성 

없으므로 공정이 간단해지고 원가가 절감되며 

이방화나 극 이방화와 같은 기술적 

따라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립 Nd계 자석 

근에 라디얼 

극미 세 구조(nano-structure) 특히 

소형화 추세에 

시 용융공정이 

에 의하여 보자력 (coerci vi ty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잘혐방법 절 2 제 

분말을 기계적합금법으로 

분말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볼밀을 사용하여 Fe5SixB5 x (x=O,l,2,3) 계의 

낙하시 웅직임을 조절하고 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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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의 

자석이 부착된 금속제 

합성하였다. 자석은 철제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볼밀구조 및 특성은 다른 문헌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1.2) 스테인레스제 볼밀은 직경이 200 mm, 폭이 25 mm 이고， 볼은 직경 25 mm 

의 철제 볼을 6개 사용하였다. 자석은 크기가 50x50x25 mm 이고 자계가 약 0.3 T인 NdFeB 

계를 사용하였으며， 2개의 자석을 회전 방향으로 각각 90 。 및 45 。 의 각도로 볼밀의 측면에 1 

cm의 간격을 두고 부착하였다. 볼밀의 회전수는 80 rpm으로 고정하였다. 

칭량된 시료를 볼밀에 넣은 후， 볼밀의 내부에 순도 99.9999%의 Ar 가스를 371 압으로 채워서 

milling시 시 료의 산화를 방지 하였다. Milling이 끝나면 볼밀을 순도 99.999%의 Ar 가스가 순환 

되는 glove box에 넣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비정질로 합성된 분말은 매우 빨리 산화되므로， 열 

처리시 산화를 방지하고자 열처리용 전기로를 glove box에 직접 부착하여 시료를 glove box 내 

부에서 공기와 접촉함이 없이 직접 전기로로 장입되도록 하였다. 전기로의 보호관으로는 석영 

관을 사용하였으며， 확산펌프를 사용하여 2x 10-6 Torr의 압력까지로 진공 배기한 후 열처리하 

였다. 열처리된 분말은 glove box내에서 시료병에 담은 후 고무마개로 밀봉하여 측정기기까지 

운반하였다. 출발 원료로 Fe(고순도화학)은 순도 99.9% , 입 경 150 μm 이 하의 분말， B(고순도화 

학)은 순도 99% , 입경 45 μm 이하의 분말， Si(CERAC)은 순도 99.96% , 입경 45 μm 이하의 분말 

을 사용하였다. 철제 볼과 분말 시료의 무게비는 20:1로 칭량하였다. 

합성된 시료의 상분석은 x-선 회절법으로 하였다. 고온 DSC를 사용하여 합성된 분말의 열분 

석을 행하였으며， 엄밀한 상분리를 위하여 5 'C/min의 속도로 승온 시켰다. 포화자화와 보자력 

은 VSM으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인가자장을 7 kOe로 하였다. SEM 및 TEM을 사용하 

여 분말의 형태 및 구조를 조사하였다. 각 합성된 조성의 분말을 열처리한 후 57CO 동위원소를 

사용한 Mössbauer 분광기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얻었다. 

기계적 분쇄처리에 의한 NdFeB계 ingot의 비정질화 실험에는 중국의 Ningbo Konit 

Industries Inc.에서 제조한 2 종류의 ingot를 사용하였다. 그 자기적 특성은 Table 6-1과 같고， 

ingot를 ICP-AES를 사용하여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2와 같다. Ingot를 조대 분쇄한 

후 300 μm 이하의 분말을 체가름하여 사용하였다. 1회 batch에 25 g의 시료를 장입하여 볼과 

시료의 무게비를 16 : 1로 하였다. 이 조성의 ingot를 Ar 분위기 하에서 110 시간 및 330 시간 

볼밀 처리한 후 열처리하여 XRD와 VSM을 사용하여 열처리 전후의 분말구조 및 자기적 성질 

을 측정하였다. 

Table 6- l. Magnetic properties of the ingots. 

Properties N-30 
Remanence Br= 10.8 - 11.5 (kG) 
Coercivity bHc = 10.0 - 10.8 (kOe) 

Intrinsic Coercivity iHc 능 12.0 (kOe) 
Max. Energy Product (BH)Max 28 - 3HMGOe) 

Max. Operating Temp 8O "C 

Table 6-2. Composition of the ingot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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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8 
Br=12.0 - 12.8 (kG) 

bHc = 11.3 - 12.0 (kOe) 
iHc 능 12.0 (kOe) 

(HH)Max=35-38(MGOe) 
80"C 

Composition 
NdsPr7F ell2& 
Nd12F~2B6 



분말의 제조 기 계 적 합금법 에 의 한 Fe5SixB5-x (x=0,1,2,3) 3 절 제 

혼합에 이용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 

변형시키거나 고상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제조하기 

기 계 적 합금법 (mechanical alloying) 이 라고 불린다3) 

차이가 큰 금속의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출발되었는데 용융온도의 차이가 큰 

액상에서는 고용되지만 냉각시 저 

및 분쇄 일반적으로 분말의 놀맏딛]..Q.. 
E코 è '--있어서 

1. 서 론 

분말야금에 

시작 

초기에 기계적합금법은 

볼밀을 사용하여 합금구조를 

방법은 되었고， 이 

용융온도의 

석출하 

충격에 

二~3:: 01 
p --, -, 
기계적 

융점 

균질한 합금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기계적합금법에서는 볼의 

금속분말이 파쇄되거나 압축되면서 다른 종류의 

경우 금속원료를 혼합하여 용융 시키면 

있어 는 경향이 

금속분말과 접합되는 과정을 반 너지에 의하여 

복하여 합금이 형성되므로 wc와 같이 형성되기 어려운 고융점탄화물의 합성도 가능하다. 

최근 기계적합금법을 이용하여 무정형 자성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보고된바가 있는데 

6) 무정형 합금은 자기이방성을 갖고있지 않으므로 고투자율 연자성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포 

화자화가 높은 Fe계 무정형 재료는 저 손실 변압기의 자심 재료로서 이용이 기대된다. 또한 기 

계적합금법은 결정립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이고， 결정입계의 원자가 매우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단결정이나 다결정과 매우 다른 물리적 특성을 

제조에도 이용된다7) 

갖는 나노결정 (nanocrystalline) 재료의 

무정형 Fe-B 및 관련된 metal-metalloid 화합물8)과 Fe-Si 합금9)은 홍미로운 자기적 

있는데， 지금까지 Fe-B계 4. lO 12) 및 Fe-Si겨1 13 )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boron을 silicon이 치환함에 따른 기계적 

장에 서 는 Fe5SixB5 x에 서 X값을 0부터 3까지 

치환한 조성물에 대하여 기계적합금법으로 합성하고， 합성전후의 상변화， 분말의 합성과정， 열적 

성질 및 자기적 특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λd;;<'] ..Q.. 
。 ë즈 E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느
 
」

이
 
“ ‘ z}-;-] 

^~ 

체 합금과정의 합성은 몇몇 

Si을 변화시키면서 효츠 
'--없다. 아직 연구는 계적인 

2. 결과 및 고찰 

가. XRD 분석 

Fig. 6-1은 Fe5SixB5 x (x=0,1,2,3) 조성을 250시간 milling에 의하여 기계적합금화 시킨 후 80 

O"C 에서 2시간 열처리시킨 분말의 XRD 결과이다. Si이 첨가되지 않은 Fe5B5 조성의 경우 FeB 

억제됨과 생성이 치환하면 FezB 상의 silicon 이 boron을 반면에 있는 공존하고 및 FezB 상이 

대신하여 새로이 나타나는 상은 있다. FezB 상을 알수 。1 ..Q....Q..
)λ t:1 2 나타나고 새로운 상이 동시에 

첨가됨에 Si이 Fe5SiB2 및 Fe2Sio.Æo.6 상으로 판단되 었다. Fe5SiB2 및 Fe2Sio.Æo.6 상은 과량의 

못한 여분의 Si이 생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혼합분말을 볼밀처리 하였을 때 기계적합금화 시간 및 

고용되지 따라 FeB 상에 

따른 XRD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혼합분말의 경우 

처리한 후에는 

회절상이 없어진 것은 각 원소들이 a-Fe 격자 내에 침입하여 과포화 

a-Fe 피크는 결정의 미세화 또는 스트레인의 증가로 인하여 폭이 

열처리에 

보이고 있으나， 

회절상이 사라진 

a -Fe, Si 및 B의 회절선이 

주피크만 제외하고 

Fig. 6-2는 Fe5Si2B:J 조성 의 

나머지 a-Fe의 

- 66 -

150시간 동안 기계적합금 

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 Boron 및 silicon의 



넓어지고 강도도 감소하였다. 250시간 milling후에는 a-Fe의 주피급 회절선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며 강도가 감소되었다. 또한 열처리 후 나타나는 FeB, FesSiB2 및 FezSio.Æo.6의 회절각도 

에서 회절피크가 형성되고 있음올 볼 수 있다. 따라서 250시간 합금화가 진행된 상태는 무정형 

과 미세한 크기의 결정질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된다. Milling의 진행에 따른 미세 결정질의 형성 

은 전 조성에 걸쳐서 나타났다. 

나. DSC 분석 

Fig. 6-3은 250시간 볼밀 처리한 FesSixB5-x (x=O,l,2,3) 합금의 Si량의 변화에 따른 열분석 결 

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조성에서 420.C -또ot 사이에서 발열반웅이 관찰되었다. 

이 발열반웅은 비정질상의 결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11 .12) . F얹B5 조성에서는 430.C 와 51O .C 

에서 두 개의 발열피크가 나타나는데 이 발열반웅은 앞의 XRD에서와 비교하여 보면 각각 

FezB와 FeB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x= 1. 2 조성에서는 하나의 발열피크만 관찰되어 단 

일 FeB 상만 석출된 XRD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x=3 조성에서는 2개의 발열피크가 나타나는데 

앞의 XRD에서와 비교하여 보면 각각 FezSio.Æo.6과 FeB 상의 생성에 해당된다. 또한 Si의 첨가 

량이 증가됨에 따라 FeB 발열 피크가 점차 고온 측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비정질의 결정 

화 온도가 높아지고 있음올 의미한다. 즉 Si의 첨가는 비정질상의 열적 안정성올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FesB5 조성에서는 250시간 볼밀처리를 하여도 2개의 발열피크가 보이며 단일 FeB 상 

이 얻어지지 않고 있으나 Fe5SixB5-x 조성에서는 150시간의 볼밀처리만으로도 약간의 FezB 발열 

피크가 포함된 FeB 상의 결정화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DSC 결과로부터 Si의 첨가는 

기계적합금법으로 단일상올 얻기 위하여 필요한 볼밀처리 시간올 단축시킴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앞서 설명한 XRD 결과와 일치한다. 

다.SEM 및 TEM 분석 

Fig. 6-4는 250시간 볼밀 처리한 FesSixB5-x (x=0,1,2,3) 화합물의 Si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주 

사현미경 사진이다. 그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 조성에서 둥근 형태의 입도분포가 균일 

한 분말이 얻어졌다. FesB5 조성에서는 분말 입자크기가 약 1 띠n 이었으나， Si 이 첨가되면 결정 

입자크기가 약 10 때로 커졌다. 즉 Si이 첨가되면 웅집 또는 입성장이 일어남올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i의 첨가는 비정질화를 촉진시키는데， 입계에서 생성된 비 정질 상이 

milling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입자의 내부로 확대됨과 동시에 높은 변형률로 인한 국부적인 온 

도의 상승14)으로 인하여 입자의 조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합성은 우선 각각의 분말이 미분쇄되고， milling이 진행됨과 동시에 분말 

이 웅집되며， 웅집 분말의 계면에서 비정질 구조로 화합물이 형성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원래 분 

말과는 다른 새로운 합금이 합성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3.15) 고에너지 볼밀에 의한 비정질상 형 

성은 다층 금속박막에서 발견된 SSAR (s이id state amorphizing reaction) 기구16>로 설명되며，금 

속분말의 비정질화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되었다17， 18) 분쇄 에너지가 온도 및 조성에 의존하는 임 

계치를 념으면 완전한 비정질화가 이루어지며， 임계치 이하에서는 비정질상과 결정상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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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raction patterns of mechanically alloyed Fe5SixB5-x (x=0,1,2,3) powders. Fig. 6-1. X -ray 

All samples ' were milled for 250 h, and annealed at 800'C for 2 h in vacuum. (.: FeB, 口:

Fe2B, *: Fe2SioÆo6, +: Fe5SiB2, 0: unidentified) 

Fig. 6-2. X -ray diffraction patterns of mechanically alloyed Fe5Si2B3 powder. (a) Raw 

material before milling , (b) milled for 150 h, (c) milled for 250 h, and (d) annealed at 800'C 

for 2 h in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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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DSC thermograms of Fe5SixB5-x (x=0,1,2,3) after 250h of milling. 

Fig. 6-4. SEM photographs of mechanically alloyed Fe5SixB5-x (x=0,1,2,3) powder. 

x = 2 

출발원료 비례하고 온도에 임계치는 분쇄 에너지에 비례하며， 분쇄 에너지의 

알려져 있다19) 본 

한다.비정질화는 

기계적합 

계의 화합물이 합성 가 

밝혀졌다.따라 

연구의 경우는 metal-metalloid 계의 

볼밀에 의하여 

통하여 합성시간을 단축시키는 

Fe-B 바와 같이 

것으로 

금법에 의한 합성인데 위에서 

능하고， Si의 첨가는 비정질상의 형성을 

효￡ 
‘-살펴 

반비례하는 의 경도에 

것으로 

가능할 것으 적용이 기계적합금화에 대하여도 원소가 함유된 원료의 비금속 SSAR 기구는 서 

고 금후 영향은 미치는 로 사료된다. 한편 Fe 격자 내에 침입형으로 들어간 boron이 상변화에 

회절 01 
숭 lmage 투과 분말의 열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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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과 milling한 

찰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사용하여 250시간 TEM을 



pattem올 얻었으며 Fig. 6-5에 이를 나타내었다.F얻B5와 FesSbB3 조성 모두에서 무정형 상태 

와 결정질이 혼재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열처리 후에는 열처리 전에 비하여 무정형 상태가 적 

어지고 결정질 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투과 사진으로부터 열처리 후의 결정질은 수십 nm의 

보인다. Fe5Sizlh 조성의 회절 pattem에서 무정형 상태를 나타내는 

pattem은 FeB 구조에 해당된다. 열처리 전의 분말을 구성하는 무정형 및 결정질 상태에서 

정형은 주로 FeB 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열처리 후에도 변하지 않으므로 FeB 상의 

결정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FesB5 조성의 경우(x=O) ， FeB 상은 기계적합금법에 의하여 milling이 진행됨에 따라 Fe와 B 

의 혼합분말로부터 amorphous+Fe와 FezB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단일 FeB상으로 생성되 

며， Si의 첨가는 기계적합금시 비정질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l 붕소는 취성이 없 

는 원소이므로 취성이 큰 금속 원소들간의 기계적합금화에 비하여 붕화물의 경우는 합금시간이 

원형 

n 
T 

것으로 는
 

카f
 

<크기를 

붕화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넓은 금속/보론의 

에서 합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FeB의 합금화 초기에는 B의 농도가 낮은 조성(이 경우는 FezB) 

이 먼저 합성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 혼합조성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Si의 

의하여 에너지 상태가 높은 비정질이 쉽게 얻어지면 최종 안정상인 FeB 상으로 합성되는 시간 

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로 Si이 치환된 Fe5SixB5 x(x=1 ,2,3) 조성에서 

물인 FezB 상의 생성이 억제되었다고 판단된다. 

조성 

첨가에 

중간 생성 

이상의 모든 금속은 한가지 길어진다. 거의 

라. Mössbauer 분광 연구 

열처리한 합성분말에 대하여 상온에서 Mössbauer 분광법으로 얻은 스 Fig. 6-6에 각 조성의 

펙트럼을 나타내었다. Table 6-3에는 least square fitting으로 구한 Mössbauer parameter를 표 

시하였다. FesB5 조성의 경우 2가지 상이 검출된 반면에 Si이 첨가된 Fe5SixB5• x(x=1 ,2,3) 조성에 

a-Fe는 검출되지 않 대해서는 4개의 강자성 및 1 개의 상자성 상이 검출되었다. 모든 조성에서 

았다. FesB5 조성에서 FeB와 FezB 상은 거의 같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나， Si이 B을 치환하면 

비율은 크게 저하된다. 또한 Si의 치환에 따라 상자성체가 나타나며(부스펙트럼 -Y) 

FeB와 FezB 상 이외에 다른 2가지 강자성체가 나타난다(부스펙트럼 -III， IY). 

Table 6-3을 보면 FesB5 조성의 경우 초미세자장은 72.8-121.0 kOe의 넓은 분포를 나타내며， 

스펙트럼에 Fe5SixB5 x(x=1 ,2,3) 조성 역 시 71.6-118.4 kOe의 분포를 갖는다. 이 는 Fig. 6-6(a)의 

보듯이 부스펙트럼 -1의 피크폭이 넓고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FeB 상 

결정화도는 높지 않아서 무정형을 포함하거나 매우 미세한 크기의 결정립으로 이루어져 

다. 초미 립 철 분말의 Mössbauer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미 립자의 Mössbauer 스펙트럼은 2가지 

형태의 결정구조로 나눌 수 있다 20) 하나는 결정입자로부터의 

에 위치하는 무질서한 구조의 스펙트럼이다. 후자의 

정도는 같은 조성의 무정형 상보다 큰데 이러한 구조의 Mössbauer 스펙트럼은 피크폭이 넓은 

것이 특정이다. 따라서 Fe5SixB5-x 계에서 FeB 상은 800.C 에서 열처리하여도 잘 ordered된 결정 

구조로 폰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설명한 TEM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초미세자 

FezB 상의 

。1
λA 

스펙트럼이며， 다른 하나는 

원자구조는 원자간 거리가 불규칙하고 그 

계면 

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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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Fig. 6-5.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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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Mössbauer spectra of Fe5SixB5-x (x=0,l,2,3) 

powders mechanically alloyed for 250 h with subsequent 

annealing at 800.C for 2 h in vacuum. (a) FesB5, (b) Fe5SiB4, (c) Fe5Si2B3, and (d) Fe5Si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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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teresis loop of Fe5SixB5-x (x=O,l ,2,3) powders mechanically alloyed for 250 h Fig. 6-7. 

with subsequent annealing at 800.C for 2 h in vacuum. 

폭이 넓은 피크에 fitting한 결과이다. 그에 반하여 FezB 

유사하 이미 발표된 결과와 

표시한 강자성체가 검출되는데， 이는 

변화가 없고， 

IV로 

져 
'-' 

부스펙트럼 -II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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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조성에 

분포가 넓은 것은 부스펙트럼 -1의 

상의 초미 세자장은 234 kOe로서 

다 21 -장) Mössbauer 스펙트럼에는 

장의 



앞서 Fig. 6-1의 XRD 결과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Fe5SiB2 및 Fe2Si0.4Bo.6 상에 상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스펙트럼 -v는 상자성체로서 FeSi 상으로 여겨지는데， XRD에서 FeB 및 Fe2Sio.Æo.6 

상과 회절피크가 일치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다. 

Table 6-3 The room temperature parameters for ball-milled and annealed Fe5SixB5• X 

powders. (Hr: hyperfine magnetic field , Q.S.: quadrupole splitting , ð: isomer shift) 

Phase Hr (kOe) Q.S. (mm/s) ò (mm/s) Area (%) 

72.8-121.0 0.1 9 0.1 5 46 
FesBs II 234.0 0.03 0.006 54 

71.6-118.4 0 .19 0 .15 35 
II 경4.0 0.21 0.03 16 

FesSilB4 III 178.0 0.23 0 .17 26 

IV 168.0 0.05 0 ‘05 19 
V 0 0.49 0 .18 4 

71.6-118.4 0 .19 0 .1 5 32 
II 232.6 0 ‘ 19 0.03 11 

FesSizlh III 178.1 -0.25 0 .16 15 
IV 168.8 0.03 0 .19 23 

V 0 0.49 0.18 19 

I 71.6 0.22 0.11 17 

II 234.0 0 .1 8 0.05 15 

FesSiJB4 III 178.0 0.26 0.1 6 29 
IV 168.8 0.01 0.01 25 
V 0 0.48 0.17 14 

마. 자기적 특성 

각 조성의 시료에 대하여 VSM 측정을 하였으며 Fig. 6-7에 250시간 볼밀처리 후 800'C 로 열 

처리한 분말의 M-H 자기이력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e5B5의 포화자화값 

이 가장 크며， Si이 치환될수록 포화자화값이 저하된다. 또한 항자력도 Si의 치환에 따라서 작 

아진다. F~B는 FeB보다 포화자화값이 크므로 FeB와 Fe2B 상이 공존하는 Fe5B5 조성 이 Fe2B 

상의 비율이 적어진 Fe5SixB5-x(x=1 ,2,3) 조성보다 포화자화값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기계적 합금법에 의한 NdFeB계 ingot의 비정절화 
1. 서 론 

Nd-Fe-B 계 화합물은 새로운 형태의 영구자석으로서 일본의 스미토모 금속과 미국의 

General Motors에 의하여 발명된 이 래 24.정)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물질은 포화자화 

및 항자계가 매우 커서쟁:m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자석 시장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자석은 melt-spinning법이나 소결에 의해서 제조된다 24.갱) 

Melt-spun된 리본의 경우 급냉에 의해서 매우 미세한 입경을 갖거나 또는 무정형으로부터 재 

결정화 되는데 25.영) 이를 분쇄하여 영구자석으로 자주 사용되는 본드자석으로 제조하기도 한다‘ 

기계적 분쇄처리 (Mechanical Grinding; MG)는 새로운 상의 제조 또는 미세구조의 조절에 유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Nd-Fe-B 계의 분쇄처리에 대하여 몇몇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30 :)4) 

무정형화 및 열처리에 의하여 고보자력이 얻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장의 목적은 

n 



NdFeB 계의 mgot를 기계적 분쇄처리 함으로써 melt-spun 리본에 상웅하는 무정형 상으로 변 

환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쇄처리중에 일어나는 결정구조 및 자기적 성질에 대하여 논하 

고자 한다. 

2. 결과 및 고찰 

Fig. 6-8에 NdlzFeszB6 조성의 ingot를 330시간 milling하고 600.C 에서 2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330 시간 기계적 합금처리에 의하여 ingot의 회절 

피크가 주 phase의 회절선만을 남기고， 그 결정구조로 고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milling에 

의하여 ingot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변환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110 

시 간 mi11ing한 경 우， 고용되 는 정 도가 크지 않았다. Fig. 6-9에 는 NdlZFeszB6 조성 의 시 료를 110 

시간 및 330 시간 m i11ing 처리한 후 600.C 에서 2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XRD pattern이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110 시간 기계적 처리된 경우는 비정질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서 열처리 

후의 결정화도가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330 시간 처리한 ingot는 회절피크가 잘 

구분되고 강도가 높게 나타나서 결정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6-10은 NdlzFeszB6 조성 

과 Nd 15Pr7F eszB6 조성의 ingot를 330 시간 milling한 후 열처리한 XRD 결과인데 Pr의 Nd 치환 

에 관계없이 유사한 기계적 합금화 처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적 분쇄처리에 의한 Ingot의 자기적 특성변화를 Table 6-4에 나타내었다 분쇄전에 비하 

여 intrinsic coercivity CHc)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는데， 330 시간 분쇄처리한 경우에 약 50%의 

iHc 값의 증가가 나타났다. NdlsPnFeszB6 조성의 경우(N30) ， 700.C 로 열처리 온도를 100.C 높인 

결과 iHc가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BH)max도 증가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열처 리 온도의 영 향보다 

는 milling 시간이 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NdlsPnFeszB6 조성을 110 

시간과 330 시간 분쇄처리한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iHc 값이 18.79 kOe로서 전자의 1-.39 

kOe 보다 80% 증가되었다 NdlzFeszB6 조성 (N38)은 그 경향이 더욱 현저하여 분쇄처리 시간의 

증대에 의하여 iHc 값이 3.6배 증가하였다. 또한 (BH)max 값은 NdlsPnFe8zB6 조성에서 20% , 

NdlzFe8zB6 조성에서 70% 증가하였다. 항자력과 최대자기적과는 달리 분쇄처리 공정은 잔류자 

계에 커다란 떻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Pr은 ingot 제조시 최대자기적을 조절하기 

위하여 첨가되는데， Pr이 첨가되지 않은 조성에서 기계적 합금처리의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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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6-4. Table 

mgots ’ ground 

조성 -분 열처리 iHc Bm'α B, (BH)m‘α 

쇄시간 온도("C) (kOe) (kG) (kG) (MGOe) 

N30- 11O 600 10.39 11.86 5.95 6.21 
N30- 110 700 12. 14 11.5 6.84 8.38 
N30- 330 600 18.79 11.9 6. 195 7.44 

N38- 110 600 4.99 11 .97 6.034 4.85 

N38-330 600 18.36 12.5 6.47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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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 론
 

Ball mill을 이용하여 Ar 분위기에서 기계적합금법으로 Fe5SixB5-x 분말을 제조하고， 제조된 

분말을열처리시킨 후 XRD, SEM, DSC, VSM으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CD 250시간 볼밀 처리한 Feill5 합금에서 전체적으로 비정질 구조가 형성되었으나， 일부분에 

결정질이 존재하고 있었다. 250시간 Milling후에도 완전한 FeB 단일상을 얻지 못했고 FeB 및 

FezB가 혼재된 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2) 250시간 볼밀 처리한 Fe5SizB3 합금에서 전체적으로 비정질 구조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시 

료를 2시간， 800.C 로 열처리하였을 때 FezB 상은 사라지고， 대부분 FeB의 균질한 상을 나타 

내었다. 

@ Si의 첨가에 의해서 비정질상의 형성을 촉진시켜 단일 FeB 상의 합성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 Feill5 조성에서는 분말 입자크기가 약 1 μm 이고 Si이 첨가되면 결정 입자크기가 약 10 

μm로 커졌으며 전 조성에서 둥근 형태의 입도분포가 균일한 분말이 얻어졌다. 

NdFeB 계 ingot를 기계적 합금화에 의하여 분쇄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φ 분쇄처리에 의하여 ingot의 조성을 비정질화 시킬 수 있었다 

￠ 열처리 온도의 조절에 의하여 항자력 및 최대에너지적의 값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 분쇄처리 시간을 330 시간으로 한 경우 항자력 및 최대에너지적 값이 증가하였으며， 시간 

의 영향은 온도보다 중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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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고순도 산화아연 분말 제조 연구 

제 1 절 서 론 

황동의 제조시 발생하는 황동재에는 아연과 구리가 각각 40-70%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구 

리가 Grade A에서는 26%, Grade B에서는 4.5% 정도 함유되어 있다. 불순물로는 황동의 합금 

원소로 첨가되는 납， 니켈， 카드융， 크롬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이 빈약함을 고려할 

때 이 황동재는 매력적인 아연 및 구리 자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동재로부터 아연을 회수하여 산화아연분말 

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HZS04 및 NaOH를 침출제로 사용하는 습식법으로 황동 

재를 처리하고자 한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멘테이션 또는 용매추출법을 이 

용할 것이다. 최종제품으로 산화아연분말을 주로 하여 아연 화합물을 제조하고자 한다. 

제 2 절 질혐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한 황동재의 화학조성은 표 7- 1과 같다. 표에서 보는바와 Zn이 

68.5%, Cu가 17.1 % 정 도 함유되 어 있으며 주요 불순물로는 Pb, Sn, Fe, Mg , Al, W, Si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액막추출실험에서 추출제로 PC88A(2-ethylhexylphosphonic acid mono-2- ethylhexyl ester, 

일본 대팔화학)와 LIX84(anti-2-hydroxy-5-nonyl acetophe- none oxime, 미국 Henkel사)를 사 

용하였으며 액막 지지체로는 미국 Hoechst Celanese사에서 시제품으로 생산한 고밀도 실관모률 

(Liqui - Cel Lab. Module, material: PP, No. of fibers: 3600, fiber length: 16cm, fiber I.D.: 2411 

m, total surface area: 0.4mz, fiber wall thickness and porosity: 30 jlm, 30%)을 사용하였다. 

Table 7- l. Chemical compositions of blass flue dust 

Elements Zn Cu Pb Sn Fe Ca Mg AI 

Composition(%) 68.5 17.1 1.31 0.18 0.52 0.26 0.03 0.18 

Elements Cr Cd B Ni Mn W Si 

Composition(%) 0.01 0.003 0.03 0.07 0.09 0.83 0.31 

- 76 -



2. 실험방법 

침출실험은 항온조에 설치한 500ml pyrex 반웅조에서 행하였다. 농도 및 온도가 조절된 

NaOH과 H2S04 용액에 일정량의 시료를 장입한 뒤 침출을 행하였으며 시간별로 용액을 채취， 

분석하여 추출율을 계산하였다. 

액막추출실험은 Fig. 7-1의 장치에서 행하였다. 모액은 Zn(ZnS04 7H20, ]unsei. EP)과 

CU(CUS04 5H20. Showa, EP)의 황산화물 시약으로부터 적정한 농도로 제조하였으며 탈거액은 

모든 실험에서 3N H2S04 용액을 사용하였다. 추출제로서는 Zn에 대해서는 

PC88A(2-ethylhexylphosphonic acid mono-2- ethylhexyl ester)를 그리고 Cu에 대해서는 

LlX84(anti-2-hydroxy-5-nonyl acetophe- none oxime)를 사용하였다. 모액과 탈거액은 원심펌 

프(천세 magnetic drive chemical pump, 150W)를 사용하여 각각 실관 내부와 외부로 공급하 

였다. 실관의 함침은 액막용액을 실관 내측으로 30분 이상 순환시킴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후 

잔여 액막용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순수로 세척하였다. 실험은 일정 조건의 모액을 재순환하지 

않고 한번만 통과시키므로 정상상태에서 Zn과 Cu의 이동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탈거액측에 

농축효과가 발생하도록 모액을 계속 순환시키는 두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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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액의 산도는 소형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조절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Labtech 

Notebook (Laboratory Technologies Corporation)였다. 한편， Zn과 Cu올 동시에 선택적으로 추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모액에 PC88A로 함침된 실관분리기와 LIX84로 함침된 분리기를 병렬로 

연결하고 모액이 두 분리기를 동시에 순환토록 하였다. 

Zn과 Cu의 분석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ICP-AES : JOBIN YVON, JY 38+)를 이용하였다. 

제 3 절 질험결과 몇 고찰 

1. 침출설험 

Fig. 7-2와 3은 HZS04 및 NaOH을 사용하여 황동재를 침출하였을 때 각각 Zn와 Cu의 추출 

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HZS04을 침출제로 사용하였을 때 반웅속도가 

I∞ 

..... “ 

능‘-(-‘ 90 
]

= 
N 

80 ‘-。
= ~ll H2S04 conc. τ。그 
] 70 
tr그g • O.OSM 
x 口 O.1M 

UJ 

‘ O.SM 
60 ? 1.0M 

50 
O 20 40 60 80 100 120 

Time (min.) 

Fig.7-2. Effectof H2S04 concentration on the exσ'a ction of Zn 

from the brass flue dustwith H2S04 solution atSctc. 
(Pulp density; 4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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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 침출 초기에 상당량의 Zn이 추출되었다. 반면에 Fig , 7-3에 나타난바와 같이 NaOH을 사 

용하여 황동재로부터 Zn을 추출하는 경우 반웅속도가 H2S04을 사용한 경우보다 느렸다 광액 

농도를 4g/!로 하여 황동재를 2시간 침출하였을 때 1.0M H2S04 및 1.0M NaOH용액으로 각각 

추출율은 각각 53% 및 0.4%로서 NaOH를 사용하 

였을 때 Cu의 추출을 억제하면서 Zn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황동재로부터 Zn 

의 추출시 추출율과 선택성을 고려하여 침출제와 침출조건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100% ， 37%의 Zn이 추출되었다. 이 때 C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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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Effect of뻐OH concenσ'ation on the exσ'a ction of Zn 
from the brass flue dustwith Na OH solution at scrc. 
(Pulp densityj 4gA) 

변화하였을 때 Zn 추출율 

온도가 상승함에 따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침출온도를 

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Fig , 7-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라 Zn의 추출율도 증가하여 1.0M NaOH용액으로 5O .C 에서 2시간 침출하였을 때 37%의 추출율 

보는바와 같이 

NaOH에 의한 침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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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0.C 에서는 약 60%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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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제실험 

Fig , 7-5는 PC88A 함침액막에서 모액의 금속이온 농도에 의한 영향을 실험한 결과이다. 모액 

의 Zn과 Cu는 동일한 농도에서 약 1 - 200 mole/m3 범위로 변화시키며 이동속도를 측정하였 

다. 분리계수(51) 는 다음식에 의해 정의된다. 

separation factor, 5f = Jzn 0 [CuJF / J Cu 0 [Zn]F 

상기식에서 JZn와 Jcu는 각각 Zn과 Cu의 이동속도를 그리고 [Znlr', [Culr.는 모액내의 농도를 

나타낸다， Zn 추출속도는 모액 농도에 비 례하여 증감하였으며， 농도범위 1-200 mole/ m3(PC88A 

10wt.%, pH 2)에서 액막의 단위 면적당 10-6-10 5 mole/m2sec 정도의 추출속도를 나타내었다 

Cu에 대한 Zn의 분리계수는 1000 정도였으며 자체 농도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값은 기존 용매추출로서 얻을 수 있는 수치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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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은 주요 조업 변수에 때한 추출특성을 실험한 결과로서 이로부터 PC88A 함침액막의 

Zn 정제를 위한 적합한 운전조건이 모액의 pH 2, 액막의 수송체 농도 lOwt.%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 조건 이하에서는 이동속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상에서는 분리계수가 감소하였다. 

Fig. 7-7은 LIX84 함침액막에서 모액의 금속이온 농도에 의한 영향을 실험한 결과이다. 분리 

계수(앙)는 다음식에 의해 정의된다. 

separation factor, Sj = Jcu .. [Zn]F I JZn [CU]F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LIX84 함침액막의 Cu 추출속도는 PC88A와는 달리 모액농도에 무관 

하였다. 단위면적당 추출속도는 추출제 농도 lOwt.%, pH 2 조건에서 2 x 10 6mole/m2sec 정도 

였다. 반면， 분리계수는 모액의 금속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높아졌으며 정량적인 수치로는 모액 

의 농도범위 1300 mole/m3(LIX84 1Owt.%, pH 2)에서 200-8000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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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농도를 10, 50wt.% 두 조건에서 수소이온 농도의 Fig , 7-8은 LIX84 함침 액막에서 추출제 

。l- "-느 2 -1 

농도가 낮아지면 크게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수는 수소이온 농도가 32(pH 1.5)에서 O.lmole/m3(pH 4)로 낮아질 경우 약 1000에서 10까지 감 

소하였다. 한편， 추출제를 10에서 50wt.%로 높혔을 때 Cu의 추출속도와 분리 계수가 모두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분리계수는 보통 낮아지는 것이 함침액막의 

분리계 

것을 。l-~
1건 τ= 받지 농도에도 큰 영향을 추출속도는 수소이온의 

추출속도는 수소이온의 

을 실험한 결과이다， Cu의 

있다. 그러나 Zn의 

일반적인 현상이나 

결과는 예상 외로서 앞으로 보완연구를 통한 구명이 펼요하다， 본 시스템의 

특정성분을 탈거액으로 농축하는 연속순환 실험에서도 전술된 정상상태 실험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C88A와 LIX84 실관함 

모액으로부터 

이상 농도가 높은 탈거액측으로도 뛰어난 추출기 

함침액막법에 의해 희석액의 정제와 더불어 고도의 농축도 충분히 

•• 82 -

모액보다 100배 

서 밝혀진 변수들의 영향이 

침액막은 Zn과 Cu에 대하여 

능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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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침액막법은 정제효율에 있어서는 기존 용매추출법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장 

치와 운전이 단순하고 에너지 소비가 작으므로 도입시에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 

가된다. 본 기술의 실용 여부는 후년도에 용매추출법과의 정밀한 비교연구를 거친 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특성을 구명하는 실험 외에 PC88A와 LIX84 실관함침액막을 동 

일한 모액에 벼려 E 
。 2= 연결하여 아연과 구리를 동시에 정제하는 새로운 추출방법도 시도되었다. 

추출속도는 개별 운전과 차이가 없었으나 분리계수는 약 10분의 l 이하로 크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모액상에 유출된 미량의 추출제들이 액막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잔류하는 수송체들을 순환라인 중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간단 

한 보조설비가 펼요하다. 동시추출은 장치를 더욱 단순화하고 정제효과도 향상시킬 수 있는 가 

실험결과 각각의 

게 

능성 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후년도에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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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4 절 결 제 

황동재로부터 H2S04 및 NaOH를 침출제로 사용하여 Zn을 추출한 뒤 함침액막기술로 정제하 

는 실험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광액농도를 4g/1로 하여 황동재를 2시간 침출하였을 때 1.0M H2S04 및 1.0M NaOH용액으 

로 각각 100%, 37%의 Zn이 추출되었다. 이 때 Cu의 추출율은 각각 53% 및 0.4%이었다. 

정 제 에 는 PC88A lüwt.%, 모 

액의 pH 2, 그리고 Cu의 정제에는 LIX84 50wt. %, 모액의 pH 2를 각각 도출하였다. 

μ
 어 

운전조건으로서 Zn의 2) 함침액막에 의한 정제실험에서 최적 



기술개발 내화기능채료 7':1-
〈그 8 져l 

반 

론
 

업무 및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층건물용 강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서 

영구적인 내구성， 일정온도 이내에서의 내화성 및 내진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하며 시공기 

간이 절반정도로 감소하고 전용공간이 넓어지며 자중이 적은 것 둥의 장점이 있어서 점차 확대 

서 절 1 제 

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화재발생시 강구조물의 온도가 약 5500C 이상으로 승온되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붕괴 위험성이 대두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십 mm두께의 내화피복재를 피복시켜 건물의 

암면을 주골 국내에서는 

재로 하는 내화피복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강도 및 표면경도가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 및 암면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시 분진의 

현재 방지하게 된다. 이러한 내화피복재는 온도상승을 강구조물의 서 

비산을 감소시켜 

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강도， 표변경도 및 부착강도가 큰 내화기능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 

조하는 기술을 개발코자 하였다. 

배경 절 이론적 2 제 

고온강도 이러한 온도는 강구조물의 달하며 진행시 화염온도는 약 llOOOC에 화재가 활발하게 

물질이지만 화재둥으로 인하여 열을 받으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철강은 비연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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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온도에 따른 yield stress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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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성질이 변화한다. 여러가지 기계적 성질중에서도 강구조물의 붕괴와 관련된 물성 즉 
yield stress가 가장 중요시되며 일부에서는 이를 design load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둘다 안전성 

을 고려하는 것은 동일하며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림 8-1은 강구조물용 일반강에 대해서 어떤 고온에서의 yield stress와 상온에서의 그것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6000C 이상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정확한 값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이며 또한 0.2% proof stress를 기준으로 잡을 때는 6000C에서 상온에 대해 약 0.67의 비값을 
가지며 이러한 값은 설계시의 safety factor를 고려시， 충분히 안전한 값이다. 따라서 6000C 부 

근의 온도가 critical point 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 문헌에서는 약 5500C로 명시하기도 한다. 

그림 8-2는 우리나라에서 내화재료 시험시， 시험로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가열 온도 곡선을 나 

타낸 것이며 이 곡선은 4시간 내화까지는 미국(ASTM E119) 및 일본(JIS A1304)도 동일하다. 
그러나 합격에 대한 기준은 상호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하중을 가하지 않고 

시험하며， 강구조물과 내화재료의 게면에서의 옹도가 최대 4500C 그리고 평균온도가 3500C 이 
하인 것을 합격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대온도를 6490C 그리고 평균온도를 5380C 이하로 잡고 있다. 이러한 차 

이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허용응력을， 미국에서는 design load 즉 설계응력을 기준삼기 때 

문이며 또한 그림8-2의 가열곡선은 같지만 요구되는 fire resistance time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0분， 1, 2, 3, 4시간 용이 있으며 30분용과 4시간용은 규정만 있고 운영하지 

않으며 (7) 이는 일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8시간 이상용까지 있으므로 규정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 때의 온도는 12600C로， 4시간용의 10950C보다 훨씬 높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강구조물은 6000C 이상의 고온에서 강구조물의 강도가 대폭 낮아져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대비책으로는 수십mm 두께의 내화피복재를 강구조물에 적용시켜서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차단， 단열재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법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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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내화재료의 시간-온도 표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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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질혐방법 

연구의 최종 단게에서는 가급적 공업용 원료를 사용해야하고 가격검토를 행해야 하지만 본 

보고서는 1차년도이므로 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에 따라서 시약이나 공업용 원료를 구매， 

사용하였다. 많은 원료를 실험하였으며 그중 중요한 것만을 언급한다. 무기질 점결제로서는 

포트란트 시멘트(KS L 5201) 및 석고(공업용 삼우화학)를 사용했으며 무기질 골재로서는 퍼 

라이트(삼손퍼라이트， 비중이 약0.06이고 입도는 약3mm이하임)를 선정하였다. 시멘트용 급결 

제로서는 세건기업 제품의 sodium aluminate계와 silicate계를 사용하였고 또한 시카 코리아 

사의 silicate계 및 aluminate계를 실험하였다. 

실험하고자 하는 조성을 결정한 다음， 혼합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혼합하였으며 혼합방법 

은 수동 또는 strirrer를 사용하였다. 도포용 소지 강판으로서는 스테인레스 강판(SUS316. 100 

X 150 X 1.0t mm)을 사용하였고 도포직전 아세톤으로 표면처리하여 먼지 및 유분등을 제거 

한 후에， 실험코자 하는 조성을 약 lOmm두께로 도포하였으며 급결성의 관찰용으로서 일부 

부위 (약20 X 20 mm)를 가능한 한 높게 피복시켰다. 

피복시킨 시편은 실내에서 약30일간 상온경화시킨 후에 표변경도를 측정하였고 수직변에서 

의 유동성 및 균열과 박리등의 결함 및 기포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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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질험결과 

1. 시멘트계 피복재 

다l 
;>Ç 고찰 

무기질 점결제인 시멘트는 내화온도 및 강도가 높은 편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 

하며 또한 물을 사용할 때 시공편리성이 있어서 내화피복재에서 많이 이용되는 점결제이다. 

가. 기본 혼합실험 

시벤트， 물 및 퍼라이트에 대한 기본조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벤트를 100%로 고정시키고 

물100%와 퍼라이트 20%룰 첨가했더니 거의 액상이 없고 푸석푸석한 상태를 나타내었고 균 

열현상은 없었으나 강판과의 부착력이 약하였고 표면경도는 중간수준값을 나타내었다. 

물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물 첨가량을 200%로 증량하고 퍼라이트 첨가량을 30% , 35% 및 

40%로 변화시켰더니 균열 및 박리결함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퍼라이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동성이 낮아지고 표면경도는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이번에는 물을 300%로 고정시키고 퍼 

라이트를 35%, 45% 그리고 50%로 변화시켜서 실험했는데 균열 및 박리 결함은 발생하지 않 

았으나 표면경도가 중간값을 유지하였고 유동성이 약간 좋은 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물을 

400% 첨가시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그밖의 추가실험에서 시멘트 : 물 : 퍼라이트의 비율이 1 : 2-3 : 0.3-0.6의 범위가 적당함 

을 알 수 잇었고 시멘트 100%, 물 270% 및 퍼라이트 45%를 기본조성으로 선정하였다. 

나. 무골재 조성 

통상적으로 내화피복재에서는 무기골재 즉 퍼라이트 및 질석과 팽창흑연과 같은 경량골재 

가 필요하며 입도가 수 mm 이하이며 비중이 작아서 내화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 

드즈SL 1..↓츠느느二 
。 E크 ^’'- 역할을 담당하는 

가 아닌 조성을 다룰 것이다. 

필수물질이다. 그러나 본 항목에서는 이러한 무기골재가 펼수 

시 벤트 60%에 Ca(OH)z 40% + Ab(S04h 14H20 40% + 물 158%를 첨가하였더니 급결성 

이 아주 빨리 나타났고 수직벽에서 거의 흐르지 

변함이 없으나 미세한 

- 95A 및 90 -95C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급결성은 첨가하였더니 30% 

않았다. 

균열 

이조성에 퍼라이트 10% ,20% q1 
^ 

결함이 발생하였고 표면경도는 80 

상기 조성 에 서 Ah(S04h 14H20를 29%로 낮추고 Ca(OH)2를 40% , 60% 그리 고 80%로 변 

화시켰으나 균열결함이 계속 발생하였다. 시멘트 70%에 CaCO:l 20% + 알루민산소다 5% + 

Ca(OH)2 5% + 물 60%의 조성과 여기에 퍼라이트를 10% 더 첨가한 조성에서도 균열결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시 멘트 70%에 Na2C03 20% + 알루민산 소다 5% + Ca(OH)z 5% + 물60%의 조성과 여기 

에 퍼라이트 5%+AI(OHh 10% 및 퍼라이트 5% + AUOHh 20%를 더 첨가한 조성은 급결성 

이 뚜렷이 나타났고 균열결함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적 양호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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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결제 첨가조성 

시멘트용 급결제는 액상과 분말상이 있으며 전자는 첨가효과가 좋지만 운반 및 시공상 불 

편한 점이 있고 후자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급결제는 내화피복재를 

H-beam에 뿜칠시， 부착여부를 결정 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벤트 10ü%에 물 270% 및 퍼라이트 45%를 첨가한 것을 기본조성으로 삼고서 CaC03를 

20% , 50% 및 8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균열과 박리결함은 없었고 액상이 어느정도 

존재하며 표변경도는 중간값을 나타내었고 급결성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앗다. CaC03를 

NazC03. 10HzO로 대체실험하였으나 표변경도가 70-90A 및 85 -95C로 제고된 것외에는 상 

기현상과 유사하였고 급결성은 역시 미약하였다. 

대표적인 급결제로 알려진 알루민산 소다는 몰비에 따라서 급결성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NazO/Alz03의 몰비가 1.4인 시약을 상기 기본조성 

에 20% , 50% 및 8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표변경도치는 60-90A 및 80 -95C로 높 

은 편이었고 균열결함이 새로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물성인 급결성은 거의 관찰되 

지 않아서 다른 몰비를 사용하거나 타 급결제와 병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l(OHh + CaS04. 2HzO. A](OHh, + KZC03 및 NaHC03 + CaC03와 같은 분말을 병 용 첨 

가하였으나 급결성에 대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에는 급결제로 시판되고 있는 일반 시중품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시멘트 100% + 퍼라이트 45% + A](OHh 30% + 물 270%를 기본조성으로 삼고， 급결제 

첨가량을 5% , 15% 및 25%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세건기업의 SSL -S(silicate계， 액상) 

는 첨가량에 따라서 60분， 30분 및 20분으로 급결성이 단축되었으며 25%를 첨가한 20분의 급 

결성 효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 동일회사의 SSL-A( Na aluminate계， 액상)는 

급결성 효과가 보다 더 뚜렷이 나타나서 약15분， 10분 및 5분으로 그 효과가 단축되었다. 또 

한 같은 회사 제품인 SSP(aluminate 계)는 분말이라서 사용이 편리하며 약15분， 10분 및 5분 

으로 급결성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건기업제품의 경우 SSP를 15%이상 첨가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판되는 시카 코리아사의 급결제는 4종이 있으며 세건기업 제품과 동일한 기본 조성에 동 

일한 첨가량을 실험하였다.먼저 Sigunit L (액상)은 급결성 효과가 약15분， 10분 및 5분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나왔으며 RapidC 액상)의 경우에는 세가지 첨가량에서 2-1 

시간 정도로 너무 긴시간이 경과한 후에 급결성이 나타나서 그 효과가 거의 없었다， 

Sigunit K(미분말)는 약 10분， 5분 및 3분 정도로 급결성이 강력하게 나타났고 또한 분말상 

이라서 시공이 간편한 장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Sigunit D(미분말)의 경우에는 약5분， 3 

분 및 1분 정도로 제일 강력하게 급결성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언급한 급결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 일반 시약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세건기업제품에서는 액상인 SSL-A 및 분말상인 SSP가 양호한 결과를 나타 

냈으며 약 15%이상 첨가해야 한다. 시카코리아제품에서는 Rapid를 제외하면 전부 양호한 결 

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분말상의 Sigunit K 와 Sigunit D가 우수한 급결성 효과를 발휘 했고 

- 89 -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제일 우수 Sigunit D의 경우에는 약 5%만 첨가해도 충분한 급결성 

하였다. 

특수첨가제 조성 

본항에서 언급할 특수첨가제는 원료조성의 부피증가를 도모함으로써 원재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첨가제이며 따라서 유사한 물성을 구비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획기적인 첨 

가제이다. 시벤트 100% + 퍼라이트 45% + 물 270% + AHOHh 30%를 기본조성으로 삼았으 

며 여기에 Additive 1을 0.5%, 1.5% 및 2.5%로 변화시키면서 첨가， 실험하였다. 세시편 모두 

균열 및 박리결함이 발생하지 않았고 표면경도는 Additive가 없을 때보다 낮아서 5A 및 40-

라. 

50C로 나타났고 Additive의 첨가효과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표변경도가 10-40A 및 55-70C로 높아졌으며 타현상은 Additive 1 을 Additive 2로 대 체 시 

Additive 1 과 대동소이하였다. 

경우에는 역시 균열 및 박리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및 60-80C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첨가량에 따른 부피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 

표변경도는 20-50A Additive 3의 

표면경도는 0- lOA 및 30-50C로 전반적으로 낮 았다. Additive 4에 대한 동일조성 실험에서 

은 편이었고 부피증가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표면경도는 30A 나타나지 않았으며 

발생하지 않았다. 표8-1은 이상에서 

부피증가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정 

Additive 5를 사용시 전 반적 으로 부피 증가 현상이 거 의 

60-70C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균열 및 박리결함은 

언급한 단독첨가제와 다음에 언급할 복합첨가제를 사용해서 

t:l.l 
;‘ 

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거의 동일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즉 첨가제가 없을 때 

언급한 기본 조성의 부피를 50ml로 고정시켜서 실험하였으며 첨가제의 최대량은 2.5%이며 

대한 전체 중량비율은 0.56%이고 이에 따른 부피변화량은 0.28ml밖에 

동일한 부피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부피 

이 

않으므로 거의 되지 

m m 

에 



부피변화(시벤트계) 

첨가제 시편번호 -님「 피 (mJ) 첨가제 시편번호 부 피 (mJ) 

3178 75 Additive 5 3198 55 

Additive 1 3179 100 
Additive 1 

3181 75 

3180 95 + 3182 90 

3172 60 Additive 5 3183 95 

Additive 2 3173 60 3175 80 
Additive 2 

3174 65 + 3176 75 

3184 65 
Additive 5 

3177 75 

Additive 3 3185 60 3187 75 
Additive 3 

3186 65 + 3188 75 

3190 75 Additive 5 3189 75 

Additive 4 3191 75 
Additive 4 

3193 75 

3192 95 + 3194 75 
Additive 5 

3196 55 3195 95 
Additive 5 

3197 55 

조성에서의 표8- 1. 특수첨가제 

물 270% + A](OHh 30%J 에 100% + 퍼라이트 45% + 

동일하게 

동일한 기본조성 〔시벤트 

첨가하고 그 합계는 

이번에는 

수행하였다. 유사한 실험을 유지하면서 전과 2종씩 Additive를 

01 

* 0.75% Additive 5의 0.25% , Additive 

Additive 1 의 1.25%+ Additive 5의 1.25%를 첨가， 실험하였더니 

벽에서 잘 흐르는 편이었으며 

0.75%+ 1 의 Additive 5의 + 0.25% 1 의 Additive 

표변경도가 10 - 20A와 50 -

박리 결함이 

유사하였으며 표변경 도가 5-20A 및 5 

표면기포(약1.5φmm크기)가 많이 

q1 
^ 균열 수직 

대체하였더니 타 현상은 

첨가제량이 

좋아서 60C로 낮게 나타났고 유동성 이 

발생하지 않았다. 

Additive 1을 Additive 2로 

관찰되었다. 

첨가량에 표면기포는 유사하였고 및 C는 

oJ.~ζ느료츠 
t:õ 2. -, ~ 

교체，실험하였는데 

따라서 구별이 안됐으나 전반적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표변경도 A 

편이었고 

Additive 1을 3으로 

낮은 0-60C로 

나타내 

보다 많이 

값을 

많은 시편에서 

낮은 역시 표변경도는 실험하였더니 동일한 방식으로 마지 막으로 Additive 4를 

첨가량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었고 (5- lOA, 30-50C) , 표면 기포는 

관찰되었다. 

오차(약 15m!?)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무리가 있을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가 

있으나 상기 까‘ 
T 약간 겨。 

/、 1二r

온도， 혼합시간 및 측정시간등의 실험조건에 따라서 

비교우위를 일률적으로 고정시키는 

비교할 때 전반적인 경향을 알 수 

m m 

Additive의 

수치에 의해서 

할때 

표의 



된다. 

Additive 1 늑 Additive 1 +5 > Additive 4 Additive 4+5 > Additive 2+5 늑 Additive 3+5> 

Additive 3 늑 Additive 2 > Additive 5 

Additive 1 및 4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병용첨가시， 첨가에 따른 부피증가 효과가 뚜렷이 나 

타났으며 이때 약 1.0% 이상 첨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Additive 2, 3 및 5는 단독 첨가 

시 그 효과가 미 약함을 알 수 있다. 

2. 석고계 피복재 

석고계 피복재는， 무기질 점결제인 시벤트 대신에 역시 무기질 점결제인 석고를 점결제로 사 

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벤트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구입이 비교적 용이하며 내화 

성을 구비하고 있고 물사용이 가능해서 운반 및 시공이 간편하며 기본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종종 사용되는 점결제이다. 

석고 58.0%, Aj(OHh 18.6%, 물 170%에 퍼라이트 첨가량을 15%, 25% 및 35%로 변화시키면 

서 실험하였다. 먼저 분말만을 혼합한 후 물을 첨가 재혼합하였다. 3종의 시편 모두 균열과 박 

리결함이 발생하지 않았고 표변경도는 40-60A 및 80-85C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강판과 

의 부착력이 양호한 편이었다. 퍼라이트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동성이 낮아져서 후막부의 높이 

가 증가하였다. 퍼라이트 첨가량이 약 25%일 때 제반 물성이 양호하였으며 석고를 100%로 환 

산시 Aj(OHh는 약 30%, 퍼라이트는 약40% 그리고 물은 290%로 환산된다. 이러한 조성은 시 

멘트계 특수첨가제의 기본조성과 유사하며 퍼라이트 첨가량이 약간 적고 물첨가량이 약간 많은 

데 석고는 시벤트보다 물이 약간 더 소요됨을 감안할 때 타당한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조성을 기본조성으로 삼고 시멘트계의 실험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서 특수첨가제의 

양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실험하였다. Additive 1을 0.5% , 1.5% 및 2.5%로 변화시키면서 실험 

하였더니 세시편 전부 수직벽에서 약간 흐르는 정도의 유동성을 나타내었고 균열과 박리 현상 

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표변경도는 10-20A 및 55-60C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피증가 현상은 중간수준이었으며 첨가량에 따른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Additive 1을 Additive 2로 대체시 표변경도는 30-50A와 70-80C로 전부 높은 편이었으며 

표면기포는 약간 관찰되었고 부피증가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Additive 3을 사용할 때 타현 

상은 전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경도는 5-20A 및 50-70C로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부피증가 현 

상은 중간 수준이었고 첨가량에 따른 구별은 곤란하였다. 

Additive 4의 경우에는 표변경도가 Additive 3과 유사하였고 부피증가 현상도 유사하게 관찰 

되었다. Additive 5를 사용할 때 표변경도는 20-30A 와 65-70C로 약간 높게 나타났고 첨가제 

및 첨가량에 따른 부피증가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Additive의 첨가량이 많아져도 부피증가 

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현상은 석고계가 시멘트계와는 달리 내부기공이 표면까지 때때로 연 

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벤트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조성에 Additive를 2종류씩 첨가하면서 그 합계는 종전과 동일하 

게 유지， 실험하였다. 즉 Additive 1 의 0.25% + Additive 5의 0.25% , Additive 1 의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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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5의 0.75% 및 Additive1의 l.25% + Additive 5의 l.25%를 기본조성에 첨가하였다. 약 

간의 부피증가가 관찰되었다. 첨가량에 따른 구분은 곤란하였고 표면경도는 20-30A 및 70-

80C로 중간수준이었으며 균열이나 박리결함은 세시편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Additive 1 을 Additive 2, Additive 3 및 Additive4 로 대 체 , 실 험 시 에 도 표 변 경 도 및 균 열 과 

박리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8-2는 이상의 석고계에서 언급한 9종 즉 27개 시편에 대한， 

Additive 첨가시의 부피변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기본조성의 부피는 약 50ml이엇고 다 

른 사항은 시멘트계와 동일조건으로 실험하였다. 

대 략적 인 경 향을 나타내 면 Additive 1 늑 Additive 4 늑 Additive 2+5 늑 Additive 3 늑 

Additive 4+5 늑 Additive 3+5 늑 Additive 1 +5 > Additive 2 늑 Additive 5 이 다. 이 러 한 순서 

는 시벤트계와 차이점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멘트계보다 첨가효과가 낮다. Additive 1과 4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Additive 2 와 5는 단독 사용시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Additive 1 과 5를 단독사용시 첨가량은 약 0.5% 정도이면 충분함을 알 수 있으며 첨가량을 증 

가시켜도 별다른 부피증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8-2. 특수첨가제 조성에서의 부피변화(석고계) 

첨가제 시편번호 -닙「 피 (mI) 첨가제 시편번호 부 피 (mI) 

3151 75 Additive 5 3171 55 

Additive 1 31529 75 
Additive 1 

3154 70 

3153 75 + 3155 60 

3145 55 
Additive 5 

3156 70 

Additive 2 3146 60 3148 73 
Additive 2 

3147 60 + 3149 73 

3157 70 
Additive 5 

3150 75 

Additive 3 3158 73 3160 75 
Additive 3 

3159 75 + 3161 65 

3163 70 
Additive 5 

3162 68 

Additive 4 3164 75 
Additive 4 

3166 63 

3165 75 + 3167 75 
Additive 5 

3169 55 3168 75 
Additive 5 

317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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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멘트/석고계 피복재 

석고는 물과 결합시 강도발현과 함께， 그 자체가 무기 경량골재 역할을 겸하므로 퍼라이트둥 

이 필수성분이 아닌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강도 및 표변경도가 낮은 편이며 특히 모서리 부분에 

서 강도가 약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시벤트와 석고를 병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 멘트 100%에 석 고 20% + 물 45% , 석 고 40% + 물 60% 및 석 고 60% + 물 70%를 혼합， 

실험하였다 세 시편 모두 혼합 초기에는 액상이 있고 수직벽에서 잘 흘러내렸으나 시간경과에 

따라서 급결현상이 나타나서 수직벽에서 거의 흐르지 않고 액상이 없는 상태로 되었으며 거의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표변경도는 90A 및 95-100C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균열 및 박리결 

함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후막부가 높게 형성되었다. 

급결성 변화실험을 위해서 첫 번째 조성에 석고의 첨가량만을 5% , 10% 및 15% 

첨가했더니 미세한 균열이 몇개 발생하였고 표면경도는 90-95A 및 95C로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급결현상은 석고의 첨가량에 따라서 약 15분， 10분 및 5분으로 변함으로써 석 

조성의 

로 변화시켜서 

상기 

고 첨가량이 급결성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반대로 석고를 다량 첨가하고 시벤트 첨가량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석고 100% + 퍼라이트 45%에 시멘트 10% + 물 230% , 시멘트 30% + 물 250% , 시멘트 50% + 

물 270% , 시벤트 70% + 물 290% , 시멘트 90% + 물 310% 

가하였다 

및 시벤트 110% + 물 330%를 첨 

6종의 시편 모두 균열과 박리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급결성이 수분내로 빨리 나타났고 수 

직벽에서 약간 흐를 정도의 유동성을 발휘했으며 상호 유사해서 차잇점이 거의 발견되지 。 ).0).
t.:?i JJ.. 

다 한편 표면경도는 60-70A ql 
^ 80-90C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석고가 소량첨가된 

앞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시멘트가 표변경도 증가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세라믹 분말에 대한 첨가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세라믹분말은 피복재에 많이 존재해서， 

대류현상을 야기시키는 작은 공간을 폐쇄시키고 강도 및 표변경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벤트 100% +퍼라이트 45%에 Ca(OH )z 5% + 석고 5% + 물 250%. Ca(OH }z 10% 

+ 석 고 10% +물 260% , Ca(OH)z 15% + 석 고 15% + 물 270% , Ca(OH )z 20% + 석 고 20% + 

물 280% , Ca(OH )z 25% + 석 고 25% + 물 290% 및 Ca(OH)z 30% + 석 고 30% + 물300%를 첨 

가하여 실험하였다. 

표변경도는 40-75A 및 70-90C로 중간수준이었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표변경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균열 및 박리결함은 6종의 시편 모두 발생하지 않았고 수직벽에서 약간 

흐르는 정도의 유동성을 나타내었으며 분말 첨가량과 물의 비율이 적당(?) 하기 때문에 표변경 

도외에는 상호 구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고 시멘트계의 기본조성을 참조하여 시멘트/석고계 의 기본조성을 

시멘트 100% , Ca(OH )z 15%, 석고 15%, 퍼라이트 45% 및 물 270%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벤트 

/석고계에 대해서도 부피증가제인 Additive 관련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시멘트계와 대 

동소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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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업무 및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층건물용 강구조물은 점차 건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제 

시 붕괴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단열재 역할을 수행하는 내화피복재로 도포해야한다. 이러 

한 내화피복재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약 300종의 조성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시멘트 : 물 : 퍼라이트의 비율은 1: 2-3 : 0.3-0.6의 범위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고 시 

멘트계 기본조성으로서는 시벤트 100%, 퍼라이트 45% , AI(OHh 30% 및 물 270%가 양호함 

을 알 수 있었다. 

2. 무기골재가 필수성분이 아닌 조성으로서는 시벤트 70%에 Na2C03 20% , 알루민산 소다 

5% , Ca(OHh 5% 및 물 60%의 조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3. 시멘트용 급결제에서 CaC03, Na2C03.H20, 몰비가 1 .4인 알루민산 소다， AICOHh+ 

CaS04 .. 2H20 , AI(OHh + K2C03 및 NaHC03 + CaC03 는 급결성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4. 시멘트용 급결제로 시판되고 있는 일반 시중품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세건기업 제품에 

서는 분말상의 SSP(Aluminate계)가 효과가 우수했으며 약 15%이상 첨가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5. 또한 시카코리아 제품중에서는 Sigunit D(분말상)가 제일 양호했으며 약 5%만 첨가해도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정도였으며 급결제 실험중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6. 시멘트게 피복재에서 원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피증가제 관련실험을 수행하였으며 

Additive 1 및 4의 경우에는 부피가 거의 2배로 증가하였고 Additive 2, 3 및 5는 단독첨가 

시 효과가 미약하였다. 

7 .석고계 피복재에서는 기본조성으로서 석고 100%, AICOHh 30%, 퍼라이트 40% 및 물 

290%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석고계는 전반적으로 시멘트계보다 표면경도가 낮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8. 석고계 피복재에 대한 부피증가제 실험에서， 시멘트계보다 첨가효과가 낮았으며 제일 양호 

한 결과를 나타내는， Additive 1 과 4를 단독첨가시에도， 약50% 증가에 그치는 효과를 나타 

내었고 Additive 2와 5의 경우에는 첨가효과가 거의 없었다. 

9. 시벤트/석고계 피복재의 기본조성으로서는 시벤트 100% , Ca(OH) 15% , 석고 15%, 퍼라이 

트 45% 및 물270%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부피증가제 관련실험의 결과는 시벤트계와 

유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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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질 Ã I
c> 제 9 

론
 

1 절 서 제 

도금은 마모나 부식성의 분위기에서 모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저렴한 

코팅방법이다. 모재는 재료의 강도， toughness, 인성 등의 기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이러한 모재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된다. 따라서 

도금층은 

일반적으로 도금층은 모재와의 접착력이 우수 

모재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구조를 갖는 합금은 이러한 모재보호성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 

결정 격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질임에 비하여 

결정립계가 없고 표면이 균질하다. 결정립계 

한편 미세결정 합금 둥은 매우 결정들이 작으며 

것으로 나태나 

또 내부응력이 작아서 

비정질 합금 또는 미세결정 

하여 

비정질 재료는 

금속재료는 액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는 종종 우선 부식 등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양호한 경우가 발견된다. 

二l 죠: 
口「통상적인 다. 

z}느二 
}、 '-

우수한 보호피막 후보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비정질 또는 미세결정구조를 갖는 금속 또는 합금을 도금하려는 노력이 경 

경도를 매 。 노。 
T :rr.."ï::::" 

다 트처 -극드으 -, 0 ~U e.'--내식성이 

그러 

오랫동안 이들의 

이중에서도 W , Mo 등 고융점 금속 등을 도금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 

나 이들은 Fe, Co, Ni 등 철계금속과 용이하게 합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실용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주되어 왔다. 

특허들도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공해문제 등과 관련되어 이들의 해결 

순 텅스텐 금 

그러나 이러한 시도결과 텅스텐은 

이러 

비슷한 용도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Cr 도금의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9- 1]. 

텅스텐은 고융점 (34100 C), 고강도 및 영율， 낮은 열팽창계수 등의 

속을 도금하려는 노력이 100 여년 전부터 시도되었다[9- 1]. 

단일 금속상으로 도금되지 않으며 Fe, Co, Ni등과 합금으로만 형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W 합금도금액중 산성도금액을 사용한 경우 도금층이 매우 불량하여 

때문에 토득 λ.-! -, 。

실용적으로 의미를 갖 

경우가 비교적 양호한 도금 도금액의 보고된 W 합금도금의 경우 알칼리 문헌상에 지 않는다. 

얻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절 질 혐 

층이 

제 

1. 도금액 조성 

tungstate(Na2W04 . Sodium GR급) , Nickel carbonate(NiC03' 2Ni(OH)z • 4H20, 도금액은 

Ammonium citrate monohydrate(C6HI4N207' H20, GR급)과 Boric acid(H;JßO:l, 

농도를 달리한 도금액으로부터 도금하고 각 성분농도가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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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급)， 

GR급)를 사용하였으며， 각 성분의 

조성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H20 , 

층의 



2. 실험 장치 및 방법 

Ni-W 합금도금은 사각 형태의 일반적인 전해조를 사용하여 평판 전극에서 유체의 흐름이 난 

류 조건이 아닌 경우 실험을 행하였다. 3극계 (3 way electrode system) 혹은 2극계 (2 way 

electrode system) 실험으로 도금반응에 따른 전류와 반전위 (half-cell potential) 혹은 셀전위 

{cell potentiaD를 측정하였으며， 음극(cathode)은 brass 평판， 양극(anode)으로는 탄소 혹은 W 

평판을， 그리고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는 Hg/HgO 전극(-0.0977 V vs. SHE)을 사용 

하였다. 전해액은 자성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시켰으며， 온도조절기를 이용하여 전해액의 온도 

가 설정 값의 1: O.5OC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사용된 전극은 실험 전에 1200번 연마지로 연 

마한 후 탈지， 산세 과청을 거친 후 실험하였고， 양극의 면적은 음극에 비하여 5배 이상 크게 

하였다 

모든 전기화학 실험은 EG&G 사의 potentiostat 273A와 power supply를 사용하여 전류/전압 

을 제어하였으며， 전류/전압의 기록은 computer로 하였다. 동전위 분극특성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haracteristics)은 2mV/sec의 scan rate로 전극은 평형전위에서 음극방향으로 이동 

시키면서 이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의 전류 전압의 관 

계는 정전압 (potentiostatic) 혹은 정전류 (galvanostatic)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전극 전류/전압 

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도금층의 Ni와 W 함량， 결정구조 및 미세조직은 SEM!EDS , TEM , XRD 등을 사용하였으며， 

도금층의 열분석은 DTNTGA를 이용하였다. 

제 3 절 질혐결과 및 고찰 

1. Ni-W 도금액의 1명형상태와 각 성분의 평형전위 

Ni/W 합금도금계에서 Ni와 W 동의 전착반응과 표준상태에서의 평형전위는 다음과 같다 

[9-2]. 

H ’ + e ~H2 EO = 0.0 V 

Ni2‘ + 2e = Ni EO = -0.25 V 

wol + 8H ’ + 6e = W + H20 EO = 0.049 V 

(9-1) 

(9-2) 

(9-3) 

Ni-W 도금액의 경우 합금전착반응과 함께 수소발생 혹은 물 분해반응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 

므로 음극표면에서 pH는 상승하고 이에 따라 Ni 이온은 복잡한 가수분해에 의하여 Ni 이온의 

존재상(phase) 이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수분해반웅에 의하여 수소이온이 공급되어 음 

극표연의 pH를 안정시키거나 pH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3]. 따라서 Ni-W 

도금용액 존재하는 각 이온들의 평형상태를 열역학적으로 조사하고 가수분해 정도를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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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중요하다. 

열역학적 자료[9-2]에 의하면 pH 10 이하의 용액에서의 Ni 이온상의 가수분해반응 

(hydrolysis reaction)은 다음과 같다. 

Ni2++H 20=NiOH++H+ pK = 10.287 (9-4) 

(9-5) 

(9-6) 

(9-7) 

Ni2++3H 20=Ni(OH)i+3H+ pK = 30.010 

2Ni 2+ + H 20 =Ni 20H 3+ + H+ pK = 10.189 

4Ni 2+ + 4H 20 =Ni4(OH)~+ + 4H + pK = 26.718 

여기서 pK는 평형상수이며， 다음과 같으며， 

뼈 i =- log [ 훨 ]= r&a싫nt션A씨짜Gσo 싫c디암tβ커A애GO (9-8) 

Ni의 물질수지는 다음과 같다. 

Nitotal = Ni 2+ + NiOH+ + Ni(OH)i + Ni 20H3+ + Ni 4(OH)~+ (9-9) 

O 

( 

"0::::: 
오 -10 
。

E 

“’ ω 
~ -20 
@。.

훌 30행 
O 2 4 

-‘- NiOW 
--"? - Ni(OH3) 
, •• ,. Ni2(OH)3+ 
-응- Ni4(OH)4μ 

6 8 10 

pH 

Ni 전체농도가 0.1 mole/l일 때， Ni 존재상의 

평 형 농도를 식 (9-4)에 서 식 (9-9)로부터 

Newton-Raphson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적 방 

법으로 구하여 Fig. 9-1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보면 pH 8의 약알칼리 용액에서는 Ni은 

Ni2+ 가 0.025 mole/l Ni4(OH)44 ‘ 가 0.075 mole/l 

로 나타났으며， 다른 이온들의 농도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았다. 그리고 W은 pH 7이상 

의 용액에서는 wo/ 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금액중의 Ni과 W은 

ammonium과 citrate는 각각 착화물을 형 성 하 

고 Ni-W 합금도금은 정상상태에서 벗어나는 

induced codeposition 의 대 표 적 인 예 로서 실 

제 평형전위와 도금거동은 이론적인 예측은 

어렵고 실험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Fig. 9- l. pH에 따른 Ni 성 분의 평 형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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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고서 ~ ~ -==t'-L! 

가. 온도 및 교반효과 

Fig. 9-2는 bath 5(Ni 2.72 g/l, W 39.0 g/l, ammonium citrate 50 g/l , boric acid 6.5 g/l, pH 

조성은 갖는 도금액에서 온도를 달리하고 교반을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반전위를 

변화시키면서 환원시켰을 때 음극전극의 전류 

8.3)의 

음극방향으로 2 mV/sec 속도로 평형전위로부터 

증가로 전착전류가 크 변화를 측정한 동전위 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극과전압의 

게 증가하며， 전해액 증가 그리고 교반에 의하여 전류 증가， 즉， 도금속도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를 볼 수 있다. 

형상에 의하면 Ni-W 환원반응에는 최소한 3개 이상의 환원반응이 포함되 그리고 분극콕선의 

언급한 열역학적 자료에 의하면 Ni-W 도금에서는 3가지 반 

응 이상이 일어나게 되며， 분극곡선을 A , B 및 C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A의 전위구 

간에서는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전극표면에서의 수소발생은 국부교반효과에 

생각된다. 앞에서 있는 것으로 어 

의한 

조직에 

미치며， 도금결정상에 

단점이 있다， 전극전위가 -0.5 V이하인 B 지역에서는 Ni이 전착되는 것으로 보이며， 먼저 활성 

과전압이 지배하는 Tafel 구간이 나타나다가 -0.7 V부터 물질전달에 의한 한계전류밀도가 보인 

이
 카
 

드
}
 

]

도금층의 

일으키는 

도금액의 pH 변화， 전류효율의 감소와 함께 

수소취 하(hydrogen embrittlement)를 침투하여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류 증가의 

악영향을 

생각된 

;ζ 
;..L. 

각二료; ,--, 

전위구간으로 

음극반전위가 -0.4 V, -0.6 V와 -l.0 V인 정전위 

조성 을 EDS로 분석 한 결 과를 Table 9-2에 

시작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bath 5, 500C에서 

건에서 각각 환원실험을 수행한 후， 전착물의 

하였다. 전위에 따른 전착물의 조성을 보면 A 구간(-0.4 V)에서는 금속의 

이루어지기 전착이 W의 다. 그리고 C 지역은 Ni 전착과 함께 

다， 

전착 없이 수소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 구간(-0.6 V)에서는 Ni이， 그리고 C 구간(-l.0 V)에서는 Ni과 

함께 W도 전착됨을 확인하였다. 

2- λd 
..L- 。

-0.4 V -0.6 V -l.0 V 

VS. SHE VS. SHE VS. SHE 

Ni I W Ni W Ni W 

조성 (wt%) 95 5 45 55 

Table 9- l. 전위 에 따른 전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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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 온도 및 교반에 따른 
Ni-W 동전위곡선 



나. Ni 농도의 영향 

상온에서 W 농도를 39 g/1로 일정하게 하고 Ni 농도를 0.45 g/1에서 9.1 g/1로 달리하였을 때 

전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Fig. 9-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Ni 농도가 0.45 g/1에서 9.1 g/1까지 변화하면서 평형전위는 거의 유 

사하였으며， 이는 Ni의 평형전위는 도금액의 pH와 거의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Ni 전착이 

활성과전압에 의하여 지배하는 Tafel region( -0.7 V)에서는 Ni 농도는 전착속도에 약간의 영향 

을 미치며 한계전류밀도에서는 W의 전착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환원속도는 거의 

유사하였다. 

다.W 농도의 영향 

상온에서 Ni 농도를 2.7 g/1로 일정하게 하고 W 농도를 5.6 g/1에서 112 g/1로 달리하였을 때 

Ni-W 전착경향을 Fig. 9-4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W 농도가 5.6 g/1에서 112 g/1까지 변 

화하면서 평형전위 및 수소발생 한계전류밀도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W 농도가 증가하면서 

도금액의 pH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Ni 전착에서 활성과전압이 지배하는 Tafel 

region( - 0.7 V)에서는 Ni 전착속도가 거의 유사하였는데 이는 도금액의 Ni 농도는 일정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W 농도가 증가하면서 W의 환원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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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ig. 9- 3. Ni 농도에 따른 동전위 곡선 Fig. 9-4. W 농도에 따른 동전위 곡선 

라. Ammonium citrate의 영 향 

열역학적으로 pH 6이상의 용액에서 Ni은 Ni(OHh가 안정한 영역으로 중성 혹은 알칼리성 용 

액에서는 Ni2’는 Ni(OH)z로 침전하게 된다. 그러나 ammomum 등과 같은 착화제 (complexing 

agent)를 이용하여 Ni을 착화시키므로써 알칼리용액에서의 Ni 도금액을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Ni 도금에서 ammonium 이용이나 citrate의 역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ammonium L-} citrate 등과 같은 착화제에 의하여 도금층의 광택도， 평활도 및 물성 

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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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ammonium citrateC이하 AC) 농도를 15 g/l에서 75 g/l 까지 변화시켰 

을 때， 분극특성을 Fig. 9-5에 나타내었다. AC 농도가 15 g/l에서 75 g/l의 범위에서 수소발생 

한계전류밀도 및 Ni 전착속도는 AC 75 g/l가， W 전착속도는 AC 15 g/l가 가장 작았다. 즉， 

AC가 부족한 도금액에서는 W 전착속도가 감소하고， AC의 과다한 첨가는 Ni 전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AC가 착화제로서 Ni-W의 전착에 영향을 주며， 도금액의 조성에 

따라 AC의 적절한 첨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Ni 2.72 g/l , W 39.0 g/l의 도금액에서는 

반응속도론적으로 AC 50 g끼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 Boric acid의 영 향 

일반적으로 Ni 도금에서 수소발생에 의한 도금액의 pH의 상승으로 Ni 수산화물이 형성하여 

도금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boric acid와 같은 pH modifier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boric acid의 첨가 유무에 대한 동전위 실험을 통하여 Ni-W 도금에서 boric acid의 영향을 조 

사하였다. Boric acid 첨가 유무에 따른 동전위 거동을 나타낸 Fig. 9-6에서 보면 수소발생 한 

계전위 구간과 초기 Ni 전착구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boric acid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수소발생으로 전극표면에서의 pH가 증가하게 되며， Ni2’가 수산화물로의 이상전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산화물의 치밀한 전착이 어렵게 되며， Ni-W 도금층에 악 

영향을 미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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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 Ammonium citrate의 영 향 Fig. 9-6. Boric acid의 영 향 

3. 합금도금 

도금층중의 W 량은 합금도금의 기계적， 열적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본 연구에서는 도금액의 조성， 전류밀도， 온도 둥 도금조건에 따른 W량의 변화를 조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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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류밀도 

Fig. 9-7은 용액중의 W의 함량이 다른 여러 가지의 도금액 중에서 도금했을 때 전류밀도에 

따른 전착층 중의 W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류빌도가 증가함에 따라 W량은 액의 조성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50~100 mA/cm2 의 

범위에서 50 wt%를 상회하는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이상의 전류밀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50-100 mNcm2 이상의 고전류밀도에서는 Ni 과 W이 함께 한계전류밀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W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중 sodium 

tungstate의 량이 가장 작은 10 g/I 용액의 경우 앞서의 경우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용액중의 W농도가 낮기 때문에 Ni 전착이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Ammonium citrate 

Fig. 9-8은 도금액중의 ammonium citrate량을 15, 50, 70 g/I로 변화시키고 1O mA/CI112 의 

동일한 전류밀도로 전착한 도금층중의 W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AC농도 

가 증가하면서 전착층의 W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Ni이 착화물을 형성하므로써 Ni 

전착전위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므로써 Ni 전착에 대한 과전압이 W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낮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금속이온이 착화물을 형성하면 전극전위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며， free 

complexing agent의 농도에 따라 전극전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Ni-W 전착과 같은 

induced codeposition은 W 자체의 전착이 어렵기 때문에 착화물에 대한 이론적인 영향은 알 수 

없지만， Ni의 경우 ammomum과 citrate와 착화물을 형성하는 반면에 W은 tungstate의 음이온 

형 태로 존재하며 일부는 citrate와 착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AC의 농도는 

Ni과 W에 각각 다른 영향을 주므로써 AC 농도에 따라 전착층의 금속함량에 영향을 주게된다 

[9-1l 

다. Ni농도의 영향 

도금액중의 Ni 농도에 따른 전착층의 W 함량을 도시한 Fig. 9-9에서 보면 Ni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전착층의 W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도금액중의 W과 착화제의 농도， 

그리고 전류밀도가 일정하다면 Ni의 농도 증가에 따라 전착과전압이 감소하면서 Ni의 전착속도 

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Ni의 농도에 따른 W량의 감소가 크기 않는 것은 W 전착이 자체 

로는 어렵지만 Ni과 codeposition이 가능한 것은 전극표변에 Ni원자의 홉착 site가 W을 환원시 

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9- 1l 

라.W농도의 영향 

Fig. 9-10은 정전압0.9 V)과 정전류00 mA/cm2) 조건에서 도금액중의 W 농도에 따른 전착 

층의 W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W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착층의 W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금액중의 W 농도가 증가하면서 도금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Ni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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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을 수행한 Ni-Mo 혹은 Co-W의 착속도가 증가하거나 W 전착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토프~:1 -, 。

;;z. --', 감소하는， 증가하다가 함량은 w 따라 전착층의 pH에 의하면 연구결과[9- 1]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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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으로 도금온도가 증가하면서 합금도금속도， 전류효율 및 도금층의 물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온에서의 조업은 도금액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도금온도는 500C가 적 

절하다고 생각된다. 

4. 도금충의 미세구조 

이상의 변수실험을 통하여 Ni-W 합금에 대한 도금조건이 전착층의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으며， 모재보호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비정질 합금 또는 미세결정 구조를 갖는 합금도금 

올 위하여 최적 조건에서 도금층의 미세조직을 조사하였다. 

가. TEM 

W이 5Owt% 함유하는 이상적인 도금층을 얻을 수 있는 도금액 조성에서 전류밀도를 달리하 

였을 때 전착층의 미세구조를 Fig 9-12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W-Ni 도금층은 미 

세한 결정구조를 하고 있으며 일정 전류밀도이상에서는 목표로 하였던 비정질구조를 나타내었 

다 Fig 9-12(a)는 2mNcm2 으로 도금한 시편의 결정구조를 그리고 Fig 9-12(b)는 50 

mNcm2 으로 도금한 시편의 TEM 사진올 보여주고 있다. Fig 9-12(a)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2mNcm2 의 경우는 100A 정도의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진 미세한 결정구조를 나타내고 있 

다. 한편 50 mNcm2 의 경우는 업계가 거의 보이지 않는 비정질상태의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Fig 9-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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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 1. 전착온도에 따른 W량의 변화 Fig. 9-12. 전착층의 투과전자현미 경 사진 

(a) 2mNcm2 (b) 50 m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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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EM 

특정한 합금도금이 목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으로 도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금도금은 고온에서 용해한 합금과 달리 완벽한 결정구조를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정 내에 많은 결함들이 잔류하여 높은 내부응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내부응력은 일반적으로 인장웅력을 보이고 있으며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축적되어 

많은 경우 두께방향에 수직한 crack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웅력의 감 

소는 일정 두께 이상의 전착층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W-Ni 전착층도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crack들을 나타내었다 Fig 

9-13은 약 100 1lm의 두께로 도금한 시편의 표면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꺼운 도금의 경우 표면에 큰 crack들이 보이고 있으며 이 crack들은 단면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금층의 두께에 대한 W량 변화에 대한 EDS 결과를 나타낸 Fig 9-14에서 보면 W 

량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도금액중의 Ni 혹은 W의 농도에 대하여 전착량이 크지 않다면 도 

금층의 조성의 불균일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9-13. 전착층의 표면균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 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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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4. 전착층 두께에 따른 Fig 9-15. 전착층의 단면 및 EDS측정지점을 

W량의 변화 표시하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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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정구조 

각 조건에서 도금한 시편들을 x-선 회절 분석하여 이들의 결정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림은 

2-400 mNcm2 의 전류밀도로 도금한 시펀들의 x-선 회절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전류밀도 

(2 -10 mNcm2)에서 제조한 시펀들의 경우 도금층은 fcc의 Nì과 고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으며 (111 )(200)(220)면의 피크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류밀도가 높아지면 (50-

400 mNcm2) (11) 피크각도에서 크게 확장된 하나의 피크만을 보여주고 있어 앞서의 TEM 

분석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고전류밀도에서의 도금은 저전류밀도의 경우 보다 Nì-W 합 

금의 핵생성 및 성장이 우세하여 합금상의 결정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라. 격자상수 

그림은 본 실험에서 제조한 시편들의 W량과 격자상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들의 격자상수는 W량이 증가할수록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W이 fcc 결정구조 

를 갖는 Nì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그림의 Nì-W 평형상태도에 의하면 

W은 약 30 wt% 가 고용한계이다. 그러나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Nì-W 합금도금의 경우 W 

이 40 wt% 이상에서도 고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러한 W 과고용의 비평형상태 

의 조직이 후 열처리에 의해 안정화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4OO m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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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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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ìg 9-16. 전류밀도에 따른 전착층의 결정구조 Fìg 9-17. 전착층중의 W량과 Nì 고용체의 

격자상수와의 관계 

5. 열처리 

(11)(200) (220)면의 발달한 저전류밀도(2 mA/cm2)에서의 도금시펀과 (1 11)면 이 비정질 형태 

로 발달한 고전류밀도(5O mA/cm2)에서의 시편을 온도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 결정상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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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Fig. 9-18과 9-19에 도시하였다. Fig 9-18의 경우 5oo0C 이상에서 결정화가 진행되 

어 (1 11)(200)(220)면의 피크가 크게 상승함올 볼 수 있으며， 고전류밀도 시편 (Fig 9-19)의 경우 

(11)면의 피크가 4000C 이상에서 크게 상승하며， 5000C 이상에서 (200)(22이면의 피크가 나타나 

기 시작하며 재결정화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Ni-W 합금도금층의 경도는 Ni 보다 매우 크며 적절한 열처리로서 합금도금층의 경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Ni의 경도는 250 HAVickers hardness) , lOoooC에서는 100 Hv 정도이지만 

500oC, 1hr의 열처리를 하면 500-1200 Hv로 매우 높아진다. 이는 경질크롬도금의 경도에 비하 

여 매우 높은 경도를 갖는 것으로 Ni-W 도금이 크롬도금을 대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처리에 의한 합금도금층의 경화는 "precipitation hardening"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1l 

용해에 의한 합금의 경우 고온에서 서로에 대해 용해도를 갖는 두 성분의 합금에 열을 가하면 

각 원자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두 상의 평형상태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고 고용상태로부터 

한 상이 분산-침전되면서 경도를 향상시킨다.W의 함량이 30 wt% 이상의 Ni-W 도금층에서 

도 이와 유사한 현상에 의하여 경화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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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8. 열처리온도에 따른 X 선회절곡선 Fig 9-19. 열처리온도에 따른 x-선 회절곡선 

(전착조건 : 2mNcm2) 전착조건 : 5OmNcm2) 

6. 전착공정의 개선 

Ni-W 도금층의 두께를 약 100 μm로 하였을 때 결정 내에 많은 결함들이 잔류하여 높은 내 

부응력에 의하여 두께 방향에 수직한 crack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crack은 도금중 

수소기체 혹은 유기물이 개재되기 때문으로 도금층의 강도나 내부식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는데 초음파 교반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초저주파 맥동파형에 의하 

여 W량을 달리하는 두 층을 주기적으로 도금시킴으로서 모재와의 부착성과 crack-free 도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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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가. 초음파 교반의 영향 

Fig. 9-20은 일반 교반과 초음파 교반을 하였을 때 도금층의 표면 미세조직올 각각 나타낸 

것으로 초음파 교반에 의한 경우 결정립이 미세해지면서 crack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초음파에 의한 경우 교반효과의 상숭으로 핵생성이 우세해지면서 결정립이 미세해 

지고 초음파 진동에 의하여 전극표면에서 발생하는 수소기체가 용액 중으로 용이하게 이동하므 

로써 도금층에의 개재를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년도에는 이러한 초음파 교반 

이 도금층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조사하고자 한다. 

(a) 일반전착 (b) 초음파 교반에 의 한 전착 

Fig 9-20. 전착층 표면 주사전자현미 경사진 

나. 파형변화 

Fig. 9-7에서 보면 같은 도금액 조성에서 전류밀도를 달리 하므로써 도금층의 조성의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어 저전류밀도(2 mA/cm2)와 고전류밀도(50 mA/cm2)를 주기적으로 달리하는 

맥동도금을 수행한 후 층상구조의 W 량과 단면미세조직을 각각 Fig. 9-21와 Fig. 9-22에 나타 

내었다. 이러한 층상구조의 Ni-W 합금도금은 모재와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고 조성이 다른 두 

도금층의 접착성을 향상시키므로써 crack free Ni - W 합금을 도금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차년도에는 맥동파형의 조건， 즉， 맥동 주기， 파형의 크기 및 파형의 형태가 도금 

층의 조성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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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1. 전류파형 반복에 의 한 층별 W량 Fig 9-22. 전류파형 반복에 의 한 층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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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1. 도금액의 열역학적 고찰과 도금조건에 따른 분극곡선으로부터 도금특성에 대하여 체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2. 2-10 mNcm2의 비교적 낮은 전류밀도에서 제조한 전착층은 fcc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W 

은 Ni과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류밀도가 50 mNcm2 이상인 경우 비 

정질형태로 변화하였으며 W을 과고용하였다. 

3. 비정질상태의 전착층은 4000C 에서 재결정이 시작되어 fcc 구조를 가졌으며， 이후의 열처리 

를 통해 <111> 우선방위를 갖는 결정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본 실험에서 제조한 전착층은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성장방향에 평행한 crack이 다수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한 원인으로 양극에서의 유기물질의 산화에 의한 도금액의 오 

염 때문으로 생각되어， 양극과 음극올 분리하므로써 양극의 유기 산화물이 음극반웅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도금조를 개선하여 이에 대한 실험을 수행 중에 었다. 

5. 도금시 초음파에 의한 진동교반과 저전류와 고전류밀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맥동도금이 

도금층의 내부응력과 수소기체 개재를 억제하면서 결정립올 미세화하여 도금층의 특성을 개 

선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차년도에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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