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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ctivate the building stone industry by 

increasing the recycling amounts of waste resources and by rnininuzmg the 

generation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aterials. In order to utilize the stone 

powder sludge produced from the cutting and polishing process of stone plates 

in domestic stone industry,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artificial stone 

plate as a building material was developed. 

Artificial stone plates were manufactured by introducing firing and 

hydrothermal synthesis method. In order to find out the optimum condition at each 

method, several experimental factors were examined: mixing ratio of the raw 

materials, forming pressure, and firing temperature and time in the firing method, 

and forming pressure, reaction time, vapour pressure, amounts of slaked lime and 

amounts of sand in the hydrothermal synthesis method. The 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stone were measured. 

In the firing method, the shrinkage rate of stone plate was verγ low at the 

mixing condition of 85% stone powder sludge, 10% clay and 5% feldspar. Much 

more stone powder sludges could be utilized at this conditi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stone were improved by increasing the press pressure, firing 

temperature and firi ng time. When the aboe composition was pressed at 200 

kg!cm2 and fired at ll(xrc for 2 hours, the 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stone 

were as follows; 800 kg/cm2 of compressive strength, 0.48 of water-absorption 

- 1 -



ratio, and 2.52 of apparent specific gravity. From XRD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rystal phases were mainly composed of a -quartz with hematite and anorthite 

as mmoritìes. 

In the hydrothermal synthesis , the 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stone c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press pressure, reaction time and vapour pressure. 

There was no shrinkage during hydrothermal reaction. It was foun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stone were improved by adding of sand. The raw 

materials were mixed in two steps. In the first step, 70% stone powder sludge, 

20% slaked lime and 10% sand were mixed, and 10% water was added in the 

second step. The plate was formed at the pressure of 200 kg/cm2, and reacted at 

the vapor pressure of 20 kg/cm2 for 3 hours. The properties of artificial stone 

were as follows; 605 kg/cm2 of compressive strength , 0.49% of water-absorption 

ratio, and l.88 of apparent specific gravity. From XRD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ir crystal phases were mainly composed of calcium silicate with tobermorite 

and xonotlite as minorities. 

We have prepared the artificial stone plate which has various color and 

pattem by adding several inorganic oxide pigments and by controlling the particle 

size of stone sludge and sand. The artificial stone plate showed no defa비ts in the 

C이or and pattem against the anti - pollution and such like five surface tests. It is 

expected that this stone plate is utilized as an intemal and extemal building 

material such as decoration and fi nishing 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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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결과， 인간은 물질적·경제적 

풍요롭게 되었으나 자원의 고갈과 이와 더불어 발생되는 폐기물에 의한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커다란 반대 급부를 감수해야만 되었다. 즉， 자원은 무한정 

존재하는 것 이 아니며， 자연의 정화능력과 복원력은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다량 소비에 의한 지하자원 매장량의 감소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 

저한 자원의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 기술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동 

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각 산업분야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자원 소모량은 증 

가일로에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산업 폐기물은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정적인 부존자원의 감소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폐자원 

의 재활용은 환경오염 문제를 극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내 모든 분야의 기술발전 방향은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기술은 많이 

발전하여 왔지만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재자원화하는 기술의 발전속도는 매 

우 더딘 실정에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므로서 자원의 절약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량 배출되어 폐기되고 있는 각종의 폐기물로의 재활용에 대 

한 공정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보호와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커다란 관심도에 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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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개발투자가 이루어 지면 환경적인 측면과 자원 재 

활용의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풍부한 석재자원을 바탕으로 석재산업은 비록 역사 

는 짧지만 질적， 양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 에 

서 자연환경은 심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각 석재 채석장에서 원석 

을 채굴하여 건축용 석판재 등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폐석과 석 

분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중 폐석의 일부만이 도로포장용 쇄석 골재로 

재활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폐석 및 석분 슬러지는 방치， 노적 되어 주위환 

경을 훼손 및 오염시켜 주된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용 부지의 확보 및 처리시설의 설치 

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석재 생산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석분슬러지의 처리기술은 여러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석재산업의 공해방지를 위한 석재 폐수로부터 탁도와 부유물질의 응집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반면 외국에서는 석분슬러지를 활용한 각종 건축재 제조기 

술을 완료하여 상용화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건축 

재 제조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립하면 국내 석재자원의 보전 및 환경오염을 줄 

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석분슬러지를 활용한 건축재중 타일의 제조 또는 인조석판재의 제조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이 들 가운데 타일 

의 제조는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추진된적이 있으나 제조방법의 난이성과 낮 

은 부가가치로 인하여 실용화되지 못하였으며 인조석판재의 제조 연구로서 고 

급 원료를 사용한 인조 대리석의 제조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여 

실용화되었으나 석분 슬러지와 같은 저급 원료를 사용한 인조석판재의 생산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현재 건축재용 인조석판재는 다양한 색상 문양 등으로 고급화되 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고가의 외국 원자재의 수입량의 증가는 물론 인조 대리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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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조대리석 중에서도 고급 원자재를 

이용한 인조대리석은 천연대리석의 외관을 모방하여 각종 건축재용 석판재 등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천연석재가 보유하지 못한 색상， 문양 등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석분슬러지를 활용한 건축재용 인조석판재 제조에 대한 연구는 실험실에서 

단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업체에서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제품의 물성 및 특 

성도 천연석재에 비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량이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석분슬 

러지를 활용한 인조석판재 제조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제조기술 및 제조방법의 개 

선을 통한 제품의 물성개선과 고부가가치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석분 슬러지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활용하므로서 환경오염의 극소화와 천연 석재자원 

의 보전차원에서 볼 때 폐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조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내 각 채석장 및 석재 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폐 

석과 석분 슬러지를 활용하여 건축재용 인조석 판재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제조방법은 수열양생에 의한 제조방법과 소 

성에 의한 제조방법이다. 수열양생에 의한 제조방법은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 

므로 초기 제조설비 비용이 비교적 높으나 제품의 선수축이 발생하지 않으므 

로 일정한 규격의 제품의 제조가능하고 각종의 착색제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 

상을 보유한 제품의 제조가능하다. 또한 소성에 의한 제조방법은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조설비 비용이 낮으나 고온에서 소성하여 제조하므로 제품 

의 제조비용이 높으며 착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생산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열양생법과 소성법에 의 

한 향후 대형인조석판재 제조시 최적 제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100 x 100 x 

12mm 크기의 인조석 판재 제조시험을 수행하여 각 조건에서 제조한 시편의 

물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단계 사업의 2차년도이며 건축재용 인조석판재 제조기술의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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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제조공정을 확정하였다. 즉， 1차년도에서는 원료의 배합조건， 수열 

양생에 의한 제조조건 및 소성에 의한 제조조건별 제조한 시편의 물성을 조사 

하여 대형화， 실용화를 대비한 기초실험 자료를 확보하였다. 향후 연구계획으 

로는 석분슬러지를 활용한 대형 인조석판재 제조시험을 실시를 완료한 후 관 

련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이를 활용한 생산공정의 실용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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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건축 자재용 세라믹스의 제조 공정을 그림 2-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스 제조를 위한 원료는 광석으로부터 물리적 (원심분리， 자력선별， 부유 

선광， 중액분리 등) , 화학적 (산화용출， 환원용출， 산처리 등) 정제 과정을 통하 

여 얻어진다. 이러한 원료들은 목적하는 제품에 따라 적당한 조성으로 혼합되 

고， 혼합 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갖은 성형체로 만들어지 

고， 건조， 소성， 가공(절삭， 랩핑， 연마) 등의 공정을 통하여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또한， 건축 자재용 세라믹스의 경우에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건조 수축에 

의한 치수 변화폭을 줄이기 위하여 소성처리를 대신하여 수열양생법을 사용하 

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석분슬러지를 이용한 석판재 제조시 주요 공정인 원 

료의 혼합， 성형， 건조， 소성， 수열양생 반응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사용을 위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행한 결과를 기술한다. 

제 1 절 혼합 (Mixing) 

분체 혼합의 목적은 여러 가지 시멘트 원료나 요업 원료의 혼합은 소성과정 

에서 균일한 고상반응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유리원료의 경우에는 용융 반응 

에 적합한 화학성분의 배합이다. 내화물 등의 제조 공정에서는 필요한 강도를 

얻기 위해 최밀 충전을 이루는 입도 배합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라믹스의 원료는 입도나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것을 균일하게 혼합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작은 섞는 물질의 상태와 접성의 차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즉， 고체와 고체를 섞는 고체혼합(mixing) ， 매우 점성이 큰 

물질끼리 혹은 소성물질을 섞는 조작을 혼련 (kneading ) , 그리고 액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소량의 고체입자를 섞는 조작을 교반 (agitation)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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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체혼합 

분체의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혼합물이므로 거시적으로는 균일하게 보여도 

미시적으로는 불균질하다. 따라서， 혼합된 물질의 균일도 (degree of 

unifomity) 또는 혼합도 (goodness of rnixing)는 혼합물의 여 러 부분에 서 임 

의로 시료를 취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혼합상태의 시간경 

과는 보통 그림 2-2와 같다. 혼합도는 시간에 따라 초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다 

다시 혼합 상태가 나빠지며 흔합과 편석이 일진 일퇴를 반복한다. 이러한 현 

상은 분체의 응집이 일어나거나 정전기를 발생에 기인한다. 

그림 2- 1 건축자재용 세라믹스의 일반 제조 공정 

10 -



0 .9 

0 .8 

0.7 

: 0 ‘ 6 
<1-
τ 0 .5 

$ 0 4 

n / F‘ }‘ 
、/ 、、‘

「\
\} 

」←
」

0 . 3 

0 .2 

0 . 1 

o 
o 2 3 4 5 6 7 8 9 10 

혼합시간 (hr) 

그렴 2- 2 혼합지수의 변화 

2. 혼 련 

분말원료에 소요량의 물과 첨가제를 배합하여 이것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섞고 반죽하는 일이 많다. 그 목적은 성형에 필요한 가소성을 부여함과 동시 

에 입자간의 공극 또는 기포를 없애는 데 있다. 물 또는 액상의 배합제는 혼 

련에 의해 입자를 피복하여 감마제로서의 역할도 한다. 

제 2 절 성 형 (Forrning) 

분말의 성형은 좋은 특성의 소결체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형은 일반적으로 금형이나 용기에 넣어 외부로부터 압력에 의하여 어 

떤 크기나 모양으로 변형시켜 고밀도의 분말 성형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고밀도이며 여러 가지 형상을 갖는 성형체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프레 스， 사 

출， 주입， 인발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성형시 성형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성형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성형법 에 있어서는， 석분 슬러지를 

1 ’ 
4 

-’ 
4 



이용한 석판재 제조에 적용이 적합한 프레스 성형기술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1. 성형시 일어나는 현상 

분말을 이용하여 어떤 모양의 물체로 만들고， 밀도를 더 높여주기 위하여 

외부압력이 필요하다. 분말을 금형 에 넣어 압력을 가하는 동안 분말자체에서 

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 일어난다. 성형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과정은， 0) 전체 분말의 이동과 엽자의 재배열 @ 입자의 변형과 파괴이 

다. 그리고，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말의 치밀화와 어느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 성형동안 분말의 이동 

펀치를 이동시켜 압력을 가하는 초기 에 는 각 입자가 펀치 이동방향으로 변 

위해 간다. 일방향 가압일 경우에는 위 펀치 근방에 있는 분말입자들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려하고 양방향 가압인 경우에는 중심방향으로 이동하려 한다. 

분말입자 전체의 이동은 φ 입자 상호간의 마찰력， (2) 금형벽과 분말간의 마 

찰력，@ 다른 입자들의 이동을 저해하는 입자간의 마찰력，@ 이동입자가 움 

직이기 위한 공간 부재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입자 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성형초기의 낮은 압력하에서 이고， 

입자간의 마찰력， 입자와 금형벽과의 마찰력 증가 및 치밀화에 따른 기공량 

감소가 압력을 증가시킨다. 입자 이동에 대한 입자의 재배열은， 전체 충진효율 

의 증가로 밀도상승을 가져온다. 

나. 성형 중 입자의 변형 

펀치의 압력을 더욱 상승하면 두 번째 단계의 성형 이 일어난다. 힘은 펀치 

로부터 입자와 입자간의 접촉점을 통하여 분말 전체에 전달되 어 ， 각 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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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는 응력은 점점 높아진다. 낮은 응력에서는 분말의 탄성변형이 일어난 

다. 여기서 분말의 탄성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응력이 제거되었을 때 분말 

입자의 원래의 크기로 복원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탄성영역에서는 압력 

을 인가하면 치밀화가 일어나지만， 압력을 제거하면 치밀화가 감소한다. 실제 

적인 치밀화는 분말입자 사이의 기공에 분말이 흘러들어감과 동시에 기공 내 

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일어난다. 

응력이 더 높아지변 분말입자의 소성변형이 일어난다. 소성변형은 분말 입 

자의 크기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응력을 제거한 후에도 변형된 모양으 

로 남는다. 이와같은 영구변형은 분말입자의 항복강도를 초과했을 때 일어나 

며， 분말입자에 가해진 실제응력은 알 수 없다. 단지 응력은 성형체에 가해진 

하중과 단면적으로 추산한다. 실제로 각 분말입자에 작용한 응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입자간의 접촉점의 수와 접촉성질， 입자의 크기와 모양， 입자의 

표면특성 등의 인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입자에 가해진 응력은 

불균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프레스 성형기술 

가. 일방향 프레스법 

일방향 프레스법은 가압에 의한 금형 성형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이 방 

법은 평탄한 두께를 갖고 비교적 앓고 작은 특징을 갖는 비교적 단순한 부품 

을 제조하는데 이용한다. 엉성한 분말에 압력을 가하면서 위 펀치를 아래로 

이동시키는 조작이다. 금형과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은 위 펀치는 금형에 넣 

어 고정된 아래 펀치를 향하여 분말에 힘을 가한다. 실제로 모든 성형시스템 

에서는 펀치의 실제 이동량이 적절히 조절된다. 위 펀치가 금형에 일정거리 

들어가 필요한 높이의 성형체가 형성되면 압력을 제거한다. 이때의 압력은 항 

상 최대압력은 아니다. 분말의 곁보기 밀도 형체의 크기 성형체의 밀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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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결정한다. 

성형작업은 프레스 단계이외에 ， 금형 에의 분말 충진과 금형으로부터 압축된 

성형체를 빼내는 단계가 있다. 그림 2-3은 일방향 프레스의 일례를 도식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엉성한 분말을 넣은 feed shoe가 이동하여 

금형공간 위에 위치한다. 아래 펀치를 다이의 윗면과 펀치의 윗면이 일치하도 

록 위로 올린다. 그 다음 아래의 펀치를 아래로 내리면 약간의 진공상태가 되 

어 분말이 금형에 충진된다. 아래 펀치가 정해진 위치에 이동하면 feed shoe 

는 금형의 윗면과 같게 분말을 고르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Feed shoe가 

성형작업으로부터 이동하면 윗 펀치가 내려와서 분말을 가압한다. 이와 같은 

단순한 성형 시스템에서 성형체의 탈취는 아래 펀치를 위로 이동시켜 행해진 

다. 성형체의 탈취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압력이 높을수록 성형체의 밀도는 

증가하지만， 성형체의 탈취는 더욱 어려워진다. 탈취에 요하는 압력을 탈취압 

력 이라고 하는데， 탈취압력이 높으면 성형체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 성형체 탈 

취속도가 너무 빠르면 역시 손상의 위험이 있다. 

니 며 디 [] 

뽑홉 
’다。1위의 휘，드슈 충진 휘도슈 예기 ‘ 앙용 I~휘 

그림 2- 3 일방향 프레스 작업공정의 일례 

나. 양방향 프레스법 

양방향 프레스법은 분말이 상하 펀치의 동시 이동에 의해서 치밀화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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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시스템이다. 각 펀치는 분말을 프레스한다. 그러나 동일한 압력일 필요는 

없고， 동일한 이동동량일 필요도 없다. 분말의 충진은 일방향 프레스법과 동일 

하며 ， 프레스된 성형체의 탈취도 아래 펀치를 이동시켜서 행한다. 그림 2-4에 

이 시스템을 도식적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성형법은 일방향 프레스볍보 

다 더 큰 두께를 갖으며 성형체의 밀도가 더 높은 평탄한 제품의 제조에 이용 

된다. 

다. 부유다이법 

양방향 부유 다이프레스법은 앞에서 말한 두가지 방법과 상당히 다르다. 첫 

째로 분말에 압력을 직접가하는 것은 윗 펀치이고， 아래 펀치는 정지되어 있 

다. 부유다이의 개념은 다이가 스프링과 같은 탄성적인 힘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이에 분말이 충진된 후 위 펀치가 내려오면서 분말에 압력 

을 가하기 시작하면， 분말과 다이벽간에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어 다이는 위 

펀치의 하강과 함께 내려오기 시작한다. 다이공간 아래쪽에 있는 분말에있어 

서 다이의 이동은， 아래 먼치가 금형안의 분말을 위로 이동시키는 양방향 프 

레스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2-5에 이 방법의 기본 동작을 나타내었다. 

이 방법은 탈취작업이 용이하다. 위 펀치가 필요한 거리만큼 내려오면， 다이 

도 충분히 내려와 윗 표면이 아래 펀치의 윗면과 일치하게 된다. 제품의 탈취 

는 아래 펀치를 윗 방향으로 이동시켜 행하는데， 이때 다이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다음 충진을 대기하게 된다. 

π
 μ 



며 며 

홉용 
충진 앙축 당휘 

그림 2-4 양방향 프레스법의 c얘 그렴 2-5 양방향 부유다이 프혜스법의 예 

제 3 절 건 조 (Drying) 

주업성형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 수분의 양이 많은 가소성 배토의 성형물 

은 소성하기 전에 건조해야 한다. 이 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성형물에 안전한 

강도를 갖게 하고 소성할 때 급격한 수분의 증발로 인한 변형 또는 균열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액상으로부터 분말을 제조할 때 침전입자를 분리시 

키기 위 한 목적으로도 필요하다. 

1. 건조기구 

피건조물의 표변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표면의 수분 농도가 감소하면 내부의 

수분이 확산 또는 모세관 현상으로 표변에 이 동되며 이와같은 수분의 표면증 

발과 내부이동은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성형 체의 건조기 구 

는 성형체 내의 수분이동을 지배하는 내부적 요소와 성형체 표면의 수분 증발 

을 좌우하는 외부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 외부적 요소인 공기의 온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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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도 및 흐르는 방향을 일반 건조에 공통된 인자로서 이를 일정 조건이라 

한다. 한편， 내부적 요소로는 성형체의 조직적 구성과 과계되는 인자이다. 

일반적으로 습한 고체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의 공기 흐름에 충분한 시간 

접촉시키면 마침내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평형상태에서의 피건조체의 함수율 

을 평형 함수율이라 하며 평형 함수율 이상의 함수율을 자유 함수율이라고 하 

는데 건조조작에서는 이 자유수분을 게거하는 것이다. 건조속도는 피건조체의 

단위 표면적으로부터 단위시간에 증발된 수분량으로 나타내며 일정 건조 조 

건， 피건조체의 조직， 자유함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2-6은 일정 건조조건하에서 자유 함수율과 건조속도와의 관계를 나타 

낸 건조속도 곡선인데 비정상 상태기간과 정속기간 및 감속기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상 상태기간이라는 것은 피건조체가 건조기로 들어가는 

상태로부터 정속기간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피건조물의 온도는 상승하며 건조 

속도는 점차 증가한다. 다음은 정속기간에 도달하는데 이때는 피건조체의 표 

면이 완전히 수막으로 덮여져서 건조속도도 신속하다. 구간 A→B는 이 기간 

의 상태이다. 그러나 자유 함수율이 그림 중 B점에 해당하는 한계값， 즉 한계 

함수율 이하가 되면 표면의 수막이 없어지기 시작하며 건조속도는 차차 줄어 

들어 표면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을 제 1감속기 

간이라고 하고 그림의 B-C구간에 해당한다. 자유 함수율이 더욱 줄어 들어 

표면이 완전히 마른 직후부터는 물의 이동은 점차 늦어지고 피건조물의 내부 

에서 증발된 뒤 수증기의 형태로 확산이 일어난다. 이 기간을 제2감속기간이 

라고 하며 C-D구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조속도 곡선이 언제나 이와 같이 

뚜렷히 2단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정속기간이 없는 것도 있는 등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 
ν
 



2. 건조수축과 강도 

수축하고 흡습하면 팽창한다. 그러나， 건 의해서 건조에 재료는 일반적으로 

함수 점토의 rl 。
' Ô I 종류에 다르다. 점토 소지 의 재 질의 조에 의한 수축상태는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2-7과 같은데 정속기간에서는 일정 량과 전체 

이하인 감속기간에서는 거의 하A 。 
01돋r 한계 일어나고 수축이 한 기 울기 로 부피 

수분층이 입자간의 수축이 이유는 A-B간에서 는 않는다. 일어나지 수축이 

접촉된 상 모서리가 서로 입자의 후에 는 없어진 수분층이 증발하기 때문이며 

있는 수분만이 제거되 공극 속에 이동은 없고 입자간의 태가 되므로 입자간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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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어 느 건조하여 

된다. 

성형체를 



다 건조점토의 강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애매 한 점 이 많지만， 점토 업자의 평 

편한 면 사이에 작용하는 반델발스 힘 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탁액에 

서 건조해 가면， 서로 끌어당기도록 입자는 같은 축을 따라 판을 배열하는데 

충분한 만큼의 입자간 힘이 발생한다. 그 때문에 점토를 완전히 건조하면 최 

대강도를 나타낸다. 

3. 성형수분의 소성공정에서의 영향 

성형의 조작방법 에 따라서 성형 체의 수분함량은 여 러 가지로 변화하는데， 

이 성형수분은 소성 에 들어 가기 전에 없애버 리지 않으면 안된다. 즉， 건조공정 

은 소성공정에 앞서 행해진다. 만일 수분을 포함한 성형 체를 직접로에 넣으면， 

수분은 급격히 뜨거워져서 소지 표면에서부터 증발하여， 습한 소지 내부가 뜨 

거 워지기 전에 기공의 출입구가 막히고 만다. 이 때문에 생소지의 강도보다도 

큰 응력 이 발생하여 균열이나 변형의 원인이 된다. 이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서는 외면에서의 건조를 내부 기공을 통해서 물이 확산하는 속도와 일치시키 

는 방법이 있다. 

건조공정을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가능한한 합리적으로 행하여， 동시에 

균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소지의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외부에 강제 

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면 좋다. 이것에는 습도건도 (humidity drying)를 행하면 

된다. 건조해야하는 생소지를 실내에 넣고 처음에는 습한 온풍을 송입한다. 

이렇게 하면 성형체는 외면이 건조하지 않고 내부까지 뜨겁게 된다. 성형체 

내부의 온도가 필요한 높이에 달하면， 내부에서 외부에로의 증기압 저하가를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의 상대 온도를 내려서 건조하게 한다. 이 경우 

의 속도는 공기온도로 조절하고 각각의 성형체의 실정에 따라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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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성 CFiring) 

건조한 성형체를 일반적으로 생소지라고 하는데， 이 생소지는 목적하는 미 

세구조나 성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킬른이나 로에서 가열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성이라고 하고， 소성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1) 예비소결 

(presintering) , 2) 소결 (sintering) ， 3) 냉각(cooling). 본 절에서 는 이 세가지 공 

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예 비 소결 (Presintering) 

이 공정의 온도는 융점의 1/2 또는 2/3 정도로 실제적인 소결현상은 일어나 

지 않지만， 고상 소결을 위한 원자 확산이 일어날 수 있거나， 화학 반응에 의 

해서 액상이 생성될 수도 있는 온도이다. 소결에 앞서 성형체에 일어날 수 변 

화는 건조， 유기 첨가제의 분해， 입자의 표면과 결정에 붙어있는 수분의 증발， 

원료에 함유되어 있던 유기물질의 열분해 금속성분들의 산화， 그리고 탄화물 

및 황화물의 분해 등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분출 압력이나 열팽창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형체에 균열이나 파괴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예비소결의 반응 메카니 

즘은 일반적으로 열분석에 의하여 분석될 수 있다. 초기 가열은 성형이나 건 

조과정에서 성형체 내부에 남아 있던 액상물질이나 성형체의 이동 중에 흡착 

한 수분을 제거한다. 특히 건조한 성형체가 다공성 물질인 경우에는 수분의 

흡착에 주의하여야 한다. 흡착된 수분은 약 200 0C 까지 성형체의 내분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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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결 (Sintering) 

소결이란 압축 또는 비압축 분말 성형체를 주 구성 성분의 융점이하의 온도 

에서 가열하여， 처음에는 접촉 내지는 약한 결합력만으로 유지하던 이들 성형 

체 내부의 분말들을， 원자간의 충분한 일차 결합력에 의하여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 분말 성형체에 필요한 기계적 및 물리적 성질을 갖게 

하기 위한 열처리이다. 

소결처리는 분말 입자 사이의 결합이외 에 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즉， 화학적 변화， 치수의 변화， 내부응력의 변화， 상의 변화， 합금 또는 

화합물의 형성 등의 현상이 분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소결은 일종의 가열 

처리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현상들은 소결온도와 소결시간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소결 분위기는 성형체의 화학적인 조성변화 뿐만 아니라 분말의 표면상 

태에도 영향을 미쳐 소결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결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액상의 등장 

이나 외부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인 통상적인 고상소결， 둘째， 소결 진행 

중 일부 기간이나 전기간을 통하여 한 개 이상의 상이 액상으로 존재하는 액 

상소결， 셋째， 소결과 압축성형을 함께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열간압축소결 

이 있다. 소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일어나는 접촉 분말의 기하학적인 변화 

를 초기， 중기， 후기 3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좀더 세분한다면 다음 

과 같이 6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가. 입자간의 초기 결합단계 

성형체를 이루는 분말입자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입자사이에는 어 

느정도 접촉이 이루어져 있다. 이 접촉면이 제대로 화학적 원자결합을 이루는 

단계이다. 비록 압축성형을 통해서 어느정도 입자간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결합력 의 절대크기는 전체표변에 비하여 실제 접촉면적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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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 소결온도로 성형체를 가열하면 입자의 표변에서는 원자들의 고체확산이 

가능하게 되고， 접촉 부위의 산화피막등 불순물도 제거되며， 접촉 표면 가까이 

에 있는 원자들이 재배열하여 접촉 부위에 하나의 업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소결의 제 1단계인 이 단계는 비교적 낮은 소결옹도에서도 매우 빨리 일어나 

는 현상으로， 대부분 소결온도로 가열 중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 결합 단계에 

서는 소결체의 이렇다할 치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최초 접촉계면이 입 

계로 발전되면서 소결체의 기계적 강도가 크게 증가한다. 

나. 접촉목의 성장단계 

입자간의 결합과 매우 관계가 깊은 제2의 소결단계이다. 흔히 제 1단계에서 

결합된 접촉 부위를 목(neck)이라 부르는데 이목의 지름이 점점 커지는 단계 

이다. 즉， 소결체내의 접촉면적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의 성장은 소결 

체 안의 여러 부위로부터 물질이 수송되어져야하고 이 단계는 다음에 계속될 

소결단계의 진행 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공체적인 감소나 다음 단 

계에서 설명할 기공 폐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목의 성장은 다소 

불규칙한 홈통 모양의 기공 체널들을 다소 반반한 모양을 갖도록 만들어 준 

다. 목의 성장은 초기에 매우 빨리 진행된다. 이 단계는 어느정도 진행되면 다 

음 단계와 중복된다. 그림 2-8은 3개의 구형 분말 모형에서 진행되는 소결단 

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 8 3개의 구형 입자 모형에서의 소결진행 상태 (a) 최초의 

접촉점， (b) 목(neck) 부위의 성장(c) 및 (d) 기공의 구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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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공채널의 폐쇄단계 

3단계라 할 수 있는 이단계는 소결체에서 기공의 공간적 특성상 가장 큰 변 

화를 가져다 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입자와 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꾸불 

꾸불한 기공체널이 폐쇄되면서 고립된 기공을 형성한다. 기공폐쇄는 소결체의 

수축을 동반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공폐쇄의 진행은 초기 

기공체널의 표면적간의 접근이 커질수록 촉진된다. 

라. 기공의 구형화 단계 

제4단계인 기공의 구형화는 목의 성장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이다. 그림 2-8 

(c)와 (d)에서 보여 주듯 이 기공표면으로부터 물질이 목부위로 수송될 때 기 

공표면은 둥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소결체 내부의 물질의 재배열로 기공 

의 형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반적으로 소결시간이 충분하면 완벽한 구형을 

가진 기공이 된다. 왜냐하면 구형의 표면은 가장 적은 펴면에너지를 갖기 때 

문이다. 그러나 구형화 단계는 체널 형태의 기공에서 불규칙성을 감소시켜준 

다는데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즉 작은 고립기공은 구상화가 잘 

되지만， 큰 체널형 기공에서는 그 표면의 불규칙성의 감소는 있어도 완전한 

구상화는 어려울 수 있다 

마. 기공의 수축 및 소멸단계 (또는 조밀화 단계 ) 

소결체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소결 초기단계에서는 기공의 수축이 아니더 

라도 가능하므로 제5소결 단계는 기공의 수축 및 소멸단계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밀도의 증가를 가져다주는 기공체적 의 

감소는 개개의 기공들의 수축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일부 기공들의 소멸로써 발생될 수도 있다. 이 단계는 실제 소결반응에서 가 

장 중요한 단계이다. 완전히 조밀한 소결체를 얻기 위해서는 기공내로 물질의 

이동이 이루어져 기공이 완전히 채워져야 하고 이때 기공 내에 존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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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모두 외부로 이동되어야 한다. 

단원계에서 조밀화란 기공의 수축만을 뜻하지만， 다원계에서는 더 복잡한 

과정이 가능하므로 팽창이나 수축현상 모가가 가능하다. 

바. 기공의 조대화 단계 

앞에서 말한 모든 단계를 거친 다음 무슨 변화가 더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일 

반적으로 기공의 조대화 과정으로 소결의 마지막 단계인 제6단계라 분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작고 고립된 기공들이 (이 단계에서는 흔히 완전한 구형을 

보여 주는데) 수축하거나 소멸하면서 더 큰 기공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에 관계된 기공들의 전체 기공 부피라고 할 수 있는 기공도는 소결의 진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기공의 수는 감소하고 그 평균 크기만 

증가할 뿐이다. 

3. 냉 각 CCooling) 

열처리가 완료된 소성체의 냉각속도는 일반적으로 소성체 및 열처리로(또는 

킬른 등)의 열충격에 대한 저항력에 의해 결정된다. 단면적이 두꺼운 제품일 

경우에는 냉각속도를 느리게 해야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소성체에 산화반 

응이나 화학양론적인 변화를 주기 위하여 소결시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에 

서 냉각되기도 한다. 그림 2-9에는 망간-아연 페라이트의 소성조건을 나타내 

었다. 이 경우， 성형체의 조성은 Fe203를 과잉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작은 결 

정입 사이즈를 얻고 아연 산화물의 휘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소 분압이 높 

은 분위기에서 소성이 이루어진다. 한편， 냉각과정에서는， 단상의 페라이트를 

얻기 위하여 산소의 분압을 낮추게 된다. 

유리질 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옹도구배에 의 

해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하여 유리 천이 온도까지 서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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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정상이 큰 체 적 변화를 동반하는 변태를 일으킬 때 서냉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열수축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제품에 작은 크랙 

을발생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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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 9 망간 아연 페라이트의 소성 과정 예 

S Sintering A Annealing C Cooling 

제 5 절 즈二여 
'ë즈 합성 반응 (Hydrotherrnal Reaction) 

수열합성 반응이란 산화물의 혼합물을 고압(1-100MPa)의 증기상태에서 고 

온050-700 OC )으로 가열하여 수산화 화합물의 결정을 형성하는 반응으로， 미세 

결정립을 갖는 혼합 산화물이 비교적 낮은 온도의 소성에서도 얻어질 수 있 

다. 이러한 수열합성법은 전자 및 자기 재료 구소 세라믹스， 도료， 연마제 등 

무기 분말 소재의 제조기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수열합성 반응의 기본이 되 

는 무기 혼합물의 수화반응을 발생 또는 촉진시키는데 사용된다. 석분 슬러지 

를 이용한 인조 석판재의 제조에 수열합성을 적용하는 목적은 후자에 해당하 

고， 본 절에서는 수열합성 반응에서 생성되는 수화물의 구조， 형태， 종류와 

특성 및 수화물의 경화이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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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화물의 구조 

수화물 중의 OH 이온에 착목하여 구조를 보면， 단순한 수화물인 수산화물 

에 있어서는， 양이옹이 원자가가 1 이면 OH 이온은 단지 음이온으로 존재한 

다. 2가의 양이온으로 되어 있는 수산화물， Ca(OH)2를 예로하면， 양이온은 8면 

체의 배위를 취하고 층상의 축합체를 형성하며 ， 이 층간에 OH 이온이 조밀 

충전하도록 네트워크상을 만들어 두 종의 층간에는 약한 극성 또는 반델발스 

결합이 작용한다. 3가의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수산화물의 예로써 Al(OHh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구조를 갖지 만， 8면체 중심에 있어야 되는 양이온 3개중 

1개가 빠져있어 OH층은 조밀 충전되지 않고 개방된 구조를 갖는다. 각 층간 

은 수산기 결합이 작용하고， OH- 이온의 쌍극성에 의한 전장(電場)의 방향성 

에 기인하여 강한 3차원 결합이 얻어진다. 한편， 수화물 중에는 아직 수분자의 

형태로 구조 중에 들어가는 것도 있으며， 수분자의 쌍극성 에 의해 수결합이 

얻어지지만， 결합력은 수산기 결합보다는 작다. 

또한， 수화물을 미결정 집합체로 보다는 오히려 젤로서 하나의 구조로 간주 

하여， 유리와 유사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Si02, AI04, P04 등의 결합은 공유 

결합의 비율이 높고， 방향성을 갖으며， 또한 강한 축합체을 생성하고 결정성장 

이 곤란하며， 이들 성분은 유리의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다. 저원자가의 

양이온 Na+, K+, Ca2+, Ba2+, Pb2+ 등은 유리의 구조 중에서 Modifier로 사용 

되지만， 수화겔 중에서 역할도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 단지 수화물에서는 유리 

중의 0 2 의 일부가 OH 로 바뀌기 때문에， 양이온으로써 Na+, K+, Ba2+ 등을 

성분으로 하면 수화물의 용해도는 너무 높게 나타난다. 또한， Ca2+, Ba? , Pb2+ 

을 비 교하면 이온반경 이 작은 ci+의 경우， 특히 큰 결합력 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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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화물의 형태 

수화물의 형태는 섬유상 생성물이 felt상 또는 그물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 

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화생성물은 막대한 표면적을 갖으며， 표면간에 는 

화학적 결합력 이 작용하고 있다. 포트란트 시멘트의 경화체는 비표면적이 약 

219마/g 정도에 이른다. 이와 같은 콜로이드상 또는 섬유상 수화물의 큰 표면 

적은 수화물의 높은 강도를 얻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수화물의 재결정화는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 수화물의 종류와 특성 

가. 규산칼슐 수화물 

규산칼숨과 그 수화물은 종류 그 수가 대단히 많다. 이것은 Ca 이온과 O 

이온의 반경 비 가 다수의 배위수를 취하기 쉽고， 구조적으로 많은 조합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규산칼슐 수화물을 표 3- 1에 나타내었다. 

1) 결정구조와 형태 

규산칼숨 수화물의 종류는 섬유상인 것과 섬유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섬유상 수화물은 Xonolite, Hillebrandite, Tobermorite, CSH( 1 ) 등이 있으며 ， 

이들은 층상구조를 갖고 [Si02(OH)z]의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obermorite 

의 구조를 그림 2- 10에 나타내었다 Tobermorite의 이온식은 Ca[Si02( OH )z] 

[Ca(OH)z][H20]y로 표기된다. Tobermorite 및 CSH( 1 ) 등의 합성， 또는 포트 

랜드 시멘트의 수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화규산칼숨의 겔 등은 Tobermorite 

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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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규산칼슐 수화물 

특 정 

A 섬유상， 7.3A 반복 

탈수에 의한 격자수축 없음， 

B. Tobermorite 군， 섬 유상， 

탈수에 의한 C축 방향 수축 

C. Mica 상 벽개， 육방， 

a축 약 9.7A 

D. 기타 

명 칭 

okenite 

nekoite 

xonotlite 

foshagite 

hillebrandite 

tricalcium s il icate 
hydrate 

14.0A tobermorite 

l 1.3A tobermorite 

9.35 A tobermorite 
(rivers ideite) 

CSH( 1 ), CSH(B) 

CSH( II ), SCH(A) 

plombicrit c 

CSI-I gel 

rcyeritc( LruscoLtite) 

gyrolite 

z-phase(Assarsson) 

CSH(A) (Bogue) 

afwilli te 

phase Z (Roy) 

phase F 

C2S a hydrate 

phase Y 

phase X 

화학조성 존재 이온식 

CS강12 천연 CaSi20s . H20 

CS2H2 천연 CaSizOs . 2H20 

C6S6H 천연， 수열 165-195.C C~Si6Ü17(OH)z 

C4S3H 천연， 수열 정0-3CX)"C Cél4(Si03lJ(OH )z 

C2SH 천연 ， 수열 160-225.C Ca2Si03(OH )z 

C6SzH3 수열 150-50crc C~SizÜ7(OH)6 

CsS6Hg 천연 Ca4(S잉OgH)zCa8H써 

CsS하-Is 천연 ， 수열 l00-20crc C혀(S잉OgH )zCa뻐zü 

CsS6Ho-2 천연 ， 엉0-3cxrc 탈수 Cél4 ( S잉OgH)zCa 

C08-I.33SHx 천연， 시멘 E 수화물 Cél4(S i.30 gH)(OH )zCa 1/2 • 4H20 

C1S-2SHx “ ” 

C:;Sd-Jl :~ “ “ 

C1S-2SHx “ " 

C:lS4H 천연 Ca3(SizÜslz(OH )z 

C3S4H3 천연， 수열 150-250't C킹( SizÜslz(OH)z2HzÜ 

CS강12 

CSH 수열 150 t: 이하 
C6S4H3 천연， 시멘트 수화물 CaJ(HSi04)z . 2H20 

C9S6H 

CsS3H2 

C2SH 중기양쟁 시멘트 CaJ(HSi04)(OH) 

C6S3H 수열 350 t: C~(SizÜ7) (Si04) (OH)2 

CsSzH 수열 2OO t: 이상 Cas(Si04)z(OH)2 



+ H2 0 

a/ 2=5.6A 

(010) 

b=7.3A 

(100) 

( . ; Ca 이온， 굵은 선; Si02 4면체， 가는 선; Ca - 0) 

그렴 2- 10 Tobermorite의 결정구조 

Tobennorite는 Megaw & Kelsey에 의 하면 사방정 계 ( Othorhombic)에 속하 

며， a 11.23A , b 7.37 A , c 22.6A이고 Cél4 (Si601강12) . Ca . 4H20를 4분자 포 

함한다. 결정은 필름상이고 연쇄적으로 평행한 b축 방향으로 뻗은 층의 면에 

는 (001) 벽개면이 존재한다. CaO/Si02의 비는 0.83이지만 인공적으로 얻어지 

는 것은 이 비율이 더 높고， Si02H2의 일부가 Ca로 치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Plombierite 및 인공적으로 얻어지는 CSH( 1 )은 Tobeπnorite에 유사한 

구조를 갖지만， 결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온에서 생성하는 CSH( II ) 

결 정 도가 낮아 X선 회 절 피 크는 (110), (200) , (020) 등 몇 개 만 나타난다. 포 

트란드 시멘트가 수화해서 생성하는 CSH(II)는 Tobennorite gel이라고 부르 

며 ， 비표면적이 현저히 커 244-376m'/g에 이 른다. 

포트랜드 시벤트를 비롯한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및 석고 규산계 수 

열반응에 의한 경화는 주로 섬유상 규산칼숨 수화물의 생성에 기인한다. 또한， 

이들의 수화물 중에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결합수량과 저면 간격 및 비중이 

변화하고， 경화체의 건조 수축의 원인이 된는 것이 있다. 단지 C<tAH19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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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습도 상태에서 결합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다음은 섬유상이 아닌 수화물로써 Gyrolite, Afwillite, C2S a 수화물이 있 

으며 , 이 들은 [Si03( OH) ]3- 이 온을 함유한다. Afwillite의 구조식 은 Ca3 . 

2H20[Si03(OH)]2로 표 기 된 다. 

2) 결합수의 종류 

규산칼숨 수화물의 결합수는 Si에 직점 OH의 형 태로 붙는 것， H20 분자로 

써 들어가는 것 또는 OH 이온으로써 이온적으로 결합하는 것 이 있다. 결합수 

는 생 성 온도가 2000C 이 하의 경 우， 실 리 카겔， Tobennorite, Afwillite, C2S a 

수화물듣에서는 실란올 Si- OH 및 H20의 형태로 존재하고， 200 0C 이상의 경 

우 Xonotlite 등에서는 OH 이온으로 결합해 있다. 결합수의 탈수 옹도는 

Si-OH 및 H20의 경우는 대개 400 0C 이하이며， OH 이온의 경우는 약 500-

700 0C 가 된다. 탈수 온도는 Tobennorite 100 -300 0C, Afwillite 275-285 0C 에 

대하여， Xonotlite는 680 -700 oC , Hillberandi te는 520-540 0C 로 상당히 높다. 

수열반응에서 생성되는 수화물은 결합수량이 적고， 탈수온도가 높아 경화체는 

열적으로 안정화된다. 

3) Tobennorite 

Tobennorite는 저면간격이 14A , 1l.3A 및 9.35A 의 반복성을 갖는 것이 천 

연에 존재하고， 인공적으로도 합성이 가능하다 14A의 Tobennorite는 석회 

규산 슬러리를 60 0C 에서 6개월 유지시키면 얻어지고， 100 0C 로 가열하면 탈수 

되어 1l.3A 형이 된다. 수열합성에서는 1l.3A 형만이 생성하고， 1800C 이하에 

서 안정하며，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Xonotlite 등으로 변화한다. 14A 및 1l.3 

A 형을 300 0C 로 가열 탈수하면 9.35A 형을 얻을 수 있다. 

Tobennorite Si4+는 A13+로 일부 치환되며， Alz03 4-5%을 함유하는 고용체 

를 형성한다 석회 규산계 수열처 리제품의 제조에 있어서， Alz03 성분의 소량 

첨가는 Tobennorite의 결정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반응속도를 저하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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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Xonot1ite에로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러나， 결정도를 향상하여 강도나 수축 

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 다량의 Ab03 성분의 존재는 하이드로가네트를 형 

성하게 하여 강도를 저하시킨다. 또한， 알카리의 존재는 소량에서는 반응을 촉 

진하고， 다량에서는 방해하는 효과를 나타내다. 

4) CSH( 1 ) 

칼숨 이온과 규산염 이온을 혼합시키면 상온에서 겔상의 침전을 만든다 

(예; 규산 졸 또는 겔과 수산화 칼슐의 용액 규산소오다와 칼슐염류의 용액) . 

이 침저은 CSH( 1 ) 또는 CSH(B)라고 불리우며 결정화 정도가 낮은 

Tobermorite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CSH( 1 ) 의 CaO/Si02 비 는 생성시의 

용액의 농도에 따라 0.8 - 1.33의 범위에서 변화하고 이것은 일종의 고용체로 

보고 있다. 결정의 면 간격은 CaO/Si02 비에 의하여 변하여， 0.8에 서 13.2A , 

1.33에서 1O.8A 내외의 값을 갖는다. 또한 알카리는 칼슐의 1-2%를 치환하 

여 구조 중에 들어갈 수 있다. CSH( I)의 형태는 전자현미경으로 조사되어 

주름이 있는 필름상으로서 확인되고 있으며， 폭 크기는 수 μm에 달하지만， 두 

께는 겨우 수십 A 내외이다. CaO/Si0 2 비가 커지면 형태는 섬유상으로 변하 

는 경향이 있다.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섬유상 보다는 필름상이 접촉면이 크 

기 때문에 우수하다. 

5) CSH( II) 

C3S의 현탁액 (suspension)은 100 0C 이하 또는 상온에서 볼밀에 넣으면 수화 

하여 Afwillitef를 형성하지만， 진동시키는 경우에는 CSH(II)를 형성한다. 또 

한， βC2S는 볼밀 중에서의 수화에 의해 CSH(II)를 생성한다. 그리고， CSH 

( II )는 수열합성 에서도 200 0C 이하에서 생성하고 규산이 과잉으로 있으면 다 

시 이것과 반응하여 CaO/ Si02 비가 저하된다. CSH(II)의 CaO/ Si02 비는 비 

교적 높아 1 .5-2의 값을 갖으며， 결정성은 CSH( 1 )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불량하다.X선 회절 패턴은 CSH( 1 )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결정의 변간격은 

1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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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5À 정도이다. 형태는 섬유상을 취하는 것이 특징적 이며， 최대 길이는 

수 μ1Tl， 폭은 1μm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Tobennorite와 CSH( 1 )는 유사 

한 적회선 흡수를 나타내지만， CSH(II )에서 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나. 칼슐알루미네이트 수화물 

칼숨알루미 네이트 수화물로 알려진 화합물의 조성과 특성을 표 3-2에 나타 

내었다. 칼숨알루미네이트로 안정한 것은 C3AH6이지만 준안정 상태로서 각종 

의 육방층상 구조를 취하는 화합물을 생성하고 점토광물에 유사한 

mixed-layer형의 화합물로 되기 쉽다. 그 대다수는 규산칼숨 수화물과 비교하 

여 용해도가 크고， 결정성이 우수하다. 

CAHlO은 알루미나 시멘트의 주요한 수화 생성물이다. 결합수의 양은 습도 

RH 81%에서 10.5, 45%에서 7, PZ03에 의해 건조하면 5.5, 100-150 oC 의 가열 

에 의해 2.5로 감소하고， 600"C 이하에서 완전히 탈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CzAHs는 포트랜드 시멘트의 수화에서 일부 생성하지만， CA의 수용액과 

포화 석회수를 이용하여 합성된다. 결합수의 양은 RH 93%에서는 19이지만， 

81%에서는 13으로 감소하고， 105 0C 로 건조하면 7까지 감소한다. 이것은 포트 

랜드 시멘트의 건조 수축의 원인의 하나가 된다. 

다. 기타 수화물 

1) 칼숨페라이트 수화물 

칼숨페라이트 수화물로서 존재가 명확한 것은 C4FH14 와 C3FH6 이며， 각각 

알루미네이트의 C4AH13과 C3AH6 에 유사하다. 칼슐 페라이트 수화물은 일반 

적으로 용해도가 낮고， 결정은 성장하기 어려우며 불명확한 점 이 많다. 

C4FH14는 백색의 짧은 육각 판상 결정 이고 단위격자는 a 3.42À , c 8.0À , 

이것에 대하여 C~H13 에서는 a 3.36À. b 7 .9À가 되며 둘다 저온에서 연속 

고용한다. C4FH14의 결합수 양은 CaC12에 의한 건조로 14분자， P205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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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또는 100 0C 의 가열로 12분자， 400 0C 의 가열로 4분자， 600 0C 에 서 3분자로 

된다. C3FH6는 등축정계로 단위격자는 a 12.76A 이며， CsAH6와 연속 고용체 

를 형성한다. C3FH6 는 비중 2.77, 굴절율 l.71- l.72, 소량의 H를 Si로 치환하 

여 안정화한다. C3FH6 는 가열하면 250 0C 에서 결합수 양은 2분자가 되고， 50 

O OC 에서 C3F를 형성하며， 800 0C 에서 C2F와 CaO로 분해한다. 

C4AF가 수화하면 먼저 C4(A ,F)H14 고용체를 형성하고， 나중에 C3(A,F)H6 

로 변화한다. C3(A,F)H6 고용체 는 C3AH6 에 비 교하여 황산염 저 항성 이 우수 

하다. 또한， C3FHx 및 CFHx 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칼슐알루미네이트 및 칼숨페라이트 복염 수화물 

칼숨알루미네이트와 칼슐페라이트는 서로 유사한 복염 수화물을 생성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산염 복염이다. 황산염 복염에서 표 3-3에 표시한 것처럼， 

3황산염 복염과 1황산염 복염이 있다. 

3) 규산을 포함하는 화합물과 고용체 

칼숨알루미노실리케이트 수화물로써 CzASH8이 있으며 C2AS 유리나 알로 

펜을 석회수와 진동하면 생성한다. 구조는 C~H13에 유사하고， a 9.96A , c 

12.56A 이다. 성분으로서 Ab03는 Fe203로 0.3몰까지 치환 가능하다. 겔레나이 

트 수화물 CzASH8는 과잉의 석회 또는 황산염의 존재에서 분해한다. 

또한， 규산을 함유하고 광범위한 조성에 걸친 하이드로가네트 고용체가 고 

온 고압의 수증기 중에서 생성한다. C3AH6, C3FH6, C3AS3 및 C3FS3 는 서로 

고용하며 ， Fez03는 Ab03로， Si02는 2H20로 치환될 수 있다. 수열처리에 의해 

일반적으로 건조 수축이 줄고 황산염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성 

분으로서 Ab03가 불안정한 C~H19에서 안정한 하이드로가네트 고용체로 바 

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드로가네트 고용체는 그다지 강도에는 도움이 되 

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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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칼슐알루미네이트 수화물 조성 

-“--‘---
3ζ- 성 이 온식 l'프1 성 

a lC4AH19 [Ca2Al (OHh6H20] 
불안정 구조， 과포화용액에서 생성， 
a 2C4AH l 9로 변화하기 쉽다 

A. 100 0C 이하 
육방정 계， 층구조， a 1l .54A , c 2l.37 A 

a 2C<JAH19 ” d l.81, 건조로 쉽게 Q 또는 ßC4AHl3으로 
「A- 걷%- 재 a 서 。

변하고 가역적‘ 

C2-2.4AHs-1O “ 
육방정 계 ， a 2C4AH !9!4 a 2C4AH9 고용체， 

2 Al(OH)3 닐 HzO 치환 

αlC2AHs [CazAb(0H)103H20] 
종 래 알려 진 C2A Hs, Q' 2C2AHs에 서 
탈수， 재수화에 대하여 불안정 

Q' 2C2A Hs “ 
육방정 계， a 11.58A , 8분자， d l.95, 

C2AHs 조성 화합물중 가장 안정 

C3AH1S “ 침상결정， 불안정한 중간생성물 

C3AH1 2 “ 
육방정 계 ， C<JAH I 9와 C2 <JAHIO.2의 혼합물 
또는 C3A . CaC03 . Hll 일 가능성 있음 

육방주상， a 9.45A , c 14.6A , n 1.471 , 

CAH lO 
x[CazA lz(0 H)s6H20]? 

d늑 l.7 ， 건조로 CAH7으로 변화， 22 0C 이하 
에서 생성하고， 22 0C 이상에서는 C2AHs 

등축정계， a 12.576A , d 2.52, 상온에서 

C3AH6 8[CazAlz(OH)12] 
유일의 안정상 C3AS2H2, a 12.0A 과의 

사이에 연속고용체 형성 

40H- P S i044 치 환 

CsAlb 
육방정계， a 1l .1 A , c 10.8A , CA 용액과 

2[CazAl( 0 H)g12H20]? CaO 설탕용액에서 생성. 

C3AHs 2[Ca(0H)zA10(0H)] 
Al이 O와 OH에 연결되는 boehmite 층을 

B. 100 0C 이상 포함하는 층구조， 105- 150 oC 에서 생성. 

고압하 생성 사방정계， 장방형 판상， d 2.71 , 215 0C 이 

C3AÆ3 x[C~A1601O( 0 H)6] 상의 고온 고압에서 안정. C3A 250 0C 수 

화로 생성， CaO상 건조로 C3A3H3 

aC<JAHI3 [Ca2AI (OHh 3H20] 육방정계， a 5.74A , c 8.2A , 2종 이상 있음 

육방정 계， a 5.74A , c 8.2A , 2종 이상 있 
음 C4AHI9의 건조에 의 한 층간 수탈수에 

c. 탈수생성물 
의해서 생성， d 2.08, 양자(兩者) 구조적으 

βC4AHI 3 ” 
로hydorcalumite 

CalsAls( OH)54( CO )221H20] 
단사정계， a 9.9A , b 1l.4A , c 16.84A , 
C<JAH I9 섭 C4AH!3의 변화는 시벤 E 경화 

체의 팽창 수축에 관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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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황산염 복염 

:::tζ- 성 )'j三1 성 

광물명 ettringite, 속칭 cement bacillus , 육방정 계， 

C3A . 3CaS0 4 . H32 C 3 1c, a l l. l A , c 2l.58A , C축 방향으로 성 장한 

침상결정， 1轉負， 빼長負， ω l.464， E 1.458, 비 중 l.73 

C3F . 3CaS04 . H32 
육방정계， a 1l.23A , c 22.14A , 침상결정， 1輔負，

ω l.564, E l.539 

C3A . CaS0 4 . H12 
육방정계， 판상 또는 침상결정， 1輔負， f申長負，

ω l.550, E l.535, 비 중 l.95 

C3F . CaS04 . H12 육방정 계， 1빼負， ω l.564, E l.539 

4. 수화물의 응결경 화 이론 

수화물의 응결경화 기구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주로 두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H. Le. Chatelier는 과포화 용액으로부터 난용성의 수화된 미 

결정이 치밀하게 석출하고， 결정의 표변에너지에 의한 응집력과 부착력으로 

경하한다고 하는 결정설을 제창하였다. 한편， W. Michaelis는 과포화 용액으로 

부터 미결정과 겔을 생성해서 웅결하고， 물은 미수화 입자 내부에 흡인되어 

더욱더 수화는 진행함과 동시에， 콜로이드는 건고하여 경화한다고 하는 콜로 

이드설을 주장하였다. 

R. H. Bogue는 수화물 결정입자의 내부 strain에 의한 표변에너지에 의해 

입자가 응집하고， 이들이 합체하여 2-3μm 정도의 입자가 될 때까지 성장하며， 

이들의 연계에 의해 경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X선 또는 전자현미경에 의해 행해진 수화반응에 관한 연구는 결정성 

을 광의(廣義)로 해석한 것이다. 굳은 시벤트 속에 나타나는 수화물은 박판상，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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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상， 리본상의 미세한 결정이 서로 중복되어 ， 침상， 그물상， 박편상으로 발 

달한 것이다. 이들 수화물 결정은 시벤트 입자 표면에서 내부 및 외부로 성장 

하여， 서로 접촉하게 된다. 서로 접촉한 결정 중 어떤 것은， 같은 배향을 한 

결정격자이고， 고체반응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격자로 성장한다. 이 결 

합의 수와 강도는 수화반응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고， 시멘트 입자간의 공극을 

메워 강도를 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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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조석판재 제조원료 및 제조공정 

제 1 절 제조원료 

본 연구에서는 향후 시제품용 대형 인조석판재의 제조공정 확립를 위한 전 

단계로 100 x 100 x 12mm 크기의 인조석판재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인조석판 

재 제조는 제조방법에 따라 소성에 의한 제조방법과 수열양생에 의한 제조방 

법으로 구분하여 인조석판재 제조원료로 사용하였다. 즉 소성에 의한 인조석 

판재 제조원료는 1997년도에 수행한 원료배합 조건별 소성시험 결과 선수축율 

및 흡수율이 가장 낮은 석분슬러지， 점토 및 장석을 사용하였다. 석분슬러지는 

경상남도 거창에 위치한 모동석재와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고모치석재 가공 

공장의 건축재용 석판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석가공 공정중 원석 을 일정한 

크기 및 두께로 판재화하는 절단공정 및 석판재의 표변을 연마하여 광택처리 

한 연마공정에서 발생한 석분를 침전조에서 수거한 것으로 석분슬러지의 발생 

공정도를 그림 3- 1 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탈수 건조하여 이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및 입도분포 분석결과를 표- 1과 그림 3- 2. 3에 각각 수록하였다. 표 3- 1 

에 나타낸 바와같이 산지에 따라 석분 슬러지의 화학성분은 다소 차이가 있으 

나 주성분은 썰리카와 알루미나이며 모동 석분슬러지의 경우 고모치 석분슬 

러지 보다 찔리카 함량이 약 2.2%높으나 알루미나 함량이 약 3.1% 낮으며 그 

림 3- 2,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모동 석분슬러지의 입도분석 결과 0.15μm 

에서 80.0μm 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입도는 14.14μm이며 고모치 석분슬러지 

의 입도분석 결과 평균입도는 10.7μm으로 0.23μm에서 64.9μm 까지 분포되어 있 

다. 또한 점토는 광천에서 채취한 적벽돌 제조용이며 장석은 부여소재 제품인 

정광을 사용하였다.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용 원료로 석분슬러지， 

규사 및 소석회를 사용하였다. 석분슬러지는 소성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에 

? 

ι
 



워석 블록 

절단공정 

l 

연마공정 

----•, 

석판재 

침전조 

그림 3- 1. 석판재 가공공정에서의 석분슬러지 발생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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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며 규사는 주문진 규사에서 주물사를 제조하고 

폐기한 입도가 325mesh 이하인 것이며 소석회는 백광소재에서 제조한 CaO 

함량이 70.5%로 이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x-선 회절분석 결과， 시차 열분석 

및 열중량 분석 결과는 1997년도 보고서에 수록한 바 있다. 그밖에 착색제로 

는 분산성， 착색력이 양호하고 내열， 내후성이 강한 백색 (Titanium Oxide) , 적 

색(Iron Oxide Red), 흑색(Iron Oxide Black), 청 색 (Cobalt Blue) , 녹색 (Chrome 

Green) , 황색 (Chrome Orange) 등 무기 산화물계 안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였 

다. 

표 3- 1 석분슬러지의 화학분석 결과 

모동 석분슬러지 고모치 석분슬러지 

성 τ 님r 함 량(%) 성 τ 닙r 함 량(%) 

Si02 69.97 Si02 67.72 

Ti02 0.45 Ti02 0.56 

Ab03 16.13 Ab03 19.29 

Fez03 3.15 Fez03 3.57 

K20 3.69 K20 3.74 

Na20 3.05 Na20 3.57 

CaO l.48 CaO l.54 

MgO 0.21 MgO 0.25 

MnO 0.05 MnO 0.09 

P205 0.06 P20 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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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모동 그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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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고모치 석분슬러지 압도분석 결과 

- 41-



제 2 절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1. 소성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 

본 실험 에서는 석분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소성법 에 의한 비 교적 우 

수한 불성을 보유한 100 x 100 x 12mm 크기의 인조석판재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 

배합조건， 성형조건 및 소성조건 등을 변화시키면서 인조석 블록과 물성측정 

을 위한 시편을 만들어 이들 시편의 물성을 측정하여 최적 제조조건을 조사하 

였다. 소성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공정은 그림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료를 혼합하는 혼합공정， 혼합한 원료를 가압하여 성형하는 성형공정 및 성 

형물을 소성하여 고화시켜 인조석 블록을 제조하는 소성공정과 제조한 인조석 

불록의 절단 및 연마공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혼합공정에서는 원료인 건조한 석분슬러지， 점토 및 장석을 각각 계량한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일한 혼합물을 만든다. 성형공정에서는 혼합공정에서 

균일하게 혼합한 혼합물을 내부 크기가 100 x 100 x 200mm이며 재질이 SUS 304 

인 성형몰드에 장입하여 사진 3- 1에 나타낸 INSTRON사에서 제작한 100톤 

용량의 Dyanamic Pressing System 사용하여 압력을 가하여 일정시간 성형한 

다. 소성공정에서는 성형이 완료된 성형물을 알루미나 판재에 올려 놓은 후 

Siliconit Box Fumace에 장입하여 전기로 내부의 온도를 300 0Cα-Ir로 승온하 

여 소정의 온도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동안 온도를 유지하여 소성이 완료되면 

전기로 전원을 차단하여 상온까지 냉각시켜 100 x 100 x 180mm 크기의 인조석 

블록을 제조한다. 절단 및 연마공정에서는 절단기 를 사용하여 소성하여 제조 

한 인조석 블록를 12mm 두께로 판재화하고 이어서 자동 연마기로 표면을 연 

마처리하여 인조석판재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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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소성법에 의한 언조석판재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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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1. Dyanamic Pr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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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열양생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 

본 실험 에서는 석분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수열양생법에 의한 석분슬 

러지 에 함유되어 있는 썰리카에 소석 회 ， 규사 및 수분(H20)을 첨가하여 반응 

시켜 이들을 규산칼슐화하여 비교적 우수한 물성을 보유한 100 x 100 x 12mm 크 

기의 인조석 판재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 배합조건， 성형압력， 수열양생 조건 등 

을 변화시키면서 인조석 블록과 물성측정을 위한 시편을 만들어 이들 시편의 

물성을 측정하여 최적 제조조건을 조사하였다. 수열양생법 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공정은 그림 3-5에 나타낸 바와같이 제조공정은 원료를 혼합하는 1차 혼 

합공정， 수분을 첨가하여 다시 혼합하는 2차 혼합공정 ， 혼합물를 가압하여 성 

형하는 성형공정 및 성형물을 고화시켜인조석 블록을 제조하는 수열양생 공정 

과 제조한 인조석 불록의 절단 및 연마공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1차 혼합공정에서는 원료인 건조한 석분슬러지 ， 소석회 및 규사을 각각 계 

량한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일한 혼합물이 되도록한 혼합하고 이어서 2차 

공정에서 10%의 수분을 첨가하여 재차 혼합한다. 성형공정에서는 혼합공정에 

서 균일하게 혼합한 혼합물을 소성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시 사용하였던 동 

일한 성형몰드와 성형기를 이 용하여 성형한다. 수열양생 공정에서는 성형이 

완료된 성 형물을 오토클레이브(Autoclave)에 장입하고 이어서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수증기를 주입하여 수증기압이 목적하는 압력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동 

안 압력을 유지하여 성형물을 고화시켜 인조석 블록을 제조한다. 절단 및 연 

마공정에서는 절단기와 자동 연마기를 사용하여 수열양생으로 고화시킨 인조 

석 블록를 12mm 두께로 판재화하고 표변을 연마처리하여 인조석판재를 제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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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성측정 

각 조건하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을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진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re를 채취하여 KSL 3114 및 KSL 3115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소성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경우에는 압축강도， 겉보기 비 중， 흡 

수율 및 선수축율를 수열양생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경우에 는 압축 

강도， 겉보기 비 중 및 흡수율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압축강도 

압축강도는 압축시험에 의하여 압축시 험편이 파괴를 일으켰을때의 응력으 

로 정의한다. 인조석재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160 톤의 압축력을 가진 

MTS 물성 시험기를 사용하였고 단축 압축시험에서 탄성계수와 포아송비 를 

측정 하기 위해서 종축의 변형률 측정 에 는 dial - gauge type의 변위 측정장치와 

횡축의 변형율 측정에는 MT S extensometer를 사용하였다. 압축강도는 시 료 

에 하중을 가해 시료가 파괴되었을 때의 전하중과 시료의 단면적과의 비이므 

로 Sc = P/ A 로 나타내며 압축강도 측정 에는 직경 이 30rmn , 높이가 직경의 

2배인 원주형 시편을 사용하였다. 

여 기 에 서 Sc 압축강도(kgicm2 ) ， P = 파괴 하중 (kg ) ， A = 단면 적 km2) 

나. 겉보기 비중 및 흡수율 

비중은 석재의 물리 적 성질 중에서도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로 일 반적으로 

시 료의 질량과 동일 체 적인 표준물질 칠량과의 비로 나타내며 표준물질로는 

순수한 물이 사용된다. 비중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체적비중(bulk specific 

gravity) , 겉보기 비 중(apparent specific gravity)과 진비 중 (true specific 

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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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2. 언조석 불록과 물성측정을 위한 원주형 사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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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y)이 있으며， 석재에는 공극이 있어 진비중은 겉보기 비중이나 체적비 

중보다 크다. 본 실험에서는 겉보기 비중을 측정하였다 겉보기 비중 = Wl / 

Wl - W2 으로 나타내며 또한 흡수율은 석재 내부에 수분이 침투하여 포화상 

태일 때의 수분 함유량 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흡수율 = W3 - W 1 / Wl 

x 100 나타낸다 

여기에서 Wl = 120 0C 에서 24시간 완전히 건조한 시편의 중량 (g) 

W2 = 증류수에서 48시간 침수시킨 후 수중에서의 시편 중량(g) 

W3 증류수에서 48시간 동안 침수시킨 후 시편의 표면을 

닦은 후의 중량 (g) 

다. 선수축율 

소성하기 직전의 건조한 green 상태의 원주형 시편의 직경과 두께를 정확 

히 측정하고 소정의 온도에서 소성한 시편의 직경과 높이를 측정하여 선수축 

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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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소성법에 의한 인조석 판재 제조 

소성법에 의한 대 형 인조석판재의 제조공정 확립를 위한 전단계로 100 X 

100 X12mm 크기 의 인조석판재 제조시 최적 제조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원료 

배합 조건， 성형조건 및 소성조건 등을 변화시키면서 100 X 100 X 180mm 크기의 

인조석 블록을 만들어 각 제조조건 변화에 대한 물성을 조사하였다. 

1. 원료배합 조건 

석분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인조석판재 제조시 소결성 이 가장 양호한 

원료배합 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조석판재 제조원료를 전년도에 수행한 원 

료배합 조건별 소성시험 결과 선수축율이 가장 낮은 원료조성인 석분슬러지， 

점토 및 장석을 사용하였다. 

그림 4- 1은 표 4- 1에 나타낸 원료배합 조건별로 혼합한 후 압력을 200 kg/ 

cm' 가하여 성 형 한 성 형 한 성 형 물을 10000C 부터 ll00 0C 까지 소성 온도를 증가 

시켜 각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 소성온도 변화에 대한 선수축율 

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1에 나타낸 바와같이 원료배합 조건에 따 

라 선수축율은 소성온도가 1000 0C 에서 1025 0C 로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 

하고 소성온도 10250C 부터 1080 0C 까지는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이어서 소성 

온도 10750C 이상에서는 모든 원료배합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 다시 급격히 중 

가하였다. 각 원료배합 조건하에서의 1100 0C 에 서 2시간 동안 소성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표면은 유리질화되어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였으며 선수축율이 

낮은 순서는 No.4 > No.3 > No.2 > No.1 이었다. 즉， 소성온도 및 소성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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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원료배합 조건별 소성온도 변화에 대한 선수축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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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할 때 원료의 배합조건 중 석분슬러지의 조성이 높을수록 선수축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지 

85%, 점토 10%, 장석 5%로 혼합하여 1l00 0C 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 

의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선수축율은 6%로 다른 원료배합 조건 보다 2.4% -

2.9% 낮게 나타나며 석분슬러지의 활용율이 85%로 가장 높아 다른 제조조건 

을 검토하기 위한 제조실험에서는 NO.4의 원료배합 조건을 적용하였다. 

표 4- 1. 원료배합 조성 

(단위 : %) 

싫빨f NO.1 NO.2 NO.3 No .4 

석분슬러지 55 65 75 85 

점 토 40 30 20 15 

장 석 5 5 5 5 

2. 성형압력 조건 

소성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시 성형압력 조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료배 

합 조건을 석분슬러지 85% , 점토 10% , 장석 5%로 혼합하여 성형압력을 

50kg/c띠에 서 부터 300kg/c따 까지 증가시 켜 성 형 한 후 성 형 물을 1l00 0C 을 유지 

하여 2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의 성형압력 증가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그림 4-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0kg/c마으로 성 

형한 후 소성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는 630kg/c마이었으내 성형압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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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0kg/c마， 150kg/cm’인 경 우에 는 각각 압축강도는 670kg/c마와 720kg/c마로 

향상되었으며 압력을 200kg/c따 이상으로 가하여 제조한 에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는 800kg/cm'으로 일정하였다. 따라서 소성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제 

조 조건변화 시험에서는 원료를 혼합한 후 압력을 200kg/c마 가하여 성형하였 

다. 

3. 소성조건 

소성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시 적정 소성온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석 분슬러 지 85%, 점 토 10%, 5%의 원료배 합 조건으로 혼합하여 압력 200kg/ 

C마을 가하여 성형한 성형물을 소성온도 1000 0C 에 서 1100 0C 까지 온도를 증가시 

켜 각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의 소성온도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 

와의 관계를 그럼 4-3에 나타내었다. 그림 4-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 

성온도를 1000 0C 로 유지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압축강도는 590kg/c마이었으나 

소성온도를 1050 0C, 1075 oC 및 1100 0C 로 증가시켜 소성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 

록의 압축강도는 소성 온도 상승에 따라 각각 740kg/c마， 760kg/c마， 790kg/c따 로 

향상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적정 소성시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성온도가 일정할 때 소성시 

간 증가에 대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및 선수 

축율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그림 4- 4.5 및 6에 나타내었다 .. 이때의 

제조조건은 그림 4-3과 동일한 원료배합 조건으로 혼합하여 압력 200kg/c마을 

가하여 성형한 성형물을 온도를 1100 0C 로 유지하여 소성시간을 0.5시간 부터 

2.5시간 까지 변화시켜 소성한 후 이에 대한 각 물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4- 4 

에 나타낸 바와같이 ll00 0C 에서 0.5시간 동안 소성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 

는 680kg/c마이며 소성시간 1시 간에서의 압축강도는 720kg/c마로 증가하였으며 

소성시간 2시간에서의 압축강도는 800kg/c마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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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소성시간 변화에 대한 흡수율 및 겉보기 벼중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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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타낸 바와같이 소성시간 변화에 대한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에 

서 초기 소성시간 0.5시간 부터 1시간 까지의 흡수율은 2.7%에서 0.69%로 급 

격히 감소하다가 소성시간 1.5시간 이상에서 부터는 완만히 감소하여 소성시 

간 2.0이상에서의 흡수율은 0.48%를 나타내었으며 소성시간 증가에 대한 소성 

한 인조석 블록의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는 소성시간이 증가할수록 겉보기 비 

중은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소성시간이 0.5에서 1.0, 1.5, 

2.0, 2.5 및 3.0시 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겉보기 비 중은 각각 2.74에 서 2.62, 

2.57, 2.54, 2 .52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6에 나타낸 소성시간 증가에 대한 소 

성한 인조석 블록의 선수축율과의 관계는 소성시간 0.5시간에서 부터 1시간 

까지의 선수축율이 4.9%에서 5.6%로 가장 증가폭이 가장 크며 소성시간 2시 

간 이상에서는 선수축율의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들 결과로부터 소성시간 변화에 대한 측정한 인조석 블록의 각 물성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압축강도의 향상， 흡수율의 감소， 겉보기 비중의 

감소 및 선수축율의 증가폭이 가장 적은 소성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제 2 절 수열양생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 

수열양생법에 의한 대형 인조석판재의 제조공정 확립를 위한 전단계로 100 

x 100 X12mm 크기의 인조석판재 제조시 비교적 물성이 가장 우수한 제조조 

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형압력， 수열양생 조건， 원료 첨가량 등을 변화시키면 

서 각 조건에서 제조한 100 x 100 x 180mm 크기의인조석 블록을 만들어 물성을 

측정，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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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형압력 조건 

수열양생법에 의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할 때 성형압력이 제조한 인조석판재 

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석분슬러지 80%에 소석회 20%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이어서 10%의 수분을 가하여 재차 혼합한 혼합물을 성형 

몰드에 투여하여 성형압력을 50kg/ cm' 부터 300kg/ cm' 까지 증가시켜 100 x 100 

x 180mm 크기로 성형한 후 오클레이브(Autoclave)에 장입하고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cIIÍ에 도달할 때까지 수증기를 계속하여 주입하여 증기 

압이 목적하는 압력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3시간 동안 유지하여 성형물을 고화 

시킨 후 인출하여 각 인조석 블록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4- 7. 8에 나타내었다. 그림 4-7에 나타낸 바와같이 성형 

압력 변화에 대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와의 관계는 성형압력에 증 

가와 함께 압축강도도 향상되고 있다. 즉， 압력을 50kg/c마 가하여 성형하여 제 

조한 경우에는 압축강도는 285kg/c따 이었으나 성형압력이 150 및 200kg/c마으 

로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각각 428kg/c따 및 482kg/c마으로 향상되 었으나 

압력을 250kg/c마 이상으로 증가시켜 제조한 경우에는 압축강도가 505kg/cD1’로 

증가폭 낮아지고 있다. 그림 수8에 나타낸 성형압력 변화에 대한 제조한 인조 

석 블록의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성형압력을 50kg/c마에서 

100kg/c마로 증가시켜 제조한 경우의 흡수율은 3.73%에서 l.33%로 감소폭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압력을 200kg/c마 이상으로 가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0.53%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형압력 변화에 대한 겉 

보기 비중를 측정한 결과는 성형압력 증가에 대한 흡수율과의 경우에서와 같 

이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성형압력 200kg/c마 이상에서 제 

조한 인조석 블록의 겉보기 비중은 2.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들 결 

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료를 혼합한 후 적정한 압력이상 압력을 가하여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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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조석 블록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9, 10에는 원료배합시 규사의 함량을 증가시켰을 때에 성형압력 변화 

에 대하여 각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 

중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때의 원료배합 조건으로는 석분슬러지 70% , 소 

석회 20% 및 규사 10%로 하였으며 수열양생 조건은 그림 4-7에서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다. 성형압력 증가에 대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은 그림 4- 7 및 4-8의 경우에서와 같이 흡사한 비율로 향상되었 

으며 또한 원료에 규사를 혼합하였을 때와 혼합하지 않고 동일한 성형압력으 

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물성을 비교하여 볼 때 원료에 규사를 첨가하지 않 

고 성형압력 200kg/cm'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는 482kg/c마， 흡수 

율은 0.53%, 겉보기 비중은 2.0이었으나 그림 4- 9.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 

이 원료에 10%의 규사를 첨가하여 동일한 압력을 가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압축강도는 605g/c마， 흡수율은 0.49% , 겉보기 비 중은 1.88로 물성 이 향상되 었 

을 알 수 있다. 

2. 수열양생 조건 

수열양생법으로 인조석판재을 제조하였을 때 이에 필요한 최적조건의 수열 

양생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열양생 할 때의 반응시간 및 증기압 변화에 

대한 각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을 

측정하였다. 

그림 4- 11, 12는 반응시간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과 

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의 인조석 블록의 제조조건은 원료배합 비율로 

석분슬러지 80%에 소석회 20%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여기에 수분 10%을 첨 

가하여 재차 혼합한 후 압력 200kg/c마 가하여 성형한 성형물을 오토클레이브 

에 장입한 후 증기압을 20kg/cm’로 유지하여 반응시간을 1시 간부터 4시간 까지 

- 63 -



700 

• 

4i§ti 
500 

、-’
..c 400 
예。“) 
I 

m‘-
1i‘I 300 

~ 

mmm‘-
Reaction time : 3hr 

Ca(OH)2 : 20% 

c.. Sand : 10% 

E Vapor pressure :20kg/cm 
2 

。

ü 
100 

0 
50 100 150 200 250 300 

Press pressure (kg/cm2) 

그림 4- 9. 성형압력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 

- 64 -



2.0 2.5 

• 

「 ~ i - • • • * 〉‘、

---、、〕e m >

、---- ‘-
I Reaction time : 3hr 1.5 0> 
。 U 

‘c‘i ‘:l. Ca(OH)2 : 20% 1+= 
• .EmIL 

J。Uii
1.0 Sand: 10% 

Vapor pressure :20kg/cm 
2 m 

m • 1.0 륜 
‘-
르mm ω‘-

mIL 

0.5 
c. • <( 

0.5 

0.0 0.0 
50 100 150 200 250 300 

Press pressure (kg/cm2) 

그림 4- 10. 성형압력 변화에 대한 흡수율 및 곁보가 비중과의 관계 

65 -



증가시키면서 제조하였다. 그림 4- 11. 1 2에 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 블록의 고화반응은 반응시간 2시간이내에 급속도로 진행되어 물 

성이 향상되고 3시간 이후에서는 물성의 향상폭이 완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반응시간 2시간에서의 압축강도는 462kg/ crn', 흡수율은 1.03%, 겉 

보기 비중은 2. 16이었으나 반응시간이 3시간 이후에서의 인조석 블록의 압축 

강도는 482kg/c마， 흡수율은 0.53% 겉보기 비 중은 2.0로 반웅시 간 2시 간 동안 

에 약 70% 정도의 고화반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13, 1 4는 원 

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지 70%, 소석회 20% 및 규사 10%로 하여 그림 4- 11 

과 동일한 제조조건으로 인조석 블록을 제조하였을 때의 반응시간 변화에 대 

한 각각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4- l3. 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이 경우에도 반응시간에 대하여 그림 4- 11, 12에서의 결과에서와 같이 비슷한 

형태로 고화반응이 진행되어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물성 이 향상되었으며 반응 

시간 4시간을 유지하여 제조하였을 때의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은 

615kg/c따， 0.46% 및 1.86을 나타내었다. 그림 4- 15, 16은 수열양생시 오토클레 

이브 내부의 증기압의 변화가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 

보기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지 

80%에 소석회 20%를 가하여 1차 혼합하고 여기에 10%의 수분을 가하여 재 

차 혼합한 후 혼합물을 200kg/c마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하여 오토클레이브에서 

반응시간을 3시간 유지하여 증기압을 14kg/crn'에서 22kg/c마 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각 증기압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물성측정 결과이며 그림 

4- 17, 18은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지 70%, 소석회 20%, 규사 10%로 변화 

시켜 그림 4- 15와 동일한 제조조건을 적용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증기압 

변화에 대한 물성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5-17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수열양생시 증기압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물성이 낮아졌으며 증기압이 높은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물성은 현 

저히 향상되었다. 즉 석분슬러지 80% 소석회 20%인 원료배합 조건으로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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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14kg/c마인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는 228kg/c마， 흡수율 

은 4.25% , 겉보기 비중은 2.44이 었으나 증기압을 상승시켜 22kg/c마인 조건으 

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 514kg/c마， 흡수율은 0.52% , 겉보기 비중은 

1.93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원료배합 조건중 석분슬러지 70%, 소석회 20% 및 

규사 10%인 원료배합 비율로 증기압이 14kg/c마인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 

록의 압축강도는 324kg/c마， 흡수율은 1.71 %, 겉보기 비 중은 2.24이 었으나 증기 

압이 22kg/c따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럭의 압축강도는 621kg/c마， 흡수율은 

0.42%, 겉보기 비중은 1.83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낮으면 석분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이산화 규소와 소석회가 상호 

반웅이 이 루어지지 않아 규산화 칼숨을 형성하지 못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 

의 물성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물성이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적정한 증기압 이 

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원료 첨가량 

수열양생법에 의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할 때 원료 첨가량이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림 4- 19, 20은 원료배합 조건 검 

토하기 위하여 석분슬러지에 대하여 소석회 첨가량을 5%에서부터 30% 까지 

증량하여 1차 혼합하고 수분을 10% 첨가하여 다시 혼합한 혼합물을 압력 

200kg/c마을 가하여 성형하고 오토클레이브 내부 증기압이 20kg/c미으로 3시 간 

동안 반응시켜 제조한 각 인조석 블록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 

중을 측정한 결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19의 소석회 첨 가량 증가에 대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와의 관계는 소석회 첨가량 증가와 함께 압축 

강도도 향상되고 있다. 즉， 소석회 첨가량이 5% 일 때 압축강도는 105kg/c마이 

었으나 소석회 첨가량이 10%. 20 및 25%로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각각 

345, 482 및 521kg/c마으로 급격 히 향상되 었으나 이 어 서 소석 회 첨 가량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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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 소석회 첨가량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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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2. 규사 첨가량 변화에 대한 흡수율 및 겉보기 1:11 중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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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시켜 인조석 블록을 제조한 경우에는 압축강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 그림 4-20에 나타낸 소석회 첨가량 변화에 대한 흡수율 및 겉 

보기 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소석회 첨가량을 5%에서 10%로 증가시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흡수율은 6.2%에서 1.2%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소석회 첨가 

량을 25% 이상으로 하여 제조한 시편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0.51% 이하로 유 

지되고 있으며 겉보기 비 중도 흡수율의 감소와 더불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 

내었다. 또한 소석회 첨가량에 대한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소석회 첨가 

량 증가에 대하여 제조한 시편의 겉보기 비중도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소 

석회 첨가량 25% 이상에서의 겉보기 비중은 1.92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 

서 석분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수열양생에 의하여 고화시키는 경우에는 

석분슬러지 중에 이산화 규소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석회 첨가량을 

조절하므로써 물성이 향상된 인조석판재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열양생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시 물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사 첨가량의 증가가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물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지에 대하여 소석회 첨가량을 20% 고정시키 

고 규사 첨가량을 5%에서 부터 25% 까지 증가시켜 혼합하고 수분을 10% 정 

도 첨가하여 재차 혼합한 후 성형압력 200kg/c마인 조건에서 성형하여 오토클 

레이브 내부 증기압 20kg/c따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켜 제조한 인조석 블록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을 측정한 결과을 그림 4- 21 , 22에 나타 

내었다. 그림 4-21에 나타낸 바와같이 규사를 5% 첨가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 

록의 압축강도는 525kg/cm'로 규사를 첨 가하지 않았을 때 보다 약 50 -60kg/c마 

증가하였으며 또한 규사 첨가량을 15%에서 25% 까지 증가하여 제조하였을 

때의 압축강도는 614에서 627kg/c마로 증가하였다. 그림 4-22에서의 원료배합 

조건중 규사 첨가량 변화에 대한 흡수율과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에서는 규사 

의 첨가량을 10% 이상으로 증가시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흡수율은 0.5% 

이하로 유지되며 이와 함께 겉보기 비중도 감소하여 1.87이하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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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규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제조한 시 

편의 물성은 향상되어지나 주원료인 석분슬러지의 활용율이 떨어지는 문제점 

이 있다. 

이와 같이 수열양생법에 의한 인조석판재의 제조는 석분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이산화 규소가 포화 수증기압하에서 서로 반응하여 규산칼슐의 수화물이 

형성하여 기계적 강도와 방수성을 강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료배 

합을 할 때에 이산화 규소와 소석회 첨가량을 상호 보완하여 물성이 대폭 향 

상된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제 3 절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특성 조사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결정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 

지 85%, 점토 10%, 장석 5%로 하여 균질하게 혼합하여 200kg/cIII’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후 온도를 llOOOC 에서 2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한 인조석 블 

록의 X一선 회절분석 결과를 그림 4-23에， 원료배합 조건 및 성형조건을 그 

림 4-23과 동일하게 하고 소성시간을 3시간으로 유지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 

의 X 선 회 절분석 결과를 4-24에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 

와같이 상기 제조조건으로 소성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주된 결정은 a 

Quartz이며 Hematite와 Anothite가 일부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대표적 물성인 압축강도 , 흡수율 , 겉보기 비중은 

이었다. 또한 수열양생법을 적용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x-선 회절분석 결 

과를 4- 24, 25에 나타내 었다. 그림 4-24의 제조조건은 원료배합을 석분슬러지 

70% , 소석회 20% 및 규사 10% 비율로 1차 혼합하고 이어서 10%의 수분을 

가하여 2차 혼합한 후 200kg/c마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후 오클레 이브에 장 

입하여 증기압이 20kg/c마인 조건으로 3시간 동안 반응시켜 제조한 것 이 며 그 

림 4-26의 제조조건으로 원료배합 조건 성형조건 및 증기압 조건은 그림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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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하며 반응시간을 4시간 유지하여 제조한 것이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주된 결정은 

Tobennorite이 며 약간의 Xonotlite가 혼재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때 

수열양생으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대표적 물성인 압축강도 61Okg/c마， 흡수 

율 0.49% , 겉보기 비중 1.87이다. 

그림 4- 27, 28은 그림 4- 23, 24 통일한 제조조건하에서 소성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단축압축 시험에 따른 응력 변형율 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 29, 30은 그림 4- 25, 26의 제조조건으로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블 

록의 단축압축 시험에 따른 응력 -변형율 곡션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그림에 

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응력 -변형율 곡선의 구배가 작아진 후에도 축방향의 

변형이 계속 진행되는 연성파괴에 가까운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응력과 변형 

율간의 양적관계는 탄성율， 포아송비 (Poisson's ratio) 등의 역학정수에 의해 

결정된다. 응력과 축방향의 변형율과의 관계를 탄성율이라 하며 E = 0 / E 으 

로 나타낸다. 즉 응력과 축방향 변형율의 기울기로부터 탄성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탄성율은 1 .236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일반 암석 

의 탄성율인 1-5 보다는 작은 수치를 나타낸다. 동일한 크기의 응력이 존재 

할때 탄성율이 큰 물체는 탄성율이 작은 물체에 비하여 아주 변형율이 작다. 

또한 축방향의 신장 또는 수축에 대해 이것과 직각방향의 수축 또는 신장의 

크기 비가 포아송비 (Poisson ’ s ratio)이며 EI - V Eb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V 

Poisson ’ s ratio , 축방향의 변형율 EI ， 직각방향의 변형율 Eb 이다. 포아송비 

가 0인 경우에는 밀든지 당겨도 횡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코르크의 

경우 V 가 0에 가깝다. 암석의 경우 포아송비는 0.1 - 0.3 정도이다. 파괴가 일 

어났을때의 축방향 및 직각방향 변형율의 비로부터 포아송비를 계산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인조석 블록의 경우 0. 179 - 0.274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국내 화강석의 0.185-0.283로 천연석재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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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3. 소성법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x-선 회절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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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4. 소성법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x-선 회절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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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 25.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언조석판재의 x-선 회절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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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6.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언조석판재의 X 선 회절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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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언조석판재의 활용성 

인조석판재를 건축용 내.외장재 장식재 및 마감재로서의 활용성을 높히기 

위하여는 각종 용도에 알맞는 색상과 문양을 연출하여 모양과 질감이 천연석 

판재와 흡사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보유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무기 산화물계 안료의 첨가와 석분 및 규사에 입도조절에 의한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소성 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판재 경우에는 1000 0C 이상에서 소성하여 제조하므로 첨가한 각종 안료 

가 석분슬러지， 점토 및 장석과 반응하여 흑색 계통의 색상만 나타나는 착색 

의 한계있었다. 반면 수열양생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판재 경우에는 200 0C 이 

하에서 제조하므로 석분슬러지 소석회 및 규사가 첨가한 안료와의 반응성이 

아주 낮아 사진 5-1 부터 5-8에 나타낸 바와같이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보유 

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할 수 있었다. 

사진 5- 1는 원료배합을 석분슬러지 70% 소석회 20%와 문양을 나타내기 

위 하여 - 65 + 100 mesh 입 단의 규사 10% 비 율로 1차 혼합하고 이 어 서 10% 

의 수분을 가하여 2차 혼합한 후 색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5 : 2 비율의 Iron 

Oxide Red와 Iron Oxide Black를 0.5% 첨가하여 200kg/c따 의 압력을 가하여 

시편을 성형하였다. 이 성형물을 오클레이브에 장입하여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c마인 조건으로 3시간 동안 유지하여 제조한 인조석판재로 표면 

의 색상은 흑적색으로 규사질 문양을 보유하였다. 사진 5-2는 인조석판재 제 

조조건은 사진 5-1 의 조건과 동일하며 원료배합시 Titanium Oxide 0.5%를 첨 

가하여 제조한 결과 인조석판재의 표면의 색상과 문양은 회백색의 규사질을 

보유하였다. 사진 5-3은 사진 5- 1의 인조석판재 제조조건 동일하며 원료배합 

시 Chrome Oxide 0.5%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은 녹색 

의 규사질 문양을 보유하였다. 사진 5-4는 인조석판재 표면의 색상이 적자색 

을 나타내도록하기 위하여 6 : 1 비율의 Iron Oxide Red와 Iron Oxide Black 

0.5% 첨가하여 사진 5-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것이다. 사진 5-5는 원료 

배합시 Titanium Oxide과Chrome Orange를 6 1 의 비율로 첨가하여 사진 

5-1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것이다. 사진 5-6은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 

지 70%, 소석회 20% , 입도가 325mesh 이하인 규사 10%와 6 1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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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 Oxide와 Titanium Oxide 0.5%를 첨가하여 사진 5-1과 동일한 조건 

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이다. 사진 5-7은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지 70%, 

소석 회 20%, - 65 + 100 mesh 입 단의 규사 10%.Titanium Oxide 0.5%를 첨 가 

하여 사진 5-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것이다. 사진 5-8은 사진 5-6의 원 

료배합 조건에 6 : 1 비 율의 Chrome Orange와 Titanium Oxide 0.5%를 첨가 

하여 사진 5-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조한 인 

조석판재의 대표적 물성인 압축강도 605 -610kg/c미， 흡수율 0.46-0.49%, 겉 

보기 비 중 l.87 - l.89이며 원료의 입도변화와 첨가한 무기안료의 변화에 따라 

서 천연석재의 고유한 문양을 보유하면서 다양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한 인조석판재는 내오염성 등 6항목에 대한 표면시 험 결과 

색상 및 문양에 대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다양한 문양 및 색상조절 등 인조석 

판재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면 각종 건축재용 내.외 장재， 장식재 또는 

마감재 소재로의 활용성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된다. 

표 5-1 수열양생법으로 채조한 인조석판재의 표면시험 결과 

항 조-E1 시 험 방 남닙1 결 과 

표변경도 연필， 4H 이상없음 

낙하시험 rþ 3mm 쇠구슬 230g ， 높 이 40cm 변화없음 

여E 끽%-겨「서 。 - 20 0C , 24시간 방치후 2 Q 의 비 등수에 투입 변화없음 

내열성 120 0C 건조로에 서 1시 간 방치 변화없음 

내자비성 비등수중 1시 간동안 침적 변화없음 

내오염성 홍차 변화없음 

(24시간접촉) Coffee 변화없음 

Milk 변화없음 

식 초 변화없음 

잉크 변화없음 

10% 암모니아수 변화없음 

가솔린 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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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 적색， 흑색(Iron Oxide Red , Iron Oxide Black)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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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2. 백색 (Titanium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언조석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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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3. 녹색 (Chrome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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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 4. 적 색 , 흑색 (Iron Oxide Red , lron Oxide Black)안료를 첨 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얀조석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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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5. 황색， 백색 (Chrome Orange , Titanium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 

m 

밍
 



사진 5- 6. 백색， 녹색 (Titanium Oxide , Chrome Oxide)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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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7. 백색 (Titanium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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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8. 백 색 , 황색 (Titanium Oxide, Chrome Orange) 안료를 첨 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언조석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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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국내 석재 가공공정에서 환경오염 물질로 배출되는 석분슬러지를 주원료로 

활용하여 소성법과 수열양생법에 의한 건축재용 인조석판재 제조연구를 수행 

하였다. 건축재용 인조석판재 제조기술을 개발하므로써 환경오염 유발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공 

급을 통하여 국내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1차년도에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인조석판재 제조기술의 실용화를 위 

한 전단계로 100 x 100 x 12mm 크기의 인조석판재 제조연구를 통하여 공정 별 

제조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물성을 측정함 

과 동시에 안료의 종류 및 혼합비율 등을 변화시켜 다양한 문양과 색상을 보 

유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하여 각종 건축재용 인조석판재로서의 활용성을 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소성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시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지 85%, 점 

토 10%, 장석 5%으로 하였을 때 선수축율이 6%로 가장 낮으며 다른 원료배 

합 조건 보다 석분슬러지의 활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형압력， 소성온도 및 

소성시간이 증가할수록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이 향상되었다. 

(2) 석분슬러지 85% , 점토 10% , 장석 5%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200kg/c마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후 온도를 1100 0C 에서 2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여 

제조한 인조석재의 대표적 물성인 압축강도 8ookg/c마， 흡수율 0.48%, 겉보기 

비중 2.52이며 X 선 회절분석 결과 주된 결정은 a-Qu랴tz이며 일부의 

Hematite와 Anorthite가 생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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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열양생법에 의한 인조석재를 제조할 때 성형압력， 반응시간， 증기압이 

증가할 수록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이 향상되었으며 소성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재와는 달리 선수축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규사를 첨 가하여 주원료인 석 

분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Si02 성분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물성을 개선하는데 바람직하며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슬러지 70%, 소석회 20% 

및 규사 10% 비율로 첨가하여 혼합하고 10%의 수분을 가하여 다시 혼합한 

후 200kg/c마 의 압력으로 성형하여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c마인 

조건으로 3시간 동안 반응시켜 제조한 인조석재의 대표적 물성으로는 압축강 

도 6kg/c미， 흡수율 0.48%, 겉보기 비중 1.88이며 이때의 주된 결정은 Tobermo 

rite이며 약간의 Xonotlite가 혼재되어 있다. 

(6) 석분슬러지 및 규사의 입도조절과 각종 무기 산화물계 안료의 첨가에 의 

한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보유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하였으며 또한 제조한 인 

조석판재는 내오염성 등 6항목에 대한 표면시 험 결과 색상 및 문양에 대하여 

이상이 없어 다양한 문양 및 색상조절 등 인조석 판재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면 각종 건축재용 내.외장재 장식재 또는 마감재 소재로의 활용성 이 매 

우 높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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