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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광물의 분말화 및 활용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화 

를 구축하고， 물리적， 화학적 방법에 의한 기능성 원료 분말재료를 제조， 활용하는 

기술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는 국내광물 원료의 database화， 분쇄 

처리에 의한 자성분말의 제조， 화학적 합성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 및 내화기 

능성 분말활용 기술개발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국내광물 원료의 database화에서는 

국내 법정 광물 중 비금속광물에 대한 용도별 활용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자료화하 

고， 연구소의 intemet을 이용하여 관련산업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D!B system을 

구축하는 한편， 이들 기술정보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통하여 홍보와 관련 

기술을 보급하였다. 분쇄처리에 의한 기능성 신소재 분말제조에서는 NdFeB계 자석 

용 원료를 고강도 기계 분쇄처리에 의하여 미립 Nd계 자석 분말로 제조하고 이의 

특성평가를 하였고， FeB계의 합성시 Si이 미치는 영향 둥을 규명하였다. 화학적 합 

성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에서는 TiOz의 출발 원료 및 제조 조건에 따르는 비 

표면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와 V z05"'TiOz계의 촉매(SCR촉매)를 제조하고자 하 

였다. 또한 제조된 TiOz를 SCR촉매 담체로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판되는 안 

료용 TiOz를 담체로 한 SCR촉매와 촉매능을 비교하였다. 내화기능성 분말활용연구 

에서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동의 고층화 및 대형화에 수반하는 내화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내화 피복재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시공시 분진비산을 억제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강도 및 표면경도가 높고 기타품질 및 내화성능 퉁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내화 피복재를 제조할 수 있었다.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build-up the infonnation system on the 

mineral powders and their utilization, to prepare the functional powders by 

physical and chemical methods, and to utilize the produced powders. It is 

therefore divided into four areas: the construction of the utilization technology 

database system for the raw minerals, the preparation of magnetic powders by a 

mechanical grinding technique, the preparation of titanium oxide powders by a 

chemical method, and the development of the powder application process for a 

refractory material. The utilization technology of the domestic minerals was 

integrated into database system. The data were constructed on the intemet of 

KIGAM so as to be disseminated to the related industries. The magnetic NdFeB 

powders were prepared by the high energy mechanical grinding, and their 

properties were measured. The silicon addition effect on the mechanical grinding 

was also examined. Titanium oxide powders were prepared by the liquid phase 

chemical method, and the relative surface area and crystal structure were 

investigated. The SCR catalyst was prepared using the synthesized titanium 

dioxide powder and compared to the commercially available catalyst. Finally, the 

fireproof coating material for the residence and business buildings was produced. 

It was found that the prepared powders showed such properties as dust 

creation, no harml to men, high surface hardness and coating strength as well 

as high refractor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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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프료 
L-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무기원료 및 금속 분말 동의 분말재료는 기본적으로 각종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 

는 물질로서 고융점금속， 융합이 곤란한 합금 및 금속-비금속의 복합재， 다공질재 

등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때문에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촉매 매개체， 내열. 

내식재， 절삭공구， 자성재료， 전자부품， 뉴세라믹스， 항공우주산업 동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에 따라 고급 분말재료 

의 제조기술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분말재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세 

계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분말재료의 제조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분말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광 

물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및 국내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수입광물의 현황 및 

수입사유조사， 광물자원의 국내 매장 및 이용현황 그리고 광물자원의 활용기술 현 

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화가 필요하므로 분말원료용 광물자원의 활용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산화물과 금속을 포함한 기타 화합물 고기능성 분말재료는 기계적 초미립화(파 

쇄， 분쇄 등)， 화학적 방법(용해-환원， 수열합성 둥)， 물리적 방법(소결， pelletizing 

등) , 그리고 전기화학적 방법(복합도금) 둥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다. 아울러 분말재 

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광물의 처리기술에는 파쇄， 분쇄， 부유선광법 ， 자력선별 

법， 정전선별법 둥이 있으므로 이와같은 분말재료 제조 및 활용기술에 대한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분말재료 제조 및 활용기술 중에서 특히 대상원료의 침출， 정 

제， 중화 또는 환원 동의 화학적 방법에 의한 고기능성 합성원료의 제조， 볼밀을 사 

용하여 합금구조를 변형시키거나 고상반웅을 통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 

계적 합금법， 액상， 분말의 혼합， 성형에 의한 binder 및 충전재로서의 원료제조 둥 

과 같은 분야는 첨단산업분야의 원천소재 제공， 환경 및 건축분야의 대체물질 제공 

등의 측면에서 그 개발 및 웅용이 시급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NOx 제거 

용 산화티탄 분말， 기계적 합금법을 이용한 자성재료，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 

을 사용하는 난연성 건축재료 등의 금속 및 무기원료분말재료의 개발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고기능 원료제조기술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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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광물의 분말화 및 활용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화 

를 구축하고， 물리적， 화학적 방법에 의한 기능성 분말재료를 제조， 활용하는 기술 

개발이다.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는 국내광물 원료의 database화， 분쇄처리에 의한 

자성분말의 제조， 화학적 합성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 및 내화기능성 분말활용 

기술개발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국내광물 원료의 database화에서는 국내 법정 광물 중 비금속광물에 대한 용도 

별 활용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자료화하고， 연구소의 Intemet을 이용하여 관련산업 

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D/B system을 구축하는 한편， 이들 기술정보에 대한 보 

고서 작성 및 배포를 통한 홍보와 관련기술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1차 및 2차 년 

도로 구분하여 국내 주요 비금속광물 20종을 선정하고 이들 광종에 관한 국내의 

생산， 용도 및 시장현황 자료 등을 조사하였으며， 2차 년도 사업종료와 동시에 수집 

된 자료를 종합 · 분석하여 일반인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자료로 정 리 하는 한편， 연구소의 Intemet system을 구축한다. 

분쇄처리에 의한 기능성 신소재 분말제조에서는 NdFeB계 자석 원료분말을 기계 

적합금법을 이용하여 초미립 Nd계 자석 분말원료로 제조하고 이의 특성평가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라디얼 이방화나 극 이방화와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진보 

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무자동화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데， 붕화물계의 자성재료는 제조단가가 비싸고， 외국의 물질특허 및 공정특허에 저 

촉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합금법은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여 상 

온에서 저렴한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재료 시스템 중에서 

Nd-Fe-B계 (NdzFelJ3) 자성재료는 Sm계 영구자석보다 값이 싸면서도 그에 버금 

가는 최대자기 에너지를 갖고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재료이다. 분쇄처리에 의하 

여 분말을 합성하고 그 물성을 평가한다. 

화학적 합성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에서는 TiOz의 출발 원료 및 제조 조건에 

따르는 비표면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와 Vz05l'TiOz계의 촉매(SCR촉매)를 제조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산티타닐을 암모니아로 중화하여 산화티탄 분말을 제조 

하며， 이 공정에 의하여 Ti02 담체를 생산할 경우 황산과 암모니아가 계속 소모되 

고 황산암모늄이 부산물로 발생하게 된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부산물로 발생하는 

황산암모늄을 이용하여 200-500 0C 고온에서 Ti02를 황산화 반응시켜 암모니아와 

황산티타닐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렇게 제조한 Ti02의 비표면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TiOz를 SCR촉매 담체로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 

1 
, “ 



여 본 연구에서 제조한 Ti02와 시판되는 안료용 Ti02를 담체로 하여 SCR촉매를 

제조하여 촉매능을 비교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02, S02+02, C02 둥 산 가스 

CAcid gas)를 이용하여 과잉의 K20를 제거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공정에 있어 

서 예상되는 장점으로는 1차 열처리 공정에서 결정 성장이 이루어진 후 900-100 

OOC 에서 Acid gas를 흘려 보냄으로서 열처리 공정을 1회로 줄일 수 있고 반응 진 

행 정도에 따라 K20를 완전히 제거하여 침상형 산화티탄의 제조도 가능하리라 생 

각된다. 

내화기능성 분말활용연구 에서는 내화기능재료에 대한 본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 실험실단계의 실험을 완료하고 최적조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 내용으로서는 

가능성 있는 무기물 점결제와 유기물 점결제를 선정， 이들에 대한 조성실험을 수행 

했으며 무기물과 유기물 점결제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물성이 양호한 무 

기물 점결제와 유기물 점결제를 선정， 다양한 조성실험을 수행하여 물성이 우수한 

상호 첨가비율을 결정， 병용첨가시의 조성을 결정하였고 이 조성에 대해서 각종 첨 

가제 실험을 수행하였다. 첨가제로서는 4종의 기공제， 5종의 급결제， 2종의 증점제 

그리고 홉열재 및 경도와 강도 보강재로서 약 10여종을 실험하였다. 30여종의 예비 

실험과 약 300종의 조성실험을 수행하여 실험실 단계에서의 최적조성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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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말원료 광물의 활용기술 시스템 구축 

제 1 절 서 론 

금세기 말에 들어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선진국들과 몇몇 경제 신흥국가 

들의 고도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면， 이들의 주된 산업생산체계가 고 부가가치성 

원료소재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산업 분야 중 전자， 

기계， 금속， 화공 등 공업분야의 발전은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여 왔으나， 

실제로 이들 산업과 관련되는 분말원료 및 소재산업은 아직까지도 미약한 형편이 

다. 

지금 세계경제 환경은 정보화 신소재 개발 둥 각종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을 요구 

하고 있으며， 각종 산업분말원료 및 소재의 무한 기능성부여로 부가가치 창출을 유 

도하고 있으면서도 관련기술의 정보노출과 기술정보 교류를 기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광물자원을 이용하는 분말원료， 소재산업은 극히 영세하고， 관련기술의 

세계적 환경과 국내적 기술변화 현상에 극히 미숙하기 때문에 산업 분말원료， 소재 

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말재료 광물 활용기술의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원 

료， 소재산업의 수요， 공급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의 분말원료 및 소재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관련되는 각종 기술 정보 등을 Data Base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고자 한다. 

본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국내 법정 광물 중 비금속광물에 대한 용도별 활용 

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자료화하고， 연구소의 Intemet을 이용하여 관련산업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D!B system을 구축하는 한편， 이들 기술정보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통한 홍보와 관련기술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2년간 수행될 것이며， 1차(당해 년도) 및 2차 년도로 구분하여 국내 

주요 비금속광물 20종을 선정하고， 이들 광종에 관한 국내의 생산， 용도 및 시장현 

황 자료 등을 조사하였으며 2차 년도 사업종료와 동시에 수집된 자료를 종합 · 분 

석하여 일반인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연구소의 Intemet system을 구축할 것 이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개 

발 추진체계를 따라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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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청황:툴낄훨/용도별 효;소기술처l쳐l 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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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총별/ 뽑용거술별 효파적언 제품개발방안 수렵 

제 2 절 대상광종의 선정 

1. 국내광종 

우리 나라의 법정광물은 금속광물 36종， 비금속광물은 표-1과 같이 30종이지만， 

본 조사연구에서는 @ 국내 비교적 부존량이 풍부한 광종， CZ) 산업원료로서 광범위 

한 용도를 가지는 광종， @ 기술개발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광종，@ 

수입대체 및 국내 산업원료의 자급화 실현이 가능한 광종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 

내광산물의 생산， 수입 등의 수급 및 광업계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의 광업 법 제 3조에 의 한 법 정 광물은 Table 2-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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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Lega1 ITÚnera1 designated by article No. 3 of Korean Mining Act. 

종류 광물명 화학성분 비 고 

인광(憐鍵) Cas (P04 h,F 

2 붕소광(뼈素鍵) NazB4017(OHho 

3 마그네사이 E MgC03 

4 석탄(石벚) C 

5 흑연(黑짧) C 

6 금강석(金剛石) C 

7 석유(E油) C 천연핏치， 가연성 천연가A 포함 

8 운모(雲母) l(j\12(j\1~i3)Olo(OH)2， 견운모， 질석 포함 

9 석면(石線) (Mg ，Fe)~i205(OH)4 

10 유황(般黃) S 

11 석고(石홉) Ca~04 

12 납석(繼E) j\lz~i401O( OH)z 

13 활석(핍石) Mg3~i401O( OH)z 

14 남정석(藍옮石) j\lz~i05 

15 홍주석(紅柱E) j\lz~i05 규선석 포함 

16 형석(螢E) CaF2 

17 명반석(明響石) l(j\b(~04)Z(OH)6 

18 중정석(重옮石) Ba~04 

19 하석(露石) 

20 규조토(륨靈土) ~i02 

21 장석(長石) (K，Na)j\1~Ì308 

22 불석(지올라이 E) NaJ\1~iz05(OH)z 

23 사문석(뾰救E) (Mg ，Fe)~i205(OH)4 

24 규회석(륨짜石) Ca~i03 

25 수정(水品) ~i02 

26 연옥(軟玉) Ca싸195~i8022( OHh 

27 규사(桂沙) ~i02 

28 석회석(石까石) CaC03 백운석，코퀴나포함 

29 규석(륨石) ~i02 

30 고령토(高領土) j\14~i401O( OH>S 
도석，벤토나이트，산성백토，와목및 

목절점토，반토혈암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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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광산물의 수급현황 분석 

가. 광산개발현황 

‘97년도 국내 가행광산은 일반광 광산이 3587R 소이며， 이는 ‘96년 대비 9개소가 

감소하였다. 금속광 중에서는 사금광의 가행 중단으로 13개소에서 10개소로 3개소 

감소하고， 비금속광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규모광산의 가행 중단으로 364개소 

에서 358개소로 6개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광업계에 조사하는 종업원은 6，012명으로 ’96년 대비 15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인원의 감소는 연 · 아연， 철， 규조토， 사문석 및 불석 광 

산에서 37명이 증가하였으나， 금 · 은 · 동， 석회석 ， 규사를 위시한 대부분의 광종에 

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광업계 종업원의 감소 요인으로는 3D 업종에 대한 

근무기피， 내수 침체에 의한 휴광 및 장비 현대화에 의한 인력 수요 감소 등을 지 

적할 수 있다. 

‘97년도 광산물의 총 생산량은 Tbale 2-2에서와 같이 101.466 백만톤으로 ’96년 

도보다 3.8% 증가하고 생산 금액은 1조1328억원으로 1.6%만 증가하였는데， 이는 석 

회석등 일부광종의 가격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속광의 경우에는 ‘97년도 2.259억원을 생산하여 전년 대비 11.2% 증산되었으 

며， 비금속광 생산물량은 3.8% 증가하였으나， 생산금액으로는 0.6%가 감소한 9,069 

억원 이었다. 

비금속광의 ‘97년도 생산실적을 분석하면 규석 규사 및 사문석의 생산물량 및 

생산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석회석의 생산량은 4.7% 증가하였으나 가격이 

4.5% 하락하여 생산액 감소의 원인이 되었으며 납석은 시벤트 부원료용 생산증가 

로 물량은 27.5% 증가하였으나 가격이 21.1% 하락하여 생산금액은 0.5%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Tbale 2- 2 Production of domestic minerals. 

(단위 : 천톤， 억원) 

1996(A) 1997(B) 증감율(B-A)(%) 
구 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二l 죠: 638 2,031 666 2,259 4.4 11.2 p --, 

비금속 97.112 9.121 100.800 9.069 3.8 - 0.6 

계 97.750 11 ,152 101 ,466 11.328 3.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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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현황 

광산물의 ‘97년도 수입총액은 Tbale 2-3에서와 같이 8，933백만$(45，870천톤)으로 

비하여 1 ，142백만$ 이 증가하여 달러기준 증가율은 14.5%이지만， 원화 기 

준으로는 35.5%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황 나. 수출 · 입 

전년도에 

수입액은 금의 점유하며， 

LG금속의 

8，546백 만$로 총수입 의 

6，517백만$로 금속광 수입액의 76.3%를 점유하였다. 금은 

95.7%를 수입액은 금속광의 

금정련 규모확 

대비 9.6%가 감소하였으 

1.2%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부 

인광석의 수입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 

규사와 여과조제용 규조토 동은 국내산의 

집계되었다. 

수 입 액 은 387백 만$(5，132천톤)으로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활석， 고령토 분체 

다. 부분적으로는 유리 및 화학원료용 

급량 및 품질 문제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증대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년도 

대에 따라 원료금 수입이 

비금속광의 

며，수입물량의 

적으로는 제지용 

공 

및 

Import of foreign minerals. Tbale 2- 3 

(단위 : 천톤， 백만$) 

1996(A) 1997(B) 증감율(B-A)(%) 

구 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二n그 「각1 35,973 7,363 40,738 8,546 13.2 16.1 

비금속 5,196 428 5,132 387 -1.2 -9.6 

계 41 ,170 7,791 45,870 8,933 11.4 14.7 

Tbale 2-4에서와 같이 6，417백만$(100만톤)으로 

전년 대비 946백만$ 증가하고 물량으로는 약 4.3만톤 증가하였으나， 정제 금의 

액이 6， 159백만$로 총 수출액의 96%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의 
샤
 
며
 

수출액은 -
종
 

2) 수출현황 

광산물의 ‘97년도 

수출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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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14% 감소한 43백만$ 이었다. 



Tbale 2-4. Export of domestic minerals. 
(단위 : 천톤， 백만$) 

1996(A) 1997(B) 증감율(B-A)(%) 

구 분 
-J「‘투 i를i 그 ‘ELr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까「‘능 .::x-를 그 ‘E1rF 수출액 

二nl 갚 -1: 71 5,421 38 6.374 - 46.5 17.6 

비금속 892 50 969 43 8.6 - 14 

계 963 5,471 1 어6 6.417 4.6 17.3 

3. 연구조사 대상광종별 개요 

광종별 현황분석을 위하여 Table 2-5에는 법정광물에 대한 자급도， 매장량， ‘97 

년도 내수량 등을 분석하고， 내수량을 기준으로 가행 년수를 계산하는 한편， 국내생 

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단가를 계산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비금속광물을 활용한 원 

료소재 제조기술 수준과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수요자료를 근거로 이용하고， 그의 활용상황을 분석하면 차후 우 

리 나라에서 필요한 자원의 수급향방과 원료의 이용 및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 · 

분석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2-5에서와 같이 국내생산으로 완전 자급되는 광종은 사문석 둥 1개 광종 

이며，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광종은 석회석등 127H 광종이지만， 국내자급도 50% 

이상인 광종은 석회석등 11개 광종， 자급도 0-50%의 광종은 활석， 중정석 둥 4개 

광종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법정광물 30개 광종 중에서 전량 수업에 의존하는 광 

종이 50%를 차지하는 15개 광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국내 부존량이 풍부하거냐， 관련기술개발을 통하여 활 

용 잠재력이 큰 광물@ 부가가치 향상 가능한 수입원료소재의 원료 및 관련 소재 

광물，@ 기술개발에 따라 부가가치향상이 가능한 국내부존 미 이용 광물 동을 대상 

으로 조사분석 하였으나 금속광은 국내 부존량이 미약하고 향후의 개발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고령토의 경우에는 도석 벤토나이트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의 용도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석회석， 활석， 중정석， 

점토，운모，흑연， 형석，불석，고령토，장석，도석，납석，규석，산성백토，석고， 벤토 

나이트， 사문석， 규조토， 규사， 규회석 등의 비금속광물 20종을 조사분석 연구 대상 

광종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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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eserve and demand of domestic minera1 resources. (1997) 

딘 /‘r 깊펀츠 자급도 매장량(A) 내수량(B) 가행년쉬M)) 단 가(천원) 
위 (%) 1 ，000톤 (톤) (년) 생산 수입 

1 사문석 100.00 70,995 680,765 111 12.2 93.1 

2 석회석 99.39 30,023,671 93.992.169 462 7.9 19.5 

3 불석 89.40 41 ,488 151.599 343 94.8 175 

4 납석 87.00 118.802 1. 143 닮4 94 23.2 98.1 

5 규석 92.50 1.975.082 2,679,479 737 20.6 481 

6 장석 87.70 51,544 388.774 125 36.3 365 

7 고령토 81.40 259,430 3.303.420 76 18.5 192 

8 규조토 82.06 6,961 70,867 109 11.3 461 

9 운모 77.65 13.308 85,643 124 111.7 349 

10 규사 63.75 87,934 2,335,220 38 20.4 26.4 

11 활석 6.51 42,853 234.578 183 90.0 86.6 

12 토상흑연 39,066 405 76.9 

13 규회석 16,527 9,932 1.664 93.1 

14 남정석 2,732 247 

15 형석 0.57 1,956 107.440 18 108.5 108.1 

16 -/i「‘ τ δj 0.2 

17 중정석 0.16 1,189 63.740 19 66.7 59.5 

18 。1 고。Lλ 「4 1.645.547 53.9 

19 유황 230,308 36.4 

20 인상흑연 3.24 15,824 12,134 1,304 614 609 

21 대리석 83.5 134,937 74,591 1,809 84.6 228 

22 석면 1,356 44,985 30 362 

23 홍주석 5,458 9,428 579 240 

24 마그네사이 E 3,914 168,167 23 219 

25 석고 933.905 28.1 

26 붕소광 11.916 453 

27 금강석 162 168.913 

28 하석 123 398 

29 연옥 

30 명반석 3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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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종별 조사 · 분석 범위 및 추진체계 

선정된 20종의 비금속광물은 비교적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것이므로， 세계 및 

국내의 부존량， 국내 부존지역， 광물학적 특성 등의 산출특성을 조사하고， 용도별 

및 관련제품의 생산， 수입， 수출 등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용도와 규격 및 

외국의 규격예， 용도별/제품별 가격구조 둥에 대하여 조사 · 분석하였다. 

국내 • 외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 광종별 대표적인 용도별 제품제조 

및 처리기술，(2) 선진국의 용도별 수급현황과 특성，@ 제품별 제조기술에 대한 기 

술 수준을 비교하고 @ ‘93년부터 ’97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여 2000년 이후의 국 

내 수급추이를 분석하였다. 

산업별/용도별/제품별 시장규모와 사용목적의 분석은 비교적 사용량이 많은 공 

업분야인 플라스틱， 페인트， 제지， 고무， 요업용 둥과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화장 

품 및 기타공업 등으로의 사용특성을 조사 · 분석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 광종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방향 검토，(2) 수입대체 기술개발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검토 하고자 하였 

다. 금년은 본 연구의 1차 년도 사업으로서 석회석， 고령토， 납석， 도석， 활석， 흑연， 

운모 둥 107H 광종， 2차 년도에 107H 광종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제 3 절 광종별/산업 별 활용특성 

선정된 광종에 대한 각각의 활용특성조사 · 분석결과는 광종별/산업별로 분리하 

여 수록하였다. 

1. 광종별 기술동향 

국내 부존광물 중에서 그의 매장량이 많고， 산업별 수요량이 풍부하며， 기술개발 

가능성이 있는 광종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2-6과 같다. 

1 
l 
A 

1 
l 
A 



Table 2- 6 Processing technologies for minerals. 

고。l 글 。드 
최대수요처 대표적 적용 기술 기술 

국내 선진국 국내 선진국 선진국 

고령토 요업용 제지용 - 산(acid)처 리，탈철 - 분체형상조절 미국 
영국 

납석 시벤E용 충전용분체 - 성분 및 입도조절 - 성분 및 입도조절 일본 

도석 요업용 요업용 - 산(acid)처리，탈철 - 산(acid)처 리，탈철 일본 

산성백토 흡착제 흡착제 - 색도조절 - 흡착능 조절 미국 

석회석 시벤트용 충전용분체 - 성분 균일화조절 -화 입합도물，색제도조 조절 및 스웨댄 
일본 

장석 요업용 요업용 - 성분조절 - 성분조절 이태리 
미국 

중정석 충전재 화합물 성분조절 화 입합도물，성제분조조절 및 일본 
독일 

형석 제철용 화학공업용 - 선택채광 화합물제조 미국 

활석 제지용 제지용 - 입도조절 입도1형상，색도조절 -iZE“.r~、

흑연 전극용 전극용 - 성분 및 입도조절 - 성분 및 입도조절 미국 

2. 산업 별 시 장규모(‘97년 기 준) 및 사용목적 

산업별 비금속광물의 시장규모 및 사용목적의 분석에서는 비교적 비금속광물 사용량이 많 

은 플라스틱，제지，페인트，고무，도자기산업，시멘트산업둥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서 사용되는 

107~의 광종에 대한 사용특성을 조사 • 분석하였으나， 산업별로 주된 용도를 가지는 광종에 

대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며， 사용량이 미미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광종은 제외하였다. 

가. 도자기산업 

도자기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금속 광물종은 고령토(점토포함) ，장석， 납석， 도 

석 등의 광종이며，중정석，활석，흑연，산성백토등의 사용량은 미미하다. 

품위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철분함유량이며 물리적 특성 중에서는 소성 백 

색도， 내화도， 가소성 등이 중요한 물성이다. 광종별 ‘97년도 국내소비량 및 품위기 

준은 아래의 Table 2-7과 같다. 

u 



Table 2-7 Non-metallic minerals in domestic pottery industry. 

광산물 사용목적 
연간사용량 

품질기준 및 비고 (천톤) 

고령토(점토) 소지용 334 Alz0330% • ,Fez030.5% • 

납석 소지용 151 식 기 용，Alz03 14% • ,Fez030.3% • 

도석 소지용 250 Alz0320% • ,Fez030.6% • ,SK 20 • 

석회석 유약용 33 CaO 53.5% • , Fez03 0.3% • 

장석 소지용 216 식기 및 노벨티용 칼리장석 K;D 9% • , FI야û3 0.3% • 

형석 유약용 16 CaFz 85-95%,325-100mesh 

계 1,000 

나. 시벤트 산업 

국내 시멘트산업에서 사용되는 광종 및 원료는 석회석， 점토질 원료， 실리카질 원 

료， 철원료， 경석， 석고， 슬래그， 유연탄 둥의 에너지원 둥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선정된 광종의 사용특성은 Table 2-8과 같다. 

Table 2-8 Non-metallic minerals in domestic cement industry. 

광산물 사용목적 연간사용량 품질기준 및 비고 (천톤) 

고령토(점토) Alz03보충 4,005 품질균일품 및 분쇄가 쉬울것 

납석 용 491 품질균일품 빛 분쇄가 쉬울것 

석회석 CaO 원료 75,438 CaO 48.0% • , 균질품 

계 79,934 

다. 고무공업 

국내 고무산업에서 충전재로 사용되는 광종은 석회석， 고령토， 납석， 활석， 카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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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선정된 광종의 사용특성을 요약하면 Table 2-9와 같 

다. 

Table 2-9 Non-meta11ic minera1s in domestic rubber industry. 

광산물 사용목적 연간사용량 품질기준 및 비고 (천톤) 

고령토 충전재 Fe2030.3% •, 하소고령토， 백색도 90이상， 
13.2 

납석 최대입도 43-5따1， 평균입도 15-0.8μm 

석회석 충전재 41.9 
백색도 90이상， 최대입도 43-15μm， 

(탄산칼숨분체) 평균입도 15-2μm 

활석 충전재 10.4 
백색도 90이상，최대입도 43-23μm， 
평균입도 15-2μm 

겨l 65.5 

라. 페인트공업 

국내 페인트공업에서 충전재 혹은 체질안료로 사용되는 비금속 광물 분체는 석 

회석， 고령토， 납석， 활석， 흑연， 벤토나이트 등 다양하며， 채색안료로서는 이산화티 

탄의 사용량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 선정된 광종의 사용특성을 요약하면 

Table 2-10과 같다. 

Table 2-10 Non-meta11ic minera1s in domestic paint industry. 

광산물 사용목적 
연간사용량 품질기준 
(천톤) 

고령토 체질안료 16.8 
백 색 도 90 • , 체 잔분 0.1% • ，흡유량 34 • , 

납석 및 충전재 평 균입 도15ttm • ， 10띠l • ， 5μm • 

(탄산석칼회숨석분체) 체질안료 96.5 
백색도 90 • , 체잔분 0.1% • ，흡수량0.5% • , 

및 충전재 평 균입 도15μm • ,10ttm • .5μm • 

중정석 
n; 체〈1 질안료 

1.2 BaS0497% • Fe2030.1% • , 흡수 량 0.1% • 

활석 충전재 82.7 
백 색도 88 • , 체잔분 0.1% • ，흡수량0.5% • , 
평 균 입 도15띠l • ， 10μm • ， 5μm • 

흑연 0.5 FC 85.0% • 

계 197.7 

마. 제지공업 

국내 제지공업에서 충전재 혹은 종이표면코팅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광물 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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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회석， 고령토， 활석， 이산화티탄 등이 있으며， 백색의 무기질 원료로서 마모도 

가 낮으면 대부분의 백색 비금속광물 분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중성지의 

제조가 활발하여 석회석 분체인 탄산칼숨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본 조 

사 • 분석연구에서 선정된 광종의 사용특성을 요약하면 Table 2-11과 같다. 

Table 2- 11 Non-metallic minerals in domestic paper industry. 

광산물 사용목적 연간사용량 
품질기준 및 비고 (천톤) 

코팅 및 
Fez03 0.3% • ，Kaolinite질 ,Free Silica적을 

고령토 충전재 130 것， 마모도 100mg이하， 백색도 90이상，입도 
2.0μm이하 80%이상. 

Fez03 0.3% • ,Free Silica적 을 것 , 마모도 
석회석 코팅 및 286 10ümg이하， 백색도: 코팅용 93이상， 충전용 

(탄산칼숨분체) 충전재 90이상，입도 : 코팅용 2.0μm이하 90%이상， 
충전 용2.0μm이 하 80%이 상. 

Free Silica적을 것， 마모도 100mg이하， 백 
활석 충전재 152 색도: 88이상，입도: 2.0μm이하 50%이상， 

Pitch 와 흡착성 이 좋을것 . 

계 568 

바. 플라스틱 공업 

국내 플라스틱공업에서 충전재 혹은 기능성 분체로 사용되는 비금속 광물 분체 

는 석회석， 고령토， 활석 ， 이산화티탄 등이 있으나， 충전재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수 

급이용이한 탄산칼숨의 사용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본 조사 · 분석연구에서 선정된 

광종의 사용특성 을 요약하면 Table 2- 12와 같다. 

Table 2- 12 Non-metallic minerals in domestic plastic industry. 

광산물 사용목적 연간사용량 
품질기준 및 비고 (천톤) 

고령토 
충전재 34 소성품， 백색도 90이상， 최대입도 23μm이 

납석 하， 평균입도 2.0μm이하. 

석회석 
충전재 751 백색도 90이상， 최대입도 23μm이하， 평균입 

(탄산칼숨분체) 도 2.0μm이하. 

활석 충전재 23 판상， 백의색 손상이 없을 것， 평균입도 3.0μm이 
하 도 90이상. 

계 808 

사. 기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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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을 공업용 분체 원료로서의 사용현황은 위에서 열거한 6개 산업에서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비료공업， 건축， 토목공업 등에서 

의 사용량은 많으나 이들 용도에서는 단순용도로의 사용이 대부분이므로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다소 미약하고， 내화물， 유리공업 등에서의 사용량은 규석， 규사 동의 

광물에 대한 집중적인 용도를 가지는 산업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화장품공업， 의약품공업， 식품공업 등의 정밀화학공업에서는 비금속광물의 

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비교적 여타산업에 비하여 고순도，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되므로 이러한 여타 공업 중에서의 사용특 

성은 ‘99년도의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제 4 절 종합검토 및 기대효과 

조사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1Q7R 광종에 대한 종합검토 및 기대효과 분석에서는 

우리 나라의 원료부존 상황 및 산업구조를 참조하여 @ 부가가치 향상 기술분야， 

9 수입대체기술개발 타당성 검토 둥을 실시하였으나， 이들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 
문에 전문수록은 차기 년도 종료보고서에서 혹은 연구소 D/B에 수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광종은 모두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이므로 불순광물이 다 

소 혼입되어 있으며 이들을 제거하여 주 구성 광물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기 

본핵심 요소기술이다. 또한 흑연광을 제외하면 모두 백색의 광물이므로 고급품 이 

라함은 고백색도를 가져야하며， 각종산업원료로의 이용을 위해서는 분체화， 미립화， 

입도 균일화 동의 가공조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핵심요소기술을 정리하면 @ 탈철기술，(2) 백색도 향상기술， 

@ 고순도화 기술，@ 미립분체 제조기술，(5) 소수도 조절기술，@ 용도다양화기술 

등이며， 이상의 기술이외에 광종별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시장 규모에 따른 

기술개발 방향을 정리하면 Table 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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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minera1s. 

~광~종~구~분、 요소기술 용도별 기술개발방향 ‘97년 수급시장 
규모(천톤/년) 

- 분체형상 조절기술 
고령토 - 소성고령토제기조기술 - 기능성 안료분야 2.781 

기능성부여 술 -기 의능약성，화분장체품용등의 
납석 - 알루미나 품위 조절 1.144 
도석 - 가소성조절기술 220 
산성백토 - 흡착능조절기술 - 고기능/고성능흡착제분야 32 

석회석 - 화합미물제조기술 - 화합물제조기술 93.992 - 초 립화 기술 

장석 - 용도다양화기술 - 칼리시장석，특수 제유조리분야 및 389 특수 멘E 

형석 - 화합물제조기술 - 화합물제조기술 107 
중정석 - 화합물제조기술 - 기능성 안료분야 64 

활석 
- 초미립화 기술 기 의 능 약성，화 분장체품용둥의 235 - 기능성부여기술 

흑연 초미립화 기술 콜로이드분체 분야 51 

제 5 절 결 론 

국내에는 비금속광물의 부존이 비교적 풍부하지만 고령토， 장석 등 대부분의 광 

종에서 고품위 원광은 소진된 상태이고 중품위 혹은 중품위 이하둥급의 광물이 대 

부분이므로， 이들을 선별 처리하여 각종의 산업분야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은 국내 산업원료광물의 수입대체하고 수출부가가치향상은 물론 국내 자급화를 담 

당하여야할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원료광물의 대규모 이용 산업분야는 도자기공업， 토목건축업 및 시멘트공 

업 등이며， 고급원료로의 이용분야는 플라스틱， 폐인트， 비료， 고무공업 둥이고 원료 

로서 가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이용분야는 의약 화장품분야를 지적할 수 있 

다. 

전술한바와 같이， 최근 세계경제 환경은 정보화， 신소재 개발 둥 각종 산업분야 

의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산업분말원료 및 소재의 무한 기능성부여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면서도 관련기술의 정보노출과 기술정보 교류를 기 

피하고 이러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광물자원을 이용하는 분말원료， 소재산업은 극히 영세하고， 

관련기술의 세계적 환경과 국내적 기술변화 현상에 극히 미숙하기 때문에 산업 분 

” 
ν
 



말원료， 소재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물 활용기술의 국내외 현황， 관련 원료 및 소재산업의 수요와 공급， 신 

기술 및 신용도 분야와 이를 위한 기술개발분야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의 

분말원료 및 소재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관련되는 각종의 기술정보 둥을 

수록하는 Data Base를 구성하여， 관련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및 연구자들에게 관 

련 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국내 원료산업의 발전방향을 함 

께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금년은 본 연구의 첫째 년도로서 일부 광종에 대한 자료만을 수록하였으나， 차기 

년도에는 나머지 10개 광종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본 자료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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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쇄처리에 의한 붕화물 자성분말 제조 

제 1 절 서 료갚 

급속한 과학의 진보와 기술혁신으로 수많은 첨단 기술이 발생되었고，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적 결합화， 복합화가 산업계에서 하나의 큰 과학기술의 조류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중 에서도 분체기술은 산업계의 폭넓은 업종 사이에서 횡적인 기술로 

서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미립 

자 제조기술 중에서 기계적합금법이란 분쇄 공정 중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원 

료를 초미립화하고， 상온에서 합성이 불가능한 합금을 제조하며， 고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가리킨다. 특히 기계적합금법은 용융공정을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공정이 

간소화되고， 제조원가를 절감하여 초미립의 분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새 

로운 기술의 하나이다. 

기계적합금법은 호주，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며， 그 명칭도 

mechanical alloying, mechano-chemistry, mechano-fusion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기계적합금법으로 제조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Nd-Fe-N. Ba-Fe-O 등의 hard 

magnetics와 Fe(Ti-SD , Fe-N, Fe-B, Fe-Si 동의 soft magnetics가 있다. 이들 물 

질은 통상적인 제조방법으로는 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생산가능 하더라도 제조단가가 

비싸고， 외국의 물질특허 및 공정특허에 저촉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 

계적합금법은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여 상온에서 저렴한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재료시스템 중에서 Nd-Fe-B계 (Nd2FelJ3) 자성재료는 Sm계 

영구자석보다 값이 싸면서도 그에 버금가는 최대자기 에너지를 갖고 있어 최근 각 

광받고 있는 재료이다. 고기능성 자성재료 분야에서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초미립 

원료의 제조법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사무자동화 및 소형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의 하나이다. 

국내의 초미분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액상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 

분야 또한 특정 시스템에 한정되어 있다. 기계적합금법을 이용한 초미립분체의 제 

조는 아직 연구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제조하려는 Nd-Fe-B계의 경우 

는 여타의 방법으로도 연구된 사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신소재 중에서 

Nd-Fe-B계 자석을 기계적합금법을 이용하여 미립 Nd계 자석 분말원료 

(nano-structured materiaD의 제조 및 특성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라디얼 

이방화나 극 이방화와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무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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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기계적합금법은 이러한 자성 

재료의 합성시 용융공정이 없으므로 공정이 간단해지고 원가가 절감되며 특히 극미 

세구조(nano-structure)에 의하여 보자력<Coercivity)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제 2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이론적 고찰 

분쇄처리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원료의 분쇄 및 조합을 위한 기술이나， 

최근에 milling 공정 도중에 b외l의 에너지를 정확히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phase를 

갖는 화합물， 또는 상온에서 얻기 어려운 super-saturated 조성의 합금 둥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한 화합물 제조방법을 Mechanical 

Alloying(기계적합금법)이라고 부르며， "new technology"로서 자리잡고 있다. 

기계적합금법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제조된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극미세구조(nano-structure)를 이룬다. 수십에서 수백개의 원자 

로 이루어진 입자는 표면물성이 강하게 지배하여 통상의 입자에서는 볼 수 없는 물 

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신기능을 가진 재료의 개발이 기대된다. 둘째， 고 

온에서 합성되는 물질을 상온에서 합성이 가능하며， 공정에서 에너지의 절감이 기 

대된다. 셋째， 종래의 방법으로는 합성이 불가능하였던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 즉 

신기능성을 갖는 다양한 재료의 개발이 가능하다. 기계적합금법을 이용한 원료의 

제조방법은 최근 선진국에서 시도된 방법으로 전세계적으로 도입기에 있는 신기술 

이므로 앞으로의 이용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특히 신재료 신조성의 물질제조에 유 

망하므로 학술적 성과가 기대되며， 산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를 간단 

하고 저렴한 공정으로 개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붕화물 자성재료 중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Nd-Fe-B계로서， 경자성 재 

료 중 높은 자기에너지적을 갖고 있어서 부품의 소형화에 적합하다. 사용분야도 점 

차 확대되고 있으며， 페라이트나 알니코 자석을 대체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최 

근 101년간 Nd-Fe-B 계 재료의 생산량은 3.5배， 금액으로는 2배 증가하였다0995년 

기준 약 500억엔). 

이 재료는 1983년 미국의 GM사와 일본의 스미토모특수금속사에 의하여 거의 동 

시에 개발된 이래 양 사가 특허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8년 양 사간 

에 특허권에 대한 화해가 성립한 이후， 소결자석의 제조는 스미토모사가 갖고 이를 

받아 TDK, 신에쪼화학， 히타치금속 등의 회사가 생산하고 있고， 열간압연법에 의한 

제조법은 GM사에 의해 다이도특수강 및 히타치금속이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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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자석 이외에 본드자석 분야는 소결자석보다 시장 신장율이 높고， 다양한 형태 

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Nd-Fe-B계 분말은 거의 GM사 

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MPQ- series) , 일본내 판매는 미츠비시 및 스미토모가 

갖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특허권을 피하여 Nd-Fe-B계 소결자석 또는 본드자석을 

제조하려면 새로운 공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기계적합금법을 이용하여 

Nd-Fe-B계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은 신공정으로서 특허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소결 

자석 및 본드자석을 동시에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의 제조를 위하여 

서는 비산화분위기 하에서의 분쇄공정 및 열처리 공정이 필요하고， 균일한 특성의 

분말의 제조가 기술적인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제 3 절 실험방법 

자석이 부착된 금속제 볼밀을 사용하여 Fe5SixB5-x (x=0,1,2,3) 계의 분말을 기계적 

합금법으로 합성하였다. 자석은 철제 볼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볼의 낙하시 분말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볼밀 

구조 및 특성은 다른 문헌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1 ，2) 스테인레스제 볼밀은 직경이 

200 mm, 폭이 25 mm 이고， 볼은 직경 25 mm의 철제 볼을 6개 사용하였다. 자석 

은 크기가 50x50x25 mm 이고 자계가 약 0.3 T인 NdFeB 계를 사용하였으며， 2개 

의 자석을 회전 방향으로 각각 90 。 및 45 。 의 각도로 볼밀의 측면에 1 cm의 간격 

을 두고 부착하였다. 볼밀의 회전수는 80 rpm으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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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채워서 milling시 시료의 산화를 방지하였다. Milling이 끝나면 볼밀을 순도 

99.999%의 Ar 가스가 순환되는 glove box에 넣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비정질로 합 

성된 분말은 매우 빨리 산화되므로 열처리시 산화를 방지하고자 열처리용 전기로 

를 glove box에 직접 부착하여 시료를 glove box 내부에서 공기와 접촉함이 없이 

직접 전기로로 장입되도록 하였다. 전기로의 보호관으로는 석영관을 사용하였으며， 

확산펌프를 사용하여 2x 10-6 TOIT의 압력까지로 진공 배기한 후 열처리하였다. 열 

처리된 분말은 glove box내에서 시료병에 담은 후 고무마개로 밀봉하여 측정기기까 

지 운반하였다. 출발 원료로 Nd(고순도화학)은 순도 99.9%, 업경 200 μm 이하의 분 

말， Fe(고순도화학)은 순도 99.9%, 입경 150 때 이하의 분말， B(고순도화학)은 순도 

99%, 입경 45 μm 이하의 분말， Si(CERAC)은 순도 99.96%, 입경 45 따1 이하의 

을 사용하였다. 철제 볼과 분말 시료의 무게비는 20:1로 칭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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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된 시료의 상분석은 X 선 회절법 (XRD)으로 하였다. 고온 DSC를 사용하여 

합성된 분말의 열분석을 행하였으며， 염밀한 상분리를 위하여 5 oC/min의 속도로 

승온 시켰다. FeSiB 계의 포화자화와 보자력은 VSM으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이 

때 인가자장을 7 kOe로 하였다. 각 합성된 조성의 분말을 열처리한 후 57CO 동위원 

소를 사용한 Mössbauer 분광기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얻었다. NdFeB 계의 자기 

적 특성의 측정으로 포화자속밀도， 보자력， 에너지적 (BHmax)은 pulse magnetometer 

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최대 인가자장은 95 kOe, 밀도는 7.6 g/cm'으로 하였 

다. JEOL 사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SEM 사진을 얻었다. 

제 4 절 실험결과 및 고찰 

1. 기계적합금법으로 제조한 NdFeB계 분말의 자기적 성질 

가. 실험 배경 

Nd2FelJ3 금속간 화합물은 포화자속밀도와 자기이방성이 커서 우수한 영구자석 

재료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Nd2FelJ3을 주상으로 하는 NdFeB계 영구자석은 소결 

법 및 급냉응고 방법에 의해 주로 제작되고 있으며 그 생산량도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최근 기계적합금법을 이용한 NdFeB계 영구자석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이 시 

도되고 있다3，4)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NdFeB계의 분말은 Nd, Fe, B의 혼합분말이 

파쇄되거나 압착되면서 서로 접합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합성되고， 이 합성된 분말 

을 연속 열처리시키면 고상반웅 또는 상호확산 반응에 의하여 경자기 Nd2Fe14B 상 

으로 변태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NdFeB의 분 

말 제조시 무정형 상이 혼합상태보다 에너지가 높아 무정형 합금의 제조가 어렵다. 

따라서 기계적합금법 과정에 의하여 시료에 어 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가 축적된 

Nd-Fe의 혼합상태로부터 열처리에 의하여 Boron이 확산되어 Nd2FelJ3 금속간 화 

합물의 형태가 제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NdFeB 

의 분말 제조는 독일의 L. Schultz 등에 3，5)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Schultz는 

출발원소인 Nd, Fe, B 분말중에서 특히 1 때1 이하의 비정질 Boron 분말을 사용하 

여 Nd2FelJ3 분말을 얻었다. 그러나 비정질 Boron 분말은 상당히 고가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비정질 Boron 분말 대신에 45 μm 이하의 결정 Boron 분말을 사용하여 

NdFeB의 영구자석 분말 제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계적합금법에 의해서 Nd15Fe77B8과 Nd16F~æ8 분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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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제조하고， 제조된 분말을 연속열처리를 시켜 열처리온도 변화에 따른 상변화 

와 자기적 성질을 측정하고 급냉응고법에 의해 제조된 영구자석 분말과의 자기적 

성질을 비교하여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영구자석의 제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 

Fig. 3- 1은 450시간 볼밀 처리한 N d16F e"7613s 분말의 열처리온도 변화에 따른 x
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450시간 볼밀 처리한 후에는 a-Fe의 주 피 

크만 제외하고 나머지 회절상은 전형적인 비정질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a-Fe 

회절상도 결정의 미세화， 스트레인의 증가로 인하여 폭이 넓어지고 강도도 감소하 

였으며， Scherrer 식을 이용하여 구한 a-Fe의 결정립 크기는 약 9 nm를 나타내었 

다. 이 시료를 500 oc 에서 30분간 열처리시키면 a-Fe 회절 피크의 강도가 감소하 

면서 입자계면에서 고상반응이 일어나 Nd2FelJ3와 NdB6 상이 석출하기 시작하고 

소량의 a-Fe는 열처리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650, 700, 750 oc 
에서 각각 30분간 열처리시키면 α-Fe 회절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NdB6 회절 

피크의 강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Nd2FelJ3 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NdB6 상이 혼합된 회절상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열처리온도가 650 oc보다 700 oc 
에서 Nd2FelJ3 회절피크의 강도가 증가되고 40 0-45 。에서 뚜렷한 것으로 보아 

650 0C 에서 미반웅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완전히 고상반웅을 일으켜 Nd2FelJ3 상이 

석출되어 Nd2FelJ3 상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2는 450시간 볼밀처리한 Nd15Fe"77Bs과 N d16F e"7613s 조성의 분말을 700 oC 에 

서 열처리한 후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두 조성에서의 결정구조 

차이는 없었으며 Nd2FelJ3 상과 소량의 NdB6 상이 혼합된 회절상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Fig. 3-3은 450시간 볼밀 처리한 Ndl6Fe"7613S 조성의 열처리온도의 변화에 따른 주 

사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450시간 볼밀 처리한 상태에서는 약 1-2 μm 

의 둥근 형태의 균일한 분말들이 서로 응집되어 약 5-10 때 정도의 응집체로 이루 

어져 있다. 열처리온도 650, 700 oC 에서는 고상반웅에 의하여 과량으로 포함된 

Nd-rich 상이 미세한 Nd2FelJ3 입자표면에서 석출되기 시작한다. 또한 750 oC 에서 

는 Nd2Fe14B 입자계면에서 상호확산이 일어나 액상 소결되어 입성장이 일어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분말합성시 볼에 의하여 분말에 많은 에너 

지가 축적되어 있어 mechanochemical effect에 의하여 보통 소결자석 제조시의 소 

결온도보다 낮은 750 oC 에서 액상소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Fig. 3-4는 450시간 볼밀처리한 Nd16Fe"76Bs 혼합분말의 열처리온도에 따른 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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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볼밀처리한 상태에서의 보자녁은 0.5 kOe의 매우 작은 

값을 보이다가 500 oc 에서는 4.8 kOe로 증가하고 650, 700 oc 에서는 8.68, 9.91 kOe 

로 급격히 증가하고 750 oc 에서는 6.84 kOe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보자력의 증가는 

초기 비정질과 a-Fe 결정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처리애 의하여 결정화가 

이루어 질 때 입자계면에서 고상반응에 의하여 미세한 Nd2FelJ3 입자의 석출에 의 

하여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650 oc 보다 700 oc 에서 보자력이 증가하는데 

이는 XRD 데이터에서와 같이 700 oc 에서 Nd2Fe14B 피크의 강도가 커지고， 뚜렷한 

것으로 보아 열처리에 의하여 Nd2FelJ3 입자의 수가 증가되어 보자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9-10). 750 oc 에서의 보자력의 감소는 열처리온도가 높아서 입자계면 

에서 상호확산이 너무 빨리 일어나 미세한 Nd2FelJ3 업자의 석출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입성장이 일어나 조대한 Nd2FelJ3의 석출이 일어나 보자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5는 450시간 볼밀처리한 Nd16Fe7æ8 분말의 열처리온도에 따른 잔류자속밀 

도을 나타낸 것이다. 볼밀처리한 상태에서의 잔류자속밀도는 2.35 kG의 매우 작은 

값을 보이다가 500 oc 에서는 4.4 kG로 증가하고 650, 700 oc 에서는 6.64, 7.6 kG로 

급격히 증가하고 750 oc 에서는 6.2 kG로 감소하였다. 볼밀처리한 상태에서는 포화 

자속밀도는 14 kG을 보이나 잔류자속밀도는 2.35 kG로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a-Fe 결정질과 나머지 피크는 비정질 패턴으로 보이는 XRD 데이터에서와 

같이 볼밀처리한 상태에서는 Nd2FelJ3이 합성되지 않아 각형비가 작은 연자성 α 

- Fe 상으로 존재하여 잔류자속밀도가 작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500, 650, 700 oc 
에서 잔류자속밀도의 증가는 열처리에 의하여 이방성이 큰 Nd2FelJ3 상이 생성되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6은 450시간 볼밀처리한 Nd15FenB8 분말의 열처리온도 변화에 따른 pulse 

magnetometer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열처리온도 650 oc 에서는 iHc 8.82 kOe, 

Br 6.62 kG, (BH)max 7.61 MGOe을 보이고， 열처리온도 700 oc 에서는 iHc 8.78 kOe, 

Br 7.68 kG, (BH)max 9.59 MGOe의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Fig. 3-7은 450시간 볼밀처리한 Nd16F~6B8 분말의 열처리온도 변화에 따른 pulse 

magnetometer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이 다. 열 처 리 온도 650 oc 에 서 는 iHc 8.68 kOe, 

Br 6.64 kG, (BH)max 7.97 MGOe을 보이고， 열처리온도 700 oc 에서는 iHc 9.91kOe, 

Br 7.6 kG, (BH)max 10.1 MGOe의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열처리온 

도 700 oc 에서 좋은 자기적 성질을 나타난 것은 미세한 Nd2FelJ3 입자의 석출에 의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2 사분면에서 약간의 step 부분이 

보여 전체적으로는 Nd2FelJ3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량의 연자성이 존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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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기계적합금법과 급냉웅고법에 의하여 제작된 분말의 자기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 

면 급냉응고법에 의한 등방성 분말(G.M company, 상품명 : MQP-C)의 자기적 성 

질은 iHc 9-15 kOe, Br 7.5-9.5 kG, (BH)max 10-12 MGOe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기 계 적 합금법 에 의 한 Nd16F~t>B8 영 구자석 분말의 자기 적 특성 이 급냉 웅고법 에 

제조된 분말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영구자석의 분말 

제조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2. FeB의 기계적합금화에 미치는 Si 첨가의 영향 

가. 실험배경 

기계적합금볍 (mechanical alloying; MA)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고에너지 분쇄법 

은 1970년대부터 원소분말의 홉합체로부터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하여 발전되었다 

11,12) 이 방법의 응용분야로는 산화물분산 합금， 비정질 재료， 금속간 화합물， 고상합 

금 둥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13- 16) 또한 많은 수의 비평형 합금이 이 방법으로 제 

조되었다. 금속 원료의 기계적합금화의 경우 초기 조성에 대응하는 최종 생성 조성 

은 반복된 냉간압연 및 파괴에 의하여 합성된다12) 볼밀령이 진행됨에 따라 앓은 판 

상 형태의 미세구조가 발달하고 이것이 볼의 압축힘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섞이면 

서 최종 안정상이 합성된다. 

기계적합금법은 비정질 화합물17-19)과 나노자성재료20)의 제조에도 응용되는 것으 

로 보고된바 있다. 비정질 자성재료는 결정 이방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투 

자율 연자성 재료로 이용되며， 높은 잔류자화를 갖는 철계의 비정질 합금은 저손실 

core 재료로 사용된다. Fe-B, Fe-Si 및 관련된 금속-비금속 화합물은 흥미로운 특 

성을 갖고 있고， 용융상태로부터 급냉법으로 제조되어 왔다.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Fe-B 계의 비정질화에 대한 몇몇 보고가 있으나21 -경 보론 함량이 높은 조성에서는 

완전한 비정질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보론의 일부를 Si으로 치 

환하여 이것이 기계적합금화 도중의 상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FesSixB5-x 

에서 X값을 0.05부터 0.1, 0.2, 0.4 등으로 미량 첨가시키면서 Si으로 치환한 조성물 

에 대하여 기계적합금법으로 합성하고， 합성전후의 상변화， 분말의 합성과정， 열적 

성질 및 자기적 특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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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Fig. 3-8은 250 시간 기계적합금화 처리한 시편의 XRD pattem을 나타낸다. 분쇄 

가 진행됨에 따라 a-Fe의 pe와((검은 원으로 표시)가 넓어지며， 무정형 구조로 전 

이가 진행된다. x=O.4인 조성에서 FeB 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통상적인 기계적합 

금화 공정에서 출발 물질은 우선 비정질화 되고， 더욱 분쇄가 진행되면 안정 또는 

준안정상이 석출된다. 본 연구에서도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FeB 상은 더욱 긴 

분쇄시간이 주어지면 합성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x=O.4에서 FeB 상이 나타남은 

Si이 그보다 적은 양으로 치환된 조성에서보다 비정질화 되는 시간이 짧음을 의미 

한다. 즉， Si은 FeB 계에서 비정질화를 촉진한다. 

분쇄처리된 분말을 800 0C 에서 2시간 열처리한 XRD 결과를 Fig. 3-9에 표시하였 

다. x=O 및 x=0.05 조성 에 서 FeB 상뿐만 아니 라 FezB 상도 관찰된다. 그러 나 x=O.l 

에 서 0.2 까지 의 조성 에 서 FezB 상은 관찰되 지 않고， Si이 많이 첨 가된 x=O.4 조성 

에서는 새로운 F ezSiO.4BO.6 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단일 FeB 상은 기계적합금법으 

로 얻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i를 치환시킴 

으로써 FeB 상의 형성을 촉진시켰고， 이는 Fig. 1에서 나타난 대로 비정질상으로 

쉽게 진행됨에 따른 결과이다. 합성된 FeB는 a 상이었다. 

비산화 분위기(Ar， 20 mνmin)에서 측정한 열량변화를 Fig. 3- 10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350 0C 부근까지의 점진적인 열 방출은 기계적합금시 형성된 내부 stress 

의 방출이거나 표면의 결정화에 의한 것이다11.13 ) 2개의 큰 발열 pe와〈는 비정질 상 

의 결정화를 나타낸다. Si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400-450 0C 부근의 pe왜는 사라 

진다. Fig. 3-9의 XRD 결과와 비교하면 이것은 FezB 상의 결정화에 기인한다. 그 

반면에 500-510 0C 근처의 pe하〈는 FeB 상의 결정화이고， 이는 다른 문헌결과와 일 

치한다13) 

Fig. 3- 11은 상온에서 측정한 Mössbauer 스펙트럼이다. 각 조성에 대하여 250시 

간 분쇄하고 800 0C 에서 2시간 진공열처리한 시료의 데이터이다. Mössbauer 스펙트 

럼은 FeB( a 및 β 상). FezB 및 Fe- Si- B 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각 상에 대하여 

구한 Mössbauer parameter를 Table 1 에 다른 문헌의 결과와 함께 나타내 었다. 상 

을 fitting 하기 위 하여 2조의 parameter가 펼요하였다. a - FeB 상의 초미 세자장은 

β상보다 낮았고， 각 상의 자기장은 다른 문헌과 일치하고 있다. FezB 상의 자기장 

역 시 다른 결과와 잘 일치 한다. XRD 결과에 서 FezSio.4Bo‘6 으로 판단되 는 상이 여 기 

서는 Fe- Si- B 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상의 초미세자장은 Feb와 

FezB의 중간 값을 갖고 있다. Peak의 면적으로부터 구한 각 상의 분율은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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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시되어 있다. Si이 첨가되지 않은 조성은 FezB의 분율이 FeB보다 크나 Si을 

치환함으로써 FezB 상이 3%까지 낮아졌다(x=0.3) . 대부분의 FeB는 XRD에서 확인 

된 것처럼 a 상이었다. 

Fig. 3-12는 열처리한 분말의 이력콕선인데， Si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포화자화는 

109 emu/g(x=O)에서 77 emψ/g(x=0.2)로 낮아진다. 이는 Fe2B 상의 감소에 기인한 

다. 보자력은 4760e에서 5780e의 값을 나타낸다. 이들 값은 a - FeB(Hc=377 Oe) 

보다 큰 값이며， β FeB(Hc=lO Oe) 보다 매우 높은 값이다. 보자력은 Si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는데， 250 시간 분쇄한 분말의 Hc는 139-176 Oe로서 비교적 작은 

값을 보인다. 

여러 가지 금속-금속 합금계에서 고상 비정질화 반웅(solid- state amorphization 

reaction: SSAR)이 기계적합금화 과정의 기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껑 분쇄가 진 

행됨에 따라 결정구조가 비정질화 되고， 분쇄가 더욱 진행되거나 열처리를 하면 최 

종 안정상이 석출한다. 금속 비금속계인 FeB의 기계적합급화 역시 마찬가지로 위의 

SAAR 기구로 설명된다15) 초기 단계에서 철의 소성변형 및 냉간압연 과정이 일어 

나고， 합금화가 더욱 진행되면 보론 입자가 앓게 퍼진 금속상 가운데로 분산된다. 

다수의 점결함， 전위， stress 등이 축적되어 비정질화를 촉진한다. 

기 계 적 합금화가 일 어 나는 정 도는 비 정 질 상의 생 성 열 (heat of formation , L1 H/)로 

예측이 가능하다23) 비정질과 결정질의 경계는 16드 L1Hfa 드 o kJmor1 정도이다.L1 

Hfa 능 0인 경우는 비정질화가 실현되지 않거나 매우 어렵다. Si을 첨가하여 비정질화 

가 촉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 몇몇 iron silicide의 생성열 

( -93.7 드 L1 H션드 73.6 kJmor1 )은 FeB의 생성열 (-731 .1 kJmor1 )보다 음의 값을 갖는 

다24) 초기 단계에서 국부적으로 형성된 silicide 상은 비정질화를 촉진하게 되고， 합 

금화가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조성의 균질화가 이루어진다. 둘째， Si의 원자반경은 B 

보다 크다. 따라서 Si 원자의 격자내 침입은 많은 원자 결함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 

상되며， 이는 철과 보론 원자의 확산을 촉진시킨다. 

결정구조와 FeB의 자기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FeB는 2개의 결정구 

조， 즉 고온구조인 β -FeB와 저온구조인 a-FeB 구조를 갖고 있다16，17) 이들 2개의 

구조는 서로 displacive transformation에 의해 전환된다. 이때 Fe 원자의 배위수 및 

상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초미세자장 중에 일축 이방성이 존재하 

면 유효 초미세자장(Heff)은 외부 자장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7) 

Heff = His + 1/2(3cos2 (J -l)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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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X -ray diffraction pattems of 

mechanically alloyed FesSixB5-x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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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1. Mössbauer spectra of 
Fe5SixB5• x (x=0.05, 0.1 , 0.2, and 0.4) 
powders mechanically alloyed for 250 h 
with subsequent annealing at 80()"C for 2 
h in vacuum. (a) Fe5Sio.osB4.!E, (b) 
FesSio.lB49, (c) FesSio.zB4.8, and (d) 
Fe5Sio.Æ4.6 powders. 

i
a
-
ι
 

•·@I 

·‘ 
r 
·q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T emperalure (OC) 

Figure 3-10. DSC thermograms of 

Fes Six B5-x (x=O, 0.05, 0.1 , 0.2, and 0.4)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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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Hysteresis loops of 
Fe5 Six B5-x (x=O.05, 0.1 , and 0.2) powders 
mechanically alloyed for 250 h with 
subsequent annealing at 800 oC for 2 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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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서 8 는 Heff의 방향과 주축과의 각도이 고 Hs와 Han는 각각 Heff의 등방성 및 

이 방성 인자이 다. a -FeB의 Heff가 ß-FeB 보다 낮다는 사실은 6 가 ß-a 전이 와 

Table 3-1. The room temperature Mössbauer parameters of a - FeB, β FeB, 

FezB and Fe-Si-B phases. 

Magnetic Field Isomer Shift Quadrupole 
Phase References 

(kOe) ünm/s) Splitting (mm/s) 
105:!::2 0.26:!::0.02 0.32:!::0.04 This work 

89:!::1 0.28:!::0.01 0.43:!::0.03 This work 
a-FeB 

[26] 100:!::1 0.29:!::0.02 0.17:!::0.02 

100, 125 (4.2K) [27] 
120:!::2 0.21:!::0.04 0.26:!::0.02 This work 

119:!::1 0.26:!::0.02 0.12:!::0.02 [26] 
β FeB 

118:!::4 0.3:!::0.7 O.l3:!::0.OO5 [28] 

118 0.28 0.08 [29] 
0.13:!::0.03,0.14:!::0.0 

0.36:!:: 0.02, - 0.18:!:: O. 
240:!::2, 234:!:: 1 4 This work 

02 
FezB 242 0.16 [29] 

0.03 
[30] 240:!::2, 232:!::2 0.05:!::0.02,0.01 :!::O.O 

O.l7:!::0.05 
2 

Fe-Si-B 180:!::1 0.53:!::0.05 0.09:!::0.06 This work 

Table 3-2. Fraction of the constituent phases of the Fe5SixB5-x (x=O, 0.05, 0.1 , 

0.2, and 0.4) powders (%). The fraction in the parenthesis of FeB phase is that 

of β -FeB. 

Composition FeB Fe2B Fe- Si- B Unknown 

Fe5ß5 46 54 

F e5Sio.o5ß4.95 68(8) 27 5 

F~SiO.lB4.9 76(4) 6 18 

Fe5Sio.zB4.8 79(4) 3 18 

Fe5Sio.Æ4.6 64(5) 6 3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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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같이 큰 자기이방성은 열처리에 의하여 내부 응력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응력에 의한 것 이라기 보다는 결정구조 이방성에 기인 

한다고 보여진다. Mössbauer 스펙트럼의 fitting시 작은 자기장과 큰 quadrupole 

splitting을 갖는 또 하나의 parameter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Si에 의 한 구조의 불균 

질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제 5 절 결 료르 
L-

Ball Mill을 이용하여 Ar 분위기에서 분쇄처리에 의하여 NdFeB계 분말을 제조 

하고 제조된 분말을 연속 진공 열처리시킨 후 열처리온도에 따른 상변화 및 자기적 

성질의 변화를 XRD, SEM, Pulse magnetometer로 측정하였으며，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FeB 분말을 합성시 Si 치환이 결정구조， 상변화， 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XRD, DSC, Mössbauer 분광법 및 VSM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450시간 볼밀 처리한 NdHFe75ß8 합금에서 전체적으로 비정질과 결정질 a-Fe 

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700 oc 에서 30분간 열처리를 시키면 고상반응에 의하여 

Nd2FelJ3과 소량의 Nd&이 흔재된 상을 얻을 수 있었다. 

2) 450시간 볼밀 처리한 상태의 보자력은 0.5 kOe의 매우 작은 값을 보이다가 

650, 700 oc 에서는 8.68, 9.91 kOe로 급격히 증가하고 750 oc 에서는 6.84 kOe로 감 

소하였다. 

3) 450시간 볼밀 처리한 Nd16F~5ß8 분말의 열처리온도 700 oc 에서는 iHc 9.91 

kOe, Br 7.6 kG, (BH)max 10.1 MGOe의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최대자기에너지 

적 값은 시판되는 등방성 소결자석의 70% 수준이며 본드자석과는 거의 같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분쇄처리에 의하여 제조된 분말은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본드자석 

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결 후 특성의 측정이 필요하다. 

4) 기계적합금법에 의하여 FeB 분말을 합성하고， Si 치환이 결정구조， 상변화， 자 

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XRD, DSC, Mössbauer 분광법 및 VSM을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철과 보론 분말만을 갖고 합성하는 경우 FeB 및 F~B 상이 공존하였고 

합성된 FeB의 대부분은 a 상이었다. 보론 원자를 Si로 미량 치환하여 기계적합금화 

를 하는 경우 비정질화를 촉진시키며， F~B 상의 형성을 억제시킴이 밝혀졌다. Si의 

첨가가 합성시간을 단축시키는 사실은 NdFeB계 등 다른 붕화물 자성재료에도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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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합성법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 

제 1 절 서론 

화학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산화 티탄은 안료로서 뿐만 아니고 각종 기능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V20ElTi02계의 촉매 (SCR촉매)는 암모니아를 환원제 

로 하여 가장 우수한 질소산화물 제거 수단으로 알려져 있고 침상형 티탄산염은 브 

레이크 내마모재， 내화 단열재， 대정전 방지 등 특수 목적의 충진재에 사용된다. 환 

경 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정 배출원에 대한 질소 

산화물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국내 SCR 촉매에 대한 연 

구는 촉매 담체로 안료용이나 시약용 Ti02를 사용한 내용뿐이며 촉매의 골격을 이 

루고 있는 Ti02 담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일부 연구 결과에 5) 의하 

면 외국의 상업용 SCR 촉매와 비교할 때 저온 촉매 특성이 뒤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촉매 담체 개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작년도 연구에서는 SCR촉매 담체로 사용되는 Ti02에 대하여 출발 원료 및 제조 

조건에 따르는 비표면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황 

산티타닐을 암모니아로 중화하여 얻어진 시료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 공정에 의 

하여 Ti02 담체를 생산할 경우 황산과 암모니아가 계속 소모되고 황산암모늄이 부 

산물로 발생하게 된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부산물로 발생하는 황산암모늄을 이용하여 200-500 0C 고옴 

에서 Ti02를 황산화 반응시켜 암모니아와 황산티타닐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고 이렇게 제조한 Ti02의 비표면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Ti02를 

SCR촉매 담체로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한 Ti02와 시판되는 

안료용 Ti02를 담체로 하여 SCR촉매를 제조하여 촉매능을 비교 측정하였다. 

섬유상 티탄산염은 일반적으로 K20 . nTi02의 형태로 표시되는 티탄산칼륨염으 

로 K20/Ti02의 비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 존재하며 n=6인 경우가 화학적으로 안정 

하고 내화도가 높아 기능 재료로 활용성이 높다. 섬유상 Ti02 . 6Ti02의 제조 방법 

은 소성법， Flux법， 수열합성법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직접 합성은 어렵고 1차 열 

처리하여 n=2-3인 섬유상 티탄산염을 만든 후 수세하여 과잉의 K20를 제거하여 

중간 수화물을 제조하고 이것을 2차 열처리하여 섬유상 Ti02 .6Ti02을 제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S02, S02+02, C02 등 산 가스(Acid gas)를 이용하여 과잉의 K20 

를 제거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공정에 있어서 예상되는 장점으로는 1차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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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정에서 결정 성장이 이루어진 후 900-1000 0C 에서 Acid gas를 흘려 보냄으로 

서 열처리 공정을 1회로 줄일 수 있고 반응 진행 정도에 따라 KzO를 완전히 제거 

하여 침상형 산화티탄의 제조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제 2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이론적 고찰 

1. 촉매 담체용 Ti02 제조 기술 

가. 황산암모늄의 열분해 반응 

황산암모늄의 분해 반응을 Ha1stead6) 및 Kiyoura7)의 연구결과를 기 초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NH4hS04 • 4NH3 + 3S0z + 6HzO + Nz (1) 

이 반응은 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300 0C 부근에서는 

2 (NH4hS04 • (NH4hSz07 + HzO + Nfu (2) 

400 0C 부근의 영역에서는 

3(NH4hSz07 • 2Nfu + 6S0z + 9HzO + 2Nz (3) 

으로 된다고 하였으며， 그의 중간생성물로서 (NH4)표I(S04h， NH4HS04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부터 (NH4hS04의 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 

은 단계반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NH4hS04 • NHiliS04 + NH3 저온반응 (4) 

(NH4hS04 + NH4HS04 • (NH4hH(S04)Z 저온반응 (5) 

2(NH4hS04 • (NH4hH(S04h + Nfu 저 온반응 (6) 

2(NH4hH(S04h • 2(NH4)zSZ07 + 2HzO + 2NH3 고온반용 (7) 

+ ) 3(NH4hS끼07 • 2NH~ + 6S0? + 9H?0 + 2N? 고온반유 (8) 

3(NH4hS04 • 4Nfu + 3S0z + 6HzO + Nz (1) 

따라서 300-400 oC 반응계는 중간생성물로서 NHiliS04, (NH4hH(S04h, 

(NH4)zSZ07, NH3, SOz, H20 등이 존재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나. 이 산화티 탄의 황산화 반응 

이산화티탄은 고온에서도 매우 안정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황산암모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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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500 0C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산화티탄의 황산화 반응은 5oo 0C 

이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황산암모늄의 분해반응으로부터， 300-

400 0C 부근에서의 TiOz의 황산화 반웅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TiOz + 2(NH4)zS04 • (NH4hTiO(S04)z+ 2NH3 + HzO (9) 

TiOz + (NH4)zS04 • TiOS04 + 2Nlli + HzO (10) 

한편， 이들 생성물은 고온에서 불안정하여 분해될 수 있으므로， 이때의 반웅도 고려 

해야 한다. 

(NH4)3TiO(S04)Z • TiOS04 + 2NH3 + S03 + HzO (11) 

TiOS04 • TiOz + S03 (2) 

마지막으로， 반웅생성물의 부반응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중 생성물인 

(NH4hTiO(S04)z가 HzO와 반웅하여 

(NH4hTiO(S04)z + HzO • TiOz + 2Nlli + 2HzO + 2S03 (3) 

의 반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반응은 원하는 반웅생성물의 전화율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 상의 황산화 반응에 대 한 이 론적 고찰에 서 TiOz와 (Nfu)zS04의 반웅은 실 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반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침상형 산화티탄 제조 기술 

섬 유상 티 탄산칼륨은 KzO와 TiOz의 비 에 따라 KzO . TiOz, 12K20. 13TiOz, 

2KzO . 3TiOz, KzO . 2TiOz, KzO . 3TiOz, KzO . 4TiOz, KzO . 6TiOz 둥 다 양한 상이 

존재하나 대표적인 것은 Kz Tiz05, Kz Ti40g, Kz Ti6013이며 결정학적으로 KzTiz05와 

KzTi409는 층상 구조 K2Ti6013는 터 널 구조를 갖는다. 티 탄산칼륨의 화학적 인 성 질 

은 KzO/TiOz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물에 녹아 가수분해되기 쉬우며 KzTi6013가 가 

장 안정한 물질로 끓는 물에서는 가수분해되지 않고 6 N-HCl 용액에서 수일 끓이 

면 분해된다. 융점 또한 KzO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므로 KzTi6013가 가장 내 

열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내화 단열재나 화학 충진재 혹은 브레이크 내마모재로 쓰 

이 는 티 탄산 섬 유는 Kz Ti6013(Potassiurn hexa -titanate) 이 다. 

티탄산칼륨은 1958년 미국 Dupont사에서 로켓 노즐의 단열재로 개발된 이래 티 

탄산칼륨 섬유로서 제조 기술은 소성법， 용융법， Flux법 수열합성법 Z，3) 둥 여러 가 

지 제조 공정이 개발되었다. 이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조 방법은 소 

성법， 용융법， Flux법 둥 세 가지이며 이를 Fig. 4- 1에 나타내었다. 

수열합성법은 고압 반응기가 필요하므로 비교적 소규모 생산에 이용되며 Flux법 

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텅스댄산칼륨， 몰라브멘산칼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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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 

요소가 많 

추가되어 

제한적 

공정이 

성장하는데 

이들의 회수 

결정이 

원료비가 비싸고 

간단하나 티탄산칼륨 

때문에 

공정이 

사용하기 

비교적 

융제를 

소성법은 

아 제조된 섬유의 길이가 주로 수백μm 이하인 단섬유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잉의 칼륨화합물을 사용하여 섬유상의 K2Tiz05나 K2Tiz05를 제조한 후 냉각하여 

과잉의 칼륨을 끓는 물에 녹여 제거한 후 중간상의 수화티탄산염으로 만들고 이것 

을 다시 열처리하여 K2Ti6013를 제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성 과정이 끝난 시료를 

켜 과잉의 칼륨을 황산염으로 반응계에서 

조함으로서 열처리 공정을 한 단계 줄이고 

서 침상형 산화티탄을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바와 같이 느
 」

있
 

수
 
’ 볼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Fig. 4- 1에서 섬 유상의 K2Ti6013를 

이용하여 황산화 반웅시 

소성 만으로 K2Ti6013를 제 

칼륨의 제거 양을 조절함으로 

S03를 

1차 

S02나 

제거하여 

나아가서 

사료된다. 

산
 화
 몰
 리
 
브
 멘
 회
 
수
 

Flux법 용융법 소성법 

K2Ti6013 
섬유 

Fig. 4-1. Prcess for Production of K2Ti6Ü13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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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방법 

1. Ti02 분말 제조 

가. 황산화 반응에 의한 담체 제조 

먼저 황산화 반응에 의해 황산티타늄을 제조하였고， 이 황산티탄늄으로부터 중화 

반응에 의하여 비정질 이산화티탄을 제조하였다. 이 공정을 개략적으로 Fig. 4-2에 

나타내었다. 

황산티타늄(Ti(S04)z)의 제조를 위하여， 황산암모늄( (NH4)zS04)과 이산화티탄을 

약 350-400.C 의 가열로 중에서 황산화 반웅을 행하였다. 여기서 황산암모늄는 특 

급시약을 사용하였고， 이산화티탄으로는 안료용 이산화티탄(anatase형)의 제조 공정 

에서 생성되는 가수분해 슬러리를 중화， 세척 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1차 연도의 

보고서에서 이것을 Ti02 -C로 명명하였음) . 황산화 반응을 위한 가열로로는 시료의 

중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승온율의 조정이 가능한 머플로를 사용하였다. 혼합 

시료의 조성은 황산암모늄을 1몰에서 9몰까지 변화시켰고， 혼합시료의 양은 30-

40g으로 하였다. 

황산화 반응으로부터 얻어진 황산티타늄을 약 200m.e의 물에 용해한 후， 25%의 암 

모니아수로 pH8까지 중화하였다. 중화반응이 종료된 용액은 전기전도도가 2mS 이 

하까지 경사법 (decantation)으로 수세하였고 수세된 시료는 여과 후 건조하였다. 이 

와 같이 얻어진 비정질 이산화티탄은 XRD 및 BET 분석에 의하여 결정구조와 비 

표면적을 측정하였다. 황산화반응으로 얻어진 비정질 이산화티탄은 Ti02-S로 표기 

한다. 

나. 황산티타닐 용액에 의한 담체 제조 

황산티타닐 용액을 암모니아수로 pH8까지 중화하여 비정질 이산화티탄을 제조 

하였다. 1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Ti02-A로 표기하였다. 얻어진 이산화티탄 

중에는 불순물로 Fe성분 둥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 불순물을 제거하 

기 위하여 중화 반응이 완료된 이산화티탄 수화물 슬러리에 50% HCl을 첨가하여， 

이들 불순물을 침출시켰다(Fig.4-3) . 이때 pH는 6에서 1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행하였다. 불순물이 어느 정도 제거된 시료는 다시 암모니아수로 pH8까지 재중화하 

여， 비정질 이산화티탄으로 제조하였다. 중화반응이 종료된 용액은 위의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전도도가 2mS 이하까지 경사법 (decantation볍)으로 수세하였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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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된 시료는 여과 후 건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비정질 이산화티탄을 본 연구에서 

는 Ti02-AF로 표기 한다. 

• (NH4hS04 

(NH4hS04 • 

Ti02 
(Amorphous) 

Ti02 

• NH3, H20 

• 25%NH40H • 

‘ (Ti02 - S) 

Fig. 4-2. Process for Preparation of Amorphous Ti~ by 

Sulfation with (NH4)zS04. 

Ti02 
(Amorphous) 

• 25%NH40H 

(Fe 제거) 

• 25%NH40H 

‘ (Ti02 - AF) 

Fig. 4-3. Process( II) for Preparation of Amorphous Ti02 from 

TiOS04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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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R 촉매 제조 및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 제조한 담체용 Ti02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판되는 안료용 Ti02 

와 본 연구에서 제조한 Ti02를 이용하여 SCR 촉매를 제조하여 탈질 성능을 측정하 

였다. SCR 촉매 조성으로는 현재 화력발전소 일반적인 탈질 촉매로 사용되는 조성 

즉， Ti02 : W03 : V 205 = 90 : 9 : 1로 하였으며 제조 방법은 Fig. 4-4에 나타내었 

다. 

본 연구에서 촉매 성능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고정 층 반웅기는 Fig.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가스 주입 및 혼합 부분 반응로 부분， 반웅 가스 분석 부분 

그리고 반응 변수 조절 및 데이터 수집 부분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웅 기체인 NO, Nlb, 02, S02 그리고 balance gas인 질소 가스는 MKS 

Instrument사의 Mass flow controller를 통하여 가스 혼합기 에 공급된다. 가스 혼합 

기와 여기서 반웅기까지 gas line은 heating tape를 설치하여 180 0C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반웅기로는 내경이 17mm이고 중간에 석영 다공 판이 붙어 있는 석영 관을 

사용하였으며 촉매 층 상부 및 내부에 직 경 lmm인 thermocouple을 설치 하였다. 반 

웅 가스의 반웅 전 후 분석은 NO의 경우， 연속적인 측정은 독일 IMR사의 

IMR3어OP를 사용하였으며 계측기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일본 GASTEC사의 1회 

용 분석 측정관(no.llHA)을 이용하여 확인 분석을 병행하였다. Nlb의 분석은 

GASTEC사의 1회용 분석 측정관(no.3M)을 이용하여 필요 시 측정하였으며 02, 

S02는 IMR3000P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Ti02 

Fumed 

silica 

NH4V03 5(NH4hO . 12W03 . 5H20 

Dissolution in oxa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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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ination(50<fC ,12hr 

10 히r) 

V205-WOνTi02 

Fig. 4-4. Process flow chart of catalys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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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rlO Coup l e 

뻐55 Flow Controller 

PLC l i 

Control & 뼈11 tor 1 ng Systerl 

Fig 4-5 압~t i C DiogrOM oF Fixed-bed Reoctor Systerl 

본 실험에 앞서 blank test를 위하여 촉매를 채우지 않고 200 oC ,350 oC , 450 0C 에서 

NO를 측정한 결과 NO의 전환율은 측정 오차 범위 내에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 

다. 실험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준비한 촉매 과립( - 25 - + 35#) 6cd겉보기 

밀도 0.73g/cc)를 반응기에 채운 후， 가스 유속은 N2= 10,OOOcc/min, NO=5cc/min, 

NH3=5cc/min, S02= lOcc/min로 고정하고 반응 온도는 170 0C -5OO oC 범위에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3. 침상형 티탄 산화물 제조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공정에서 침상형 티탄산화물 제조는 소성과 황산화반응 

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나 실험 편의상 크게 두 부분 즉 칼륨화합물과 산화티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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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하여 섬유상의 K20 .4Ti02를 제조하는 부분과 이를 황산화 반응시켜 칼륨 일 

부 혹은 전부를 제거하여 침상형 KzO.6Ti02나 산화티탄을 제조하는 부분으로 나 

누어 수행하였다. 

섬유상의 K20 .4Ti02를 제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소성법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황산법에 의해서 제조 시 중간 산물인 미하소(unca1cined) Ti02 슬러 

리를 120 0C 에서 24시간 건조한 시료와 K2C03. KOH를 각각 몰비로 3 : 0.9 : 0.2의 

비율로 섞어 물(무게로 60%정도)로 잘 반죽한 후 120 0C 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였 

다. 시료의 균질화와 소성 후 섬유상 입자들의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건조가 끝 

난 시료를 80#로 분쇄하고 잘 섞어 입자들 간격을 성글게 한 후 소성 시료로 사용 

하였다. 소성 장치로는 수직형 관상로를 이용하였으며 시료는 100뼈 자재 도가니에 

담아 소성하였다. 소성 조건은 시료를 공기 중에서 10 0C/min의 승온율로 1050 0C까 

지 올린 후 3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노냉시켰다. 소성이 끝난 시료를 광학 현미경 

및 전자 현미경으로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시료를 균질화 할 목적으로 -25#로 분쇄 

한 후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균질화된 시료를 이용하 

여 황산화 반응 원료로 사용하였다. 

황산화 반응 장치는 Fig. 4-5를 이용하였으며 촉매 층 대신 황산화 반응시킬 시 

료를 장입하였다. 반응 변수 및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반응 가스로는 S02, 

S02+02, C02를 사용하였으며 Balance 가스로는 N2를 사용하였다. 시료 양은 3g으 

로 고정하고 반응 옹도는 900 - 100WC , 반웅 가스 유속은 100- 1000m.e 범위에서 실 

험하였으며 S02의 분압 및 반웅 시간을 변수로 실험하였다. 

제4절 실험 결과 및 고찰 

1. 황산화 반응에 의한 담체 제조 

가. 반응 메카니즘 

이산화티탄과 황산암모늄의 황산화 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관찰하기 위하여， 이 

산화티탄과 황산암모늄의 혼합시료를 승온율 0.5 0C/min.으로 가열하면서 중량변화와 

결정구조 변화를 조사하였다. 혼합 시료는 다음과 같은 반응식(14)을 가정하여， 이 

산화티탄과 황산암모늄을 화학 당량비(1:2몰)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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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 2(NH4hS04 • Ti(S04h+ 4Nlh + 2H20 (14) 

Fig. 4-6에서 실선 (b)는 온도 상승에 따른 혼합시료(50g)의 중량변화를 나타내 

고， 실선 (c)는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점선 (a)는 혼합시료 중의 황산 

암모늄과 같은 중량(38.5g)의 황산암모늄을 별도로 가열하여 중량 변화를 조사한 결 

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황산암모늄은 410 0C 부근에서부터 급격한 중량 감 

소 즉， 격렬한 분해 반응이 일어나며， 혼합시료의 중량 변화는 이 황산암모늄의 분 

해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25 0C 부근에서 혼합시료의 중량 

변화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황산암모늄의 분해반응이 빨라지기 때문이고， 380 0C 

부근에서 중량 감소율이 주는 것도 황산암모늄의 분해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4-7는 온도 상승에 따른 혼합시료의 결정구조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혼 

합시료가 300 0C 에 이르게 되면， 황산암모늄의 분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완전한 

황산암모늄의 결정구조가 아닌 변형된 회절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가열 온도가 

350 0C 에서는， 앞 절에 기술한 반응식 (9)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NH4hTiO(S04h 

가 다량 생성하고， 중간생성물로 NH4HS04, (NH4)3H(S04h, (NH4hS207 등이 혼재 

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회절가 11S (2 e) 부근에서 나타나는 회절 피 

크(X)는 (NH4hTiO(S04)2의 변형된 형태의 복합 화합물로 생각되며， 과잉의 황산암 

모늄이 존재할 때 발생하기 쉬운 물질로 생각된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이하 화합 

물 X로 표기하기로 하며 다음 항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좀더 반응온도가 상 

승하여 500 0C 에 이르면 반응식 (11)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TiOS04가 생성되지만， 

된다. 400-450 oC 부근에서는 정성적으로 동정이 어려운 생성물 Y가 형성되었다. 

이 생 성 물은 아마도 (NH4)3TiO(S04)2가 TiOS04로 되 기 위 해 NH3와 S03를 상당히 

잃어버린 형태의 생성물이라고 생각된다. 가열 온도가 550 0C를 념게 되면， S03는 

해 리 되 기 시 작하여 anatase형 Ti02가 나타나게 되 고 700 0C 에 이 르면 S03는 모두 

해리 되어 anatase형 Ti02만 남게 된다. 

이상 옹도 상승에 따른 혼합시료의 중량변화 및 결정구조를 조사한 결과， 본 실 

험에서의 황산화 반응에 직접 관여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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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 2(NH4)zS04 • (NfuhTiO(S04)z+ 2NH3 + H20 (9) 

(NH4h TiO( S04)z • TiOS04 + 2Nfu + S03 + H20 (11) 

TiOS04 • Ti02 + S03 (12) 

한편， 이론적 고찰에서 고려되었던， 반응식 (10) 및 (13)의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 

다. 또한， 윗 반응식에는 나타나지 않는 화합물로는， 황산암모늄의 분해 반응에 의 

한 중간 생성물(NH4HS04， (NH4hH (S04)z, (Nfu)zS2Û7)과 (NH4hTiO(S04)z의 변형 

된 복합 화합물 X가 확인되었고 (NH4hTiO(S04)z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 Y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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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X -ray Diffraction Patterns of Mixed Samples 
in the Various n아-I4hS04 Contents at 3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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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황산암모늄의 조성 변화 

황산화 반응에서 혼합시료 중 황산암모늄의 조성에 따른 반응 생성물의 변화 

를 조사하기 위하여 황산암모늄의 조성을 1몰에서 9몰까지 변화시켜 실험을 행하 

였다. 반응온도로는 (~4)31li()(~()4)2의 분해로 발생되는 중간생성물 Y가 나타나지 

않는 온도인 350 0C 와 375 0C를 선택하였다. 반웅온도까지의 승온율은 2 0C/rnin으로 

하였고， 반응온도에서의 유지시간은 2시간으로 하였다. 

Fig. 4-8는 혼합시 료 중 황산암모늄의 조성 이 lmole에 서 7mole인 시 료를 35 

OOC 에서 반응시켜 얻은 생성물의 XRD 분석결과이다.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lmole인 

경우에는 미반응의 이산화티탄의 회절 피크가 관찰되지만 3mole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미반응 이산화티탄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lmole일 

때， 회절선의 대부분은 (~1I4)31li()(~()4)2과 미 반웅 이산화티탄이었고， 

(~1I4h lli()(~()4h의 변형된 복합 화합물 X가 미량 관찰되었다. 또한， 혼합시료 중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미반웅 이산화티탄과 (~1I4h lli() (~()4)Z의 함유량 

은 줄고， 복합 화합물 X의 함유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I4h lli ()( ~()4)2의 X선 회절피크 중 9.8 0 (2 () )의 피크를 황산암모늄 5mole 이상의 

시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생성물 (~1I4h lli ()( ~()4h의 대부분이 화 

합물 X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5mole에서 9mole의 

시료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은 거의 동일하였다. 

Fig. 4-9는 황산암모늄의 조성을 lmole에서 7mole까지 변화시켜， 375 0C 에서 

반응하여 얻은 시료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lmole인 경우 

에 는 (~1I4h lli()(~()4)z의 회 절 피 크와 미 반응 이 산화티 탄의 상당히 큰 회 절 피 크가 

26 0 (2 () ) 부근에서 관찰되고 었다. 이 미 반응 이산화티탄의 회절 피크는 황산암모 

늄의 조성이 2mole이 되면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황산암모늄이 2mole일 때， 

X선 회절 피크는 대부분 (~1I4h lli()(~()4h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화합물 X가 소량 

생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화합물 X는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많 

아져， 5mole 이상에서는 거의 이 화합물 X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Fig. 4-9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50 0C 에서의 반응과 비교하여，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lmole에 

서 3mole사이에 (~1I4)31li()(~()4)2의 형성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 실험결과로부 

터· 반응온도 350 0C 보다는 375 0C 에서 이산화티탄의 황산화 반응이 활발하게 진행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7 mole 이상인 시료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은 거의 동일하였다 

다. 중화반응에 의한 비정질 이산화티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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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험에서 얻은 주 반응 생성물인 (NH4hTiO(S04)z를 물에 용해한 후 암모 

니아수로 중화하여 비정질 이산화티탄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시료는 미 반응 이산 

화티탄의 확인과 결정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을 행하였다. 

Fig. 4-10은 350 0C 에서 황산화 반응을 행한 시료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이 그 

림으로부터 미 반응 이산화타탄은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5mole 이상에서 완전히 사 

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화반응에서 얻어진 이산화티탄은 비정 

질의 결정구조를 보였다. Fig. 4-11은 375 0C 에서 황산화 반응을 행한 시료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인데 미 반응 이산화티탄은 황산암모늄의 조성이 3mole 정도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 결과로부터 이산화티탄의 황산화 반응은 350 0C 보다는 375 0C 에 

서 활발하다고 하는 앞 항의 실험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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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X -ray Diffraction Pattems of Ti02-S Prepar

ed with the Various (NÍf4)zS04 Contents at 350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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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urfoce aræ(m'l'g) of 11α-S on 

the Various (NH4없회 Ccotents at ærc 
킹xl3750C. 

------- 350t 375.C 

1M 277.0 311.8 

2M 379.0 385.3 

3M 385.8 390.7 

5M 387.7 396.0 

7M 386.5 396.5 

9M 383.0 393.5 

이와 같이 중화반응으로부터 얻은 비정질 이산화티탄은， 촉매용 담체의 중요한 

특성인 비표면적이 조사되었다. 그 결과를 Table 4-1과 Fig. 4-12에 나타내었다. 

Fig. 4-12에서 보여주듯이， 비정질 이산화티탄의 비표면적은 황산화반웅이 활발했던 

375.C 에서 얻은 시료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표면적의 최대 값은 황산암모 

늄의 조성이 5mole일 때 나타났다. 그렇지만， 혼합시료중 이산화티탄과 황산암모늄 

의 화학 당량비인 1 2 mole 흔합시료의 비표면적은 최대값의 97%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 반웅 이산화티탄의 존재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Fig. 4-13은 황산암모늄 

5mole인 혼합시료를 반응온도 375 0C 에서 반응하여 얻은 시료의 SEM사진을 보이고 

있다. Fig.4-13 (a)는 파쇄된 입자상태의 표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입자의 표면은 매 

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파단면을 관찰해 보면 Fig.4-13 (b)와 같이 약 100nm 정도 

의 미세한 구형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 비
 

/ 
l 
l 

、

Fig. 4-13. SEM Photographs of TiOz-S Prepared with 7 mole (NH4)zS04 
at375 0C. (a) x2,OOO (b) x l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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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성에 의한 열적 안정성 조사 

다음은 중화반웅으로부터 얻은 비정질 이산화티탄의 소성온도 상승에 의한 비표 

면적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e) 

H (d) 

2&‘’ R’” 
(c) 

286926.RA'" 

(b) 
286925 • RAW 

(a) 

,..'" l~ iO .[~ '~~'E~'ii :fi:: ~ I~J 끼 ‘” ?‘5’ι. ’-
29 (degree) 

Fig. 4-14. X -ray Pattems of Ti02-S Calcined at the 
Various Temperature. 
(a)200.C , (b)300.C, (C)5cxrc , (d)700.C , (e)85CrC 
A ; Anatase Ti02, R; Rutile Ti02 

NOx 제거용 SCR 촉매는 일반적으로 400-500.C 의 온도범위에서 작용하기 때 

문에， 본 실험은 이 온도범위에서 담체의 비표면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4-2에 온도 상승에 따라 비표적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소성옹도에 

서의 시료의 유지시간은 3시간으로 하였다. 소성온도 300.C까지는 300m'/ g 이상의 

높은 비표면적을 보이던 것이 소성온도 500.C 에서 91.9m'/g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소성온도의 상승에 따른 결정구조의화를 알기 위해 X선 회절 실험을 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4- 14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소성온도가 300.C 까지 

는 비정질 결정구조를 갖지만， 비표면적 급격히 감소하는 500.C 에서는 anatase형 결 

정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소성온도 850.C 에서는 결정성이 좋은 anatase형 및 

rutile형 이산화티탄의 결정구조로 바뀌었다. 그리고 850.C 에서 유지시간이 길어질 

수록 rutile형 이산화티탄의 함량이 많아졌다. 

Table 4-2. Surface Area of Ti02-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 

Temp. 

Surface 
Area (m’/ g) 

U 

μ
 



2. 황산티타닐 용액에 의한 담체 제조 (II ) 

1차년도에 황산티타닐 용액으로부터 비정질 이산화티탄을 제조하였다. 이 비정질 

이산화티탄은 높은 비표면적(약 393.5m'/g)을 나타내었고， 소성온도의 변화에 대한 

비표면적의 감소율이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황산티타닐 용액의 불순물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염산 침출법에 의하여 이들 분순물의 제거하고， 이 

불순물이 비정질 이산화티탄의 비표면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가. 철분 제거 실험 

Fig. 4-2에 나타내었던 것처럼， 황산티타닐 용액을 암모니아수로 pH8까지 중화 

하여 비정질 이산화티탄을 제조하였다(이 이산화티탄을 Ti02-AF로 표기한다). 이렇 

게 얻은 비정질 이산화티탄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었다. Table 

4-3에서 알 수 있듯이 불순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Fe 성분으로 

약 16.5wt%가 함유되어 있다. 이외에도 S, Al, Mn, Mg둥의 성분이 불순물로 존재 

하였다. 황산티타닐 용액으로부터 중화반응을 완료한 용액(이산화타탄 수화물 슬러 

리)에 30% HCl 용액으로 pH를 낮추어， 이산화티탄 수화물 중의 불순물을 침출시켰 

다. 각 pH에서 불순물의 함유량 변화를 보면， Fe 성분은 pH4 정도에서 약 1.5wt% 

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S 성분은 다른 금속성분의 감소로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Al 성분은 pH2에서 상당히 감소하였고， Mn 및 Mg 성분도 

pH4에서 각각 초기값의 97%와 71% 제거되었다. 한편， 각 pH에서 침출한 시료를 

재중화 처리하지 않고 수세 · 건조하여 비표면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Table 4- 4). 

초기 (pH8) 393.5m'/g의 비표면적을 보였으나， pH가 낮아짐에 따라 비표면적은 감소 

하였고， pH2에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염산 침출법에 의해 불순물을 제거한 시료를 다시 암모니아수로 재중 

화 처리하여 비표면적이 얼마나 복원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Table 4-5는 pH8로 

재중화 처리한 후， 수세 · 건조한 시료의 비표면적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재 중화 처리에 의한 비표면적의 복원 율은 침출 pH6-pH4의 범위에 

서는 94% 이상이었으나， 침출 pH2-pHl의 범위에서는 70-80% 정도를 나타내었 

다. 한편， 중화 용액 중에 lwt% 이상 존재하던 S 성분은 수세 과정에서 0.05wt% 

이하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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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hemical Compositions of Ti02-AF after HCl Leaching. (wt%) 

싫빨t Ti Fe S Al Mn Mg 

pH8 42.87 16.52 1.29 0.79 0.97 0.066 

pH6 50.90 7.89 1.40 0.99 0.40 0.046 

pH4 55.98 1.54 2.52 0.98 0.016 0.019 

pH2 56.27 1.76 3.29 0.15 0.012 0.015 

pH1 56.52 0.81 4.35 0.08 0.006 0.014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불순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Fe 성분을 고려할 때， 

pH4에서 침출 한다면 비정질 이산화티탄의 비표면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4. Surface Area of Ti02- AF after HCl Leaching. 

pH6 pH2 

1.64 

pH8 pH4 pH1 

Surface Area 
(m2j g) 

393.5 367.5 317.7 213.9 

Table 4-5. Surface Area of Ti02- AF Re-neutralized with 25% NlliOH 
Solution at pH 8. 

---------- pH 6 pH 5 pH 4 pH 2 pH 1 

Surface Area 
잃3.1 374.7 370.6 324.7 껑5.6 (m2j g) 

비표면적 
97.4 95.2 94.2 82.5 72.4 

복원율(%) 

S 
0.043 0.061 0.045 0.037 0.047 (wt%) 

나. 소성에 의한 열적 안정성 조사 

염산 침출법에 의해 pH4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 중화 처리하여 제조한 비정 

질 이산화티탄(Ti02-AF)에 대하여， 소성온도의 상승에 따른 결정구조 및 비표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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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거동을 조사하였다. Fig. 4-12에 온도상승에 따른 결정구조 변화를 나타내 

었다. 그럼에서 알 수 있듯이 500'C까지는 이산화티탄의 결정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700'C 이상에서 결정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차년도에 제조한 비 

정질 이산화티탄(Ti02-A， 불순물 미 제거)의 소성처리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rutile형 이산화티탄의 회절피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은 소성온도의 변화에 따른 비표면적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t:HTable 4-6). 

소성온도의 상승에 따라 비표면적은 감소하지만， 소성온도 500'C 에서도 155.8m'jg 

정도의 높은 비표면적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Ti02-S의 소성처리 실험결과를 

Fig. 4-13에 비교하였다. Ti02-S와 비교하여 소성온도 500'C까지는 Ti02-AF의 비 

표면적 감소율이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u A ’1‘ --(-e) ·iu 

L-^ ZII‘’2 (d) . Rii‘ 

L-.../'、

2 .짧넓“ 

ze6g?(4a). R*H 

29 (야gree) 

Fig. 4-15. X -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02- AF 
Calcined at the Various Temperature. 

(a)200'C , (b)300 'C, (c)500'C , (d)700'C , (e)850'C 

Tab!e 4-6. Surface Area of TiÜ2-AF Ca1cined at the Various 

Temperature. 

Calcination 
Temperature 
Surface Area 

(m'/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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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Surface Area Change of TiOrS and 

TiOrAF Calcined at the Various Temperatl.πe. 

특성 평가 01 
^ 촉매 제조 3. SCR 

슬러리 가수분해 중간 산물인 안료용 TiOz 제조할 때 황산법으로 Table. 4-7은 

황산화법 에 의 하여 제 조한 TiOz를 Fig. 4-4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 촉매의 비표면적을 BET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이다. 

소성을 500.C 에서 실시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탈질 작업이 500.C 이하에 

이루어지므로 이 정도 용도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 경우 비표면적의 비가 

7배 정도임을 알 수 

연구에서 개발한 (NH4)zS04를 

있다. 

촉매 

프르 효￡ 
'--

서 

( m’jg ) 

Pigment TiOz TiOz 

Table 4-7. Surface Area of Catalysts 

Developed 

13.06 92.4 5OQ 'C 

없 

아주 

제조한 촉매는 

잘 발달된 

pe머〈는 볼 수 

이용한 촉매는 

연구에서 개발한 TiOz로 

다
 ι 

촉매 (VZ05)의 두 촉매를 XRD 조사한 결과 조촉매(W03) 및 

있어 서 안료용 TiOz를 

있었으며 효ε '--
/-‘ 
T 

이 

었으며 산화티탄의 결정성에 

아나타제 효!. 
i프 pe밟를 토프λ‘ ..., 。



XRD peak가 매우 넓어 결정립이 아주 미립임을 알 수 있었다. 

Fig. 4-17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Ti02를 이용하여 제조한 촉매와 안료용 Ti02를 

이용하여 제조한 촉매의 탈질 성능을 온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이다. 특히 저온과 

고온에서 탈질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안료용 Ti02를 담체로 이용하여 

제조한 SCR 촉매와 외국에서 제조한 상업용 촉매를 비교한 다른 국내 연구5)에서도 

볼 수 있으며 촉매 제조에 있어서 담체도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결과이다. 

100 • . -- .------
.~- ------.\\ 

• 
80 . ---------. 

。 . -----\ z 
‘- 60 

\ 。

-‘ ;f!.、

‘-투 40 
。

m‘-@ 
20 >

= 。

............ I -.- Pigment TiO o 2 
o 

100 200 300 400 500 

Tem perature (oC) 

Fig. 4-17. Comparison of Catalyst Activities for Pigment and Developed TiOz 

: GHSV=l00,()()() hr기 [NO]=[Nfu]=500 ppm 

4. 침상형 티탄 산화물 제조 

Fig. 4-18과 Fig. 4- 19는 각각 섬유상 티탄산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칼륨화합물과 

산화티탄을 물에 반죽하여 건조한 후 분쇄하여 만든 시료를 1050 0C 에서 3시간 소성 

한 시료의 전자현미경 사진과 XRD 조사 결과이다. 직경이 0.4-0.8μm 정도이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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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30띠n 정도의 섬유상이 잘 발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생성물의 대부분은 

K20 .4Ti02이고 일부가 K20 .6Ti02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K20 및 

fuT때017이 흔적으로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이 시료를 산 가스 처리 출발 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C02 가스로 l000.C 에서 상온까지 처리하였으나 K20 .4Ti02의 

pe하‘가 줄고 K20.6Ti02의 pe와‘는 증가하여 상당량의 K20 .4Ti02가 K20 .6Ti02 

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K20 .4Ti02가 남아 있어 완전한 전환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 ‘ • 
‘ 

‘ 
‘ “ 

‘ ‘ 

29 (아gree) 

Fig. 4-18 SEM Photograph of 
K20. 4Ti02 

Fig. 4-19. X -ray Diffraction Pattems of 1st 
Calcined Sample ( ‘ :K20 . 4Ti02, • : K20 . 6Ti02) 

Fig. 4-20은 N2와 S02가 각각 500mQ!min. , 50mQ!min.이 고 반응 온도가 l000.C 일 

때 반응 시간에 따른 XRD 조사 결과이다. 시료가 3g일 경우 K20 .6Ti02와 

Potassium Sulfites로 반응하기 위 한 S02 당량은 약 110뼈(2분20초)가 필요하나 반 

응 시간이 50분 이상에서 K20 .6Ti02로 전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Fig. 4-21은 N2와 S02가 각각 500mQ!min. , 50mQ!min.이 고， 반웅 시 간이 60분 일 

경우 반응 온도가 900, 950, 1000.C 에서의 반응물을 XRD 조사한 결과이다. 반웅 온 

도가 낮아질수록 황산화 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는데 Potassium 

sulfites와 Potassium titanate 중 낮은 온도에서는 Potassium sulfite가 안정하나 온 

도가 올라감에 따라 Potassium sulfite는 분해 되 기 쉬 운 반면 Potassium titanate가 

열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4-22는 S03를 황산화 반응 가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S02+02를 반웅 가스로 

사용한 경우이다. 반응 조건은 N2와 02를 각각 500mQ!min. , 50m.e!min.로 흘려 보내 

면서 S02는 반응 시간만큼만 흘려 보낸다. S02+02에 의한 황산화 반웅은 대단히 

r 
ι
 



빠르고 거의 순식간에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응 시간이 짧을 경우 가스에 

접촉한 부분은 Potassium 전부가 황산화물로 전환되고 나머지 부분은 K20.4Ti02 

로 남아 있어 불균일한 반응물이 얻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S02 농도를 낯추 

고 balance gas 유량을 늘리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반응물 전체가 K20 .6Ti02인 

균일한 산물을 얻을 수는 없었다. S03 농도 즉 [S02] . [02] 값이 크면 침상형 산화 

티탄 결정들에 금이 많이 가 있는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황 

산화 반응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어 결정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Fig. 4-23과 Fig. 

4-24는 본 연구에서 얻은 침상형 K20.6Ti02와 침상형 산화티탄의 전자현미경 사 

진이다. Fig. 4-24의 경우 일부 결정들이 부서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시료 균 

질화 과정과 K2S04 수세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 

• • • 
28 (degree) 

Fig. 4-20. X -ray Diffraction Patterns of Sulfated Samples with SOz, 
reaction temp.=1000.C , Nz=500m.e;min. , SOz=50m.e;min. 
(a): 아nin. ， (b):30min. , (C):40min., (d):50min. , (e):60min. , (f) :90min. 
( ‘ :KzO . 4TiOz, • : KzO . 6Ti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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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c) 

2e(degree) 

Fig. 4-21. X -ray Diffraction Pattems of Sulfated Samples with SOz, 
Nz=500~/min. ， SOz=50m.e/min. (a):900.C , (b):950.C , (c): l üOO .C 
(‘ :KzO . 4Ti02, • : K20 . 6Ti02, A Anatase, R: Rutile) 

• • 

R 
A 

A ^ 
R R 

--

2e(degree) 

• • (a) 

Fig. 4-22. X-ray Diffraction Pattems of Sulfated Samples with S02,+OZ 
Nz=800~/min.， SOz=l00m.e/min. SOz=l00뼈/min. (a):1.5min., 
(b):3min., (C):15min. ( • : KzO .6TiOz, A Anatase, R: R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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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SEM Photographs of 

K20 . 6Ti02 fiber 

제 5 절 결 론 

Fig. 4-24. SEM Photograph of 

Ti02 fiber 

합성법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에 관한 2차년도 연구로 한국티타늄(주)의 원 

료(일메나이트를 황산으로 증해하여 얻어지는 황산티타닐 용액과 이를 가수분해하 

여 얻은 Ti02 슬러리)로부터 SCR 촉매 담체분말과 침상형 산화티탄 분말 제조 연 

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황산암모늄을 이용한 이산화티탄의 황산화반응의 최적 조건은 반응옹도 37 

5 0C, Ti02와 (NH4)zS04의 몰비 1 : 5이고 이때 주 생성물은 (NfuhTiO(S04)z의 변 

형된 복합암모늄티타닐황산염이었다. 이 조건에서 제조한 이산화티탄의 비표면적 

(396.5m'/g)은 1차 연도의 연구결과(393.5m'/g)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값을 나타내 

었다. 내열 특성은 300 0C까지는 비정질의 결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비표면적 

값이 300m'/g 이상을 나타내었으나， 500 0C 이상에서는 아나타제나 루틸 결정이 나타 

났으며 비표면적 값이 100m'/g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황산암모 

늄을 재사용하는 무 배출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황산티타닐 용액으로부터 비정질 산화티탄(1차년도 Ti02-A)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세 (acid-washing) 조건은 pH4가 적당하였으며 이때 Fe성분은 

1wt% 이 하， Al 성 분은 O.lwt% 이 하， Mn 및 Mg 성 분은 O.01wt% 정 도까지 제 거 할 

수 있었다. 염산 침출 시 pH가 낮을수록 불순물의 제거율은 증가하였으나， 비정질 

Ti02-A의 비표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재 중화 처리에 의하여 비표적 

은 94% 이상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산화티탄 

(Ti02-AF)는 500 0C 에서 Ti02-S에 비교하여 높은 비표면적C155m'/g) 값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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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성은 우수하였으나 점성이 없어 성형체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촉매 

담체로는 이산화티탄을 황산암모늄으로 황산화반응을 통해 얻어진 산화티탄 

(Ti02-S)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촉매 담체 (TiOrS)와 안료용 이산화티탄을 이용하여 

SCR 촉매를 제조하여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표면적에서 약 7배 정도 넓고， 동일 

조건 에 서 탈질 성 능은 저 온(170-200 oc ) 및 고옹(4oo-5oo 0C) 영 역 특성 이 우수(3-4 

배)하였다. 이는 안료용 이산화티탄을 촉매 담체로 이용한 국내 다른 연구에서 국내 

개발품이 외국 제품에 비하여 저온 및 고온 특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설명해주는 결 

과로 사료된다. 

4) 단일 소성만으로 침상형 티탄산염 및 산화티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침상형 

K20 . 4Ti02를 제조한 후 이를 S02 및 S02+02와 9oo-1000 0C 에서 반웅시켰다. 반웅 

온도 1어OOC ， S02 농도 10vol%, 반응시간 50분 이상에서 균질한 K20 . 6Ti02를 제 

조할 수 있었다. S02+02 즉 S03에 의한 황산화반웅은 너무 빨라 반응 산물에 균 

열이 생기고， 균질한 K20 .6Ti02를 제조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S03 농도 lvol%, 

반응온도 l000 oC, 반응시간 2시간 이상에서 균질한 침상형 산화티탄을 제조할 수 

있었다. 황산화법에 의한 침상형 티탄산화물 제조 공정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방법으로 특허 출원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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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내화기능성 분말활용 기술개발 

제 1 절 서론 

농촌 및 소도시의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고가이며 협소한 토지의 적극적인 

활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등 

의 고층화 및 대형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물의 고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은 시공기간이 길고 자중이 크며 공간점유율이 큰 것 동의 문제점이 있어서 철골 

구조물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골 구조물의 장점을 열거하면， 반영 

구적인 내구성과 시공이 간편하며 시공기간이 절반정도로 단축되고 자중이 적고 전 

용공간이 확대되며 일정온도 이내에서의 내화성 및 내진성이 우수한 것이다. 

그러나 철골 구조물은 화재발생시 고열에 의해 그 온도가 약 550 0C 이상으로 숭 

온되면 상온 강도의 1/2이하로 강도가 저하되기 시작하며 건물 붕괴 위험성이 대두 

되어 큰 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십 mm 두께의 내화 기능 

재료를 피복시켜서 철골 구조물의 온도상승을 지연시켜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면을 주골재로 하는 내화피복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공 

시 분진이 비산해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다짐작업을 해야 하여 강도 및 표면경도 

가 낮아서 시간경과에 따라서 계속 암면의 비산현상이 발생， 주거환경을 악화시키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시 분진비산을 억제하고 인체에 무해하 

며 강도 및 표면경도가 높고 기타품질 및 내화성능 퉁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가격경 

쟁력을 갖춘 내화피복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복재 구성요 

소 중 가장 중요한 각종 점결재용 분말원료의 특성평가 및 공정개발이 중요하다. 

고층건물이나 산업용 철구조물은 화재발생시 붕괴위험성이 있으므로 내화피복재 

로 처리해야 되며 국내는 그 역사가 일천하여 기술개발이 저조한 상태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석면 및 암면 동의 인체에 대한 유해물질을 사용치 않는 기술이 필요하 

고 부착력， 표변경도 및 강도가 큰 피복재의 개발 및 시공성이 우수하고 가격경쟁 

력을 갖춘 피복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 · 산업적 측면에서는 화재발생시 귀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의 방지히고 내식처리에 의한 구조물의 수명연장이 필요하다. 사 

회 · 문화적 측면에서는 고층건물 및 산업용 철구조물에 대한 재난방지 및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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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개발의 범위는 문헌조사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하고， 주골재로서 인체 

에 유해한 석변 및 암면을 사용치 않고 퍼라이트 및 질석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 외국기술의 응용에 의한 국내화 기술을 개발하고 내화피복재에 대한 기 

반기술 실험 및 실험실 규모의 실험의 최적조성 제시한다. 

제 2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이론적 고찰 

국외에서도 학술지 관련 문헌은 많지 않으며 주로 특허와 관련된 것이 많은 편이 

고 따라서 그 조성성분이 아주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학술지 관련 문헌은 전무하고 

특허가 약 10건 정도 출원 및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암면을 주골재로 하고 점결제로서 시벤트를 사용한 제품이 국내시장 

을 거의 독점해 왔으며 최근에 수개 회사에서 퍼라이트 및 질석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중에 있어서 품질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본란에서는 

주로 선진외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내화기능성 피복재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경량단열 및 내화기능을 발휘하는 주 

골재， 주골재를 상호 연결시켜 주는 점결제 및 피복재 적용시 초기 강도를 발휘해 

서 흘러내림을 방지해주는 경화제가 주요 성분이며 그 밖에 강도 보강용으로서 각 

종 유기 및 무기섬유， 흡열재， 경량화재 및 경도와 강도 보강재가 있으며 기타 각종 

첨가제가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편의에 따라서 분류해 본 것이며 각종 첨가제뿐 

만 아니라 주요 성분에서도 생략되거나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석고나 점토같은 경우에는 주골재와 점결제 역할을 겸하기도 하며 경도 및 강도보 

강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속경성 시멘트의 경우에는 경화제가 생략되기도 한다. 주 

골재로서， 선진국에서는 석면 및 암면을 사용치 않고 규회석 (Wollastonite) ， 석고 

(Gypsum) , 질 석 (Venniculite) , 퍼 라 이 트(Perlite) ， 해 포석 (Sepiolite) , 점 토(Clay) ， 규조 

토(Diatomite) ， 각종 발룬(Balloon) ， 분쇄된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및 폴리스티 렌 

(Polystyrene)등을 1종이상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질석이나 퍼라이 

트를 단독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결제는 내화피복재 전체의 물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성분이며 

각종 수경성 시멘트， 플라이 애쉬， 석고， 규산소다 및 규산칼륨 둥의 각종 알카리 

금속 규산염 (Silicate) ， 각종 세라믹졸， 인산염， 수용성이나 유성 유기 점결제 등이 

-64-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상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종 이상을 병용하는 경 

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나 규산소다 등을 단독 사용하고 있다. 

경화제는 피복재를 시공시， 초기에는 점결력이 약해서 피복재가 흘러내리는 현상 

이 나타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수경성 시멘트용 경화제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나 타 점결제용 경화제는 특허문헌 

에 따라서 복잡다양한 실정이다. 

점결제 및 경화제 역할을 보강하기 위하여 펄프섬유나 폴리에스테르섬유 및 아크 

릴섬유 등과 같은 유기물섬유와 유리섬유 탄소섬유 암면 및 각종 세라믹섬유 등과 

같은 무기물섬유를 사용하며 국내에서도 몇가지 이용하고 있으나 다양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흡열재는 화재 발생시 약 50-1000 0C 범위에서 수증기나 탄산가스 등을 발생하거 

나 분해에 필요한 열을 흡수함으로써 주변의 열을 흡수 및 차단시켜서 피복재의 온 

도상승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AIF3, Ca(OH)z, CaC03, 제2 인산칼슐， 

CO(OH)4, 붕사， Mg(OH)z, Al(OHh, NaHC03, 미팽창질석 및 Mg계 함수규산염 

(Attapulgite)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흡열물질을 이용하고 있 

는 수준이다. 

경량화재는 단열성을 제고시키거나 시공초기에 내화피복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사용하며 가공형성제 및 기공안정제가 있고 액상중의 이온에 따라서 비 

이온성， 음이온성， 양이온성 및 양성이온성으로 구.분한다. 주로 액상 즉 점결제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며 국내 제품에서는 미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도 및 강도 보강재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섬유와 흡열재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착색안료와 같을 수도 있다. 고령토， 점토， 활석， 벤토나이 

트， CaC03, Ab03, Si02, Zr02, ZrSi04, BaS04 및 규조토 등과 같은 세라믹 분말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첨가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피복재 중량을 증가시키 

므로 신중하게 선정，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기타 첨가제로서는 착색안료， 방청제， 항균제， 증점제 및 분진방지제 등 

이 있고 내화 피복재의 물성상 펼요한 경우에만 첨가하면 되는 성분들이며 필수성 

분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수용성의 경우에 증점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약 30년 정도의 장구한 개발역사를 갖고 있어 

서 다양한 조성과 고품질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며 주골재의 자중을 더욱 감소시 

키고 자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자원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며 점결제 상호간의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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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하여 2종 이상의 점결제를 동시 첨가하는 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이러 

한 병용 첨가 현상은 주골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경화제 및 첨가제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면서 시공성을 높이고 단열두께를 감소시키며 가격을 저하시키는 기 

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80년대 말경부터 암면을 주골재로 사용하고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점결제로 활용하는 제품이 국내시장을 거의 독점해 왔으며 ’97년 말경부터 암면이 

아닌 타골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품질수준이 낮고 조성 

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 3 절 실험 방법 

석고는 이미 1차년도에 실험했으며 점결제 역할을 겸하고 경화제를 첨가하지 않 

아도 시공시 흘러내림이 방지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도 및 강도가 낮고 특히 

전단강도가 낮아서 모서리부분이 쉽게 파괴되는 단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점토는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으며 점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조적인 골 

재로만 첨가한다. 규조토 규회석 및 해포석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첨가제 

개념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발룬 골재는 국내에서 시판되 

지 않거나 구입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폴리우레탄보다는 폴리스티렌이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허 문헌에 의하면 단독보다는 타 골재와 병용하는 경 

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퍼라이트(삼손 퍼라이트 제 

품， 3Ømm이하)를 주골재로 선정， 실험했으며 폴리스티렌(비중 약 0.015， 3Ømm이 

하)의 첨가실험을 행하였다. 

점결제에 관해서 제2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점결제의 선정과 그에 따른 

경화제의 개발은 내화 피복재의 물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플라이 애쉬는 충분히 실용화되지 않아서 구입이 용이치 않으며 일반 시 

벤트(쌍용， 포틀랜드 시벤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점결제로서의 석고는 단독 사용시 전단강도가 부족한 문제점을 갖고 있 

다. 규산소다(신흥규산소다 몰비 3.2)는 거의 일반 시멘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선진국에서 이를 사용한 적지 않은 특허가 개시되어 있지만 국내 

에서는 H형강에 Primer로 사용된 광명단 도료와의 계면에서의 부착강도가 약해서 

박리현상이 발생， 개발에 실패한 예가 있다. 규산칼륨(신양화학， 몰비 3.0)은 내흡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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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우수하지만 규산소다보다 약 2배 정도로 가격이 비싸며 점결력이 약한 것이 

흠이다. 세라믹 졸중에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 

로는 Silica 졸(SiOz 함량 30%, 일본의 일산화학)과 Alumia 졸이 있으며 둘다 내 열 

성이 우수한 반면 점결력이 충분치 못하고 Alumia 졸의 경우에 점도가 커서 사용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비실험 결과 확인되었다. 인산염중에서는 인산알루미늄 

(자체 제조 및 중원화학)이 대표적인 물질이며 내열성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고가 

이며 상온에서는 흡습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예비실험 결과 밝혀졌다. 

유기 점결제는 수용성 및 유성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일부 

품종에서는 가열시 과다한 연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점결력이 강해서 경도 및 강 

도를 높여주고 특히 시멘트나 석고 점결제의 단점인 충격강도를 제고시켜주며 H형 

강과의 부착강도를 만족시켜주는 장점이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이에 관한 다양한 특 

허가 개시되어 었다. 그 중에서 2차년도에는 Polyvinyl 외cohoI{시중 일반품， 백색 

미분)， Ethylene- acryl-vinyl acetate terpolymer의 2종(시중 일반품， EAa 1 고형 

분 50% 이상， 점도 700 -1300 cps, EAa 2 고형분 50% 이상， 점도 1700-2300 

cps) 및 Amide-vinyl chloride-ethylene terpolymer(시 중 일 반품， VEL, 고형 분 50%, 

이상， 점도 25-150 cps)에 관해서 실험하였다. 

경화제는 점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주 다양하고 흡열재와 경도 및 강도 

보강재와 겸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므로 특허문헌에서도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시벤트용 경화제로 사용한 것으로는 시카 코리아사의 Sigunit 3( 액상)， 

Rapid( 액상)， Sigunit 2( 백색 미분) 및 Sigunit l(백색 미분)이 있으며 세건기업의 

SSL-S(Silicate계， 액상)， SSL- A(Na aluminate계， 액상) 및 SSP(Aluminate계 백색 

미분)가 있다. 그 밖의 점결제 관련 경화제는 흡열재와 경도 및 강도 보강재에 언급 

되어 었다. 

보강용 섬유에 관해서는 유기물섬유나 유리섬유가 종종 사용되며 다른 무기물 섬 

유는 환경문제를 야기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이어서 잘 사용되지 않고 이의 

첨가실험에 관해서는 3차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 흡열재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이 Al(OHh(공업용， 일본 주우화학)이며 그 밖에 Ca(OH)z(시약급， 일본 고순도화 

학)， CaC03(시약급， 일본 고순도화학)， NaHC03(시약급， 일본 약리화학) 및 

Alz(S04h . 14HzO(시약급， 일본 고순도화학)를 선정， 실험하였다. 이 때의 분해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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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HOHh • Alz03 + 3H20 

CaC03 • CaO + C02 

2N라IC03 • N a20 + H20 + 2C02 

Alz(S04h. 14H20 • Alz( S04h + 14H20 

경량화제는 기공형성제와 기공안정제로 분류되며 전자로서는 Polyoxyethylene 

phenyl ether(반투명풀상， 공업용)， Sodium dodecyl sulfate(시약급， 백색 미분)， 

Sodium a sulfonate(연황색 액상， 시 약급) 및 Alcohol ethoxy amide sulfonate(풀 

상， 공업용)를 실험하였고 필수성분이 아닌 후자는 Coconut triethanol amide( 액상， 

공업용)를 선정， 실험하였다. 

경도 및 강도 보강재는 Ti02(공업용， 3μm 이하)， Al203(공업용， 일본 주우화학)， 

Si02(공업용， 한국화인세라믹스， FS 1100), ZnO(공업용， 한일아연화)， Zr02(시약급， 

일본순정화학) 및 ZrSi04(시약급， 일본순정화학)를 첨가， 실험하였다. 

또한 기타 첨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했으며 CMC(공업용， 3때 이하) 및 Polyvinyl 

머cohol(시판공업용， 3fL111 이하)를 실험하였다. 

실험방법은 1차년도 보고서에 이미 언급되어 있으며 그 밖에 급결성의 판단은 피 

복재를 강판에 도포시 일부부위(약 20X2Omm)를 가능한 한 높게 피복시킨 후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과 테프론 용기 (500ml 용량)에서 통일량의 피복재를 투입한 

후 즉시 이를 180'。 회전시킨 다음 피복재가 흘러내리는 길이를 측정， 결정하였다. 

제 4 절 실험 결과 및 고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복재 구성요소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점결제이므 

로 그 분류에 따라서 기술할 것이며 시멘트계부터 인산알루미늄계까지는 무기물계 

이고 그 후의 것은 유기물계 점결제이다. 

1. 시벤트계 

시멘트계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시멘트:물:퍼라이트의 비율이 1 :0.6 - 3.0:0.3 - 2.2 

로서 그 범위가 너무 다양하다. 그 이유로서는 주골재의 비중， 품질， 비표면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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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등이 다르고 시멘트와 물의 첨가량도 판단기준이 뚜렷치 않으며 혼합시간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지고 기타 첨가제인 각종 분말(경화제， 흡열재 및 체질안료 동) 

및 섬유 동의 종류와 첨가량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 멘트 100%, 퍼 라이 트 45%, 물 270% 및 CaC03 20% 또는 Al(OHh 20%를 첨 

가한 조성물중의 일부에서 초기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1년간 상온 방치시 일부 부위 

에서 점결력과 강도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균열 및 박리현상이 나타났 

다. 따라서 시멘트 첨가량을 증가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퍼라이트 45%(100% 개념이 아닌 중량부임) 및 물 270%에 시멘트 첨가량을 140, 

180 및 220%로 변화시켜서 실험하였다. 강판과 피복재와의 계면에서의 Wetting현 

상이 140%에서는 거의 없고 유동성이 작으며 약간 푸석푸석한 상태를 나타냈으나 

시멘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반대의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220%에서 거의 적당 

한 상태를 보여 주었다. 최소한 1개월이상 실온 방치후 측정한 표면경도는 70A, 

70A 및 80A와 80C. 85C 및 90C로 약간씩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경 

도치는 C값에서도 전(40-70C)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A 경도값(1O-40A)이 대폭 향 

상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번에는 시벤트 첨가량을 150% 그리고 퍼라이트 양을 45%로 고정시키고 물량 

을 270%, 310% 및 350%로 변화시켜서 실험하였다. 물량이 270%일 때는 약간 푸 

석푸석하고 골재 및 계면에서의 Wetting이 거의 안되는 상태이며 미세균열(O.5mm 

폭 X4아nm길이)이 수개 관찰되었다. 물을 350% 첨가시에는 Wetting이 약간 과다한 

상태이었고 미세균열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면 경도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물 

첨 가량의 증가에 따라서 5OA. 60A 및 70A로 증가했으며 C 경 도값은 3종 모두 동 

일하게 70C를 나타내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도값은 앞의 세 시편보다 

뚜렷이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시멘트， 물 및 퍼라이트의 첨가비율이 적절치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는 시멘트 첨가량(150%)과 물 첨가량(320%)을 고정시키고 퍼라이트 첨가 

량을 30%, 45% 및 60%로 변화시켜서 실험했더니 표면경도값이 앞의 조성들보다 

뚜렷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퍼라이트 첨가량은 약 45%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시멘트양(170%)과 퍼라이트(45%) 첨가량을 고정시키고 물양을 

250%, 280% 및 31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했더니 표면경도 특히 A 경도값이 뚜 

렷이 상승되었고 3종 모두 후막부 형성이 잘 되었으나 250% 첨가시에는 액상 부족 

현상을 나타내어서 계면 Wetting이 충분치 못했으며 미세균열 결함이 몇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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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벤트 양을 130%로 고정시키고 퍼라이트 양을 45%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물 

첨가량을 230%, 270% 및 310%로 변화시킨 조성은 세시편 모두 표면경도값이 상대 

적으로 낮아서 시멘트 양이 적당치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시멘트 첨가량을 150%, 

180% 및 210%로 대폭 증가시키고 물양(250%)과 퍼라이트 양(45%)을 고정시켰더 

니 3종 모두 경도값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으나 액상이 약간 부족해서 푸서푸석한 

상태를 나타냈고 강판과 피복재사이의 계변에서의 Wetting이 충분치 못한 단점을 

노출하였고 또한 미세균열(?)이 시벤트 첨가량이 150%와 180%인 시편에서 2-3개 

나타났다. 

이번에는 물양을 증가(300%)시키고 시멘트 양을 150%. 175% 및 200%로 변화시 

켰더니 경도값이 전반적으로 약간 낮아졌고 백화현상과 유사한 것이 발생했으며 후 

자의 시편에서는 Wetting이 적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에 기술하는 9종의 시편은 퍼라이트 첨가량을 45%로 고정시키고 시멘트와 

물 첨가량의 비율을 1: l.6, 1:2 그리고 1:2.4로 변화시키면서 시멘트와 물양의 합계를 

400% , 450% 및 500%로 변화시키는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1: l.6 비율에서는 전반 

적으로 액상 부족현상을 약간 나타내어서 퍼라이트와 계면 Wetting이 충분치 못했 

으며 표변경도값은 60-70A 및 75-80C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2개월 

경과후에도 균열과 박리결함이 발생치 않았다. 1:2 비율의 시편에서는 400% 첨가시 

피복재 자체 및 계면에서의 Wetting이 충분치 못했으며 500%에서는 약간 과다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유동성이 다소 양호해서 후막부 형성이 충분치 못했으며 경도값 

은 60-70A와 70-90C로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균열 및 박리 그리 

고 백화현상에 관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1:2.4 비율에서는 400%시 액상 부족 

상태를， 500%에서는 액상 과다상태를 노출하였고 유동성이 뚜렷이 증가해서 피복재 

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 후막부형성이 잘 안 되었으며 상기 3종의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 순수 시멘트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 Table 5- 1이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결정이 쉽지 않지만 발생한 제반 현상과 표변경도치 등을 고려시， 적정 조 

성치로서는 시멘트 150-170%, 물 300-320% 및 퍼라이트 45%인 시편을 선정하였 

다. 또한 시멘트 160%, 물 325% 및 퍼라이트 45%에 Alz03, Zr02, ZrSi04, Al(OHh, 

Ti02, CaC03, 및 Ca(OH)z를 30% 첨 가， 실 험 했으며 표면 경 도치 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뚜렷한 개선효과는 냐타나지 않았고 그 밖의 특이한 현상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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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5- 1 Experimental compositions of cement system (wt%). 

퍼라이 
기타 

퍼라이 
기타 

시멘 E 딛 ~ 경도치 현상 시멘 E 물 경도치 현상 
E E 

종합 종합 

140 70A. 80C 270 50A. 70C 

180 270 45 70A, 85C 150 310 45 60A. 70C O 

220 80A, 90C O 350 70A, 70C 

30 60A. 75C 250 60A, 75C 

150 320 45 60A, 80C O 170 280 45 80A. 85C 

60 55A. 70C 310 75A. 80C O 

230 35A, 60C 150 70A, 80C A 

130 270 45 60A. 75C 180 250 45 80A, 85C A 

310 55A, 70C O 210 70A,9OC 

150 60A, 70C 153.8 246.2 60A, 75C 

175 300 45 70A. 80C A 173.1 276.9 45 70A, 80C 

200 70A. 80C a 192.3 307.7 65A, 75C O 

133.3 266.7 60A, 70C 117.6 282.4 65A, 75C 

150 300 45 70A, 90C A 132.4 317.6 45 70A. 75C O 

166.7 333.3 70A, 80C A 147.1 352.9 60A, 80C 

2. 규산소다계 

알카리금속 Silicate중에서 규산소다는 제일 염가<150원/kg)이고 유통구입이 용이 

하고 점결력이 우수하나 내흡습성이 약하다. 퍼라이트 첨가량을 100%로 고정시키고 

규산소다를 80%, 140% 및 200%로 변화시켜서 첨가했더니 액상의 점도가 커서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충분한 혼합이 일어나지 않았고 규산소다가 일부 부위에서 뭉 

쳐있는 현상이 발생 ， 표면경도값이 5-40A 및 30-70C로 아주 불규칙하게 나타났 

고 200% 첨가한 시편에서는 백화현상이 약간 관찰되었다. 

퍼라이트 첨가량을 100%로， 물첨가량을 30%로 고정시키고 규산소다를 60% , 

100% 및 14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했다. 규산소다는 물 첨가가 불필요한 점결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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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점도를 조절해서 짧은 혼합시간(약 5분 이내)에 균질혼합물을 얻기 위해서 첨 

가한 것이다. 규산소다 60%의 경우에는 액상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자체 및 계면에 

서의 Wetting이 충분치 못했으며 균열 및 박리결함이 없었으며 표면경도치는 10-

20A 및 50-65C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140% 첨가시에는 Wetting현상이 약간 

나타났으나 유동성이 거의 없어서 후막부 형성이 잘 되었고 균열과 박리결함은 나 

타나지 않았으며 경도치는 40-65A 및 50-75C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상기 조성에서 규산소다만을 130%, 160% 및 190%로 변화시켜서 실험 

했더니 전자의 경우에는 피복재 자체 및 계면에서의 Wetting이 충분치 못하였고 유 

동성이 거의 없어서 후막부 형성이 양호한 편이었으며 160%에서는 액상이 약간 부 

족한 경향을， 190%에서는 약간 과다한 추세를 나타냈다. 세 시편 모두 1개월 실온 

방치시 균열 및 박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고 경도치는 40-75A 및 60-85C로 나 

타났으며 일부 측정부위에서는 불규칙한 값을 나타내었다. 

퍼라이트 첨가량을 100% 그리고 규산소다 첨가량을 150%로 고정시키고 균질혼 

합과 점도조절을 위해서 물을 30%. 60% 및 9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더니 

60%의 경우에 제반 현상 및 표면경도치 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산소다 

계의 적정조성으로서 퍼라이트 100% 규산소다 140-160% 및 물 60%를 선정하였 

다. 

또한 규산소다와 시벤트를 병용 첨가하는 실험을 6종의 조성에 대해서 실험하였 

으나 규산소다의 희석에 상관없이 두 물질을 혼합시 즉시 Gel이 생성되었고 이 Gel 

은 딱딱하고 점결력이 없어서 병용실험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 규산칼륨계 

규산칼륨은 규산소다보다 내흡성이 우수하고 백화현상이 거의 없지만 가격이 2-

3배로 고가이고 특히 점결력이 부족한 것으로 실험결과 밝혀졌다. 

예비실험 결과 규산소다보다 점도가 낮아서 물을 첨가하지 않고 규산칼륨만을 

80%, 140% 및 200%로 변화시키면서 퍼라이트를 100% 첨가하여 실험했더니 앞의 

두 시편에서는 액상부족으로 Wetting이 충분치 못했으며 200% 첨가시에는 간신히 

Wetting이 될 정도였으며 유동성이 낮아서 후막부 형성이 세 시편 모두 양호하였 

다. 표면경도치는 15-35A 및 45-65C로 규산소다보다 경도범위가 축소됐지만 양 

호하지는 못하였다. 

퍼라이트 첨가량을 100% 그리고 규산칼륨을 180%로 고정시키고 물 첨가량을 

20%, 50% 및 80%로 변화시킨 시편에서는 전자의 경우 약간의 액상 부족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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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에서는 액상 과다상태를 나타냈으며 50%에서는 피복재 자체 및 계면에서의 

Wetting현상이 충분하고 유동성이 약간 있어서 후막부 형성이 충분치 못했으며 세 

시편의 경도치는 25-40A 및 50-75C로 앞서보다 약간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퍼 라이 트를 100%로， 규산칼륨을 150%로 고정 시 키 고 물을 30%, 50% 및 70%로 

변화시킨 시편에서는 단시간내에 균질혼합이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경도값이 낮 

았고 규산칼륨 210%에 물을 20%, 40% 및 60%로 유지한 조성에서는 표면경도치가 

약간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 범위가 넓어졌고 20% 시편에서 미세균열 

(O.5mm폭 x20mm길이)결함이 2-3개 발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시 퍼라이트 

100%, 물 30% 그리고 규산칼륨 180-190%가 적당한 조성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시 

벤트와 접촉시 점결력이 없는 Gel이 발생， 병용 첨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 

었다. 또한 두 Silicate계 점결제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충격에 약해서 모서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 Silica 졸계 

Silica 졸의 점도는 규산소다보다 낮아서 물을 첨가하지 않고 실험에 착수하였다. 

퍼라이트 100%에 Silica 졸을 100%, 150% 및 20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했더니 앞 

의 두 시편에서는 액상부족으로 푸석푸석해서 균일한 두께의 피복층 형성이 곤란했 

으며 200%의 경우에만 어느 정도 형성이 가능했다. 다시 그 양을 170%, 210%와 

250%로 변화시키면서 첨가했더니 170%에서는 피복재 자체 및 계변에서의 Wetting 

이 부족하고 250%의 경우에는 약간 과다한 편이었으며 유동성이 있어서 후막부형 

성이 잘 안되었고 210%에서는 거의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였고 세 시편의 표면경도 

치는 1O-30A 및 25-65C로서， A경도값은 낮고 C경도값의 폭이 컸으며 동일 시편 

내에서도 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는 점도가 커서 단시간내에 혼합 

이 잘 안되고 점결제가 편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물 첨가량의 변화실 

험을 수행하였다. 

퍼라이트 100% 및 Silica 졸 150%를 고정시키고 물을 10%. 40%와 70%로 변화 

시켜서 실험했더니 40%의 경우에 표면경도치가 25-40A 및 55-65C로 최대 경도 

값이 앞의 시편과 유사하면서 그 변화폭이 축소됐음을 알 수 있었고 거의 균질혼합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10%의 경우에는 Wetting 부족현상을， 70% 첨가 

시에는 액상 과다현상이 약간 나타났다. 

퍼라이트를 100%로 고정시키고 Silica 졸 180%에서 물을 10%, 30%, 50%로 변화 

시킨 조성과 Silica 졸 210%에 역시 물을 10%, 30% 및 5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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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와 상기 결과를 종합판단시 Silica 졸에서의 적당조성은 퍼라이트 100%, 물 

40% 및 Silica 졸 170%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조성에 물 10%를 더 첨가하 

고 Al(OHh, AlZ03, TiOz, Ca(OH)z, CaC03, SiOz, Zr02 및 ZrSi04를 30% 첨 가해 서 

경도 제고실험을 수행했으나 뚜렷한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인산알루미늄계 

퍼라이트 100%에 중원화학제품의 인산알루미늄 첨가량을 100%, 150% 및 200% 

로 변화시키면서 첨가하였더니 단시간내에 혼합이 비교적 균질하게 이루어져서 경 

도값의 폭이 15-30A 및 35-55C와 같이 작었으나 그 값이 낮고， 점결력이 부족하 

며 끈기가 없었다. 따라서 물을 첨가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체 제조된 인산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상기와 동일 조성으로 실험했더니 보다 양호 

한 물성을 나타냈으며 표변경도값도 30-60A 및 50-85C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폭이 넓고 동일시편에서도 측정부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므로 물 첨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퍼라이트 100%에 물을 30% 그리고 인산알루미늄을 150%. 180% 및 210% 첨가 

했더니 앞의 두 시편에서는 피복재 자체 및 피복재와 소지와의 계면에서의 Wetting 

이 충분치 못했으며 210%에서는 약간 과다한 현상을 나타내서 유동성이 있었고 후 

막부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 이 때의 표면경도치는 45-65A 및 55-80C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그 밖에 퍼라이트 100%와 물 50%에 인산알루미늄을 150%, 170% 및 

190% 첨가한 조성과 퍼라이트 100% 및 물 70%에 인산알루미늄을 130%, 150% 및 

170% 첨가한 시편에서 상기 세 시편과 유사한 상황과 경도값이 나타났으며 적당한 

조성으로는 퍼라이트 100%에 불 60%와 인산알루미늄 150% 정도가 될 것으로 판 

단되었다. 또한 특이한 현상으로서는 시편을 실온에 1개월이상 방치시에도 표면에 

약간 습기가 존재하는 것이 느껴졌으며 건조로에서 약 200 0C로 3시간 건조시킨 다 

음 표면을 관찰했더니 습기가 소멸하고 표변경도값이 건조전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이를 다시 약 1개월 실온방치후 관찰했더니 표면에 습기가 다시 존재하는 것이 관 

찰되었다. 결국 내흡습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6. EAa계 및 시벤트 병용실험 

PV alcohol을 점결제로 사용시 9종의 시편실험을 행했으나 점결력이 낮고 표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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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값이 불량해서 타 점결제와의 병용실험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다. 

EAa계는 점도와 용도가 다른 2종을 실험했으며 EAa1은 낮은 점도의 것을， EAa2 

는 높은 점도의 것을 나타낸다. 퍼라이트 45%, EAa1 150%에 물을 50%, 150% 및 

250%로 변화시켜서 실험했더니 150% 첨가시 Wetting이 적당하고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이때 세 시편의 표면경도값은 1O-40A 

및 25-55C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피복재 상호간에 점성이 있고 강판과의 계 

면에서의 부착강도 및 모서리 부분에서의 충격강도가 무기질계 점결제와는 달리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라이트 첨가량을 45% 물 150% 그리고 EAa1을 100%, 140% 및 180%로 변화 

시킨 시편에서 140% 첨가시에는 액상이 약간 부족해서 Wetting이 충분치 못하고 

180%의 경우에서는 약간 과다한 편이었다. 이때의 표면경도치는 20-40A 및 40-

55C로 앞의 세 시편과 거의 유사했으나 그 폭이 많이 감소되어서 거의 균질혼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유사한 실험을 6종 더 수행함으로써 퍼라이트를 

45%로 고정시 EAa1과 물의 첨가비율을 거의 동일한 양으로 유지하면서 그 합계가 

약 320% 정도인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멘트계와 EAa계의 장점을 상호 구현시키기 위해서 병용첨가 실험을 수행했으 

며 퍼라이트를 45%로 고정시키고 EAa1:시멘트의 비율을 1:2. 1:1 그리고 2:1로 변 

화시키면서 두 점결제의 합을 190%로 유지하고 전자의 비율에서는 물양을 210%, 

240% 및 270%로 실험하고 중간의 비에서는 220%. 260% 및 300%로 변화시키고 

후자에서는 210%, 240% 및 270%로 변화， 첨가실험을 행하였다. 9종 모두 균열과 

박리와 같은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2Ømm 크기의 기포가 각 시편마다 약 

107B 관찰됐으며 계면에서의 부착강도와 모서리부분에서의 충격강도가 훨씬 개선되 

었고 백화현상이 발생치 않았다. 표변경도치를 살펴보면 1:2 비율에서는 65A와 80C 

로 균일한 값을， 1:1 비율에서는 55-70A 및 70-75C를， 2:1 비율에서는 60-70A 

및 75-80C를 나타내어서 물 첨가량이 변해도 경도값이 아주 균일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에는 EAa2계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Table 5-2는 퍼라이트를 45%로 고정 

시킨 후 EAa2와 물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것이며 표변경도는 역시 최소 

한 l개월이상 실온방치후 측정한 것이고 4 또는 O 표는 균열 및 박리와 같은 결 

함 발생과 유동성의 적당여부 그리고 피복재 제조시 피복재 자체 및 피복재와 강판 

과의 계변에서의 Wetting현상의 적절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며 두 A의 경우 

에는 그 중간값이 적당함을 의미한다. 

π
 ω 



Table 5-2 Experimental compositions of EAa2 system (wt%). 

기타 기타 

EAa2 물 경도 현상 비고 EAa2 딛 r그~ 경도 현상 비고 

종합 종합 

50 40A, 60C 100 100 25A, 55C 

150 150 40A, 50C A 140 140 30A, 50C 

250 15A, 35C A 180 180 35A, 55C O 

120 40A, 55C 120 25A, 45C 

160 160 40A, 55C A 160 160 45A, 50C O 

200 35A, 50C A 200 40A, 55C 

110 220 20A, 30C O 
액상합계 

100 200 lOA, 25C O 
액상합계 

165 165 40A, 50C 150 150 30A, 50C 
330 300 

220 110 55A, 60C 200 100 45A, 55C 

225 75 60A, 7OC 
EAa2:물 

200 100 6OA, 70C 
EAa2:물 

껑5 85 60A, 70C O 226.7 113.3 65A, 75C A 

285 95 65A, 75C 
=3:1 

253.3 126.7 6OA, 75C 
=2:1 

A 

150 150 40A, 60C 
EAa2:물 

100 200 30A, 40C 
EAa2:물 

170 170 55A, 70C A 113.3 226.7 20A, 40C O 

190 190 40A, 60C 
=1:1 

126.7 253.3 20A, 35C 
=1:2 

A 

75 225 10A, 3OC 
EAa2:물 

85 255 5A, 25C O 

95 285 5A, 30C 
=1:3 

(퍼라이트는 전부 45 첨가) 

물에 대한 EAa2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높은 표변경도값을 나타냈으며 

그 비가 3과 2인 경우에는 서로 거의 유사한 경도치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3의 

경우에는 점도가 커서 단시간내에 균질혼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2의 경우에 

서 거의 최대치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 점결제와 비교시 통 

일시편내의 다른 측정부위 및 동일 그룹내에서도 경도값이 아주 균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여러 가지 인자와 가격 등을 고려하고 경도값은 다소 낮지만 실제 시공시 

단시간내에 균질혼합을 달성키 위해서는 그 비가 1인 것중에서 액상 합계량이 

360%인 시편 즉 퍼라이트 45%. EAa2 180% 및 물 180%인 조성을 적정조성으로 1 

차 선정하였다. 

시멘트와 EAa2 점결제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실험을 행하였다. Table 5-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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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조성 및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혼합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127H 의 

시편 대부분에서 1-2Ømrn 크기의 기포가 10-30여개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기포 

는 Open type이 아니고 Close type이라서 내화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명되었 

다. 시멘트양이 감소할수록(즉 EAa2양이 증가할수록) 경도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뚜렷한 추세는 아니었으며 동일 그룹내에서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도 큰 변 

화가 없이 유사한 값을 보여 주었으며 EAa2와 시벤트의 첨가량이 약간 달라져도 

균질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종시편에서 과다한 유동성을 

나타내어서 후막부 형성이 잘 안되었으나 나머지 시편에서는 거의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상 언급한 것을 고려시， 적당한 조성의 선정이 쉽지 않지만 EAa2 

95%, 시멘트 95%, 물 280% 및 퍼라이트 45%인 조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기준조성으로 삼고 급결제 및 기공형성 실험을 행하였다. 

Table 5-3 Experimental compositions of cement and EAa2 (wt%). 

EAa2 40 85 130 40 85 130 63.3 95 126.7 73.3 110 146.7 

시벤 E 120 75 30 120 75 30 126.7 95 63.3 146.7 110 73.3 

물 235 235 235 280 235 190 316.6 285 253.3 366.7 330 293.3 

경도 
65A 50A 45A 50A 50A 50A 50A 55A 50A 50A 50A 55A 

80C 75C 65C 70C 70C 60C 70C 70C 70C 75C 70C 75C 

기타 세시편 모두 

현상 A A O A A 유통성이 과다한 

종합 편임 

EAa2 + 시벤E EAa2 + 시벤 E EAa2 + 시멘트 
비 EAa2 + 시멘 E 

물양 = 물양 = =160, =190, =220, 물양 = 
고 =160 

EAa2 + 시벤E X2 EAa2 + 시멘 E X2 EAa2 + 시멘E x 2 

(퍼라이트는 전부 45 첨가) 

<표5-4>는 급결제에 관한 실험이며 SSL-A, SSP, Sigunit 1, 2 및 3의 5종을 선 

정， 실험했으며 3-25%를 첨가하였고 전체 조성을 일정시간(3분) 혼합한 다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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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프론 용기(5OOm1 용량)를 180。 회전시켜서 10분간 방치한 후 조성물이 용기벽을 

따라서 흘러내린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며 Table 5-4는 그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SSL-A는 급결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동성이 커지는 이상현상을 나 

타냈으며 급결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약 30mm 정도 흘러내렸다. 따라서 Sigunit 3 

를 5% 첨가시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적어도 20%이상 첨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표5-3>의 유사조성(약 55A. 70C)과 급결제를 첨가한 Table 5-4 

의 표변경도값을 살펴보면 급결제 첨가시의 경도가 유사하거나 더 양호함을 알 수 

있다. 

Table 5-4 Experiment of rapid solidification agent addition (wt%). 

첨가량 흘러내린 
급결 

첨가량 흘러내린 
급결 

종류 경도 제 종류 경도 제 
(%) 길이 (mm) (%) 길이 (mm) 

순위 순위 

5 15 6OA, 75C 5 0 60A, 75C 

SSL-A 15 20 6OA, 75C 5 
Sigunit 

15 0 60A, 75C 2 
2 

25 25 65A, 80C 25 0 65A, 80C 

5 20 6OA, 80C 3 3 65A, 75C 

SSP 15 10 65A, 85C 3 
Sigunit 

5 0 60A, 75C 2 
2 

25 5 65A, 80C 7 0 65A, 80C 

5 30 6OA, 80C 3 0 60A, 75C 

Sigunit 
15 25 60A, 75C 4 

Sigunit 
5 0 60A, 80C 

3 1 

25 5 55A, 75C 7 0 60A, 75C 

급결제를 첨가한 187R 시편에서 균열이나 박리결함은 없었고 1-2Ømm 기포가 

대부분의 시편에서 약 20여개 발생했으나 이러한 기공은 역시 Close type이라서 별 

문제가 없으며 급결제를 다량 첨가시 일부 시편에서 연회색이 아닌 연회황색을 띄 

었으나 문제될 것은 없다. 또한 SSP를 25% 첨가한 시편과 Sigunit 2를 25% 첨가 

한 시편에서 후막부 및 일부 부위에서 백화현상이 뚜렷이 발생했으나 다른 시편에 

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Sigunit 1 이나 2를 약 3% 이상 첨가하면 급결성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역시 기준조성에 급결제로서 Sigunit 1을 3% 첨가(기공제가 없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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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피는 l10r피 임)하고 1차 년도의 결과와 확인 재실험 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된 기공제 OEP, DEC 및 ESA에 대해서 첨가량을 0.5 -2.5%로 변화시키면서 실험 

하였다. 이를 종합한 것이 Table 5-5이며 0.5-0.6% 첨가시에는 효과가 작고 최소 

한 1.5%이상 첨가해야 함을 알 수 있고 기공제 종류에 따른 우열비교는 곤란하며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12개 시편 전부에서 1-2Ømm 크기의 기포가 표 

면에서 다수 관찰되었으며 2.4% 및 2.5% 첨가시편에서는 작은 기포가 합쳐져서 

2-3Ømm 크기의 큰 기포가 5-10개 존재하였다. 

Tabel 5-5 Experiment of pore production (wt%). 

기공제 
부피 

경도 기공제 
부피 

경도 
(ml) (ml) 

OEP: 0.5 115 45A, 55C ESA : 0.5 120 5OA, 7OC 

OEP : 1.5 150 45A, 60C ESA : 1.5 145 45A, 70C 

OEP: 2.5 155 40A, 60C ESA : 2.5 150 40A, 65C 

OEP : 0.4 DEC : 0.2 120 6OA, 7OC ESA : 0.4 DEC : 0.2 125 55A, 75C 

OEP : 1.0 DEC : 0.5 140 40A, 70C ESA : 1.0 DEC : 0.5 145 45A, 75C 

OEP : 1.6 DEC : 0.8 165 40A.65C ESA : 1.6 DEC : 0.8 155 40A, 60C 

이러한 기포들은 Close type이고 Open type이 아니므로 내화성에는 악영향이 없 

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시편에서 균열 및 박리결함은 발생하지 않았고 특별한 변 

색이나 백화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착강도나 모서리 부위에서의 강도가 

기공제나 급결제가 첨가되지 않은 기준조성 시편과 다름이 없었고 표변경도값을 기 

공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표5-4)과 비교시 C 값은 거의 유사하지만 A 경도값이 다 

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피가 증가하므로 표면경도가 감소하리라 

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결국 선정된 3종의 기공제는 1.5% 이상 첨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준조성에 급결제인 Sigunit 1을 3% 첨가하고 기공제로서 OEP 1.0% 및 DEC 

0.5%를 첨 가하고 물을 15% 더 첨 가한 조성 에 N하IC03， Alz(S04h . 14H20 및 T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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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의 미분말을 25% 첨가한 시편에서는 표면경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고 그밖의 다른 현상들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증점제로서는 

CMC를 주로 실험했으며 총 수분 환산양(상기 조성에서는 약 323%)의 약 2%를 첨 

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기물 주골재를 첨가하는 실험에서는 3Ømm 이하로 분쇄된 Foam을 사용했고 

기준조성에 첨가량을 2, 5 및 8%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했으며 이때의 퍼라이트 첨가 

량은 39, 30 및 21%로 조절하였다. 균열이나 박리와 같은 결함이나 그 밖의 다른 

특이한 현상은 없었으며 EAa 2와 시멘트와의 혼합시 문제점도 없었다. 후막부가 

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며 표변경도는 15-50A 및 35-65C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Foam을 첨가시， 피복재 자체의 비중을 대폭 낮출수 있고 흘러내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도(Foam의 표변경도는 5A 및 20C임) 강도 및 내화도가 낮아질 위험 

성이 있으므로 약 5% 이하로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7. VEL계 

EAa계의 기준조성과 유사하게 퍼라이트를 45%로 고정시키고 VEL 95%, 시멘트 

95%에 물 첨가량을 220. 260 및 300%로 변화시켜서 시편을 제조하였다.220%에서 

도 액상이 거의 충분할 정도였으며 유동성이 약간 있어서 후막부 형성이 충분치 못 

했고 3개시편의 표면경도는 30-55A 및 55-70C로서 EAa계와 유사했으며 물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값이 감소하였다. 균열 및 박리결함은 전부 발생하지 않았으 

며 부착강도와 모서리부분에서의 충격강도가 순수 시벤트계보다 양호한 것으로 관 

찰되었고 2-3Ømm 크기의 기포가 약 20여개 표면에 존재하였다. 

VEL을 63.3% 그리고 시멘트를 126.7% 첨가하고 물양을 160. 190 및 220%로 변 

화시켰더니 물 220%에서 피복재 자체 및 계변에서의 Wetting현상이 거의 적당한 

상태로 되었으며 표면경도는 55-65A 및 70-80C로 측정되어서 앞의 세 시편보다 

양호하였고 기타 사항은 유사하였다. VEL 첨가량을 증가시켜서 126.7% 그리고 시 

벤트양을 63.3% 또한 물 첨가량을 160, 190 및 220%로 변화시켜서 실험하였더니 

160%에서 Wetting 등이 거의 적당한 상태로 되었으며 190% 첨가시편에서 균열 

(O.5mm폭 X100mm길이)결함이 발생하였다. 경도값은 60-65A 및 75-85C로 상기 

편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밖의 현상은 유사하였다. 기준조성으로서는 퍼라이트 

45%, VEL 95%, 시멘트 95% 그리고 물 210%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사진 

5-1>은 지금까지 기술된 각종 시편을 앵글다이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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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1. Various specimens in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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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시공시 분진비산을 억제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강도 및 표변경도가 높고 기타품질 

및 내화성능 등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내화 기능성 분말을 개발 

하고， 30여종의 예비실험과 약 300종의 조성실험을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 

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1) 시멘트계의 최적조성은 퍼라이트 45% 시멘트 160% 및 물 310%이며 시멘트 

양의 약 2배의 물을 첨가하는 것이 좋다. 

2) 규산소다계에서는 퍼라이트 100% 규산소다 150%에 물을 60% 첨가하는 조 

성이 적당하다. 

3) 규산칼륨을 점결제로 사용시 퍼라이트 100% 규산칼륨 185% 및 물 30%가 

적당한 조성이다. 

4) Silica 졸에서의 최적조성은 퍼라이트 100%. Silica 졸 170%와 물 40%로 구 

성된다. 

5) 규산소다나 규산칼륨 및 Silica 졸 점결제는 시멘트와 병용할 수 없으며 

Polyvinyl alcoh이은 단독 점결제로서는 부적당하다. 

6) 인산알루미늄 점결제에서는 퍼라이트 100%에 물을 60% 그리고 인산알루미 

늄 150%를 첨가하는 것이 좋으며 내흡습성에 문제가 있다. 

7) EAa 2를 사용시 EAa 2와 물 첨가량은 거의 동일양이 양호하며 시벤트와 병 

용할 때의 기준조성은 EAa 2 95% , 시멘트 95% , 물 280% 및 퍼라이트 45%로 이루 

어져 있다 

8) 기준조성에 급결제를 첨가시에는 Sigunit 1 이나 2를 3% 이상 첨가하면 양호 

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기공제를 추가 첨가시 1.5% 이상 첨가해야 하며 약 30% 

이상의 증량효과가 발생한다. 

9) 유기물 Foam 분말을 첨가시 약 5% 이하로 첨가하는 것이 좋고 VEL 점결제 

를 사용시 퍼라이트 45%, VEL 95% 시멘트 95% 그리고 물 210%가 양호하다. 

10) 최적조성은 EAa 2 95%, 시멘트 95%, 물 280%, 퍼라이트 45%(38%) , 

Sigunit- 1 3% , OEP 1% 및 DEC 0.5%(유기물 Foam분말 3%)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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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분말재료 제조 및 활용기술 개발에서는 광물의 분말화 및 활용기술에 대한 체계 

적인 정보화를 구축하고， 물리적， 화학적 방법에 의한 기능성 분말재료를 제조， 활 

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국내광물 원료의 database화， 분쇄처리 

에 의한 자성분말의 제조 화학적 합성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 및 내화기능성 

분말활용 기술개발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분말원료 광물의 활용기술 시스템 구축 

분말원료 광물의 활용기술 시스템 구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107B 광종에 대한 종합검토 및 기대효과 분석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원료부존 상황 및 산업구조를 참조하여 @ 부가가치 향상 기술 

분야，(2) 수입대체기술개발 타당성 검토 둥을 실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광종은 모두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이므로 불순광물이 

다소 혼입되어 있으며 이들을 제거하여 주 구성 광물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기본핵심 요소기술이다. 또한 흑연광을 제외하면 모두 백색의 광물이므로 고급품 

이라함은 고백색도를 가져야하며， 각종산업원료로의 이용을 위해서는 분체화， 미립 

화， 입도 균일화 둥의 가공조작이 필요하다. 

3) 이와 같은 핵심요소기술을 정리하면 @ 탈철기술，CZ) 백색도 향상기술，@ 고 

순도화 기술，@ 미립분체 제조기술，(5) 소수도 조절기술，(6) 용도다양화기술둥이다. 

2. 분쇄처리에 의한 붕화물 자성 분말 제조 

Ball Mill을 이용하여 Ar 분위기에서 분쇄처리 및 연속 진공 열처리에 의하여 

NdFeB계 분말을 제조하였고 기계적합금법에 의한 FeB 분말을 합성시 보론을 Si으 

로 치환하여 분말을 합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450시간 볼밀 처리한 Nd16Fe76Bs 합금에서 전체적으로 비정질과 결정질 a-Fe 

가 흔재되어 있으며， 이를 700 .C 에서 30분간 열처리를 시키면 고상반응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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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2FelJ3과 소량의 NdB6이 혼재된 상을 얻을 수 있었다. 보자력은 650 및 700 oc 
에서 8.68 및 9.91 kOe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 450시간 볼밀 처리한 Nd16FenÐs 분말의 열처리용도 700 oc 에서는 iHc 9.91 

kOe, Br 7.6 kG, (BH)max 10.1 MGOe의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최대자기에너지 

적 값은 시판되는 등방성 소결자석의 70% 수준이며 본드자석과는 거의 같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분쇄처리에 의하여 제조된 분말은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본드자석 

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결 후 특성의 측정이 필요하다. 

3) FeB 분말을 볼밀에 의하여 합성한 결과， 철과 보론 분말만을 갖고 합성하는 

경우 FeB 및 FezB 상이 공존하였고 합성된 FeB의 대부분은 a 상이었다. 보론 원 

자를 Si로 미량 치환하여 기계적합금화를 하는 경우 비정질화를 촉진시키며， FezB 

상의 형성을 억제시킴이 밝혀졌다. Si의 첨가가 합성시간을 단축시키는 사실은 

NdFeB계 등 다른 붕화물 자성재료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합성법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 

합성법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 제조에 관하여 황산티타닐 용액과 이를 가수분해하 

여 얻은 Ti02 슬러리)로부터 SCR 촉매 담체분말과 침상형 산화티탄 분말 제조 연 

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황산암모늄을 이용한 이산화티탄의 황산화반응의 최적 조건은 반응온도 375 0C, 

Ti02와 (NH4)zS04의 몰비 1 : 5이 고 이 때 주 생 성 물은 (NH4hTiO(S04)z의 변 형 된 

복합암모늄 티타닐황산염이었다. 황산암모늄을 재사용하는 무 배출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황산티타닐 용액으로부터 비정질 산화티탄(1차년도 TiOz-A) 중의 불순물을 제 

거하기 위하여 산세 (acid -washing) 조건은 pH4가 적당하였으며 이때 Fe성분은 

1wt% 이 하， Al 성 분은 0.1wt% 이 하， Mn 및 Mg 성 분은 O.01wt% 정 도까지 제 거 할 

수 있었다. 촉매 담체로는 이산화티탄을 황산암모늄으로 황산화반응을 통해 얻어진 

산화티 탄(TiOz-S)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촉매 담체 (Ti02-S)와 안료용 이산화티탄을 이용하여 SCR 

촉매를 제조하여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표면적에서 약 7배 정도 넓고， 동일 조건에 

서 탈질 성능은 저온(170-2oo 0C) 및· 고온(4oo-5oo 0C) 영역 특성이 우수(3-4배)하였 

다. 

4) 단일 소성만으로 침상형 티탄산염 및 산화티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침상형 

K20.4Ti02를 제조한 후 이를 S02 및 S02+02와 9oo-1000 0C 에서 반응시켰다.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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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한 침상형 산화티탄을 농도 1vol%, 반웅온도 1에OOC ， 반응시간 2시간 이상에서 

제조할 수 있었다. 

기술개발 분말 활용 내화기능성 4. 

30여종의 예비실험과 약 300종의 

도출하였다. 

45%, 시멘트 160% 및 물 310%이며 시멘트 

물성이 양호하였다. 

표면경도가 낮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규산소 

조성실 내화기능성 분말활용 기술개발에서는 

험을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1) 시멘트계의 최적조서은 퍼라이트 

양의 약 2배의 물을 첨가하는 것이 각종 

2) 규산칼륨 및 Silica졸 점 결 제 는 

다는 균열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 인산알루미늄은 내홉성이 약했다. 

3) 상기 4종의 무기 점결제는 시벤트와 병용 첨가시 곤란하며 졸 둥이 발생하여 

점결력이 저하되었다 

4) EAa 2를 사용시， EAa 2와 물 첨가량은 거의 동일양이 양호하며 시멘트와 병 

용시의 기준 조성은 EAa 2 95%, 시벤트 95%, 물 280% 및 퍼라이트 45%로 이루어 

져 있다. 

5) 기공제와 급결제를 첨가시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급결제로서는 Sigunit 

1이나 2를， 기공제는 OEP와 DEC 퉁이 양호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 

6) 실험실 단계에서의 최적조성은 EAa 2 95%, 시멘트 95%, 물 280%, 퍼라이트 

OEP 1% 및 DEC 0.5%(유기 물 Foam분말 3%)로 구성 45%(38%) , Sigunit-l 3%, 

되어 있다. 

기대효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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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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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원료 광물의 활용기술 시스템 구축에서는 광물 활용기술의 

련 원료 및 소재산업의 수요와 공급， 신기술 및 신용도 분야와 이를 

분야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축적된 각종의 기술정보 등을 수록하는 Data Base를 구 

성하고， 관련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및 연구자들에게 관련정조자료를 

써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국내 원료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국내외 

위한 

한다. 

분쇄처리에 의한 붕화물 자성분말 제조에서는 앞으로 제조된 Nd-Fe-B계 자성분 

균질한 분말을 얻음으로 하여 본드자석에 응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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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쇄장비의 개량 및 분쇄부터 열처리 및 레진 함침에 이르는 

비산화 분위기 일관 공정이 필요하다. 금번 연도의 결과는 국내학회지 2편 및 국제 

학회에 발표된 바 있다. 

합성법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제조에서는 한국전력연구원 등 국내 SCR 촉매 연구 

팀과 연계 Pilot plant 건설 및 상업화 추진하고， 황산화 반응에 의한 침상형 산화티 

탄 제조 기술은 특허 출원으로 지적 재산권을 획득한다. 

내화기능성 분말활용 기술개발에서는 국내 내화기능재료에 대해서 많은 기술발전 

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무기계와 유기계 점결제의 병용과 기공제 첨가에 

의한 증량 효과 및 유기물 Foam분말의 첨가에 관한 기술개발은 관련분야의 기술발 

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기술개발은 내화기능재료는 물론이며 고 

온단열이 요구되는， 보일러 등의 Back-up와 같은 무정형 단열재 개발에 직접 웅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팽창형 내화기능재료 개발에 기반기술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향후계획 

분말재료 제조 및 활용연구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내 분말원료 광물의 

활용기술 시스템 구축에서는 금년이 본 연구의 첫째 년도로서 일부 광종에 대한 자 

료만을 수록하였으나， 차기 년도에는 나머지 107~ 광종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 

여 본 자료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분쇄처리에 의한 붕화물 자성분말 제 

조에서는 분쇄처리 시설의 scale-up을 통하여 자성분말을 생산하는 기술이 중접적 

으로 연구될 예정이다. 대량 합성시 산화방지 시설 및 균질화가 중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합성법에 의한 산화티탄 분말제조에서는 부산물로 발생하는 황산암모늄을 

이용하여 Ti02 슬러리를 황산화하여 S03 및 Nlli를 재 사용하는 공정을 개발함으 

로서 폐기물 발생 없이 열만으로 SCR 촉매 담체 제조가 가능한 공정이 개발되었 

다. 한국전력연구원 둥 현재 SCR 촉매 연구팀과 연계함으로서 국산 SCR 촉매 성 

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침상형 K20'4Ti02으로부터 S02, 

S02+02, C02 동 산 가스(Acid gas)를 이용한 황산화법에 의하여 과잉의 K20를 제 

거함으로서 침상형 산화티탄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공정에 있어서 

예상되는 장점으로는 1차 열처리 공정에서 결정 성장이 이루어진 후 900-100<fC 에 

서 Acid gas를 흘려 보냉으로서 열처리 공정을 1회로 줄일 수 있다. S03를 반응 

가스로 사용할 경우 K20를 완전히 제거하여 제조한 침상형 산화티탄은 내산성이나 

강도변에 있어서 K20 .6Ti02보다 훨씬 뛰어날 것으로 사료되어 내산성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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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진제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황산화법에 의한 침상형 산화티탄 분말 제 

조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독특한 방법으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내화기능성 

분말활용 기술개발에서는 3차년도에는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된 최적조성에 관해서 

노를 활용한 가열실험과 현장실험을 추진， 대두된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는 실증실 

험이 요구되며 실제 시공현장의 상황 등을 반영한 완벽한 조성을 제시하여 관련업 

체와 함께 기업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업체인 삼손퍼라이트， 방주 

세라믹， 유창산업 및 애경화학 등과 긴밀히 협조， 기술개발을 추진중이다. 참고사항 

으로서 ‘내화 단열피복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완료(출원번호 

98-52790)했으며 추가로 1건을 출원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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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입니마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 LI 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며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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