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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Hyun 

Summary 

1 . Subject 

A Study on Manufacturing Technology of Materials for Fine 

Chemical Industry U se 

II. Object of Study 

For the technical development on utilizaton of unused mineral resources,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highly purification and mineral 
processing of domestic Sericite and Muscovite .This study was also carried 

out to make the functional materials for the use of fine chemical industry. 

m. Scope and Content of Study 

1) A study on the high purification and mineral processing for sericite 

and muscovite. 

2) A study on the surface treatment of fine particles of sericite and 

musco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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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Results of Study 

1) EDAX analysis on surface treated Mica shows that absorbed area on 

mica surface appears about 56wt% when reaction period of 75rrlln .. 

2) The result on image analysis on the surface treated mica comparing 

with that of EDAX analysis appears that the material was stabilized 
when passing the 1st yielding point. 

3) The dry process of surface modification on mica was applied by using 
θ -composer. The result shows that whitness of the mica increases upto 

91 at 20min. grinding period. 

4) Polymer microcapsulation was carried out on the mica surface. The 
result shows that materials appear excellent hydrophobic property which is 

one of important factors for making cosmetics. 

5) Based on the applying test of mineral processing on Dong- jin mica, 

the result shows that high quality mica is recoverd. Especially ,lithium mica 
produced in the mine will be further studied in the next year project. 

V. Expective effect and Suggestion. 

1) To establish technical process for concentration of Sericite and Mica 

2) To establish technology of surfacetreatment of partic1es of Sericite and 

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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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공업원료 제조 기술연구 
(운모，견운모) 

쩨 1 장 서 언 

석영，장석，운모등과 같은 광물은 지각중에 가장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광물은 각종공업용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영，장석광물들 

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을 활발히 해오고 있으나 국내에 부존된운모는 지 

금까지 공업용 원료로 이용한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운모광물의 경우， 대 

부분 페그마타이트질 계통의 판운모 등을 가공처리하여 전기，전자용 원료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날 각종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생활이 향상 

됨에 따라 운모와 관련한 각종재료의 수요가 급증할뿐더러， 재료에 대해 요 

구한는 물성이 점점 다양화 내지는 복합화되어 원료분체의 조제 또는 전밀 

가공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1995년도에 이러한 산업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내에 부존 

한 운모，견운모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정밀화학용 원료로 사용할수 

있는 관련기술들을 연구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국내 운모，견운모광물의 특성，정제 및 처리공정의 적정화를 완료 하였고， 금 

년도 3차년도에는 정제 미 립화된 운모 견운모 광물의 표면개질을 위한 기술 

개발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년도 연구수행내용은 우선 티타늄 산화물제조 공정에 얻을수 있는 부산물 

인 수산화 티탄을 가지고 정제된 운모산물의 표면처리를 위한 중화흡착반응 

연구를 수행하였고， 또한 건식법에의한 운모표변에 이산화티탄분말을 건식복 

합화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이미 개발된 운모，견 

n 



‘ 운모의 정제 및 미립화기술의 산업화유도를 위하여 현장적을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기 개발된 정제 및 미립화기술의 적용확대를 위하여 국내타지역 운모 

광물을 가지고 적용실험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운모 견운모광물의 고부가가 

치화를 위한 첨단소재로서 활용키위하여 고분자 마이크로 캡슐에 의한 운모 

의 표면개질을 기초 실험연구로 수행케 되었다. 본연구성과를 통하여 기 대되 

는 효과는 분체의 표면개질분야에 관한 기술축적과 국내산 저품위 운모 광 

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및 고급관련원료의 수입대체 효 

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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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2 장 운모의 기능성 화합물 쩨조 

제 1 절 일반 현황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운모의 대부분은 화강암내에서 발달하는 단층 또 

는 열극을 따라 열수용액이 침투하여 주변의 장석류를 변질시켜 2차적으로 

형성된 광상과 페그마타이트맥의 주 구성광물로써 산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 운모(Mica)는 앓게 쪼개지며， 질기고， 휠 수 있는 성질，화학적인 내성이 

있고 탄성이 있는 판으로서， 큰결정들은 정확하게 절단，천공， 각인 할 수 있 

기 때문에 판운모라고 하며， 이러한 것은 국내에는 매장량이 극히 적고， 주 

로 운모편암에 형성된 조운모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또한 미세한 업자로 구성 

된 백운모족의 광물로 견운모는 형성물의 표면이 견사와 같은 광택을 나타 

내므로 견운모라 부르며 견운모는 일반적으로 운모광물의 미세광물총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실지의 성인상으로는 매우 미세한 백색운모 

를 뜻한다.또한， 운모의 매장 현황은 우리나라의 각지에서 운모 편암 내지는 

장석 및 점토의 부산물로 매장을 이루고 있으며， 본장에서는 주로 경기， 강 

원， 경북， 전북 및 충청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운모광물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는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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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 Mica Estimated Reservoir Estimation of Korea (단 위 :천톤 ) 

매장량 

구 분 계 
화「 처 。 -;z「」 / τιδ4 예상 

견운모 0.0 2,151 6,593 8,744 

운모 0.0 3,140 315 3,455 

질석 0.0 486 622 1.100 

계 5,777 7,530 13,299 

* 매 장 량 (‘96년도 12월 기준) 

이에 대한 운모광물원료 수급상황은 원료광물의 물동량을 근간으로 하여 

수요 및 공급 상황과 내수， 수출 및 생산， 수입 만을 단순 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요경향으로 비취어 볼 때 전체 적인 운모 산물에 대한 물량을 

중심으로 다음 표 에 정리하였다. 

Table 2• 2. The Demand & Supply Trends of Mica products 

운 모 산 물 비고 

구분수 

물 량 ( 톤 ) 금 액 (천불) 

수요 
내수 26,452.9 2,657 

수출 920 444 
계 3,101 

공급 
생산 35,923.1 
「까::. '1J 17.497 10,041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밀화학산업은 가공제품의 부피가 적고 단위부피당 

의 가격이 비싸며， 소량생산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화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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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 선택한 정밀화학에의 응용되어지는 운모는 그의 성인에 따 

라 종류가 많고 광물학적으로는 복잡한 화학성분을 가지는 규산염광물이다. 그 

의 결정을 따라 자르면 일정한 방향의 판상으로 완전히 벽개되는 특징이 있다. 

공엽적으로 이용되는 운모는 화학조성상으로 백운모 Muscovite， 

l(J\J3~i3()lO(()11)2 )와 금운모(P비ogopite， 1α19과1~Í3()1O( ()11)Z)둥이 있으며， 상품명 

으로는 경질TI1lca， 연질TI1lca의 용어로 각각 사용된다. 또한 경질 TI1lca는 TI1lca고 

유의 색에 의해 blue mica, green mica의 2종류가 있는데 연질 TI1lca는 amber 

TI1lca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경질 운모는 함유물이 적고， 연질운모에 비해 

윤기， 절연성 , 팽창력， 내산성이 우수하다. 운모원광은 대별해서 “~heet mica"와 

석 영 및 장석 을 혼합하고 있는 "~crap and Fl삶<:e Mica"가 있다. ~heet mica는 

채굴 후 박리 공장에서 mica bloc, film, mica splitting으로 가공선별한다. 

Mica block은 두께 0.18mm 이상의 벽개만으로 박리TI1lca의 원료로 이용되는 

외에 그 자체로 전기절연용으로 선호되기도 한다. Film mica는 두께 약 0.025-

0.04rnrn로 condenser film이 라고도 한다. Mica splitting은 mica block으로부터 

만든 두께 0.015 -0.03mm, 크기 1.7cm이상의 TI1lca 박편을 말한다. Mica 두께와 

크기의 범위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두께는 전 품종을 통해 상한치와 하한치가 

있다. 마찬가지로 크기는 1.7cm2가 하한치이다. 또 ~heet mica를 생산시 다량의 

TI1lca scrap이 발생하는데 이를 화학적， 기계적 방법으로 미세한 박리상으로 만 

들어서 여기에 보강재， 점착제 또는 다른 첨가물을 사용해서 지성 TI1lca를 만들 

기도 한다. 

세계적인 수요현황을 조사하여 검토결과 화장품 향료 촉매 등이 향후 시장을 

주도하며， 염 · 안료분야에서도 이 분야의 무기안료 사용량의 증가를 감안할 때 

성장을 주도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성장 5%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낀
 



‘ 정밀화학분야의 높은 성장률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역시 의학， 화장품， 

향료， 촉매제들이 정밀화학제품의 수요를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2，아x)년 

대까지 연평균 5%의 꾸준한 증가량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았 

을 때， 정밀화학제품의 수요는 연평균 16%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및 촉매제로서의 수요 증가량은 연평균 2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 

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밀 

화학 산업의 양대 핵심기술인 중간 화합물과 원제 제조 기술이 취약하여 중간화 

합물과 원제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원제와 중간화 

합물의 단위 물품당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민간차원에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에는 산업경제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계는 많은 로얄티를 주고， 선진 해외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첨단기술은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여 기술도 

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밀화학 중간화합물기술개 

발의 취약에 따르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정밀화학 중간화합물 개발부진은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의 향상과 제품고급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제해요인으로 대두 될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의 정밀화학 중간화합물이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은 중간 

화합물 및 원료 재료 생산 등의 기술에 있어서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과 신물질 

창출 연구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술개발의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밀화학공업 분야 중 안료， 도료， 촉매제 및 화 

장품 공업에서의 중간 화합물 내지 원료 소재로 사용하는 천연 무기광물을 이용 

하여 고부가가치 상품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목표를 두었으며， 금번 연구에서 

는 운모， 견운모의 원료 정제시료에 대한 정밀화학 분야에서 중간제로서의 사용 

깅
 



을 위한 분체표면에 물성개질을 통한 예비 기초 실험중 습식중화침전법에 의한 

운모의 표면개질을 행하였다. 

제 2 절 기술 현항 

고성능 혹은 고도기술 응용이라 부르는 요업체의 새롭고 중요한 이용은 

특별한 특성을 지닌 특별한 요업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많은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추구되는 특성들은 99.9%이상의 순도， 정밀하게 조절 

되어 재현될 수 있는 도판트를 포함한 화학조성 원자 규모상의 화학적 균질 

성， 그리고 정밀하게 조절되고 일관된 마이크론 이하의 입자 크기등을 포함 

한다. 일부 응용에서는 특별한 입자모양이 목표일 수 있다. 살험실에서 준비 

된 여러 화합물들은 광범위하다. 비록 요업체들이 수년동안 실험적인 규모로 

특수한 분말들로부터 생산되어 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몇몇 이런 특수한 

분말들은 공업적 공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섬유 및 후 

막 전자 요업체 같은 제품에 대한 특수한 재료의 성공적인 응용， 그리고 더 

욱 고급화된 요업체에 대한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성은 공업적 제조에 대하 

여 이 기술들에 대한 관심과 평가를 중시하고자 이에 대한 기능성 재료의 

활용을 위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찰하였다. 

1. 화학적 용액 방법으로부터의 기능성 재료화 

화학적 용액 기술은 순도와 미세한 크기의 분말을 얻기 위한 비교적 편리 

한 방법을 제공한다. 먼저， 관심 있는 양이온을 지난 적절한 액체 용액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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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고 분석된다. 고체 입자 상은 석출， 용매 증발 혹은 용매 추출에 의하여 

만들어 질 수 있다. 편석은 석출물 혹은 젤(geD상 안의 이온을 결합시키거 

나， 혹은 미시적 방울로부터 몇 밀리초 안에 용매를 추출함으로써 최소화한 

다. 고체상은 보통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융용 없이 하소에 의하여 분해될 

수 있는 염들이다. 다공성의 부스러지기 쉬운 하소체는 비교적 쉽게 마이크 

론 이하로 분쇄된다. 

가. 석출법 

고전적 습식 정량분석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석출법들은 여러 종류의 무기 

염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화학적 침전제를 용액에 첨가하거나 혹 

은 온도나 압력의 변화는 용해도 한도를 감소시켜 침전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침전은 핵생성과 성장에 의해 일어난다. 입자의 특정한 표면에 흡착된 

용액내의 불순물 이온들은 그들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준다. 특정한 결정학적 

방향을 따라 비교적 느린 성장속도는 석출 입자들이 비등축성 형태를 갖게 

한다. 높은 과포화도는 핵생성 속도를 증가시키고 작은 입자 크기를 만드 

나， 석출이 매우 빠르다면， 이들 외부입자들이 입자 안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조절된 석출물을 얻기 위하여서 혼합속도와 온도가 제어되어야 한다. 

용액내의 양이온들이 같은 크기이고 화학적으로 비슷할 때， 고용체 안에 양 

이온들을 포함하는 염의 석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들을 공침이라 부른다. 

불균일 석출시， 염 안의 이온농도는 용액 안의 것과 다르며 공침물의 조성은 

석출이 진행됨에 따라 변할 것이다. 덜 용해되는 동형이질물(isomorphs) 이 

염 안에 농축되는 경향이 있다. 연질 페라이트의 제조를 위해 옥질산제이 

철 (ferrous oxalates)의 공침 이 Gallagher둥에 의 하여 연구되 었다. 이 는 니 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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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을 고용한 옥살산염을 가열된 황산염 수용액 안에 뜨거운 옥살산 암모늄 

을 첨가 혼합시 석출된다. 

H2α20'C) ‘ 
Ni50 4+ 4Fe50 4+ 5( NH 4)2 C0 4 . H 20 ~ ι 

5Ni o.2 FeO.8 C 2 04(s). 2H20 + lONH t + 550 ~- (2.1) 

500'C보다 낮은 온도에서 공기 중의 옥살산염의 열분해는 잘 규착화된 니켈 

페라이트 화합물을 생성하며 다음 반응에 의해 기술된다. 

1-1 3Ni o.2 FeO.8 C 2 04(s). 2H20 + .....:lτ죠 02(g) 

• N i 0.6 Fe 2.4 04(s) + x CO (앙 + (6-x)C0 2(g) (2.2) 

염 결정 안에서 원자 크기의 혼합도는 미세한 입자 크기의 페라이트의 직접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경우에는 두 양이온들을 지닌 특수한 화합물을 석출시키는 것이 가능 

하고 석출물의 조성은 용액내 이온의 농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다. 후 

자의 예는 다음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Ba(TiO(C204)z) . 4H20이다. 

BaCl 2 + TiCl 4 + 2Hz C z 0 4 

H”α20'C) 
2V

\ L.VV/; BaTiO( C Z 0 4)Z .4HzO + 6H 3 0+ + 6Cr (2.3) 

바륨타닐린 옥살산염의 열분해는 미세한 입자크기와 혼합도 때문에 비교적 

π
 
“ 



‘ 낮은 온도(700 0C)에서 티탄산 바륨을 간접적으로 생성시킨다. 즉， 

. (2S-22S 0C) ‘ BaTiO(CZ0 4)z • 4HzO(s) 

BaTiO(CZ0 4)z(s) + 4HzO(gl (2.4) 

1 ι (22S-4Sfì OC) ‘ 

BaTiO( CZ0 4>Z<s) ’ 융 02(g) 

BaC03(Sl + TiOz(s) + CO(gl + 2COz(g) (2.5) 

. (4fìS-700'C) ‘ BaC03(S) + TiOz(s) : \ "%"11 '''\1 v '; BaTi03(S) + COZ(g) (2.6) 

혼합된 알콜시화물(alkoxides)의 가수분해는 입자 크기가 20nm 보다 더 

미세한 여러 종류의 산화물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물이 알콜시화물 바 

륨 이소프로폭사이드 Ba(OC3H7)와 티타늄 아밀옥사이드 Ti(OC5Hl1)의 알콜 

용액 속으로 첨가 혼합될 때， 동시적인 가수분해는 다음반응에 의해 티타늄 

바륨을 생성한다. 

Ba(OC3H7)z(soln) + T i(OC5Hll)4(solnl 
. H 20(200C) ‘ 

BaTi03(POWDERl + 2C3H70H(solnl + 4C5HllOH(soln) (2.7) 

여러 다른 종류이나 화학적으로 비슷한 이온들을 지닌 산화물들은 과잉의 

침전제 안에 이온의 용액을 첨가혼합 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매우 높은 

과포화도는 모든 이온들의 빠른 석출을 일으킨다. 석출 계 및 조건들이 재현 

성 있는 석출물을 얻기 위하여 잘 조절되어야 한다. 이 중요한 변수들은 용 

액의 농도， pH, 혼합 및 교반 속도， 그리고 온도이다. 석출물들은 여과 전에 

소화， 세척 그리고 어떤 경우엔 재석출에 의하여 정화된다. (Fig2- 2). 소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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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물들이 용액안에 있는 동안 더 작은 입자들을 소모하여 더 큰 입자로 

자라는 것이다. 비표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표면흡착된 불순물들은 감소한 

다. 만일 입자 위의 용액막 안에서 다른 이온을 석출시킴 없이 표면에 흡착 

된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면， 세척은 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맑은 용액 안에 

서 재용해와 재석출은 부 불순물(minor impurites)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명 

반(alum) NH4Al(S04h. 12HzO가 뜨거운 수용액에 용해된다. 냉각시 형성되 

는 재석출된 명반은 낮은 온도의 알칼리와 전이 금속 불순물을 갖는다. 

H ?O(heat) 
NfLAJ(S04)z . 12H20 (impure) ç ‘ } solution 

solution 낱똑꽉:} NH4AJ(S04)z . 12H20(puri fi뼈) + H20(j뻐 

이 방법은 순도가 99.995%가 넘는 알루미나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데 사용 

된다. 석출방법은 마이크론 이하 크기의 고순도 산화물 분말을 제조하기 위 

하여 널리 연구되어 오고 있다.2nm정도의 작은 입자크기가 몇몇의 계에 대 

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이들은 상업적 촉매로서 사용되고 있다. 석출방법들 

은 더욱 고급화된 페라이트의 공엽적 생산을 위하여 현재 고려되고 있다. 

낀
 



제품을 통칭하는 말로서，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갖추면서도 높은 부가가 

치를 얻을 수 있는 생산제품을 말한다. 또한 정밀화학공업에서의 원료광물의 정 

제에서 부가가치상품까지의 일반적인 품위향상 및 제품계통도는 다음 Fig 2- 1과 

같다. 

| Ad뼈ve I 

Heating Treating 

Final Surface Finishing and!or Coatíng 

Fig 2- 1. General Surface Treatment 안ocesssing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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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 Processing flow diagram for the preparation a pure precipitation 

나. 용매증발 및 추출법 

특수한 분말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한 방법은 관심있는 이온들을 

지닌 용액들을 미시적 부피로 분산시킨 후에 증기로서 용매를 제거하여， 염 

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다성분계에 대하여 성분들이 대략 같은 용해도일 때 

혹은 염이 매우 빨리 형성될 때만 원자 크기 의 균질성의 유지가 가능하다. 

분무건조(spray drying)는 직경이 10-20μm<{l 염의 입자를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몇 밀리초 안에 일어나는 빠른 건조는 편리를 감소시킨다. 

이 방법은 혼합된 황산염들로부터 페라이트 제조 및 혼합된 질산염들로부터 

Mg-안정화된 베타 알루미나의 제조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 다공성 하소 웅집체들은 쉽게 성분입자들로 분쇄된다고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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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일반적 과정의 한 변화는 건조와 하소를 한 단계로 변화시키기 위 

하여 고온 노(furnace)에서 용액을 분사시키는 것이다. 가열 속도가 초당 수 

백도 이기 때문에 염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분해될 때만 완전한 분해가 

일어난다. 웅결되지 않은 마이크론 이하의 마그네시아 입자가 아세테이트 용 

액의 분무 열분해로부터 제조되었다. 

H 2 0 (20'C) 
Mg(CÆ30 2h . 4H20 (s) ~ ι ~ solution 

j r< 500'C) 
~ MgO(s) + C02(g) + CO(g) + H20띠 (2.9) 

사용되고 있는 다른 방법은 화학용액을 셀룰로오스와 같은 마이크로 다공 

질 유기 재료 안으로 흡착시키는 것이다. 유입된 섬유는 처음에 열분해된 후 

조절된 분위기에서 하소된다. 다공성 웅집체는 쉽게 분쇄된다. 이 방법은 여 

러 종류의 산화물， 탄화물 및 금속의 콜로이드 크기의 입자나 혹은 섬유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용매를 추출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은 용액을 불 

공용의 건조시키는 액체 (immiscible desicating liquid)안으로 분무(액체/액체， 

건조) 혹은 증발시키기 위하여 뜨거운 불공용 액체 안으로 분무하는 것을 포 

함한다. 

동결건조에서 (freeze-drying)에서， 염 용액은 핵산(hexane)( - 60'C ) 같은 차 

가운 액체 안으로 분무되어 염과 얼음으로 빨리 동결된다. 용매는 압력과 옹 

도를 천천히 증가시킴으로서 삼중점 이하의 압력에서 용매가 승화된다. 균질 

한 염의 하소는 좋은 소결성을 지닌 마이크론 크기의 분말까지 분쇄되는 다 

공성 응결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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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졸 겔 법 

졸 겔 공정 (sol-gel processing)은 특수한 분말의 제조를 위하여 그리고 앓 

은 피복(coating) 및 주입물 혹은 압출물을 성형하기 위하여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졸-겔 공정에서 ， 졸 (s이)인 현탁액 안의 콜로이드 입자들이나 분 

자들은 액체와 혼합되며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겔(gel)이라 부르는 연속적인 

망목을 만든다. 중합은 화학적 확산과 편리를 크게 제한한다. 겔은 건조되고 

하소된 후 분말형태로 분쇄된다. 

실리카 겔은 건조되고 다음의 반응에 의하여 나타내었듯이 용액 안에 알 

콜시화물 테트라에틸 오소규산염 (tetraethyl orthosilicate) 의 가수분해와 중합 

에 의하여 생산된다. 

‘ hvdrolvsis (OC2Hs)4Si + H20 ‘ ‘ (OC2HshSiOH + C2HsOH (2.10) 

. dehvdratioη‘ (OC2H5hSiOH +OH ‘ ~ (OC2HshSiO- + H20 (2.11) 

(OC2H5hSiO- + (OC2HshSiOH ←수 (OC2HshSiOSi(H5C20h + OH- (2.12) 

중합된 겔은 티타늄과 지르코늄 에스테르와 같이 단순하거나 혹은 혼합된 

알코올 시화물의 가수분해에 의하여 역시 형성될 수 있다. 수화된 알루미늄 

혹은 철 산화물의 수용성 졸이 탈수제와 함께 혼합될 때 역시 겔이 형성될 

수 있다. 수소 결합된 알루미나겔은 수성 보에마이트(boehmite) AIO( OH) 졸 

을 아세톤과 혼합함으로서 생성된다. 이 방법은 티타니아 및 산화 지르코늄 

~ul-Q. 
τC 2.능E 생산하는데도 역시 사용된다. 구연산염(Citrate) 공정에서， 구연산이 

준비된 염 용액에 첨가된다. 점성액체로 부분적인 알코올이 탈수된 후에 노 

(furnace) 안으로 분무함으로서 더욱 잘 탈수되고 분해된다. 

” ” 



2. 증기상 반응으로부터의 기능성 재료화 

증기상 반응은 특수한 산화물과 비산화물 분말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다음 반응에 의해서 티타니아 형성에 대하여 나타났듯이 산화물들이 고온에 

서 금속 염화물과 수증기를 반웅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TiC14(g) + 2H20(g) • Ti02(S) + 4HCl(g) (2.13) 

알콜에 용해된 염은 복합 산화물 분말을 생성시키기 위해 분무 버너 안에 

서 열분해된다. 또한 미세한 산화물 분말이 증발된 금속을 산화시킴으로써 

역시 생성된다. 

질화규소 분말은 1000 0C 이하의 플라즈마 상에서 사염화 실리콘과 암모니 

아를 반웅시킴으로써 형성된다. 

3SiC14(g) + 4N!b(g) • Si:JN4(S) + 12HCl(g) (2 .14) 

(CH3)zSiClz와 CH3SiH5 증기의 열분해 역시 고순도 탄화 규소 SiC를 생산하 

는데 사용된다. 

증기상 방법은 큰 부피의 기체안에 실린 마이크론 이하 크기의 잘 분산된 

입자들을 생산한다. 크고 복잡한 수집 장치들이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 

하다. 

3. 기타 응용기술 

혼합된 산화물 입자들의 고상반웅과 특수한 화학 방법들 사이의 약간 중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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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 방법들은 증가된 경비와 향상된 균질성 사이의 절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산화물 분말 혹은 젤의 혼합물은 l-lOOMPa의 압력을 가진 증기 하에 

서 180-700 0C까지 가열할 때 결정질의 혼합된 수산화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미세한 결정립 크기의 혼합된 산화 화합물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하 

소시 형성된다. 수열합성 (hydrothermal synthesis)이라 부르는 이 방법은 여 

러 종류의 혼합된 산화 화합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보통 염의 분해는 비교적 미세한 반응성 생산물을 만든다. 알칼리 토족 

탄화물과 알루미늄 혹은 철 수산화물 혹은 비슷한 온도에서 분해되는 염들 

의 혼합물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미세한 입자 크기의 흔합된 산화 화합물 

을 생성시킨다. 질화규소와 규소 알루미늄 질화산물(oxynitride)은 고온의 질 

소 분위기에서 분리된 산화물 입자들을 가열함으로 생산된다. 

특수한 화학적 방법이 미세한 분말 혹은 젤을 도핑 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화학 용액 안에 분말을 분산시킨 후 석출 혹은 젤화반용은 표면 위에 도 

판트를 석출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건조 후 비교적 낮은 온 

도에서 가열시 생성되는 도핑된 분말은 더 미세하며 응결제를 분산시키기 

위한 분쇄가 덜 요구된다. 

” 
끄
 



채 3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얼반적 흡착특성 

l. 평형 흡착측정 

평형흡착측정결과를 표시하는데는 둥온 흡착선이 많이 사용된다. 둥온흡착식 

은 일정온도에 있어서 홉착질의 농도 C와 흡착제의 단위질량당 평형 흡착량 q 

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통상 C의 단위 [g-흡착질/cm'-용액]， Q의 단위는 [g 

흡착질/g-흡착제] 가 사용된다. 흡착질의 양을 mol퉁 다른 단위로 나타내는 경 

우도 있다. 수용액 중에서 하나의 성분이 선택적으로 흡착될 때의 등온 흡착선 

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이 여러 식에 의해서 나타난다. 

비가역평형식 (직각 평형식) 

헨리식 

Freundlich식 

LanQ:mUÎ 시 angmwr~ 

Ra바ce-Prausnitz 식 

q=Ko 

q=HC 

q=KCβ 

qmkC 
q= τ후효E 

qmkC 
q= 1 + kCß 

액상흡착에 관해서 흡착되기 쉬운 용질이 용해도가 그다지 크기 않은 용매에 

흡착될 때에는 BET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통 Freundlich식이 근사적으로 성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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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성된 이산화 티탄의 운모 표면에서 흡착 

l. 침강 

보통 크기가 매우 작은 물체는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 

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반경 r , 밀도 p 의 구상입자가 밀도 p 의 매질중에 있어서， 하향 침강한다고 

가정한다. 이 입자에 작용하는 힘 F는 중력과 부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F= 융 πγ\p- p')g (3.1) 

힘 F로 인하여 침강이 가속되어 속도가 커지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매질로 인 

하여 작용하는 항력 R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와 R이 같아지는 시 

점에서 입자가 일정한 속도 V로 침강하게 되는 것이다. Stokes는 이 경우， 항력 

R을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R=6πη’ rV (3.2) 

여기서 η/ 은 매질의 점도를 나타낸다. 식 l.1, 식 l.2의 두 식에서 F=R로 하면， 

최종속도 V를 다음의 Stokes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융 μ(p- p')좋 (3.3) 

X 

μ
 



‘ 위 식을 사용하여 1기압의 공기 중에서의 이산화티탄의 침강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티탄의 밀도 p 는 물보다 약간 큰 정도이고， 공기의 밀 

도 p ‘은 20 0C에서 0.OO1205g/c따으로 매우 작은 값이다. 그리하여 p - p ’을 19/cm' 

으로 근사시키면， g=980(cmls2) , η ’=1.81 X 10-4 dyn . s/c마 (20 0C의 공기)를 대입 

하여， 다음의 간단한 식으로 V를 계산할 수 있다. 

v= 1.2? X 10 6 (cm/S) (3.4) 

여기서 이산화티탄이 모여 어떤 집합체를 형성하여 반경이 예를 들면 3배로 된 

다고 하면， (3.4)식 을 고려하여 볼 때 V는 반경의 2승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침 

강속도는 9배가 된다. 역으로 입자가 더 작아진다면 (r<-O.lμm)， Brown 운동 

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수중의 이산화티탄을 고려하자면 이산화티탄의 밀도가 물보다 약간 큰 

정도여서 중력과 부력이 거의 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때 침강속도는 극 

히 작아져서， 이산화티탄 부유도의 안정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이 

산화티탄의 집합으로 하여 침강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2. Brown 운동 

Brown 운동은 영국의 Robert Brown이 수중의 화분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보고 명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 불규칙한 운동(Bro뼈 운동)은 미립자의 자발적 

인 운동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매질중에 질량 m의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입자에는 주위에 매질분 

자가 충돌하고 있다. 이 충돌에너지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커지게 되고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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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된다. 이 때 입자는 매질분자와의 충돌로 인해 열적평형 

상태에 이루게 되어， 평균병진에너지는 (3/2)kT ( k: Boltzmann 상수， T: 절대온 

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입자의 평균병진운동속도를 v라하면， 이 에너지는 

(1/2)mv2으로 나타낸다. 두 에너지는 동일한 현상을 각각의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것이므로 본래 통일한 값을 갖는다. 즉 

! mv2= ~ kl 2 mv 2 (3.5) 

다시 쓰면， 

v=1폈 (3.6) 

위 식 중 입자질량 m이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Brown운동의 속도와 병 

진운동속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1에 여러 종류의 입자의 질량에 

대하여 20 0C에서의 병진운동의 속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1. Tge Abreast motion velocity of Eachh Particles 

입 자 입자질 량 (g/개체수) (g/아보가드로수) 병진운동 속도 

각|: -/J、- 3.35X 10-ι4 2.016 1900m/s 
미립자 

1.66x 101~ 1d' 8.54m/s 
(이산화티탄) 

미생물 1 XlO μ 6.023X 1011 0.00348맹 

키
 



예를 들어 Brown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가 시간 t내에 N회 운동의 방향을 변 

화시킨다고 하면， 1회 방향이 변화하여서 다음 번 방향이 변할 때까지의 평균거 

리 L을 진보한다고 하자. 이 때 만약 운동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입자는 시간 t 

가 경과한 후에 N x L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자는 

위 거리와 0의 중간 값을 가지게 된다. 다수의 입자에 대해서 보면 이러한 평균 

적인 이동거리를 E이라 하면， L αN>.5’ E αtO.5로 알려져 있다. 결국， 시간 t가 

10배라 해도 E은 100.5배가 되는 것이다. 이 관계는 확산계수 D를 사용하여 

Brown운동에 관련지 어 Einstein의 법 칙을 언급할 수 있다. 

3. Brown 운동과 확산 

일반적으로 물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어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에는 농도차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은 Brown 운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위 단면적의 파이프중의 일부를 가정한다. 파이프 중에는 균일한 

크기의 입자가 매질중에 분산되어 있다. 이 단면 Q에서 좌우로 L거리에 단면 P, 

R까지의 영역을 A, B, 입자밀도를 Na, Nb 로 한다. 각 입자는 Brown운동에 의 

하여 평균적으로 L정도 이동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을 t로 한다. 이 때， Q에서 

L이상 돌아다니는 입자는 t내에 Q에 도달할 수 없지만， L이내의 경우 입자는 시 

간 t내에 도달하여 난류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A, B 영역중의 총 입자수 NaL중， 시간 t내에 Q를 통과하여 b영역으로 이동하 

는 입자수Qab는 (1/2)NaL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B영역에서 A영역에서 시간 

t내에 이동하는 입자수 Qba는 Qab의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1/2)NbL로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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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를 통과하여 A에서 B로 이동하는 순입자수Qn은 위의 경우를 고려한 입자수 

의 차이로 얻을 수 있다. 

Qn = Qab-Qba = 웅(Na- Nb)L 

_~-.l썩二과호 r 2 _ _ ~-.l맥二과뇨 r 2 
2 L “ 2 L “ 

(3.7) 

여기서 L을 매우 작은 값으로 가져가면 Na-Nb도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되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Qη = 1 thVL2 -----
2 dL (3.8) 

한편， Qn은 농도구배 및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표현한 Fick 제1법칙으로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n = -D뽕 t (3.9) 

여기서 D는 확산계수이다. 

결국 Qn을 통한 Brown운동에서 출발하여 얻은 식과 확산계수를 통하여 얻은 

식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식을 등식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dN T2 ---←-ε - D ": .... Y t 2 dL~ ~dL 

L = V 2DI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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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면 및 이산화티탄에 작용하는 힘 

고체， 액체， 기체 등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별지을 수 있는 물질의 상태를 상 

이라 부른다. 계면은 이러한 2개의 상의 경계이다. 이 때 2개의 상간의 전위차가 

존재하여， 전자나 이온 등의 하전입자가 한쪽의 상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여 

안정화된다. 일반적으로 한쪽의 상이 용액일 경우， 계면은 음전하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양전하 갖는 양이온이 음전하를 갖는 음이온보다 수화되기 쉽기 때 

문이다.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이산화티탄의 계변도 일반적인 조건하에서는 양 

전하를 갖는다. (그림 3- 1) 

l ’ s oecif씬 Aldscmt;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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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 Specific adsorption of counterions in the stern layer changes 
the IEP in contrast to nonspecific adsorption 

물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 비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표면의 성질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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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은 미립자도 표면전하에 기인한 전기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계변에서는 표면전하로 인한 힘 외에도 다른 종류의 

힘이 작용한다. 이 중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간에 작용하는 힘 (반데어발스 

힘)이 중요하다. 표면이 기본적으로는 하전수가 0인 pH값을 둥전점으로 하고， 

pH가 낮은 쪽을 양전하， 반대로 pH가 높은 쪽을 음전하를 갖는 것으로 한다. 

5. 전기2중층 

하전입자의 주위에는 전기 2중층이 형성되어 있다(그립 3-2). 여기에 외부전압 

를 걸었을 때 하전입자는 전기 2중층에 존재하는 특정한 전위 ( s-전위)에 기인 

하는 전기력으로 인하여 이동한다. 이 현상을 이용하는 하전입자의 제타전위를 

측정할 경우， 이 방법이 이산화티탄에도 적용가능하다. 이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 

는 ?; -전위값은 ￠。이 아니고 Øa에 가까운 값이다. 그래서 하전입자가 움직일 

때 그 주변에 강하게 홉착되는 이온은 입자와 함께 움직이지만， 약하게 흡착되 

어 있는 이온은 분리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면은 Stem면 

가까이에서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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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Electrical double layer model for particle charging in a polar liq띠d 

and Gouy- chapmamn profile of the electrical poten디머. 

하전입자가 외부전기장 중에서 이동할 때의 속도， 즉 전기영동속도는 전기장 

의 세기 및 입자의 제타전위에 비례하고 역으로 매질의 점도에 반비례한다. 

v EtE 
4π(300) 2 η 

(3.11) 

위 식은 Smoluchowski의 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T) 과 E 는 매질의 점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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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상수， E는 전기장의 세기， s 는 입자의 제타전위이다. 

이산화티탄은 통상의 조건하에서는 표면이 양으로 하전되어 있어서， 단순히 

음으로 하전된 표면과는 전기적 인력이， 역으로 양전하를 가진 표면과는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수용액 같은 매질 중에서는 하전입자는 주변에 전기적 2중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전입자간에 작용하는 힘은 여러 가지 입자의 전기 2중층간의 상호작용 

이라는 형태로 나타낸다. 

음전하를 가진 반경이 a1. a2인 2개의 구형입자가 수용액중에 서로 근접한 거 

리를 두고 현탁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Fig 3-3). 이 입자들은 주위에 전기 2 

중층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Stem면간의 최소거리가 

h라고 하면，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반발에너지 Vr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술된다. 

2Ø13Ø 
- l 2 ( 해3 + ￠&)[ 3 

4( al + a2) \ 't' 13 I 't'23/L (썩3 + Ø~) (3.12) 
1 +exo(-xh) 

~) ~.'~( + ln (1- exp( - 2xh))] 1-exp( -xh) 

1a2 /.') .. ') " 2Ø13Ø잉 - l 2 ( 야 + ￠23)[ l3 깅 
4(al + a2) \'t' 13 I 't'23JL (썩3+ ø월) (3.13) 

1 +exo(-xh) - ln (1- exp( - 2xh))] n i -exp( -xh) 

여기서， ø 13, ø 잉은 매질3중의 입자 1, 2 의 Stem전위를 나타낸다. 

식 (3.12)은 입자가 근접하여 전위가 일정한 경우 식 (3.13)은 입자전하밀도가 

일정한 경우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 Stem전위는 측정가능한 t 전위로 바꾸 

어 전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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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 3-3. charge double layer(DLVO). 

6. 반데어발스 힘 

이산화티탄은 그 표면이 양전하로 하전되어 있어，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크기를 가진 양전하 입자에 흡착한다. 이것은 이산화티탄과 운모표면 사이 

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인력은 이산화티탄 표면을 구성하는 

분자와 운모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사이에 작용하는 반데어발스 힘에 의하여 

발생한다. 분자는 원자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분자 사이에서 작용 

하는 반데어발스 힘에는 다음의 3종류가 있다. 

- 쌍극자 쌍극자 인력 

분자내의 전자의 분포상태가 비대칭적이고 이 분자가 영구쌍극자를 가지고 있을 

때 

도
 

유
 
” 

영구쌍극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인접한 분자를 분극시켜 인력을 작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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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ρndon 분산력 

영구쌍극자를 가지지 못한 분자들간의 인력이 작용한다. 1ρndon은 이를 양자역 

학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영구쌍극자를 가지지 못해도 분자내의 전하분 

포의 일시적인 쌍극자 moment가 발생하여 분극작용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중력， 정전기력 등의 힘은 거리의 2승에 반비례하여 원거리에서도 작용이 가 

능하지만， 위 3가지 힘은 거리의 7승에 반비례하여 분자간 거리가 멀 때는 힘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한다. 

반경 a1，a2의 두 개의 구형입자가 진공 중에 입자의 표면간거리 h가 입자반경 

에 비하여 충분히 작을 정도로 접근했을 때(Fig 3-4 참조)， 입자간에 작용하는 

London 분산력에 의한 에너지 Va는 Ham밟er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A a1 a 2 
va … -

6h a1 + a2 
(3.14) 

위 식에서 A는 Ham왜er 상수로， 단일분자일 경우 보통 10 13 - 10 12erg정도의 

값을 갖는다. 

Pa!tíc!ρ 
PaÎ~icα2 

Fig 3-4. Surface Electrical Adsorption Energy (particle surface charge is 
repulsive if they are sam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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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티탄이 수용액중에서 현탁되어 있는 콜로이드 분산계에서는 물 둥의 매 

질에 의해 분산력이 감쇄됨에 따라 Hamaker상수 A도 감소한다. 여기서， 진공중 

의 Ham밟er 상수를 이용하여 매질 중의 상수를 추측할 수 있다. 입자1과 2가 

분산매 3중에 그림 1-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입자1과 2가 접근하는 경우를 보면， 

각 입자와 매질간의 분산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A12, AJ3, A13 및 A정를 입 

자1과 2, 분산매와 분산매， 입자1과 분산매 및 입자2와 분산매 간의 진공 중에서 

의 Hamaker상수를 의미한다. 분산매 3중의 입자1. 2간의 실제 Ham뻐er 상수 

A’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A ’ A 12 + A 33 - A 13 - A 23 (3.15) 

입자 1과 2의 사이의 상호작용이 1과 1, 2와 2사이의 상호작용의 기하평균으 

로가정하면 

(3.16)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가정을 확장하면 식 (3.15)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A ’ <V Au-{A길)({A융-{A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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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 작을수록 반데어발스인력은 작아진다. 그러므로 식 (3.17)에서 

Al1<A>:3<An 와 An<A>:3< All의 경우， A’ <0이 되어 입자간의 반데어발스힘이 

인력으로 작용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다. 

7. DLVO 이론과 이산화 티탄의 흡착 

콜로이드 분산계에서는 동종전하의 입자간에 전기 2중층에 의한 반발력 및 반 

데어발스 인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2종류의 힘에서 기인하는 De디ag버n과 

뎌ndau 및 Verwey와 Overbeek은 극성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지 않는 소수성 

콜로이드를 대상으로 정리한 이론을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 이론에서 

는 이러한 4사람의 이름을 따서 DLVO이론이라 하였다. 

콜로이드분산계에서 입자간에 작용하는 인력과 반발력은 서로 다른 메카니즘 

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업자간 상호작용에 의한 전체 에너지 VT는 전712중 

층간의 반발에 의한 에너지 VR과 반데어발스인력 VA의 합으로 표시된다. 

VT VR+ VA (3.18) 

VR와 VA을 입자간 거리 h에 관련지어 Fig 3-5.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2개의 

에너지 곡선의 합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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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깊) C신 
oc꽉〔낌싼 

Fig 3-5. Van der Waa1s Attractive Interaction 

8. 이산화티탄의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고체표면의 구조 

열역학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흡착은 일종의 새로운 계면의 생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산화티탄과 운모 표면간의 계면이 생성된다. 홉착되어 있는 두 표면 

사이에는 분자적 결합이 존재하며 식 (3.19)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1 Gadh lcs - lCL - lSL (3.19) 

y 는 계변에서의 자유에너지를 나타낸다 이산화티탄의 표면에너지가 용액의 

표면에너지보다 낮을수록 고체의 표면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흡착은 진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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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4 장 시료특성 빛 실험방법 

제 1 절 시료의 특성 

1. 운모시료의 물리화학적 성분 특성 

본 실험에 사용된 운모시료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운모편암에 포함된 

백운모시료를 사용하였다. Table 4- 1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일정량의 운모 

편암에서 운모를 회수하기 위하여， 1차，2차분쇄 및 마광공정을 거쳐 Tyler 

seIVe를 사용하여 평균입도 6 mesh - lOmesh ( 2-3mm )산물만을 분리회 

수 하였고， 이를 비중 자력 및 Decantation방법으로 처리하여 고순도화 시켰 

다. 중화침전증착법으로 이산화티탄을 생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생산 

하고 있는 H사의 산물을 이용하였으며， 중화제로는 Sodium hydroxide(일본 

Junsei che.사) 와 가수분해시에 사용하는 증류수로는 2차 증류수(영국 Elga 

사제)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실험에서 사용된 운모성분의 화학분석결과 및 

XRD 자료는 각각 아래 Table 4- 1, Fig 4- 1와 같다. 아래 화학분석구성 성분 

으로 보아 Fe상 의 성분이 0.2%이하인 정제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운모 

편암에서 일차 파분쇄를 실행한 후 비중선별 자력선별 및 비중차에 의한 순 

간 분리법을 사용하고 특히 판상입자의 스토크 효과 및 판상입자 특유성질에 

따른 분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험으로 다음 Fig 4-2의 강제순환방식인 

Cascade형 공기분급장치를 이용하여 고순도를 이룬 산물임을 보여준다. 

Table 4- 1 Cherrùca1 composition of Mica 

comp.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NazO Ig .loss 

Mica 75.36 16.20 0.19 0.20 0.09 4.65 0.24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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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 XRD Pattem of Purified Mica and precipitated Titanium oxide 

Fig. 4- 2. Overview of Cascade Type Airclassifier such as Z.z.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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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약류 

TiOS04 .2H20 : 국내 H사 제품 

SnC4 : 시 약 1급(순도 95%), ]unse; che. Co. 

Urea: 시 약 1급. 동양화학 

01eic Acid : 시 약 1급. 동양화학 

Su1furic Acid : 시 약 1급. 동양화학 

Hydroch1oric Acid : 시약 1급. 동양화학 

Ethyl a1cohol : 시약 1급. 동양화학 

TiÜz : Ti- pure Dupont사 

Tiα : p25. 0.03 μ m D맹ussa. 

TiÜz : d4.23. Aldrich che. Co. 

나. 장치류 

Partic1e size ana1yzer : M허vem사 Master Sizer. 

Partic1e Mu1ti tester : Seishin MT-1αm 

Mecheni떠1 stirer : Kika Lab. 100-30，αX)rpm 

U1tra sonic c1eanner : Branson 1210. 

Micro vision system : Hirox MD3, Image-pro 

X - ray DiffractometorCXRD) : pillipsλ}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eol사 

Zeta Potentia1 : Zeta- meter 

Drying oven : 국제과학사제. Circurate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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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운모시료의 물리화학적 성분 특성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경북 포항시 소재 유천광업소에서 산출되는 

광물로서 물리적 성질은 토상질의 견운모 광으로 확인되며 광돼， 색상， 

윤활도등이 아주 우수하며 또한 토상질로 매장되었기 때문에 채광산물에 

대한 단순수비 공정만으로도 우수한 비단결같은 견운모를 채취할 수 있 

다. 이 광상의 부존형태는 모암내에 fissure zone이 형성되어 이 간극을 

따라 소량씩 매장되어 생산되므로 채광시 특히 주의를 요하며 채취된 원 

광 시료의 화학적 성분을 아래 Table 4-2에 수록하였다. 

Table 4-2. chemical Analysis of Sericite Ore 

Chemical Composition 
Product 

Si02 Ig. 

Raw 

Mat. 
60.01 7.25 

위의 원광시료를 표면개질용 정제시료로 단순수비 및 고자력 선별과 비 

중선별을 거쳐 생산한 정제산물의 화학적 성분은 다음 Table 4- 3. 에 

입도분석을 다음 Fig 4-3에 수록 하였다. 

Table 4- 3 Chemical Analysis of Purified Sericite 

Chemical Composition 
Product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5 Ig. 

Particle 
48.48 32.15 1.27 0.86 1.50 9.47 0.37 0.35 0.042 0.04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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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3. Size distribution of Purified Sericite 

Fig 4-3에서 보듯이 정제된 견운모 산물은 평균입도가 3.21μm이며，분급이 아 

주 고른상태의 고순도 산물임을 알수 있다. 

n 
μ
 



제 2 절. 실험 방법 

1. 운모의 표면개질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의 중화침전반응장치로는 1 ~ 짜리 3구 프라스크를 사용하여， 

온도 조절( ::!: 2-3 "C) 이 가능한 Water bath를 이용하였으며， 교반속도는 예 

비실험 결과 l00rpm이 적절하여 디지탈교반기를 사용하여 실험 하였다. 중 

화침전법에서의 염기촉매 Seecl투입시의 용액온도는 Seecl생성 및 숙성에 적 

합한 ~rc로 처리 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용액 pH값은 이산화티탄 및 백운모 

의 둥전점 (IEP)값이 각각 4-5 및 1 (Table 4-4) 및 제타전위 측정시의 각 

입자의 활성도가 높은 pH값인 3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시료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위하여 XRD，SEM을 사용하였으 

며，시료의 표면개질상태를 측정하기위하여 화상분석장치 및 EDAX값을 측정 

하여 표면개질상태를 평가하였다. 

가. 실험에서 실시한 개질 실험 순서 

둥온 홉착선을 작성하기 위해 기구류와 홉착물 및 모제를 다음과 같이 준 

비한다. 

1 ) 기구류 

항온조， 교반기， 마개 달린 플라스크， 여과기， 분쇄기 및 체 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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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4. Isoelectric Points of Oxides 

Materi외 Nominal Composition IEP 
Muscovite KAhSi3Ûl1 . H2Û 1 
Quartz Siα 2 
Delta manganese oxide MnÛ2 2 
Soda lime silica glass l.00NazO . O.많CaO . 3.70SiÛ2 2-3 
Albite Na2Û • AlzÜ3 • 6SiÛ2 2 
Orthoclase KZO . AlzÜ3 • 6SiÛ2 3-5 
Silica (amorphous) SiÛ2 3- 4 
Zirconia Z야2 4-5 
Rutile TiÛ2 4-5 
Tin Oxide SnÛ2 4-7 
Apatite lOCaO . 6ro . 2HzO 4-6 
Zir，∞n SiÛ2 • Zκ:ñ 5-6 
Anatase TiÛ2 6 
Magnetite F엉04 6-7 
Hematite aFezÛ3 6-9 
goethite FeOOH 6-7 
Gamma iron oxide r FezÛ3 6-7 
Kaolin (edges) AlzÜ3 • SiÛ2 • 2H2Û 6-7 
Chromium oxide aCrZÛ3 6-7 
Mullite 3Al2ÛJ .2Siα 7-8 
Gamma alumina r Al2Û3 7-9 
Alpha alumina a Al2Û3 9-9.5 
Alumina(Bayer process) AlzÛ3 7-9.5 
Zinc oxide ZnÛ2 9 
Copper oxide CuO 9 
Barium carbonate BaCÛ3 10- 11 
Yttria YzÛ3 11 
Lanthanum oxide LazÛ3 10-12 
Silver oxide Ag20 11- 12 
magnesium Oxide MgO 12-13 

r 1 
‘ 

<

」



2 ) 작성순서 

@ 홉착모재 시료 

분말 홉착제는 그대로， 입상 흡착제는 325mesh정도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 

이 보통이나 본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흡착제 재질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 조 

건을 입자표면에의 분석이 용이한 모재인 운모의 입자 평균 2-3mm가 되 

도록 하였다. 그리고 105-110"C에서 3시간 건조하여 평량한다. 이것은 단시간 

에 홉착평형에 도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g 시험액 

피처리액에 대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표준액을 쓰는 일이 있지만 실제로 

는 직접 피처리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실험에서 

는 T i(OH)4 용액을 직접 mol비에 따라 변화시켜가면서 예비실험을 실행하였 

다. 다만 표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pH, 불순물 및 피홉착질의 농도를 조 

정하고 되도록 실제 사용목적에 맞는 액을 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홉착시험제 첨가량 

흡착제의 평량은 건조하지 않은 채 lrng까지 무게를 측정하고 계속해서 수 

분을 측정하여 미건조중량과 건조중량 환산량을 구한다. 표면 홉착에서의 응 

용시 활성탄의 경우에는 ppm단위의 것이 많으며， 피흡착질의 농도비는 

0.05-5 범위에서 한다. 이에 본실험에서는 홉착제 운모의 평량을 각 실험조건 

마다 2그램씩 채취하여， 이를 표면활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염처리를 시행 후 

표면 불순물 제거 및 표면 활성도를 높여주었다. 

% 



@ 홉착모제와 시험제의 접촉 

흡착모제와 시험제와의 접촉은 흡착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흡착시험제가 수 

중에 현탁 되도록 교반한다. 일반적인 무기물 중화 흡착 반응에서는 표면 홉 

착의 경우 홉착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1-2시간이 소요된다. 

본 방법을 적용한 실험에서는 약 15-75분간의 표면홉착 현상이 균일한 부 

착상태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각 시간대별로의 홉작 양상을 SEM상 및 화 

상영상처리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 여과 분리조작 

여과 분리조작은 흡착제의 미립자를 여과하여 투명한 액을 얻어 여액 또는 

분리액을 곧바로 분석한다. 미립자 분리에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 

지 만 흡착제가 부상하는 경우에 는 milli pore filter둥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실험을 위하여 제시될 수 있으나 본실험에서의 시험액상의 잔유물의 제거를 

위하여 ITÙcrO pore filter를 선택하여 여과분리 조작을 행하였다. 

뺑 이산화 티탄 홉착에의 등온 흡착선 

1종의 흡착제에 대하여 흡착제의 양 또는 피흡착질 농도를 변수로 하여 적 

어도 사점여가지) 이상을 얻어 둥온홉착선을 작성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홉착둥온식은 5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의 흡착양상에는 

Freundich식을 변형한 Gauy-chapman홉착둥온식을 적용시켜 무기물 중화융 

착방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후에 실험결과 및 고찰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어
 ι 



2. 견운모의 표면개질 실험 방법 

가. 시약류 

견운모 모입자의 표변에 자입자인 이산화티탄을 사용하여 견운모의 분 

체 물성 변화를 실험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식 피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 

는 입도비는 10:1 이상의 입도비를 갖는 분체계라 할수 있다. 다음 Fig 

4- 4. 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미국 Dupont사 제품 R902급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입도비를 나타내는 모입자 자입자간 약 20:1 

의 입도비를 가짐을 볼 수있다. 

‘_~oo -

~ 

Fig 4- 4. Particle Size analyser. 

나.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는 작년도 1차로 표면개질 건식 예비실험에서 사용한 모입 

자， 자입자간의 2성분계 혼합을 수행할수 있는 일본 덕수공작소 제작한 

다음 Fig 4- 6. Theta Composer를 사용하여 표면개질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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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5 Size distribution of Titanium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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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Overview of Theta-Composer(Model HTC- Lab) 

상기 Fig 4-6.에서 나타낸 theta Composer는 다음 Fig 4-7. 의 개략도에 

서 보는바와 같이 타원형의 내부공간을 가진 회전용기내에 역시 같은 모 

양의 타원형 로터가 회전을 반대방향으로 수행하면서 2성분계의 혼합을 

실시하고 이때 용기 및 rotor의 간극(O.5mm)로 분체가 통과함으로 인하 

여 강한 전단력에 의한 표면개질 효과를 나타내는 기계이다. 

“) {bl 

Fig 4- 7. The Mechenical Mechanism of Mix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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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구동 역학적 개념도에서 보듯이 vessel 과 rotor의 회전이 각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2성분계 혼합이 이루어지며，간극을 통과 하면서 각력한 

전단력을 구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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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운모 입자의 표면 개질 실험 

1. 운모 입자의 표면개질 

본실험에서 중화침전증착법으로의 표면개질을 시행하기위하여 사용한 용액 

에서의 침전 반웅식 및 1차 처리공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Ti(OH)4 + 2많O 설 TiÛ2 + 암lOH 

| E 즈 | 

| 1 차 .... t. 월 | 

Fig 5- 1. The first treatment of Mica surface by Ti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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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착 속도의 측정 

용액중의 피흡착물질을 홉착제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소량의 흡 

착제를 사용하여 빨리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해물질의 홉착은 피흡착 

물질이 유체 중에서 흡착제 입자표변으로 이동한 후에 내부로 확산하게 된 

다. 

;ζ 

--', 

가 ) 흡착제 표변에 피홉착물질이 이동하는 속도 

나 ) 홉착제 세공내부로의 확산속도 

다 ) 홉착제 내부표면으로의 흡착반웅속도 

가 관계되고 이 속도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를 가진 과정에 의해 전체의 속 

도가 지배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다 )의 내부표면에서의 홉착반웅 속도는 

매우 빨라서 가 ), 나 )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분말 활성탄 같은 미분상의 

경우에는 가 )이 홉착속도를 지배하는 것이 많으므로， 흡착제와 피처리수의 

접촉을 좋게 하고 접촉시간을 충분히 두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미량， 미분 흡착제의 홉착속도 측정 

미량， 미분 흡착제에 의한 한 예인 화분접촉에 있어서 접촉시간이 1시간 

이내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평형홉착의 결과로부터 흡착제의 선택이 가능하 

다. 그러나 흡착제의 효과적인 이용을 고려하면 홉착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하기 위해서 홉착속도의 측정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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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홉착제의 표면의 t -∞tenti삶 측정 

가 ) mortar를 사용하여 시료를 마광한 후 침강법으로 패m이하의 입자를 

회수한다. 

나 ) 위에서 준비한 시료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0.1%( by weight)의 현탁액 

을만든다 

다 ) 상기에서 준비한 현탁액을 적당량 채취하여 서로 다른 기질 농도의 

용액에 주입한다. 

라 ) 위 현탁액을 Zeta-전위 측정용 Cell에 넣은 후 Zeta-meter를 사용하 

여 전기영동도(Electric mobility)및 Zeta-전위를 측정한다. 

마 ) 각각의 실험을 각각의 농도에 대하여 실시한 후 기질농도와 Zeta-전 

위와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한다. 

5. 제타전위의 측정에 의한 흡착특성 

중화침전반웅식의 기본은 가수분해에 의한 이산화티탄 입자의 생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금속염 용액에 침전제(염기류)를 첨가하여 금속 수산화물 

을 침전시키는 방법의 일종이다. 즉 균일 침전법은 침전제를 외부로부터 직 

접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반응(가수분해)등에 의하여 용액중에서 침전물 

을 서서히 생성시키는 반응으로서 이와같은 침전물은 생성즉시 소비되어 반 

웅용액의 농도가 시종 낮은 상태로 유지되며 침전입자 역시 서서히 성장함에 

따라 불순물의 개재가 어렵고 결합수분이 적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순수하고 

체적이 작은 업자침전물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같이 생성되는 입자는 앞에서 

설명한 zeta- potential 및 DLVO 이론에 의거하여 모입자와의 흡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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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표면개질을 일으킴을 나타낸다. 

이산화티탄의 운모면에의 흡착특성을 파악코자 계면동전현상(DynaIIÙc 

Electrical Phenomena of Surface)를 지배하는 주요물성인 제타전위를 측정했 

다. 이는 표면의 전기적특성과 반대되는 전하를 갖는 저분자이온이 홉착되면， 

하전표면은 중화되어서 표면 전하밀도(a)를 감소시킨다. 

표면 전하밀도와 Gouy-chapmamn의 확산전기이중층 이론을 가정하면 제타 

전위(s)와의 관계에서 홉착전후의 제타전위를 측정함으로서 표면전하 밀도 

및 홉착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운모 및 이산화티 

탄과의 제타전위 측정 결과는 Fig 5- 2. 에 나타내었다. 

운모업자와 이산화티탄 입자의 표면전하를 측정한 결과 Fig 5-2에서 나타 

났듯이 pH 3부근에서 운모입자의 표면전하 음전하 및 이산화티탄 표면전하 

양전하의 활성도가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이분위기에서 가장 활발한 정 

전기적 흡착작용이 나타남을 날 수 있다. 이는 Temple C. Patton등의 앞에 

서 확인한 둥전점 비교표에서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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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2. Measurement of Zeta- potential between TiÛ2 and Mica 

6. 시간에 따른 홉착특성 

중화침전반웅에 의한 운모표면에 표면개질시 시간경과에 따른 영향은 다음 

Fig.2 에 나타내었다. 증류수 500r피수용액내에 고순도화된 운모 입자를 3gr 

씩 투여하고，온도를 ~rc로 맞추어，수용액의 pH값은 3으로하여， 교반속도를 

100rpm으로 중화침전 반웅시 생성입자의 표면개질실험하여 초기15분 및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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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단위로 개질정도를 관찰하였다. 

각각 15, 45, 75분동안에 홉착된 운모시료를 체취한후 고착 및 중화시키기위 

하여 2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중화시켰다. 다음 Fig 5-3，4，5，6은 각시간대별 표 

면개질 운모의 개질상태를 SEM사진 판독으로 해석한 것이다. 

Fig 5-3. SEM Irnage on the Mica Surface as a function of various 
tim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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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4. SEM Irnage on the Modified Mica surface such as 
15mi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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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SEM Irnage on the Moclified Mica surface such as 
45rni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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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SEM Image on the Modified Mica surface such as 
75mi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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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Fig 5-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15분의 SEM사진상에서는 초기 입 

자가 생성되어 모재 운모입자에 정전기력 흡착이 이루어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생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 

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다음 사진들에서는 이 초기 입자를 핵으로 하여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져나가는 형상 및 Fig 5-6. 에서는 점차 고착화 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실험에서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을 판독하기 위하여 각 시간대별로 홉착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EDAX측정을 실시하여 홉착정도를 일점단위면적당 무게비로 측정하여 

생성입자의 크기에 따른 홉착면적을 무게비로 환산한값은 다음 Fig 5- 7. 및 

Table 5- 1. 에 나타내 었다. 

이는 EDTA의 측정특성을 본연구의 흡착률로 환산한 값으로서 일정한 거리 

에서 분석한 일정 분석치는 같은 표면 단면적에 일정한 영역안에서 각 구성 

원소들의 구성비가 분석됨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험에 의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시료당 3번이상의 분석을 실행하여 평균값을 환산한 평균 표면개 

질율이다. 

1 
i 「l 



co-1st 
Stats Area 

Min 10 
(Obj .#) 87 

Max 13960 
IObi.#) 488 

RanQe 13950 
Mean 167.828 

Std .Dev 937.3187 
Sum 68306 

Samples 407 

co-2nd 
Stats Area 

Min 10 
(Obj .#) 143 

Max 13102 
(。이.#) 297 

Range 13092 
Mean 127 .4082 

Std.Dev 713.2134 
Sum 99888 

Samples 784 

co-3rd 
Stats Area 1 

Min 101 
lObL#l 91 
M없 194422 

(Obi.#) 1 
Range 194412 
Mean 2298.511 

Std .Dev 20600.86 
Sum 202269 

Samples 88 

Fig 5- 7. Irnage Analysis on the Mica Swiace as a function of various 

time differences 

Table 5- 1. EDAX Analysis on the Mica Swiace as a function of 

various time differences 

Time Average Coating Ratio(wt%) 

15Min 14.24 

45Min 22.82 

75Min 55.96 

? 
‘ 「l ‘ 



상기 Table 5-1.에서보듯이 홉착후 15분， 45분， 75분후에 각각 14.24wt%, 

22.82wt%, 55.96wt%의 흡착률을 보였으며，이를 Van Bemmelen의 지수함수 

식을 보정한 Freundlich식인 용액의 농도와 홉착량과의 관계식에 대입한 결 

과 같은 양상의 표면흡착개질 곡선을 나타 내었다. 

X = k. cn 

X: 홉착량 

c 농축도 

k,n 상수 

다음 Fig 5-8.는 Freundlich식에 제시된 표준홉착계수 곡선 및 본실험식에서 

나타난 홉착계수를 넣어 지수함수로 Fitting하여 구한 지수함수 홉착 곡션이 

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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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The experimental results of both physical adsorption and 
chemisorption by expressed of the exponential equation. 

위 Fig 5-8.에서 알수있듯이 본 부착실험에 따른 실험결과를 토대로 함수적 

으로 fitting하였을시 Freund1ich 흡착방정 식과 같은 양상의 홉착경 향을 

Fitting할수있음으로 본실험에서의 흡착양상은 입자의 전위차에의한 물리적흡 

착인 정전기적 홉착이라고 고려할수 있었으며， 다음 Fig 5-9.에서 화상분석값 

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검정코자 다음과 같은 탈착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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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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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Area 
Min 10 

(Obj.#) 243 
Max 206759 

(Obj.#) 1 
RanQe 206749 
Mean 2508.1771 

Std.Dev 22290 .51 
Sum 2131951 

Samples 851 

anticoat 
Stats Area 

Min 10 
(Obi.#) 115 

Max 56320 
(Obi.#) 22 

Range 56310 
Mean 193.9027 

Std.Dev 2562.722 
Sum 99666 

~<3.rnples 514 

Fig 5-9. Image analysis of both physical adsorption and chemisorption 

7. 탈착실험 

본 실험에서의 흡착효과는 정전기력에 의한 흡착이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 

되어，이를 검증키위하여 Capillary condensation이론에서 주어진 물리적 홉착 

에서 보여주는 양상인 복원력 실험을 실시 하였다. 

Fig 5-10.는 전형적인 물리적홉착의 복원력곡선에서 나타난바와같이 홉착시 

보다 탈착시에 더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실험실에서는 약간의 국한조건을 

π
 
υ
 



이는 표면개질시의 용액의분위기가 산성이 주었다. 운모 표면에 표면개질된 

부과하여 행하였고， 이에 분위기로 실험을 

마그네틱바를 이용하여 교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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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0. A hysteresis loop in physical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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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개질상태를 화 탈착실험 전후의 다음 Fig 5- 11.는 운모표면개질입자의 

표면개질 

운모 입자의 표변개질 상태를 화상분석장치를 사용하여 값을 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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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Compare of Adsorption & Desorption Phenomena on the Mica 
surface using Image Analysis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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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2. Measurement of Coated Area when using Image Analysis 
by Laplace Method 

\\\\\ 
After 

Coated Mica Desorption 

Mica 

Total coating Rate 213195 99666 

Percent(%) 100 46 

Desorption % 54 

상기 Fig 5- 11. 및 Table 5- 2.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표면개질후의 개 

질률을 100으로 보았을시 화상영상 분석에서의 픽셀에 의한 계수면적율을 환 

산하면 46%의 개질률로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54%탈착이 일어난 것 

이므로 , 본 연구에서의 운모표변의 표면개질은 정전기력에 의한 흡착임을 

검정할수 있었다. 

8. 화상분석에 의한 표면개질평가 

Fig 5- 1 1.는 운모입자에 이산화티탄을 표면개질한 시료에 대한 화상분석 

을 실시하여， 앞에서 판독한 SEM-EDAX결과와의 정성적 입자 표면개질률을 

비교키 위하여， 화상분석에 의한 조건시간별 표면개질을 수치화 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오차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일단의 SEM사진에서 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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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료를 화상분석장치에서도 사용하였으며， 일정면적자동분석이 아닌 

최소단위의 일정한 크기의 표면개질입자이상을 계수화하는 일점지정 

counting을 실시하여 표면개질률을 계산한 결과를 다음 Table 5-3.에 나타내 

었다. 

Table 5-3. Measurement of Coated Area of Various Time Differences 
when using Image Analysis 

며3tr 15 min 45 min 75 min 

Tota1 pixel 
68306 99888 202269 

Sum. 

Percent(%) 33.7 49.4 100 

상기 표는 표면개질률의 진행상황을 면적대비 백분율로 표시한것이며， 이 

의 적정성은 본실험에서 75분후의 pixel개질값 20L낌69와 앞의 탈착실험에서 

의 이상적인 표면개질상태의 plX려개질값 213195와는 거의 같은 값을 보이므 

로， 본 표면개질 실험에서의 75분후의 개질상태는 앞의 흡착 방정식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은 1차 변곡점을 지난 1차 표면개질의 안정된 상태라 사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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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견운모 표면개질시료의 고찰 

1. 개질 시간에 따른 백색도 향상 

실험에서 조제 첨가에 따른 백색도 향상은 작년도에 시행한 표변개질 

기초 실혐의 웅용분야로서 정밀화학의 화장품용 복합입자 powder의 제조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이다. 이는 베이비 파우더 및 파운데이션이나 

콤팩트중에서의 각 복합인자 첨가물 및 양을 다음 Table5-4.와 Table 

5-5.에 나타내었다. 

Table 5-4. Inorganic Composition of Baby Powder 

Inorganic 
Remarks 

Material 

Mica 광택원료 

Serisite 무광택원료 

T a1c 투명원료 

- 80 -



Table 5-5. The Main lnorganic Materials of Cosmetic such as 
Foundation & Compact 

Inorganic 
wt(%) 

Materia1 

Ti02 20% 

T a1c 30% 

S하icite 30% 

Mica 20% 

상기 Table 5-4.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화장품 원료에서의 이산화 티탄 

의 양은 약 20wt%첨가됨올 볼 수 있고， 본 실험에서 2야rt%의 이산화티 

탄 첨가량에 관한 실험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약 4-5%의 백색도 향상 

을 보았음을 다음 Fig 5- 12.에서 보여준다. 

- 81 -



o。

N 

Fig 5- 12. The trends of whiteness effects of various time ground 



2. 조제첨가량에 따른 백색도 향상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백색도 측정장치는 일제 Kett사에서 제작한 Model 

C- 1 whiteness meter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백색 표준시편의 표준도를 

83으로 정하고， 제조시료에 대한 비교치로서 백색도값을 나타내는 장비이 

다. 이에 견운모 시료에 대한 이산화 티탄의 첨가량에 따른 백색도 측정 

을 행 한 결과는 다음 Table 5-6와 같다. 

Table 5-6. The result of whiteness as a function of various adding 
additives 

Additive(wt%) 
whiteness 

(Ti02) 

0 86 

5 87 

10 88 

15 89 

20 90 

25 91 

30 91 

35 91.5 

4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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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Table 5-6에서 보듯이 원광의 상태에서 조제를 5wt%단위로 첨가했 

을시 각 1씩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조제첨가량 30wt%를 넘게 되면 

서 부터는 백색도의 향상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앞에서 설명한 정밀화학 화장품공업에서의 복합인자 혼합에 근거 

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백색도의 효과가 많은 2Owt%를 지정하여 표변 

개질 시간에 따른 백색도 효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5-7이다. 

Table 5- 7. Whiteness effect of various time ground 

product Whiteness 

Raw material 86 

10min Milling 90 

20min Milling 90.9 

30min Mil1ing 91.2 

40min Milling 91 

50min Milling 90.9 

60min Milling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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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표에서 보듯이 표면개질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백색도가 증가하며 

20분 표면개질할때의 증가율이 급격히 상숭하다가 그후로는 서서히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분 까지는 흔련， 혼합에 의한 표면개질로의 

급속한 백색도증가를 나타나을 말하며， 이후의 서서히 증가하는 백색도의 

향상은 입자의 세립화에 따른 백색도 증가라고 사료된다. 이를 확인키 위 

하여 각 표면계질 시간대별 평균입도 및 입도분석을 행한 결과는 다음 

Table 5-8.에 표시하였고， 또한 각산물의 입도분석자료는 Appendix 1 에 

수록 하였다. 다음 Table 5-8.는 시간에 따른 입자의 크기를 D50 기준으 

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5-8. Size Distribution (D50) of various time ground 

Product D50(μm) 

Raw materia1 2.80 

10min materia1 1.33 

20min materia1 1.36 

30min material 1.24 

40min material 1.41 

50min material 0.81 

60min material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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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가조제 변화에 따른 운모입자의 표면개질 실험 

표면개질 산물의 첨가조제에 따른 견운모 입자의 물성개질 상태를 주사 

현미경 사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원소별 구성성분 무게비를 EDAX로 

확인하였다. 

이는 개질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행한 평가실험으로서 그 

의 분석 결과는 Table 5-9.에 나타내었다. 

Table 5- 9. EDAX peak area of elements with operation time 

、、Cmom、1아‘pMoIνsmitt%Fio)\n Al Si K Ti 

10 24.62 46.45 13.62 12.51 

20 24.45 41.48 12.30 19.99 

30 21.98 35.11 11.68 29.75 

40 20.83 35.13 9.51 31.84 

상기 Table 5-9.의 이산화티탄 첨가제 변화에 따른 견운모의 표면개질 

상태를 보면 첨가제 변화량이 증가할수록 개질률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다만 30wt%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첨가제 첨가에 대한 표면개질 변화량 

이 급격하게 저하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표면부착에서 웅용되는 

Gauy-chapman의 표면 흡착 방정식에 대입하면 일정한 농도까지는 선 

형적인 부착양상을 띄다가 1차 변곡점인 표면의 단분자 홉착이 완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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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변곡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하여 생각할시， 본 첨가량 증가에 따 

른 1차 안정 영역은 30wt%첨가량 구역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주사현미경사진(SEM)으로 분석하면 다음 Fig 5- 13，14， 15， 16와 같 

다. 

Fig 5-13. Coating Evaluation of Sericite Surface by 10% Titanium 

using SEM & 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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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4. Coating Evaluation of Sericite Surface by 20% Titanium 

using SEM & 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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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5. Coating Eva1uation of Sericite Surface by 30% Titanium 

using SEM & 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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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피柳섞 

Fig 5- 16. Coating Evaluation of Sericite Surface by 40% Titanium 

using SEM & 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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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4개의 SEM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제의 첨가량에 따라， 본 

건식법으로 시행한 표면개질 상태는 견운모 입자에 들어붙어 고착화 되 

어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실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광시료 EDAX 분석실험 및 

첨가제 20% 시의 각 개질시간별 표면개질에 따른 개질율을 백색도로 

환산시 경제적으로 빠르고 고른 표면개질 상태를 보인 20분의 개질 산물 

을 가지고 비교한 결과 다음 Table 5- 10과 같은 통일한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Table 5- 10. The compare of surface modificaton between grinding 
time and additive added 

Chernical Composition(wt%) 
Product. 

Al Si K Ti 

2αnin Ground 22.67 39.99 13.75 21.21 

20% Additive 24.45 41.48 12.30 19.99 

상기 표에서 볼수 있듯이 첨가량 및 표면개질 시간에 따른 같은 조건의 

서로 다른 실험이 같은 결과를 었엇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운모 입자에 대한 이산화 티탄의 건식 표면개질에서는 

작년도에 연구한 Ball rnil1의 연구 보다도 짧은 시간안에 적절한 개질율 

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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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 5- 17. 는 견운모 원광 및 Theta composer를 활용한 20분 표면 

개질산물의 SEM사진을 보여준다. 

Frr'-~--"'--'~ .... ~ ‘ ~_. ， ..-.- ................ ~~ ... ‘ _ ... _ ._._ . 

L 펴jii、-씌 ...... ‘--

RAW Sericite 

- 92 -



'7."7.'I1r;r-- - . ... ’…_._-- -…““ ~.，w ，~，"_ ••• ... " •• __ ••• __ ε_ .•• -._--기 

20% 20분 Sericite 

Fig 5- 17. SEM Image Analysis of coated Sericite and Raw Sericite 

& 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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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고분자 마이크로 캡슐화에의한 

마이카의 표면개질 

제 1 절 관련연구의 역사적 배경 

1. 표면개질 및 복합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 

각종 산업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재료는 점점 고도화 · 다양화 · 기 

능화됨에 따라， 이러한 요구에 대웅하기 위하여 출발물질인 원료분체의 

제조 · 가공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성분만으로는 요구되는 특성을 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료분체에 어떤 조작을 가하여 개질하거나 2종이상의 서로 다 

른 성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합화함으로써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단순한 혼합물로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한 이러한 복합재료는 단 

일 성분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성질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 

료간 조합의 무한성과 함께 재료의 특성면에서 ‘1+1’이 ‘2’이상의 특성을 

발현하게 되는 둥， Table 6-1.에 나타낸 목적을 위하여 요업， 금속， 고 

분자산업 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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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 The purpose of surface modification of particles. 

기능성의 
자연계에 없는 기능성을 인공적으로 발현 

발현 

형태적 개선 구형화， 입경의 균일화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물성의 
분체의 분산성， 짖음성， 흐름성 둥의 향상 

개선，향상 

입자 
서방성 제어， 표적부위 지향성 입자 

물성의 제어 

물질의소량화， 
저가의 핵입자 표면에 발현하고자 하는 기능성을 

경량화에 의한 
가진 고가의 미립자를 피복 

원가저감 

제조공정의 
통상 혼합-혼련 분쇄 분급공정에 의한 복합재료 

의 제조공정을 표면처리공정으로 단순화 내지 합 
합리화 

리화 

복합화 공정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 일부 내지 전부가 미립자 또 

는 분립체의 형태를 취하며， 그 규모와 정도 재료의 종류 및 조합의 면 

에서 지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합화기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Table 

6-2.에 현재까지 다양하게 제안되어 있는 복합화의 개념을 정리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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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2. Technology for preparation of composite particles. 

대분류 세 1 닙r ~프T 깐 。r 용 예 

응집입자 기체침투， CVD, 액체침투， 
박막재료 

도핑 졸 겔법 

흑연층간화합물-진 
결정구조 호스 E 층상구조(Intercalation) 공중ball mill분쇄 -
내 포함 호스E 다공체구조(Incursion) 고전도성 미박편상 

입자 생성 

분자구조 환상분자내 포접 시크로텍스E 린과 

약품결정 혼합분쇄 
내 포함 (포접착화물 둥) -포접화합물 생성 

표면 미결정 성장 
표면개질 표면반응， 흡착 운모티탄안료 

미립자 코팅 
----------------------------- -----------‘------‘.-“--“‘ _____ 04_“.------.-‘ ----.------.--•••• ‘ •• -."._-“‘.--.". ------_ ••• _-----_ •• _---- ------. -‘---••• ‘---‘--‘---

기계적 피복형 복합입자 서방성 의약품 
입자분산형 복합입자 도전성 수지 

복합화 Mechanical Alloy 토-너의 신제조법 

혼련，분산， 
수지 혼련 복사기 토너 제조 

분쇄 

혼합분체 단순조립 세라믹 원료분체의 
유화현탁조립 

의 조립 캅셀화 - 고액계면， 액액계면 조립 

이들 중에서 특히 무기물질과 유기고분자의 복합화에 의한 복합재 

료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응용예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무기 복합화의 발상은 다양한 동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r무 

기물에 의한 유기물의 피복」 과 「유기물에 의한 무기물의 피복」 이 가 

장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r유기물의 특성제어제로서의 무기 

물의 이용」 , 「무기물과 생체와의 계변형성제로서의 유기물의 이용J , 

「분산 또는 젖음성(친화성)을 포함한 무기물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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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의 첨가」 둥도 넓은 의미에서의 복합화에 포함된다. 

「유기물을 핵으로 한 무기분체의 피복」 에 의한 복합미립자의 실 

용예로서는 수십nm-수십 μm의 폭넓은 범위에 걸쳐 단분산의 구형 고 

분자microsphere에 무전해 도금， 기계적 피복[36]에 의해 전기전도성을 

부여한 분체의 제조 무기물 미립자로 피복하여 오일중에 분산함으로써 

얻어지는 suspenslOn은 electro- rheology 에의 응용， 둥을 들 수 있다 

[37]. 

한편 r무기 미립자를 핵으로 한 유기고분자의 피복」 에 의한 복 

합미립자의 실용예로는 무기물 미립자 표면에 유기물 피막을 형성시키 

거나 피복처리를 하여 마이크로캡슐화를 행함으로써 친유기화 표면처 

리의 고분자 충전제로서의 활용， 자성유체의 제조 등， 도료 · 화장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32， 331 또한 세라믹 기판 등에 유기물 피막을 피 

착시켜 친유기물화 및 생체 적웅성 부여 등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중간생성물로서의 복합체로서 「층상결정의 박리를 촉진 

하기 위한 삽입형」 의 재료를 들 수 있으며， 무기물 생성반웅의 제어를 

위하여 첨가하는 유기물의 기능 또한 다양하여 수용성 고분자， 표면처 

리한 수용성 고분자， 비수용성 단백질 등의 존재하에서 「수용액으로부 

터 in- situ 석출」 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유기/무기 혼합물로부터의 복합재료의 예로서는 복사기의 토너 및 

캐리어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약제， 바이오세라믹 등 친유기물성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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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의용복합재료에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2 미분체의 마이크로캡슐화 방법 

이전부터 캡슐화는 여러 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이 개발 

되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얻어진 마이크론 단위의 

캡슐체， 소위 마이크로캡슐화의 최대 성공예는 감압지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로는 서방성 의약품 또는 시효성 농약 등 

이 있다. 

이들 캡슐화법은 그 기법에 따라 화학적 · 물리화학적 · 물리기계적 

기법 등으로 대별되며 [38] 여기서 특히 핵물질이 고체 또는 분체인 경 

우에는 이들 방법 중 특별히 제한된 몇몇 방법들에 의해서만 캡슐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서도 비교적 웅용예가 많은 대표 

적인 것들을 골라 대략적인 공정을 나타내면 Table 6-3.과 같이 대개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6- 3.에 열거한 방법들의 대략적인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in- situ 중합법은 특별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정이 간단 

하고 다양한 단량체를 이용한 중합반응이 가능하며 비교적 피막강도가 

강하여 핵물질의 보호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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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elvation법은 적용 가능한 피막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 

재 가장 널리 응용되고 있는 방법중에 하나이나， 다핵 캡슐체와 다공질 

피막이 얻어지기 쉽고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 

다. 

액중건조법은 장치가 간단하고 피막 물질인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용매로서 수용액 또는 비수용액 둥이 이용 가능한 반면 Core 

selvation법과 함께 액중건조법은 핵물질로 미립자를 사용한 경우 대부 

분 다핵 캡슐체가 생성되기 쉬우며 용제의 제거 및 회수에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분무건조법은 고체입자에 대한 피막효율이 좋은 연속조작이 가능한 

건조법으로， 대량생산에 유리하며 구형의 캡슐체가 얻어지는 장점을 가 

지고 있으나， 캡슐화의 피막은 용매가 증발함에 따라 다공질로 형성되 

기 쉬운 특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의약품 등에서 적당한 반응성 또 

는 용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 입도가 비교적 커서 마이크로캡슐체의 제조에는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메카노케미칼법은 입자경이 서로 다 

른 분체들을 건식으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충격 · 마찰에 의해 핵 

입자 주위에 미립자를 고착시킴으로써 마이크로캡슐화하는 방법으로， 

입도가 어느 정도 큰 분체를 대상으로 하는 캡슐화 방법이다[39-46]. 

이상에서 살펴본 캡슐화법을 이용하여 미분체를 적극적으로 캡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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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료의 기능성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도와 형상이 다른 

여러 가지 미분체에 적용가능할 것」 과 「목적에 맞는 피막두께를 자유 

로이 제어가능할 것」 그리고 「단핵 캡슐체가 얻어지기 쉬울 것」 등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하고 있는 마이 

카 미분체의 캡슐화법으로서는 in- situ 중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탁중합법에 의한 고분자 마이 

크로캡슐화는 in- situ 중합법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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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3. Methods of microcapsulation. 

m-sltu 
중합법 

core 
selvation법 

E프 

Tr 

액중건조법 

분무건조법 

메카노 
케미칼법 

대략적인 공정 

[핵물질의 분산 · 유화]→[중합개시제 · 모노머 
첨가]→[중합반웅에 의한 피막 형성]→[여과 • 
건조] 

[고분자용액에 핵물질 분산 • 유화]→[상분리 
에 의 한 core selvate적 생 성 ]• [core selvate 
의 겔화]→[피 막의 경 화]→[여 과 • 건조] 

[고분자용액에 핵물질 분산 · 유화]→[복합에 
멀천 생성]→[용매의 추출건조에 의한 피막 
생성]→[여 과 · 건조] 

[피막물질을 포함한 피건조용액에 핵물질 분 
산 · 유화]→[열기류 중의 분무건조에 의한 피 
막 형성] 

[핵물질과 피막물질의 미립자]→[고속기류중 
충격법에 의한 유동혼합]→[업자간의 물리 
적 ·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피막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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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마이카의 

표면개질 

1. 현탁중합법에 의한 미분체의 마이크로캡슐화의 이론적 배경 

현탁중합반웅에서 물을 용매로 하여 반웅기 내에 모노머와 중합개 

시제를 넣어 중합이 가능한 온도로 적당히 가열하면 중합이 진행되어， 

입도가 거의 균일한 구형의 폴리머 미립자가 다수 생성된다. 이 때의 

반웅기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열분해 한 개시래디칼이 액상중에 용해되어 있는 모노머분자 

와 반응하여 중합이 개시된다. 물은 폴리머의 빈용매이기 때문에 이후 

의 생성반응에 의하여 폴리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수중에 용해되지 

않게 되어 중합반웅의 개시 초기에 폴리머입자를 형성하여 석출된다. 

이 때부터는 석출한 폴리머입자에 수중으로부터 래디칼과 모노머가 공 

급되어 입자내에서의 생장반웅과 정지반웅을 반복하여 중합이 진행된 

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용매중에 미리 미립자를 분산 또는 현탁시 

켜 두면， 수중의 올리고머래디칼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폴리머입자가 

되고 이들 입자가 미립자의 표면에 부착하여 이후의 중합은 이들 부착 

한 폴리머입자에서 진행됨으로써 고분자캡슐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47]. 

특히， 미립자 표면을 계면활성제로 처리를 행한 경우에는 분체에 

계면활성제 분자가 흡착함으로써 분체표면상에 계면활성제 흡착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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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이 흡착층은 모노머로 팽윤되고 수중에서 생성된 올리고머래 

디 칼이 소수(Hydrophobic)상호작용에 의 해 침 입 함으로써 중합의 극히 

초기단계부터 주된 중합장이 되어 중합이 진행되며 인접한 중합장들끼 

리 서로 합체를 반복하여 폴리머에 의한 피복이 달성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48]. 

앞에서 기술한 현탁중합반웅의 메카니즘을 도시하면 Fig 6-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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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 Mechanism of suspension-porymerization with partic1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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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시제의 특성에 따른 중합형태를 보면， 개시제로서 과황산칼 

륨(Potassium peroxo disulfate, K2S208)과 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fite, NaHS03)을 각각 사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합반 

응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시제로부터 생성된 래디칼은 단량체를 개시하여 중합체를 형성하 

는 것은 둘 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시제로서 아황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한 경우는 연쇄이동반웅으로 인하여 고분자의 중합도를 

낮추게 되어 분자량이 작은 고분자를 형성하여 분체의 표면에 부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과황산칼륨을 개시제로 사용한 경우는 전자 

보다 분자량이 큰 고분자를 형성함으로써 소수성 증가와 더불어 분체표 

면에 구형의 형태로 흡착하게 될 것이다. Fig 6-2.에는 개시제의 특성 

에 따른 중합메카니즘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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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2, Mechanism of microcapsula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init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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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장치 및 방법 

l. 시 료 

표면개질을 위하여 사용된 운모는 유천산 견운모(sericite)를 정제 

한 것으로， 표면이 견사광택을 갖는 미세한 입자로 된 백운모족 

(muscovite)의 광물로서 화학식 은 }(zJ\14(~i6i\12)()2o(()1I)4이 며 , 본 실 험 에 

서 사용된 운모시료의 화학조성은 Table 6-4.와 같다. 

Table 6- 4. Chemica1 composition of the sericite. 

Si02 A1203 Fe203 CaO MgO K20 

48.48 32.15 1.27 0.86 1.50 9.47 

Na20 Ti02 MnO P205 Ig. 1088 

0.37 0.35 0.042 0.043 5.3 

운모업자에의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는 현탁중합법을 이용하여 행 

하였으며， 중합을 위하여 사용된 모노머는 Methyl methacrylate(MMA) 

로서 화학식은 CII2=C( C1I3) (C()()CII3) 이다. 

MMA의 중합에는 2종류의 중합개시제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개시 

제 는 각각 과황산칼륨 (Potassium peroxodisulfate, }(2~2()8)과 아황산수 

소나트륨 (~odium hydrogen sulfite, NalI~()3) 이며， 이로써 개시제의 종 

류에 따른 중합상태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모입자의 표면을 계면활성제로 표면처리를 한 경우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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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의 PMMA중합상태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운모입자 

의 표면처리에 사용된 계면활성제는 LAURYL SULFATE (SDS 

sodium dodecyl sulfate, C12H2504SNa) 이 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반응기는 Fig 6-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구Flask를 사용하였으 

며， 반응기에는 각각 교반기와 냉각기 및 온도계를 장치하였으며， 항온 

조 내에서 반웅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중합실험은 용량500ml의 사구플라스크에 먼저 200ml의 증류수와 

20g의 운모분(Mica)을 넣고 20 0C 에서 일정한 회전속도(6oorpm)로 교반 

하면서 소정량의 모노머 (MMA)를 투입함으로써 모노머가 용액중에 잘 

분산되어 현탁되도록 하였다. 

MMA가 충분히 현탁되었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소정량의 개시제를 

투입하여 중합반웅을 개시토록 하였다. 여기서 반웅온도는 60 0C 를 유지 

토록 하였으며， 반웅시간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충분히 반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3시간 동안 지속시킨 후 반응을 종료하였다. 

한편， 운모입자를 계면활성제로 표면처리한 후 중합반응을 행한 경 

우는， 먼저 증류수 200m~에 운모분 20g과 계면활성제를 투입하여 20 0C 

에서 600rpm으로 1시간 동안 교반함으로써 운모입자의 표면에 계면활 

성제 처리를 행한 후 앞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MMA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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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하고 여기에 개시제를 첨가하여 반웅온도를 60 0C 로 유지하면서 3 

시간 동안 중합반응을 진행시켰다. 

중합반웅을 끝낸 시료는 시료중에 남아있는 미반웅 MMA를 

Methanol에 용해시켜 제거하기 위하여 Methanol로 3회 세척한 후 현탁 

액을 여과 · 분리하였으며， 분리한 운모분을 데시케이터 내에서 12시간 

동안 진공건조하여 PMMA에 의한 운모업자의 마이크로캡슐화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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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ι 

Fig 6- 3. Skeletons of reactor. 

Fig 6-4.에 앞에서 설명한 중합실험의 방법 및 순서를 정리하여 흐름 

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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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현탁중합시 운모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에 미치는 중 

합조건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모노머 (MMA)의 첨가량， 개시제의 

종류 및 첨가량， 계면활성제에 의한 운모입자의 표면처리의 유무 둥을 

실험변수로 채택하여 중합실험을 행하였으며， 각 실험의 실험조건을 

Table 6-5.에 실었다. 

Table 6-5. Experimental conditions of suspension polymerization. 

Sample Monomer Initiator Surfactant 
Notation 

No. (mol) (mol) (mol) 

1 0.02 0.0002 

2 0.04 0.004 

3 0.06 0.004 

4 0.08 0.004 

5 0.02 0.004 

6 0.04 K2S20 S 0.008 K2S20 S : 
7 0.06 0.012 FW=270.31 
8 0.02 0.004 

9 0.04 0.004 SDS NaHS03 : 
10 0.06 0.004 0.0002 FW=104.06 

11 0.08 0.004 

12 0.02 0.004 SDS: 

13 0.04 0.004 FW=288.4 

14 0.06 0.004 

15 0.08 
NaHS03 

0.004 

16 0.02 0.004 

17 0.04 0.004 SDS 
18 0.06 0.004 0.0002 

19 0.08 0.004 

- 111 -



3. 운모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 상태의 평가 

MMA의 중합반웅을 통하여 얻어진 운모시료의 마이크로 캡슐화 

상태는 FT - IR spectrophotometer(Perkin Elmer 1725X)에 의한 스펙트 

럼 분석과 주사형 전자현미경 (SEM : JEOL JXA8600)관찰에 의해 행하 

였으며， MMA의 중합에 의한 PMMA의 생성량은 중합후의 운모시료의 

질량으로부터 구하였다. 

마이크로캡슐화된 운모의 재료물성의 변화는 분체의 흐름성 변화와 

분체가 나타내는 기능성의 하나로 수분친화성을 평가하였다. 

분체의 흐름성은 ABD분체물성측정기(日本倚井理化學器械)를 사용 

하여 측정한 안식각으로 평가하였으며 안식각은 분체의 흐름성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안식각이 작을수록 분체의 흐름성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한편， 표면개질 전후의 수분친화성의 변화는 물과 운모와의 접촉각 

을 측정과 수면으로부터 운모분이 침강하는 상태 및 속도를 관찰함으로 

써 평가하였다. 

여기서 접촉각은 분체층위에 액적을 떨어뜨려 단위시간당 액적이 

전파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였다[49， 501 

L2 / t = r r LV COS 8 / 2η 

이 식에서 각각 L은 액의 전파길이 ， t는 시간， r은 공극의 반경 r 

LV는 액체와 기체간의 계면장력， 8 는 접촉각， r; 는 액체의 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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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결과 및 고찰 

1.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운모업자의 표면개질 상태 

가. 개시제의 종류에 따른 영향 

현탁중합에 미치는 중합개시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종류의 

개시제를 사용하여 중합실험을 행하였다. 여기서 개시제는 과황산칼륨 

(Potassium peroxodisulfate, K2S20S)과 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fite, NaHS03)이 사용되 었다. 

Fig 6-5.에 여 러 가지 실 험 조건 에 서 각각 K2S20S와 NaHS03를 개 

시제로 사용한 현탁중합실험에서 얻어진 운모분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6-5.의 (b) - (e)가 K2S20S를 개시제로 사용한 경우이고 

(f) - (h)가 NaHS03를 개시제로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Fig 6-5.의 (a) 

에는 표면개질전 운모의 FT- IR 특성피크도 동시에 나타내어 개질전의 

운모의 스펙트럼과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된 운모의 스펙트럼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FT- IR 스펙트럼에서 3000cm-1부근의 피크가 C-H결합의 신축진동 

에 의한 것이고 1740cm - 1에서의 피크가 C=o결합에 의한 피크로서 

PMMA의 특성피크를 나타낸다. 따라서 현탁중합 후의 운모분에서 

PMMA의 특성피크가 나타나면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가 이루 

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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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면 개시제로 K2S208를 사용한 경우(Fig 6-5.의 (b)

(e) )가 모노머 첨가량의 변화 및 개면활성제처리의 유무 둥，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 대해서 공히 PMMA의 특성피크가 잘 나타나 있는 반면에， 

NaHS03를 개시제로 사용한 경우는 (h)에서 약한 PMMA 피크를 관찰 

할 수 있을 뿐 그외에는 PMMA피크를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운모입자의 고분자 마이크로 캡슐화에 의한 표면개질을 위해서는 

K2S208를 개시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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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erimental conditions : initiator=KzSz08. MMA=O.04mol 

Fig 6- 5. FT-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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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S, MMA=O.04mol,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Fig 6-5. FT -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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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perimental conditions : initiator=NaHS03, MMA=O.04mol,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Fig 6- 5. FT -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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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NaHS03, MMA=O.06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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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NaHS03, MMA=O.04mol 

Fig 6- 5. FT -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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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탁중합에서 생성된 PMMA미립자 중에는 운모표면에 홉 

착되는 것과 일부 미흡착된 입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중 미홉착된 

입자들은 액중에 현탁되어 있을 것이다. FT-IR분석의 경우， 시료의 제 

작 및 분석방법의 특성상 현탁중합에서 생성된 PMMA 미립자 중에서 

운모표면에 부착하지 않고 현탁액 중에 분산되어 있던 것들에 의해 

PMMA 특성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FT-IR분석에서 PMMA특성피크를 나타낸 것들이 실제로 

운모표면에 마이크로캡슐체를 형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Fig 6-5，와 동일한 시료를 전자현미경 (SEM)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Fig 6-6.에 실었다. 사진에서 밝게 빛나는 조각들은 분쇄시 생성된 미 

립자들이며 표면에 부착된 구형의 요철이 중합에서 생성된 PMMA입자 

들이다. 

현미경관찰자진을 보면 FT- IR 분석결과에서 각각 PMMA 특성피 

크가 나타나 있는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시료의 운모표면에 PMMA가 

부착되어 마이크로캡슐화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PMMA 특 

성피크가 강하게 나타난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시료의 경우가 현미경사 

진상 PMMA의 부착량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들 결과는 FT- IR 스펙트럼의 PMMA 특성피크의 강도가 운모표 

면에 부착된 PMMA의 량， 즉 운모표면에의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 

슐화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FT- IR 분석을 통하여 마이크로캡슐 

화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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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FT- IR 분석과 전자현미경 관찰에서 얻어진 결과로부터， 운 

모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를 위한 현탁중합에서 사용하는 개시제는 과 

황산칼륨(Potassium peroxodisulfate, K2S20g) 이 아황산수소나트륨 

(Sodium hydrogen sulfite, NaHS03)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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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ca 

(b)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 8, VIMA=O.04mol 

Fig 6- 6. Electromicroscopy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 C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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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perimenta1 conditions initiator=K2S20 S, MMA=O.06moJ 

(d )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 S, MMA=O.04mol, 

pre-- Lreatment with surfactant 

Fig 6 -- 6. Electromicroscopy of mica microcapsuJated by 

PM :vJA using differenl kinds of initiator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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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O.06mol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e)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 K2S20 8, 

(f)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NaHS03, MMA=O.04mol,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Fig 6 • 6. Electromicroscopy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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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perimental conditions ini tiator= NaHS03. MMA =O.06mol, 

pre • treatment with surfactant 

(h)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NaHS03, MMA=O.04mol 

Fig 6 6. Electromicroscopy of mica microcapsulated by 
P\1 \1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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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시제의 첨가량에 따른 영향 

개시제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중합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모노머 

와 개시제의 첨가비를 각기 달리한 중합실험을 행하였다. 

Fig 6- 7.은 계면활성제 처리전의 운모입자에 PMMA 마이크로캡슐 

화를 행한 중합실험에서 MMA의 량 O.04mol에 대하여 개시제를 각각 

O.OO4mol과 O.OO8mol 첨가한 실험에서 얻은 운모분의 FT-IR 분석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Fig 6-7.의 (a)와 (b)를 비교해 보면 개시제의 첨가량이 많은 (b)의 

경우가 (a)의 경우보다 PMMA 특성피크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 결과로부터 개시제의 첨가량이 많으면 운모표면에 PMMA의 마 

이크로캡슐화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합반웅에서 개시제의 량이 증가할수록 중합된 

폴리머의 분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합에 필요한 개시 

제의 양에는 제한이 있으나 본 연구의 실험조건 내에서는 이를 검토하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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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erimenta1 conditions initiator(fuS20s)=O.008mol 

Fig 6- 7. FT-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initiato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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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노머의 첨가량에 따른 영향 

현탁중합에 있어서， MMA의 첨가량에 따른 운모입자에의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 상태를 보기 위하여 2가지의 실험을 행하였다. 

한가지는 일정한 개시제의 량에 대해 MMA의 첨가량만을 변화시 

켜 행한 실험이며， 또 다른 한가지는 MMA의 첨가량을 변화시킴에 따 

라 개시제의 량도 동시에 변화시킴으로써 MMA와 개시제의 몰비를 일 

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중합실험을 행하였다. 

전자의 실험은 과황산칼륨(K2S208)을 개시제로 사용하여 첨가량을 

O.004mol로 일정하게 두고 MMA의 첨가량을 각각 O.04mol, O.06mol 및 

O.08mol로 변화시켜 중합하였으며， 실험에서 얻어진 운모분의 FT- IR 

분석 결과를 Fig 6-8.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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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FT -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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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perimenta1 conditions : initiator(K2S2ü8)=O.OO4mol 

Fig 6- 8. FT -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MMA =O.08mol 

증가할수록 첨가량이 특성피크는 MMA의 PMMA의 Fig 6-8.에서 

모노머 (MMA)의 첨 가 이러한 결과는 있다. 보여주고 강하게 나타남을 

증가에 따라 폴리머 (PMMA)입자의 생성이 많아져， 운모표변에 다 

것이 시사하는 마이크로캡슐화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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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모노머의 량을 증가시키면 운모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가 용 

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동일시료에 대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와도 잘 일 

치하였다. 

Fig 6-9.에 동일 실험조건에 얻어진 운모입자의 전자현미경 관찰사 

진을 실었으며， 이들 사진은 FT- IR 분석결과로부터 고찰한 바와같이 

MMA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운모표면에 다량의 PMMA입자가 부착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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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 g)=O.004mol 

MMA =O.04mol 

(b)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 g)=O.OO4mol 

:VIMA =O.06mol 

Fig 6- 9. Electromicroscopy of mica microcapsulated by P:vIi\1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C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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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8)=O.OO4mol 

MMA =O.08mol 

Fig 6- 9. Electromicroscopy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t added. 

한편， 모노머의 첨가량에 따른 운꼬입자에의 고분자 마이크료캡슐 

화 상태를 보기 위한 또 다른 한가지의 실험으로서， MMA의 첨가량의 

변화에 따라 개시제의 량을 변화시켜 MMA와 개시제의 볼비를 일정하 

게 한 중합실험의 결과를 각각 Fig 6 -← 10과 Fig 6- 11 에 실었다. 

Fig 6 - 10은 YIYIA의 양을 O.02moJ , O.01mol 빛 O.06moJ로 증가시 킴 

에 따라 개시 제 (K~S208)의 양도 각각 O.OO4mol. O.OO8moJ 빛 O.012moJ화 

증가시켜 \'L'v1A와 개시제의 볼비칠- 5: 1 로 하여 중합한 시 료의 Fl、 - IH

분석걷파륜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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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비에 대해서도 MMA량이 

있다. PMMA의 특성피크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Mon Jul1‘ 11 : 10:34:~71997 

동일한 Fig 6- 10은 MMA와 개시제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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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conditions : initiator(K2S20g)=O.004mol, 

MMA =O.02mol (MMA:initiator=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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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g)=O.OO8mol, 

MMA =O.04mol (MMA:initiator=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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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ase PMMA in 6- 10. FT-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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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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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S208) =0.ω4mol， 

MMA =0.04mol (MMA:initiator=5: 1) 

Fig 6- 10. FT -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이 결과 또한， 모노머 (MMA)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운모표면에 다 

량의 PMMA입자가 부착하여 마이크로캡슐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서， 모노머의 량을 증가시키면 운모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가 용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실도 동일시료에 대한 전자현미경관찰로써 확인되었으며 ， Fig 

6- 1 1.에서 보는 바와같이 MMA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운모표변에 

다량의 PMMA입자가 부착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FT- IR 분석결과로부 

터의 고찰 내용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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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고창한 모노머의 첨가량이 중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 

변. 개시체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꼬노머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다량의 

F\1:YIA입자가 형성뇌어 운모입자에 부착함으로써 마이크로캡슐화가 용 

이하다고 합 수 있다. 

(a)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8)=O.OO4mol, 

MMAτO.02mol (MMA: initiator=5: 1) 

Fig 6- 11. Electromicroscopy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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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erimental conditions initiator(K2S208)=O.008mol, 

MMA=O.04mol (MMA:initiator=5:1) 

(c) Experímental conditions initíator(K2Sz08)=O.004mol, 

:\'L\1A -cO.04mol (MMA: inítiator=:5: 1 ) 

Fig 6 11. Electromicroscopy of míca microcapsulated by P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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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앞에서 모노머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운모표변에 마이크로캡슐화된 

PMMA입자의 양이 증가함율 밝혔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Fig 6- 12에는 MMA의 첨가량에 대한 운모입자에 부착된 PMMA의 양 

의 관계를 도시해 보았다. 그래프의 횡축은 MMA의 첨가량을 나타내 

고， 종축은 운모표면에 부착한 PMMA의 양을 나타낸다. 

여기서 운모표면에 부착한 PMMA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 

다. 앞절의 실험장치 및 방법에서 밝혔듯이 현탁중합을 종료한 시료를 

메탄올로 세척 • 여과하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하여 미반웅 모노머를 완전 

히 제거한 후， 진공건조한 운모시료의 질량을 화학저울로 달고， 이 값에 

서 처음 반웅기에 넣은 운모의 질량(20g)을 뺀 값을 운모표면에 부착한 

PMMA의 량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Fig 6- 12에는 본절에서 언급한 두가지 실험방법， 즉 1) 일정 

한 개시제의 량에 대해 MMA의 첨가량만을 변화시켜 행한 실험과， 2) 

MMA의 첨가량을 변화시킴에 따라 개시제의 량도 동시에 변화시켜 

MMA와 개시제의 몰비를 일정하게 유지한 중합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운모표변에 부착된 PMMA의 양은 두가지 실험방법 

에서 공히 MMA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줌으로써 앞에서 

의 FT-IR 분석결과 및 전자현미경관찰로부터 고찰한 결과와 잘 일치 

하고 있으며， 이들 고찰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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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2.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monomer 

added and the amount of PMMA capsulated on 

the surface of mica. (A solid line is the case of 

the same quantity of initiator added and a dotted 

line is the case of the same mole fraction.) 

라. 운모입자의 계면활성제에 의한 표면처리의 영향 

계면활성제에 의한 표면처리의 유무에 따른 운모입자의 마이크로캡 

슐화 상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중합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운모분을 계 

면 활성 제 LAURYL SULF ATE (SDS sodium dodecyI suIfate, 

Cl강f잉ü4SNa)로 표면처리한 후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서 중합반웅을 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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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3.과 Fig 6- 14.는 모노머 의 양을 O.04mol 첨 가한 경 우에 있 

어서 운모입자 그대로 현탁중합에 사용한 경우와 운모입자를 미리 계면 

활성제로 표면처리하여 사용한 경우의 마이크로캡슐화된 상태를 각각 

FT- IR 분석결과 및 전자현미경관찰 결과로부터 비교고찰하였다. 

또한 Fig 6- 15.와 Fig 6- 16.에 는 모노머 의 양을 O.08mol첨 가한 경 우 

의 FT- IR 분석결과 및 전자현미경 관찰결과를 각각 실었다. 

동일 모노머의 첨가량에 대하여 각각 FT- IR 분석결과를 나타낸 

Fig 6- 13.과 Fig 6- 15.에서 계면활성제처리의 유무에 따른 PMMA 특 

성피크를 비교해 보면， 계면활성제처리를 한 경우(Fig 6- 13- a 및 Fig 

6-15-a)의 PMMA 특성피크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강하게 낚타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운모입자를 계면활성제로 표변처리하면 운 

모입자표면의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가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잘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 6- 14.와 Fig 6- 16.에 나타낸 전자현미경 관찰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운모의 경우의 사 

진에서 더많은 PMMA입자가 부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중합반웅 

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계면활성제로 운모입자를 표면처리하면 개시제 

가 운모업자 표면의 계면활성제 층에 먼저 홉착함으로써 이곳에 중합장 

이 형성되어 PMMA입자가 성장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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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erimental conditions :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initiator(K2S20s)=O.004mol, MMA =O.04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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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a)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not pretreated and (b) is the case that the 

FT- IR spectra Fig 6- 13. 

surfactant(MMA =O.04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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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Experimental conditions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initialor(K5~Os)-=O.004mol ， MV!A =O.08mol 

Fig 6 ~ 15. FT-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lecl by P:\1MA, (a) is 

(b) is the case and 

thal the mica is pretrealed with surfaclanlC\1\IA =O.08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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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conditions non- pretreatment, 

-initiator(K2S20 8)=O.OO4mol, MMA=O.08mol 

(b) Experimental conditions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initiator(K~S20R ) =O.OO4mol ， MMA =O.08mol 

Fi당 6 16. Electromicroscopy of the mica microcaps비ated by 

P\1\1A,(a)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not pretreated and (b) is 

the case lhat the mica is retreated with surfactantCVr:\1A=O.08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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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이러한 사실을 얻어진 시료에 대하여 실험조건에서 한편，여러 

운모분과 처리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처리 인하기 위하여， Fig 6- 17.에는 

운모분에 있어서 각각 다양한 MMA의 첨가량에 대한 운모입자에 부착 

”
λ
 

」
”

·o 

싹
때
 

/
ι
/
 

「

///·xU 

」
때
 

// 

* 

@e 

ι
-
-
/
/
 4” 

@ 

。
L
매
 

// 

-u 

Fig 6-17.에서도 운모입자에 

부착된 PMMA의 양은 Fig 6- 12.에서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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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7.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monomer 

added and the amount of PMMA capsulated on 

the surface of mica. (A solid line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not pretreated and a dotted line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pretreated with surfactantJ 

143 



그림에서 보면 계면활성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노머 첨가량의 증 

가에 따라 운모입자에 부착된 PMMA의 양이 증가함은 모노머의 첨가 

량에 따른 마이크로캡슐화 상태의 고찰에서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통일 모노머의 첨가량에 대하여 계면활성제처리 유무에 따 

른 부착 PMMA의 양은， Fig 6-13.파 Fig 6- 15.의 FT- ffi 분석 결과에 서 

계면활성제처리를 한 경우가 더많은 PMMA입자가 부착된 것으로 나타 

났음에도 불구하고 Fig 6-17.상으로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실제 실험에서 조작상 계변활성제처리시에는 거품의 발생 

둥으로 반웅기를 넘쳐 나온 입자의 손실이 다소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실험오차로 간주되며 실제로는 계면활성제처리를 한 시료의 경우가 부 

착 PMMA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운모의 재료물성 변화 

앞에서 지금까지 운모입자의 표면개질을 위하여 현탁중합법을 이용 

한 PMMA 마이크로캡슐화 실험을 행하여 얻어진 재료에 대해서 

FT- IR 스펙트럼분석， 운모입자 표면의 전자현미경관찰 및 마이크로캡 

슐화 후의 운모분의 질량변화 둥을 통하여 마이크로캡슐화 상태를 평가 

하였다. 그 결과， 현탁중합법을 이용하여 운모입자를 고분자 마이크로캡 

슐화， 즉 표면개질 가능함을 밝혔으며， 또한 양호한 마이크로캡슐체를 

얻기 위한 중합조건을 제시하였다. 

- 144 -



그런데 분체재료의 표면개질의 궁극적인 목적는 재료물성 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능성의 부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모입자의 

표면개질을 통하여 변화된 재료의 물성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 

다. 

본 절에서는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하여 개질된 운모입자의 물성변화 

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 분체 흐름특성의 변화 

분립체상 재료의 흐름성은 분체취급공정의 편의상 대단히 중요한 

분체물성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운모입자의 표면개질을 통하여 변화된 

분체의 흐름성을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서 분체의 흐름성은 ABD분체물 

성측정기(日本倚井理化學器械)를 사용하여 측정한 안식각으로 평가하였 

다. 여기서 안식각이라 함은 일정한 높이에서 분체를 평면위에 자유낙 

하시켜 퇴적된 분체층의 사면파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되며 측정방 

법에 따라 정지안식각과 유동안식각 및 붕괴각으로 부른다. 본 실험에 

서는 이들 정지안식각， 유동안식각 및 붕괴각을 각각 측정하였다. 

Fig 6-18에 운모입 자에 PMMA중합시 첨 가한 모노머 (MMA)의 량 

에 따른 개질 운모의 안식각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안식각은 

분체의 흐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안식각이 작을수록 분체의 흐름성 

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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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8. Variations of flowability of the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Fig 6- 18.에서 개질된 운모의 안식각은 정지안식각， 유통안식각 및 

붕괴각 공히 중합시 첨가한 모노머의 양이 많을수록 감소하였다. 앞에 

서 모노머의 량이 증가할수록 운모입자에의 마이크로캡슐화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식각이 작을수록 분체의 흐름성이 양호하기 때문 

에 Fig 6- 18.에서 보여준 결과를 바꾸어 말하면 운모의 마이크로캡슐화 

에 의한 표면개질효과로 인하여 흐름특성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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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의 흐름성이 개선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운모입자의 표면이 PMMA의 캡슐화에 의해 소수화 

(hydrophobic)됨과 동시에 캡슐화에 의해 입자의 가장자리가 완곡화된 

것이 원인이라 생각되어 진다. 

나. 분체 수분친화성의 변화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해 개질된 운모분의 기능성 화장품원료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장품원료에 요구되는 기능성은 다양하지 

만 여기서는 수분을 기피하는 소수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개질운모의 수분에 대한 젖음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평가하였다. 

한가지 방법은 운모분체를 성형하고 성형체 위에 액적을 떨어뜨려 

액적이 전파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접촉각을 계산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료마다 공극률 등이 균일하고 일정하게 성 

형체를 작제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와 얻어진 데이터의 변동이 커서 평 

가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또다른 방법은 액중에 운모를 떨어뜨린 후 운모입자가 물에 짖어 침 

강하는 상태와 침강속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Fig 6- 19.에 여러 가 

지 방법으로 개질된 운모와 개질전의 운모 O.2g씩을 비이커의 물위에 

체를 통하여 떨어뜨려 침강되는 상태를 시간에 따라 관찰한 사진을 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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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c 

60sec 

(a) Mica before modification 

Fig 6- 19. Variation of wettability of the mica according to 

surface modificatio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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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c 

60sec 

(b) Mica coated with titania 

Fig 6- 19. Variation of wettability of the mica according to 
surface modificatio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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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c 60sec 

300sec 2400sec 

(c) Mica modified by PMMA (MMA=O.02moD 

Fig 6 • 19. Variation of wettability of the mica according to 

surface modificatio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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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c 60sec 

300sec 6000sec 

(d) Mica modified by PMMA (MMA=O.08moD 

Fig. 19. Variation of wettability of the mica according to 

surfac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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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9의 (a)는 개질전의 운모입자의 침강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으로부터 개질전 운모입자는 액중에 투입 후 10초내에 모두 침강 

해버렸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같이 운모분체 자 

체는 친수성 분체임을 확인케하는 것이다. 

(c)와 (d)의 사진은 앞에서 고찰한 마이크로캡슐화 실험에서 모노 

머를 O.02mol 첨가한 경우의 시료와 O.08mol첨가한 시료의침강상태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침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운모입자가 PMMA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해서 

을 기피하는 소수성 분체로 개질되었음올 확인 할 수 있다. 

H 

τ
 

-( 
} 
l 

또한， (c)와 (d)의 사진으로부터 두 시료의 침강상태의 경시변화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중합실험시 모노머의 첨가량이 O.08mol인 (d)의 

경우가 O.02mol인 (c)의 경우보다 침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 

로써 (d)의 시료가 더 우수한 소수성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 

은 앞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O.08mol을 첨가한 경우의 캡슐화상태가 

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으로 앞에서의 고찰 내용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b)에는 참고로 메차노케미칼법에 의해 운모표면에 티타니아 

를 피복한 시료의 침강상태를 관찰한 것이다. 티타니아 피복 운모는 지 

극히 순간적으로 10초 이내에 모두 침강하며 ， 관찰에 의하면 개질전의 

운모보다도 빨리 침강하므로써 친수성 개질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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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운모입자의 분체물성의 개선 및 기능성 부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탁중합법을 이용한 고분자 마 

이크로캡슐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적당한 반웅조건을 제시하 

고자 하였으며，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운모에 대해 FT-IR 분 

석과 전자현미경관찰 및 개질전후의 운모입자의 질량변화로부터 고분 

자 마이크로캡슐화 상태， 즉 개질상태를 평가하였다. 또한 개질된 운모 

에 대하여 고급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재료물성의 개선효과 및 발현된 

기능성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분체물성의 개선효과는 분체 흐름성으로 

부터， 기대되는 기능성 발현은 개질운모의 친수성 또는 소수성의 변화 

로부터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들 일련의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현탁중합법에 의한 고분자(PMMA) 마이크로캡슐화에 미치는 개시 

제의 종류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과황산칼륨(KzSzOs)과 아황산수소 

나트륨(NaHS03)을 각각 개시제로 채택하여 중합실험을 행한 결과， 운 

모업자의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에는 과황산칼륨(KzSzOs)이 유 

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개시제의 첨가량은 본 실험에 채택한 범 

위 내에서는 첨가량이 많을수록 양호한 캡슐체가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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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나， 개시제 첨가량의 최적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추후 검토가 

요망된다.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미치는 모노머 (MMA)의 첨가량의 영향을 

검토한 실험에서는， 모노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운모입자표면에 마 

이크로캡슐체가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노머의 

첨가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캡슐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모노머 및 개시제의 첨가량과 캡슐체의 두께의 관계를 도출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사용 운모의 표면개질 여부에 따른 마이크로캡슐화 상태를 살펴본 

결과， 사용 운모의 표변을 계면활성제로 표면처리를행하면 중합반웅시 

계면활성제로 도포된 운모입자표면이 중합장이 됨으로써 효과적이며 

균일한 캡슐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개질된 운모입자의 분체물성의 개선효과 및 기능성발 현을 

검토한 평가에서는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해 개질운모의 분체 흐 

름성이 개선되었음을 밝혔으며， 운모입자의 고분자마이크로캡슐화에 의 

한 표면개질을 통하여 친수성 운모입자가 수분을 기피하는 소수성의 기 

능을 발휘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소수성의 발현은 발수성 화장 

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본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로부터， 분체소재의 표면개질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저급광물의 표면 

개질 기술의 확보 및 축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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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운모， 견운모 정제기술 연구 

’97년도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제된 운모， 견운모의 표면 

처리기술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실제로 지난 ’95년도 와 ‘96년도를 

통해서 운모， 견운모의 정제기술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제기술을 개 

발한바 있다. 그 당시 연구에 사용된 운모시료는 충남 부여군의 부여 

소재광산에서 장석정광을 회수 생산하고 나머지 산물중에 백운모가 수 

반된 폐기물이었다. 이를 백운모시료로하여 백운모 정광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을 개발했으며 본 기술은 ’97년도 상반기에 실제로 

현장에서 관련 기술자가 당연구소 실험에서 해당기술을 이전할 수 있 

도록 실험을 수행한바 있다. 또한 견운모광의 경우도 경북 포항시 청하 

면에 위치한 유천광산 산 시료를 가지고 정제기술 및 공정을 연구 개발 

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pilot급 시설로서 정제 견운모를 생산한바 있으 

나 그 후 광산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현재는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997년도 금년에도 이렇게 개발된 운모 견운모의 정제기술 및 

공정을 다른 지역 운모， 견운모광에 적용하여 국내에 부존된 운모， 견운 

모광의 개발이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강원도 삼척 지역의 운모， 견운모 

광， 경북 울진 지역의 견운모광과 강원도 홍천지역 운모광을 각각 채 

취하여 정제기술 적용실험을 다음과 같이 수행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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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삼척 지역 운모 견운모광 정제 시험 

1. 지역 및 시료의 특성 

강원도 삼척군 가곡면에 위치한 금남 광산산 운모시료를 A급과 B 급 

으로 나누어서 채취하였으며， 현재 현장에서 이들 운모， 견운모 산물을 

일반적인 찜질방 용도로서 일부 소량씩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원광을 파쇄 분쇄하여 건식 사분하고 그 결과를 다음 Table 7-2.에 

기 재하였고 65, 200, 325 mesh 산물의 운모， 견운모 분포상태를 파악하 

기 위하여 화학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 Table 7- 1.에 기재하였 

다. 또한 각 산물의 수반광물상태를 알기 위해 XRD분석을 하여 그 결 

과를 Fig 7- 1., Fig 7- 2.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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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1. Sieve Analysis of KuemSan Mica Minerals crushed 

Fraction 
Weight Percent 

(Mesh) 
Grade A Grade B 

-4+18 30.6 28.4 

-18+28 9.2 16.1 

-28+35 20.5 6.7 

-35+48 8.8 15.9 

-48+65 7.2 7.4 

-65+100 4.7 6.7 

-100+150 0.9 0.8 

-150+200 6.5 12.4 

-200+315 7.2 4.9 

-315 4.2 0.7 

Total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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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 2. CheITÚca1 Ana1ysis of Kuemsan Mica Minera1s 

(unit :%) 

Gra Product 

-de (mesh) 

48/65 

A 200/325 

-325 

48/65 

B 200/325 

-325 

.5K 

m 

윈 .25 

SiOz 

67.54 

57.86 

53.98 

73.64 

60.00 

57.40 

끼 

‘ . 
. 
일 

’ 

AlzÜ3 

18.59 

22.90 

25.65 

15.49 

22.28 

23.88 

Fe203 CaO MgO KZO 

1.10 0.52 1.24 6.51 

1.93 1.18 1.78 7.97 

1.73 1.09 1.94 8.94 

1.07 0.45 1.55 5.44 

1.59 0.75 2.25 7.70 

1.60 0.72 2.36 8.24 

S~~p18 N~~8 L334 

. 
톨 

” 

30.011 40. 1111 

NazO TiOz MnO 

0.48 0.28 0.02 

0.51 0.33 0.10 

0.51 0.33 0.08 

0.54 0.18 0.02 

0.54 0.23 0.05 

0.54 0.24 0.05 

50.00 6Ø.80 

Fig 7- 1. XRD Pattem of A • Grade Kuemsan Mica 

158 

P20S I.g 1 

0.29 3.191 

0.72 4.34 

0.65 4.70 

0.24 2.72 

0.41 3.86 

0.38 4.14 

75.811 



S~mpla N~m. L00S 

• SK ': 

cn 
cl.. 
LJ .25 

‘. --“ 
t” ---

. e 

1.0Ø lØ.Øil 2lI .øa 3Ø. i1B 4B. øø Sø.øø 81!J.ØB 75.뼈 

Fig7- 2. XRD pattern of B- Grade Kuemsan Mica 

Table 7 -2.에 나타낸 각산물의 화학성분 특성으로 보아서는 입도가 적 

을수록 Al203 와 K20 성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325 mesh이 

하 산물중에는 비교적 견운모가 많은양을 수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 운모， 견운모의 수반양이 5wt%정도로 극히 적은 양을 나타내 

고 있어서 더 이상의 정제실험은 수행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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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울진지역 운모， 견운모 정제 실험 

1. 지역 및 시료의 특성 

경북 울진 지역내의 서변 왕피리에 위치한 (주)통진 산업개발광산에서 

운모， 견운모 시료를 채취하였다. 

본지역은 과거 왕피리 석광산이 있었던 곳으로서 당시 일부 석광산을 

개발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석광개발이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는 형편이며， 현재 해당회사는 석광산을 재 개발코자 계획중에 있다. 

그런데 다행이도 본 지역에는 운모， 견운모광도이 석광의 수반 암석으 

로 채광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 연구소에서는 

제안케 되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운모， 견운모 시료를 4종류를 채취 

하여 실험실에서 우선 각 시료에 대하여 파쇄 - 분쇄 - 마광 

(Pulverizing)하여 이를 건식 사분함으로서 각 업자산물을 회수할 수 

있었다. 사분된 각 산물의 입도분포특성은 다음 Table 7-3. 과 같으며， 

각 산물중 특정 산물에 대하여는 화학분석 및 XRD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 Table7-4, Table7-5, Table7-6 ,Table 7-7 에 각각 기 재 하였고， 

각 산물에 대 한 XRD결과를 다음 Fig 7-3., Fig 7-4.에 각각 나타내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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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3. Sieve Analysis of Dong- jin Mica Minerals crushed 

Fraction Weight percent 

(Mesh) H떠1 No1 H없1 No2 Hail Vein Lithia Mica 

+4 0.1 0 1.3 0 

-4+18 52.6 28.7 34.3 33.6 

- 18+28 8.9 6.5 8.5 5.3 

-28+35 10.1 16.4 21.0 12.3 

-35+48 5.2 8.7 9.4 6.2 

-48+65 4.0 7.9 8.3 13.0 

-65+100 2.7 6.3 5.2 0 

-100+150 0 1.3 1.2 16.2 

-150+200 5.1 10.9 6.2 0 

-200+325 1.7 10.9 2.7 10.7 

-325 3.5 2.3 1.9 2.7 

Total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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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Chemical Analysis of Hail No.l Sample crushed. 

product 
Si02 AL203 Fe203 CaO MgO K20 N~O Ti02 MnO P205 19loss 

(mesh) 

-28/35 80.27 12.45 0.26 0.35 0.07 3.52 1.25 0.04 0.08 0.09 1.56 

-65/35 70.64 18.64 0.66 0.51 0.13 5.30 1.34 0.04 0.13 0.12 2.38 

-325 74.19 14.80 0.93 0.96 0.33 4.35 1.14 0.13 0.13 0.28 2.37 I 

Table 7- 5. Chemical Analysis of Hail No.3 Sample Crushed 

product 
Si02 AL2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5 19loss 

(mesh) 

-28/35 73.95 14.43 0.82 1.05 0.63 5.77 0.56 0.04 0.13 0.10 2.29 

-65/35 68.87 17.39 1.18 1.18 0.90 6.51 0.58 0.04 0.17 0.13 2.81 

-325 67.81 17.43 1.24 1.24 0.91 6.18 0.59 0.05 0.17 0.15 3.31 

Table 7- 6. Chemical Analysis of Hail Vein Sample Crushed 

product 
Si02 AL2Û3 Fe2Ü3 CaO MgO K20 N~ Ti02 MnO P20 5 19loss 

(mesh) 

-28/35 34.31 21.80 15.02 15.02 14.92 5.58 0.66 0.60 0.05 0.12 5.76 

-65/35 34.63 22.07 14.41 14.41 14.32 5.06 0.63 0.55 0.07 0.28 6.41 

-325 38.59 20.52 10.63 10.63 9.51 4.25 0.79 0.52 0.18 1.54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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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7. Chernical Analysis of Hail Lithium Mica Sample Crushed 

product 
Si02 AL203 Fe2Ü3 CaO MgO 

(mesh) 
K2Ü Na20 Ti02 MnO P써5 19loss 

-28/35 72.29 15.48 0.17 0.17 0.14 5.16 0.80 0.03 0.14 1.32 2.64 

-65/ 35 61.48 22.34 0.26 0.26 0.15 7.57 0.82 0.04 0.22 0.76 3.11 

-325 67.95 17.17 0.47 0.47 0.33 5.48 0.93 0.04 0.17 1.30 3.31 

Fig 7- 3. XRD Pattem of Haiil No.1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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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4. XRD Pattem of H없il No.3 sample 

Fìg 7- 5. XRD Pattem of Haiil Vei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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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6. XRD Pattern of Haiil Lithium Mica 

Tables 7-3. - 7-6.에서 나타낸 동진 운모， 견운모 산물을 파쇄 분쇄하 

여 각 산물의 Ah03 와 K20 성분의 변화를 검토하여 보면， 분쇄입도가 

적어짐에따라 Al203 와 K20 성분이 증가하지만 오히려 325mesh정도 

산물중에는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견운모보다는 

운모가 많이 수반되어 있음으로 추정해 볼수 있다. 

또한 각 산물에 대한 XRD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운모로 나타나 있으 

며 그밖에 석영， 장석둥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제실험 

울진지역 운모，견운모 시료를 Hardrock Type와 Soil Type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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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채취하였으며 앞의 시료특성을 검토한 시료들은 Hard rock Type 

들이며 정제 실험에서는 이들 중 대표적으로 하일 갱 No3와 Soil Type 

둥 2가지 시료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제 실험을 하였다. Soil Type 

시료에 대하여는 다음 공정도(Fig 7-7)와 같이 습식으로 시료와 물을 

혼합하여 약 15분 동안 Scrubbing(2500rpm)한후 48mesh와 15아nesh체 

를 사용하여 각 산물로 사분하고， 이를 건조하여 - 48+ 150mesh산물만을 

가지고 습식 고자력선별을 실행하여 운모정광을 회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Table 7-8.에 기재하였다. 

Water • 

( 48,150 

mesh) 

Fig 7- 7. Flowsheet of Recovery of Hail Mica Concentrate from 
Soil Type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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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8 Chemical Analysis of Mica Concentrate by using 

Magnetic Separator 

wt 
Chemical Analysis(%) 

Product 
% 

SiÜ2 Al20 3 Fez03 CaO MgO Ki) Na20 TiÜ2 MnO 

+48 54.0 

-150 11.3 

-48+150 

Mag.- Sep. 
non-

27.5 53.35 27.99 1.13 1.57 1.03 7.57 0.80 0.05 0.17 
mag 

mag 7.2 

Total 100 
'------

PzÛ5 I.g. 

0.09 6.01 

상기 Table 7-8.의 정제 실험결과로 보면 Ah03 성분이나 KzO 성분이 

타지역 시료에 비하여는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으나， 실제로 현미경 분 

석결과로 보아서는 양질의 운모정광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ard rock type 운모 원광석중 하일갱 No.3시료를 다음 Fig 

7-7.과 같이 원광석을 파쇄-분쇄 -마광하고 마광된 산물은 사분해서 

150mesh이하의 미분산물중에 견운모를 회수할 목적으로 정제실험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7-9.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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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mill, 

5Min) 

(48,150 

mesh) 

Table Concentrator 

Slime(mica) Mid. Heavy Minera1s 

Fig 7- 8. Flowsheet of Recovery of Mica Concentrate from 

Hardrock Type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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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9. Chemical Analysis of Mica concentrate by using Wilfley 

Table 

wt Chemical Analysis 
product 

% SiÛ2 Alz03 F~ CaO MgO 1\20 NazÛ Ti02 MnO PzÛ5 I.g. 

+48 1.7 

-48+150 53.8 72.58 15.12 0.90 0.92 0.69 6.19 0.56 0.04 0.14 0.11 2.48 

-150 

Slime 

(Mica 23.7 66.93 18.11 1.39 1.43 0.89 6.60 0.59 0.05 0 ‘ 17 0.12 3.39 

conc. 

Midling 17.1 

Heavy 
3.8 

minerals 
100. 

Total 
0 

Table 7-9. 에서 나타난 실험결과로 보아 Hard rock type의 원광석을 

파쇄-분쇄-마광-습식비중선별할 경우 150mesh이하의 미분산물중에 견 

운모광물의 회수성적이 크게 높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원광시료를 파 

쇄-분쇄 (pulverizing)하여 zig - zag 비중선별기를 이용하여 다음 Fig 

7-9.과 같이 운모 정광을 회수한 결과 다음 Table 7- 10.과 같은 실험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69 -



O깨 

(Mica) 

• 5pressure,lO velocity 

u깨 

Fig 7- 9. Flowsheet of Recovery of Mica concentrate from 

Hail Mica No3.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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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0. Chemical Analysis of Hail NO.3 Mica concentrate 

Chemical Ana1ysis(%) 
Product wt% 

SiOz AL203 F~Û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Û5 l.g. 

Zig-
O깨 28.8 66.77 18.34 1.21 1.44 0.95 6.83 0.59 0.04 0.18 0.13 3.15 

zag 

sep. 
U/F 71.2 

Tota1 100.0 
L 

Table 7- 10. 의 실험결과를 보아서 건식 비중선별로도 양호한 운모정광 

의 회수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울진지역 운모중 soil type 

운모로 부터는 양질의 운모 정광 회수가 가능하였으나 Hard rock type 

운모중에서는 운모함량이 비교적 낮은 이유로 운모， 견운모 정광 회수 

성적이 크게 높지를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광상이 석광석을 개발 

할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채광되는 이들 Hard rock type의 운모를 처리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년도 연구 사업에서 운모뿐 

만 아니라 수반되는 맥석광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지역 광산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될 수 있는 리습운모가 금번 채취되었고， 실제로 원광석을 파쇄-분 

쇄-사분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 Table 7-11.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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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11. Chernical Analysis of Lithium Mica 

Fraction (mesh) LizO(%) 

- 28+35 1.68 

- 100+ 150 2.38 

-325 1.50 

Table 7- 11. 결과에 나타난바와 같이 해 당되 는 리 숨운모중에 는 LizO 성 

분이 2.38% 까지 함유된 사실로 보아 Li20 성분이 3.8% 이상이면 용도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이 분야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제 3 절 홍천지역 견운모광 정제실험 

1.지역 및 시료의 특성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지적 147호 및 148호 지역에 분포된 백운모 편 

암류가 부존되어 있어 본지역에서 특히 Soil type 견운모광을 채취하여 

정제실험을 실시하였다. 

홍천지역 원광시료에 대한 분석품위는 다음 Table 7- 12.과 같다. 

Table 7- 12. Chemical Analysis of Hong- cheon Mica 

Chemical Analysis 

Product wt% 
SiÛ2 Alz03 F업03 CaO MgO KzO NazO Ti02 MnO P2Û5 Ig 

+35 35.6 78.1 10.8 0.6 0.59 2.57 3.19 0.32 0.31 0.01 0.16 3.05 

-325 48.7 22.1 2.59 1.08 10.3 5.84 0.33 0.90 0.02 0.19 7.f:ß 

2. 정제실험 

원광시료가 Soil Type 이었으므로 다음 Fig 7-10.와 같은 습식처리 공 

정으로처리하였으며 정제실험 결과를 다음 Table 7- 13.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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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 
(25OOrpm 

15Min) 

(325#) 

Fig7 -10. The Flowsheet of Recovery Prossing of Hong-cheon Mica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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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13. Chemical Analysis of products recovered by sieving and 
S-F separation 

Chemical Analysis(%) 

Product wt% 
Si02 Ah03 FezÛ3 CaO MgO &0 NazO TiQz MnO P씨5 Ig 

+48# 35.6 80.18 9.33 0.65 0.47 2.92 2.84 0.32 0.34 0.01 0.13 2.88 

+325# 24.8 75.18 11.24 1.00 0.45 4.14 3.25 0.37 0.61 0.02 0.20 3.48 

Mica 
27.0 51.94 22.12 2.51 0.90 8.70 5.19 0.40 0.70 0.03 0.14 

conc 1 

Mica 

conc 2 
12.6 65.08 15.62 1.65 0.69 6.13 3.97 0.38 0.95 0.02 0.23 4.85 

Total 100.0 
'--듀듀득ε 

Tble 7-13.의 각 산물에 대한 분석결과로 보아 운모정광@이 비교적 

Alz03 성분과 K20 성분이 약간 향상되었으며， 이중 미립의 견운모가 

많이 수반되기는 했으나， 견운모의 입자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운모 

와 점토의 분쇄가 용이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견운모광을 고부가가치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도 견운모질 점토로서 

일반요업용으로 사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한가지 금 

번연구에서 검토된 사항은 본 광석중에는 지르콘，모나스둥 중광물의 수 

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 48+ 325nesh산물 

을 비중선별하고 일차 중광물을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Table 

7- 14.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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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14. Chemical Analysis of Heavy Minerals(Hong-cheon Mica) 

Components 

Grade{%) 

Q 

-
때
 

강
 --M η

 -
뼈
 

지금까지 3개지역의 운모 견운모시료에 대한 정제기술의 적용성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울진지역 운모， 견운모광석은 (주)동진개발광산 

이 앞으로 석광산 개발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보다 구체적인 연구검토 

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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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모입자의 분체물성의 개선 및 기능성 부여를 통한 고 

부가가치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전중화법 및 건식 메카노 휴존법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현탁중합법올 이용한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관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또한 국내에 매장된 운모광물의 고부가가치을위 

하여 현재 가행되고있으나， 운모의 효율적 활용을 못하는 광산산물에 대한 

정제 기술 적용연구를 다음과 같이 결론 하였다. 

1) 운모입자와 이산화티탄 입자의 표면전하를 측정한 결과 pH 3 부근에서 

운모업자 및 이산화티탄 입자간의 Zeta potential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났음올 확인하고， 이분위기에서는 활발한 정전기적 흡착작용이 나타남올 

확인함. 

2) EDAX측정을 실시 흡착정도를 일점 단위 면적당 입자생성입자의 크기 

에 따른 홉착면적을 무게비로 환산하였을시 15분， 45분， 75분 경과 후 각 

각 14.25wt% , 22.82wt% , 55.96wt%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정전기력에 의한 물리적 홉착을 검증키 위하여 탈착실험 결과， 극한조건 

에서의 탈착률이 54%를 보여 주었으며， 이는 전통적 탈착곡선에서와 동 

일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4) SEM-EDAX에 의한 정성적 분석과 비교키 위하여， 화상분석에 의한 부 

착율을 정성적으로 비교한 결과 , 75분후의 개질상태는 1~t 변곡점올 지 

- 177 -



‘ 난 1차 표면개질의 안정상태 표면개질 산물이라 평가 할수 있다. 

5) 견운모에 이산화 티탄올 첨가하여 정밀화학분야의 색채화장품으로의 적용성 

을 백색도향상으로 검토 결과개질시간 20분후의 백색도가 91로 좋은 개질률을 

보았다 

6) 강력한 전단력으로 시행한 분체물성변환실험에서 개질시간 20분까지의 개질 

률현상은 선형올 이루고，이후에는 개질 안정올 보이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7) 개질안정양상후 개질시간증가에 따른 백색도 향상은 분쇄로 인한 미립자로 

의 변환시 수반되는 완만한 향상 개질로 평가 되었다. 

8) 운모입자에 대하여 현탁중합법에 의한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 연구는 국 

내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개시제로는 과황산칼륨(K2S208)이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9)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미치는 모노머 (MMA)의 첨가량의 영향올 검 

토한 실험에서는， 모노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운모입자표면에 마이크로캡 

슐체가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운모입자의 고분자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표면개질올 통하여 친수성 

운모입자가 수분을 기피하는 소수성의 기능을 발휘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소수성의 발현은 발수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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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1) 운모， 견운모 정제기술의 적용연구를 위하여 강원도 삼척지역， 경북 울 

진지역 및 강원도 홍천지역의 운모시료들을 채취하여 정제기술 적용실험결 

과， 경북울진 지역(주) 동진산업개발 광산의 운모 개발성이 가장 높은 것으 

로 확인하였다. 앞으로 해당광산이 국내 유일의 석광산을 개시할 때 함께 채 

광되는 운모광석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12) 금번 적용 정제기술 적용 연구애서 (주)동진 산업개발광산의 리시아운모 

개발 가능성을 규명하였으며 추후 세부 정제기술 연구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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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97-(C)-35 
非金!풀續物의 附加價植 向上쩌究 
(p . 185-287) 

정밀화학 및 전자공업원료 제조기술 연구 

전자공업원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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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멸화학 및 전자공업원료 제조기술 연구 

Studies on Manufacturing Technology of Materials for Fine 

Chemical and Electronic Industry U se. 

전자공업 원료 분야 

최상근， 김병곤， 정헌생， 이재천 

S.K. Choi, B.G. Kim , H.S. Chung , ].c. Lee 

Summary 

1 . Subject 

A Study on Manufacturing Technology of Materials for Electrical and 

Lubricant Indusry Use 

II. Objective of Study 

Fine natural crystalline graphite which is used as a source material of 

a high electrically conductive film and an addition of advanced high 

functional solid lubr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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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se high electrically conductive film and advanccd high functional 

solid lubrican t. add new and advanced high func1iomtl propcrties lo fine 

graphile powdcr through surface modifica1ion wilh 상as and organic 

malerials 

m. Surface Moclification Methods 

;1 Scarching for sutable surfactant 10 improvc di 자)cr c.; ing charaleristics 

ln aqueous system. 

(2) Adsorption wilh oxigen on graphitc surfacc lo improve dispersing 

chara1eristics in oil. 

í~1 \ 'Icchanochemical process using hybridi;;:ation 시'slcm is lo shape 

con1rol and spontaneous re- arrangcmcn1 of 1hc c.; urface layer and 

inleracLion between the particle surfacc and cx1rancou s molecules. 

lV.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élS follows; 

j 1n éJqueous system , the optimum conditins for graphite lo disperse 

lc.; wilh 0.3 - 0.5% concentrations of surfaclanL Lomar D PWA • 40 

al pH range 10 - 1l. 

끽; 1n ordcr lo improve dispersing charateristics in oil , the optimum 

conditins 10 adsorb over 3.5% with oxygen on graphile surface are 

as follows 

o. Tip speed . > 3.9rrν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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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action time -• > at least 30min. at 120()C 

o. innert gas and pressure --> dried air, 1 kgf/cm :2 

(3) The oxygen contents acts critical point for dispersing graphite in 

oil system so needs to control oxygen contents by use of air 

pressure in reacting rnil l. 

@) Chernical methods for coating with Stcaric acid and Paraffin need 

above 15 weight % to graphite powders. 

(5) Mcchanochemical process using hybridization system is to shape 

control and spontaneous re- arrangement of the surface layer and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cle surface and cxtraneous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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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개발현황과 목적 

국내 기능성 흑연원료 및 첨단 흑연 제조 산업 분야는 전자파 차폐용도 

료， 고급윤활유 첨가제， 도전성 도료 등으로 전량 관련 원료를 수입하므로 , 

완전한 상태의 산업 기반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흑연관련 원 

료소재는 항공기， 원자로등 미래의 국가 전략 산업과 갚은 관계가 있으므로 

흑연원료 소재의 국산화는 절실히 펼요한 실정이다. 

d뇌샀 1’lx性을 지난 修質(colloidal )黑짧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하여 전자 

소재용 및 고기능성 윤활유 첨가제용 등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흑연첨단산 

업의 모 기술임이며 선진국에서는 현재 이 기술을 모 기술로하여 흑연첨단 

산업 소재부품으로 쓰이는 제 2차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이들은 국내 

산업계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단순한 첨가제나 증량제로서 사용 

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능성을 가진 복합제로 첨단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사용량이 날로 증가 하고 있다. 

당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밀화학 및 전자공업원료 제조 기술연구” 

사업의 전자공업원료 분야 핵심 기술은 Colloidal Graphite 제조인데， 이는 

초미립 흑연분체에 표면처리 및 개질을 하는 첨단 기술이다. 선진국에서 이 

미 산업화한 표면처리기술은 국내 미보유 첨단기술로서 초미립분체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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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의한 표면처리 및 표면개질에 필요한 기초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KlGAM은 이미 1992-1995 기간중 인상흑연의 고품위화 및 초미립화에 

대한 기술을 확립하여 이를 동원세라믹공업(주)에 기술이전， 현재 년간 72 

톤 정도의 초미립(평균입도 0.7μm) 인상흑연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 

립화된 인상흑연 분체를 표면처리 혹은 표면개질을 통하여 二次가공시 쉽 

게 陽質화 될 수 있도록 표면에 임의의 특성을 부여하면， 독특한 기능을 가 

진 기능성 첨가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훨씬 향상 된다. 

현재 선진 외국에서는 전자파 차폐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로 전자파 차 

폐용 도료 (T.V 브라운관 등) 수요 급증과 기계 및 장치산업의 발달에 따 

른 고급 윤활유 급증 (Engine oil용 및 산업윤활유 용)등으로 인하여 이들 

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산업용 고기능성 초미립 특수 흑연분말의 제조기술 

의 공개나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국내기 

술 개발이 펼수적이며，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흑연 초미립분체제조 기술은 

이미 완료하였으나， 초미립분체 표면에 기능성을 부여하기위한 표면처리 및 

표면개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분산형 고체윤활제의 분산계에서는 윤활성만이 아니고 적절한 레올로지 

특성， 내구성 등 실용적인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질이 요구되며 이와같은 

분산계의 조제에는 입자의 분산기술과 더불어 사용중 또는 저장중에 있어 

서 입자의 응집이나 치밀한 케이크 생성 등의 트라블을 표면개질 혹은 표 

면처리등을 통하여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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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의 연구 목표는 극성이 대단히 적은 흑연표면이 액체의 극성 유무 

에 ‘ 관계없이 분산이 매우어려워， 흑연 표면의 습윤을 개선하기 위해 액체의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계면활성제를 개발하고 또한 흑연 표변에 관능기를 

생성시키는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나 유기물 coating에 의한 내구성의 

유기반응층을 형성시켜 표면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표이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전자파 차폐용도료나 기계오일 혹은 엔진오일에 첨가되어 고기능성을 나 

타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초미립흑연 분체는 몇 가지 필수적인 품질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자파 차폐용도료등 도전성 원료로 쓰이는 

흑연은 흑연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미립화하 

는 것이 중요하다. 즉 흑연이 가지고 있는 결정학적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극성이 대단히 적은 흑연표면이 액체의 극성 유무에 관계없이 분산이 매 

우 어려워， 흑연표면의 습윤을 개선하기위해 액체의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계면활성제를 개발하고 또한 흑연표변에 관능기를 생성시키는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나 유기물 coating에 의한 내구성의 유기반응층을 형성시켜 

표떤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로서， 윤활유속에서의 

흑연입자의 분산 안정성은 graphite 표변의 oxygen content에 크게 좌우되 

기 때문에 graphite의 oxygen함량을 사용한 rnill내에서 dry grinding"Ò}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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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air t-l- 혹은 oxygen의 분압 등을 조절하여 최적의 oxygen content를 

갖는 표면흡착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초미 립흑연 분체의 표면개질 sca!e- up test 조건은 전년도 기초실험에서 

얻어진 최적 조건인 유기물첨가량(core particle 무게 대비 10%) , 유기물 

coating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표면개질 (rotor speed 15,000 rpm) 및 유기물 

coating과 capsuling현상을 일으키 게 하는 rotor speed 20,000 rpm을 실험 

조건으로 고정하여 전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재현성과 당 연구팀이 sca!e 

• up test용으로 제작한 장치의 효능 및 양산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한 본 

실험에서는 초미립 흑연 분체를 수용액 혹은 유기용액 속에서 분산시켜 

colloidal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현재 시판중인 각종 분산 

제 및 계면활성제를 각각 조건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분산조건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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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료 및 실험장치 

제 1 절 시료의 특성 및 제조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중국 산동성산 고순도 정제 흑연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초미립으로 특수가공한 시료로 전기전도도 및 윤활성이 우수한 

도전성도료， 고체윤활유에 사용되고 있는 초미립 (1.0μm 이하) 흑연분말을 

산업용으로 대량 생산한 시료이다. 

초미립흑연 가공방법은 특수한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는데， 본 기술은 한 

국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이전， 시제품으로 생산중에 있다. 

흑연 고유의 결정학적 특성때문에 초미립흑연으로 가공하는데는 고도의 기 

술이 필요한데， 여기서 기술 특성을 과거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히 

요약 설명하면(1) 흑연은 육각판상형의 layer들이 층상을 이루는 lamellar 

구조를 이루고 있어， 미립화 하기 위하여 충격을 가하면 layer 면들간이 a 

- 방향으로 쉽게 미끄러져 자체 윤활제 역활을 하기 때문에 분쇄하여 미립 

의 분말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흑연격자사이 즉， layer와 layer사이， 

cluster와 cluster사 이 , particle과 particle사 이 에 미 량의 수분 이 나 공 기 가 존 

재하여 미립화를 방해한다(3) 특히 건식방볍에 의한 미럽화 경우 이들이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분쇄시 초미립 분쇄생성물의 particle shape 조절이 

매 우 중요 한 문 제 인 데 만 일 particle shape가 blocky type 이 나 cubic type 

으로 변하게 되면 열적 및 전기전도도와 윤활성은 떨어지게 된다(2 ) 그런 

데 ， 초미립 흑연분말에서 요구하는 열적 및 전기전도도와 윤활성은 a 축 

방향으로는 매우 높지만 C 축 방향으로는 낮고， 미끄러짐 현상 즉， 윤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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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a - 방향이 좋기 때문에 미립화시 c -축을 잘라 주는 방법으로 미립 

화를 하여야 한다 (3) 다시말하면 a 축의 길이의 비에 대한 c -축 길이의 

비 값을 나타내는 Aspect ratio ( a / c )값이 크게 grinding을 하여야만 흑 

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시킨채 초미립의 흑연 분체를 

얻을 수 있다 (9) 

본 연구의 목표인 colloidal graphite제조 역시 최종제품의 분산성， 윤활성 

및 전기전도성이 좋아야하므로 미립화시 흑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 

들이 손상되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제조방법은 vibration rnill에 의한 습식 

방법으로 이 방법의 단점은 미립화 시간이 장시간 요구되며， 미립화 완료후 

탈수， 건조， 재분쇄， 분급 등 처리공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장점으 

로는 비교적 particle shape가 손상을 덜 입은 상태로 미립화가 되기 때문 

에 전기전도도， 윤활성 등 흑연 고유의 물리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습식방법은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여 단위 생산량당 생산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규모 

가 커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제거한 새로운 방법(건식방법에 의한 초미립흑연분말 제조 방법과 제조장 

치)을 당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2건의 실용신안 (제 93- 19212호 : 초미 립분 

말제조용 고진공 초미립화 장치 제 94-13493호 · 자동급배출식 진공미분쇄 

장치)을 출원하였다. 본 방법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건식방법에 의한 진 

공중에서 미 립화인데， 완전히 건조된 시료와 grinding media를 grinding 

chamber~ 에 넣고 진공중에서 미 립화를 실시한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 립화진행시 미 립화가 일어나는 grinding chamber 및 시료 내에 

잔류수분을 완전히 없애주며， 흑연층간에 존재하는 미 립화 방해물질을 없애 

- 200 -



주고， 미립화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로부터 수분 및 공기의 침투를 막아 주 

어야 하는 것 등이다. 금년도 본 연구인 교질흑연 (Colloidal graphite)제조연 

구에 사용된 시료는 상기와 같은 방법을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기업에 

서 산업용으로 생산된 제품이다. 

사진 l 은 본 실험에 사용한 초미립 흑연 시료 제조장치는 산업용으로 

당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산업화 시킨 장치로 년간 72톤 (8시간/일， 250일/년 

작업기준) 생산 규모이다. 

생산공정도는 그림 l 과 같다(1) 생산 설비 및 보다 자세한 공정에 대해 

서는 '95년도 한국자원연구소 발행 “비금속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연구” 보 

고서에 나타내었다. 

본 장치의 특징은 제조 방법면에서 외국산과 비교하여 보면 외국산의 경 

우는 습식방법임에 반하여 당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산업화 시킨 제조방법 

은 건삭법에 의한 진공중에서의 미립화 방법으로 습식 방법이거나， 건식방 

법이지만 대기중에서 미립화한 것보다 미립화 효율이 훨씬 뛰어났으며， 미 

립화 시간의 단축과 초미립 분쇄 생성물의 뒷처리가 용이하여 매우 경제적 

일 뿐만아니라， 원료의 투입에서부터 제품의 포장까지 1 cycle로 간단히 진 

행되므로 제조시간의 단축 등 제조 공정이 훨씬 간단하며， 생산장비가 차지 

하는 면적 또한 매우 작은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목적에 맞는 최종 분쇄 

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미립화 시간은 습식방법을 사용하는 외국의 경 

우 12시간 이상의 긴시간이 걸려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단위 생 

산량당 생산원가가 높은 반면에， 당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산업화 시킨 제조 

방법은 미립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면 충분하므로 제조시간이 

외국에 비하여 1/5 - 1/6로 대폭 단축되어 외국산에 비하여 에너지 소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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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많아 생산원가가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장치의 기본설비 및 핵심인 미립화와 표면처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반 

응 용기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λE4크 비 ~ 저L.:. 체 기 보'- 적 = 비 

1) 원료 투입 장치 

2) 진공 미립화 장치(표면처리 겸용) 

φ S teel S tructure 

(2) Vessel (Grinding Chamber) 

@ Shaft & Housing 

@ Lifter 

(5) Fluid Motor (15아-IP x 3 ø X380v) 
λE4코 비 구 성 @ 압축공기 투입구 

@ 원료투입구 

@ 원료배출구 

3) Air Compressor 

4) Collector System 

5) Vacuum System 

6) Controll Pannel 

본 연구에 필요한 시료인 전자파 차폐 도료용 및 윤활유 첨가제용 초미 

립 흑연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최적조건은 grinding chamber 내부 진공도 

10‘ 2 ton 에서 미 립화 시간은 출발 입도가 325 mesh ( 평균입도 : 인상 

흑연 35μm， 인조흑연 37 μm) 인경우 2시간 30분 일때가 가장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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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의 모원료인 중국산 수입 흑연 및 미럽 

화된 입자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고 표 1 에 본 시 료 및 상기 

와 같은 방법으로 미립화한 후 화학분석결과를 나따내였으며， ash함량을 

100%로 환산하였을 경우 ash속의 각종 불순물 함량 백분율을 나타내었다. 

사진 2는 미립화된 평균입도 0.8μm의 현미경 사진이다. 

표 1. 본 방법으로 미립화한 화학분석결과 

F.C V.M ASH Cr MnO KD F러)l SiO.! AID:l CaO MgO Ni 

중국산원광 98.56 0.85 0.73 

0.8μm 97.2 0.84 1.96 1.96 0.33 0.76 31.62 30.52 21.13 7.88 4.10 1.42 

4.4μm 97.78 0.65 1.45 0.091 8.45 0.93 19.26 35.64 16.1 1 10.13 9.14 0.023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고순도 정제 흑연이 

은
 끓

 

H 
} E 요

 

Z 
T 、

며
 

Fe~O:'l ， Si02. A i20 :'l 이며 석영， 장석， 운모 등 점토광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림 3에 전술한 방법으로 제조한 초미립 흑연분체의 입도분석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진 2는 이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이다. 이 그림 에서 보 

는 바와 같이 D( v ,0.5) 0.83μm ， D(v ,0.9) 1.98μm ， D(v ,O.l) 0.31μm ， 

D(4,3) = 0.98μm ， D(3,2) = 0.65μm， 5μm이 하가 100% , 3μm이 상이 약 1.1% , 2 

μm이 상 3μm이 하가 약 8.6% ， 1μm이 상 2μm이 하가 약 30% 이 며 , 1μm이 하가 전 

체의 약 60% 정도이다. 이중 0.4μm에서 lμm 사이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 

하는 초미 립 인상흑연 분체이며 Specific surface area는 9.6872 sq.m./cc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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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SEM of grinded graphite 

이 시료를 이용하여 금년도 연구목표인 분산 및 표면개질등의 실험을 실 

시하였다. 

- 208 -



제 2 절 실험장치 

본 실험 에서 사용한 실험장치들은 초미립흑연을 제조하기 위한 분쇄장치 

와 입 도분석 장치 (Malvern사 mastersizer MS 20 및 Seishin사 lazer micron 

sizer LMS - 30) 표면형상제어나 물리 적 표면 처리를 위한 표면개질장치， 

초미립흑연을 수용액이나 유기용액 중에 분산시키기 위한 분산장치 및 

homogeniger 등이 주요 장치이다. 

분산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면장력 변화에 의한 

viscosilY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흑연분체의 전위값을 측정하기위하여 

Zeta pOlential meter를 사용하였다. 

실험 에 사용할 시 료 제조용 초미립흑연 분쇄장치는 산업용 plant로 앞 사 

진 l 에 나타내었고， 표면개 질장치는 실험실용으로는 일본 NARA maschine 

사 Hybridization system을， 규모확대시험용으로는 이 장치를 응용하여 자 

체 제작한 표변개질장치(사진 3)를 사용하였다. 또한 초미럽흑연은 수용액 

이나 유기용액 중에 분산시 흑연표면의 산소흡착 상태에따라 분산효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 때 critical point로 작용하는 표면산소를 흡착시키는 장 

치 는 자체적으로 사진 4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후 산소흡착량 

분석 은 Gas determinator Model RC- 436, LECO , Co.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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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Surface modification equipment for sca1e-u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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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Equipment of graphite oxidationCcoated with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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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잠 분 산 

제 1 절 이론적 배경 

l. 분산 개요 

물에 녹지 않는 미립자들이 물 속에 많이 흩어져 있을 때 이 입자들의 

표면은 물에 대한 친화성이 작기 때문에 입자들이 뭉쳐서 불과 접촉면적을 

작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면 입자 한 개 

한개가 불과 접촉되어 서로 엉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계면활성제의 성질 

을 분산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제분말은 그것을 잘 적시는 액중에서는 

잘 분산하고 적시지 않는 액중에서논 응결한다. 이 경우 응결하기 쉬운 분 

산입자의 응결을 억제하는 작용을 분산작용이라고 부른다. 분체의 역학적 

성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특성 값은 입도， 입도 분포， 입자의 형상 및 밀 

도， 분체의 마찰계수， 유동성 등의 특성 값들이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 입 

자표면의 성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부착력은 마찰력과 함께 

분체의 유동성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인자가 된다. 부착은 분체의 종류 부 

착의 형태， 주위조건 취급방법에 의해서 달라지며 원인으로는 유동성이 있 

는 부착액면에 대한 계면력과 흡착층에 의한 부착 즉 입자가 흡착층을 가 

지고 접촉하면 이 층을 통하여 응집 부착한다. 

계면활성제의 분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 계면활성제의 알킬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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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변활성제의 농도 

@ 온도 및 용액의 pH 등이 있다. 

또한 분산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CD분산하는 고체표면에 대해 적셔지기 쉬운 계면활성제를 선택하여 고체 

입자와 용매와의 친화력을 높인다. 

ø고체입자 표면에 흡착하여 입체적으로 전기적으로 타입자의 접근을 방 

지한다. 

고체표면이 소수성표면일 때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물은 고체표면에서 구 

르지 않고 표면을 균일하게 적셔준다. 이와 같은 계면활성제의 성질을 습 

윤이라고 한다. 즉 습윤이란 고체표변 또는 액체표변에 있는 한 가지 유체 

를 다른 유체로 치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습윤현상은 변화하는 계면자유에너지의 종류 및 그 상호관계에 따라 확 

장습윤， 접착습윤， 침지습윤 세가지 형으로 분류된다 ( -1 . :ï J 

공기 
hv 

Fig. 4. Cont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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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고체의 액체에 의한 습윤의 세가지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액 

체의 종류와 고체면의 종류에 따라 고체면과 방울파의 각도 즉， 접촉각 

Ccontact angle) 이 달라지 게 된다. 방울이 표변을 따라 흐르는 경 우 즉 접 

촉각이 O 혹은 0에 매우 가까울 때는 액체는 spreding 된다고 하고 면은 

wetting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계면활성제를 습윤성 C wettability) 이 좋다 

고 한다T. Young은 θ>0일 때에는 퍼지지 않으며， 이보다 작으면 퍼지 

고， (J =0 이면 액은 자유롭게 퍼지며 방울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고 물방울 

이 고체 변에서 평형상태로 존재할 때에는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r sv • rSL rLV X cos θ 

여기서 rSY 는 고체와 증기간의 계면장력， rSL 는 고체와 액체간의 계 

면장력 r L\i 는 액체와 증기긴-의 계면장력 ， (J 는 접촉각이다. 

분체의 분산은 침적된 습윤이고 습윤은 (J <90。 에서 생낀다. (J =0인 확 

장습윤에 있어서는 액적이 고체표면상에 젖어 퍼지게 되며 분산 및 윤활의 

좋은 조건이 된다. 습윤은 계변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 강할수록 향상되며 

극성이 큰 산화물 표면은 극성이 큰 액체에 잘 젖게 된다. 

또한 계면활성제의 침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계면촬성저l 농도， 첨 

가염류， 옹도， 용액의 pH 등이 있다. 

계면활성제가 계면장력을 현저히 낮추고 접촉각을 작게하여 고체표면에 

퍼지는 것은 습윤성과 관계가 있으며 액의 침투성을 크게한다. 상이 다른 

경계변에서의 계면흡착은 계면활성제의 특성으로 0.01% - 0.001%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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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붉은 용액에서 일어나며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활성이 저하될 뿐 

만 아니라 용질로서 용액에 남아있게 되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극성이 대단히 적은 흑연 표면이 액체의 극성 유무 

에 관계없이 분산이 매우 어려워 흑연표변의 습윤을 개선하기 위해 액체의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적절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흑연 표면에 관능기를 생성시키는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나 유기물 

coatmg에 의한 내구성의 유기반응층을 형성시켜 표면처리하는 방법을 개발 

하여야 한다. 

2. 계면활성제 

물에 무기염류나 저급알콜 에테르 등을 용해시키면 평형상태에서는 균질 

용액이 되는데 계면활성제를 첨가시키면 마치 용해하는 것 같으나 비교적 

급속히 공기와의 계면에 응집하여 규칙적인 분자배열이 일어난다. 이 현상 

은 공기와의 계면 이외에도 모든 상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다. 즉 계면활 

성제가 약간 첨가된 수용액은 계면흡착이 일어난 계변에서 농도의 상승이 

있는 것이 특정이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물질을 계변활성제 (surface 

active agent, surfactant, capillary active agent)라고 부른다. 상이 다른곳 

에서 행해진 흡착(adsorption)에는 van der waals힘에 의한 물리흡착과 화 

학반응과 같은 고에너지의 흡착열을 발생하며 일어나는 화학 흡착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흡착은 2,000 -10,000 caVmol의 발열가열로 가역적으로 진 

행되나 화학흡착은 반응열에 상당하는 10.000-100.000caVmol의 높은 발열 

로 가역성이 적다 (f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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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의 흡착은 화학흡착과 유사한 것으로 액의 표면과 내부는 처 

음에는 동일하지만 공기와 계면에서 행해지는 흡착이 비교적 신속한데， 그 

속도는 계면활성제의 성질에 다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수기의 길 

이가 증가함에 따라 계면흡착속도는 빨라진다(7) 계면활성제의 흡착량은 

]. W. Gibb의 흡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r = - c/RT X d r / dc 

F 는 계면활성제의 액면 혹은 계면의 농도이며 r 는 표면장력 혹은 계면 

장력， R，T는 상수， c는 농도， d r /dc는 액의 농도변화에 의한 장력의 변화 

이다. 여기서 F가 양의 값을 가지면 계면의 농도는 용액속보다도 커서 흡 

착이 진행되며， 반대로 음의 값이 커지면 계면의 농도가 용액의 농도보다 

작게되나， 그 예는 거의 없다. 공기 혹은 액체상 계면에 있어사 흡착은 대 

개 이동성이 있으나 고체 표면에 있어서의 흡착에서는 계면활성분자는 흡 

착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단분자층으로 고정되며 그 표면 압 

은 J] =ro - r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n 는 표변압 ro 는 흡착층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계면장력 r 는 흡착층이 존재할때의 계면장력이다. 

용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을 때에 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는 반발하 

거나 수화작용을 나타내는데 전해질이 존재하지 않는 극히 붉은 용액에서 

는 가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Langmuir가 제시한 식과 일치하는 흡착식 

을 보인다. 

끄 (A- Ao)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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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 k는 Boltzmann 상수로 면적， A는 단위분자의 계면활성제의 Ao는 

이다. 대개 계면활성제 수용액 1O l6erg/ t, T는 절대온도 273 + OC l.3808 x 

은 액면에 단분자층으로 배위한다. 

흡착력은 그 표면적과 밀접 이들의 강한 탄소인데 흐4λd sl-까、 느二 흐t.:hl- λd 01 
-i:!. ð 1:...!. J- '-- 닙 -, 0-' 

l00m2/g 이 표면적 대해서는 비누에 한 관계가 있는데， 미리스트산나트륨 

것은 200m:?/g 카본블랙은 단면적 증가한다. 흡착량이 二그킥「등 1 
l:l '"누 U ’ 까지 상인 

면적이 피복되는데， 벤젠에 알 25Å:? ， 3.7Å 2인 벤젠 한분자에 의해 41A2 의 

상태로 가동적인 못하여 흡착되지 수평적으로 탄소면과 킬기가 결합되면 

영향 알킬기가 길수록 이것은 흡착을 방해하는데 다른 알킬벤젠의 

크다. 

되므로 

이 

계면활성제 높은(약 30%까지) 용액에서는 비교적 가
 

도
 

노
 
。계면활성제의 

공존하고 있으며， 냉각시키변 이온성 계면활성제에서는 일 단분자와 미셀이 

높거나 낮으면 단 온도가 충분히 겔이나 결정이 침전한다. 정한 온도에서 

침 결정이나 겔로 고농도에서도 이온상태)로 용해된다. t:!J 
;’<분자(중성상태 

이 영역은 결 고점도와 전도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종종 비정상의 전하며 

액정형태 갖는 판상조직의 저탄성을 직 전 인 paracrystallin phase로 처서흐 
。， 등?: 

혹은 온도상승에 의하여 차차 해제 되어 이것은 희석 형성하는데 겔을 의 

X-ray로 격자간 거리를 단계의 분산되는데， 각 분자상으로까지 미셀이나 

함수율(moisture content)과 관계 가 있다. 측정 하면 이 거리가 계변활성제의 

그온 도달하면 급속하게 다시 용해되는데 혹은 겔은 어느 농도에 이 결정 

임 계 용 해 온 도 (Critical solubility 특징이다. 이 

temperature)를 Kraft point라고 한다 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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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차본블랙의 계면 활성제의 흡착량 

최고흡착량， gjg x 104 1 온도， OC 계 면 활 성 제 

라우르산나트륨 비누 

미리스트산나트륨 비누 

팔미트산나트륨 비누 

스테아르산나트륨 비누 

올레산나트륨 비누 

라우릴황산나트륨 

미리스릴황산나트륨 

세틸황산나트륨 

스테아릴황산나트륨 

라우릴 모노클로라이드 모노황산나트륨 

Igepon T 

Igepon A 

ABS 

Aerosol OT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세틸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Nonionics 

212 

528 

1206 

1480 

1029 

809 

1018 

1396 

1325 

940 

1325 

1606 

905 

1110 

1657 

1560 

약 1200 

m 
m 
m 
m 
m 
m 
% 

m 
m 
% 

m
ω
 
m 
mm 

m 
m 

m
ω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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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면장력 및 표면장력 

액체는 각각의 표면장력에 의해서 공기와 접하는 액체의 물방울을 최소 

화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와의 접촉면에서의 성질을 표면장력이 

라 부른다. 액체의 끓는점 비중 굴절율 등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고유의 「

리적 성질로 그 단위는 dyne/cm이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며 임계온도에서는 거의 0 이 된다. 표면장력은 

기와의 접촉변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표면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고 다른 

액체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물질에 대한 표면장력이라고 하지않고 

계면장력( interfacial tention)이라고 부른다. 즉 표면장력이 액체 기체 또 

는 고체 -기체의 표면 그 표면을 깨뜨리는 데 필요로 하는 힘인데 반하여 

계면장력은 액처] - 액체 또는 액체 -고체간의 계면을 깨뜨리는 데 필요로 하 

는 힘이다. 

계면활성제는 수용액 중에서 일정농도에 도달하면 미셀을 형성하고 그 

미셀 형성 엄계농도까지는 수용액의 표면장력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그러 

나 그 농도 이상이 되면 표면장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또한 계면활성제 

수용액의 표면장력 -농도곡선은 종종 극소점을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이것 

은 계변활성제 내에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φ 표면장력 저하능 

· 동일 친유성기를 갖고 

도 작다. 

。1 느二 
λA'- 계변활성제는 친수성이 작을수록 표면장력 

·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친유성을 부여하는 염기에 따라 표면장력 저하능 

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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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장력 저하능은 비이온 계면활성제>음이온 계면활성제>양이온 계 

면 활성제의 순이다. 

· 단순히 계면활성제 자신이 갖는 친유성， 친수성밸런스는 수용액의 표면 

장력 저하능이 큰 것일수록 친유성이 크다. 

@ 계면장력 저하능 

계면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계면활성제의 화학구조와 유류 

화학구조와 유사성， 유류의 계면활성제 용해력， 계면활성제 친유성기의 탄 

소수， branch, 방향족， 복소환(複*環)의 유무， 이온성 계변활성제의 경우는 

이온성기， 농도， 옹도 등이 있다. 한편 계면장력 저하능은 유화성(강L化性) , 

침투성， 세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표면장력 및 계면장력에 미치는 효과 

· 온도 : 습도에 따라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표면장력의 최소치를 나타내 

는 활성제농도는 온도상승에 따라 고농도쪽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최소치 

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 전해질 : 소량 첨가함으로써 비누수용액의 표면장력은 증가하는 반면 

비가수분해형 음이온활성제수용액의 표면장력은 저하된다. 

· 기타 : 시간， 용액의 pH, 대립이온， 분자량분포， 용매 등이 있다. 

계면장력은 극미량의 계면활성제에 의해서도 현저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 

다. 경우에 따라 계면장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무기염이나 계면 

불활성제를 첨가한 경우 등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W.Gibbs는 계면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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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하되는 경우는 액면 혹은 경계면에 있어서 새로 첨가한 물질이 액의 

내부보다 다량으로 흡착될 때이며 계면장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그 반대로 

액의 표면 혹은 양액의 경계면보다 액의 내부에 있어서 첨가물의 농도가 

커진다고 설명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의， 후자의 경우는 ( ~)의 계면 흡착 

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즉 흡착량은 r는 농도에 따라 표면장력이 감소하 

므로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9) 

r = ~C dr /dc X dc/dP 

(C는 농도 r 는 표면장력 ， P는 삼투압) 

붉은 용액에있어서는 Van ’ t Hoff의 법칙에 따라 dP/dc RT 이므로 

r= • C/RT X d r /dc로 된다. 표면장력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무기염 

의 경우에 일어나는데 그 영향은 작다. 표 3에 액체의 표면장력과 계면장 

력을 나타내었다. 

계면활성제에 의한 물의 표면장력 저하는 농도의 함수 이다. 계면활성은 

활성제의 농도가 매우 낮아도 나타나는 것이 특정인데 표 4에 계면활성제 

별 표면장력， 계면장력，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계면장력은 0.1% 용액에서 

0.4%용액으로 농도가 상숭함에 따라 저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계면활성 

제가 계면활성 작용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0.1 % ~ 0.5% 정도의 낮은 농 

도에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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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액체의 표면 장력과 계면 장력 

액 체 온 도 ("C) 표 연 장 력 (dyne/cml 
물과의 

계 면 장 력 (dvne/cm) 

긍oε 20 72.8 

벤젠 15 28.8 34.4 

에테르 !’ 17.5 10.6 

아닐닌 ” 42.2 43.8 

니 E 로벤젠 ” 43.2 24.7 

클로로포름 ” 26.7 33.3 

사염화탄소 ” ” 43.8 

부티근산 75 21.6 

카표로산 " 23.0 2.1 

에난E 산 20 28.31 7.00 

차표렬산 18.l 28.82 8.217 

카표곤산 75 25.1 8.0 

라우근산 ” 25.9 8.7 

미리스E 산 ” 27.3 9.2 

올레산 20 32.50 15.59 

" 90 27.49 

” 95 27.52 

스테아르산 90 26.99 

리시놀레산 16 35.81 14.25 

올레산에틸 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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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 계면장력， 접촉각 

2]-aJ"c에서 
2]-a)Oc에서의 

계면 활성제의 종류 
농도 계면장력 접촉각 pH 의 표면장력 
(%) 

(φne/α미 대 대 ( e ) 
파라핀유 레드오일 

음이온 활성제 

올레산나E 륨 비누 
10.0 0.1 25.0 2.7 5.3 30.8 

0.4 24.9 l.9 5.7 28.3 

수지산나E 륨 
10.0 O.l 39.2 19.2 6.9 73.4 

0.4 38.2 9.2 5.2 64.3 

라우렬황산나E 륨 
7.6 0.1 33.4 9.7 0.4 58.5 

0.4 33.0 9.0 0.2 66.4 

황산화지방산모노달리세리드 
0.1 30.3 7.2 l.7 62.7 
0.4 3l.6 6.4 0.5 63.8 

도데실벤젠술폰산나든륨 
O.l 32.4 3.8 l.9 55.1 
0.4 3l.6 4.3 0.5 52.3 

알킬벤젠술폰산나 E 륨 
O.l 33.7 6.0 l.3 55.6 

5.0 0.4 33.3 5.7 0.4 60.8 

이소표로필벤젠술폰산나E륨 
O.l 46.1 2l.4 5.7 87.2 
0.4 36.4 10.6 2.5 66.9 

모노부틸페닐페놀황산나E륨 
8.6 0.1 35.0 10.9 3.8 66.6 

0.4 29.5 2.8 2.1 47.3 

디부틸페닐페놀황산나E 륨 O.l 3l.9 5.4 2.6 53.2 
0.4 29.5 2.7 l.6 43.6 

디옥틸술포숙신나E 륨 4.7 0.1 30.2 5.4 l.8 52.3 
0.4 27.4 3.5 l.2 39.4 

석유술폰산나E 륨 0.1 32.1 6.8 2.0 60.8 
0.4 3l.4 5.5 l.0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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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C에서의 

농도 
25-3)"C에서 계면장력 접촉각 

계변 활성제의 종류 pH 
(%) 

의 표면장력 ( e ) 
(φ까e!mù 대 대 

파라핀유 레드오일 

비이온 활성제 

p-이소옥틸페놀모노에틸렌 6.5 0.1 29.7 2.8 3.9 45.5 
글리 콜에테근 0.4 29.9 2.3 3.3 46.8 

p 이소옥틸페놀데카에틸린 0.1 29.7 3.2 3.8 45.6 
글리콜에테근 0.4 30.4 2.8 3.2 49.8 

라오곤산폴리에틸렌글리콜( 4.2 0.1 32.0 5.0 4.4 61.0 
400)축합물 0.4 30.2 4.0 3.9 56.6 

톨유 지방산 폴리에틸렌글 5.6 0 .1 38.2 6.9 3.4 75.0 
리 콜 (400)축합물 0.4 37.3 6.7 2.5 69.2 

모노라우곤산 소근비탄폴리 5.6 0.1 35.1 7.4 1.8 70.6 
에틸렌글리콜 축합물 0.4 34.9 6.9 1.1 71.0 

올레일폴리에틸렌글리콜에 5.6 0.1 37.2 8.0 2.6 76.4 
테르 0.4 38.7 7.6 2.1 77.4 

계면활성제가 계면장력을 현저히 낮추게 되면 접촉각이 작아지고 고체표 

변에 액체가 흐르게 되어 습윤이 되는데 이 는 액중에서 분산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HLB (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 

계면활성제는 1/ 1,000 -1/10,000 이하의 낮은 농도의 수용액에서도 현저한 

계변 흡착이 일어나는데， 계면 활성제의 특이 한 성질은 약간 진한 용액에 

있어서 단분자 혹은 이온화된 분자가 수십개가 미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 성질 때문에 보통 사용하는 농도에서 계면 활성제는 콜로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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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성질을 가지며， 삼투압， 확산 속도는 이상하게 작고， 특히 이온 미셀 

은 큰 하전을 갖기 때문에 전도도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되어 보통의 콜로 

이드와는 다른 소위 Colloidal electrolyte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계면 활성제가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그 화학 구 

조가 소수기와 친수기의 적당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만일 친 

수기에 대해 소수기(친유기)의 작용 성질이 지나치게 작으면 물에 대한 용 

해도는 현저히 증가하지만， 계변 활성 작용은 그 반대로 저하되며， 소수기 

의 성질이 지나치게 크면 거의 물에 녹지 않게 되어 어느 경우에서도 계면 

활성제에 있어서 친수기와 소수기의 관계는 계면 활성제로서의 사용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자 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계면 활성제의 구조적 성질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Atlas 

Powder사의 w. D. Griffin은 계면 활성제의 친수성 -친유성(소수성)의 균형 

(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 혹은 HLB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계면 

활성제의 거동， 성능 등을 총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종류 

의 계면 활성제일지라도 이 균형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성질과 특성을 나 

타낼 수가 있다. W. C. Griffin은 여러 가지 계면 활성제에 대해 그 균형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호를 써서 정성적으로 보여 주었다 (4) 

친수성이 아주 강한 것 HH 

친수성이 약간 강한 것 H 

친수성과 친유성이 비슷한 것 N 

친유성이 약간 강한 것 L 

친유성이 아주 강한 것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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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이것을 개정하여 친수성이 가장 강한 것을 40으로， 친수성이 가 

장 약한 것을 1 로 하여 전체적인 친수성-친유성 균형， 즉 HLB를 1-4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수치의 예는 표 5에 나와 

었다. 아래의 표에 계면활성제의 용도， 성상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표 5. HLB와 계면 활성제의 용도， 성상 

18 

16 
15-18 --- 가용화제 

13-40 --- 투명하게 용해 

14 
13-15 --- 세정제 

12 十
8-18--- 0.ηN형 유화제 

10-13 --- 분산 용이 

10 
8-10 --- 분산 약간 용이 

f표B 8 + 7- 9 --- 습윤제 

6- 8 --- 약간 분산 

6 

4 
3.5-6 -- W/O형 유화제 3- 6 --- 겨우 분산 

2 1.5- 3 --- 소포제 1- 3 --- 분산 곤란 

0 

용 도 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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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간의 이온결합성의 비율이 큰 산화물 표면은 분극된 산소원자로 피 

복 되어 있어 물분자를 흡착하여 OH기가 생성되어 있다. 공유결합으로 된 

흑연의 표면에도 대단히 적기는 하나 Carbon Black과 유사한 OH, COOH, 

표 6. 친수기 와 소수기 의 각 원자단에 의 한 HLB group number 

친 /
기- 기 까、 

--'-
까‘ 
기- 기 

-so:, . Na 38.7 

21.1 

19.1 

9.4 

3 

-2 

-

H 
H 
HH 

C 
C 
CC 

-->

= 

0.475 
COO.K 

COO. Na 

~N(3차 아민) 

- COO . R ---------------- 2.4 

COOH ------------------ 2.1 

- OH -------------------- 1.9 

• 0 - 1.3 

CH:!-CH2- 0 - 0.33 

- CHT CHz- CHr O • 0.15 

등의 기가 존재한다. 표 6에 친수기와 소수기의 각 원자단에 의한 HLB 

group number를， 표 7에 계면활성제의 HLB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표면 관능기는 분산계 조제의 계변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산화물을 물에 분산시켰을 때 수중의 물분자와 고체입자표면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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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표면수산기를 만든다. 이 수산기는 물 속의 H+와 결합하여 

-OH + H+ • OH+2 @ 

가 되고 물속의 OH 에서 H+가 뺏겨 

-OH + OH • -0 + H20 •-•• - (2) 로도 된다 

@의 반응이 일어나면 입자표변은 플러스 전하를 9의 반응이 일어나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된다. 만일 액속에 H+가 산성에서는 @식이 일어 

나기 쉽고 OH 가 많은 염기성의 경우에는 @의 식이 일어나기 쉽다. 이와 

같이 산화물 입자의 전하는 pH에 따라 극성이 바뀌게 된다. 이 경계선상 

의 pH에서 전하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등전점이라고 한다. 

산화물은 그 등전점보다 낮은 pH용액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높은 pH 용 

액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를 같는다. 카본블랙과 비슷한 흑연의 경우 물에 분 

산시키면 OH는 0 + + H+로 그리고 COOH 는 COO + H+로 해리하여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다. 

극성이 대단히 적은 흑연표면은 액체의 극성 유무에 관계없이 젖기가 어 

려워 습윤을 개선하여 액체의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계면활성제가 사용되 

나 고체표면에 관능기를 생성시키는 산화처리나 내구성의 유기반응층을 형 

성시켜 표면처리하는 방법을 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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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 면활성제의 HLB 

기 호 법 

음이온 계면 활성쩨 
스테아르산나트륨 비누 

라우르산칼륨비누 
라우릴황산나트륨 

크실렌술폰산나트륨 

나프탈렌술완f나트륨 

알킬나프탈렌술폰산나트륨 

황산화올레산나트륨 

황산화피u}7.}유나트륨 

모노스테아르산글리세린에스테르 
(고급알코올 황산에스테르나트륨 함유) 

모노스매년산굵써랜’스터펙비누향유) 
스테아르산리륨비누 

스테아르산마그네숨 비누 

스테아르산알루미늄비누 

g셔)1온 계면 활성제 

4차 암모늄콜로라이드 

알킬아민염산염 

비이온계면 활성제 

갱후끌활} 폴리에틸렌옥새l드에터모 

지방산의 폴리에틸렌옥사이드에스테르 

다가 알코올 지방산 에스테르의 
폴리에틸렌옥사이드에테르 

지방족 알코올의 폴리프로펼렌 

옥사이드에테르 

다가 알코올 지방산 에스테르의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에테르 레시틴 

레시틴 

라놀린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에스테트 

수 치 

음이온채면 활성쩨 
HH I 올레산나트륨 비누 
HH I 올레산칼륨비누 
HH I 라우릴황산나트륨 
HH I 올레산트리에탄올아민 비누 
HH I ABS 나트륨 
HH I 모노스테아르산글리세린에스테르 

H I~tol온 계면 활성쩨 
H I N-세틸 N 에틸모르포함11틸황산 

버 a 

H ’비이온계면 활성재 
LH I 트리올레산소르비탄에스테르 

L I 트리스테아르산소르비탄에스테르 
LL I 세스퀴올레산소르비탄에스테르 
LL 1 모노올레산소르비탄에스테르 

모노스테아르산소르비탄에스테르 

HH I 모노팔미트산소비탄에스테르 
HH 1 모노리우르산소르비탄에스테르 

모노스테아르산 글라세린에스테르 

대l-H I 모노올레산디에틸글리콜에스테르 
대I-H 1 모노스테아르산디에틸글리콜에스테르 

모노라우르산디에틸렌글리콜에스테르 
댐1-1l l 

모노스매년산테트래l틸렌골펄에스터l르 

모노올레산테느라에틸렌글리콜에스테르 
H-L 1 

모노리우르산태트라에틸렌글라콜에스테르 

모노스테아르산헥사에틸렌글리콜에스테르 
H-L I 

모노라우르산소르비탄에스테르의 
H-L 1 폴리에틸렌옥사이드(21rm])의 축합물 

L-LL I 모노라우르산소르비탄에스테르의 
L-LL I 폴리에틸렌 옥사이드(6rm]) 축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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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에 사용한 분산제 특성 

수용액속에 흩어져 있는 흑연입자들의 표면은 용매와 친화성이 작기 때 

문에 흑연입자들 끼리 뭉쳐 접촉면적을 작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초미립 흑연분체를 수용액 혹은 유기용액 속에서 분산시 

켜 colloidal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분산하는 흑연표면과 

용매와의 계면장력을 변화시켜 접촉각을 작게하여 적셔지기 쉽도록하는 현 

재 시판중인 선택된 각종 계면활성제를 각각의 조건하에서 실험을 실시하 

여 흑연입자와 용매(수용액 혹은 유기용액)와의 친화력을 높이고 최적의 분 

산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몇가지 계면활성제(상품)에 대한 특성을 간추리면 다음 

과 같다. 

CD CS50CF 

CS50CF는 세라믹스용으로 새로 개발한 수계 분산제로 분산성이 뛰어나 

저점도의 슬러리 작성에 적당하다. 또한 S(유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가 때문에 물성상 S화합물 및 알칼리금속을 피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합 

하다. 일반적 성상으로는 황갈색 액상이며 주요 조성은 폴리카르본산 암모 

늄이며， 음이온계 분산제이다. 고형분(%)은 약 40%， 5%수용액에서 pH 는 

6.8, 25 0C 에 서 점 도는 85 cps, 비 중 1.15 이 다. 

세라믹스 분산질에 대해 0.2-1%(고형분 환산)의 범위로 전첨 또는 분 

할 첨가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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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CS40CF 

CS40CF는 점토광물용 分散빼로서 고농도 슬러리에서 분산효과가 좋으며 

특정으로는 고농도로 저점도의 슬러리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슬러리 수 

송시 펌프 이송이 용이하다. 분산성이 탁월하여 미립화시 밀에서의 분쇄 

시간이 단축되며， 소량의 첨가로 저점도의 슬러리를 제조할 수 있다. 나트 

륨의 함량이 분산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유리에 비해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나트륨·에 의한 트러블의 염려가 없고， 물유리와 달리 가수분해하지 않으므 

로 점도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LDPA- 40 

LDPA-40은 축합나프타렌술폰산암모늄염으로 고체입자를 수중으로 분산 

시키는 모든 분야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 많은 수중분산물의 점도저하제로 

서 사용된다. 폭넓은 pH영역에서 우수한 분산력을 가지고 있어， 특히 표면 

장력을 저하시키고 싶을 때에는 음이온 및 비이온 형 계면활성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암모늄염이므로 회분을 피해야 하는 용도， 예를 들 

어서 전자공업용 세라믹스 페라이트의 분산 등에 적합하다. 일반적인 특 

성으로는 흑갈색 액상이며 회분 : 0.06% 용해성이 좋아 물에 잘 녹는다. 

2%수용액에서 pH는 7.5이며. 음이온계 분산제이다. 

주용도로는 고점도 슬러리의 점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스프레이건조를 

용이하게 하며 건조시간을 단축해주며 회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기부품 

이나 전자공업용의 정밀한 요업제품에 적합하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안료 

나 도료 슬러리의 점도저하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분산될 안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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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제의 종류， 그 입자의 크기， 습윤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안료나 도 

료의 중량에 대해 0.2-2.0%(고형분/고형분)정도이다. 분쇄조제로서 사용 

한 경우， 오직 집합입자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개개의 입자에서도 분쇄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고농도슬러리의 분쇄공정에 적용할 수 있으며， 카본블 

랙을 라텍스에 분산시키는 경우에 좋으며 칼숨이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도료 표면의 특성을 좋게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LDPA-40은 에멀션페인트용 분산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량은 일 

반적으로 페인트 100kg에 대하여 0.6-2.5kg의 첨가량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으며， 페인트의 표면이 균일화되어 색분이나 안료의 침강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첨가량은 일반적으로 0.1- 1.0%(고형분/고형분)의 첨가로 충분한 분산효 

과를 얻을 수 있으며 OOC 이하에서 장기보관했을 경우 동결(샤뱃상태)하기 

때문에 용해 후 교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아래의 표 8에 현재 시판중인 몇 가지 계면활성제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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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세라믹스용 계변활성제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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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4 장 실힘 및 결과 고찰 

분산형 고체 윤활제에서는 입자가 마찰 기반면에 쉽사리 배향되는 일차 

입자의 분산상태가 이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입자간의 응집력이 큰 미세한 

윤활성 고체분말을 액체중에 투입한 단계에서는 고처11 -기체 액체 3상으로 

된 응집구조가 생성된다. 이것을 분산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기상을 액상으 

로 치환하거나 교반 등의 기계력에 의해 입자간의 결합을 끊게하는 분산조 

작이 필요하다. 편평한 윤활성 입자에서는 층면과 단면과의 교차점 또는 선 

접촉에서 형성된 응집체의 분산이 비교적 용이한데 반하여 층면이 배향된 

치밀한 응결체의 분산에는 큰 기계적인 힘이 필요하다. 분산조작에는 유기 

흡착층 형성에 의한 입자의 재응집을 방지하는 분산제가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 

제 1 절 초미 립흑연분체의 분산성 실험 

본 실험은 Andresen pipett(그림 5)을 이용하여 초미 립으로 분쇄된 흑연 

입자가 외부의 아무런 조건변화 즉 계면활성제의 첨가없이 중성상태의 물 

속에서 어느정도 분산 혹은 부유되는지 상태를 알기 위하여 침강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분산시키고자 하는 초미립흑연 분체의 입도는 D(v,0.5) = 0.83 

μm， D(v,0.9) 1.98μm， D(v,O. l) = 0.31μm ， D(4,3) = 0.98μm ， D(3,2) = 0.65μm， 

5μm이하가 100%, 3μm이상이 약 1.1%, 2μm이상 3μm이하가 약 8.6% ， 1μm이상 

2μm이하가 약 30% 이며， 1μm이하가 전체의 약 60% 정도이다. 이중 0.4μ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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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μm 사이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초미립 인상흑연 분체 이며 

Specific surface area 는 9.6872 sq.m./cc 이 다. 

Fig. 5. Apparatus for dispersing test(Andersen pipett) 

광액농도(pulp density)는 5%로하고， Andresen pipett의 측정 point 

(sampling지점)는 윗 상한 눈금으로부터 20cm 지점으로 고정하여 10분간격 

으로 lOml씩 sampling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흑연입자의 량을 측정하여 

광액농도(pulp density)로 환산 후 분산상태를 측정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시킨 후 60분까지는 처음 분산시켰을 때 

와 마찬가지로 광액농도(pulp density) 5%를 거의 유지하여 침강이 일어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분산시킨 후 5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침전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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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시 작 한다. 50분 이 후 120분까지 는 sampling point에 서 의 광 액 농도 

(pulp density) 증가 rate는 0.1%/분이 되는 속도로 침전하는데， 120분 이후 

광액농도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침전되지 않고 

부유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은 분산시킨 흑연 입자가 Andresen pipett 실린더 높이 따라서 분 

산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학인해 보기 위해 윗 상한 

눈금으로부터 20cm지점(그림 6)과 10cm되는 지점을 선택하여 그 지점에서 

광액농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한 그림에 도시하였다. lOcm되는 지점에서의 

광액농도 변화 역시 분산시킨후 약 50분까지는 변화없이 초기 농도와 같은 

5%를 유지하나 그 후로는 계속 감소하는데 그 비율 역시 0.1%/분 이다. 

즉 평균입도 0.83μm인 초미립흑연분체는 중성인 물 중에 분산시킬 경우 약 

50분까지는 거의 완전한 분산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평균입도 D(v，0.5)가 2μm 이상인 입자는 분산시키자마자 바로 침전하는 현 

상을 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림 8은 pH 변화에 따른 분산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pH를 중성 및 

10, 11 , 12로 변화시키면서 침전된 양을 측정하여 분산율로 환산시켜 그림 

으로 나타내었다. pH조절제로는 NH40H용액을 사용하였으며， sampling위 

치는 위에서부터 20cm지점으로 앞의 실험 경우와 동일하다. pH를 조절하 

지 않은 중성에서의 경우 분산시킨후 약 8시간이 지나면 약 65%정도의 분 

산율을 보이지만 pH 10 이상에서는 약 70%이상의 분산율을 보이고 이 상 

태는 약 20시간 전후까지 유지되지만 이후부터는 분산율이 급격히 저하되 

어 침전하기 시작한다. 경향은 비슷하지만 pH 10- 11일때가 분산상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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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좋게 나타 났다. 

계면활성제의 종류별 성질 및 첨가량에 따라 수용액의 표면장력에 크게 

영향을 미쳐 분산 상태를 크게 좌우 한다. 앞의 그럼에서 pI-I 10- 11 일때가 

분산상태가 가장 좋게 나타 났으므로， pI-I 10에서 최적의 분산제를 선택하 

기위하여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 분산율의 차이룹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사용한 계면활성제는 나프탈렌설폰산암모늄이 40%늘어 있는 LDPA-40과 

주성분이 폴리차르본산소다(42%)인 CS40CF 폴리키-르본산 암노늄이 주성 

분인 CS50CF 등을 0.5% 수용액으로 만들어 그 속에 초미 립 흑연 분말을 

분산시켰다. 앞의 그림 8과 비교하여 볼 때 분산효과가 월등함을 알 수 있 

으나， 계면활성제의 종류에따라 그 효과가 약 30%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LDPA-40이 분산효과가 가장 좋아 분산시킨 후 5시간이 지나도 분 

산율이 90%정도가 되며 CS40CF의 경우 약 85%. CS40S는 70%의 분산율 

을 가진다. 약 24 시간이 지나면 LDPA-40의 경우는 분산율이 약간 감소하 

기는 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이 분산상태가 우수하나 NOP 50를 제외한 나 

머지는 분산율이 5 - 1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초미립흑연을 

분산시키는데는 LDPA-40이 분산효과가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에는 LDPA-40의 최적 첨가량을 알기위하여 지금까지의 실험결과 

에서 얻어진 최적 조건인 pI-I 10과 11에서 첨가량을 0.3 - 0.7%까지 변화시 

키면서 실험하였다. 

첨가량이 같을 경우 pI-I 10이나 11은 0.7% 첨가했을때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의 비슷한 분산율을 보이나 첨가량이 달라지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 게 됨을 알 수있다. pI-I 10, 11의 경우 첨가량이 0.3%이면 분산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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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까지는 분산율이 95%이상으로 거의 완전한 분산상태를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첨가량이 0.5%일 경우는 분산율이 약 90%정도를 유지하 

나 첨가량을 0.7%로 늘릴 경우 분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어 pH 10일 때 분 

산율이 약 70% , pH 11에서는 약 55%로 급격히 저하 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인 평균입도 0.83μm인 흑연 분말을 pH 10에서 분 

산제 0.3%를 첨가시킨 수용액 중에서 분산시킨 다음 24시간 후에 그림 5의 

두지점 CA， B)에 분산되어 있는 흑연 입자의 입도분포를 측정하여 분산상태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1은 A 지점의 입도분석결과표로 평균입도가 

0.91μm ， 1μm 이하가 약 55% , 1 →2μm 사이가 약 35%정도의 입도 분포를 보인 

다. 그림 12는 B지점의 입도분석 결과표로 평균입도가 1.05μm， 1μm 이하가 

약 47% , 1 - 2.3μm 사이가 약 45%정도의 입도 분포를 보인다. 이상의 입도분 

포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위치에따라 상대적으로 큰입자가 약간 침강하여 두 

지점에서의 평균입도가 약간 커지기는 하였으나 원 시료의 평균입도 대비 

값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보아 그림 10에 나타낸 분산율 95%의 거의 완전 

한 분산상태를 상대적으로 검증하여 주고 있다. 

계변활성제의 영향에 의한 분산성을 상대적으로 비교 측정하는 또다른 

방법은 분산시키고자 하는 물질이 수용액 속에 들어 있는 slurry상태의 혼 

합용액에 대한 viscosity를 측정하므로써 분산상태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즉 계면활성제 투여후 계면장력의 변화에 따라서 slurry의 viscosity 

가 변하게 되고， 이 값이 감소하면 분산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본 실험에서는 10% s!urry를 만들어 viscometerC Tokyo Keiki co. , Ltd. 

Model B viscometer)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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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속에서 회전하는 disc나 cylinder에 걸리는 torque 저항값을 측정하 

는 원리로 mechanism을 간단하게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Fig. 13. Operating principles of viscometer 

그림 14는 중성에서 계면활성제 종류 및 첨가량에 변화에 따른 viscosity 

변화값을 나타내었다.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첨가량이 광액농도 대 

비 0.3%로 증가함에 따라 viscosity 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그 이상의 첨가량에서는 다시 서서히 증가하여 0.7%이상에서는 안정을 이 

룬다. 본 실험에 사용한 계면활성제는 LDPA-40과 CS40CF, CS50CF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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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viscosity가 가장 작은 것은 LDPA- 40 이다. 

그림 15는 viscosity가 가장 낮은 LDPA一40을 사용하여 pH를 10, 11, 12 

로 변화시키면서 pH영향에 따른 viscosity의 변화를 측정하여 최적의 조건 

을 찾아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변화에 따라 viscosity 값이 변하는데 pH 

11일때가 가장 작다. 광액의 viscosity 가 감소된다는 것은 계면장력이 작 

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분산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 얻은 결과는 앞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초미립흑연을 분산시키는데는 pH 10 - 11에 

서 계면활성제로 LDPA - 40 0.3- 0.5%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분산효과 

가 가장 좋고， 또한 칼숨이나 나트륨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전자파 차폐용 

도료등에 사용 할 때 최종제품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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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소 흡착에 의한 표면처리 

1. 개요 

고체가 기체에 노출되면 기체분자는 고체표면에 충돌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표면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흡착(adsorption)이라고 한다. 

기체의 흡착량은 고체와 기체사이의 성질 및 흡착이 일어나는 온도와 압 

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체의 흡착량은 고체의 무게증가량을 측정하거나 

(중량볍) , 흡착에 소비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흡착현상은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으로 구분된다. 물리흡착은 van der 

Waals흡착이라고도 하며 분자간 상호작용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써 이 

렇게 물리적으로 흡착된 흡착층은 증기가 고체표면에 액상으로 응축된 것 

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리흡착은 흡착기체의 임계 

온도 이하의 저온에서만 중요하다. 또한 물리흡착에 의한 흡착열량은 흡착 

기체의 응축열량과 같으며 물리적으로 흡착된 흡착층은 마치 2차원 액체 

(액막)처럼 거동함도 밝혀져 있다. 

한편 화학흡착은 흡착제와 흡착질 사이에 약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이 존 

재하므로， 흡착에너지는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의 에너지와 견줄 만큼 아주 

큰 값이다. 따라서 물리흡착은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낮추면 탈착이 쉽게 

일어나지만， 화학흡착에서는 탈착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고체 입자간의 인력에 의해 부착하는데 이는 van der waals인력에 

의한 부착으로 입자 표면에 기체분자의 흡착층이 있으면 부착력이 약해진 

다. 이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흑연 초미립분체의 유동성 및 분산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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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위하여 표면을 산소로 흡착층을 만들어 주는 실험을 하였다. 

일정한 온도에서(흡착질 기체의 끓는점 부근) 흡착된 기체의 부피 V를 

흡착이 일어냐는 기체압력 p, 포화증기압 po에 대한 상대압 p/때와 비교하 

는 그래프가 흡착등온선이다. 

전자파 차폐용 도료나 기계오일 혹은 엔진오일에 첨가되어 고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초미립흑연 분체는 몇가지 필수적인 품 

질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자파 차폐용 도료등 도전성 원료로 쓰이는 흑연은 흑연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미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흑연이 

가지고 있는 결정학적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쇄시 초미립 분쇄생성물의 particle shape 조 

절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만일 particle shape가 blocky type 이나 cubic 

type으로 변하게 되면 열적 및 전기전도도와 윤활성은 떨어지게 된다(14)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에 맞게 분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장시간을 

요구하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자변 미립 

화시 손상된 particle shape 에 전기전도성이나 혹은 윤활성을 미립화 후에 

다시 부여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20000C이 

상의 고열 및 고압으로 처리하여 흑연 결정의 재 배열 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산업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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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립화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흑연 입자에 산소로 표변처 

리 및 개질을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산소는 흑연입자 

표면에 부착되어 흑연입자와 입자들간의 마찰을 감소시켜 윤활성을 증가시 

켜줄 뿐만아니라 수용액 혹은 oil 내에서 습윤이 잘 되어 분산성을 좋게하 

여 준다. 즉 slurry상태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산소로 표면을 흑 

연입자의 표면을 coating하면 흑연입자는 수용액 혹은 유기 용액속에서 분 

산안정성을 이룬다. 

산소표면처리 방법은 크게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눌수 있는 

데 화학적 방법 으로는 Aqueous solution of Alkaline, Perrnanganate, 

Hydrogen peroxide, Ozone solution 등을 이 용하는 방법 이 있으며 , 물 리 적 

방법 에 는 Fluidized bed of air and graphite와 공기 나 혹은 산소 분위 기 에 

서 Milling방법으로 표면처리하여 주는 방법이 있다. 화학적인 방법보다 물 

리적인 방법이 coating 효율이 다소 떨어지나 제품의 생산성 이나， 공정의 

간편성 면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이 보다 좋으며 Fluidized bed of air and 

graphite 방법보다는 공기나 혹은 산소 분위기에서 Milling방법으로 표변처 

리하여 주는 방법이 보다 좋다는 것을 기초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장치는 과거 흑연 초미립분체 제조연구0.3 )시 사용하 

였던 장치로 개략도를 그림 16에 과거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나타내었다. 

본 장치는 산업용 plant로 제작되어 산업화시킨 장치(사진 1)로 본 장치 

의 원리를 이용한 기초실험이나 규모확대 시험에서 얻은 결과는 바로 산업 

용 plant의 작업 data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장치의 규모는 기초실험용 2 liter로부터 5 liter, 30 liter등 scale- up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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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scale 규모까지 실시하였다. 2 liter용 실험장치는 사진 4와 같다. 

이상의 장치에 의한 초미립흑연분말 제조 및 산소에 의한 표면처리 공정 

을 전년도 연구보고서 (KR-96(C) - 20- 2 비금속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연구， 

한국자원연구소， 1996)에서 인용한 그림 16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main power on 

2) sealing 장치 부분 냉 각수 on • @ 

3) chamber 내부 온도조절용 circulator 혹은 heater power on • @ 

4) lotating shaft 를 서서히 회 전시킨다 • @ 

5) dry oven에서 충분히 건조된 sample 투입 • @ 

6) (2)의 vacuum pump를 통하여 @의 chamber 내 부를 서 서 히 감압시 킨 

다. 

7) @의 chamber내 부가 5 torr정 도로 감압되 면 @의 l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를 400-450 rpm 정도로 상승시킨다. 

8) @의 chamber내부온도를 실험의 목적에 맞도록 100-350 0C 까지 @ 

의 항온순환펌프 및 heater로 조절한다. 

9) @의 chamber내부 진공도가 실험의 목적에 맞도록 10 1 - 10 3 torr 까 

지 @의 vacuum pump 로 조절하며， 일정한 진공에 도달하면 vacuum 

pump의 작동을 중지시킨다. 

10) 일정한 시간이 지나 미립화가 완료되면 @의 gas line을 open하여 특 

정의 gas(본 실험에서는 산소 혹은 공기)로 특정 온도 및 특정 압력하 

에서 초미립의 흑연분말의 표면을 처리한다. 공기를 산소 caoting재로 

사 용할 경우에는 mr compressor를 사용， 압축공기를 만든 다음 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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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 후에 사용하였다. 

11) 표면처리가 완료되면 @를 통하여 제품을 회수한다. 

φ 

1. GOS 2. Vocuum pump 3. c)mi)er 4. 뚱01 in9 어uipment 

5. VfX빼""9때e 6. Circ비이01 7. Thermometer 

Fig. 16. Schematic drawing of grinding and surface modification 

eqUlpment. 

@ 

이상의 공정은 φy oven에서의 건조 공정만 제외하고 모든 공정이 연속 

식으로 진행되었다. 

윤활유속에서의 흑연입자의 분산 안정성은 graphite의 oxygen content에 

크게 좌우되며 graphite의 oxygen함량은 본 실험에 사용한 mill내에서 따γ 

grinding하는 동안 airL} 혹은 oxygen의 분압 등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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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목적은 첫째， 윤활제용 및 전자파 차폐 도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raphite 입자크기를 1μm이하로 제조하여 윤활유속에 기능성 부여를 

위하여 분산시켰을 경우 윤활유 속에서 윤활유와 분리되지 않고 입자나 침 

강물이 없어 oil filter를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흑연표면 위에 

coating된 Oxygen 함량이 최소 1% 이상， 4wt% 내외가 되도록 하여 윤활 

유 속에서 분산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 땅볍으로는 첫째， Oxygen을 함유한 분위기에 흑연을 dry grinding하 

므로써 particle의 oxydization이 일어나게 하여야 하는데， 1 단계로 진공중 

에서 100 - 350mesh의 graphite를 dry grinding하여 평균입자의 크기를 0.8 

μm로 한 후 산소를 포함한 분위기에서 가열하면서 2 단계로 dry grinding 

을 실시하여며 산소의 함량이 graphite 총무게의 3-5 %가 되게 충분한 산 

소분위 기 를 유지 시 켜 주면서 dry grinding 한다. Graphite를 dry grinding하 

는 동안 표면에 oxygen의 화학흡착kherni sorbed)이 일어나 산화되어 

graphite 분산이 보다 강하게 일어나며， oil 속에서 흑연 분산의 안정성에 

critical factor가 된다. 흑연 표면의 산화(산소 coating)를 위 하여 mill의 내 

부온도를 100-350 0C 까지 변화시키면서 설험하였다. 

실험후 graphite표면에 부착koating)된 산소의 함량 분석은 gas chroma 

tography 및 산소분석기로 실시하였다.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정량 

JjJ 님L9... 
o '" '-

CD Tube furnace에 서 750 0C 로 heating하여 

@ 모든 volatile oxygen compounds를 없앤후 

@ 1060 0C 의 반응용기 에 서 Helium으로 많은 acti ve carbon을닦아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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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oxygen compounds가 carbon monoxide로 converted되 어 gas 

chromatography에 의하여 정 량되어진다. 즉 carbon monoxide의 생성으로 

graphite표면의 oxygen함량을 계산할 수 있다. 

3. 실험결과 

그림 17-22에 coating재로 사용한 산소 및 공기와 Milling시간 및 mill 

shaft의 회전속도를 변화시키면서 mill jar내부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흑연 

입자 표면 위의 산소흡착 정도를 알아 보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7 

은 coating재로 산소를 사용하여 milljar내부의 산소압이 1 kgf/cm2이 되 게 

하고 mill shaft의 회전속도를 400 r.p.m으로 고정한후 내부의 온도를 100-

140 0C 까지 변화시키면서의 mill시간에 따른 흑연입자 표면 위의 산소흡착 

량을 조사하였다. 

그림 17는 평균입도 0.8μm 시료를 대상으로 산소 1kgf/cm~하에서 rotating 

shsft의 회전속도를 400 r.p.m으로 고정한 후 반응용기(미립화용기)의 내부 

온도를 100 - 140 0C 까지 20 0C 간격으로 숭온시키면서 흑연 표면위의 산소 

흡착량을 흑연시료 무게 대비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와 관계없이 반응용기 내부에서 산소와 흑연과의 접촉시간이 30 

분 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나 그 이후는 완만하게 증가한다. 

반응용기 내부에서 산소와 흑연과의 접촉시 온도는 140 0C 일때가 가장 좋 

아 반응시간 30분 일때는 산소 흡착량이 약 3.2%. 60분 일때는 3.9%이다. 

흑연이 유기물 중에서 분산시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산소 흡착량은 

3 • 5% 이므로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본 실험 조건 즉 산소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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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f/cm ::2 , rotating shaft의 회전속도가 400 r.p.m 에서는 반응시간이 용도 

가 140"C 일때는 40분 (산소흡착량 3.5%)이상이 되어야하며， 120 0C 일때는 

60분 이상이어야만 가장 좋은 분산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흑연 분체를 얻 

을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100 0C 일때는 최소 90분 이상 반응 시켜야만 산 

소흡착량 약 3.5%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8은 위와 똑갇은 조건에서 rotating shaft의 회전속도를 700 f.p.ffi 

으로 높여 산소와 흑연입자를 보다 강하게 접촉시켜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가 400 f.p.m에 서 700 f.p.m으로 변함 

에 따라 산소흡착량이 월등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소와 흑연의 

접촉시간 즉 반응시간이 10분 만 되어도 산소흡략량은 온도와 관계없이 거 

의 3% 대에 이르며 20분일때는 140 0C 에서 약 3.5%대로 본 실험에서 얻고 

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으며 반응시간이 30분에 이 르면 120 0C 에서도 약 

3.5% 이상의 산소 흡착량을 보인다. 또한 100 0C 의 경우도 반응시간이 40 

분에 이르면 역시 3.5%이상의 산소흡착량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9는 산소압을 2kgf/cm2로 높이 고 f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를 400 

f.p.m으로 하였을 때 산소분압의 압력변화와 반응온도 및 반응시간 변화에 

따른 산소흡착량 변화를 조사하여 나타내었다. 앞의 그림 18과 비교하여보 

면 산소압이 lkgf/ cr114 로 높아 졌지 만，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가 400 

r.p.m으로 낮아짐에 따라 산소흡착율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반응시간이 30분이 되어도 산소흡착율이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60분 

이 지난 140 0C 에서도 약 3.5%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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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은 산소압을 2kgf/cm2로 ,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를 700 f.p.m 

으로 하여 산소흡착율을 조사하였다. 앞의 그림과 비교하여 볼 때 똑같은 

조건에서 회전속도 만 700 f.p.m으로 증가하면 산소흡착량이 현저히 증가 

하여 반응온도가 120 0C 이상에 이르면 반응시간 30분에서 산소흡착량이 

3.5%이상임을 알 수 있고 반응시간이 약 50분 이상이 되면 산소흡착량이 

4% 이상이 되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소압은 다르지만 회전속도를 700 f.p.m으로한 그림 18과 비교하여 볼 

때 산소압 보다는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가 산소흡착에 미 치 는 영 향이 

큼을 검증할 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산소gas를 이용하여 흑연 초미립 분체 표면위에 

산소를 흡착 coating시키고자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인자는 흑연미립 

자에 강한 충격을 주어 산소와의 접촉을 보다 강하게 일으키게 하는 요인 

인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를 700 f.p.m (Tip speed 3.9rn/sed으로 하는 

것과 이 조건에서 반응시간은 30분 이상 이며， 반웅온도는 높을수록 좋으 

나 120 0C 이면 유기물중에서 초미립흑연 분체가 분산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면산소흡착량 하한값인 3.5%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이때 반응 용기 내부의 산소압은 1kgflcm:2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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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는흑연표면 산소 coating재로 산소 대신 압축공기를 이용 하 

였다. 이를 생산하는 설비 의 구성은 air- compressor, air filter, cooler, air 

dry로 구성되어 있다. 산소 coating재로 산소 대신 압축공기를 사용한 이유 

는 산소에 비해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조비용이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축공기를 이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주의하여야 한다. 

mr-compressor에 의해 생산된 압축공기는 대기중의 수분， oil mist등을 

함유하고 있어 이들이 그대로 반응 용기속으로 들어가면 진공상태에서 이 

미 초미립화된 흑연분체가 서로 응집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흑 

연표면의 산소coating을 방해하는 물질로 작용한다. 따라서 압축공기로 만 

든 뒤 에 air filter, cooler, air dry 등으로 수분 및 oil rnist 등을 완전히 제 

거한 후 반응용기에 투입하여 표면처리하였다. 

그림 21은 공기압 1kgf/cm2에서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를 700r.p.m으 

로 고정하고 반응용기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반응시간에 따른 산소흡 

착율을 조사하였다. 똑같은 조건에서 산소를 coating재로 사용한 경우와 비 

교하여 보면 산소 흡착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반응시간이 

30분 이면 반응온도 140 0C 에서 약 3.6%의 흡착율을 보였으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약 3.3%정도의 산소흡착율을 보이고 있다. 100oC , 120 0C 의 경우 

흡착율을 3.5%이상으로 올릴려면 반응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2는 공기압을 2kgf/cm2로 승압시켰을 때 산소흡착량을 나타 

낸 그래프 이다. 공기압이 1kgf/cm2에서 에서 2kgf/cm~로 승압되어도 산소 

흡락량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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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의 산소를 coating재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흑연 초미립 분체 표면위에 산소를 흡착 coating시 

키 고자할 때 역 시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를 700 r.p.m (Tip speed 

3.9m/sec)으로 하는 것과 이 조건에서 반응시간은 30분 이상 이며， 반응온 

도는 높을수록 좋으나 120 0C 이면 유기물중에서 초미립흑연 분체가 분산안 

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면산소 흡착량 하한값인 3.5%를 충분히 

수가 있다. 이 때 반응 용기 내부의 공기압은 lkgf/cm:!이면 충분하다. 

어으」 
1::"즈 

산소나 공기를 이용하여 흑연 초미립 분체 표면위에 산소를 흡착 coating 

시키는 실험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흡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는 흑연미립자에 강한 충격을 주어 산소와의 접촉을 보다 강하게 일으키게 

하는 요인인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700 r.p.m (Tip speed 3.9m/sec))와 

이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은 30분 이상 이며 반응온도는 높을수록 좋으나 

120 0C 이면 유기물중에서 초미립흑연 분체가 분산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 

한 표면산소흡착량 하한값인 3.5%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이 때 반응 

용기 내부의 산소 혹은 공기압은 모두 lkgf/cm2이변 충분하며， 또한 산소 

gas를 이용하는 것보다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산소를 흡착시키는 것이 흡착 

율 변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할 수있 

다는 점에서 보다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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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기물에 의한 표면개질 

l. 개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크기에 의해서도 부착력은 크게 차이가 냐는 

데， 이와같이 어떤 미세 수분에 의한 부착을 방지하고 분체자체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며， 수용액이나 유기용액 중에서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흑연 초미 립분체표면에 유기물coating을 하였다. 즉 electrical 

charge distribution 이 나， water absorptive capacity 낮게 하여 주기 위 하여 

유기물로 표면처리하는 것이다. 

Coating 방법으로는 크게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있는데， 화학적인 방법은 유기물을 먼저 유기용매에 녹인 후 coating하고 

자하는 분체를 유기용매 속에 넣은후 침적， 흡착시켜 여과후에 건조하면 유 

기용매는 휘발되어 날아가고 유기물만 분체표면에 coating되어 남는다. 이 

방법의 장점은 coating하고자 하는 분체 입자의 크기가 초미립이어도 아주 

고르고 균일하게 coating된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다량의 유기용매가 필요하고 탈수 여과 건조 동의 복잡한 공 

정을 거치면서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중이 작은 초미립분체의 경우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는 mechanochemical hybridization system을 이용 

하는데 이 방법 은 coating물질과 coating시 키 고자 하는 물질을 고속으로 충 

돌시켜 그 충격으로 표면위에 부착 및 capsuling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gas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건식의 microcapsule화 처리로 mas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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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동성의 충전밀도， 표면적 조절 등을 목적으로 금속이나 수지의 소성변 

형성 및 무기물의 brittle한 성질을 이용하여 충격력으로 인한 불정형립자 

형상을 구형화한다. 

이 들의 처리에 있어서는， 입자경， 형상， 열적성질， 목적용도， 제조비용과 

배합조건 및 운전조건이 커다란 변수가 된다. 

표 9에 표면개질 효과 및 그림 23에 표면개질 원리를 나타내었다. 

이 방법의 장점은 coating물질과 coating시키고자 하는 물질끼리의 종류 

와 관계없이(특별한 경우 제외) 대량의 물질을 쉽게 다량으로 처리 할수 있 

다는 점과 processmg진행중에 오염이 적어 의약품， 식품공업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또한 불규칙한 입자의 형상을 고르게 (round type으로)하여 주고 

powder간의 혼합을 좋게한다. 또한 각각 서로 다른 multi layer 구성이 용 

이하며， 원래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재료에 따라 부착coating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coating면과 층이 고르 

지 못하며 부착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oating물질 (son parti 

c1e)과 coating시키고자 하는 물질 (core particle)간의 입자크기의 비가 1 

10 정도는 되어야 하며 두물질간의 hardness 차가 커야 한다는 제약이 있 

다. 따라서 ceramic물질 대 ceramic물질 간의 경우는 효과가 좋지 않으며， 

ceramlc물질 대 금속， cerarrnc물질 대 유기물， 금속 대 유기물 조합의 경우 

는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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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Powder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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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적 방법에 의한 표면개질 

(1)실험방볍 

Stearic acid (CH3(CH2h6COOH 284.49 , melting point 64 - 70.0 oC 

neutral oil to pass test, mineral acid to pass test, ignition residue 

(as sulfate) below 0.1%) 및 Paraffin (CnH2n+2 고체비중 약 0.9)을 용매중 

에 녹인후 graphite미립자의 표면 위에 dopping시켜서 표면coating하였다. 

S tearic acid를 녹이는 용매로는 약간 가열된 아세톤을 사용하였다. 

Paraffin의 경 우는 melting point가 60-62 0C 언 것을 Ethyl alcohol에 녹여 

서 사용하였다. coating재로 사용한 Stearic acid 와 Paraffin은 시료 무게대 

비 5%-15%까지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Stearic acid를 표면개질제로 사용한 이유는 electrical charge distribution 

이나， water absorptive capacity 낮게 하여주기 위함이며， paraffin을 표면 

개질제로 사용한 이유는 초미립흑연 분체가 고기능성 윤활유 첨가제로 투 

여 될 때 paraffin base의 산업용 윤활유 내에서 친유성을 갖도록 하기 위 

함이었다. 아래 표는 당 연구소에서 제조한 초미립흑연분체를 산업용 오일 

속에 첨가한후 첨가한 흑연 분체의 양 및 압력 변화에 따른 유막이 파괴실 

험을 ASTM D-3233법에 의하여 국내 대기업 윤활유 연구소에 의뢰하여 

과거 연도에 얻은 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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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teristics 

Falex Wear, 

kg 

。 sample 1 

o sample II 

。 sample III 

Test Method 

ASTM 

D- 3233 

base oil P- 31 

base oil P- 31 

base oiI P- 31 

Results 

II 

100 • 430 

100wt% 

graphite == 98 : 2wt% 

graphite == 95 : 5wt% 

III 

9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흑연이 첨가되지 않은 base oiI -31은 falex 

wear 100kg이하에서 유막이 파괴 되지만 base oil -31에 2%의 흑연을 첨가 

하여 주면 유막파괴 점이 4ookg, 5%첨가시 900kg으로 상승하여 탁월한 기 

능성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표면처리가 되 

지 않은 것으로 윤활유 내에서의 친유성 분산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 이 

다 

그러나 실제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윤활유 내에서 아주 증요한 

factor로 작용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을 부여해 주기 위하여 paraffin으 

로 표면처리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위 표의 극압성 test에서 사용한 시료와 제 

조 방법 및 입도 분포가 거의 비슷한 평균입도 약 0.8μm로 초미립분체 이기 

때문에 기계적 방법으로 표면처리 하기 위한 core particle 사용하기에는 부 

적 합하다. 이 는 coating물(sun particle)질 로 사용되 는 Stearic aci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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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ffin입자의 크기를 core particle의 1/ 10 정도인 0.08μm 정도로 가공한 

다음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많은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화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0.8μm 초미럽흑연 분체 비 중이 작아 물리적 방 

법은 적당하지 않았다. 

(2) 실험 결과 

측정 방법으로는 내부마찰계수와 부착력 양자의 영향을 총합하여 안식각 

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재료의 종류나 입자의 형상 치수 등에 의해 

안식각이 동일해도 설용상의 안식각은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측정방법으로는 용기 아래부분에 구멍을 내서 분체를 유출시키고 그 상
 댐 속도로 재 료의 유동성을 규정하는 방볍이 있으나 장치의 형상， 치수의 영향 

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특정 재 료에 대하여 특정한 장치를 

사용하여 단순 비교하는데는 효과적 이다. 진동 스퍼 테르법은 금속스퍼 테르 

에 전기적 진동을 주어 분체를 공급하면 유동성이 좋은 분체는 균일하게 

떨어지고 유동성이 나쁜 재료는 단속적으로 불균일하게 떨어진다. 이것을 

일정한 속도로 이 동하는 각구간이 나누어진 상자에 받아 각 구간에 낙하한 

분체의 무게를 측정하여 낙하량의 시간적 변동으로 유동성을 표시할 수 있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Stearic acid 와 Paraffin에 의해 표면coating된 

흑연 미립자를 물 속에 넣어 부유되는 정도로 coating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 하였다. Homogenizer를 이용하여 물속에서 강하게 분산시킨후 침강 혹 

은 부유되는 정도를 관찰하여 사진 5에 나타내었다. (a)는 Stearic acid 로 

coating한 것이며， (b)는 Paraffin으로 coating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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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ated with stearic acid 

(b) Coated with paraffin 

사 진 5 Effect of coating with oraa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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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ric acid 와 Paraffin의 coating의 효과에 약간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tearic acid 및 Paraffin의 경우 흑연 미 립분체 무게 대비 15%이상은 

되어야만 충분한 coating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시료로 사용한 초미 립흑연입자의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 9.6872 sq.m./cc.) 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coating 효과면에서 볼 때 10% 

이하에서는 S tearic acid 나 Paraffin의 coatmg의 효과를 구별하기 힘드나 

15% 이상에서는 S tearic acid를 사용한 경우가 약간의 침전물이 생성하 

나， paraffin의 경 우는 침 전물이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어 paraffin의 coating 

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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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계적 방법에 의한 유기물 표면개질 

1. 개요 

본 실험에서는 전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cale- up test를 위한 장치를 

시험설계， 제작하였다. 

본 장치는 I놔速氣流中에서 충격법에 의한 분체/분체계의 표면을 개질하여 

주는 system으로 미립 흑연 뿐만 아니라 미립 비금속， 금속， 세라믹 분체를 

유기물 혹은 각각의 분체들을 건식방법으로 고속 기류를 이용하여 氣相中

에 분산 시켜서 입자의 상호작용 및 충격 마찰 전단 등의 기계적 작용을 

연속적으로 받아 입자표면을 고르게 한 후 충격량을 주체로 하는 기계적， 

열적 에너지 형태로 입자에 부여하여 단시간(1 -5분)에 고정화 되는 피막을 

형성 capsuling 현상에 의한 표면 coating 및 개질하는 장치로서 Scale- up 

test용이 다. (사진 3) 

。 표준사양 - 장 치 외 형 : Table type , 

재 질 : 분체접촉부 : SUS304, Buff #250 

전 원 : 220V 60Hz, looA ø 3 

전원설비용량 : 250KVA 

공급압축공기 : P=5kg/cm2 

용 량 : 700 liter/min 

connector 15A socket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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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사양 - @ 처 리 량 : max. 200g/bach 

@ 소 요 동 력 l1kw, 2P, Inverter속도제어 

@ 회 전 수 : max. 10,000 rpm (180Hz) 

@ 구 동 방 식 : 전 기 구동축 + “ V" pully 

@ 공급압축공기 : P=5kg/cm2 , 전원 : 220V, 60Hz, 100A 

φ 안 전 장 치 front cover open/close확인 lirnit switch 

(cover open시 無 몇bfn 

@ 재 질 : 분말접촉부 : SUS304, Buff #250 

@ 고주파 모터 : 15HP 220V 2P φ Rotor : SUS304 φ 

250rnmlwater cooling 

CD control panel 비 방폭구조， main breaker, RPM meter, 

전류계， Timer, Main전선 : V.C.T 4P- 3m 

2. 실험 방법 및 결과 

초미 립흑연 분체의 표면개질 scale- up test 조건은 전년도 기초실험에서 

얻어진 최적 조건인 유기물 첨가량 (core particle 무게 대비 10%), 유기물 

coating효과를 높여주기위한 표면개질 (rotor speed 15,000 rpm) 및 유기물 

coating과 capsuling현상을 일으키 게 하는 rotor speed 20,000 rpm을 실험 

조건으로 고정하여 전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재현성과 당 연구팀이 scale 

• up test용으로 제작한 장치의 효능 및 양산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먼저 흑연입자 자체 표면의 형상을 개질하기 위하여 coating제 첨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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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rpm에서 표면을 round type으로 개질한 후(사진 6) stearic acid를 

첨가하여 1차적으로 흑연 분체와 ordered mixture 상태를 이루게한 다음， 

흑연 표면 위 에 stearic acid를 부분 부착시 킨 뒤 rotor speed 20，000r.p.m으로 

강한 충격을 주어 stearic acid가 coating된 미 립의 흑연 분체를 얻을 수 있 

었다. (사진 7) 

이 결과는 전년도 기초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동일조건에서 sca1e- up 

및 양산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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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6 Surface modified graphite to round type 

사 진 7 graphite coated with stea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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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트르 
'----

전자피 차폐용도료나 기계오일 혹은 엔진오일에 첨가되어 고기능성을 발 

휘하는 초미립흑연 분체는 몇가지 필수적인 품질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흑연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정학적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립화하여 

윤활특성 및 전기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립화 과정에서 손상된 특성들을 보완하고 또한 극성이 대단히 

적은 흑연표면이 액체의 극성 유무에 관계없이 분산이 매우어려워 , 흑연 

표면의 습윤을 개선하기위해 액체의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계면활성제를 

개발하고 또한 흑연표면에 관능기를 생성시키는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 

냐 유기물 coatmg에 의한 내구성의 유기반응층을 형성시켜 표면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초미 립흑연을 분산시키는데는 pH 10 - 11에서 계면활성제로 Lomar D 

PWA • 40 0.3- 0.5%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분산효과가 가장 좋고， 또한 

칼숨이나 나트륨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전자파 차폐용 도료등에 사용 할 때 

최종제품에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2) 윤활제 용 및 전자파 차폐 도료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graphite 입 

자크기를 1μm이하로 제조하여 윤활유속에 기능성 부여를 위하여 분산시켰 

을 경우， 흑연표면위에 coating된 Oxygen 함량이 최소 1% 이상， 4wt% 내 

외가 되도록 하여 윤활유 속에서 분산 특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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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나 공기를 이용하여 흑연 초미립 분체 표면위에 산소를 흡착 

coating시키는 실험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흡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인자는 흑연미립자에 강한 충격을 주어 산소와의 접촉을 보다 강하게 

일으키 게 하는 요인인 rotating shaft의 회 전속도 (700 r.p.m (Tip speed 

3.9m/sec))와 이 조건 에 서 의 반응시 간은 30분 이 상 이 며 , 반응온도는 높 

을수록 좋으나 120 0C 이면 유기물중에서 초미립흑연 분체가 분산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면산소흡착량 하한값인 3.5%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 

다. 이때 반응 용기 내부의 산소 혹은 공기압은 모두 lkgf/cm2이변 충분 

하며， 또한 산소gas를 이용하는 것보다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산소를 흡착 

시키는 것이 흡착율 변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직접 제조 

하여 사용할 수있다는 점에서 보다 경제적이다. 

4) 윤활유속에서의 흑연입자의 분산 안정성은 graphite의 oxygen content 

에 크게 좌우되며 graphite의 oxygen함량은 본 실험에 사용한 rnill내에서 

dry grinding하는 동안 airY. 혹은 oxygen의 분압 등을 조절함으로써 가능 

하였다. 

5) 화학적 방법 에 의 한 Stearic acid 및 Paraffin coating의 경 우 흑연 미 

립분체 무게 대비 15%이상은 되어야만 충분한 coating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렇게 많은 량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시료로 사용한 초미립흑연입자 

의 비표면적 ( spec. surf. area 9.6872 sq.m./ccJ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coating 효과면에서 볼 때 10%이하에서는 Stearic acid 나 Paraff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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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의 효과를 구별하기 힘드나 15% 이상에서는 S tearic acid를 사용한 

경우가 약간의 침전물이 생성하나， paraffin의 경우는 침전물이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어 paraffin의 coating 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다. 

6) 먼저 흑연입자 자체 표면의 형상을 개질하기 위하여 coating 재 첨 

가없이 15,000 rpm에서 표면을 round type으로 개질한 후 stearic acid 

를 첨가하여 1차적으로 흑연 분체와 ordered mixture 상태를 이루게한 

다음， 흑연표면위 에 stearic acid를 부분 부착 시 킨 뒤 rotor speed 

20,000 rpm으로 강한 충격을 주어 stearic acid가 coating된 미 립의 흑 

연 분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교질흑연 제조를 위한 scale- up 및 양산화 가능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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