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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청 강 연 I 

10: 30-11: 001 “자원빈국에서 자원활용기술의 과제” 

조 통 행(한국자원공학회장) 

초청강연 11 

11: 00-11: 301 “매체형 미분쇄기에 의한 초미분의 창제 및 고기능화에의 적용” 

최 우 식(부산대학교) 

11: 30-12: 00 개 회 식 

12: 00-13: 30 중 식 

알루미나 분말의 화학적 합성 

오 창 섭 (만도기 계 중앙연구소) 

실리카 분말의 제조와 응용 

주 원 홍(동양화학 주식 회사) 

Ti02 광촉매 반응의 원리 및 응용 | 파인세라믹 분체의 특성평가 연구 
14: 30-15: 00 1 -.-- ~. -, :,' . -, -. " .-_' ， ~ . - - 1 

이 상 훈(대한광업진흥공사 엄 우 식(생산기술연구원) 

15: 00 -15: 20 Coffee Break 

15: 20-15: 50 

플라즈마를 이용한 유헤 폐기물의 

15: 50-16: 20 1 자원화 기술개발 

박 현 서(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의 자원리싸이클링 

16: 20-16: 50 1 연구 

박 

종 합 토 론 및 폐 회 16: 50-17: 30 

비철금속 분말의 국내활용 현황 

정 인 범(창성 정 밀 주식회사) 

철 초미분체의 제조 및 특성 연구 

장 희 동(힌국자원연구소) 



개 회 사 

이경운 

한국자원연구소장 

저희 한국자원연구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하여 자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 23회 자원활용.소재 워크숍을 게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 

각합니다. 먼저， 바쁘선 가운데도 본 워크숍을 격려하고 빛내주기 위해 

서 참석하여 주선 정장섭 자원정책연구설장님， 그리고 조동행 한국자원 

공학회 회장님께 진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년 본 워크숍의 발전 

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선 원로 교수님과 자원활용， 분체 및 

소재 그리고 리싸이클링 분야의 전문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라며， 아 

울러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급격허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새로운 자원소재가 등장하고 이들 

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업의 원료가 되는 자원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게발하는데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기술은 산업의 핵심기반기술 

로서 산업의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와 같온 

기술보호주의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산업발달애 따른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각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헤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원리사이클링 

온 유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환경 보전이란 두 가지 측면을 동시 

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리사이클링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환경에 접하고 있는 저희는 국가적으로 IMF시대라는 경 



제적인 어려운 시점에 처하고 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보급에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지열 vl 
-* 지하수를 포함하는 지질조사 사 

업， 석유 및 헤저자원 탐사사업， 지하공간의 이용사업과 함께 광물자원 

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재개발 그리고 자원리사이클령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았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 

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3회 자원활용.소재 워크숍은 국내 자원산업과 관련 

하여 원료 및 소재게발과 자원 리사이클량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 얻은 연구결과와 사업청과 등을 발표하고 기술 

교류를 나누는 뭇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의 유악한 발표와 전 

문가들의 토의，그리고 앞으로 관련 전문가 상호간의 기술교류가 국내 

자원산업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자원활용.소재 워크숍에 참석헤 주선 여러분들에게 감 

사를 드리며.본 워크숍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더욱 활발허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재삼 바라는 바입니 

다. 감사합나다. 

1998. 11. 13 

한국자원연구소장 이 경 
。

~ 



축 사 

정 장 섭 

자원정책실장 

존경하는 이경운소장님을 비롯하여 자원연구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 

가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 

오늘 한국자원연구소가 주최하는 r자원활용·소재에 관한 워크삽j 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라게 된 것을 매우 돗깊게 생각합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국내 광물자원의 수요량은 97년 기준 총 3조 5천 

억원으로 매년 7.5%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 70%이상을 수업에 의 

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산업의 발달로 광물자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서 부존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개발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들은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애 와서 자원개발분야애 종사하는 정부관계자， 학계 그 

리고 산업계의 관심사는 종전애 어떻게 하면 필요한 광물자원을 값써게 

확보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유한한 광물자원의 효율적얀 

이용，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폐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문제로 관심이 바 

뀌었습니다. 

특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경우에는 이 

분야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자원연구소애서는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 

용에 주력， 이 분야애 인력과 조직을 확대배치하는 등 기술개발에 중추 

적 역할을 훌륭히 헤내고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수업의존도를 최대한 



줄인다는 기본목표 아래 이에관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석회석， 고령토， 흑연 등 국내 유망 부존광물에 

대한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의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까지 공공자금 약 8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많지않은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연구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며， 아울러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피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버려진 폐자원의 재활 

용분야에 관한 연구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각국이 자국의 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국내산 

업에 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 

다. 

따라서 여러분들애게 주이진 임무는 실로 중대하며， 이 분야의 기술 

개발 및 활성화가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보다많은 연구와 노 

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십삼번째로 맞는 r자원활용·소재 워크삽』 이야말로 국내 전 

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기술개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발방향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워크삽이 진지한 학술적 토론과 전문기술에 대한 교류 

의 장으로서 성공적으로끝나기를 기대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아 워크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선 한국자원연구소 

관계자와 워크삽에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선 자원분야 관계자 여러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 11. 13 

자원정책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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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빈국에서 자원활용기술의 과제 

조동행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I . 서 론 

오늘의 워크삼을 기획하신 한국자원연구소 정헌생 박사님이 애초에 저한 

테 강연을 부탁하였을 때 저유이 당황하여 고사하였습니다. 자원활용분야 

의 비전문가로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고사 

하였고 대신 축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사코 한 

국자원공학회의 회장으로서 평소의 소신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계속 

부탁하셨기에 마음이 여린 저로서 그만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 

았으면 이 분야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해 두었으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하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 10여년 전 쯤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모 광업회사의 채광기술자로서 

근무하던 친우 좀 군이 하루는 광물 및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자원활용분야의 일 말고 뭐 중요한 일이 있겠느냐 대학교의 교과과정도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개편하고 학생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제법 강경한 

어조로 훈계(?)하였습니다. 물리탐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어리둥절한 말이 

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아도， 이러한 주장은 무리한 일 이겠으나， 줄기 

차게 이 말이 제 뇌리 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원산업의 주축을 이루었던 광산의 거의가 문을 닫은 현 실정하에서， 

자원공학의 각 세부 전공기술은 부득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헤메이고 있습 

니다. 대개가 건설 · 환경 · 방재 등 인접 학문분야로의 전용입니다. 그러나 

자원활용분야 만큼은 고유전통과 영역을 고수하고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자원활용 기술의 대상인 자원은 수입하면 되는 것이고， 실 

제로 우리나라는 상당량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 

이한 일로서， 국토개발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자원리싸이클링과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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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자원활용기술자의 주도적 역할이 기 

대되고 있습니다. 자원활용기술인 여러분은 정말로 공헌할 기회가 도래하 

였으며， 저로서도 부럽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전문가 

인 이상， 저의 오늘 강연은 축사정도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I. 광업의 위치 
먼저 광업이 우리나라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하여 보자.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적 활발하였던 1989년 -1995년 까지의 광업의 

추이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의 그렴과 같다.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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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엽의 GNP 비중 추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GNP의 증가가 가속되고， 광업비중의 저하는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광업활동도 동반하 

여 증가하였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지표로만 본다면 여전히 광 

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입니다. IMF시대의 통계는 

아직 접하기가 어려우나 광업의 비중은 여잔히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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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광산물 수급 추이 
다음 1990년대 전반부의 광산물 수급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내수와 

국내생산만을 표시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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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산물 내수 및 국내생산 추이 

표-1 : 국내 비 금속 광물의 자급율(%) 

고QL 종 자급율 광종 자급율 

석회석 99.39 ;샤。 λ 「{ 100.00 

규 λ-41 100.00 납 석 100.00 

규 사 63.75 규조토 82.06 

활 석 6.51 사문석 100.00 

고령토 96.04 불석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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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바와 같이 국내생산이 내수에 크게 못 미친다. 이 기간동안， 금속 

광물의 자급율은 l.89%, 비금속광물의 자급율은 76% 였다. 금속광물은 거 

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비금 속의 경우는 활석을 제외하고는 자급율 

이 아주높다. 주요한 비금속 광물과 자급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 볼 때 금속광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 

리나라는 광물수요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N. 자원활용기술의 활용 

l. 자원활용기술의 세부영역 

여기서 자원활용기술이라 암은 종래의 광물처리기술을 원천으로 하는 기 

술을 지칭한다. 크게 보아 자원기술의 한 분야가 되겠으나， 이 안에서도 

일련의 세부전공분야가 존재하는 큰 기술이다. 원래 광물처리기술은 광 

물 · 암석의 물성 측정 딘체분리 유용광물의 회수 폐기물의 환경처리에 

걸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근년에는 상기한 제 1 차 자원뿐 

만 아니라， 처리의 대상이 제 2차 자원까지 확대되었고， 습 · 건식제련도 자 

원처리 기술의 하나로 편입되어 자원활용기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 

를 사용함이 바람직하게 되었다. 자원활용기술의 세부 학문영역을 나열하 

면 다음과 같다. 

표-2 : ‘ 자원활용기술의 세부 학문분야 

종래의 선광- 광석， 고체연료， 산업원료광물의 선광 

화학처리 -습식제련， 건식제련 

원료취급 - 운반， 펌핑， 보관， 취급 

미분체기술 - 입자의 생성， 특성화， 분리， 응집 

계변화학-응집， 분산， 부선， 탈수 

시스템공학 - 장치설계， 공정모델링， 공정최적화， 온라인 제어 

경 영 - 인사관리， 공장유지 · 보수 

환경공학 - 번지제어， 수처리， 폐광처리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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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원의 활용을 위한 일련의 공정처 

리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이러한 처리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일 뿐만 아니라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일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공학이 당면하고 있는 아이러니칼한 일면 

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 시대의 공학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야 한 

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자원활용기술의 환경 및 리싸이클링 적용 

환경 및 자원리싸이클링 분야의 기술은 대부분 앞에서 말한 자원활용기 

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장비의 대부분 역시 종래의 장비와 대동소이 

하다. 이 곳에서는 몇 가지 적용예를 들어서 자원활용기술의 중요성을 부 

각시키고자 한다. 

먼저， 폐지의 섬유로부터 잉크를 제거하는 탈묵(deinlking)공정을 보자. 

펄핑→ 펼핑→ 스크리녕→ 역 클리닝→ 전진 클리닝→ 세척 • 부선 • 분산 

• 물의 재순환 둥 

여기서 

다. 

1=l’‘ 
을~ T 있는 바와 같이 공정의 핵심은 종래의 기술인 부유선별이 

다음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중금속등 유해물질의 제거를 위한 공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크리닝→ 세척→ 마멸→ 중액선별→ 컨디셔닝→ 부유선별→ 탈수→ 시약회수 

수
 

1 
회
 

묵
 
) ) 

폐기물 탈수 

여기서도 선별공정이 주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폐품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선별기술에 대하여 알아보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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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분류， 비중선별， 부유선별， 열처리， 용매추출법등이 있다. 아래 

의 표3 에는 PET 및 PVC 폐기물의 부유선별 결과를 나타낸다. 

표-3 : PET 및 PVC 의 부유선별시험 결과 

실 험 량 부유물 잔류물 

PET 7.92g O.53g 7.39g 

PVC 7.78g 7.59g O.19g 

PVC의 93.5%,PET 의 97.5%가 회수되었다. 

V.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원료 자원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에서는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이 문제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국내생산이 풍부한 몇몇 비금속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 다음 , 수입되는 원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이로 

서 국내소비 및 수출의 경제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 

는 비금속광산물 중 저품위가 대종을 이루는 경우에는 부득이 고품위 광산 

물을 수입해야 되나 가능한 한 제 1차 가공품을 수입하여 국내기술로 부가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표 4에 광종별 부가가치 향상 국내기술 수준 및 필요한 핵심기술이 나타 

나 있다. 

시급히 확보해야 될 기술로서 미분체제조기술， 표면개질기술， 고순도화기 

술， 복합소재제조기술등임을 알 수 있다. 

광산물의 수입은 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광산물의 품위가 낮거나 고부가가치기술의 미비로 수입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표5에 광종별 수입사유와 수입의존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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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광종별 부가가치 향상 국내기술 수준(미국 · 일본을 100%로 봄) 

광종 기술수준 핵심기술 

석회석，백운석 80 % 미분체기술，칼숨화합물제조 

규석，규사 67 - 70 % 초미분체기술， 실리콘 화합물제조 

고령토， 납석 70 - 80 % 미분체기술 

장석，활석 70 - 80 % 미분체기술，표연개질 

운모 60 % 기능성부여 

:n그 ""←누 TET 80 - 90 % 고순도화，복합소재제조 

회로류， 원소류 50 - 60 % 첨단소재가공기술，복합소재제조 

표-5 : 광종별 수입사유 

광종 
수입의존율 

(%) 
수입사유 

석 회 석 0.5 
칼숨화합물 제조기술의 경쟁력약화， 미분체기 

술낙후 

규석， 규사 23.4 고순도정제기술미비， 국내산 품위저하 

고령토 51.3 고순도정제기술미비， 국내산 품위저하 

=f『r「 연 45.0 국내산 품위저하 

중정석 96.0 국내산 거의 전무，바륨화합물제조기술 미비 

혀。 석 99.9 국내 매장량 빈약， 불화물제조시 공해발생 

H-111 」1L2」 λ -7} 

국내 마그네사이 E 광산 전무， 국내 백운석에 
0.7 

서 마그네시움추출 기술미비 

활 λ「{
국내산 품위저하， 국내산 가격경쟁력 약화， 고 

36.8 
품위활석정제기술 미비 

납 석 3.4 ? 

장 석 7.5 국내산 품질저하， 정제기술 미비 

국내산 원광의 품위조절의 어려움， 정제기술 
규소토 51.6 

미비 

희 T 。r그n 소 「 ? 국내산 전무 혹은 미약 소재제조기술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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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는 말 

지금까지 국내 광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 광산물의 수급추이， 자 

원활용기술의 세부학문분야，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하여 간략히 소 

개하였다. 이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자원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0.3% 정도로 미 

미할 것이지만， 자원활용기술의 역할은 예전에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 

로 증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활용기술의 적용대상이 제 1차 자원뿐만 

아니라 제 2차 자원까지 확대되고 또한 산업활동과 현대생활에 부수적으 

로 수반되는 환경문제에까지 자원활용기술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원활용기술이 제대로 육성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의 지원과 제도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은 영세성을 탈피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뒷받침과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유망한 벤쳐기업 

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자원할용기술이기도 한다. 

끝으로， 이 글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유인물과 전용원 

교수의 「지구자원과 환경 」 을 많이 참조하고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원 

래의 저자들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m 



매체형 미분쇄기에 의한 초미분의 창제 및 

고기능화에의 적용 

최우식 

부산대학교 제약학과 

대학원 분체공학협동학위과정 

1. 서 론 

신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submicron영역에의 초미분쇄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논할 것도 없이 뉴세라믹 재료의 원료 분 

쇄， 전자소자용 재료， 새로운 인쇄 및 전자복사용 소재 등의 분쇄， 복합재 

료용 원료 입자의 분쇄， 표면처리제 등의 미분재료의 분쇄， SCp(단세포 

단백질) 등 생물화학공학적 처리 및 난용성 의약품의 미분쇄 등 고부가가 

치의 정밀화학관련 산업의 미분쇄 내지 수 ]lm이하의 초미분쇄가 각 방면 

에서 중요한 개발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1 ，2) 더욱이 최근의 고성능 

세라믹에서는 원료 분말이 고순도일 것과 입자경이 작을 것이 요구되어 

분말의 미분화는 피할 수 없는 핵심 프로세스로 되고 있다. 

미세한 원료분말의 제조법에는 분쇄기를 쓰는 기계적 bre따γdown법과 

기상합성법이나 공침법 등의 화학적 build-up법이 있다. 미분말을 얻을 

수 있는 양 방법을 비교해 보면 순도나 입자형상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학적 build-up 프로세스에서 얻은 분말 쪽이 좋은 소결성이나 미세조직 

을 얻을 수 있으나 제조비용이나 합성공정의 보편성을 고려한 즉 고효율 

분쇄기에 의한 기계적 break-down법 또한 중요한 제조프로세스로서 생각 

되어지며， 양 방법에 의한 기술게발은 앞으로 상호 보완의 관계에 들어 

있다고 본다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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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의 종류는 다종에 걸쳐 있어 그 분류， 정의에는 아직 정설로 된 

것이 없는 정도이나 여기서는 미분쇄기로서 수십 mm이하의 원료입자를 

십수 ].lm이하의 미분으로 분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주로 

수 ].lm에서 다시 submicron 분체의 제조가 가능한 분쇄기를 초미분쇄기로 

정의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분쇄기로서는 매체를 이용한 유 

성볼밀， 진동볼밀6)’ 교반볼밀과 고속회전밀7) ’ 켓트밀8-11) 등을 들 수 있겠 

다. 본 강의 유성볼밀은 Fig. l. 1 의 일반화한 유성볼밀의 개략도에서 보 

인 바와 같이 원통밀이 중심 p2의 주위를 자전하면서， 동시에 밀 전체가 

중심 Pl의 주위를 공전하는 특수한 운동기구를 갖는 밀이다 Fig. l. 1의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볼밀과 진동밀도 이 형태 

의 특수한 조건일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유성볼밀의 미분쇄 기구에 관 

한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한 전동볼밀과 진동볼밀의 미분쇄 기구의 해명에 

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성볼밀에 대해서는 이미 1970년대에 널리 연구가 행해져 연속프로 

세스도 연구되어 왔다12) 그러나 기계의 운동기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후 실용화가 주춤하다가 최근산업계에서의 미분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구동독 등에서는 현재까지 

계속’ 연구개발이 행해지고 있어 상당한 양의 데이터의 축적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나 정보의 입수가 어려워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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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5 ， 16) 이하의 유성볼밀의 실 

험의 일환으로 High-G 유성볼밀을 이용한 일련의 분쇄실험을 통하여 혼 

합볼의 분쇄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1) 

2. 유성볼밀의 분쇄특성 

2. 1. 실험 

1) 회분식 유성볼밀 : 본 연구에 사용한 수직형 유성본밀 TVP-03(구동 

모터 동력 2.2 kW)은 일본 (주)마키노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마모된 리 

데나 부품의 교체로 오일의 샘을 막을 수 있었으며， 

invertor(STARVERT-G, LG사제) 방식 의 부설로 종래 회 전수 112 rpm 

고정에서 어느 정도 임의로 가변하여 회전수의 변화에 따르는 실험을 할 

수 있게 개조하였다. Fig. 2. l(A)에 TVP-03 유성볼밀의 개략과 중요치수 

를 보인다. 

TVP-03형에는 최대용량 2.0 L pot 6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adapter를 

설계， 제작하여 소정의 pot를 turn table에 수직으로 pot holder로 장착하 

였다. 대부분의 실험은 내용적 2.0 L의 알루미나 훗트를 이용하여 행하였 

다. 

6 개까지 설치 가능한 pot(3개만 사용)는 공전 직경 500 mm로 turn table의 

회전과 함께 공전한다. 그 때 pot에 장착된 기어가 고정한 pmlOn과 물려 회 

전하므로 pot는 자전한다. 또한 공 · 자전 회전비는 6 : 13으로 고정이며， 회전 

방향은 공 · 자전 모두 시계 반대 방향이다. 회전수의 영향을 조사하는 실험을 

제외하고는 공전속도는 보통 112 rpm로 고정으로 하였으며， 이 때 자전 중심 

에서의 원심가속도는 13.5 G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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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 Motor (P=2.2 kW, 1680 rpm). @ Pulley. 
@ Sun gear. 강 Planetary gear. @ Pot(Ø143) 

Rg. 2.1 Sc:hernatic diagram of planetary mill and its dimension 

2) 시료 : 분쇄시료로서는 각종 산업의 충전제로서 널리 쓰이는 탄산 

칼숨분말 방해석 (calcite)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물성에 의한 분쇄 

특성을 조사하는 실험을 위해 납석(cIay)과 활석( talc) 등 주로 무기소재의 

분쇄품을 사용하였다. 

시료에 대해 측정한 물성을 요약하여 Table 2.1 애 정리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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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hysical properties of samples used 

True Medium 
Spesific 

Work index미 
Sample density8) diameterb) 

surface 
areaC) 

Wi 

(kg/cm3) Xso(찌n) 
Sw{m2Jkg) 

(kWh/t) 

Calcite 2,645 6.50 1,430 7.37 

Clay 2,731 5.72 1,560 13.22 

Talc 2,751 11.60 780 12.97 

Oyster 2,800 21.0 420 -

a) Measured with Accu Pyc 1330 of Micromeritics Co. 

b) Measured with Mastersizer microplus of Ma1vern Co. 

c) Ca1culated from data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d) Measured by KS E 3600-1991. 

3) 분쇄매체 Cleeman은 좁은 분포의 쇄성물 분포를 얻음과 동시에 

비분쇄에너지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CD 분쇄조제，(2) 폐회로 
분쇄，@ 소경분쇄매체 등을 들고 있다17) 최적의 매체크기와 충전량의 

분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직경 0.5 - 20 mm 내마모성 alumina(진밀 

도 3.6 g!cm3) 볼(일본 NIKKADO제)을 사용하였다. 

이경 혼합볼의 매체경분포는 다음 식(1)의 Gaudin-Schuhmann 분포칙에 따 

른 분포지수 q의 변화에 의해 부여하였다. 분치1 매체의 충전량은 1.3 

kg(J=0.3) , 시료의 충전량은 0.28 kg, 매액 이온교환수는 1.0 L를 표준조작조건 

으로 하였다. 

Q(dn) = (꽃!L )q 
unnuzx 

(2-1) 

4) 실험인자 : 유성밀의 조작조건으로서는 공전속도， 자전속도， 분쇄매체 

조건， 충전량， 분쇄시간 등을 들 수 있으며， 시료조건으로서는 시료의 종， 

C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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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주요 실험인자의 연구의 또한 본 원료입도， 장입량 등을 들 수 있다. 

나인 분쇄매체 으
 근 

드
 
。포

 
님
 

} 

ι
 

미
 

) <

시료를 

더하여 쇄성 

경과 분쇄시 

수 있겠다. 

실험은 소정의 경과 분쇄시간마다 입도분포 측정을 위한 소량의 

샘플링하는 회분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입도분포의 측정에 

물의 물성을 평가하는 시료를 얻기 위한 실험에서는 소정의 

간마다 전량 회수하는 회분식 실험을 실시하였다. 

매체의 재질， 진밀도， 크기 조건으로서는 

특성의 평가방법 : 5) 쇄성물의 

즈
 
。분체물성 있는 평가할 수 분쇄의 성적을 CD 입도분포 : 입도분포는 

관계하고 

최종 

밀접히 

변화시켜 

표면적과 입자의 또한 물성치이다. 

있어서 드~.Q.. 
。 e유동성이나 물질이동속도 

입도분포 측정법에 

있다. 

Malvem사의 

쇄성 

사용되고 

분체의 

의거하여 수많은 장치가 개발되어 

laser회절 · 산란법의 입도분포측정장치 

Mastersizer microplus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18} 

경우가 많다. 미치는 

에서 가장 

분체의 처리과정에 

적인 제품특성에 영향을 

여러 가지 원리에 

연구에서는 

중요한 

'--'--

효ε 
'-

또한 분쇄시료 및 

Q520(C없nbridge 상태를 화상해석장치， 

Instruments사제)과 주사형 전자현미 경 (SEM)으로 관찰하였다. 

표면 qJ 
^ 응집상태 물의 

mechano-chemical 반웅은 
。1 rl29.30} 
λ^ -1 

분말X선회절에 의한 결정화도의 

변화 관측 등을 통하여 

초미립자의 생성한 분쇄조작으로 장시간의 물성평가 쇄성울의 @ 

있음 

알기 위 

가져올 수 변화를 

그러 한 mechano-chemical 반응의 

현격한 미립자 물성의 

정도를 

변화 관측， FT-IR 스펙트럼에 의한 

초미립화 과정에 

보고되고 이 

하여 

내부구조의 변화 물성의 따르는 

고찰은 다음으로 미룬다. 를 관찰하였으나， 이의 

있으므로 까‘ 
T 증가 현상으로 볼 측정 : 분쇄란 표면적의 

η
 

@ 비표면적의 



경우에도 비표면적의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 

있다5) 

입자경의 감소는 

음이 지적되고 비표띤적 

2375(Micromeritics사제)로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19) 

증가는 

측정기 

òl~ 
^" 2: 

ι‘ T 있 

Gemini 

@ 분쇄매체의 분쇄실험 회분 

마모량을 구하였다. 분쇄 

마모량 : 각각의 전후의 전 볼의 질량감 

소로부터 매체의 슬러리 중의 볼과 쇄성물을 표 

준체를 사용하여 분리하였으며， 회수 시애는 손실이 없도록 유의하였다. 

2.2 분쇄기구에 대한 이론적 고잘 

1) 초미분쇄속도와 분쇄매체의 크기 

K. Tan때a 등20，2 1) 과 Tashiro 등22)은 일련의 미분쇄 실험에서 분쇄속도 

R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볼밀에 대해 :R α r - 0.741 exp( -0. 738/r) (2-2) 

진동밀에 대해 :R α r-O.633 exp( -0.270/r) (2-3) 

볼밀에 대해 Rcx DO.89 exp( -0.896(D/b )0.278) (2-4) 

여기서 r은 볼의 반경， b는 원료의 입자경이다. 

위 실험식은 최근의 화제인 submicron역에의 초미분쇄에 대한 분쇄속도 

의 선택함수의 일반형을 폭넓게 추구한 것으로 특히 주목할 만 하다. 

히 K. Tan없a 는 D=0.5 mm 전후의 

라면 거의 분쇄한계에 달하는 곳에서 

이 같은 미분쇄 기구가 분체층에의 

미소매체를 이용하여 통상의 

초미분쇄를 달성하고 있다. 

건식이 

시 많은 접촉점에서 지배적으로 

다. 

볼의 충격보다도 작은 볼끼리의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1.<5 2: 
ιλ

T 없게 

총돌 

되었 

T. Tanaka23)는 분쇄의 선텍함수는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분쇄속도 R은 

CD 볼의 접촉점의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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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의 충돌빈도， 

@ 접촉점에서 볼애 물려드는 쇄료입자의 체적， 

@ 그 부분에 가해지는 암력 등의 각각에 비례한다. 그 위에， 

@ 그 평균압력이 쇄료의 강도 Ost보다 충분히 클 때에 분쇄가 진행한다. 

역으로 Ost보다 작으면 선택함수는 0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CD은 일정한 볼 충전율에서는 D3애 반비례하고， 

@는 볼의 평균자유경로가 D에 비레하므로 충돌속도 v를 써서 v/D에 

비례하고， 

@의 볼과 볼 사이에 물려드는 분체층의 체적은 b2D에 비례하고， 

@는 분체층과 볼의 접촉면적이 bD에 비례하고， 압축웅력은 볼의 질량 

pD3과 충돌가속도 Q와의 곱을 위의 bD로 나눈 pD2a/b에 비례한다. 

다시 

@는 이것과 강도 Ost와의 비 Ostb/pD2a가 작을수록 분쇄확률 P는 커지므 

로 다음 식을 정의한다. 

p α exp( -Ostb /pD2a) 二 exp{ -(D써D)n) 

Dm = fuηctioη of (ðsl b/ pa) 

(2-5) 

(2-6) 

단 p는 볼의 밀도이다 a는 미지이나 충돌속도 v에 비례하는 상수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밀충전의 분체층에 볼이 낙하했을 때의 최대가속도는 충 

돌속도에 비례한다는 실험 보고가 있으므로 결국 식 (2-2)에서 식 (2-6)까지 

를 종합하면， 

Rα ( ~)(곡 )(Db2)(~따) exp f - ( Dnm ) n 1 D /\ D J /\L/ V /\ b /'-'~P l \ D / J (2-7) 

oc v2p( b/ D)exp { - (Dm/ D) n} (2-7’) 

식 (2-7’)를 위에서 설명한 실험식 (2-2) - (2-4)과 비교한 즉 전체로서는 식 

(2-2), (2-3)에 유사하나， 입경 b를 D와의 비를 포함하는 것은 식 (2-4)에 

m m 



유사하다. 또 볼의 밀도 P가 R애 비례하는 것도 T. Tan때a 등21찌의 실 

험결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매체 혼합에 의한 분쇄속도 개선의 가능성 

많은 실험 예를 보는 한 볼경은 균일하고 매체 혼합의 예는 적다. 또 

분쇄를 다룬 전문서 24.25)에도 명확한 지침은 없고 통상은 마모매체 교환을 

위한 Gaudin-Schuhmann 분포칙의 통과중량 % P(D)αDQ 의 벽승 q=3이 

적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Gaudin-Schuhmann 분포칙애서 개수기준 평균볼경 D, 총접촉점수 CT, 

볼의 총중량 W 로부터 계산되는 볼의 총수 N 등을 계산하여 식 (2-7)에 

대입하고， b= 일정， P=l라고 두띤， 다음과 같이 분포지수 q와 최소 및 최대 

입자경비 k로 표현되는 분쇄속도식 R을 나타내는 식 (2-8)를 얻는다. 또한 

k를 파라미터로 한 R과 q의 관계를 Fig. 2.2애 보인다23) 만약 볼의 총중 

량과 최대볼정이 일정하다띤， 넓은 분포의 볼이 균일경의 볼보다 더 나은 

분쇄속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된다. 

Rα(훨)(고꿇규) [3{ (암캡3) }{~}날김2L}2 +~}JfUlL ] 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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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alculated grinding rate R by using the composite 

ball size 01 various distribution constant q 

3) 분쇄 으I mechanochemical 효과 

이 같은 미분역으로 된 즉 고체의 비표면적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화 

학반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기계적 조작애 동반하는 화 

학변화를 mechanochemistry라고 말하나， 이 현상은 일본에서도 1950 연대 

이후 활발한 연구가 행해져 26) 한때 약간 식었다가 최근 새삼스럽게 분체 

연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감이 있다. 이것에는 2 가지의 측면에서의 자 

극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초미분쇄와 관련한 것으 

로 예를 들면 분쇄기 중에서의 강철 매체의 마모는 대문제로서 연구도 많 

이 행해지고 있으나27) 그와 관련하여 수중 분쇄에서는 철분의 마모에 동반 

하는 수소가스의 발생이라는 극히 위험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단순한 철의 부식반응에 의한 수소발생이 아닌 것을 알았다. 게다가 그 발 

이
 ω 



생기구 중에는 피분쇄물의 무기물질의 조성이 관여하고 있는 듯한 점 등 

역시 분쇄현상에 동반하는 특이한 화학반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다28) 

mechanochemistry가 각광을 받아온 또 하나의 요인은 분쇄기술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좋을 입자 기능화 기술의 진전이다. 표면개질에서 

시작하여 복합재료의 창제에 이르는 하나의 큰 기술체계의 출현이 새삼스 

럽게 이 분야의 연구에 자극을 주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면에서의 연 

구가 활발하여 soft mechanochemistry를 제창하고 있는 Keio대학의 Senna 

의 그룹29) 혼합분쇄에 의한 무기물질의 합성에까지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Tohoku대학의 Saito의 그룹%페 등 몇몇 연구그룹이 활약하고 있다. 

mechanochemistry란 “고체물질에 가헤진 기계적 에너지가 고체의 형태， 

결정구조 등의 변화나 그에 동반하는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로는 더 넓게 다뤄지는 경향이 

일반적이고， 유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약학의 분야32)에서， 중합반응을 동반 

하는 표면개질까지33) 다방변에 걸쳐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참고문헌 

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2.3. 실험결과 및 고찰 

미분쇄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단위시 

간당 비표면적의 증가에 근거한 분쇄속도 R를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 

는 분쇄속도론을 적용하여 분쇄속도정수 K'에 의한 분쇄시간의 경과와 더 

불어 변화하는 쇄성물의 입도분포를 추적해 가는 방법이다. 

먼저 전자 분쇄속도애 미치는 매체경 분포의 영향을 검토하고34) 다음에 

분쇄속도론의 적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35) 

% “ 



1). 분쇄속도 R 

Fig. 2.3 

(A) Magnification : x 15,000 

(8) Magnification : x 35,000 

SEM photograph of ground calcite products under 

experimental conditions of alumina ball , D1 =1 O.4mm , 

k=O.1 , q=O.3, and n=112rpm 

Fig. 2.3은 알루미 나 분쇄 매 체 DI二 10.4 mm, k=O.l, q=0.3의 혼합볼을 사용 

하여 밀 회전수 112 rpm으로 탄산칼숨을 6 시간 분쇄하였을 때의 분쇄산 

물에 대한 전형적 주사형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인다. 부착된 표준 척도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입자의 입자경이 1- 1.2 Jlm, 작은 입자의 입자경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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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A) Variation of grin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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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는 유성볼밀애 의한 Gauclin-Schuhmann 분포식의 

유성볼밀과 통상의 원통형 쇄속도와의 관계를 보이며， Fig. 2.4(8)는 본 실험의 

는
 앞

 
뼈
 
댄
 

여기서 보인다. 관계를 볼밀에 의한 분쇄속도와 단일매체경과의 

입도분포에서 계산한 비표면적에서 다음 식으 분쇄시간 45 분에서의 쇄성물의 

분쇄성 예비실험에서 분쇄시간으로 45분을 잡은 것은 여기서 로 계산하였다. 

(2-9) 

의 차가 이 시간애서 명확히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d Sw - L1S u:o 

L1t 
-R 

k의 비
 

대한 최소볼경의 q와 최대볼경에 분포지수 Fig. 2.4 (A)에서 

0.1 분쇄속도 R이 단일볼경의 

보이는 

이하의 3.77 mm 있다. 드크l ..Q.. 
P t즈 

7 -0.19 m2/(kg . S)로 

。l- ~느 
E프 ’ 영향이 

q=0.1-0.3(중 량 최대분쇄속도를 

0.21-0.24 m2/(kg . S)로 

비해， 임에 

혼합볼 되어， R은 분쇄속도 3.4 mm)에서 평균경 

또 보여진다. 같이 것 게신된 24-27 % 비해 분쇄속도가 단일볼정애 의 

T. 

단일볼경의 

좋다는 것이 

Fig. 2.4 (8)의 

정하는 작케 

생각된다. 

장
 

정도 어느 

것으로 

값을 

확인한 

볼경비 k 
제안23)을 

q와 지수 

Tan와<:a 



경우， 통상의 볼멸의 분쇄속도는 유성볼밀의 값에 비해 1/2 이하로 작으나， 

분쇄속도의 극대치(여기서는 dB=4 mm)를 보이는 것에서 최적볼경이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4. 분쇄속도론의 적용 검토 

1') 분쇄속도론 

최종제품의 입도분포가 분체의 물성 및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 

도분포의 경시변화를 추적해가는 일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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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chematic diagram of mass-size balan∞ equation 

for batch grinding pro∞S5 

선택함수 S(X ,t) 와 파괴함수 B(γ ， X)를 정의하고， 미립자 끼리의 응집， 조 

립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정상분쇄애 데한 동적 물질평형식은 Fig. 2.5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적분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진다36) 

a 2D(x tl =_ 흐E좌A . s(x h fx·4요Lil . S( Y. t) . 격욕잦다y 
òt. ÒX ÒX ’ Jx òy ~".'/ 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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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체하분포， t 는 분쇄시간 X 는 입자경 ， r 는 분쇄될 

크기， Xm 는 현존의 최대입자경이다 

(2-10) 

여기서 D(x,t) 는 

단일입자의 

λ1 ..., 가정하면 라고 B(γ ，X) 二 (xl r)m 

풀려지며 m추n의 

Kx'\ 파괴함수 

해석적으로 

S(X,t) 

(2-10)는 m=n의 경 우 

선택함수 

근사적으로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진다. 

(2-11) 

(2-12) 

m =n 

m추 n 

for 

R(x, t) 늑R(x， O)exp( - (μKx"t) ") for 

R(x, t) =R(x, 이exp( - Kx"t) 

K 는 분쇄속도정수， ).1 와 V 는 m/n 애 의해 정해지는 정수， R(x,t) 

분쇄속도론의 적용을 고려함에 있어， 파괴함수와 선 

여기서 

는 적산체상분포이다. 

대
 
”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의 

파라미터에 二l

벽수 m =n 라는 논리적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어， 

택함수의 각각의 

m추n 라고 두고， 식 (2-12)을 

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2-13) R(x, t) 늑 R(x,O)exp( - K‘xntν) m수 n 

여기서 K ’ = ().IKt, n' 二 nV 이다. 

분쇄속도정수 K ’ 와 지수 n ’ ν를 얻기 위해 식 (2-13)를 다음과 같이 변 

환하여， 입도분포의 실험치를 식 (2-14)에 의한 회귀분석에서 지수 n'과 절 

for 

분쇄 의한 회귀분석에서 

입도분포의 회귀분석은 

식 (2-15)에 구한 다음， 다시 그 절편값의 

K'와 지수 V를 구하였다37) 

일어나지 않는 6시간까지의 

편값을 

o:i 초킹L 
...，~ 여기서 속도정수 

쇄가 거의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2-14) 

분쇄시간의 

η’ lnx R(x. t) , 
lnr-ln~뇨스냐f- l = ll1 K’ t" + 

III R(x, O) J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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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Summary 01 parameters n’, K’, and j) 01 grinding rate 

equation 10r test materials, caldte, clay, and talc in the case 01 

q=O.5 ( dß =4.83 mm) 01 Gaudin-Schuhmann distribution 

t In(K' .tV ) n ’ RZ 
Regression output 

Sample (J1lII- n ) 
ln K ’ v RZ 

(h) (- ) (%) (J1lII - n • h - V ) (-) (%) 
Calcite 0.75 -1.2545 1.031 99.24 

1.5 -0.7591 1.1 58 98.59 

3.0 -0.2599 1.245 98.43 -1.0466 0.705 99.98 

6.0 0.2085 1.125 99.01 

Mean 1.140 
Clay 0.75 -3.0680 1.457 98.52 

1.5 -2.5849 1.345 99.11 

3.0 -1.8463 1.108 95.51 -2.8812 1.020 98.36 
6.0 0.8693 1.125 99.01 

Mean 1.195 
Talc 0.75 -4.7337 0.8970 92.73 

1.5 -4.1495 0.8770 97.00 
3.0 -3.5389 0.8404 99.17 -4.5037 0.939 99.54 

6.0 -2.7671 0.7513 99.26 
Mean 0.8410 

3 가지 분쇄시료에 대한 각 분쇄시간의 입도분포 데이터를 위 식 (2-14)과 

(2-15)에 적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회귀분석의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R2의 값과 함께 Table 2.2애 보인다. 

q=O.5의 경우에 대한 Table 2. 2애서 보인 바와 같은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균일볼경의 경우와 흔합볼정의 경우에 대한 분쇄속도식 중의 파리미터값을 구 

한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2.3애 보인다. 회귀분석의 정도는 결정계수 R2 값 

이 대부분 95 % 이상으로서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낌
 



Table 2.3. Summary of parameters of grinding rate equation for sizes of 

monosized and ∞mposite grinding balls with ∞lcite ， clay, and talc test 

materials 

dB K ’ n ’ v R~ 

Test comp. QI 
material mono. dB (mm) (μm- n ' h - V ) (-) (-) (%) 

q=2.0 8.91 0.l23 1.01 0.65 98.23 
q= 1.0 6.96 0.252 1.20 0.873 98.28 

dB 5.l9 0.l99 0.907 0.624 96.69 
q=0.5 4.83 0.351 1.14 0.705 99.98 
q=0.3 3.54 0.329 1.12 0.62 95.57 

Calcite dB 2.59 0.334 1.12 0.82 98.64 
q=O.l 1.83 0.266 1.23 0.907 87.07 
q=0.05 1.32 0.285 1.21 1.22 99.65 

dB 0.77 0.238 1.54 0.837 
mean 1.164 0.806 
S띠. 0.l64 0.179 
q=2 8.91 0.0647 1.13 0.436 89.16 
q=l 6.96 0.0419 1.20 1.00 99.59 
dB 5.l9 0.0561 1.33 0.357 87.74 

q=0.5 4.83 0.0561 1.19 1.019 98.36 
q=0.3 3.54 0.0578 1.16 1.087 98.96 . 

Clay dB 2.59 0.0475 l.24 1.14 99.20 
q=O.1 1.잃 0.0364 1.25 1.29 91.82 
q=0.05 1.32 0.0456 1.25 1.00 95.74 

dB 0.77 0.0651 0.83 0.832 
mean 1.176 0.907 
Std. 0.135 0.297 
dB 5.19 0.0147 1.07 0.643 90.87 

q=0.5 4.83 0.0111 0.841 0.939 99.54 
q=0.3 3.54 0.0095 0.8&3 1.02 99.69 

Talc dB 2.59 0.00938 1.16 1.58 99.73 
q=O.1 1.잃 0.00847 0.912 1.12 96.2 

dB 0.77 0.0107 0.86 0.926 
mean 0.955 1.038 
Std. 0.13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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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쇄속도정수에 관한 실험식의 도출 

Table 2.3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분쇄속도정수에 관한 실험식을 도출하기 

로 한다. 

Fig. 2.6는 분쇄속도정수 K' [~m-n . h -V] 애 대한 실험식을 얻기 위하여 

K(꿇/ X mn) • ( κ . X mn) 2 과 (Wi . Xmn/꿇)의 상관관계를 플롯한 것이 

다 dB[mm]는 흔합볼의 질량기준 평균경， Xmo[~m]는 쇄료의 중위경， 

Wj[kWlνt]는 쇄료의 Bond의 일지수이다. 위 플롯으로부터 분쇄속도정수 K' 

에 대한 실험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는 바이다. 

K' __ ~C~ l ? . (츠옆) . exp[ - C2 (판그쁘)] 
( w; . %Il10 )4 'dn ι d n 

(2-16) 

여기서 최소자승법에 의해 구한 실험상수 C1과 cz 의 값은 각각 딩8.1 ， 0.04019 

이었으며， 결정계수 R2는 89.75 % 이었다. 

1000 

’ 
Kev Samole 

• Calcile 
• Clay ‘ Talc 

르-

.-.." 100 
E 

>< ~ g 
iζ 

-- Regression line 
by Eq ~ (6) 

N 
(j 

E 
)( 

‘ 

10 
o 20 40 60 80 

(W j .Xmo/ d e) 

Fig. 2.6 Plot of experimental data for an empirical equation 
of grinding rate ∞nstan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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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도분포의 계산 

( S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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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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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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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50 -1 +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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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 - CS뻐øtcd • r→5/「ι

서-빼i드릴측#책촌환·→→ ’ 10 1 C)U 
x (11m) 

Fig. 2.7 Comparison of cumulative oversize of particles calculated 

by parameters of grinding rate equation with that of 

experimental data in case of ∞mposite grinding balls of 

D1=10.4mm , Ds=O.84mm, and q=O.5. 

Fig. 2.7에는 Dl= lO.4 mm, Ds=O.84 mm, q=O.5의 흔합분쇄매치l를 사용했 

을 때， 분쇄속도론을 적용하여 구한 Table 2.3애 보인 파라미터 값을 사용 

하여 식 (2-17)에 의해 계산한 쇄성물의 입도분포와 실측한 입도분포와의 

대비를 보인다. 

J 



R(x ,t) R(x ,O) . exp[ -O.351x1.l4 • tO.705] for calcite 

= R(x ,O) . exp[ -O.0561x1.l9 • {020] for clay 

R(x,O) . exp[ -O.Olllxo.841 • tO.939] for talc 

(2-17) 

3 가지 시료에 대해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이 분 

쇄속도론의 적용에 의해 초미분쇄 영역에 있어서도 임의의 분쇄시간에서의 

입도분포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분쇄프로세스의 해석 및 설계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새로운 미분쇄 시스템에의 제언 

신소재의 창출에 따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입자설계를 가능 

하게 하는 미분쇄 시스템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각종 미분쇄기는 상기의 입자설계자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으며 앞으로의 입자설계자는 평 

균경 및 최대경 및 최소경을 포함한 입도분포의 제어 쇄성입자의 기하학 

적 형상 및 표띤성상까지를 제어한 고기능성 입자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 

Fig. 2.8에 구상중인 self-control milling system의 기본 개념을 보인다. 

며
 이
 



production 

j뒀 활--þ번 i 
detecter 農뿔 t 

feeder 

입자설계자를 위한 인공지능형 폐회로 미분쇄 시스템의 구성 Fig. 2.8 

본 시스템은 원료 공급기， 표면개질기를 포함한 분쇄기 

제어할 수 있는 분급기 각종 센서와 제어계기를 

구성되어진 시험기로서의 

단체를 직열 또는 병렬로 연결하여 

본체， 입도 및 형 

갖춘 인공지능형 

개념도 

상을 

시스템으로서， 

요구사양에 적 

갖춘 기능을 등으로 control unit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세스의 개발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연구의 성공을 위하여는 @ 단일입자의 파괴거동과 쇄료물성과의 

이터베이스화，(2) 밀 및 분급기의 분쇄 및 분급특성과 조작변수와의 상관 

관계의 정립，@ 분쇄속도론을 적용한 폐회로 시스템의 안정성의 확보 

조합한 복합프로 합한 입자를 제조하는 소위 각종 단위조작 기계를 교묘히 

데 본 

드
 

<
]

기초연구 상당한 실험적 물론 활용은 연구결과의 국내외에서의 지금까지 

입자시율레이션기 

검토도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개발된 개발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에 

프로세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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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통한 가시적인 실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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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과학재단의 연구지원에 의해 교반볼밀의 기초연구를 계속하고 있 

어， 그 동안 쌓아온 미분쇄 시스템의 기초연구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스템 

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바이다. 

관심 많은 연구자 및 기술자의 귀중한 자료의 제공과 조언에 의한 기존 

시스템의 개선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한 계의 창출이 절실히 

되므로 각계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구 

4. 결 료츠 '--

이 경 분쇄 매 체 를 Gaudin-Schuhmann분포칙 에 

석， 활석 등을 시료로 사용한 일련의 주Lλ내효LP-.J 
11 0 2. c.. 

따라 흔합하여， 방해석， 납 

습식분쇄실험에서 얻어진 

입도분포 데이터를 단위시간당의 비표면적의 증가량으로 나타내는 분쇄속 

도와 분쇄속도론의 적용을 통한 속도식의 파라미터의 검토 등 2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1. 

2. 

q=0.3의 흔합볼경의 정우 분쇄속도가 단일볼경 2.58 - 1.0 mm의 경 

우의 분쇄속도에 비하여 27 % 개선되었다. 

탄산칼숨， 납석， 활석의 쇄성물 중위경이 submicron으로 분쇄되는 실 

험조건을 찾았으며， 초미분쇄 영역에서는 

면분쇄기구가 주임을 확인하였다. 

분체층의 마쇄에 의한 표 

3. 쇄성물의 입도분포데이터의 분쇄속도론적 해석에서 분쇄속도정수 K' 

가 다음과 같은 실힘식을 표현될 수 있음을 알았으며， 이는 선택함수 

의 한 형태를 시사해 주고 있다. 

K ’ cl ~ . (주쁨) · exp[ - c2 (」E4주쁘)] ( κ . .x 1NlJ) ι dn ' ~~YL -" dn 

신소재개발과의 관련하여 표면개질， mechanical-all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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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chemical 효과 등 새 로 운 현상과 그 

보다는 오히려 자크기 감소기 또는 세분화기라기 

프로세스란 관점애서 

쇄 연구에 거는 기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또한 크다. 

기술은 분쇄기를 단지 입 

입자 반응기로서의 복합 

생각되어 금후의 초미분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핵심전문연구 No. 951-1107-001-2)에 의하여 행 

해진 것이다. 과학재단과 분쇄속도론의 적용을 위해 귀중한 조언을 해 

신 T. Tan왜a 교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T 

유성밀을 기증해 준 (주)마키노와 입도분석에 협조해 준 (주)왕표화학에 

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실험을 도와준 본대학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학생 제군， 특히 금속공학과 강재영 군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 

이다. 

그리고 high-G 밀의 분쇄실힘을 도와준 일본 Kurimoto사의 나까이 기 

술연구센터장， 유동성 르느À:l Q -, 0 e 도와준 (주)한국호소카와미크론의 니시무라 

씨， Bond의 

게 감사악 

마셔막으로 

와지리 

일지수의 측정을 도와준 쌍용양회 중앙띤구소 전병용 씨 등에 

뜻을 표하는 바이다. 

측정계기의 수리를 위헤 많은 도움을 준 일본세이기제작소 카 

소장，프론텍코리어의 윤준섭 차장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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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호 설명 

a 정수 (-) 
b 쇄료의 입자경 (mm) 

B(x,v): 파괴 함수 
CT 접촉정 총수 (-) 

c 실험상수 
D 적산체하분포 (%) 

D 볼경 (mm) 

D 밀 풋트의 직 경 (m) 

dB 볼 직경 (mm) 

dB 혼합볼의 평균직경 (mm) 

DI 볼의 최대경 (mm) 

Dm 물린 입자의 대표경 (mm) 
S 

D 
f 
f 
F 

g 
J 
k 

· 볼의 최소경 (mm) 

: 입자경 빈도 (1/mm) 

· 충돌빈도 O/s) 
: 힘 (N) 

: 중력 가속도 (m/s2) 

: 볼의 충전율 (-) 
: 볼경의 최소 대 최대의 비(-) 

K 분쇄속도 상수 
K ’ : =(j.lK)Vμm-n’ • h -v) 

N 볼의 총수 (-) 

n 실험 상수 
n 밀의 회전수 (s -1) 

n ’ =n l/ 
P 파쇄 확률 (-) 

P(dB) : 중량기준 볼경 누적통과율(-) 
q 중량기준 G-S식의 분포지수(-) 

Q(dB) : 볼의 중량기준 적산체하분포 (-) 
r 볼의 반경 (mm) 

r 회전 반경 (mm) 

R 분쇄속도(m2/(kg . s) or (1/s) 
R(x,t) : 쇄성물의 적산체상분포 (%) 

S(x,t) : 선 택 함수 

Sv 체적 기준 비표면적 (m2/m3) 

Swo 쇄료의 중량기준 표면적 (m2/kg) 
Sw 중량기준 비표면적 (m2/kg) 

t 분쇄시간 (h) or (min) 
v 볼간 물린 입자체적 (m3) 

v 충돌속도 (m/s) 
W 볼의 총중량 (kg) 

Wi Bond ’s 일지수 (kWνt) 

xso 중위 경 (j.lm) 
Xeql 분쇄평 형 경 (j.lm) 
Xm or Xmax 최대입자경 (μm) 
Xmo 쇄료의 중위경 (j.lm) 
X 입자경 (j.lm) 
M 분쇄경과시간 (s) 
Q 충돌 가속도 (m/S2) 

r 분쇄될 업자경 (mm) or (j.lm) 
é 볼의 총괄 공극율 (-) 
j.l 실험 상수 (-) 
v 실험 상수 (-) 

p 밀 도 (kg/m3) 

a 부하 응력 (Pa) 

ast 재료의 파괴강도 (Pa) 

1 전단응력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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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및 리싸01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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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을 위한 광물분체의 물성에 대하여 

박재구 

한양대 자원 · 환경 공학과 

1. 서론 

분체란 고체미립자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분체특성은 미립자의 크기에 지배 

되며， 집합상태와 무관한 성질과 입자가 집합했을 때의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게된다. 미립자는 표면적이 클 뿐 아니라 입자표면에 구조결함 

이나 무정형구조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높은 표면에너지를 갖게 된다. 미립 

자의 이러한 성질은 화학적 반응성， 촉매작용， 흡착현상과 관련하여 고체화학 

또는 계변화학 분야에서 미립자 물성으로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입자 

집합체로서의 성질은 입자간의 마찰， 응집 등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압축， 

유동성， 혼합， 충전， 투과 등이 있다. 

이러한 2가지 성질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적인 

미립자의 성질과 마크로적인 분체특성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분체특성이 통계적일 뿐 아니라 짖음성， 흡 

착 등의 표면현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근년에는 이러한 2가지 성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분쇄현상의 메카노케미스트리에 관한 연구는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하 본 보고에서도 미립자의 성질과 집합체의 성질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 

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각각의 대표적인 

성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냄
 



2. 미립자의 성질 

2.1 입자의 크기 

입자가 구형이라띤 그 입자의 크기는 직경이 된다. 그러나 여러 형상의 복 

잡한 입자의 경우에는 기하학적 대표치로 입자크기를 표현하며 이를 대표경 

( (representa디ve size)이라 부른다. 대표경에는 3축평균경， 원상당경， 정방향경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한편 입자는 그 크기에 따라 콜로이드， 미립자， 조 

립자 등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흔히 말하는 ’미립자I는 별크상의 고체가 미분화된 상태를 말하지만， 실제로 

는 어느 정도의 크기부터 미립자 라고 하는가는 확실한 정의가 있는 것 같지 

는 않다. 다만 평형입도(equilibrium size, deq)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평형입도란， 입자의 자중과 부착력이 서로 평형을 이 

루고 있는 경우에 그 입자의 크기를 말하며， deq=Ý값7도 P þ 으로 주어진다. 

평형입도는 입자밀도에 따라 다르나 광물분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eq 듀 30-50μm이 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미립자’ 는 콜로이드 크기 

이상의 1.0- 밍μm애 속하는 입자를 칭한다고 할 수 있다. 

2.2 입자의 표면에너지 

표면은 어떤 상의 연속적인 구조가 끊긴 상태의 면을 말한다. 그림 .1과 같이 

간단한 단순입방(simple cubic)의 격자구조를 갖는 결정을 생각해보자. 이때 

결정 내부의 원자는 전후， 좌우의 주위의 6개의 원자로 애워싸여 있지만， 표면 

원자의 경우애는 5개의 원자가 인접하고 있다. 즉 표띤의 원자는 내부원자에 

비하여 결합수가 적은 만큼 포텐설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표면 

원자는 여분의 에너지 (extraenergy)를 갖게되며， 이 여분의 에너지가 입자의 

표면에너지 (s따face energy)로 나타난다. 

큰 입자가 부서지면 다수의 미립자가 생성된다. 이때 생긴 미립자는 여분의 

에너지를 갖는 다수의 표띤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큰 입자에 비하여 체 

적기준애서 볼 때 높은 표면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럼. 1에서 원자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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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너지는 y 는 를 a, 인접 원자간의 결합에너지를 E 라고 하면， 입자의 

(1) H/kna 2 E/2a2 = y 

표면에 웅집에너지 이다. 따라서 입자의 

응집력(결합 

있다. 

물질의 화학결합 

입자의 

입자가 

있느냐에 따 

있다. 일반적으 

그림.1. 단순입방격자 

표면에너지의 

결정이 가장 

이루어진 

나타 

너지는 원자， 분자간의 

력)이 그 실체가 된다고 할 수 

분자간의 웅집력은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너지의 크기는 결국 

형태의 화학결합을 하고 

라 결정된다고 할 수 

고체결정의 

공유결합성 

van der Waals결합으로 

경우가 가장 낮게 

객
 돼
 

크
 

H는 고체의 

표면에 

어떤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二l

로 

3차원 

분
 

결정의 자성 

난다. 

2.3 입자의 형상 

입자의 형상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데는 형상계수(shape factor )7} 이용되고 

있다. 형상계수는 입자의 

형상 계수， 체적 형상 계수 

표면적 지표로서 기하학 형상에서 얻어진 기하학적 

등이 있다(표. 1 참조). 

겉보기 밀도(apparent density)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진밀도 

말하는 l 입자밀도I는 

기공이 전혀 

2.4 입자 밀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입자내부의 

(true density)로 표현된다. 분체의 경우에는 벌크밀도(bulk density)로 충전층 

냉
 



표.1. 대표적인 형상계수 

며。 칭 ;져。 의 비 고 

표면적 형상계수 Øs = S/xι 
X二XH 일 때， φs = x, S: 입자표면적， 

XH : Heywooclrud(원상당경) = (4N) 

체적 형상계수 φv = V/xι 
X=Xv 일 때， φ v π/6， V:입자체적 

Xv 구 체적상당경 = (6V/π)1β 

비표면적 형상계수 φsv = SNx φsv φslØv 

Carman의 형상계수 φc =6/(φsV) 구에 대하여 φc = 1 

액체치 

측정하는 

기체치환법과 

정확하게 

의 물성을 나타낸다. 한편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환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이든 시료의 체적을 어떻게 하면 

가가 중요하다. 

2.5 표면전위 

액체 중에 입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액체에 전류를 흘리면 입자가 이동하기 

도 하고 거꾸로 입자를 고정하고 액체를 강제적으로 흘리면 액체 중에 전위가 

발생하기도 한다.이 같은 입자와 액체의 상대운동을 따르는 전기적 현상을 계 

면동전현상(DynæTIÌc electrical phenomena of surface)라고 한다. 이 계면동전 

현상을 지배하는 주요물성이 제타전위이다. 제타전위( t -potential) 란 액체를 

고정시키고 입자를 어떤 일정한 

함께 움직이는 액체의 앓은 층이 

電場의 영향하애서 움직이게 할 

유체역학적 경계면을 형성하여 

때， 입자와 

미끄러지는 

면(slipping plane)이 정해지게 되고， 이 면에서의 포텐셜을 제타전위라 한다. 

대개와 경우는 측정가능한 제타전위를 이론적인 Stem 전위로 간주한다. 이러 

한 제타전위는 액체속에 현탁된 입자의 응집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그럼.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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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층 

입자표면으로부터의 거리 

이중층의 형성 그림. 2. 전기 

+-δ-+ 

Stem 충 

3. 분체의 성질 

3.1 입도분포 

크기가 서로 다른 다수의 입자가 군을 이루고 있는 분체의 경우에는 입자 

크기에 대한 분산， 평균 등의 통계학적인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입자군을 이 

루고 있는 각 입자의 크기에 대한 구성비를 나타내는데는 여러 형태의 수학 

적 함수가 제안되어 있으며， 이를 입도분포 함수(size distribution function)라 

한다. 다음은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입도분포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2) (~= lnx 
1 r~ _r (ε-μ) 2 1:' exp[ - \5, ';J' ] d~ 

Ý2π(J J - ∞ ... L 2 (J ι F(x) 

(3) exp[ - (-.주_ )In] 
λ 36.8 

1-R(x) F(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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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포 = f(3)dx 
、v

( 
[
)} 

〉Q
I
@
그
σ
@」
ι
 mmmE 

X Diameter Particl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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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끈- = f(Ü)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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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iameter X Particle 0 

빈도분포의 빈도분포와 질량기준 

관계 (w: 분체질량， n: 입자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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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입도분포가 입자의 개수기준(count basis)과 질 

량기준(mass basis)에 따라 분포의 형태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림.3 

참조). 한편 입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직접측정법과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으로부터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시료를 샘 

플렁하는 것과 응집되지 않은 일차입자(primary particle)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술 등이 요구된다. 

3.2 충전특성 

직경이 같은 구를 평면상에 배열하는 방법으로는 정방배열(square layer)과 

단사방배열(simple rhombic layer)의 2가지가 있다. 이 2가지 평면 기본배열을 

다층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각각의 3가지 방법이 있다. 따라서 구를 충전하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게된다. 이 가운데 자주 이용하는 모델은 6방최밀충전 

(hexagonéÙ close packing)이며， 이 경우애 공극율이 껑.9%가 되며 배위수는 

127} 된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업자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배위수 

와 충전율을 갖게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한계입자 이하에서 공극율은 입자크기에 관계하게 된 

다. 이와같은 사실은 Roller가 실험적으로 밝혔으며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 k1 

E - k2 CI/x)n 
x>xc 
x<xc 

(5) 

즉 공극율 E 은 한계입도 xc 이하에서는 입도가 작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편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불연속 입도계의 충전특성을 설명하는 것으 

로는 Fumas의 모델식 이 있다. 

3.3 충전층내의 투과특성 

입자 충전층에 기체나 액체 등의 유체를 투과시키는 현상은 여과， 촉매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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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세정， 건조， 집진 등의 공업조작 기초로서만이 아니고， 분체의 비표면적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도 중요하다. Kozeny와 CalTIk111은 입자 충전층내의 

공극을 균일한 형상의 굴곡한 유로의 집합체로 생각하여 식 (6)을 유도했다. 

u-4 E3 」IL
k 2S;(1- ê)2 μL 

(6) 

여기서 E 입자 충전층의 공간률(-) 

Su : 입자층간의 체적기준의 비표면적(m2/m3) 

k 입자의 형상과 공간율에 의존하는 Kozeny 정수 

Kozeny-Carrrkl11 식은 Reynolds 수(Rep)7} 0.33이하의 층류조건하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층류로부터 난류까지의 넓은 범위(O.33<Rep<잃3)에서 입자 

충전충의 압력손실(L1p)를 추정하는 데는 식 (7)과 같은 Ergun식이 사용되어진 

다. 

4E = 150 (1- E)2μμ + l. 75~1-f)ρμ2 (7) 
L ζ ê - X s 

여기서 p 유치l띨도 

X s . 입자의 비표띤적경 (m) 

3.4 분체의 젖음 

젖음이란 고-기 계면이 소띨하고 새로운 고-액 계면이 생기는 현상이다. 일 

반적으로 고치l와 액체의 부착력이 액체의 응집력보다 큰 경우 젖기 쉽다고 말 

한다. 이 젖음성은 접촉각(contact angle, fJ )으로 수치적으로 평가된다(그림. 

4). 이러한 6 가 O。 르 6 드90。 이면 분체는 액체에 젖고， () ~90。 에서는 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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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 분체의 젖음성은 분체의 액중에서의 분산， 용해， 조립， 흔련， 소결， 

부선 등의 분체 

표면화학 요한 

처리 

물성의 

기술에 

하나이다. 

관계하는 중 

접촉각의 

있으며 이때 

8 의 관계는 다음과 같 

등이 측정법으로는 모세관법 

모세관 장력 PC와 

다. 

Pc=2σ뽑효 (8) 

o 는 액체의 표면장력 ， R은 분체층에 있어 

서 모세관반경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é)X S。
R=2x 

여기서 ê 분체층의 공극률， 

So : 체적기준의 비표면적 

Gas 

8 
Solid 

r L -G 

그림. 4. 고·액·기 3상에 

서의 접촉각 

(9) 

또한 젖은성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로는 표면오염， 친 · 소액성분의 혼합비율 

등이 있다. 

3.5 유동특성 

분체는 고체입자의 집합체이면서 별크상의 고체와 달리 액체나 기체와 같이 

유동한다는 점이 분체로서의 큰 특정의 하나이다. 분체의 유동성이란 것은 그 

흐름의 용이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분체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입자 

가 동시에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채의 경우처럼 정량적으로 기 

술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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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의 유동성은 중력장에 있어서 분체층의 자유표면이 한계웅력상태에 있 

을 때의 그 면과 수직면과의 이루는 각으로 정의된 안식각(Rerx)se angle)이 

일반적 평가방법의 한가지로 사용되고， 이 안식각의 측정방법은 주입법， 추출 

볍， 경사법이 있다. 

반면에 종합적 평가방법으로는 Carr이 제시한 유동성 지수(Flowability 

index)와 분류성 지수(Floodability index)를 이용한다. 유동성 지수는 분체의 

배출시의 흐름의 용이함을 표현한 것으로서， 안식각 압축도. Spatula각， 응집 

도(또는 균일도)의 측정치에서 표를 사용하여 간단히 구할 수 있다. 한편， 분 

류성 지수는 Flushing 현상이 일어나기 쉬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똑같이 하 

여 붕괴각， 차각， 분산도 및 유동성 지수에서 구해진다. 이것들은 다수의 분체 

를 취급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으로서 이론적 근거가 없는 복수 인자의 

측정치를 조합하여 유동성을 수식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 

3.6 부착특성 

업자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웅집력)은 접촉점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력에 

의존하게 된다. 공기중에서 미립자 사이에 작용하는 가장 강한 부착력은 그림. 

5와 같은 액가교(Iiq띠d bridge)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액가교가 가능한 것은 

입자 표면에 있는 아주 소량의 불순물(주로 염류)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 

기 때문이다. 이 액가교의 요면에서는 음의 압력이 작용하고， 이에 의해 입자 

간 부착력이 생기며， 그 크기 FνNJ의 최대치는 통일직경의 두 구에 대해서 

식 (10)로 표시된다. 

FL = π (J X (10) 

여 기서 (J 표변징-력， 

x : 입자경 

m 

ω
 



a 
i'Ur 
ïKr 
파 

10-4 

띄 10 
K 

õD 

10 -2 

입 자 경 x(때) 

그림 .5. 입자간 부착력과 중력 비교 

10 2 

한편 입자간의 간극이 lOOOA 이하의 거리에서 작용하는 부착력으로는 van 

der Waals 힘이 있다. 이는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분자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력의 합이 된다. 같은 크기를 갖는 구형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 

Fv는 식 (ll)로 표현된다. 

F ,,= Ax -----
v 24H2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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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 Harnaker 정수 

]-J: 입자간의 간극 

이밖에 입자간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이 있으며， 이는 van der Waa1s 힘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4. 결론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활용을 위한 기술은 미립자를 효율적으로 분 

리 ·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립자의 기본성질과 그들이 집 

합상태를 존재할 때 나타나는 여러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상 본 보고에서는 환경산업 및 소재산업과 관련된 각종 

분체조작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분체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다만 본 보고애 소게되지 않은 기타 관련 내용은 다음에 소개 

할 기회를 가졌으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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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벼 동L 
-, '"코 계면활성제의 자원처리에서 

우진 최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수원대학교，환경공학과 

료로 
'-1. 서 

다양한 종류의 시약이 자원처리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에서는 습윤성 (Wettability) ， Eh조절， 입자의 응집 및 분산 그리고 기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23 년 

Keller 가 유화광물의 회수를 위해 Xanthates 를 포수제로 처음 사용한 이 

래 많은 종류의 부선시약이 개발되었다. 그동안 시약과 관련된 계면현상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부선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이론이 잘 정립되었으나 아 

직도 많은 의문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광물 및 

님셔고 , '2 。

개발되어야 할 

품위저하， 복합광석의 처 

리， 인건비 및 애너지 비용등의 증가 및 환경문제의 대두등으로 인하여 자 

원처리분야애서의 새로운 시약의 개발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 

립석탄의 회수， 복합 유화광(Polysulfides) , 복합금속광(Polymetallic ores) , 

새로운 

확보 및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선시약이 에너지자원의 

유용광물의 있다. 지 난 20 년간 원광중의 시점에 

처리분야에서 

부선공정의 개발은 20 세 

부선공정에 의해 처리 

증가하여 1960 년도 2 억 톤에 서 1985 년도에 

ores) 의 혼합 산화/유화 

부선시약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자원처리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광물(Mixed ores/sulfides 

짚
 

양도 크게 

기의 

되고 있는 자원의 



는 약 5 억톤으로 증가하였다. 부선공정은 현재 유화광물회수공정이 전체 

처리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비금속광물(25 %), Metal 

oxide(7 %) 및 Coal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80 년대 들어서 부선 

공정은 석회석회수， 주물사로 부터 Carbonates 회수， 폐수로부터 금속이온 

의 회수， 미생물의 분리 등 환경 분야에도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자원처리분야 특히 부유선별공정에서 계면활성제의 이용 

현황 및 적용영역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분야 

에 있어서 더욱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응집제의 종류 및 활용성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2. 계면활성제의 종류 

계면활성제는 낮은 농도에서 시스템의 표면이나 계면(Interfaces)에 흡착 

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들 표면의 자유애너지를 현저하게 감소 

시키는 특성을 갖는 물질이다. 계면활성제는 극성 (p이ar) 및 일반적으로 탄 

화수소(hydrocarbons)로 이 루어 지 는 비 극성 그룹으로 구성 된 hetropolar이 

다. 일반적으로 공기/물 간의 접촉면에서의 계면활성제의 방향은 Fig. - l과 

같다. 

water 

Fig. 1. Orientation of surfactants at the air/water interface. 

떠
 얘 



이 경우 물의 표면장력 (Surface tension)은 표면에서 물분자간의 수소결합 

이 깨어지면서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시스템내 

에서 최대가 되어 표면장력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는 계면활성제가 

micelle을 형성하며 이 때를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micelle 형성은 탄화수소체인 간의 Van der Waals 친화력에 기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물 중 물보다 공기에 친화력이 큰 경우를 소 

수성 (hydrophobic)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광물은 친수성 (hydrophilic)이나 

화학적 처리에 의해 소수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광물표면에 소수성을 

부여하는 시약을 포수제( Collectors)라고 부른다. 일부 광물 즉， Sulfur, 

Talc, Graphite, Molybdenite 및 Realgar(AszSz)등은 자연적으로 소수성을 

갖고 있으며 석탄의 경우도 소수성이지만 석탄의 소수성은 등급(rank)나 

회분함량등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선제에는 포수제， 기포 

제， 조건제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종류 및 기능은 매우 다양 

하다. Fig.2에는 부선공정에서 사용되는 유기 및 무기성 시약의 종류 및 

첨가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1) 포수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유특성이 없는 광물표면에 흡착하여 광물표면에 

소수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을 포수제라 하며 thiol-type 및 

non-thio 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Thiol-type 포수제는 일반적으로 

수용액에서 중금속이온이나 광물표면에 대해 중금속이온에 대해 매우 큰 

활성도를 보인다. 이런 종류의 포수제는 탄화수소체인이 짧기 때문에 (R: 

CZ-C8) 기체/액체 접촉면에서 활발하게 흡착하지 못하며 기포를 형성하 

는 특성 도 없는 것 이 일 반적 이 다. Thiol-type 포수제 의 알카리 염 은 물에 

쉽게 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화광물의 부선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짚
 



}•- Grindlng ?i렇 

Depressants. Collectors 
Activators. Dispersants 

FL01꾀ION l• Frothcrs 

‘ Flocculants 

Concentrale 

Fig 2. Typica1 flowchart of a flotation operation showing 

~he major steps and chemical reagents generally used. 

CD Thiol-type 포수제 

Thiol-type 포수제는 일반적으로 수용액에서 중금속 이온이나， 광물표면 

에 대해 중금속이온에 매우 큰 활성도를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포수제는 

탄화수소 체인이 짧기 때문에 (R: C2-C8) 기체 / 액체 접촉면에서 활발하 

게 흡착하지 못하며 기포를 형성하는 특성고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Thiol-type 포수제의 알칼리 염은 물에 쉽게 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유화 광물의 부선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Thiol-type 포수 

제를 열거하면 Table 1과 같다. Thiol - type 포수제중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는 Xanthates는 chain length가 증가할수록 반 응성 (reactivity) 이 증 

가되며， 즉 heavy metal xanthates는 불용성이 증가하므로서 수용액중에서 

매우 안정하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Ethyl xanthates이나 고급 알콜 

을 사용하면 동족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Xanthates 

댐
 



는 유화광물에 대해 포수성이 강하지만 다른시약에 비해 선택성이 결여 

되어 있다. Xanthates의 산화에 의해 dixanthogen이 형성된다. Amyl 

xanthates 경우는 유화광물뿐만 아니라 자연동을 비롯한 금속산화광물의 

부선에도 이용되고 있다. Table 1은 Thiol-type 포수제의 분자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Aerofloats의 상품명으로 알려진 dithiophosphates는 유화광물의 포수제 

로서 물에 용해가 잘 될 뿐만아니라 중금속과 비교적 불용염을 형성하나 

알카리 土類금속과는 반응치 않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 연， 아연 ， 

은둥의 광물부선에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dithiocarbomates는 1 차 또는 2 차 amme을 알카리금속수화 

물의 존재하에서 CSz와 반응시켜서 제조한다. Xanthate에 비해 cupnc 

dithiocarbamates는 매우 안정된 s떠t이며 특히 유화구리광물부선시 선택성 

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w Z-200으로 알려진 Isopropyl 

thionocarbamates는 물에 잘 용해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용전에 유기용매 

에 용해시킨후 사용하며 동과 아연 부선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Non-thio ionizable compounds 

Thio compounds7r 주요 유화금속 광물의 포수제로 사용되는 반면에， 

Non-thio형은 non-sulfide minerals 부선에 이용되고 있다. Non-thio 형 포 

수제는 일반적을 탄화수소 chains이 긴 것이 특징이며 공기/물간의 표면에 

서 매우 활성적이며 기포를 형성 (frothing property)하는 특정이 있다. 

Non-thio형 포수제는 하전에 따라 음이온， 양이온성 포수제로 구분되고 있 

다. 이들 포수제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메카니즘에 의해 흡착이 되는 것으 

로 알려 져 있 다. Table 2와 3은 non-thio compounds 중 음 이 온 및 양 이 온 

성 포수제의 분자구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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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olecular structure of thio-compounds used as 

f1otation collectors 

Thiol - type Colleclors 

llQ二alkyl c1 ilbiocarbol1 illes h:<lJl l h띠안 ) 

S ? 
Il-O-C 

\ S Na 

(or K ‘) 

1( : C, - C~ 

2) 미깅과YLclisu lficl~ (ct i,x_,llllhogell ) 

s - s ιs l r? 、
n - O-C ' + '/ O ~ + 1 1 ,0 -• l{- 0 - L P- 0 -l{ + 2OII 

\ / \ S } 5 - S 

3) 딘 i alks1(or é1 ry l) di lh iopI HlSph<l ll'S(‘ Il' l"lJ flo‘ IlS) 

H:-O 딩 
\/ 

/ \ 
Il-O' S K‘ l 

(or 1\낀 ’ ) 

4 ) d i쉰 llsι'- c:l i l hi ()c~lrb éllll ， lle 

H. /. S 
\ // .J 

1\- C 
/ \ n . S 1\μ 

(o r K ) 

S ) ÜiQprυlJy llh i oCil rb (lJll ‘ l le (1 - 200 ) 

S !! 
11 / 

(C I 1;) , CI 1- 0 - C - I\ 
\ 

l ,l l , 

% 



Table 2. The molecular structure of common anionic non-thio 

compounds used as flotation collectors. 

rN익onπ1- thio i oα)η)nJ끼i zab비〕끼l e compounds (Anion ic) 

1) A!k요L맥다갇얻S 

n d 
K • 

o 
” ” s ” ” O 

O R 
CIO - Ciô 

2) A샌.yl흐피f엔llil학 

O 
11 

R- S - 0 t\a 
11 
O 

CI' - Cl• 1 

3) A!lsyJ~él rY' 1 Sll Lfo J1 ate 

” “ K 
냉
 

0 
U 
U 
S ” ” o 집

 

R 

4) ι긴rbo~yIi c élc icl or ('é1 rboxy lates 

O 
/ 

f{ - C 
\ o [-1' (carbox이 ic acid) 

l{ ' (carboxylélte) 

!{ -COO + I ID 

~ [( - COOII + 011 

5) A괴5yLDbQ익12béLte'i， étJlcl _çl i-all<y l Dhc) SDhélt~S 

R- O. , 0 
\/ 
/ \ 

110 ' 0 t\“ 

[{ - 0 , / .0 
\/ 
/ l)\ 

n-o ' O~‘ l 

댐
 



Table 3. The molecular structure of common cationic non-thio 

compounds used as flotation collectors. 

Non-thio ionizable compounds(Cationic) 

1) Amines 

pnmaryamme secondary amine 

H 

R-N 1 
\ 

H 

R 

R-N 1 
\ H 

tertìary amíne quarternary amme 

R 
/ 

R-N 
\ 

R 
§싸월 Cl 

Commonly used in the form the of anime salts 

R-NH3+ Cl-

or Br 

R 
-

. ‘ 
l ‘ -떠

 
-

p 
-

a 

R-ξ=>N+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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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음이온성 포수제로는 alkyl sulfates, 

sulfonates, carboxylates 그 리 고 alkyl phosphates 등 이 있 다. 지 방산 이 나 

vegetable oil 산과 알카리 염 류 즉 비 누(Soap)류가 음이 온성 포수제 에 속한 

다. 소위 Soap flotation 은 이런 형의 포수제를 사용한 부선이며 

non-sulfide minerals의 부선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성 

이 나쁘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량이 크며 정선 (Cleaning) 이 어렵다. 지방산 

(Fatty acids)이나 Soaps에 의해 비유화금속광물， 예를들면 중정석， 

형석， 산화망간， 인광 뿐만아니라 산화동광， 연광 및 아연광 같은 금속 산 

화물은 쉽게 부유된다. 그러나， 석영이나 장석류는 지방산이나 Soaps에 의 

해 반용하기 위해서는 금속이온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방산중 가장 많 

이 이용되고 있는 Oleic acid는 10 -15 oc 에서 용해되고 용해도는 낮지만 

물에 유화(emulsify)되며 알콜등에 잘 녹는 특성이 있다. 

양이온 포수제로 알려져 있는 질소를 함유하는 유기성시약은 규산염광물 

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의 부선애 이용될 수 있다. 예를들면 1920 년대에는 

amyl amines 등을 유화광물의 포수제로 사용하였으며 Long-chain alkyl 

ammes은 USBM 연구진에 의하여 포수제로 사용된 적도 있다. 

Gau며n(1957)에 의 하면 alky 1 amines 에 의 한 유화광물의 회 수는 다음 3 

가지 메카니즘에 기인한다고 제시하였다. 

。 Ion exchange between aminium and hydrogen ions. 

。 Simultaneous adson)tion of aminium and hydroxyl ions. 

o Adsorption of molecularly undissociated amine. 

한편 부선분야에 있어서 전기이중층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광물입자 

표면에서 포수제와의 물리적인 상호반웅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Fuerstenau, 1956). Fig. 3 은 이 모텔에 대한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모델은 광물입자와 수용액간의 접촉면에서의 전기적인 특성 및 포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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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학적 성질에 기반을 둔 것이다. 특정 광물입자가 음이온 또는 양이 

온성 포수제에 의해 반웅이 일어나는 수용액의 조건을 예측하는데 표면하 

전 및 용해도둥이 필수적이다. Fig. 3 에서 알 수 있듯이 양이온성 표수제 

를 사용하여 부선이 가능하려면 광물입자의 표면이 음으로 하전된 경우만 

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면이 하전되지 않은 경우， 즉 표면전하 

(PZC)가 0 인 경우는 부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8 8 
8 8 8 

$ 

$ 

斗
l

$ 
-

$ 

--

$ 

--$ 

$ 
81++++++18 

+ 

81+ e EB 
+ e 
+ EB 

e e EB EB EB 

p(PD) < PZC PZC p(PD) > PZC 

aruomc 

0'0 = 0 
No φuble 

Iayer present 

0'0 < 0 

F1otation with 

cal:1omc 

0'0> 0 

Flotation with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urface charge and the 

counter ions under conditions where the solid is positively 

charged, uncharged (the pzc) , and negatvely charged. 

(2) 기포제 

기포제는 물에 용해되어 용매의 표면장력을 저하시키고 기포발생을 용이 

하게 한다. 또한 기포제는 생성된 기포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hydroxyl (- OH) , carbonyl (- CO) , ester (- COOR) 그리고 

갱
 



carboxyl (- COOH) 기를 갖는 유기성 물질의 경우 기포를 생성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wfroth의 경우 수용성 기포제이며 소량의 첨가로서 사용이 가능하며 

작용이 빠른 장점이 있다. 강력한 기포제인 MIBC는 지방족알콜로서 석유 

부산물의 합성품이며 Aerofroth의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다. Pine oil은 방 

향성알콜을 함유하며 제공하는 반면에 Cresylic acid의 경우 점성이 pme 

oil에 비해 낮으나 안정한 기포를 형성하므로서 포수성도 갖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Table 4에는 다양한 기포제의 분자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3) 조건제 (Modifying agents) 

조건제는 광물표면에 포수제등의 흡착을 증진시키거나 방해하는데에 이 

용되고 있다. 조건제는 regulators로도 불리며 pH 조절제， 활성제 및 억제 

제 둥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5에는 대표적인 조건제를 나타낸 것이 

다. 조건제는 동일한 시약이라도 용도에 따라 다른 작용을 하며 때때로 

동시에 2 가지 이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도 있다. 광물의 부선에서 수소이 

온농도의 조절을 위해 산이나 알카리의 pH 조절제가 사용된다. 산으로서는 

황산， 알차리로서는 소석회， 소다회등을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억제제는 

무기염류인데 대표적인 것이 유화광물에 대한 석회， 시안화물， 황산아연동 

둥이 있다. 시안화물은 대부분의 유화광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다 

량 사용시 Cu, Sb 및 Ni-S 를 억제시킬 수 있다. 예를들면， 아연광과 유 

화철광의 우선 분리시 유화철광의 억제는 CUS04 존재하에 NaCN이 효과 

적이다. 이 경우 동시안착염이 유화철광에 대해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 아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아연시안착염이 효과적이다. 

활성제로서는 유산동(CUS04) 이 었으며 섬아연광의 활성목적에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도 소량의 금속이온은 일반적으로 비유화광물에 

대해 활성효과가 있다. Table 6 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 

선시약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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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types and molecular structures of nonionic compounds 

used as forthers in flotation. 

Frothers 

1. Dowfroth 250 

CIL - (O - C:,I IG) 11 0 11 

2. Mε띠꾀~o.b파YLιmb i민.9J_{Ml.BJιj 

1-[ H 

II- C - C 

1-[ CI-b 

II [[ 

-C - C 

11 0 11 

1 [ 

- C -IJ 

1 J 

3 뀐l쁘 OiL (Terj) il1eoll 

ι|
 
[”>|

•” 
μ
 <1. Cres\'l ic élc ic! 

IJ←띠-Cl b 

5. Poly,!lcoxYPi.lraff‘ 111 S 

。1，， 1 1:;

lJ -r-CI I ， -cr r ~ - cr h -CI r ~ - CIL 

OC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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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modifying agents 

Modifying Agents 

1. pH regulators CaO, Na2C03, H2S04 , etc. 

S02 

2. Activating agents: 

e.g. Zn2+ S2- Cu2+ S2-

ZnS + Cuz+ ZnS + Znz+ 

3. Depressants: Ca for FeS2 

CN for most sulfides 

3. 응집제의 활용 

응집제는 물중에 존재하는 현탁물， 콜로이드성 용존물의 전하를 중화시 

켜 이들 물질을 상호 흡착시켜 floc을 만드는 시약이다. 따라서， 공업용수， 

폐수처리， 하수처리， 광산， 제련 및 화학공정의 선별， 제조분리공정에서 현 

탁물의 처리를 위해 물리적 방법만으로는 분리가 어려운 미세한 현탁물의 

침전， 부상， 여과， 원심 분리등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많이 응집제가 이용되 

고 있다. 응집제는 주로 무기와 유기계통으로 분류되며， 무기계는 주로 저 

분자염의 형태인데 반해 유기계의 대부분은 고분자 응집제이다. 

최근에는 합성유기 웅집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유기고 

분자 응집제는 무기계에 비해 응집성， 침강성이 우수할 뿐 만 아니라， 첨가 

량도 무기계의 1/30 내지 1/200 정도만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최근의 환경문제 특히 수질환경오염방지， 폐기물처리분야에 

있어서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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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st Frequently Employed Flotation Reagents and their 

Typical Application 

Type Classification and Compn. 

Collectors Xanthates 

1. Ethyl-Na 

Ethyl-J( 

2. lsopropyl-Na 

IsιlPropyl-K 

3. Amy 1-J( secondary 

Amyl-K 

Dithiophosphates. Aerofloats 

1. Diethyl-Na 

2. Dicresyl. 15 % P,S5 

Diσesyl. 25 % p ,Ss 

Dicresyl. 31 % p,Ss 

3. Di-sec-butyl-Na 

Thionocarbamate, 

ethylis따。pyl(Z-200) 

Men:aptoben:∞tlúazole 

Fatty acids 

1. Tall oil(mainly oleic acid) 

2. Refines oleic acid 

3. Na soap of fatty acids 

Alkyl sulfates and sulfonates 

C1，-CI6(dαlecyl to cetyJ) 

Cationic reagents 

1. plÍmæγ and 앙=n여ry 

arru’‘es 
2. Amine acetates 

3. Quatemary anunoniwn 

salts 

Usual form of 

addition 

10 % solution 

10 % solution 

10 % solution 

10 % solution 

10 % solution 

10 % solution 

Typical Application and Some 암operties 

For selective f1otation of Cu-Zn. Cu-Pb-Zn sulfide ores 

More powerful ∞lIector than ethyl for Cu. Pb. and Zn ores. 

Au. Ag. Co. Ni. and FeS, 

Most active collector but not very selective; 야ed for 

tanlished sulfides(with N.,S). Co-Ni sulfides 

5-10 % solution For the Cu and Zn(but not Pb) sulfide ores; selective, 

nonfrothing 

Undiluted AII-Cu-Pb-Zn sulfides. selective. froths 

Undiluted AII-Cu-Pb-Zn s비fides. selective. froths 

Undiluted Mainly 야ed for PbS a’‘d Ag,S ores 

5-10 % solution Au-Ag-Cu-Zn sulfides. not go여 for Pb 

Liquid ernulsion Selective collector for Cu sulfides(or Cu- activated ZnS) in 

the π-esence 

S이id F10ats FeS, in acid circuits(pH 4-5) 

Liquid 'ernulsion 

Liq비d emulsion 

5-20 % solution 

Collect01τ for f1uorspar. iron ore, chronliι. scheelite. caCα. 

MIlC03. apatite, ilmentile; readli preci미tated by "hard" 
waters(Ca" and Mg") 

5-20 % solution Colleclors for iron ores game!, chronlite. barite, c어JPeI" 

carbonates. CaCÜJ, CaF" BaSO‘. Cawo‘ 

1n kerosene Used 10 separale KCI from Nac1 a1녕 10 f10at Sio, 

5-10 % solution Used 10 floal ql때tz， silicates. chalcopyrite 

5-10 % solution Used to float Quartζ silic.,tes. chalcopy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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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Continued) 

Type 

Frothers 

Classification and Compn. 

Pine oi l( a -terpineoJ) 

Cresylic ‘ acid" (cresols) 

Polypropylene glycols 

MW -200(D-200) 

MW -250(D-250) 

MW-450(D-450) 

Usual form of 

addition 
Undiluted 

Undiluted 

Typical Application and Some Properties 

Provides most viscous stable froth 

Less viscous but stable froth; some collector action 

Solutions in Hρ Fine, fragile froth; inert to rubber 

Solutions in H2Ü Slightly more stable froth than with D-200 

Solutions in Hρ Slightly more stable froth than with D-250 

Polyoxyethylene (nonyl phenoJ) Undiluted Used as ca1cite dispersant in apatite f1otation 

Aliphatic a1cohols: e.g., MIBC, Un매luted 

2-ethyl hexanol 

Fine textured; used frequently with ores containing slimes 

Ethers(TEB, etc) 

Regulators Lime(CaO) or sl싫ed lime 

Ca(OH), 

Soda ash , N32C03 

Caustic soda, NaOH 

Sulfuric acid, H2S0. 

Cu"(CuSO •. 5H2Ü) 

Pb" (Pb acetate or nitrate) 

Zn"(ZnSO.) 

S', or HS'(Na2S or NaHS) 

CN'[NaCN or Ca(CNhl 

Cr2Ü7"’ crO/' 

Si02(Na2Si03) 

Starch, dextrin 

Quebracho, tannic acid 

S02 

Undiluted 

Slurry pH regulator; depress FeS2, and pYJThotite 

Dry pH regulator; depress gangue slimes 

5- 10 % solution pH regulator; depress gangue slimes 

10 % solution pH regulator 

Sa t. solution Activates ZnS, FeAsS, Fel' ,S , Sb2S3 

5- 10 % solution Activates Sb2S3 

10 % sollltion Depressed ZnS 

5 % solution In sulfidization, activates tamished(oxidized) sulfide minerals 

and carbonates 

5 % solution Depresses ZnS , FeS2, and when used in express, Cu, Sb, 

and Ni-S 

10 % solution Depresses PbS 

5-10 % solution Deperses siliceous gangue slimes; embrittles froth 

5-10% solution Disperses ciay slimes. talc, carbon 

5 % sollltion Deperses CaC03, (CaJvlg )CÜJ 

3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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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웅집메카니즘 

수용액중의 입자는 통상 음이나 양으로 하전되있어서 정전기적인 반발력 

에 의해 상호 안정된 부유상태로 있다. 입자의 하전과 반대부호를 갖는 용 

집제를 첨가하므로서 입자의 정전기적인 반발력을 제거하고 입자간에 Van 

der W aa1s 힘이 작용하여 미세한 웅집체가 형성된다. 무기웅집제는 

주로 입자전하의 중화작용이 주이나 유기응집제는 중화작용이외에도 가 

교작용(Bridging)을 일으켜 보다 큰 floc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 

반적으로 무기웅집제는 크기가 큰 floc은 형성치 못하지만 보다 밀도가 큰 

floc을 생성한다. 반면에 유기응집제는 long-chain 분자에 의한 가교작용에 

의해 무기용집제에 비해 큰 floc을 생성한다. 따라서 floc 생성후의 침강， 

농축， 탈수장치 등의 기종에 따라서 최적 floc의 생성이 가능하다. Fig. 4에 

서 보여주듯이 무기웅집제 또는 유기용집제를 단독 또는 함께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며 보다 최적의 floc 생성을 위해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웅집제의 종류 

T ::tble 7 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 용집제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7. 주요 무기응집제 

구 분 분 T E3r 제품명 분자식 

알루미늄염 
염화알루미늄 Ah(S04) • nH20 

산화알루미늄 AICb.6H20 
황화제 1철 FeS04 .7H20 

저분자계 철염 황산제2철 Fe2(S04h • nH20 

염화제2철 FeCb. nH20 

마그네숨염 
산화마그네숨 MgO 

탄산마그네숨 MgC03 

알루미늄염 
폴리염화알루미늄 (Ah(OH)nC16-n)m 

폴리황산알루미늄 (Ah(OH)n(S04h-n/2)m 
고분자계 

폴리염화제2칠 (Fe2( OH)nC16-n)m 
절 염 

폴리황산제2철 (Fe2(Ol-I)n(S04 h-nl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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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고분자 응집제에는 nonionic, anionic 및 cationic 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시판되고 있는 고분자웅집제의 경우 이온성， 용해액의 점도， 유 

효 pH 영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유기응집제는 안정성이 우수하며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무기응집제에 의한 웅집. 

무기유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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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 
o 
。o 

(2) 무기 및 유기응집제 함께 사용(무기웅집제 우선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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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 및 유기응집제 함께 사용(유기응집제 우선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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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웅집제에 의한 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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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기 응집 제 2 가지 사용(anionic + cati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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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flocculation mechanisms. 

3) 용집제 적용시 검토사항 

처리하고저 하는용액에 대해 최적응집제의 종류 및 최적첨가량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처리 대상액의 종류， SS , TS , pH, 입자크기， 전기전도도등 

의 측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응집실험을 통하여 최적응집제의 

선정， 첨가량， 교반조건， 반응시간등의 기초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활성오니법등 미생물처리시 발생되는 오니의 탈수처리에 있어서는 탱크의 

처리상황에 의해 최적응집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정기적인 

용집실험이 요구된다. 용해액의 점도는 용집제의 이온성， 이온강도， 웅집제 

분자량 및 용해수의 종류， 용해시의 pH, 온도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의 

웅집제는 용해성능 용해시의 분산성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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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처리시스템에 있어서 침강， 농축후 탈수처리가 이루어진 

다. 특히， 탈수처리에 있어서 탈수기의 종류에 따라 최적응집 floc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탈수기의 종류에 따라 최적응집 floc을 생성시킬 필요가 

있다. 탈수후 cake의 함수율은 최종처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함수율은 매립처분시 부패를 일으키기 쉽고 소각처리시는 에너 

지 소비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환경부하의 저감을 위해서는 

탈수오니의 효율적인 이용， 자원화 추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응집제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다. 

4. 결 론 

본 고에서는 자원처리분야， 특히 부유선별공정에서 다양한 계면활성제의 

이용현황 및 적용영역등을 검토하였으며， 수질환경방지 및 폐기물처리분야 

에 있어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응집제의 종류 및 활용성등에 대해 언급 

하였다. 지난 20 년간 원광중의 유용광물의 품위저하， 복합광석의 처리， 인 

건비 및 에너지비용등으로 인한 생산비의 상승 및 환경규제의 강화등으로 

인하여 자원처리분야의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비금속광물자원의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표면처리기술， 폐자원처 

리 및 재활용， 환경오염방지분야등에 계면활성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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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광촉매 반응의 원리 및 응용 

이상훈 

대한공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 

임 형 석， 김 성 열(석경화학) 

1. 서 론 

산화티탄의 광반도체 특성을 이용하는 광촉매 반응에 관한 연구는 산화 

티탄 전극을 이용한 물의 광분해 반응이 발견된 뒤부터 수많은 연구가 행 

하여져 왔는데 그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대체에너지 관련분야로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해내고자 하 

는 연구로 대표되는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분야이다. 최 

근에는 Gratzel cell 이라고 불리어지는 색소증감 광전지가 주목받게 됨으 

로서 화학에너지가 아니라 전기에너지로의 변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연구동향은， 동일 반응을 화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대신에 화 

학반용을 야기시켜， 물질을 합성한다든지， 물이나 공기중에 유기 오염을질 

을 산화 · 분해시키는 목적의 연구분야이다. 

상기한 종래의 연구분야들은 산화티탄 분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강한 자외선 조사 조건하에서의 연구분야이므로 그 응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인증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광촉매” 광촉매라 

고 하는 용어가 일본을 중심으로 새삼스럽게 본격적으로 다시 대두되면서 

우리들의 주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산화티탄 분말만이 아니라 

박막으로 담지 시킨 재료를 사용하여， 생활공간에 존재하는 미약한 자외 

선 만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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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강한 강촉매 조건하애서도， 약한 강촉매 조건하에서도 광반응을 일 

으키는 특징， 즉 파장이 동일하면 광자 1개가 갖는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하수처리나 태양에너지의 변환등 대량의 물질을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환경정화를 의해 미량의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소량의 

자외선만으로도 이러한 광반웅 특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약한 광을 이용한 산화티탄 광촉매， 즉， 항균 · 탈취 · 공기정 

화 . self cleaning 등의 기능을 갖는 제품들이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속속 

개발 · 시판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산화티탄 표면에서 초양 친매성 특성도 

발견되어 서리방지， 오염방지 등의 기능도 함께 갖는 것도 밝혀졌다. 

한편 본 저자 등도 과거 수년간 모든 기초 재료위에 손쉽고 효과적으로 

Ti02 박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coupling-agent로서의 Ti02-so1제조 연구에 

몰두해온 바，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기초연구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Ti02 광촉매 관련연구 및 

웅용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광촉매 반웅의 기초원리를 밝힌 뒤， 우리 연구 

진들이 최근 관여하고 있는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그 전반적인 용도를 개략 

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광촉매 반응의 원리 

최근의 광촉매 반응은， 크게 분류하여， 산화분해형과 초 친수성형으로 분 

류 할 수 있으나 양자는 전혀 다른 반응기구를 갖고 있다. 또 최근에는 동 

일한 산화티탄 표면에서 친수성과 친유성(속수성)이 모두 공존하는 양친매 

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본 광촉매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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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도체 광전극 반응의 원리 

반도체에서 자체 bond gab 이상의 energy갖는 빛을 조사하면 전도대 

(conduction bond)에 전자가 발생하고 가전자대 (balance band)에 정공이 

형성된다. 이 전자 · 정공대를 그 어떤 방법으로든 분리하여， 전자를 외부회 

로로 끄집어내면 광으로 전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태양전지의 

원리이다. 통상 태양전지에서는 반도체의 pn접합으로 내부에 전위 구배를 

형성시키고 그것에 의해 음전하를 갖는 전자와 양전하를 갖는 정공을 분리 

하고 있다. 외부를 통한 전자는 역할을 다하고(potential이 낮아져)， 정공과 

재결합한다. 

한편， 광 전극에서는 반도체를 전극으로 이용하고 전해질용액과 접촉시 

켜 작용극으로서 이용한다. 반도체와 전해질용액의 접촉에 의해， 반도체의 

계면부위에 전위구배 (schoftkey 장벽)가 형성된다. n- 형 반도체의 경우， 계 

면에 반도체를 조사하면 정공은 용액 계면에， 전자는 반도체 내부를 통과 

하여 대극에 도달한다. 대극에는 백금 등의 통상의 금속전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도체의 가전자대의 위치가 물의 산화 전위(산소 발생 전위) 

보다도 정이고， 동시에 전도대가 물의 환원 전위(수소 발생 전위)보다도 부 

이면， 원리적으로는 광 조사에 의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인공 광합성형 광전기 화학 전지(화학에너지로의 변환)의 원 

리이다. 

여기서 “원리적으로는” 이라고 일부러 한정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대부 

분의 반도체에서는 물을 산화시키는 대신에 자기자신을 산화시켜 용액반 

응(광 collosion) 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산화티탄에서는 이와 같은 광 

collosion 반응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안정되게 물을 분해시켜 산소를 발 

생시키는 점에서 대단히 우수하다. 

한편 I짜3 등의 적당한 가역 산화 · 환원종을 전해질 중에 집어 넣어주면 

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의 변환은 불기-능하니 전기에너지로서 외부회로 

로 방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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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도체 광 전지의 경우는 산화 · 환원반응을 보다 순탄하게 즉， 과전압 

을 작게함과 동시에 안정되게 일으킬 수 있고 사용하는 전극의 가능성도 

광범위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 측면에서도 매우 유효하다. 산화티탄을 이용 

한 태양 전지의 Gratzel cell은 이 타입에 속한다. 

나. 반도체 광촉매 반응(산화 · 분해형) 

전술한 반도체 광전극 반응애서는 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반도체 전극 및 

금속 전극 표면에서 화학반응을 유도 발생시키고 있다. 

만일， 외부로부터 전압을 가해주지 않고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러 

한 반도체 광 전극반웅과 광촉매 반웅과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그림 l의 

(a)→(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외부 회로를 제거하고 반도체와 금속을 직접 

접합시켜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 또， 이 반도체 · 금속 접합재료를 점점 

작게 해 그림 1의 (c)와 같은 미분체로 하여도 광 조사에 의해 산화 · 환원 

반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도체가 n-형일 경우는 반도체 표면이 산화 

반웅 site로， 금속표면이 환원 반응 site로 된다. 이것이 금속 단지 분말 광 

촉미l 이다. 

탈 산소된 물에 백금단지 산화티탄 분말을 현탁시켜 자회션 광조사를 행 

하면 물이 분해되어 수소화 산소가 얻어진다. 여기서 이 효율은 일반적으 

로는 대단히 낮다. 그것은， 생성한 수소와 산소가 역반응에 의해 물분자로 

재 합성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물 중에 유기물이 존재하면 유기 

물의 산화 반응과 물의 환원반응이 진행되고， 역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에 

반응효율은 현저히 상승한다. 또， 산소가 존재하면 산소의 환원은 용이(과 

전압이 작다)하기 때문에， 수소발생 반응에 대신하여 산소의 환원반응이 

진행된다. 특히， 이 경우는 금속이 없어도 유기물의 산화반응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즉， 산화티탄의 표면애서 산화 · 환원 양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ω
 



semiconductor 

(A) (B) (C) 

Fig. 1. Schemetic diagram for the relationship of semiconductor 

photoelectrode reaction(A) and photocatalytic reaction(B, C) 

1) 산화티탄 광 촉매의 특징 

오래 전부터 기존의 다른 용도에서 광범위하게 유용되는 소재로서의 산 

화티탄은， 입수가 용이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산 · 알칼리에 불용성으로 

화학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분말은 백색이나 미립자 

박막은 투명하다는 물리 · 화학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기초 소재로 널리 알 

려져 있다. 

한편，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형광등에 포함되어 있는 광원에너지 (λ 드 

380-400 nm)만으로도 충분한 전자 유기 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분야의 광촉매 반응 소자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연 

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 그림 2에 표시한 애너지도로부터 추정되는 바와 같이， 380-400 nm 

이하의 광원 조사에 의해 형성된 산화티탄의 가전자대 정공의 산화력은 대 

단히 높기 때문에(수소 기준 전위로 약 +3V 인바， HzO + 1.23V, 염소 : 

+1.40V 오존 +2.07V 등과 비교해 보면 그 강도를 알 수 있다) 모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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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둥은 완전히 산화 · 분해되고 (그림4 참조)， 그 구성 원소(탄소， 수소， 

유황， 질소)는 최종적으로 탄산 gas로， 물， 황산， 질산으로 산화된다. 또， 광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강하거나 약하거나에 관계없이 파 

장이 일정하면 각각의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동일하다. 

산화티탄을 광조사 했을 때 생기는 에너지를 열에너지와 비교하면， 그 

특정이 보다 명확해 진다. 즉， 400 nm의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약 36,000K 

의 열에너지에 상당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약한 자외선 조건하에서도 

산화티탄 표면에서는 36.000K에서 진행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는 이야기아고， 결국， 이 표면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바로 산화되어 이산 

화탄소와 물로 된다. 물론 실제로 산화티탄 표면이 고온으로 될 수는 없 

다. 이것은 1개의 광자가 갖는 에너지의 절대치는 고체물질의 열 용량으로 

부터 보면 현저하게 작은 것이기 때문에 흡수된 광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확산되어도 그 온도상승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활성 높은 광촉매 표면에서는 흡수된 광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 상태 

를 유지한 그대로 화학반응에 이용되어 비교적 긴 수명을 갖고 표면을 확 

산하는 'OH등의 반응 활성종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최대로 조사된 자외 

선의 광자분량만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onduction band 
η
 

( J “ ” 애
 

’ o i ‘ m 
에
 

끼
 

J 
l 

(’ ι 10 ， (2 ， (’ 7) 

TiO 2 (3) 

Valence band 

Fig. 2. Ener밍1 level structure of Ti02 and oxidation jX)ten떠Is of other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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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웅 활성종 

고체 표면반응인 광촉매는 그 반응기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은 것이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그림 3에 나타낸 바 

와 같이， 가전자대의 정공(h + )이 물과 반웅하여 수산기( .OH)를 생성하고 

(HzO + h+ • .OH + H+) , 전도대의 광유기 전자의 환원반응으로 공기 

중 산소의 환원이 일어나 활성산소(super oxide anion, 02-) 이 생성되어 

(02 + e • 02-) , 이것들이 반웅 활성종으로서 흡착 유기물과 반응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종래 산화티탄 위에서의 반응 활성종의 검출에는 전자스핀공명 

(ESR)법등이 주로 이용되는 일이 많았으나， 상온에서의 측정과 검출 감도 

상에 한계가 있고 실제 반응조건에서 이것들을 검출하기는 곤란하였다. 따 

라서， 일본의 동경대학 橋本和仁 교수등은 공기중에서 자외 선광을 조사한 

산화티탄 박막위에 생성되는 활성 산소종의 동정 및 수명 측정등을 가능케 

하는 화학 발광법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는， 산화티탄의 투명 박막애 자외 선광을 조사하고， 조사광 차단 

후에 luminol(혈흔검출시약)용액을 적하하면， 화학발광이 검출되는데， 그 

발광강도는 광차단시로부터의 시간(delay time)을 길게하면 감소한다는 원 

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electron 

Light source 
(ultra、iolct

l'<lyS) 

hole 

• e-

O ~ 

(Supcr (lχidc <l llion) 

HlO 

F핑. 3. Scbn1:tic diagram for the fonnation of tl~ rllOt.oca떠lytic reæ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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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matter 

Fig. 4. Scherætic CIi떻ram for the p1Otocat퍼ytic oxi떠tion ffi:orr:p)sitiα1 reactiαl 

3) 양자효율 

광촉매 반응에서는 촉매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나 통상의 촉매 반웅과는 

다르고 촉매의 이용효율 대신에， 광의 이용효율(양자효율)로 반응의 효율을 

기술한다. 여기서， 양자효율(cþ)은 cþ = [화학반용에 관여한 광생성 전자(정 

공)수/입사 양자수]로 기술한다. 이것은 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촉매 

가 존재할 때는 촉매량을 많이 해도 반응량은 광량(photon， 광자수)으로 

결정되므로， 통상은 이와 같은 광량율속(광량이 반응속도를 지배)의 상태에 

서 사용됨을 의미한다. 

다. 산화티탄 표면의 광유기 초친수성 

산화티탄 표면에 자외 선광을 조사하면 표면이 대단히 강한 친수성으로 

된다. 물의 접촉각으로 이 친수성을 평가하면 5。이하로 조건을 최적화하면 

거의 00 로 된다. 이 상태는 광조사를 멈추어도 수시간으로부터 1주일정도 

지속되고， 서서히 광조사전의 소수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또한， 소수성으로 

된 후에도 자외선 광조사에 의해 다시 초 친수성은 회복한다. 즉， 항상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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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하지 않고도 간헐적인 광조사에 의해 표면을 초 친수성으로 유지 

시킬 수 있다. 직감적으로는 이 현상은 산화티탄 표면에 흡착한 유기분자 

의 광촉매 분해 반응과 유관하다고 예상된다. 즉， 순수한 산화티탄 표면에 

는 화학흡착수가 있고 친수적이지만， 공기중에 존재하는 유기 불순물이 흡 

착됨으로서 표면이 소수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 유기물이 광촉매 반웅 

에 의해 산화 · 분해되기 때문에 광조사에 의해 친수성이 발현된다는 반응 

기구이다. 이 반응기구에 의하면， 전술한 산화 · 분해의 효율과 초 친수성의 

정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보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 

혀 산화 · 분해 활성이 없는 산화티탄 막에서도 초 친수성이 보여진다. 

또， FT-IR로 화학흡착수의 양을 조사하면， 공기중 어두운곳에 산화티탄 

막을 보존해 두면 서서히 화학흡착수의 양은 감소해 가고 한편으로는 자외 

선조사에 의해 화학 흡착수는 증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러한 광 

유기 초 친수성은 그림 5이l 도식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화학흡착수의 탈 

착에 의한 것으로 고려된다. 

(a) before UV-irradiation (hydrophobic state) 

H얘Iophobic 

-쩔누 /0-\ IR쉰펌똥 R 
〔-「까i- o-::;.p-

UV-cut 11 UV 뼈ation 11 Q찌iu，dK 11 

(b) aftεr UV -irradiation (hydrophilic state) 

F핑. 5. SchE1'ret:ic di8gITUTI for the photccatalytic Sur~r - hyclrol뼈ic PrCJffltY 

이
 예

 



즉， 정상상태의 Ti02 표면에서는， Ti와 Ti를 산소가 가교(가교산소)하여 안 

정화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는， 표면이 소수성을 나타낸다. 이 표면에 자외 

선을 조사하면， 일부의 가교산소가 이탈하여 산소결함이 형성되고 이 산소 

결함에 공기중의 물분자가 해리 · 흡착함으로써， 화학 흡착수(표면수산기)가 

생성됨으로써 친수성으로 변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산화티탄 표면에 자외선 조사에 의해 유기되는 초 친수성의 발현 

기구는 표면흡착 분자의 산화 · 환원 반웅을 일으키는 통상의 광촉매 반응 

과는 전혀 다르고， 산화티탄 표면자체의 광유기 반응에 기이한 현상이라고 

추정된다. 게다가 최근 이 광 조사후의 표면은 기름에 대해서도 대단히 친 

화성이 높아 초친유적인 성질도 병행해서 갖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광조 

사에 의해 산화티난 표면은 양친매성으로 된다(그림 6 참조). 

(a) before UV-irradiation 

O ‘ O 
/ \/ \ 

Ti-O -Ti-O -Ti 

hyJropl.tobiι 

(b) after UV-irradiation 

lJV -ligJII 
• 

H H \ H 
o 0 0 

ti-O -ti-O -ti 

super I.tydropl.t iliι 

FIg. 6. prirri때e of the 다lOtoc때ytic swX'!r - hyclro비lÏlic proçerty reve1atiαl 

이는， 소수성 표면중에 친수성 domain이 생성되어， 친수부와 소수부로 혼 

재되어 이루어진 모자이크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그 결과， 표 

면에 떨어진 물이나 기름 등이 2차원적 모세관 현상에 의해， 수적이나 유 

적으로 잔류하지 않고 표면에 순간적으로 넓게 퍼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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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유기 초 

다. 최근의 

친수성의 발견에 의해，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촉매 연구는 새로운 

친수성에서는 광려기에 

단계를 

의해 

맞이하였 

산화티탄 

내부에 생성완 전자가 산하티탄 자체의 표면을 환원시키는 과정이 반웅의 

초기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산화 · 분해형 반응에서는 광조사에 의해 생성된 정공에 의한 산화반 

웅의 본질이다. 즉， 산화 · 분해형 반응과 초 친수성 반웅은 겉과 속의 관계 

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립7에 도식적으로 표현한 바와 같이， Ti02 박막 표면은 먼지 

산화·분해 

상기한 초친 

나 이물질들이 오염되기 어렵고，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광촉매 
반웅에 의해 이물질이 작게 분해되고， 이후 자연 강우에 의해 
수적 특성에 의해 쉽게 세척되어 버리는 

리 는 "self-cleaning effect"라고 

창유리， 백미러， 차체， 위생변기 

된다. 

oil 

칭할 수 

표면 등에 

현상도 기대될 가

T 

。1 즈: 
M '--

넓게 

바， 건물의 

웅용될 거‘ 
T 

0."[> 
ò 

Ti~-coated layer 

있다. 이를 우 

창유리， 자동차 

있으리라 사료 

Ftg. 7. Schrretic di맹ram for the 암f -clearψ19 effect of the TIÜ2 - r:ho따::ata1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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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02-박막의 고정 화법 

가. 광촉매용 TiOz 원료 

광촉매로서 사용 가능한 화합물은， 수 많은 것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 화학적 안정성， 취급의 용이성， 안전성， 가격 등을 기준으로 총괄 

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로서는 이산화 티탄이 가장 유망한 소재로 인정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산화 티탄이 가장 유망한 소재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산화 티탄의 고정화법을 설명하기 전에， 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티탄늄 화합물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표-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유기계와 무기계 원료로 크게 분류된다. 

Table. 1. Raw materials for Titania 

Ti-계 원료 
형상 용해성 

대표화합물 
형 태 유기용제 물 

Titarùum alkoxide 액체 용해 가수분해 Ti(ORk R=Et. Pr. Bu 둥 
유 Ti(OR)4 . (chelate)4-n, R = Pr, Bu 
기 

Titanium chelate 고체 용해 
일부만 ch. = acetyl acetonite, 
용해 2-ethyl hexanoate, 

tri-ethanol amine 둥 
Titarùum (IV) 

액체 용해 용해 TiCl4 
chloride 

Titanium nitrate 
수용액상 

TiO(NÜ:l) 
(고체) 가수용제 

기B. 
수용액상 일정량 

기 Titarùum sulfate TiO(S04) 
(고체) 까지 

계 
수분산액 첨가가능 

sol 
수현닥액 

TiOianatase) 
Ti떠미a 

TiOz(anatase) 
powder 고체 

TiOz(rutile) 

유기계는 주로 내열성 기판애 도포소성하여 고정화할 때의 원료 화합물 

로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무기계인 이산화 티탄 분말 및 sol 원료는 주로 

저온에서 도포 건조하여 고정화시킬 때의 원료 화합물로서 채택되어 사용 

뭔다. 이중， 티탄늄 알콕사이드는， 반응성이 가장 우수하여 공기 중이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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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중의 적은 수분만으로도 급속히 가수분해하여 수산화물을 형성하고， 비 

교적 저온의 가열 건조에 의하여 고활성 광촉매 Ti02를 형성시킴이 가능 

하나， 가격이 비싸다는 큰 단점을 갖고있다. 티타늄 킬레이트는， 수분에 안 

정한 물질이 많고 취급도 용이하지만， 결정화 온도가 400-5000C 범위로 

약간 높다는 결점이 있다. 한편， 4염화티탄， 질산티타늄， 황산 티타늄 둥은 

알칼리 가수분해나 가열 가수분해 공정 도입이 필수적인바， 가장 저가이면 

서도 취급이 불편한 결함이 있다. 이에 반해， Ti02 분말 및 sol 원료는 다 

양한 형태를 손쉽게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분말의 경우 수중에서의 

분산이 불충분할 경우 1차입자의 웅집현상이 심하게 표출될 수 있고， 이러 

한 분말 분산액 도포시 벡색 불투명막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한 

다. sol 원료의 경우는， 산화물 함유량이 10% 이상인 초미세 입자경을 갖 

는 제품개발이 미흡하여 종래까지는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적되어 왔으 

나， 저온에서 손쉽게 도포 건조할 수 있고， 기재의 재질이나 형상에 관계없 

이 적당한 primer sol 과 함께 혼용할 수 있다는 기술개발 진전과 함께， 현 

재 가장 기대되는 소재원료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인들이 개발 

한 anatase type의 Ti02-s01 제품과 기존의 일본 길하기계금속(주) 제품의 

TEM 사진을 비교하여 그림8애 나타낸다. 

(DN-l) I C 'Tl - 1 0(bπ1 

L.......-.J 

(B) 

Fig. 8. TEM photographs of anatase type Ti02 -sol 

(A : made in KOGA of ]apan, B: made in SUK GYUNG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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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iQz - 박막의 고정화 기술 

1) 박막형성시 검토 기준 

기판 재료위에 TiOz - 박막층을 고정화 시킬 때， 필연적으로 검토 되어 

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다음에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TiOz - 광촉매총 

분해형→높은 비표면적， 

초친수성형 : 평활하고 치밀한 조직 

CD 표면형상(표면적， 흡착성， 포집성) 

@ 

@물성(결정수， 투명성， 포집성) 총두께(충분한 광 홉수력) 

기판(타일， 유리 프라스틱 둥) 

• 

@ 밀착력 

(기판으로부터 이온확산 방지) 

내열성 세라믹스 • 직접 소결 

Soda-lime glass • Na+ 확산방지용 

under coating총 조성 
프라스틱 • 접착총 조성 

종이， 섬유류 • 섬유조직속에 분말올 

분산 담지 

먼저 TiOz-박막층의 표면현상은 “초 친수성형” 표면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기 어려워야 하며，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습게 

제거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면이 평활하고 치밀한 조직을 가져야 

되는 반면에， 항균 · 탈취 · 대기 정화를 위한 “산화 · 분리형의” 경우 높은 

비표면적을 얻기 위해서 다공질화 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TiOz -박막층의 두께는 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두께면 충분하다. 왜 

냐하면， 이 반응은 광화학 반응이므로， 표면에 도달하는 광자수 이상의 반 

응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TiOz층의 물성에 대하여서는， 그 결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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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명성과 보집성 등을 용도에 따라 최적 조건으로 선택하여야만 할 것 

이다. 한편， 기판재료와 Ti02 층간의 밀착력도 중요한 검토 요인이 된다. 

타일등의 도자기 제품 같은 내열성 세라믹스 기재위에 Ti02를 소결시키 

는 기법에 의해 충분한 밀착력이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soda-lime glass에 투명한 Ti02-박막을 고정화 시킬 경우 

에는， 기재층으로부터 용출되어 나오는 Na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는 under 

coating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같은 내열성이 없는 기재위에 고정화 시 킬 때에는， 접착층과 

Ti02층으로 이루어진 2층 코팅 방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종이나 섬유류에 

광촉매 기능을 부여할 경우에는， 표면코팅 기법이 아니라 섬유 내부 조직 

중에 확산 담지 시키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내열성 기판재료 위의 고정화법 

유리， 금속， 세라믹스등의 내열재료에 Ti02층을 고정화 시키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고， 열선 반사 유리등에 실제로 실용화 되어 

져 왔다. 이 기술을 크게 분류해 보면， 4000C 이상 가열시킨 기재위에 전술 

한 유기계 티타늄 화합물을 변성시킨 용액을 분무 코팅한 뒤 소성처리로 

박막을 형성시키는 방법과 도포 코팅한 뒤 건조 소성공정에 의해 박막을 

형성시키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상기 고정화법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다 

음 표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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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ating methods of the thin film on the refractive materia1s 

막성형 방법 주요특정 장 점 단 점 

분무경 대 
Spray 법 (air nozzle spray) 양산성 불균일성， 평판형 처리 주 

분무법 Pyro∞l법 뚫쩔끓꿇연 치밀성， 균일성 특수장치 요 

cm법 정흙획협월 훌낄휩 치밀성， 균일성 특수장치요 

Dippi때 법 인월擊흙께 간편성， 복잡한 형태 양산불가 
제어 처리 가능 

Spin-coat 법 회전수 및 용액점도로 간편성 도포액 소량 불균일성， 평판형 처리주， 
도포법 막두께 제어 ’ 기판크기의 제한성 

Roll-coat법 롤러에 용액을 양산성 도포액 개발 곤란， 평판형 
전사하여 기판애 도포 처리 주 

Sσeen 체망의 크기로 막두께 양산성 균일성 도포액 개발 곤란， 평판형 
인쇄법 제어 ’ 처리 주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에는 투명한 Ti02-박막을 유리나 플라스틱 등 

의 내열성 기판재료 비내열성 기판재료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고정화 시 

키는 기술이 이미 국내외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바， 이기술을 이용하여 우 

리 생활공간의 수많은 부분을 TiOr광촉매로 코팅 한다면， 특별한 에너지 

원의 도움없이 실내등에 포함되어 있는 약한 광원으로도， 광범위한 면적에 

서 실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유해물질을 높은 효과로 제거 힐 수 있는 새로 

운 공기정화 system구축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그림에 의하면， 기재 표면에 균질하게 코팅되어 있는 Ti02 층은 다음 단 

계의 적정 열처리에 의헤 비정질 상태로부터 anatase 및 rutile type까지도 

임의로 그 결정상 조절이 용이한 바， 상기한 바대로， 내열성 기재 위의 고 

정화법은 원료 선정과 후처리의 광범위한 응용이 폭넓게 기대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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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XRD patterns of Shirasu-balloons before and after Ti02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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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내열성 기판 재료위의 고정화법 

섬유， 수지 및 도장면 등의 비내열성 재료 위에 Ti02-박막의 고정화가 가 

능해지면， 일상생활 공간에 있는 각종 재료， 즉， 예를 들면 건물벽， 천정， 

욕실， 세면대， 외벽. 블라인더， 커텐등의 표변에 광촉매 기능 부여가 가능해 

짐으로써 그 웅용 분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 질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중요시해야 될 요소는， 높은 광촉매 활성 발현과 

함께， 기재의 약화방지 즉， 내구성의 구현이 가능한 독특한 공정 개발이 최 

우선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전술한 광촉매 반웅의 원리 편에서 밝혔듯이 

Ti02-광촉매는 380-400nm이하의 파장 범위를 갖는 광이 조사되면， 인접하 

고 있는 모든 유기물을 분해시켜 버림으로써 기재의 내구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방지하게 위하여 묵계 접착제를 사용하면， Ti02에 의한 광촉매 

분해 반웅에 대하여서는 내구성이 양호하나 접착 강도 중진을 위해 첨가 

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혹시 라도 무기계 접착제가 Ti02 표 

면을 피복해버려 결과적으로 광촉매 활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일본의 유수 관련 회사 및 본인들이 적용하 

고 있는 비 내열성 기재 위에서의 Ti02 박막층 고정화법을 종합적으로 정 

리한 것을 다음 표 3애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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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αa디ng methods of the thin film on the nonrefractive ma따때s 

Binder' 담체 특 정 상세내용 

(TiOz분말+불소수지중 sh착eet)를 Ni 

-수 광지촉계매 재l 분 형료해에태능.이 큰 불소 
다공질 기판에 적충 

(TiOz 분말 + 불소수지 분말)용 
불소계 수지 ~ TiOz의 , T 종íOz류를에 혼 상합관한 없 것이 

활성탄과 혼련하여 sheet화 
광범위하기게 사용 종 가류놓에 

~ 강도 및 재의 는 제한 (TiOz 슬러리 + 저온경화형 불소 

수지)를 기판에 도포 

미 세 SiOz-s이올 접 착제로 사용 

미세 SiOz-sol 및 유리 실리콘 
화합물 

(Methhylolymetoxy silane, TiOz-sol와 SiOz-sol로 유리섬유 

Silica-sol 
tetrametoxy silane 및 이들의 사지에 고정화 

가수분해 생성물)을 접착제로 병용 

~ 광범위한 기재 선택성 

~ 분해반용형 광촉매활성은 저하 
~ 초친수성 활용에 유리 

TiOz 와 SiOz-sol올 세라믹판 및 

복사용지에 도포 

- TiD2 표면을 Silica둥의 다공성 (TiD2 + 금속알콕사이드의 가수분 

재료로 피복하여， 외부와의 공 해 생성물) 혼합불올 유리， 

기 유통성올 확보한 위에， 근접 고분자， 부직포에 도포 

Polysiloxane 하고 있는 유기물과의 접촉을 (TiD2 + polysiloxane)올 

Silicon 방해아여 그 광촉매 분해를 막 수지기판에 도포 

Alkoxide의 은것 (TiOz+실리콘알콕사이드의 가수분 

가수분해 생성물 ~ 400run이하 파장에서 유기물 기 해 생성불) 혼합물올 도포 

판성분의 광분해 소멸로 인한 (TiOz-sol 과 SiOz -s이)/ 
기판자체의 열화현상 방지 rrø:hylalkoxy silane의 혼합물올 

도포 

다공성 담체의 기공중에 TiOz률 
다공성 PS，PVA，초산 ceJJulose둥 
의 막에 TiOz를 고정화 

다공질 
담지시켜 수지와 혼합한 것 

glass cloth, 부직포둥에 TiOz를 
유리 . Zeolite, 

~ 다공성 기재의 홉착작용 병용으 
고정화 

다공질 담쳐l 
로 높은 광촉매활성 유도 

활성탄， 다공성 알루미나 또는 실 
~ 비교적 큰 입자상으로 피복 기 

판의 한정성 
리카 표면에 TiOz과 SnD2 10% 
첨가물을 함칭 

- 기판위에 무기물계， 복합불계 둥 

의 중간층올 형성하여， 유기물계 

중간충 기재를 보호하고， 그위에 TiD2 기판위에 중간충을 형성하고， 그 
(보호충， 접착중) 광촉매층올 설계한 것 위에 TiOz 층을 도포형성 

~2열회화 도현포， 가공의 불편성 
~ 상 방지로 노고은 내구성 
과 촉매활성 증진가능 

m m 



4. TiOz-광촉매 소재의 응용 

광촉매 반웅이 대단히 약한 빛에 의해서도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유용성이 인식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통상적으로 UV-light라 일컨는， Black light는 발광영역이 약 300-400nm 

이기 때문에 TiOz의 여기광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는다. 이에 비해， 가 

정용 백색 형광등에서는 TiOz-광촉매 반응에 이용 가능한 380-400nm 이 

하의 자외선 광량은 약 30분의 1, 도색형광등에서는 약 40분의 1밖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각 관련 연구소나 대학 동의 실험 data에 의하면 생활환 

경중의 악취 반웅 물질 농도가 초기농도 5ppm이하로 낮을 때에는， TiOz표 

면에 도달하는 반응물질의 분자수가 black light에 포함되어 있는 광자수 

보다는 적 기 때 문에 black light로 부터 의 광자 대 부분은 이 러 한 악취 물질 

분해를 위한 광촉매 반응얘 기여할 필요가 없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백색 형광등 등의 실내등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량은 이보다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방출되는 광자들은 높은 효율을 갖고 이러 

한 일반 생활환경 조건하의 광촉매 반웅에 사용되어 높은 양자효율로 반 

용이 진행되리라 사료된다. 

통상， 우리 주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가스 등의 농도영역은 보통 

1ppm이하로 대단히 낮기 때문에， 실내등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량으로도 

충분히 그 제거효과가 기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절순한 봐와 같이 현재에는 투명한 TiOz 박막을 유리나 풀리스틱 

등의 내열성 기판재료， 비내열성 기판재료에 관계없이 , 효과적으로 고정화 

시키는 기술이 이미 국내외적으로 확립되어 있는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공간의 수 많은 부분을 TiOz-광촉매로 코팅하면， 특별한 에너지 

원의 도입없이 실내등에 포함되어 있는 약한 광원으로도， 광범위한 면적에 

서 실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유해물질을 높은 효율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 

운 공기정화 스시템 구축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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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촉매 반응은 광애너지를 이용한 반응인 것 

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아무리 약한 광원에서도 높은 효율로 반응이 진 

행될수 있다 하더라도 그 광원이 자외선 영역이 아닐 경우에는 절대로 반 

웅이 일어날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광촉매 반응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성탄 및 

zeolite 등의 흡착제와 Ti02를 흔합하여 사용할수 있는 방안과 또 다른 촉 

매 반용인 Pt, Ag , Cu등과의 복합재료동도 속속 고안되어 실용화 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기재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분해물질을 흡착재위에 

쉽게 흡착시켜 이후의 표띤확산 반응에 의해 Ti02위로 물질이 이동되고， 

이동된 반응 물질이 Ti02의 광촉매 반응에 의해 분해 될 수 있다는 점과， 

광원공급이 없을 경우에도 Pt, Ag , Cu등이 그 분해반응을 보완한다는 점 

에서 기 효율과 효용도를 극대화 시킨것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광촉매를 이용한 우리주변 생활공간의 환경정화 system구축의 

실용성은， 주변의 사소한 문제점 몇가지를 원활하게 해결해주면 대단히 높 

아지리라 기대되는 바 일본의 동도기기(주)가 밝힌 그 응용분야를 다음 그 

림 11에 나타낸다. 

광촉매시장 

Fig. 1l. Ti02 - photocata1ysi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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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광촉매 소재 분야에 관심과 매력을 갖고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 

재 일본내에서만도 l0007H 회사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그 

수가 증가되리라 기대된다. 그렇게 될 경우， 광촉매라 할 수 없는 가짜 저 

질 상품들이 속속 대두될 가능성도 잔존한다. 

따라서， 향후， 이분야의 지속적이 발전을 위하고， 이 발전이 진정한 지구 

환경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촉매 기능의 표준 평가법을 

확립하고， 대중화시의 인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안전성 

확인 여부를 가름학 수 있는 공식적인 기준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 

서는 가장 시급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선결과제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또， 영원히 존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모든 산업활동과 

그를 위한 기초 연구분야가 ECOISM에 기초한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하고도 그 미래가 기대되는 소 

재， “TiOz-광촉매끼 본인등은 이 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사 

명감 마저도 느끼고 있는 심정인바， 앞으로도 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러면 

서 신중하게 접근해 갈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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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제강공정에서 생산되는 산화철(α-Fe203) 

의 활용 및 개발 

이 인， 김 태 옥， 성 낙 일*장 대 규 

삼양산업(주) *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 

1. 산화철의 역사 

1. 1 해외 

.1928년 Forestier 염 화철 • Soft ferrite 제 조 

.1933년 : 加顧(가또)， 武井(다께 이 ) 코발트산화물 • Hard ferrite제 조 

. 1936년 : Lurgi(루루기) 특허출원(유동배소， 분무배소 방법) 

TDK Cu-Zn ferrite core 생 산 개 시 (Soft ferrite) 

. 1952년 Philips사의 ]. Went, co • Ba치환(원가 절감， 대량 생산) 

• Hard ferrite 

. 1950년대 Ferrite의 기초 및 응용연구 급진전 

. 1955년 : 유럽에서 염산산세 소규모 실시 

. 1960년대 초까지 강판산세에 황산사용， Ferrite의 제조기술 발전으로 

산화철 사용량 증대 

. 1963년 Westing house사 A. C. Cochant, Ba • Sr치 환 

(Hard ferrite 특성 향상) 

1. 2 국내 

.1947년 : 동일화학공업소(현 일신종합화학) 

- 광석을 분쇄하여 안료용 산화철 생산 

.1968년 : 한국티탄공업(주) - 유산철로부터 산화철 생산 

.1973년 : 동부제강 - 산회수애 의한 산화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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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 국내 ferrite 사업 개시 

. 1977년 : POSCO - 산회수에 의한 산화철 생산 

. 1978년 : 연합철강 - 산회수에 의한 산화철 생산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생산 산화철은 저급안료 저급 ferrite용 사용 

. 1987년 : 삼양산업 설립(산화철 전문 제조업체) 

. 1995년 : 삼양산업이 POSCO 광양제철소 산회수설비 운전 및 정비 

개시 

초기 - 저급안료용 사용 현재 - ferrite용 월등 사용 

2. 산화철의 종류 

산화철은 천연 산화철과 합성산화철로 대별되며 천연산화철은 화장품 및 

일부 안료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산업용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산화철 

은 합성 산화철로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철도 이에 속한다. 

표 1. 천연 산화철의 종류 

E즈 
화 학 조 성 (%) 

생산지 비고 종 "lT Fe20 31 Si02 IAh031 MnO IFeO 
인도， 미국， a -Fe203 

Red Ocher 75 5 5 
영국^페인 60-90% 함유 
남아고리카， 

Yellow 
50 30 5 iI E‘•, -까-、-， 70% Limonite 

Ocher 
λ페인， 미국 

이탈리아 
50% Limonite 

Sienna 40 30 15 5 
오랜지색 

Umber 45 15 10 20 카표로A 황갈색 
판상 a -Fe203 Micaceous 

90 5 1 2 오스E 리아 
방청용 페인트 Iron Oxide 

표 2. 합성 산화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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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 종

 
표 2. 합성 산화철의 

색 성 자 며 
。

"':'11 t:그 

켠T 닫r 

입방체 

입방체 

Cubic 

Cubic 

Maghemite 

Magnetite 

r -Fe203 

Fe304 

.::.<.1 λL o 。

.::.<.1λL n 。

mbic 

Orthorho- IAnti
r -FeOOH I Lepidocrocite 

Goethite 

mbic 

a-FeOOH 

도
 

용
 

산화철의 3. 

매
 

자기기콕새 

드E 
1 Spcaker 

Motor 

TV, VT[{ 등 

각종 가전세풍 

동선용 부품 

Paint 

화장품 

연 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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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화철의 생성과정 

4Fe + 302 
화학적 결합 

- 2Fe2J+03ι 

천연산화철 

Fe(OH)2 (=FeZ+ + OH-) 폐염산액 

• • Spray Roasting 

鍵J • 탕수(째 때t) 1 
4FeClz + 4HzO + O2 

~ 2Fe203 + 8HCl 

lndia 11 

America 11 a -FeZ0 3 r -Fe203 

Austria 11 

짧」 
M따(er 

Fe30 4 POSCO 

동부제강 

연합철강 

Fe(Meta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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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5. 제철소 공정에서의 산화철의 제조 

5. 1 제철소 공정 

| 철광석 | 석회석 I I 유연탄 | 

소결공숲기 뎌포공권 

제 선 공 정 

제 강 공 정 

주 조 공 정 

(볼륨， 빌레트， 슬라브) 

열간 압연 공정 

(열연코일， 열연박판) 

산 세 공 정 

냉간 압연 공정 

(냉연코일) 

때
 
-

H 
-

fk 

-

}
。-고

。
 -수

 -
회
，
 
-

산
 -

• 
-

열처리공정 

(냉연코일， 냉연박판) 
도 그 고 처 o 0 ' ô 

(아연도코일， 전기아연도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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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산 세 라 인 (Pickling Line) 

PL!TCM 

산세 Tank 

열연공장 

(Hot CoiO 
POL 

PL/ TCM(Pickling And Tandem Cold MiII) 산세 및 압연 

CGL Continuous Galvanizing Line 

BAF Batch Annealing Furnace 

CAL Continuous Annea1ing Line 

F퍼 : 비소둔 냉연강판 

POL : Pickling And Oiling Line : 산세 및 도유 

PGL : Pickle Oiling And Ga1vanizing Line 산세 도유 및 Zn 도금 

-102-



5.3 산회수 및 산화철의 제조 

강판을 산세하는 액체에 따라 황산 산세와 염산 산세로 구분되며， 황산 

산세는 환경오염 방지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 

며 염산 산세에 의해 산화철 제조에 관하여 설명한다. 강판을 염산으로 산 

세시 다음과 같은 화학반웅에 의해 염화철이 발생한다. 

Fe203 + 4HCl --> 2FeClz + 2H20 + 1/2 02 • 

Fe304 + 6HCl --> 3FeCh + 3H20 + 1/2 O2 • 

FeO + 2HCl --> FeCh + H20 

Fe + 2HCl --> FeClz + H2 • 

위의 반응에 의해 발생된 폐산을 Roaster에서 열분해(산화반응)함으로써 

산화철이 발생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염산을 회수하여 산세공정에 재투입한 

다. 

2FeClz + 2H20 + 1/2 02 • --> Fe203 + 4HCl 

염산 산세로부터 산화철제조 방법에는 유동배소와 분무배소로 대별되며， 

세계적으로 약 80%가 분무 배소 방법으로 산회수 및 산화철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POSCO 산회수의 산화철 제조 방법은 표3과 같다. 

표3. POSCO 산화철 제조방법 

분무배 소(Spray Roasting) 유동배 소(Fluidized Bed Roasting) 

구분 Ruthner Trabo Chmirite .. Lurgi 

process process process process 
광양2냉연 

광양3냉연 
광양1냉연 

적용 광양4냉연 
포항2냉연 

PGL.2POL 

포항 1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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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 동 배 소 (Fluidized Bed Roasting) 

반응로(Reactor)에 장입되어 가열된 열전달매체인 carrier(산화철 ， a 

-FeZ03)에 농축산을 분무시켜 고체-액체간의 반응으로 농축산이 증발되 

면서 산화철 제조이며 산화철은 Cyclone과 전기집진기 CElectrostatic 

Precipitator)에 의해 포집된다. EP에 의해 포집됨으써 산화철 평균입경이 

0.5μm이하의 미분체를 제조할수 있으며 열전달매체로 쓰이는 Carrier는 1-

3mm의 산화철 입자로 최초 조업시 Reacter속에 장입하고 이후 자연 생성됨 

으로 일정량외에 계속적으로 배출시킨다. 현재 광양 1냉연과 포항2냉연에 

적용되고 있다. 

From P.L 

[

끼
 니
 니 니
 i 

1. _____ _ 

ÃØ 생 HCI 

Absorber+ 

응집Tank 

k와centrator 

:Gas 

Lr "1 Cyclone 

Gas: 

Electrostatic Precipitator 

• 
IRON OXIDE 

그 림 1. Chemirit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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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배소CSpray Roasting) 5.5 
고온의 열풍과 접 농축산 액적이 된

 
무
 
’ 분

 
nozzle로부터 반웅로(Roaster)에 

산화철이 제조되며， 제조 

하며 

포항 1냉연에 

배출된다 Ru thner process라고도 

공정이며 광양 2, 3, 4냉연과 

증발되면서 농축산이 

산화철은 roaster 하부로 

Trabo(트라보)process와 유사한 

반응으로 기체-액체 촉되어 

된 

있다 적용되고 

From P.L 

---, 
Concentrator ’ 

Gas 

~---
H20 

Oxidation 
Tank 

þ 

Cyclone 

쩨생 HCI 

Absorber 

Gas 

-----1--

Stack 

i 

IRON OXIDE 

그 림 2. Ruthn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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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순도 산화철의 제조 

Soft 페라이트가 전자통신 산업의 발전에 따라 경박단소화 되며 고주파， 

고투자율로 발전해 감에 따라 페라이트의 주원료인 산화철의 품질은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다. 

6. 1 산화철의 특성 

산화철을 평가하는 항목은 매우 많으나 크게 화학， 분체 및 물리적 특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학적 특성으로는 순도， 강열감량， 색조， 및 불순물 

(Si02, MnO , Na20, Ah03, CaO, Cr203, P205, CuO , Cl 등) 등이며， 특히 강 

중에 존재하는 미량의 불용성 불순물들은 산세시 제거되지 않고 산화철 중 

에 함유되어 페라이트의 전자기적 특성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므로 폐산의 

정제를 통해 고순도 산화철 제조하여야 한다. 

표.3. 페라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불순물 및 제거방법 

님 }‘ D 
등를['" -;:c ~를 여。 향 제 거 방 법 

Gas로 인한 조업환경 저해 및 
산화철의 재배소， 수세 Cl 

설비의 부식 촉친 
폐산의 pH 조절， 

Si02 
전자기적 특성 저하 및 특성편 

응 집 제 , Oxidation에 
차 증대 

의 한 filtering 

P205 
불균일 입자 성장으로 자기적 

폐산의 pH 조절 
특성 저해 

Ah03 
불균일 입자 성장으로 전자기 

폐산의 pH 조절 
적 특성 저해 

Na20 
입자 과대 성장으로 전자기적 

산화철의 수세 
특성 저해 

CaO 
불균일 입자 성장으로 전자기 

산화철의 수세 
적 특성 저하 

-106-



6.2 고순도 산화철 제조설비 

Steam 

Waste Acid 

Sedimentation 8in 

Pre-Concentrator 

----’ 
e n 

닝
 

때
 

Q 
]

IRON T win Screw Conveyer 
OXIDE 

그림 .3. 폐산정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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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고순도 산화철을 제조하기 위한 폐산정제 설비를 갖춘 냉연의 

설비로 Leaching Column에서 폐산에 Fe Scrap을 투입하여 산세시 반응 

하지 않은 7-8%의 free-HCl과 반응시켜 산화철의 생산량을 늘이는 동시 

에 pH를 상숭시켜 불순물의 정제를 용이하게 한다. ( Fe + 2HCl • FeClz 

+ H2 • ) 

다음으로 Heat exchanger에서 폐산의 냉각으로 용해도를 감소시켜 

FeClz결정을 석출하며 NH3 용액을 이용하여 다음 반응식에 의해 폐산의 

pH조절이 이루어 진다. ( pH 4 -5 ) 

HCl + NH3 • NH4Cl 

FeClz + 2NH3 + 2H20 • Fe(OH)2 + 2NH4Cl 

Oxidation Bin에서는 공기 투입에 의해 용해된 금속이온의 산화물화 시 

키는 공정으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Fe( OH)2+ 1/202 + H20 • 2Fe(OHh 

2FeClz + 1/202 + 5H20 • 2Fe(OH)3 + 4HCl 

이러한 반응을 거친 폐산은 Reaction Bin에서 반응시간을 연장시켜 불순 

물 응집을 용이화하고 불용성 Si02는 Fe(OH)3에 흡착 침전하게 되며 

Reaction bin 후단 배관에서 투입되는 응집제에 의해 불순물을 응집 

( Coagulation)시 킨다. 응집 및 흡착된 Si02. P205, Alz03 등의 불순 

물등은 Sedimentation Bin에서 침전분리되며 침전된 불순물은 Filter 

press에서 cake로 형성시켜 폐기된다. 

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제조된 산화철은 고특성의 고주파 저손실재용 및 

고투자율재 Soft Ferrite에 이용되어 지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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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고순도 산화철의 특성 

고특성 의 Feπite가 요구됨 에 따라 Ferrite의 전자기 적 특성 에 큰 영 향을 

미치는 불순물인 Si02. Alz03. P20S의 정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폐산의 

pH조절， 응집제 투입등 여러 정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들 불순물을 극소 

화 하고 있다. 현재 당사가 제조하고 있는 고순도 산화철은 다음표와 같다. 

표 4. 국내외 고순도 산화철 비교 

구 
호|사명 삼양산업 KSC IROX Sidmar 

t:::j = 제품염 고순도재 KH- CP SM 015 

FezÜ3(%) 99.4 99.3 99.45 99.3 

Si02 (ppm) 60 80 80 160 

AI203 (ppm) 40 100 60 750 

P20S (ppm) 30 10 10 190 

MnO (ppm) 1000 2800 2700 2800 

CI (ppm) 700 700 700 1000 

Na20 (ppm) 70 20 10 100 

CaO (ppm) 60 140 6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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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화철 시장의 전망 

7. 1 세계 현황 

산화철 세계 시장의 90% 이상이 ferrite에 사용되며， hard ferrite용은 

soft ferrite용 산화철에 비하여 약 2.5배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soft 

ferrite용의 경우 95년에 약 150.(에Oton이 사용되었으며 계속적인 증 

가 추세로 2000년에는 21O,000ton, 2005년에는 약 315，000ton의 수요가 예 

상된다. 

hard ferrite의 경우도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사용 원료로 저급의 

산화철이 대부분 사용되어 지고 있으므로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지역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안료용 및 기타 산화철의 수요는 전체 산화철 수요 

의 10%미만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화철의 세계 시장의 추세는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나 산화철 

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의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다. 

7. 2 국내 현황 

국내 Ferrite업계의 산화철 수요는 ‘95년부터 국내 경기 및 수출의 호전 

으로 급격히 증가 하였다. ’97년도에는 Hard Ferrite의 경우 중국 및 동남 

아 국가의 Speaker, Motor등의 저가 부품의 강세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품질의 고급화에 힘써 조금씩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Soft 

Ferrite는 현재 국내 경기의 침체로 가전업체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환율등의 수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산화철이 발생되는 철강업계의 생산감소로 산화철의 생산이 최근 

20%이상 감소되어 산화철의 안정적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현재도 

고순도 산화철의 수입량이 많아 환율인상에 따른 제품원료기-의 부담이 크 

므로 국내 산화철의 고품질 고기능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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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 방향 

세계적 경쟁력 소유의 산화칠 전문 제조업체로의 발돋움을 위하여 고기 

능성 산화철개발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폐산 및 농축산 정제볍 개발， 

roaster 운전방법 개발， 산화철 정제 및 분체특성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었다. 

8. 1 품질 경쟁력 

1) 폐산 및 농축산 정제법 개발 

- 유해 불순물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filtering 방법 개발 

- 용액의 농도 균질화방법 개발 

2) Roaster 운전방법 개발 

- 온도， COG와 atr 비 율 

- Spray 량， 압력， nozzle 관계 

- Roaster 운전 조건과 산화철의 분체특성 간의 상관 관계 

3) 산화철 정제법 개발 

- 재배소 방법 

- 수세 방법 

8. 2 가격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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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를 이용한 유해폐기물의 자원화기술개발 

장 준 섭， 박 현 서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에너지환경센타 

Abstract 

The fireproof mineral called asbestos has been a well-documented 

hazardous material, because lung cancer caused by inhaling asbestos 

fibers. Therefore, for the harmlessness and recycling of wastes 

costruction wates like asbestos , rock wool and glass wool were melted 

by the plasma system developed by SHI with a capacity of 500kW. 

Test results are as follows. 

Volume of discharged slag was reduced to 1/12 -1/30 of that of 

waste and no heavy metals were leached from the discharged slag, 

which make it possible to landfill and recycle slag. Slag basicity 

should be in the range of 0.3- 1.2 for effective melting of wastes and 

discharging of slag , but it would be profitable that basicity of slag is 

controlled to 1.0 to recycle slag of wastes as pavement materials. 

Whether discharged slag was cooled rapidly or slowly is not a 

predorninant parameter to detetmine the recycling of sla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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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료르 

전세계적으로 

있으며 특히 

보호측면에서 

처리애 대한 

관련 환경법규가 점점 엄격해 최근 

지고 

서 유해폐기물에 

강화되고 있다. 따라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기 

규제법이 

더 처분기술은 더욱 

지구환경 

유해폐기물 

대한 처리. 

술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 

있으나， 무헤화 및 자원화 기술은 아직 완성 

방화， 단열재，마찰재 

면，유리면， 암면같은 

등으로 건축구조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 

발생량이 폐건자재 유해폐기물은 1997년 현재 일일 

약 760톤에 달하고 해마다 

고치처럼 가늘고 긴 모양의 

증가하는 추세이다. 석면은 목화나 누에 

띤 결정으로 구성된 SiOz-MgO계 

특히 

섬유형태를 

견디며 

있다. 

전기에도 반웅 광물질이어서， 소각되지 않고 어떠한 화학물질에도 

하지 않고 마모되지 않는 매우 강한 성질을 지니고 

인체에 들어가도 배출되거나 녹는 반면에， 석면은 

대 빠지지나 녹지 않은채 평생 인체에 존재하면서 

암면과 유리면 

유입되면 절 인체에 

키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애 무해화처리의 

그러나 이러한 폐건자재의 처리과정에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 

있다.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고 

석면은 분리되지 않은채 매립 또 

는 소각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건자재의 융점은 1,200 0C 이상 

이기 때문에 소각처리에 의해서는 무해화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플라즈마 용융처 

리기술애 의하여 1 ，400 0C 이상의 고온애서 폐건자재를 무해한 용융슬래그화 

여 감용화를 실현하고 발생 슬래그를 토목건축자재용으로 자원화하는 것 

이다. 슬래그의 토목건축용 자재화 이를태띤 골재화는 최근 국내에서 심 

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골재부족과 무절제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 띤구소에서는 1994년 10월부터 가동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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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W급 플라즈마 pilot plant를 이용하여 유해폐기물의 처리시스템을 구 

축하였고， 용융처리에 의한 폐건자재의 무해화 및 자원화 실험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2. 플라즈마 pilot plant 설비 

그림 1은 500kW급 플라즈마 용융로의 개요도이다. 설비는 크게 본체 

시스템과 후처리 시스템으로 나쉰다. 본체 시스템은 용융로， 플라즈마 토 

치， Power supply, 폐기물투입장치， 슬래그배출장치， 후처리 시스템은 

Quencher, Bag filter, Packed tower 그리 고 Stack으로 각각 구성 되 어 있 

다. 

많휩 
G효D 

Fig. 1. Flow diagram of 500kW plasma pilot plant. 

용융로는 최대 처리용량이 500kg/hr으로서 투입된 폐기물을 가열하여 슬 

래그로 용융하고， 폐기물 용융시 발생한 유해가스인 NOx와 CO를 연소반 

웅에 의하여 저감시킨다. 용융로의 내화물에서 용융실은 내 spalling성과 

내침식성이 우수한 고온소성 MgO-Cr203, MgO 내화연와로， 2차 연소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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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z-Ah03, 단열연와 등으로 축조되어 있고， 슬래그 배출구는 내침식성이 

우수한 고Ah03 내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Power supply는 플라즈마 토치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폐기물 

투입장치는 일정 중량의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용융실에 투입하는 장치이 

며， 슬래그 배출장치는 유리화 슬래그를 연속적으로 배출한 후 수냉 또는 

공냉으로 냉각하는 장치이다. 

후처리 시스템에서 Quencher는 용융로에서 방출되는 고옹의 배가스를 

200 0C 이하로 급냉하여 배가스중 생성될 수 있는 다이옥신의 재생을 억제 

하고， Bag filter는 폐기물 용융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며 덕트에 

Ca(OH)z를 투입하여 배가스중의 산성가스를 일부 제거한다 Packed 

tower는 배가스중 HZS04 , HN03, HCl 등의 산성가스를 제거한다. 

플라즈마 토치는 아크를 이용하여 가스를 해리 시키고 전력 에너지를 가 

스로 전달하여 고온의 불꽃을 만들어 내는 장치이고 본 연구에서는 보호 

가스로 Nz를 사용하는 mr 토치를 사용하였다. 토치는 작동가스의 종류， 

가스 유량 등에 의해 그 동작 특성이 결정되므로 특성에 맞는 설계 및 운 

전이 필요하다. 아크 플라즈마 불꽃의 온도는 산업용으로 대략 

5，어0- 1O，OOOOC 의 온도범위를 가진다. Air를 플라즈마 작동가스로 이용하 

면 5,OOOOC , Ar을 이 용하면 약 1O,OOOOC 의 불꽃을 얻을 수 있다. 전극의 

수명은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필요한 출력을 만족시 

키면서 전류 값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토치의 운전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유리하다. 동작유채로 주입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아크 특성이 결정된 

다. 

전극의 재료로 구리 (Cu)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구리는 전기 전 

도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좋은 열 전달 특성을 가진다. 즉， 높은 

열 전달 계수를 가지므로 전극의 냉각능력을 향상시켜 수명연장에 유리하 

고， 작동가스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매우 앓은 산화 구리 막을 형성하여 

높은 내마모 특성을 지니게 되는 장점을 가진디 아크가 집속되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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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웅력 집중을 받는 영역에서는 지르쿄늄(Zr) ， 텅스텐(W) ， 토륨(Tr) ， 하프 

늄(Hf) 등의 높은 용융점 온도를 가진 금속을 사용하나 텅스텐의 경우 산 

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불활성 가스를 플라즈마 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플라즈마 토치 내부의 음극과 양극인 노즐 사이에서 아아크 방전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에서는 전자가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가속되어 아아크 

기체의 원자나 분자와 충돌한다. 이에 따라 원자들은 이온화시키거나 2원 

자 분자를 해리 (Dissociation)시켜 경계층에서 재결합이 일어난다 1016 

cm-3 이상의 전자밀도를 유지하면서 잦은 충돌에 의해 지속되는 이 방전 

과정에서 열전도와 복사선 방출로 기체가 가열되어 전자， 이온， 기체업자가 

모두 같은 고온으로 유지되는 열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두 전극 사이에 걸리는 전기적 에너지가 아아크의 열에너지로 바뀌어 

아아크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주게 된다. 플라즈마 온도를 보다 높게하 

기 위해서는 아아크의 전류 밀도를 높여 주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개방되 

어 있는 상태에서의 자연 (Natur떠) 아아크보다 작은 직경은 가진 양극 노 

즐을 통해 아아크를 통과시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늘게 수축된 아아 

크에서의 주된 열 전달 과정은 열전도이고 큰 온도 구배에 의해 열 전달이 

크게 일어난다. 

플라즈마 토치 내부 아크 플라즈마의 유동 특성은 층류， 난류의 두가지 

특성 영역을 가짐이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유동 자체는 어느 정도 난류 

를 가지고 있으며 이 난류성분애 의해 아크가 안정된 층류 형태에서 불규 

칙한 형상을 가지는 난류 아크로 천이하게 된다. 반대로 아크에 의해 가 

스 유동이 영향을 받아 난류가 더욱 강화된다. 층류 아크 영역에서는 전 

기에너지가 유체에 전달되는 양이 미미하나 난류 영역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플라즈마에서 냉각수를 통해 외부로 전달되는 열량도 

난류의 특성상 크게 나타난다. 토치의 길이를 무한히 길게 하면 플라즈마 

토치의 효율이 제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길이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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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야 플라즈마 가스로 진달되는 에너지 양을 최대로 하고 외부로 누출 

되는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라즈마 아크에 의해 토치 내부의 

각올 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안에 양극이 심하게 

출력에 관계되지만 심한 경우 수 분안에 파손이 

운전 

냉각 

금속은 매우 고온이 되며 적절한 냉 

손상된다. 토치의 

된다. 

표 

약 

손상되는 것 지나치게 

관로 사이를 움직일 때 관 

냉각은 주로 

효율이 약 0.7-0.8 정도이므로 

배출된다. 

점이 

수를 이용하며 냉각수에 의해 배출되어야 할 열용량은 플라즈마 토치의 

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대부분 토치 

20-30%의 에너지가 토치를 통해 외부로 

아크가 양극의 한 점에서 계속 유지되어 한 

을 막기 위해 작동 유체가 음극과 양극 사이의 

로 중심축을 중심으로 vortex nng을 회전류를 형성하도록 주입구 후단에 

아크의 원주 방향으로 이동하게 

효과를 줄이는 시간을 

접촉점은 

지속 아크 

회전류에 의해 

결과적으로 양극의 한 점에서의 

주며 양극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t 二l

σ 「삽입한다 

되므로 

Vortex Ring에 의한 선회류 인가와 더불어 양극에서 아아크가 접속하는 

솔레노이드를 감아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양극을 보호， 고수명 

양극에 전자장을 인가하면 아아크가 전기를 띈 

부분 근처에 

상태 을 보장할 수 있다. 

으로 힘을 

을 하게 

극의 원주를 

한 열 집중을 

는 방향이 

선회류， 

여전히 한 

다. 따라서 

축을 중심으로 회전 방향 

양극의 원주를 따라 회전 

한점에서 머물지 않고 양 

한점에서 

전자장에 

아아크에 의 

의해 회전되 

받아 아아크가 한 점에서 머물지 않고 

된다. 동작 가스의 선회류 형성과 함께 

따라 회전을 하게 되어 선회류 형성이 

분산시켜 준다. 선회류의 회전방향과 

선택하여야 한다. 

토치 이기 때문에 전자장 안에서 jxB 힘애 의해 

전류의 방향을 

인가 등은 양극을 보호하는 

일치하도록 

전자장 。 二::z. 。

τ" τ: 

있 노출되어 

효과가 있으며 

혹독한 운전조건에 

부근은 특수 금속을 이용한다 

데에 

점에서 아아크가 유지됨으로써 

아아크가 집속되는 점 。-n 로
 

주
 
’ 

대략 2-5%섞인 텅스 극의 재질은 플라즈마 가스가 질소인 경우애 토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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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 음극의 연구에서는 화함물이 사용된다. 본 

이용한 냉각이외에 음극의 

(Ha)과 지 르코늄(Zr)의 

위해 

Sheath-Gas 역 할을 하도록 질 소 가스로 

호가스에 의하여 음극의 예측 

늘어나 약 500시간 동안 운전이 

플라즈마 운전에 필요한 유량은 

위해 

유입 시킨다. 이 보 

비해 최고 10배까지 

방지을 산화 

음극 주위로 

토치에 

를
 

수
 
’ 각

 
내
 
。장을 

가능하다. 

토치의 열역학적 관계에 의해 

일반적으로 토치의 특성 콕선으로 표시를 

특성 곡선을 도시할 수 있다. 

대략 :t1O% 오차범위 안에서 운전 성 

특성은 전류， 동작유체 유량， 동작압력， 토치 

함수이며， 이들의 무차원수와 전압과의 관계로 

토치는 정전류 조건하에서 운전되므로 

수명은 통상의 

결정된다. 

하며，토 

。l 도표 

결정하면 

토치의 

결정되면 토치의 

상태를 

이 열역학적인 

치의 형태， 

를 이용하여 운전 

능을 결정할 수 있다. 

내부 가스 통로의 직경등의 

관계는 

형식이 

전압변 

플라즈마 토치 내부를 움직이는 동작 

안된다. 초음속 유동이 되면 막대한 

일반적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려
 「

츠
 
E 

나타내어진다. 

화는 토치의 

유체의 초과하여서는 

극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음이 

~걱~~ 
p -, e 

유발되며 
살
 
까
 

압력손실이 

3. 실험방법 

부착된 플라즈마토치를 이용하여 표 1의 화학조성을 함유한 

그리고 유리띤으로 구성된 폐건자재를 시간당 300kg 용융하였 

Pilot plant에서 폐건자재의 용융시， 먼저 용융로의 분위기 온도 및 용 

융 p。이의 형성을 위하여 약 1 ，0000C 까지 예열하였다. 이때 사용된 에너지 

원으로 플라즈마 토치를 사용하였으며 토치의 

본 용융로에 

석면， 암면 

다. 

운전모드는 비이송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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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onstruction wastes. 

Waste 

Asbestos Rock Wool Glass Wool 

CaO 30 8 

SiOz 45 50 62 

Alz03 10 4 

MgO 40 10 3 

Composition Total Fe 
(wt%) NazO 18 

KzO 6 

HzO 15 

Basicity 
0.60 0.11 

(CaO/SiOz) 

Density (g/cmJ ) 0.12 0.15 0.06 

분위기 온도와 용융슬래그 pool이 형성된 후， 토치의 운전모드를 비이송 

형에서 이송형으로 전환하여 용융을 개시하였다. 이때 용융개시온도는 토 

치 중심부를 약 2,0000C , 용융 pool의 온도를 1,600 0C 이상의 온도를 유지 

하게 전기량을 조정하였다. 플라즈마 가스는 rur이고 보호가스로는 Nz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량은 air가 50Nm3끼1r， Nz가 7Nm3끼1r이다. 플라즈마 가 

스로서 rur 사용에 따른 열적 NOx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LNG를 

1-3Nm3/hr 범위에서 조정하였다. 

슬래그의 유리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염기도조정용 flux를 첨가하였고 

슬래그의 염기도를 0.3- 1.2로 변화시켰다. 또한 슬래그의 화학적 조성은 

내화물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때문에 염기도 변화와 더불어 MgO 

성분을 6-10%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송형 모드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융 metal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 때 

코우크스를 첨가하여 metal의 산화/환원반응을 적절하게 제어하였다. 플 

라즈마 토치와 metal간의 거리는 150-260mm로 하였으며， 토치 flame의 

특성에 맞추어 전류/전압댄화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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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2차 연소설 

하였다. 이때 용융로 

용융로에서 환원분위기를 유지하도록 

blowing하여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도록 

로내분위기는 

에서 공기를 

온도는 1，200 0C가 유지되도록 

채택하였다. 

이송되었고， 

감용화와 

단위용적중 

수냉방식은 

공냉방식은 

상부의 

하였다. 

유리화된 슬래그의 냉각방법은 수냉과 공냉을 

배출슬래그가 수냉조를 통과한 후 콘배이어장치로 

수냉조통과없이 대기하에서 공냉한후 이송되었다. 슬래그의 

용출량을 조사하였고， 수냉슬래그와 공냉슬래그의 비중， 

량， 흡수율， 마모감량， 수정CBR 등을 측정하여 도로용 노반재용으로의 자 

원화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Z 
} 
。

온도는 1,300-1 ,450 0C, 2차 연소실의 

二그/깐‘ 
口 「

고찰 

4.1. 폐건자재 용융 

4.1 .1. 슬래그의 성분거동 

미
-
}
 

<4. 실험결과 

자원화 실험을 위하여， 

염 기 도가 0.3- 1. 2에서 분포하고 

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그림 2는 슬래그의 최종 유리화 성분을 CaO-SiOz-Ab03 3원계에 나타낸 

폐건자 

있다. 

최 

따른 염 기 도 (CaO/SiOz) 에 것이다. 슬래그 

재의 용융시 flux를 

역할을 

보다 더 

첨가하였으므로 

융짐을 낮추고 유리화 조재제의 

높은 Alz03 함량이 

Ab03는 슬래그의 

자원화 측띤에서 

나타 변화를 그림 3에 

유지하여 

종 슬래그의 

사료된다. 

용융로 운전시간 댄화에 따른 슬래그 화학조성의 

내었다. 슬래그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조성을 일정하게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밀제어하여 염기도가 

1,550 0C 이상의 용융온도에서 C과 반응하여 Si로 환원이 일어날 

때문에 염기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C 성분의 엄밀한 제어가 요구된다. 

균일한 

CaO는 32 - 34wt%, SiOz는 3 

유지되었는데， 

슬래그를 품질의 

SiOz는 

있기 까

T 

내외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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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lag compositions in CaO-SiOrAb03 

ternary phase diagram. 

용융 Fe와 산화철로 구성된 Total Fe는 1O -14wt%로 유지되었다. 자 

원으로 재이용되는 슬래그의 장기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된 

용융 Fe 함량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는일본 연구자의 보고가 있 

으나， 아직까지 슬래그 품질에 디1 한 용융 Fe의 영향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용융조업에서 이송모드의 토치를 사용할 때 슬래그 성분의 

이온전도와 metal의 전자전도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용융 Fe와 산화철 성분의 적절한 조정애 대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요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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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치의 전압이 

함량이 증가 

플라즈마 토치의 전압 특성과의 관계를 

함량이 10% 이상일 때 

나타내 고， CaO와 MgO 

4는 슬래그의 각 성분과 

Fe 슬래그의 

슬래그의 저항이 

T.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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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슬래그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할수록 토치 전압은 낮아진다. 그러나， 

CaO 함량은 폐건자재로부터 이행되고 MgO함량은 내화물 침식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실조업애서 제어할 수 있는 함량은 T.Fe뿐이다. 따라서 

이송형 토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 에너지의 절감을 위해서는 슬 

래그중 FeO 함량을 최소한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4.1.2. 내화물 침식거동 

용융로에 염기성 특히 magneSla계의 내화물을 사용할 경우， 슬래그중에 

MgO 성분은 내화물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슬래그중 MgO 함량은 9% 내외로 일정하게 유 

지하여 내화물의 수명을 관리하였다. 

그림 5는 내화물이 침식되어 슬래그로 유입된 MgO 함량과 내화물 수명 

과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슬래그중 MgO 함량이 많다는 것은 내화물 

침식량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냐화물 수명이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내화 

물 수명은 재질에 따라 다르며 같은 재질이라도 정기적인 보수를 하였을 

때는 그 수명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슬래그중 

MgO 함량이 9%일 때 I 40%MgO-23%Cr203 내화물은 정기적으로 캐스터 

블 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 내화물 수명이 약 340일이지만 정기적인 캐스터 

블 처리를 실시하면 내화물 수명은 약 2배가 증가하였다. 

78%MgO-20%Cr203 내화물은 정기적으로 캐스터블 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 내화물 수명이 약 620일으로서 40%MgO-23%Cr203 내화물보다 월등 

히 수명이 우수할 뿐 아니라 정기적인 케스터블 보수를 실시하면 내화물 

수명은 역시 약 2배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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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MgO in slag and refractory life time. 

4.1 .3. 슬래그의 배출특성 

슬래그 온도와 용융로 상부온도와의 관계를 그림 6에 도시하였다. 슬 

래그 온도가 1,400 0C 이하일 때 즉， 로내온도가 1,200 0C 이하일 때 슬래그 

유동성이 저하되어 슬래그 배출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로내온도가 

1,200 0C 이상이 되어야 즉， 슬래그 온도가 1,400 0C 이상일 때 유동성이 양 

호하므로， 슬래그가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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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 between gas temperature in furnace 

and molten sla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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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플라즈마 토치 

전극의 마모는 아크 방전의 전극 근처 영역애서， 전극표면에서 그리고 

금속의 크리스탈 망 내부애서의 물리적 과정과 관계된다. 따라서 마모속도 

는 아크의 크고 작은 Scale Shunting, 외 부 자기 장의 아아크 기 둥에 대 한 

작용， 플라즈마 토치에서 가스 흐름의 공기역학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 

다 Shunting에 의해 전극 표면층에 Damage가 축적되어 전극표면을 마 

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림 7과 8은 플라즈마 토치 운전전류 변화에 

따라 양극노즐과 음극의 마모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의 l은 문헌에 

보고된 자료를 나타낸 것인데 아크 전류증가에 비례하여 전극 마모율이 증 

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크전류가 증가하는 경우에 Shunting Point의 전 

류밀도가 증가함을 의미함으로 전극표면층의 물리적 특성변화와 온도증가 

에 의한 열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에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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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pendency of the specific erosion of 
the W cathode from the arc CUlTent 

본 실험에서 사용한 500kW(800A x 700V)의 경우 양극노즐전극의 마모 

율이 6 X 10-6 kg/s으로 측정되었으띠， 안전모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전극두 

께를 고려하여 운전수멍이 600시간으로 에측하였으나， 마모영역의 국부적 

인 비대칭으로 인해 실관측 결과 500시간의 연속운전을 달성하였다. 

-126-



π
 

” 
” 
” 
” 

” 

” 

“ 

“ 
” 
” 
“ 
” 
” 
] 

“ 

; = = 

-魔-= = = 
“ 

펀
 드
 

l 

활
 -

“ 
; ; = 

-싸
 뼈
 
-“ = = = 

= ------

--
--
---
I 
-= 
= = 
-m 

ψ
 
-= ----



r = 
----

-E 

E 
--= 

--- -
-삐
 
T 
E 
---



T 
E 
--
-
-
= = J 
-
: : = 

-없
 
… 
-= ----


= ------

-= 
---, ‘ --= 

= ---

------
-

τ
 
------

--
-----
E 
= 

-口
。-= : --


= = 
--
-
-
-E 

E 
l 

-

E 
E 

-
-
--
-
」= --
--

E 
E 
-
-
-E 

E 
--·E 

E 
--
-
E 
E 
--
-

브
 

= = = 
l F 

판
“
 

“ 
“ 
” 
“ 

“ 

” 

” 

; = 
“ 
“ 

“ 

“ 

“ 

r 
: 

… 
… 
… 
… 
~ 
: 
… … … … • 

봐
파
 

T; 

… 

; 
: 
… … 
… 
… 
~ 

= ---
----

= = -
------

: ·-
E 
E 
--
-

• ; = = = 
-= = = 
“ 

I 

r 
1i 
1 
” 

” 

” 

= = = E 

T 
E 
---

= = ---f :t 
-
-
--E 

E 
--


三= ----

: = 
-
-
-

-
-
-
-
-
-
ν
 

·I 

---

-

--------



---
---
-
= = = 
-! 

μ
 
I 
---E 

E 
-

= ---
--

= = 
----

-

E l 
i 
--

E 
E 
-
-

三: : 

」
; 

; 

: 

: 

J 

: 

: 1 
l 
l 
: 
I 
F 
: 

」

F t 
F 
F 
} 
i ’ 
ι
 
l 
l 
L 
t 
F r r r ‘ 
l 
} 
l 
l ‘ r r c 
L 
I r 
L r 
l 
l t 
t 
i 
F 
i ‘ 
l ‘ 

n u 

R “ 
이
 
‘ 

R 
ι
 ‘ ‘ 

c 
ι
 
「‘ 

C 

」

이
 
‘ 

‘ 
V 

C 

잉
 

J 

4 

4 

% 

% 

f 

f 

f 

[

이
 
~ @ 
) 

i 
>

t 
。-” 
。‘ 
버
 
u 
-
노
 

U 
@ 

α
 
m 

1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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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보여주듯이 양극전극의 마모율과 마찬가지로 전류에 비례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극전극의 경우 아크의 음극점이 양극점에 

비해 전류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텅스텐 합금을 전극재료로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결과 음극전극의 마모율이 2 X 10-8 kg/s로 관측되었으며， 

플라즈마 토치의 전극 교환없이 500시간 연속운전을 수행하였다. 

'--l一

열수지 4.3. 

열수지를 용융할 때의 시간당 300kg 폐건자재를 실험에서 료L 
"'-는

 

Q 

υ
 

그림 

전력에너지는 0.88kW로 소모되는 lkg 처리시의 폐건자재 나타낸 것이다. 

페건자재중에 

운전한 

나타내는 것이 

0.65kW/kg까지 감소 

가스로 

판단된다. 

이는 

플라즈마 

소모량을 

사료된다. 

억제하였고 최 소한의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수행하였다고 

로의 누설공기량을 최대한 

결과， 전체적인 배가스 발생량을 

그림 10은 폐건자재의 처리용량에 따른 에너지 

처리량이 1ton/hr.으로 증가하면 소모 전력량은 

을
 

저
」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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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것이 최소화하는 소모를 에너지 배출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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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스로 위해서는 

중요하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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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배가스제어 

본 연소공정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발생 제어는 물론 배가스량을 최소화하 

며 열수지를 향상시키기위하여 무기물의 용융과 가연분의 1차연소가 일어 

나는 1차 용융로에서 환원분위기의 공정을 유도하였으며 2차 연소로에서 

Table 2. NOx control process during melting process 

1차 용융로 2차 반응로 급냉 
Bag 

Filter 

1) Thermal NOx : PlamaTorcν연 소공기/ 2차연소 

발생반응 누설공기 Therma1 

2) Fuel NOx : Ash중 N,O 성 분 NOx 

저감방법 
로내 환원분위기 :1)초기예열 cokes 주입， 

2) Ash 중 Carbon, 3)보조연료(LNG)투입 

1) LNG환원반응 5NOx + C3H8 • 3002 + 

2.5N2+ 4H20,200 + NOx • C02 + N2 
제거반웅 

2) 연소공기 제어에 의한 환원분위기 C + 

02 →CO(억제반응 : N2 + 02 • NOx) 

완전연소시키는 공정을 하였다. 비회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법으로 

는 위에 언급한 화학적인 공정외에 1차반응로에 과열증기등의 분사같은 비 

산을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정을 시험하였다. 본공정에서의 대기오 

염물질을 제어하기위한 주요공정은 다음과 같다. 

표 2에 본실험공정에 NOx제어를 위하여 적용한 공정기술을 요약한다. 

표 3에 나타내었듯이 초기예열과정에서는 1차용융로에 투입공기량을 최소 

로하며 코크스를 투입하여 환원성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코크스는 표에서 

와 같은 반응에의해 NOx를 제어할 뿐만아니라 초기 용융풀 형성과정에서 

형성되기쉬운 철의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해주며 예열과정에서 에너지발란스 

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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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Ox control parameters and emission concentration measured 

at outlet of 1st chamber and flue gas treatment system. 

초기 발생량 보조연료투입량 배출량(ppm. 12%02) 

*초기 예 열 량cokes: 15kg, 
2차 

Bag ID/Stack * Plasma Torch 반응로 
*폐기물중 Carbon 성분 

Quencher 
Filter (F) 

+연소/ 누설공기 출구 : 4-6% , 
: 4000ppm(12% 02) <50 <50 *LPG투입 량: 01-3Nm3써r. 50ppm 50ppm 

ppm ppm 

3 oe.J 

2 se'3 

2 oe'3 

15E'3 

1 QE'3 

"" 꺼" I찌 

CO(pαn) 

Fig. 11. Relation between NOx and CO concentrations 

at 1st melting chamber exit during preheating. 

그림 11은 초기예열과정중 1차로 출구에서 배가스를 샘플링하여 측정한 

NOx 와 CO의 농도변환추이를 나태낸다. 초기 4000ppm이상의 고농도 

NOx는 주로 플라즈마발생 과정중 발생된 Thermal NOx로 코우크스의 투 

입으로 유도된 환원분위기에서 NOx가 환원 감소된다. 

폐기물투입 과정중의 NOx의 제어는 LNG 투입에 의해 유도하였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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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LNG는 표 2에서의 반응과같이 로의 분위기를 환원성 분위기로 유도 

하여 NOx를 환경규제치이하로 제어하였을 뿐만아니라， 1차용융로의 열수 

지면에서도 토치전력량을 보상한다. 그림 12는 LNG투입전후의 배가스성 

분의 변화를 나타낸다. 폐기물중의 Carbon성분에 의해 NOx가 200ûppm까 

지 저감되었지만 LNG투입으로 NOx는 환경규제치이하인 50ppm이하로 급 

감되었다. 

4.5. 슬래그의 자원화 

표 4는 배출 슬래그의 중금속 용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슬래그의 

속 용출시험에서 Pb 등 6개 성분이 슬래그내로 안정화되어 용출되지 

으므로， 토목건축자재로의 자원화와 매립가능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중금 

않았 

.. 

)” 
。

1 -용 ‘, 1 
1 -+- ’ 
1 -+- ., 

‘., 
( N 

。* 
N --’ g 
a ; 
。z 
-
。u 

” ‘ 

‘., 

I에 

". ‘” Time(S.c 
I ’ 

Fig. 12. Comparison of NOx, CO and COz concentrations with 

operating time between before and after LNG injection. (12%02) 

또한， 겉보기 비 중은 석 면 이 O.l 2g/cm3이 고， 암면 이 O.l5g/cm3이 며 , 유리 

면이 0.06g/cm3 것으로 기대된다. 

슬래그는 l.g/cm3으로서 폐건자재를 1/12-1/30 수준으로 현저하게 감용 

화시켰고， 이는 매립지 부족이라는 현안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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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aching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slag. 

Element Spec. (ppm) Result (ppm) Element Spec. (ppm) Result (ppm) 

Pb 드 3 N.D. Hg 드 0.005 N.D. 

Cu ~ 3 N.D. Cd ~ 0.3 N.D. 

As 드 1.5 N.D. Crb + 드 1.5 N.D. 

그림 13은 슬래그의 염기도 변화에 따른 밀도이다. 슬래그의 염기도가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슬래그의 결정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래그의 염기도가 증가하면 슬래그의 마모감량이 감소하여 도로용 

골재 둥 토목건축자재용으로의 자원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제철제강슬래그가 재이용 제품으로 KS규격화되어 있으나 유 

2.1 

% 

6 2 

2 ( 
[s 
~3 

g 

• 2.55 
。

~ 2.5 

Jj 2.45 

2.4 

0.2 0.4 0.6 0.8 1.2 1. 4 

Bas icily 이 slag (CaO /Si02) 

Fig. 13. Relationship between density and basicity of slag. 

해폐기물 슬래그의 자원화는 연구사례가 거의 없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폐기물 슬래그를 제철제강슬래그처럼 제품화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폐기물 슬래그의 자원화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 

구가 시급히 요망되며， 유해폐기물 슬래그의 조성은 전로슬래그보다는 고 

로슬래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해폐기물 슬래그의 자원화 방안을 고로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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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자원화 항목에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염기 

도가 1.0- 1.2인 고로슬래그는 물과 접촉하면 표면에 치밀한 수화생성물이 

형성되어 응고경화되는 수경성을 보유하므로 도로용 노반재로 사용하면 장 

시간 경과후 슬래그의 경화가 촉진되어 노반의 지지력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고 천연골재에 비하여 품질， 시공성， 경제성이 우수하여 국내외적으로 도 

로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염기도가 각각 0.4, 1.0인 수냉 슬래그와 염기도가 1.0인 공냉슬래그의 물 

리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고염기도 수냉슬래그와 공냉슬래그는 비중， 흡 

수율， 마모감량， 수정 CBR에서 노반재 규격을 만족하나， 저염기도 수냉슬 

래그는 마모감량과 수정 CBR에서 노반재 규격에 미달하였다. 이는 슬래 

그의 염기도가 낮을 경우 조직의 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도가 현저하 

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냉각속도가 늦으면 강도는 향상하므 

로 공냉슬래그의 마모감량이 수냉슬래그의 마모감량보다 낮으나， 수냉슬래 

그라 할지라도 염기도가 높으면 일정강도를 확보하여 노반재 규격을 만족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슬래그의 냉각방법보다는 성분조정이 슬래그의 자 

원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슬래그의 염기도가 상승하면 슬래그의 결정화가 촉진되어 강 

도가 향상되고 마모감량이 감소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용융조업상에 

서 슬래그의 염기도가 1.2를 초과하면 슬래그의 점도가 상승하여 슬래그의 

유동성 및 배출특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슬래그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염 

기도를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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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00kW급 토치가 부착된 플라즈마 용융로에서 폐건자재를 시간당 300kg 

용융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배출슬래그는 폐건자재의 1/12-1/30 수준으로 현저하게 감용화되었 

고， 슬래그의 중금속 용출시험에서 Pb 등 6개 성분이 슬래그내로 안정화되 

어 용출이 억제되었으므로 슬래그의 매립 및 자원화가 가능하다. 

(2) 효과적인 용융조업을 위해서는 슬래그의 염기도를 0.3- 1.2 범위내에서 

제어하여야 하나， 도로용 노반재로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염기도를 1.0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슬래그의 냉각방법보다 염기도조정이 슬 

래그 자원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슬래그의 염기도가 상숭하 

면 결정화가 촉진되어 강도가 향상되므로 슬래그의 마모감량이 감소하고 

수정 CBR이 증가함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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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연구소의 자원리싸이클링 연구 

박경호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 

1. 서 료르 
'-

과학 산업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풍부한 물질문화와 경제적인 풍요로움 

을 주었지만 자원 소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구상의 부존자원의 고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환경 

오염 동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자원의 다량 소비에 

의한 “유한한 천연부존자원 매장량의 감소”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라고 하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 

고 있다. 자원리싸이클링은 환경오염문제를 극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다. 

현재까지 인류가 추구하여 온 기술은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생필품을 생 

산하는 기술이었으며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하는 재자원화기술은 매우 소홀 

히 하여왔다. 그러나 자원 및 환경의 위기를 피부로 실감한 지금 선진공업 

국을 중심으로 폐기물의 리싸이클링 및 감량화를 촉진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정부 및 기업에서는 재활용 기술개발 및 범국가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발맞추어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자원리싸이클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물자원의 선광， 제련 및 금속， 비금속 소재의 연구 개 

발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자원과 에너지를 절 

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각종 폐자원의 재활용 기술개발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그 동안의 주요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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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r、

ι. 주요연구사업 

그동안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를 

관련 주요연구실적들은 아래와 같다. 

분야 

중심으로 

가. 재활용시스템 

-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미 이용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 폐가전제품 파쇄 및 선별시설 설치운영 타당성 

- 폐타어어 재생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 폐자원회수 조사연구 

나. 폐기물 자원화 분야 

1) 금속계 

수행한 

조사 

- 동제련 부산물로부터 Te 금속회수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 산업폐기물로부터 \311 二~ 죠느 二l걱::i; 걷:: L:!.l 
--, 0 --, 口--， ~ I /<: 

-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정제기술개발 

- 습식법을 

- 알루미늄 

회수 

재활용 

바나륨과 니켈 

드로스의 

이용한 중유회로부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 알루미늄 폐캔 재활용 장치개발 및 재생지금 제조 

자원리싸이클링 

- 전자산업 폐기물로부터 

- 폐니켈카드융전지로부터 

금，은，구리，니켈 등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 

황산니켈 제조 

- 폐산화크롬 연마제로부터 

- 폐전선의 재활용 기술개발 

二L 으'- L:!.l =1 르르 숭1 즈二 
0 , L ^ --<-0 -'1 r 

- 폐촉매로부터 백금족금속의 회수기술연구 

- 함수은 폐전지로부터 수은 및 유가금속의 분리회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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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As 스크랩으로부터 열분해법에 의한 갈륨 분리회수기술 

2) 무기계 

- 광산폐자원의 활용기술개발 

- 석분슬러지로부터 인조석판 제조 

- 석탄회로부터 인공제오라이트 합성연구 

- 석탄회를 이용한 인공구조용 경량골재 제조 

- 석회산 및 백운석 슬러지의 자원화연구 

- 스텐레스정련슬래그 자원화연구 

- 용융슬래그의 환경안정평가 및 재활용 연구 

- 하수슬러지의 성상조사 및 전처리조작 연구 

다. 청정기술 분야 

- 발전용 석탄의 연소전 탈황， 탈회처리 기술개발 

- 막분리기술을 이용한 도금액 및 귀금속 폐기물 농축 및 회수기술 

- 망간단괴를 이용한 폐수중의 중금속 흡착 연구 

- 석탄중의 미연탄소분 제거기술 개발 

- 중유회 소각로(10톤/일) 기술 개발 

- 초전도체 자력선별기를 이용한 석탄의 탈황처리 기술개발 

라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분야 

- 수은함유 공정에서 감압증류법에 의한 수은 제거 기술개발 

- 아스콘 채움제로 제강더스트 사용특성에 관한 연구 

- 함비소 공정폐기물로부터 비소제거기술 

- 함크롬 도금슬러지의 안정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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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3. 

가. 알루미늄폐캔 재활용기술 

중
 

측면에서 

알루미늄폐캔을 

알루미늄폐캔은 자원재활용과 산업소재의 국내 수입대체 

요한 재활용자원이다.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에서는 

개발하고， 1일 5톤 

및 시험운영함으 

시스템을 원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폐캔을 처리할 수 있는 pilot-plant를 

전문처리 캔의 

건설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폐캔을 자동화 및 일관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 

공공기술을 확립하였다. 연구팀에서는 알루미늄폐캔 처리에 

세편， 철편제거， 락카제거， 용해 및 합금 등 일련의 공정을 확립하고， 알 

루미늄폐캔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롯트플랜트를 설계 및 시 

험운영하여 알루미늄캔 톰체소재인 Al-3004 합금을 일일 5톤 재생함으 

로써 알루미늄폐캔을 다시 캔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하였 

필요한 

의 

로써 

‘-l一

연구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참여업체인 (珠)錫珍과 공동으로 1995 

총 2년 7개월에 걸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자원재활용기술개발지 

의해 수행한 것이다. 연구팀은 이 기술개발결과를 국내에 특허 

연구결과를 참여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경기도 안성군 원독면 지 

문리 438-1번지에 파일롯트플랜트를 설치하여 시운전을 성공리에 

다. 연구팀과 (주)석진에서는 파일롯트플랜트를 시운전한 동 장소에서 

산공정을 가동하기애 이르렀다. (주)석진에서는 1998년 6월 12일 국내 

재생알루미늄괴 

마쳤 

양 

다. 이 

년부터 

원사업에 

출원후， 

최 

저l 초로 알루미늄폐캔 전문 처리공장의 

시작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년간 약 2，000톤의 

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년간 약 3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 

대된다. 또한， 이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로 국내 알루미늄폐캔 재활용이 촉 

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개발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알루미늄폐캔 

회수단체에서의 수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알루미늄괴 

;ζ 그1.. ，사 .Q.. 7}- -;-J 
고:-ú '-ï2"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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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루미늄폐캔 처리공적도 

펜캘던므l • 많광] • 關권 • 던폰] • 편표현 

재생알루미늄 • 많조] • 靈휩← 많관] • 웰굉 

사진 1 :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주)석진과 공동으로 설립한 폐캔처리 공장， 

위: 알루미늄폐캔 시료장입 모습， 아래: 공장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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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용 폐컴퓨터의 프린트배선기판(PCBs)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기술 

폐PC에는 금(Au) ， 은 (Ag) 등과 같은 귀금속을 비롯한 유가금속이 약 

40% 정 도 함유되 어 있는 인 쇄 회 로기 판(printed circuit boards, PCBs)이 탑 

재되어 있는데 이는 2차 금속자원으로서 매력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진 

국에서는 이미 PCBs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상업적인 플랜트를 가동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PCBs로부터 금과 같은 귀금속을 부분 

적으로 회수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PCBs에 장착되어 있 

는 IC 칩을 절단， 파쇄， 분쇄한 다음 Au를 비롯한 유가금속을 물리적으로 

선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PCBs로부터 기계적 처리에 의하 

여 금， 규리 및 햄납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재 중소기업에 기술을 

양허중에 있다. 

그림 1은 PCBs을 전처리하여 금속성분과 비금속 성분을 물리적으로 분 

리， 회수하는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열
 

S 

가
 

뼈
 

1• 

전자부품 제거 

v 
부품 재사용 

빈효솜물 

그림 1 : 폐컴퓨터의 PCBs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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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공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먼저 PCBs애 재사용 가능한 부품이 

있으면 가열하여 분리한다. 다음에 PCBs에서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금은 

PCBs를 기계적인 전처리 공정에 투입하기 이전에 적절한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 회수한다. 금을 회수한 후 PCBs의 절단 및 파， 분쇄를 행한다. 즉， 

금속 핀 또는 접점들을 보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입자들로부터 금속을 분리 

하기 위하여 햄머 밀을 이용하여 분쇄를 행한다. 사진 2는 탑재된 전자부 

품이 제거된 PCBs(a)를 파쇄기로 절단한 다음(b) 충격형 챔머 밀로 분쇄 

하여 얻어진 PCBs의 분쇄산물(c)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서 보는바와 같 

이 금속과 비금속 성분들을 서로 완전히 박리된다. 분쇄물은 공기 선별기， 

자력 선별기， 와전류 선별기， 정전선별기 등을 이용하는 물리적 선별법으로 

금속성분들을 선별， 회수한다. 세라믹과 수지로 구성된 IC package의 경우 

비금속 성분들은 미세하게 분쇄되며 IC 칩에 bonding wire로 내장되어 있 

는 Au은 비금속 성분에 농축된다. 

(a) 비
 

/ 
I , ‘ 
、 (c) 

사진 2: PCBs(a) , PCBs 절단물(b) 그리고 PCBs 분쇄물(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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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수은 폐전지 처리기술 기술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일부 알칼리-망간전지 등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 

없이 전량 폐기 

방지하고 폐자 

어 환경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처리시설이 

되거나 단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함수은폐전지로부터 수은과 유가금속 

인 은을 분리， 회수하기 위한 처리기술 (공정도 : 그림 2)을 개발하였다. 

처리방법은 먼저 전지의 두께와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개발된 형 

상선별기를 통하여 함수은전지 (수은 및 산화은전지)를 선택적으로 분리한 

다. 이 형상선별기는 폐전지가 경사진 테이블 위를 통과하면서 종류별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다. 분리공정을 거친 폐전지는 반응로에서 압력을 

낮추어 가열， 수은만을 증기로 만든 후 냉각시켜 회수하는 감압증류장치 

(사진 3)에 의하여 수은을 분리， 회수한다. 이 기술은 수은이 대기압에서 

기화하는 온도 (섭씨 357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화하여 에너지 소모가 

적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이 작업 중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미연에 

남아 있는 수은의 양 

폐건전지중에 함유되 

폐건전지 잔사중에 

제거되었으며 작업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처리한 폐건전지 잔사 중에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기술로 

있으며 어 있는 수은을 거의 100% 회수할 수 

잔류하는 수은의 함유량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처리된 

모두 

중 배출되는 가스 중의 수은농도는 5 - 10 J.lg/ m3 로 환경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한편 6 .Q...Q.. 
TτE 약 1% 함유하고 있는 산화은 전지 

의 경우 수은을 회수한 뒤 약 30% 정도 들어 있는 은을 회수하는 기술도 

개발하였다. 이 방법으로 수은전지를 1톤 처리하면 약 9백만원의 거~~~ I '- i:프 

회수해 채사용하고 산화은전지의 경우 3천만원에 해당하는 은을 부수적으 

로 얻을 수 있다. 본 기술은 함수은 페전지 처리 이외에도 폐형광등， 온 

도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처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기타 함수은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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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수은증류장치 

배 출 

수은 분리， 회수 유가금속(은)의 회수 

그림 2: 함수은 폐전지 처리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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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인조석판재의 제조 

우리나라 각 석재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굴하여 건축용 석판재 등으로 가 

공되기까지 각 가공과정에서 석재의 약 60% 정도가 폐석이나 석분침전물 

로서 손실되고 있다. 이중 폐석의 일부만이 토목 공사용 쇄석골재로 재활 

용되고 있을 뿐이고， 그 대부분은 방치·노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와 같은 폐석과 석분 슬러지중에서 석분 슬러지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인정되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 및 부지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위탁처리시 

에도 처리비용이 추가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간 수 백만톤씩 폐기물로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패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하여 인조석판재의 제조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조공정은 화강암류 폐석과 절삭 및 표면연마 공정에서 배 

출되는 석분을 결합제와 흔합하는 흔합공정 혼합한 원료를 가압성형하는 

성형공정 및 성형물을 고화시키는 경화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도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절단 및 연마공정이 추기-되어 있다 (그림 3 공정도 

참조). 현재 성형， 절단 공정에서 제작된 인조석판재의 크기는 100 x 100 

x 6 mm 이다. 

인조석판재의 물성을 천연석재와 비교한 결과 압축강도 면에서 천연석재 

의 50-85 % 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앞으로 성형압력 및 결합 

제의 종류 및 첨가량의 조절을 통하여 그애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며 인장강도에서는 천연석재와 비슷한 값을 보이며 또한 비중 

은 천연석재의 0.85 배에 불과하였다. 또한 폐석 및 석분의 종류， 인조색소 

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양 및 색상을 갖는 인조석판재를 제작할 수 있었 

으며 (사진 4) 석판재의 절단 및 연마과정 후에도 석재의 물성 및 색상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조석판재의 고유특성과 다양한 문양 및 

색상 등 인조석재 만이 갖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내장재 및 바닥재 등 건축 

용 자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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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저| 

성 형 압력200kgJcm' 

100"(; 

을성측정 

그림 3: 인조석판재 제조공정도 

(가) (나) 

사진 4 : 폐석과 석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인조석판재 

(가)도로마이트폐석 (-lO+5mm) (나) : 화강암폐석 (-5+ lr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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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석회석 슬러지 자원화 기술 

석회석 슬러지는 POSCO의 각 소성로의 배기가스 습식 집진기에서 발생 

되는 Slurry water (Dust와 붙의 혼합물)와 원석 수세시 발생되는 슬러지 
를 탈수기로 수분제거 후 발생되는 슬러지다. 

- 화학성분 

구 분 

석회석슬러지 

백운석슬러지 

- 발 생 량 

구 분 

석회석슬러지 

백운삭슬러지 

계 

포항 제철소 

83,794 
23,956 

103,089 톤 

- Washìng (수세 ) 공정 도 

1, 2기 설기 (백운석， 석회석 : 100 T.꺼) 

야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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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제철소 π 'õ'- 계 

혼합야적 

80,622 

80,622 톤 183,711 톤 

3, 4기 설비 (석회석: 200T/ H) 

Slu<lle CJi<e 
이석징 



석회석과 시멘트의 관련에 있어서 최근 세계적으로 새로운 것은 석회석 

혼합시벤트이다. 1974년에 시작한 oil shock를 계기로 하여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 하나로서 보통시멘트에 

소량의 광물질 분말을 혼합하는 것이 검토되어 일본의 경우 1979년 }IS 개 

정에 의해 slag, fly ash , 실리카질 혼합재 및 석회석을 단독 또는 병행시 

켜 5% 이하 혼합하는 것이 허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로는 강 

도 등 시멘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Slag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석 

회석의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 : 시벤트， 석회석슬러지， 고품위 석회의 화학조성 

Si02 Alz03 Fez03 CaO MgO Na20 K20 S03 Ig Loss 

OPC 20.7 6.3 3.1 63.7 3.1 0.2 0.86 1.2 0.7 

L!S 2.3 1.2 0.3 52.1 0.8 0.07 0.22 43.0 

H!L 2.5 0.8 0.4 52.3 2.1 0.03 0.17 41.0 
"-------L • 

포철 (주)에서 발생되는 년간 수만톤의 석회석 슬러지는 고품위 미분말 

석회석의 성상으로 이를 첨가한 시멘트의 특성연구는 자원재활용측면 뿐만 

아니라 시멘트 업계의 많은 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표 1은 시멘트와 포항제철에서 발생하는 석회석 슬러지， 그리고 고품 

위 석회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석회석 슬러지를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한 시멘트-석회석 슬러지계 경화체에 관하여 수화반응속도， 비증발 수 

분량，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고， 시멘트-석회석계 수화반응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보통 시멘트에 슬래그 첨가량이 5% 까지는 시멘트 단독의 경우과 비 

교해서 압축강도등 물성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석회석 슬러지에 관한 

3년동안 연구결과로 전량 폐기되는 것을 시멘트 clinker 원료로 자원화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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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몇 년 전 일본에서 조사한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자원리싸이클 

링 관련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장래 자원리싸이클링 분야의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이 발전 

하고 인류는 보다 안락한 생활을 추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증하 

고 그 종류로 점점 다양화될 것이나 이에 반하여 환경규제는 보다 엄격해 

질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원리싸이클링이며 이 분야 

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를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자원리싸이클링을 

위하여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지치단체에서 

는 효율적얀 정책의 개발 수립 및 추진을 하고 기업에서는 리싸이클링 원 

료의 사용 및 리싸이클렁이 용이한 제품의 설계 및 생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분리 수거 등 리싸이클링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 

하고 리싸이클링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 마음 가짐이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자원리싸이클링의 관련 기술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저감에 일익을 담당 

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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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체 제조 및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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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료르 
'--

Alumina 분말의 화학적 합성 

오창섭 

만도기계(주) 중앙연구소 

오늘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재료의 사용 조건이 가혹해지고 있어 고기 

능성 세라믹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출발 원료의 입자 크기 크기 분포 및 모양 등을 조절하여 Nano-scale인 

분자나 원자 단위로 재료를 설계함으로써 원하는 물성이나 구조를 가진 정 

밀한 소결체를 제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수한 기계적， 

열적 그리고 화학적 특성을 갖는 Ceramic 재료의 개발은 성형성， 높은 소 

결 밀도， 미세한 결정 구조 등에 그 목표를 두고있다. 고기능성 세라믹， 특 

히 Composite 세라믹의 제조에 있어서， 미세구조에 대한 면밀한 설계 없이 

는 그 특성의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학적 조성， 입자 크기， 입자 형 

태 그리고 웅집 정도와 같은 분말의 특성은 소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미 

세구조에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천연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많아 화학적으로 분말을 합성하는 방법이 광 

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소결성이 우수한 세라믹 분말의 합성은 

고기능성 세라믹스의 제조에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하게된다 

Alumina는 대표적인 산화물계 원료로서 기계적 강도가 좋고， 절연 저항 

및 내열， 내화학성이 우수하며， 열전도율이 높아 오래 전부터 상당히 광범 

위한 용도에 이용되어 왔다. 1880년 Bauxite로부터 Alumina를 합성하는 

Bayer 법이 발명되었으며， 최초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1년 독일 

Siemens사에서 개발한 점호 Plug용 Sinterkorund 01 다. 그 후 1950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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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삭 공구， Spark plug 등 Alumina를 이용한 제품들이 속속 제조되었 

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 Alumina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여， 

현재 저항기용 소체 양가이드 1C 기판 시험기용 기기 등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 

Alumina ceramics에 는 주로 a -Alz03가 사용되 고 있으며 , a -Alz03는 

Al-ion과 Oz-ion이 강한 10n 결합을 하고 있는 결정으로서 2050 0C 의 높은 

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a -Alz03만으로 치밀한 다결정 Alumina를 

소결시키는 일은 어려워 MgO, CaO, Si02 등의 여러 가지 소결 조제가 이 

용되고 있다. 새로운 Sol-Gel-방식을 통한 다성분계 세라믹， 특히 Alumina 

계 세라믹의 제조에 있어， 분자 크기 정도의 크기에서 균질 혼합된 분말의 

합성이 가능하므로， Alumina-Matrix 내에 다른 첨가 입자의 균일한 분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결 온도의 저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Sol-Gel-방식에 의해 제조된 세라믹 분말은 지금 

까지의 종래 방식에 의한 것 보다 높은 순도와 미세한 입자 크기， 또한 그 

에 따른 높은 소결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a -Alumina 분말의 제조 

에 있어서는 Alumina가 갖는 온도 의존적인 상 변화 때문에 이러한 장점 

을 최대한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Ceramic 분말의 화학적 합성 방법 

Ceramic 분말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목적은 첫째， 원료 입자의 표면 에 

너지를 증가시키고， Crystallite의 크기를 작고 균일하게하며， 원료의 하소 

온도를 감소시켜줌으로써 원료의 소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둘째， 출발 

물질을 순수한 상태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합성 과정에서 원 

료의 정제가 어렵지 않아 고순도의 원료를 제조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액상의 상태로 출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 다성분계 Ceramics를 제조할 

때 여러 가지 성분들을 아주 균일하게 흔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 

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원료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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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료(Precursor)의 확보 및 제조 공정 상의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Ceramic 원료를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Solid-phase Reaction(with raw materials) , 2) Liquid

phase Reaction , 3) Gas-phase Reaction. 

Solid-phase Reaction은 천연 원료를 이용하여 Ceramic 원료를 제조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오래 전부터 Alumina 원료의 제조에 사용되 

는 Bayer process 등이 여 기 에 속한다. Liquid -phase Reaction은 이 미 

한번 가공된 화학적 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Precursor의 종류 및 

공정 차이 에 따라 (Co- )precipitation , Sol-Gel process , Polymer 

process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Sol-Gel process의 경우 Colloid 

process, Alkoxide process, Citric process, Acryl acid process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Gas-phase Reaction은 최근에 여 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비산화물계 Ceramic 원료의 제조 

에 적 합한 Plasma method 및 Laser method 등을 들 수 있다. 

3. Sol-Gel Process에 의 한 Alz03 분말의 합성 

Sol-Gel Process애 는 특정 한 Metal-alkoxide를 이 용하여 Poly-con

densate를 형성시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1 ， 2, 3/. 이러한 

Process는 용액 내에 있는 양이온 M (Precursor )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낮 

은 온도에 서 Indrganic network의 합성 이 라 할 수 있 다. 여 기 서 Precursor 

는 다음과 같은 변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 

Hydrolyse • Polymerization • Nucleation - ) Growth 

Hydrolyse 과정에서 Metal ion에 연결되어 있는 유기질 성분이 

OH-group에 의 해 치 환된 다. 이 반응은 일 반적 으로 H20를 첨 가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이 때 촉매로서 첨가되는 산， 염기 혹은 중성 물질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결합 구조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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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 + XH20 • M(OH)n<RO)n - x + xROH 

Polymerization (Condensation) 과정 에 서 는 두 개 혹은 세 개 의 양이 온 M이 

다음과 같은 것들과 사슬을 형성한다. 

- M-OH + HO - M - • - M - O - M - + H 20 

W'en weg VOnl iu dft N피~ vnm ~m TrOCkllUI'I~. 

GelbilduJlgSP1l l1k< GeJbiJdullg쩨nmkL G잉bil~lIn8$Pl.l nk ， ver뼈JICll 

Yh) 쿠+0싫적; 훨짧 ‘8u<.: re:'‘ 
Me띠μm 

거~ 

basisches 청낌繼 짧蠻 鍵醫 홉혔 Medium 면왔 st 

Fig. 1. Polymer growth and Gel formation 

in acid- and base-cat떠yzed system/4/. 

Polymerization 과정이 시작되면 Alcohol 분자 내지는 H20 분자들이 분 

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Colloid 형태로 녹아있는 입자들이 Cluster 

growth를 거쳐 마침내 Gel 상태라 할 수 있는 Polymeric molecule이 된다. 

여기서 용액의 pH 값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Fig. 1 에 산성 및 염 

기성 용액 내에서 예상되는 Polymer growth 및 형성된 Gel의 형태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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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_ 2 Schematic of the four major c1asses of partic1e synthesis/5l 

Gel은 본질적으로 3차원적으로 연결된 Network 혹은 짧은 사슬 형태로 

구성된다. 이러한 Gel은 액상 물질이 제거됨으로써 수축이 진행되어 

Granule 형태로 변하게 된다. 

Metal-alkoxide를 이 용한 Sol-Gel Process에 의 해 Ceramic powder를 합 

성 하는 과정 은 여 러 가지 서 로 다른 Processing route를 통해 합성 된 

Powder를 제조할 수 있으며 (그림 2), 이 때 Process의 종류나 방법 에 따라 

얻어지는 분말의 크기나 형태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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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 Process의 차이는 Hydrolyse 및 Condensation의 조건에 있다. 

3.1. A1umina Sol의 제 조 

Y oldas/6, 7/는 Alkoxide를 이 용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정 에 의 해 

Alz03- Sol (Gel)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1) Metal-alkoxide의 가수 분해 

2) 제조된 Hydroxide의 Peptisation에 의 한 투명 한 Sol 제조 

3) Gelation(Condensation) 

보통 Al-alkoxide의 가수 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 친다: 

Al(OR)3 + HzO • AHOR)z(OH) + ROH 

Al(OR)z(OH) + HzO • Al(OR)(OH )z + 2ROH etc. 

이 반웅에 의한 산물은 Al(OH)3 혹은 AIO(OH)이며 그와 동시에 직선적 

인 고분자인 AlnOn-1 (OH)(n+Z)-m(OR)m을 만드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 해 

Polymerization이 나타난다: 

2Al(OR)z(OH) + HzO • OR - AI - O- AI-OR + 2ROH 

OH OH 

가수 분해 반응의 속도가 빠를 경우 3차원적인 교차 결합에 의해 복잡한 

구조가 나타난다.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난 후 바로 이어서 Poly-

condensation 반응이 일어난다: 

\ / \ / 
AI-OH + HO - Al ----* AI - O - Al + HzO 

/ \ / \ 

\ / \ / 
AI-OH + RO • Al • -l’ Al • O • Al + ROH 

/ \ / \ 
Hydrolyse-Polymerisation process에는 수 많은 Parameter들이 만들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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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ydroxide 내지는 Oxide의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수분 

해 반웅의 조건들은 나중에 소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온도는 제조되는 분말의 형상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Al-alkoxide가 80 0C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수분해되는 경우 Mono

hydroxide(Boehmit)의 결정체가 만들어진다. 반면에 차가운 물에서 가수분 

해 반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성된 Monohydroxide는 Pseudo-boehmit 

를 거 쳐 Trihydroxid (Bayerit)로 변 화된 다/8， 9/. 단지 Al-alkoxide의 

Monohydroxide 형태만이 투명한 Sol로 Peptisation될 수 있다.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HzO와 경쟁적으로 Alcohol이 형성되기 때문에 

HzO/Alcoh이의 비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된 

Alcohol의 종류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Aluminium-sec-butoxide와 

Aluminium-iso-propoxide는 Aluminium oxide를 합성 하기 위 한 Precursor 

로서 이들은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 s-Butan이 및 

iso-Propanol을 형성하게 된다. 

Peptisation 과정에는 특정한 산 및 여러 가지 염기가/10/ 촉매로서 이용 

되는데， 이들은 Hydrolyse 및 Polymerisation을 통해 “ - OR" group을 "Al 

- OR로 치환하게 된다 : 

\ \ \ 
AI - 0R + H+ • AI - O+HR - • AI - OH + ROH + H+ 

H20 

/ 
\ 

/ 
\ 

/ 

AI - 0R 十 OH- • AI - OH + OR 

/ / 

첨가된 산이나 염기의 촉매 작용과 병행해서 Al과의 반응 및 그에 이은 

Complex forming이 일 어 난다. 이 러 한 반응들에 의 해 Peptisation된 투명 한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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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sol-gel process 

for synthesis of Alz03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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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ain size distribution of a - Alz03 se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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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의 Gelation이 일어나며， 제조된 Gel을 특정한 옹도에서 하소하면 

Aluminium oxide가 만들어진다. 그림 3에서 보듯이 Yoldas가 제시한 방법 

을 이용하여 Aluminiumoxide-Sol을 제조하였다. 출발 물질인 Aluminium

a1koxide (Aluminium-sec-butoxide)를 85 oc 의 물 에 한 방울씩 천 천 히 떨 
어뜨리면서 강력하게 교반하였다. 이 때 가수 분해된 Alkoxided의 침전과 

이 침전물의 분해가 병행되면서 용액은 아주 불투명하였으나， 약 30 분 후 

질산을 첨가하였을 때， 용액은 불과 수 분 후에 아주 투명한 Colloide 용액 

으로 변하였다. 이어서 a -Ah03 Seed 입자 (<0.12 μm)를 Sol 용액에 첨 

가하였다. Seed 입자는 A1coa 社의 A16 SG (99.8% α-Ah03) 분말에서 

미세한 입자 만을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며， Fig. 4얘 그에 대한 입도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Seed 입자가 Sol 용액 내에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Seed 입자의 침전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점도를 가질 때까지 Seed가 첨 

가된 Sol 용액을 회전식 진공건조기 (Buechi Rotavapor-EL) 속에서 강력 

하게 교반하면서 건조하였다. 이어서 냉동 건조 장치 (Christ Delta 2-24) 

를 이용하여 용액 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여러가지 하소 조건에서 

열처리하였다. 하소과정에서 Gel 분말의 특성 변화는 DTA-TGA (Netzsch 

STA 409) 및 고온 X-Ray 장치 (Phlips)를 사용하여 관찰하였으며， 각 조 

건에 따른 입도 분포는 X-Ray를 이용한 원판형 원심분리 장치 

(Brookhaven B1 -XDC)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하소 후의 Microstructure를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3.2. Phase Transformation of Ab03 

Alz03의 제조 시 먼저 서로 다른 양의 결정수를 갖는 여러가지 형태의 

Aluminiumhydroxide가 생성되는데， 이것들은 탈수 과정을 거치면서 출발 

물질 및 처리 온도에 따라 여 러 가지 종류의 Aluminium oxide 

modification들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 5). 

Sol-Gel 방법을 통해 Alz03를 제조할 때， 제일 먼저 관찰되는 상은 

-161-



Boehmit이다. Boehmit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 

은 상변화를 하게 되는데 각 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온도는 출발 물질의 

종류， 결정립의 크기， 불순물， 가열 속도 그리고 압력 등과 같은 각각의 실 

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여 러 가지 종류의 Aluminium oxide modification( r -, δ - f) -Alz03)을 

XRD를 통해 분석 해 보면 약 40A 정 도의 크기 를 갖는 미 세 한 Crystallite 

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구성물질은 균일한 주기를 

갖는 결정 격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흔히 Para -cry stal로 간주된다/12/. 

하지만 Para-crystal의 구조는 비정질체에서 이상적인 결정질의 형태로 진 

행되는 과정에 있는 상태로 인식된다. 

Boehmrt에서 f) -Alz03까지의 상변화는 일반적으로 Topotactic Phase 

Transformation/13/애 의해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상변화는 Boehmit의 구 

조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탈수 현상에 의해 결정학적인 공공이 형성되며 

/14/, 그 결과 이러한 상들은 아주 높은 내부 기공율을 가지게 된다. 

Aluminium oxide의 상변화에 관련된 수 많은 연구의 결과 a -Alu

ml t:Jum Gxide는 핵 생성 및 핵 성 장 과정 을 거 쳐 Aluminium oxide의 

Modification phase로부터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16/. 일반적으 

로 상변화는 작은 크기의 수 많은 새로운 상이 출현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이미 변화된 새로운 상은 아직 변화하지 않은 이웃의 결정들을 잡아 먹으 

면서 성장한다. 핵의 생성 과정을 살펴 보면 : 

1) 확산이나 혹은 다른 종류의 이동 방법에 의한 적절한 형태의 원자 

들이 결합되고 

2)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불안정한 과도기적 구조로 변화되어 

3) 새로운 상의 핵이 형성된다. 

새로운 상의 성장은 표띤적과 부피의 비에 비헤하여 일어나는데， 큰 입 

자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동안 작은 입자들은 다시 파괴된다/17/. 핵의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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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 in calcination of Aluminium hydroxide in air/ll/ 

1) 원래의 상 내부에서 확산에 의해 물질이 이동 

2) 그에 따라 새로운 상과의 경계에 까지 물질이 운반됨 

3) 새로운 상의 내부에 까지 확산에 의한 물질 이동 

대부분의 세라믹 물질들은 이러한 Heterogeneous한 핵형성 및 핵성장 

과정을 통해 안정된 상으로 상변화를 하게되는데， 이 때 핵형성을 위한 높 

은 이l 너지 장벽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게된다. 즉， e -Ab03 Paracry stal이 일정한 크기까지 성장 되어야만 a

상의 생성을 위한 핵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변화 시 a -Alz03는 소위 벌레 모양의 입자성장을 하게 되며， 급격한 비 

표면적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어 생성된 a -Alz03 분말의 소결성은 현저하 

게 저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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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oehmite-gel Structure 

Boehmite-gel은 투명한 Gel이나 혹은 건조된 분말의 형태에 있는 

A1-hydroxide로서 Polymer 형 태 의 미 세 구조를 가지 고 있 다/18/. 이 러 한 종 

류의 Polymer는 결정질은 아니지만 결정화를 위한 Coherent한 영역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의 크기는 제조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Boehmite 

는 FeOOH의 Isomorph로서/19， 20/ 산소 원자들이 형성하는 휘어진 

Oct삶1edral 안에 금속 원자가 들어있는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AI-06 

Oct삶ledr외 chain이 서로 맞물려 분자 이중층을 형성하면서 결합된다. 

Boehmite에 서 zlgzag 형 태 로 연 결 된 Octahedral chain은 0.270mm 길 이 

의 수소 결합에 의해 연결된 평행한 Layer를 형성한다/19， 21/.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Octahedral layer는 두 개의 Octahedral sub-layer로 

구성 되 어 있으며 , 이 러 한 구조는 일 반적 으로 많은 S tacking defect를 만들 

게 된다. 

Vnterschicltt B 

Ullt~r$chìch! A 

Fig. 6 Boehmite lay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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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이 Gel화하는 것은 Particle들이 직선의 형태로 결합되어， 별로 밀하지 

않은 그물 구조(예， Colloidal gel)를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Pierre와 

lThlmann/21-23/은 Boehmite의 Gel화 과정을 여 러 가지 Model을 동원하여 

설명하려 했는데 그들은 Boehmite-plate의 평평한 변에는 양전하가 그리고 

모서리에는 음전하가 위치하는 정전기적 결합 Model을 보여 주었다. Gel화 

하는 과정에서 면과 모서리가 서로 결합함으로써 일종의 Card-house 

structure를 형성한다고 가정하였다. 

-‘A낭vv、 .~B하mit、 
;- .q[lj爛 l뼈 뼈l빼j함 I “，~ 

1 ~ ~ ~ ~ ~ I 을겉~，--눈를 
l' ~ • 

Ladu”geyL // ￡- -i j、 Gcsta1t am 

-+ 

‘ * 

‘ . 

t"" 강\.，/니께IjN11/1l- ~ Bindu lIg am ledeÏ-h상en PU11μ 
~ x x ~- GelbiTdungspunkt 

,<< 

+ ‘ i + 

추적r 

absorbiertes Wasser 

Fig. 7 Stacking foults and folding of a boehmite layer 

이것이 Boehmite-plate들 사이의 결정 기하학적 상호 관계를 암시해 주 

는데， 이러한 관계는 Gel을 형성하는 때보다 먼저 Aggregate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그림 7). 이러한 Aggregate가 Gel로부터 생성 

되 는 Alz03-modification phase애 Para-crystal을 만들 어 주 게 된 다/22，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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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보여주고 있다 : 이미 서로 

입자로 구성되는 

있는 1차 입 

크기가 같은 

한 생겨난 이렇게 8에는 그림 
PrimärtBilche~ 

1차 

축적. Gel애 

입자의 배위수는 자의 

경우 1-12까지 편차가 있다. 여기서 

한가 그들의 Aggromerate들은 며며 

^^ 

밀집한 

/-, 될 

응집된 

Particle의 

아주 

하게 

입자들이 

packing을 

운데에 

Hexagonal 

입자 

이웃한 입 

개개의 D 즈三 
....l- L 

。l~
λ).，L-있다. Gel애 

따라서 개수의 같은 프-ζι 
E프 '-Fig. 8. A model of gelation by 

자를 갖지 않으며 새로운 Phase를 

위한 Seed로 형성될 확률도 서로 

다르다/103/ 

multiple agg lomeration/25/. 

3.4. Alumina Powder의 제 조 

a -Ah03 Boehmit가 경우에 않은 그렇지 

장치를 

때와 가했을 9는 Seed를 그림 

까지 보여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여 고온 X-Ray 과정을 변해가는 

Boehmit가 특성의 비정질 넓은 폭이 눈에 띄게 까지는 었다. 350 oc ;::z. -, ,..l.!. 
Aluminium-ξ~흐르 。l

。 II~여러가지 부터 온도에서 이후의 그 있으며， 나타나고 

볼 수 있다. Seed를 가하지 a-상이 나타날 때 까지 oxidemodification들 을 

바며 
‘- ‘-, 

。1 즈: 
λλ 」Pe떠t들이 나타나고 a-상의 온도에서 약 1150 oc 의 701 。

'C!, 
。L 。
ι-

a -Ah03 Peak들을 1,5 w t.-% 의 Seed를 가한 경우에는 벌써 950 oc 에서 

변화에 만 영향을 미치 8 → a 상으로의 있는데， 첨가된 Seed가 특히 

。1 ..Q.. ~ι 。L 걱二 。ld
까이、 0 2. 2. N.、 -1 

그림 10은 여러가지 

수
 
’ 볼

 
고 

α -Ah03 분율을 시 간에 대 한 함수 

가해준 온도와 전이는 a-상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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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igh temperature X -ray diffractionpatterns of a - Alz03 gels 

a) l.5 w t.% seeded and b) unseeded. 

Seed의 양에 의존됨을 알 수 있다. Seed를 가하지 않은 시료는 Seed를 가 

한 것에 비해 긴 숙성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Seed를 가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a -Ah03의 핵을 형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에 Seed를 가해준 시료의 경우는 이 과정이 Hetero

geneous한 핵형성 과정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그에 따라 핵형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며 상변화를 위한 온도도 상 

당히 저하된다. 

이러한 핵형성 속도는 시간에 의존하는 과정이므로/26/， 하소할 때의 가 

열 속도 또한 e- • a -Ah03의 상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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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transformation kinetics at heating rate 

a - Alz03 seeded and unseeded 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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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Seed의 양에 관계 없이 가열속도를 빠르게 해줌에 따 

라 a-상으로 전이하는 온도가 고온부로 이동하고 있다. 

냉동건조된 Boehmit 분말이 완전히 a -Ab03로 상변화 할 때 까지 하소 

한 후， 그 하소조건에 따른 입자 크기의 분포를 그림 12에 나타냈다. Seed 

를 가하지 않은 시료를 50 K/h의 가열속도로 950 oC , 150h에서 하소하였 

을 때， 분말이 웅집되어 아주 넓은 입자 분포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말의 응집 상태는 Sol-Gel 방식으로 제조된 분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시료를 아주 빠른 가열속도 (2000 K기1) 로， 또한 

최고 온도에서 짧은 유지시간을 주어 하소하였을 때(즉， 1250 oC , O.lh) , a 

-상 분말의 입도 분포는 현저하게 좁아지며， 그 때의 평균 입경은 약 0.55 

μm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Seed를 가한 시료의 경우에는 가열속도에 따 

른 입도 분포의 특성이 앞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열 속도를 느리게 하여 (50 K끼1) 하소하였을 때가 빠르게 

한 것 (2000 K끼1) 보다 더 균일한 입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 0.38 μm 

정도의 평균 입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우선 Seed를 가해줌으로써 균일한 핵 형성 및 성장 

으로 인한 입도의 균일성 뿐만 아니라 입자의 미세화에 상당한 영향을-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소 할 때의 가열속도 온도 등 의 하소조건을 

변화함으로써 입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

Alz03이 완전히 형성될 때 까지의 상변화 Mechanism이 a-상을 위한 핵 

의 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림 13은 가열속도가 Microstructure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Seed를 가하지 않은 경우 2000 K끼1로 빠르게 가열한 시편은 50 K가1로 

느리게 가열한 시편 보다 더 미세한 Grain을 가지고 있으며 Grain 내부의 

미세한 기공들은 이미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다. 반면에 느리게 가열한 시 

편에서는 Grain 내부에 많은 기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벌레 모양으로 전이한 a-상들이 서로 접촉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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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치밀화가 시작되어 결국 Grain 내부에 기공들이 갇히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성된 구조의 차이점은 결국 Seed의 첨가 여부에 따라 핵형성 

및 핵성장 과정에서의 서로 다른 Mechanisrn/27/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Boehrni t Gel을 완전한 6 • a -Alz03 상변화를 할 때까지 가열하는 과정에 

서， 미세한 a -Alz03 분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Fig. 13. Microstructure of seeded 뻐d unseeded gels sintered 

at 1400 0C for 1h a) and b) at 50 0C끼1 ， c) and d) at 2000 0C까1 

m 



4. 결 료르 
'-

이상으로 화학적 합성 방법의 하나인 Sol-Gel 방법을 통한 Alz03 분말의 

제조 과정 및 결과를 살펴 보았다. 

a-Alz03 분말의 제조에 있어서 8 • a -Alz03 상변화의 조절이 가장 중 

요한 인자이며 Seed Concentration, 가열 속도 그리고 하소 온도 등과 같 

은 하소 조건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상의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온도를 l.5 wt.-%의 a - Alz03 Seed를 첨 

가함으로써 약 180 oc 저하시킬 수 있었다. Seed의 첨가량을 증가시켜도 
상변화 온도는 더 이상 저하되지 않았다. 또한 미세한 a -Alz03 분말의 제 

조를 위해서는 Seed를 첨가하는 경우 a-상으로 변화를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긴 유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한 반면 Seed를 첨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가열 속도로 하소하여 6 → a 의 상변화가 고온에 

서 짧은 유지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 

과는 Seed의 첨가 여부에 따라 Alz03의 상변화 Mechanism이 달라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상변화는 서로 다른 핵형성 및 핵성장 과정에 

의해 진행됨을 말해주고 있다. 

Sol-Gel 방법은 기존에 사용되던 Alumina 분말의 개념을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출발 물질로 고순도의 액상을 얻을 수 있어 Coating 공정 등 

에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성분계 Ceramics 

의 제조 시 아주 규일한 혼합이 가능하게 되어 재료의 특성을 한 충 더 향 

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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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 분말의 제조와 응용 

주원홍 

동양 화학 공업(주) 연구소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중 규소(Si)는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자원이며 silica 

(SiOz) 성분은 지구 지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구성 물질이다. Silica 

분말이 중요한 기능성 재료 내지는 정밀 구조 재료로서 상업적 응용이 가능하 

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이며 정제 sand 분말， fused 및 sintered silica 분 

말， white carbon, fumed silica, silica gel 분말들이 이 에 속한다. 금세기 에 걸 

쳐 silica 분말의 제조 및 응용 기술은 눈부시게 보완 발전해 왔고 계속 상당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Silica 산업은 지구상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 

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현재의 

국내 실정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다. 따라서 silica 및 그 

분말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히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를 조속히 확 

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NA TURAL SILICA 분말 

Silica는 그 source에 따라 natural silica와 synthetic silica로 대 별된다. 

N atural silica는 자연 상태 의 silica로서 타 금속 성 분과의 복합 산화물(Table 

1)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순도의 자체 산화물(~95 wt% SiOz)로도 상 

당량 존재하는 바，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은 고순도의 자체 산화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silica 분말의 기초 원료도 이 범주에 

속 한다. SiOz 형 태 의 natural silica는 내 부 pore가 없 고 hydrophobic한 성 질 을 

까
 
ω
 



갖는 crystalline silica7} 주종을 이루는데 그 단위 결정 (unit cel!)과 복합 결정 

(polymorphism) 구조는 각각 Fig.la 및 Fig .l b와 같으며 이들의 화학적 결합은 

소위 "siloxane bond (Si-O-SD"에 의 한다. N atura1 silica 중 op떠은 유 일 하게 

amorphous한 silica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단위 결정들이 불규칙하게 배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Fig.1c). 

N atura1 silica 분말로는 정 제 sand 분말과 fused 및 sintered silica 분말이 있 

다. 

Table 1 Natura11y Ocurred Silicas 

Name df 

Stishovite 43.0 
Si02(Fe2N -type) 42.8 

Coesite 29.3 

Quartz 26.6 

Moganite 26.3 
Keatite 25.1 

Cristoba1ite 23.2 

Tridymite 22.9 

Fibrous silica 19.6 

df, number of Si02 groups per 1000 Å 3 

870 0C 1470 0C 1700 0C 

quartz •• tridymite •• cristoba1 ite •• vitr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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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la) 

(Fig.lc) 

Fig. 1. The Inner Structure of Natural Silicas 

정제 sand 분말은 natural sand를 분쇄하여 산/알카리 처리에 의해 불순 

물을 제거한 후 이를 건조， 필요시 재분쇄하여 제품화한 것이고 fu sed 

silica 분말은 정제된 natural sand를 고온에서 용융시켜 냉각한 후 분쇄한 

것 이 다. Fused silica는 hydrophobic한 물성 을 가지 는 crystalline silica이 지 

만 냉각 속도에 따라 결정성을 어느 정도 조절하여 제조가 가능하다. 

Sintered silica 분말은 정제된 natural sand 분말을 응집 압축 

Caggromeration & compaction) 하여 이를 고온에서 소결 Csintering) 시킨 

후 냉각 분쇄한 제품이다. Sintered silica 분말은 fused silica 분말보다 저 

온에서 제조가 가능한 이 점 이 있으나 결정 결함Ccrystal defect) 이 상대적 

으로 많아서 입자 강도 및 입도 분포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경우도 있 

다. Fused silica 및 sintered silica 분말은 고순도를 요하는 특수 용도를 

위하여 정제된 natural sand 대신 synthetic silica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데 이런 경우에는 natural silica 분말로 분류될 수 없는 양면성이 있음도 

m 



간과해서는 안된다. 

Natural silica 분말은 입자 내부에 pore가 없고 hydrophobic하다. 또한 

crystalline 형태에 국한되어 제조가 가능하고 synthetic silica 분말에 비해 

순도가 낮으며 제조 가능한 최소 입도도 크다. 따라서 filler , 연마제， 분말 

야금， 구조 재료 등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만 응용이 가능 

하다. Natural silica 분말이 복합적 기능에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 plastic 

package(EMC 등) filler로 사용되는 fused silica 분말의 경우 이외에는 없 

슬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또한 fused silica 분말의 순도가 낮아서 1 MB 

이상의 용도애서는 그 웅용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좋은 예라 할 수 있 

다. 

SYNTHETIC SILICA 분말 

Natural silica 분말은 자연산 sand를 직접 활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물리 

조작만에 의해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가격도 synthetic silica 분말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상 분말 입도， 순도， 표면 및 내부 물성 

(crystallinity , porosity, hydrophobicity 등)의 한계로 인하여 그 응용이 단 

순한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한정된다. Silica7} 보다 복합적인 기능융 가 

져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원료 제조에서부터 복 

잡한 조작을 거 쳐 제 조되 어 야 하는 데 이 런 부류의 silica를 synthetic silica 

라 한다. 다시 말하면 synthetic silica란 natural sand를 활용하되 이 를 비 

교적 복잡한 화학적 물리적 처리 단계를 거쳐 보다 특수하고 복합적인 물 

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제조되는 silica를 총칭하는 것이다. Synthetic 

silica는 분말 형태로 제품화 되는 것이 보통이다. Synthetic silica는 제조 

공정 에 따라 pyrogenic silica와 precipitated silica로 대 별되 며 precipitated 

silica는 반응 PH 조건에 따라 acidic silica와 alkalline silica로 세분할 수 

있다(Fig.2). Pyrogenic silica로는 fumed silica와 arc silica가 있고 white 

carbon, silica gel은 precipitated silica 중에 alkalline silica애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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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Silica 

Modified 
Natural Silica 

-[Purified Sand 
Fused Silica 

Pryogenic Silica r Fumed Silica 
(Dry Process) L Arc Silica 

Precipitated Silica I Alkalline Silica -,-White Carbon , 
(Wet Process) L Acidic Silica L Silica Gel 

Fig. 2. Classification of Synthetic Silicas 

PYROGENIC SILICA 분말 

Silica는 2000 0 C 정도의 고온에서 기화하여 SiOz vapor가 된다. 그러나 

수소， CO 등의 환원제가 상당량 존재하는 분위기 하에서는 1700 0 C 부근 

에서 숭화하여 SiO vapor를 생성하고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SiOz vapor 

가 된다. 생성된 SiOz vapor는 gas stream 내에서 과포화( supersaturation) 

상태가 되어 1-10 nm 크기의 SiOz 핵 (nuclei)들을 무수히 순간적으로 발생 

시켜고 이런 핵들이 상호 표면 용융(surface fusion) 결합에 의해 

submicron 크기의 단위 입자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단위 입자들을 

“ primary particle" 이라 한다. Primary paπicle들은 구형이 대부분이고 

nonporous하고 amon)hous한 입자로 간주된다. Si02 vapor의 과포화도가 

클수록 생성되는 primary particle들은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고 숫자도 

많아진다. 온도가 낮거나 원료의 주입 속도가 클수록 SiOz vapor의 과포화 

도는 커지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작은 primary particle들이 많이 생성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큰 silica 제품을 얻을 수 있다. 

Primary particle들이 생성되면 가능한 한 그들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응 

집체 (aggregate)를 형성하는 것이 공정 제어 측면에서 유리하며 응집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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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 고체 의한다. si n tering 01] 표면에서의 partic1e pnmary 혀서。 
。 。 τ 

미세한 낮으며 온도보다 melting 고체의 그 도
 

온
 

일어나는 sintering이 

aggregatlOn 1000 0 C 이 하 이 Y-primary partic1e들 의 경우에는 SiOz 분말의 

시행하 12000 C 내외에서 

이상의 

있도록 ..h 
T 이루어질 시간에 짧은 과정이 

것이 

그 

gas stream에 
2:. 01 
TB 서 형성되므로 이를 12000 C 내외로 낮추기 위해서는 차가운 공기의 

이 필요하다. Primary partic1e들을 응집 시 키 는 이 유는 silica 입 자의 

17000 C 일 반적 이 다. Primary partic1e들은 ‘-l一

크기를 

분리하기 위 키워서 차후 filter로써 제품을 gas stream으로부터 용이하게 

primary partic1e들의 형태와 결정성을 유지하게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집 정도를 

중요하다. 응집 정도를 최소화 한다는 것은 sintering 시 

한 것이다. 웅집 과정에서 

하기 위해서는 차후 filter로 제품 

최소화 하는 

차가 일어난 직후에도 

냉각 시켜야 하는 

것이 

가능한 한 줄인다는 의미이다. 적정한 응집이 

운 공기를 다량 추가로 주입하여 silica 입자들을 급속히 

간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후의 pyrogenic silica 제조 공정은 filter를 사용하여 silica 분말을 gas 

추가로 silica 분말을 고밀도 

있다. 간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silica 

flame 단
 
관
 

江} d 페
 에
 

분리하여 제품화 하는 것이며 

처리된 표면이 입자 

stream으로부터 

화(densification) 하거 나 

산화 및 또는 SiO vapor의 직접 산화법을 수화법 

잔존하므로 gas 상태로 탄소(C) 성분이 Yr '-
.:c '"c 불소(F) 분말 중에 염 소(CD ， 

이를 제거하는 calcining 공정이 추가될 뿐이다. 

SiO 석출법， 도즈닙l 
。2.SiOz의 공법에는 위한 제조하기 silica를 Pyrogenic 

상용 있으나 현존하는 수화법이 산화 flame vapor의 직접 산화법과 간접 

flame 산화 수화법이다. 보다 세 공법은 SiO vapor의 직접 산화법과 간접 

공법 

flame 산화 

공법들도 있으나 현존하는 상 

수화 

이용한 중에는 plasma jet를 

있고， 간접 있지만 arc를 이용한 공법이 상용화 되어 

법 에 는 SiF4, silicon ester 등을 원료로 하는 

말하면， SiO vapor의 직 접 산화법 밀히 

도 

것이다. 사용하는 원료로 chloro-sila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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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Ì4는 Si metal을 chlorination하여 제조한다. 간접 flame 산화 수화법 

에 의해 제조된 pyrogenic silica를 통상 fumed silica 4 하며， arc를 이용한 

SiO vapor의 직접 산화법으로 제조된 것을 arc silica라 하여 fumed silica 

와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SiO vapor의 직접 산화법에서는 arc fumace를 사용하여 SiO vapor를 

환원 분위 기 하에서 만들어 야 하는데， carbon arc electrode를 장착하여 기 

화되는 carbon vapor를 이용하는 방법과 coke를 주입하여 발생되는 CO 

gas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 Arc furnace에서 SiO vapor를 만들고 이를 

산화하여 냉각시킨 후 잔존 CO를 열처리에 의해 탈착 제거하여 제품화 한 

다. Hydrophobic한 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organo-silane 화합물로 

silica 표면을 처리하는 제품들도 있고 산화 과정에서 steam을 주입하여 

thixotropic한 물성 을 부여 하는 경 우도 있다. 상용화되 어 있는 간접 flame 

산화 수화법 을 도시 하면 Fig.3와 같다. 원료로 chloro- silane 화합물을 사용 

하고 combustion chamber를 이용하며 silica 분말의 잔존 물질이 염소(CD 

성분이라는 점이 SiO vapor의 직접 산화법과 다르다. 원료를 SiC14 단독으 

로 사용하는 경 우의 silica 제 조 반응은 아 래 와 같다. 

SiC Ì4 + 2Hz + OZ • SiOz + 4HCl 

위의 반응은 원료 물질을 vapor로 만들어 수소와 atr를 동시에 gas 

burner로 주입할 때， gas bumer에서 고온의 flame을 형성하며 일어나는 

일종의 combustion 반응이다. 원료로 통상 SiC14를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HSiClrCH3SiCb mixture를 흔합 사용하는 경 우도 있다. Chloro-silane 화 

합물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SiC14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보다 

combustion chamber 내 의 온도를 낮게 유지 하면 동 일 한 표면 적 의 silica 

분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chloro-silane화합물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 

는 mixture의 성분비 변동 및 SiC14 와의 혼합 균일성에 문제가 있어 다양 

하고 consistent한 품질의 silica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공정 제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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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SiCI.(I) 

HCI(g) 

PRODUCT RECOVERY 

IMPURITY REMOVAL 

POST-TREATMENT 

Fumed Silica 

Fig. 3. Manufacturing of Fumed Silica by Flame Oxidation & 

Hydrolysis 

PRECIPIT A TED SILICA 분말 

Precipitated silica는 통상 1000C 이 하 에 서 water-soluble silicate 용 액 과 

무기산(inorganic acid)을 반응시켜 제조된다. Water-soluble silicate 용액 

으로는 물유리 (water glass: Na20 . xSi02) 용액이 사용되며 무기산으로는 

황산 (H2S04) 용액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Precipitated silica는 a1ka1line 

silica 중애도 white carbon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alka1line 

silica 또는 acidic silica도 동일한 원료가 사용되고 반응 mechanism도 같 

으므로 본 논문 에 서 는 이 런 부류의 silica들을 총칭 하여 precipitated silica 

로 분류 기술하고자 한다. 여 러가지 precipitated silica들이 반응 공정상 다 

른 점은 물유리 및 황산의 농도와 원료들의 상대적인 함량비를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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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다는 것 뿐이다. 

물유리 용액과 황산 용액과의 반옹은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다. 

Na20 . XSi02 + H2S04 • xSi02 + Na2S04 + H2。

그러나 위의 반응식은 일반 무기 중화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stoichiometry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반응 mechanism으로 

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precipitated silica의 본질이 무기 고분자 

라는 것 이 며 Si02 형 태 의 natural silica나 pyrogenic silica와는 근본적 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기 고분자로서의 precipitated silica를 제조하기 위한 

monomer는 Si(OH)4이 며 이 monomer들은 물유리 와 황산이 수용액 중에서 

반응하여 생성된다. 

N azO . XSi02 + H2S04 + 2xH20 • xSi(OH)4 + Na2S04 

생성된 Si(OH)4 monomer들은 수용액 중에서 과포화가 되어 우선 nuclei가 

발생되고 nuclei들을 중심으로 과포화된 monomer들이 계속 deposition이 

되어 nuclei들이 성장한다. 동시에 nuclei들 상호간에도 Si-OH(silanol) 

group들에 의한 축합 중합 반응이 일어나서 비교적 중합도가 큰 고분자 

물질이 형성되고 이 고분자 물질이 단위 입자(primary particle)들을 구성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이 반응 

식을 일반화하면 아래와 같다. 

Sin02n-(nx/2)(OH)nx + mSi(OH)4 

• Sin+m02n-(nx/2)+2m(2-p) + 2pmH20 

여기에서 X는 Si 원자당 4개를 념지 않는 silan이 group들의 수이며， p는 

Si(OH)4 분자당 축합 중합 반응에 참여하는 silanol group들의 비율 

(fraction)로서 1 이 하이 다. Fig.4는 반응 mechanism을 도식 화한 것 이 며 이 

런 반응 과정을 통상 gelation이라 한다. Gelation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 

은 gelation 속도이 며 Fig.5는 silica sol의 PH 및 soluble salt 함량에 따른 

gelling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5에서 보는 바와 같이 g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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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ol의 PH가 6-7에서 가장 빠르나 너무 순간적으로 얼어나므로 

processmg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alkali 또는 

acid 분위기에서 gelation을 시도하는데 이런 gelation 분위기 하에서 제조 

된 silica들을 설 명 의 편 의 상 각각 alkalline silica, acidic silica라고 명 명 하 

고자 한다. Alkalline silica로는 white carbon과 silica gel 및 silica colloid 

가 이에 속한다. 

Alkalline Silica 

White carbon은 통상 6-10%의 물유리 용액과 황산을 반웅(gelation)시 

켜 침전(precipitate) 형태로 제조되며 이를 분리 세척하여 colloid화한 후에 

spray drying하여 제품화한 것이다(Fig.6). 건조 전의 gel은 80-90%의 수 

분을 함유하고 있고 건조된 제품은 그 크기가 통상 20-100 micron 이다.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다. 분쇄하여 입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표면 물성의 개조를 위해 gelation시 알루미늄(AI) 성 

분이나 silicone oil을 추가로 주입하거나 표면 coating을 하는 것도 특수 

용도의 white carbon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white carbon 제조 업 

체로는 KOFRAN(주)이 있다. White carbon의 물성은 주로 gelation 과정 

에 서 결 정 되 는 데 gelation 과정 은 통상 1-2시 간을 요하는 batch 공정 으로 

서 stirred tank에 물유리 용액을 채운 후 황산을 주입하여 end -point PH 

를 맞춤으로서 종결된다. 따라서 gelation시 stirred tank 내에서의 공정 제 

어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우며 이런 공정 제어상의 문제로 인하여 white 

carbon은 타 silica들에 비해 넓은 spec range의 제품이 제조되는 것이 일 

반적이고 보다 좁은 spec range를 요하는 분야에는 그 응용에 한계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Silica gel의 경우에는 10-20%의 물유리 용액과 황산을 원료로 한다. 

Gelation은 특수 형 태 의 반응 nozzle을 사용하여 순간적 으로 bead 형 태 의 

gel을 얻으며 이를 세척하고 숙성 (aging)시킨 후에 분리 건조하여 제품을 

만든다(Fig.7). 건조 이전까지의 조작은 수용액 중에서 실시되는데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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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gel을 통상 hydrogel이라 하며 수분 함량은 70-80%이다. 특수한 용도 

의 silica gel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bead 형태의 gel을 보다 미세하게 분 

쇄 또는 표면 처리를 하여 분말 형태로 제품화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동양 화학 공업(주)과 극동 실리카(주)가 자체 기술로 bead 형태의 silica 

gel을 생산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silica gel 제조 공정 중 "aging"이란 

hydrogel을 PH 빛 온도가 높은 물 중에 일정 시간 동안 담가두는 조작을 

말하며 이 런 조작은 표면 silan이 group들간의 축합 중합 반응을 연속하여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조작에 의해 gelation시 형성된 pnmary 

particle들의 단위 network들이 결집하여 보다 큰 입자로 성장하게 되고 동 

시에 재차 scale이 큰 network를 형성하게 된다(Fig.8). Sca1e이 보다 큰 

network를 구성한다는 것은 agmg에 의해 silica의 내부 표면적이 줄어 드 

는 대신 pore space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Silica gel의 경우에는 

gelation을 물유리 용액과 황산 용액을 동시에 nozzle로 연속 주입하여 행 

하므로 gelation시 primary particle들에 불균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pnmary paπicle들이 다소 균일하지 못하더라도 agmg시 이런 불균일성이 

보정된다. 그러므로 silica gel의 경우에는 white carbon에 비해 보다 좁은 

spec range의 제품을 보다 consistent하게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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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떻 
----------) Increasing the Degree of Aging 

Fig. 8. The Morphological Change of the Secondary-Particular Network 

of Precipitated Silica with the Degree of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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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ic Silica 

기본적으로 acidic silica의 제조 공정은 silica gel 공정과 같다(Fig.7). 원 

료로 25-35% 농도의 물유리와 황산 용액을 사용하여 과잉의 황산 분위기 

하에서 gelation을 하므로 gelation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보다 낮은 함 

수율(60-70%)을 가진 hydrogel이 제조된다는 것이 다르다. Acidic silica가 

등장한 이유는 낮은 함수율과 높은 강도의 hydrogel이 제조되어 제조 공정 

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스며 energy 소요가 적다는 것 외에도 silica 제품 

의 품질 개선과 제품 다양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cidic silica의 경우에 

는 primary particle들이 보다 작게 생성되어 치밀하고 균일한 내부 

network를 갖는 hydrogel을 만들어지므로 내부 표면적이 큰 제품의 제조 

가 가능하며 균일한 품질의 제품이 만들어진다. 또한 hydrogel의 SiOz 함 

량이 높아서 동일한 표면적에서 보다 큰 pore space를 가지는 제품을 제조 

할 수 있으며 xerogel과 aerogel의 제 조가 모두 기 능하다. Xerogel이 란 

hydrogel을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이고 aerogel은 건조와 동시에 분쇄가 되 

어 건 조시 gel shinkage를 최 소화한 제 품 이 다. 이 런 이 유로 acidic silica는 

white carbon이나 silica gel보다 좁은 spec range의 품질이 보장되며 정밀 

한 기능 및 특수 효과를 요구하는 분야에도 폭넓게 웅용될 수 있는 것이 

다. Acidic silica 분말을 국내에서는 자체 기술 개발에 의해 동양 화학 공 

업(주)이 "Micloid"라는 상품명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 

SILICA 분말의 물성 과 응용 

Silica 물성은 silica 자체의 기본 물성 (basic property)과 타 물질과의 

compatiblity에 의 한 응용 물성 (application property)으로 대 별 되 며 기 본 물 

성은 다시 형태상의 물성 (bulk property)와 표면상의 물성 (surface 

property)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러한 물성들은 근본적으로 silica 종류 내 

지는 grade에 따라 제조 방식이 다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silica의 

제반 물성은 제조 방식 및 제조 조건과 결부하여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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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silica 기본 물성은 반응성， 입자 형상， porOslty 이다. Silica의 반 

웅성은 silanol group의 함량 및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silica 표면 물 

성에 속하며 silanol group의 함량 및 특성은 수분 함량， PH, crystallinity 

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Fig.9는 상온에서 H20 분자와 결합되어 있 

는 hydrated silan이 group애서부터 표면 siloxane bond에 이 르기까지 존재 

가능한 모든 형태들을 도시 한 것이다. Silanol group의 함량이 작거나 그들 

간에 결합 정도가 클수록 silica의 반응성은 낮으며 silica의 반응성이 낮을 

수록 웅용 물성상 유리한 것이 일반적 이다. Silica 표면을 산 또는 버k머i로 

처리하거나 열처리를 하면 silan이 group 함량 및 특성 을 변화시킬 수 있으 

며 wax, oil 내지는 계면활성제 등으로 silica 표면을 coating하면 silan이 

group들이 masking됨으로써 silica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다. Silica의 입자 

형상의 요인으로는 입자의 크기， 모양， 입도 분포 등이 이에 속한다. 입자 

형상은 그 물성 자체가 다분히 정성적 이어서 어떻게 상대 물질에 작용하 

는가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적의 입자 형상 

을 선정한다는 문제는 응용 분야에 따라 다분히 시행 착오적으로 silica의 

종듀， 평균 입도 및 입도 분포만을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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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요한 silica 기본물성은 porosity로서 표면적 (surface area) 

과 세공적으로 구분된다. 응용분야에 따라 silica의 적정 porosity는 다르며 

이의 선정또한 새행착오에 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Fig.10은 silica의 종류 

에 따라 제조공정상 가능한 silica 표면적과 mlcro 、，o1umn을 분류하여 도 

시한 것으로서 적정 porosity선정을 위해 silica종류를 선택할 경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ilica분말은 silica종류별로 grade가 상당히 많고 응용분야도 다양하며 

웅용분야 특성에 맞게 계속 보완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개개의 silica 기본 

물성들을 결부시켜 웅용불성전반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본란에서는 silica 분말들이 어떤분야들에 사용되며 응용분야별로 silica의 

주요 기본물성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응용분야별 

로 통상사용되고 잇는 

silica분말의 종류 및 사용규모는 Table 2와 갇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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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pplications of silicas 

Percent of total 

73.0 

0.8 

7.5 

2.5 

5.0 

0.7 

2.5 

3.0 

0.5 

4.5 

100.0 

Consumption 

(metric tons/year) 

730,000 

8,000 

75,000 

25,000 

50,000 

7,000 

25,000 

30,000 

5,000 

45,000 

1,000,000 

Applications 

Reinforcement 

Rheology 

Carrier 

Surface effects 

Pigment effects 

Electrica1 effects 

Adsorption 

Cata1ysis 

Hydrophobic Grades 

Various 

Tota1 

Reinforcement 

white carbon과 fumed silica 가장 일 반적 인 silica 분말의 웅용 분야로서 

elastomer들 로
 

주
 

’ 
口 ;:<.1 。
걷r Etr 상대 응용되는 분딸이 사용된 다. Silica 로

 
죠
 

l 가 

기계적 강도 물질의 SBR. NR, silicone, fluoroelastomer 등 이 며 상 대 로서 

(epoxy , phenol겨1 plastic package 부품의 진자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돋흐 

natura1 silica와 fumed 속하며 부류애 。l분말도 silica 사용되는 등)에 

표면적이며 口 λ4 
등~ 。 τr 기본 있다. 중요한 silica 분딸의 silica 분말아 사용되고 

있다. 7j ~ç dT-"• 분포가 문제시 되는 분말의 평균 입도와 입도 

Rheological Improvement 

흐름성 내 지 는 caking성 분체들의 침가하여 타 이내로 Silica 분말을 2% 

주요 목적이다. 소량 첨가된 silica 분말들은 타분체 

상호간의 

개선하기 위한 것이 。

一
E 

씨
 
뼈
 

저하시키는 마찰을 분체 흡수하고 

bearing 내 지 는 lubricator의 

A 너 A 
기-~e 표면 내에서 

À~ o 

plate-out 

및 suspenslOn의 

침강， saggmg ’ 

고분자 물질 

cobwebb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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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silica 분말이 사용된다. 응용 분야에 따라 

natura1 silica 분말， pyrogenic silica, precipitated silica들이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 이 응용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silica 분말의 기본 물성은 

silica의 반응성과 관련된 수분 흡습성， 정전기성과 hydrophobicity로서 

silanol group 함량 및 특성에 주로 좌우되는 물성들이다. 

Carrier 

Precipitated silica들은 세 공적 이 커 서 특수 약품(essence)들을 담지 할 수 

있고 따라서 담지된 물질이 액상이더라도 이를 고체처럼 안전하고 쉽게 다 

룰 수가 있다. 담지되는 물질로는 의약， 농약， 향료， 영양제 등이 있으며 

vitamin B 복합체인 ch이ine chloride 수용액을 담지시켜 상품화 한 것은 

전형적인 사폐라 할 수 있다. 이 응용 분야는 silica 분말을 2% 이상 첨가 

하여 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로서 주요 silica 기 본 물성 은 porosity이 며 

담지될 물질의 분자 크기에 따라 micropore volume 또는 macropore 

voulme이 중요시 되는 경우도 있다. 

Surface Effect 

Paint에서는 칠하여진 paint film애 소광성 (matting) 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Plastic film은 film 상호간애 붙어서 (blocking) 사용이 불가하거나 너 

무 미끄러워서 (slipping) 적재가 곤란하여서는 안된다. lnk는 사용시 번지는 

(slipping) 현상이 없어야 하고 ink jet이나 photocopy의 특수용지 또한 번 

져서는 안된다. Defoamer는 생성된 bubble이나 foam들에 표면 결함 

(surface defect)를 유발시 켜 서 이 들을 순식 간에 소멸 시 켜 야 한다. 이 러 한 

목적들을 위하여 silica 분말이 사용되며 사용 목적에 따라 matting agent, 

antiblocking agent, antislip agent, defoaming agent라 한 다. 이 렇 게 최 종 

제품의 표면 물성 개선을 위한 분야는 silica 응용 분야중 비교적 특수하고 

정교한 분야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최종 제품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물성 

외에는 다른 물성들의 댄화가 가능한 한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Silica 분 

말은 거 의 예 외 없 이 2-10 micron 크기 의 precipitated silica애 국한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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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으나 grade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제품 spec 

상 까다롭다 Matting 현상은 paint 표면에서 silica 분말과 paint resin과의 

웅집체 (agglomerate)들 사이에 일어나는 빛의 산란과 관련된 문제로서 

silica의 반응성， porosity, 입자 형상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다. Silica 분 

말 표면에 hydrated silanol group이 존재하고 porosity는 크며 분말 입도 

도 큰 것이 matting성 측면애서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Antiblocking성은 

plastic film 표면애 분산된 silica 입자 크기 및 입도 분포와 관계가 있으며 

silica 입 자들이 nuc1eating agent로 작용하여 film 표면의 crystallinity를 

높히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Antiblocking성을 위해서는 silica의 

porosity가 크고 반응성 은 낮으며 silica 입 도는 다소 작은 것 이 유리 하다. 

Defoaming성은 silica 분말들이 수용액 중에서 생성된 bubble 및 foam들에 

작용하여 표면 결함을 유도해야 하므로 silica의 hydrophobicity가 다소 큰 

것 이 유 리 하다. Antislip, antiblocking 및 matting/flatting을 위 해 서 는 

precipitated silica중에 도 acidic silica 분말이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defoaming agent로는 white carbon이 주종을 이룬다. 

Adsorbent 

White carbon을 제외 한 precipitated silica는 수분 흡착을 위 한 건조제로 

사용된다. 맥주중의 단백질을 제거하여 상온에서도 haze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 한 chill-proofing 공정 에 는 acidic silica기- 사용되 고 있다. 중요한 

silica 기본 물성은 porosity로서 흡착되는 물질의 분자 크기와 거의 동일한 

mlcropore들이 silica <iJ자 내부에 많고 silica의 표면적이 클수록 유리하다. 

맥주의 chill-proofing에는 hydrogel 형 태도 사용되고 있다. 

기타 용도 

근래에 precipitated silica (주로 white carbon) 또는 fumed silica가 Ti02 

분말과의 혼합물 내지는 Ti02를 함유한 silicate 형태로 사용되는 응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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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며 silicate 형 태 는 공 침 법 (co-precipitation) 에 의 해 제 조 된 다. Ti02 자 

원의 고갈과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유망한 silica 분말의 응용 분야 

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Silica의 중요한 기본 물성은 silica 분말의 

입자 형상(평균 입도와 입도 분포)과 반응성이다. Silica 분말이 전기 전도 

도가 낮고 열적으로 안정하다는 물성을 이용하여 고분자 물질과 혼합된 

insulator를 만들어서 high-voltage cable 피복 또는 battery separator로 사 

용된다. 이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silica는 macropore volume이 큰 

white carbon이다. 금속 성분을 함유한 silica 촉매 내지는 촉매 담체 

(support)를 제조하여 고분자 중합， 중질유 분해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 

요 silica 물성은 porosity이며 acidic silica가 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현 

재 일부 응용이 되고 있거나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silica 분야가 있으나 

그 연구 결과 및 기술 정보가 상업적 기밀애 속하여 공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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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세라믹 분체의 특성 평가 연구 

엄우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재료평가팀 

1. 서 론 

고전세라믹스는 물론 파인세라믹스 분야에서 분체 및 분무건조분체의 

이용이 증가되는 현 추세에서 분체의 물리적 • 화학적 특성이 공정 및 

미세구조와 제품의 최종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체 특성 평 

가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생산현장에서는 대량생산의 적절한 

조절을 위해서는 분체 특성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Table 1)1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분체특성 평가 분야의 기술 축적이 

빈약해， 수입 재료의 정확한 품질 확인 및 국산 재료의 불신으로 재료 산 

업의 저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초로 분체평가기술의 물리적 특성 

중 중요 항목들에 대하여 서술하여， 분체 평가 기술에 대한 관심 고조와 

평가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분체평가에 관한 국제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제 표준화 기구인 

1SO에서는 94년도에 파인세라믹 분야 표준화를 위해 TC 206을 발족시키 

면서， 국제 공동 표준화 연구를 시작했다. 이 ISO/TC 206에는 8개국의 

p-회원 (Participant)과 237B 국의 0-회원 (Observer) 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은 P-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등 선진국들에서의 파인 

세라믹스 분체의 표준화 작업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를 하면， 일본에서는 

파인세라믹스 물질의 특성 평가 방법과 표준화애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분 체 와 관 련 되 어 서 는 M1T1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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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dustry)의 후원 아래， ]FCA - EC3 (powder, process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part) 9} ]FCC (Japan Fine Ceramic Center)등 이 연 계 하여 

단·중·장기 항목으로 나누어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STM의 소위원회로 C28.057} 구성이 되어 파인세라믹 분체에 대한 표 

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CEN/TC 1847} 구성이 되 

어 Working Group 2에서 technical ceramics에 대한 평가기술개발 및 표 

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3.4 

2. 본론 

2.1 입 자형 태 (Powder Shape) 

대부분의 입자형태의 평가는 광학 또는 전자현미경 (SEM , TEM)을 이 

용하여 수행된다. 이때 얻어지는 형상을 종류에 따라 ISO 3252, BS 2955 

에서 정의하고 있다 5 또한 비디오 검출기등으로 형상을 기록한 후 정교 

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shape factor의 변수를 유도， 편집， 통계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차원 상에 의해 오차가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Beddow등은 Luerkens 식을 제안하였다 1 Fig. 1에서는 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일차 입자와 granule의 내·외부 형태를 관찰한 예를 나 

타내었다 6 균일분산법으로 분체가 분산된 상이 얻어질 경우에는 분체의 

입자 지름 분포를 얻을 수 있으며 입자 크기의 판정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5，7 φ 정방향 접선경 (Feret 경)， (2) 정방향 최대경 

(Krummbein 경)， @ 정방향 면적등분경 (Martin 경)， @ 투영면적원 상당 

경 (Heywood 경 ) 

2.2 입 도 분포 (Particle Size Distribution) 

입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able 2와 같은 절차로 분체를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시편 채취에 대하여 언급하면 전체 분체에서 채취하는 

확률적 (Probabilistic) 방법과 임의적으로 채취하는 비확률적 

(Non - Probabilistic) 방법이 있는데 전자가 더욱 정확한 방법으로 Riffler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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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있다 8 입도 분포 측정시 생기는 오차를 

있으며 시편 채취에서 발생되는 오차는 입자 크 

증가가 됨을 알 수 있다 1.8 

크기가 작은 분체일수록 가장 크게 

할수 

있
 
을
 

‘
어
。
 

-
「뿔

 

..2.- tH. "8'l- 걷: 
”도크 E프 ’ 오차를 

정확히 

분산제 

작용하는 

입도 

야
 다 

위해서 

인력으로 

분산 (dispersio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분산이 가장 중요하다. 즉， 입도 

분산 상태가 양호해야하며， 이를 

첨가한다 9 분체간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이용해서 수행을 

Fig. 2와 같이 나타낼 

기가 증가할 수 록 점점 

Fig. 2로 부터 

항목이 

위한 전 처리 과정으로서 

해주기 위해서는 

/-‘ 
T 

。

등프 

'-l一

(dispersant) 를 

electrical double layer force와 작용하는 힘과 척력으로 der Waals van 

steric force가 있다. 첨가되는 분산제는 electrical double layer force 또는 

steric force를 증가시켜， 분산을 용이하게 해준다. 선택된 분산제는 완전히 

되 어 야 하며， 분산은 완전한 deagglomeration과 안정 한 현탄액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초음파 처리 

이 조작은 상당히 큰 효과를 준다. 이와 같 

농도， 그리고， 초음파 파워와 시간 또한 측정되 

예로서 분산제의 종류와 농도， 초음파 처리 

나타내었다 10 

wetting이 

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분산의 

행하여 주는데 

분산제의 종류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 과를 Fig. 3과 4에 

를 필수적으로 

경우， 

는 결과에 

시간에 대한 

으
 」

전에 세라믹 

초음파 처리로 

초음파 처리 입도분포측정(안)에서는 

있다. 이같은 

현 재 ISO TC 206의 

처리는 분쇄할 것을 추천하고 유발로 초격L o l-..Q.. 
l.!..- 2.. E. 

종류에 따 효과적이나 분체 분쇄에 도 파괴 되 지 않은 hard agglomerate의 

변화 측정해 비표면적을 분쇄 전후에 분쇄가 발생하는가는 라 일차입자의 

가 없음을 확인해야한다. 

입도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은 Table 3과 같이 여러 방법들이 있다. 이들 

중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기적 

있는 분말이 다 

변화를 감 

검지 방법으로 Coulter 법칙을 기초로 전해질에 분산되어 

른 쪽에 전극이 잠겨 있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 지날 때 저항의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체 밀도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레이저 산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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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크기를 결정하는 

혼합물도 측정 

지해 입자의 

와 여러 분체 



입사빔이 입자군을 지날 때， 회절과 산란을 일으키게 된다. 검출기를 통해 

얻어지는 회절 패턴은 입도 분포를 나타내는 흑백의 원으로 나타나고， 이 

패턴을 Fraunhofer와 Mie 산란을 이용하여 입도 분포를 계산한다.X선 침 

강법은 각각 입자가 중력 침강하는 속도를 측정하여， φ식과 같은 Stokes' 

식을 이용하여， 입도 분포를 계산한다 

(Ps - p,).g'D2 Ust - settling velocity 

Ust ---------- -------- D - particle diameter @ 

18 l\ Ps. p, - solid & Iluid density 

l\ - viscosity 

2.3 비 표면 적 (Specific Surface Area) 

비표면적은 분체의 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서， 입자들 

의 형태와 표면 상태 (Fig. 5) , 그리고 입도 측정기로 검출 못하는 미세한 

(submicron) 분말의 양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표면적 값은 여러 공정에서 

요구되는 표면 개질 첨가제 (결합제， 윤활제 등)의 양을 결정하기도 하고， 

성형체의 결합 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11.12 

기체 흡착법을 이용한 표면적 측정은 고체 시편의 표면과 기공에서의 기 

체 (대개는 질소， 아르곤， 크립톤)의 물리 흡착 (physison)tion or physical 

adso~tion)과 탈착 (deson)tion)에 의 하여 측정 이 된 다. 이 러 한 관계 를 나 

타내는 것은 isotherm이 라 하고， BDDT (Brunauer, Deming , Deming , and 

Teller)의 5가지 대표적 인 isotherm으로 나눌 수 있다 12 

비표면적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은 기체 흡착의 BET 

(Brunauer-Emmett-Teller) 이론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체 투과 

(permeametry) 를 수행하는 방뱀이 있다 

c - 1 r P 1 

W.[ (po/Pl--1 J = 꾀τ + 꾀고 j 구~J - - ------- (ZJ 

W • weight 01 gas adsorbed al a rela tive pressure P/Po 
Wm • welght 이 gas adsorbed at su rface monolayer 

C • 8ET cons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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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 측정방방법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면 @ 식과 같은 BET 식을 이 

용한다 14 위 변수중 BET 상수는 첫 번째 흡착층의 흡착 에너지를 나타내 

고， 이는 즉 흡착제와 피흡착제의 반응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질소 

흡착을 이용하는 Multipoint BET 방법에서는 흡착 isotherm의 직선 영역 

에 한정하게 되는데， 대게는 P/Po의 영역은 0.05애서 0.35의 범위가 된다. 

이 영역에서 위 BET 식을 이용하여 1/ W. [ (Po/P)-1 ] 와 P/Po의 직선 

영역을 얻으며， Wm은 기울기 (S)와 절편(i)으로 부터 구하게 된다. 표면적 

(St)과 비 표면 적 (specific surface area)은 @ 식 으로 구하게 된 다. 

St = Wm.N.Acs ! M 
[ N Avogad빼mber 

M - Molecular Weight 01 N2 ----- (3) 
Acs - cross section area 01 N2 

Specilic Surface Area = St ! W ---- @ 

Single point BET 방법 인 경 우는 N2를 흡착 가스로 사용하는 경 우 대 개 

는 BET C 값은 상당히 커 BET 식의 절편은 영이라고 가정하고， 하나의 

상대 압력 (대개 P/Po=0.3)에서 흡착된 질소의 양의 측정에 의하여， 전체 

표면적은 @ 식과 같이 얻을 수 있다. 

St = P.N.V.Acs'(l - P!Pol!RT ------------- ~ 

비표면적 측정시， 측정값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6， 1 4 시 

편 cell 내의 분체의 무게를 변화시키띤서 측정되는 비표면적값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Fig. 6애 나타내었다. 분말의 무게가 증가될수록 

multi-point 비표면적의 값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시편 cell 내에 

유리봉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비표면적값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경향은 cell내의 void 부피에서 기인한다. 

Degassing 조건도 측정된 비표면적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 

한 degassing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공과 분체를 가열하는 방식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Degassing 전후의 무게애 따른 측정되는 비표면적 

의 변화는 Fig. 7에서 와 같이 관찰할 수 있다. 또한， Fig. 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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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 C 상수 multi-point & single-point BET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있다. 다 

관， 시편 

변환될 

보고되고 

이동시키는 

값이 

감소가 된다고 

순도， 액체 질소의 순도， 가스를 

부수 조건들에 의해 평가되는 비표면적 

두 비표면적값의 차이는 

변수로는 가스의 

가 증가할수록 

준프 

'-

까‘ ., 여러 문제등 채취 

있다. 

격자 상수와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 

는
 

디
 「

결정이 

분체 

밀 도 ( Powder Density) 

이론 밀도는 각 결정 구조애 

원소 조성에 의해 계산이 된다， 10 11m 이하의 

이용한 가스 비중계 (gas pycnometer)를 

XRD로 대하여 

2.4 분체의 

밀도를 

액체 

분체 

가스나 

정확한 

있다. 분체 

중요하며， 

채워져 

수도 

가장 

등에 

할 이용하여 측정을 

측정하는 것이 

균열， 열린 기공 

이 정확하나 액채 비중병을 

측정하기 위해 분체의 부피를 

가 분체의 밀폐 기공을 제외한 

부피 를 측정 하게 된 다 7， 11 ， 15 

분체가 있는 용기를 일정한 수의 

서는 He을 

충격을 준 후 분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 

랩 밀도 (tap density)는 실험의 간편 

평가 평가 방볍으로 

CEN 725가 있다. 

있는 

는
 

하
 

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ASTM B527과 정 용량법 의 

무게를 나누어서 

성 때문에 실험실과 산업 

정중량법의 

피로 분체의 

나타내고， 종종 화학분석이나 

특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16 또한， 

척도가 되며， 랩수(tapping number)와 

성형공정중 압력과 성형 

공정의 지표기- 되기도 한다 17 ， 18 

Tap 방법에는 

는
 

쐐
 빼
 의
 허
。
 

분
 
나
 
에
 λ
‘
 

는
 
를
 ·Y 

께
 

하
 
도
 

찌
 맨
 

못
 
동
 
1야
 U 

유
 

때
 써
%
 

싸
싫
 
가
 

ψ
 
계
 

분석에서 

티l 
a 

충진밀도 

도
 

밀
 

입도 mass property를 density는 

검출하지 

분체의 

밀접한 관 밀도와 관계는 

영향을 

식 과 같은 Hausner 

된 미치게 요소가 측정값에 

tap density의 응용으로 우선 @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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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c 경우에는 밀도를 평가하는 

다，(Table 4)17 측 정 된 

비를 예로 들을 수 

티l 
a 



-------- @ 
Tapped Density 

Hausner Ratio = ---------------------
Poured Packing Density 

나타내어 증가를 

기구와 

감소가 되고， 안식각은 

있다. 성형 

도
 

동
 

。
π
 

뇨二걷L 걱二료， 
.:0: 2. I -" 비가 

유동의 척도임을 

。1

분체 

즉
 
, 

기구가 유 티l 
닙 충진 공정의 。1. è. 

E즈 | 

(7), @과 같 λ1 
「랩수와의 측정된 관계는 

또는 Kawakita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19 

관계로부터，충진밀도와 

은 Heckel 식 

사하다는 

------- (J), 

@ Po c =--
Pn 

:p∞ - Pn = (p∞ - Po )e-knS 

n n 
--+ --

c ab a 

Heckel equation 

Kawakita equation: 

보 

있는 

compaction mechanism을 

알고 정확히 소결기구를 

따라 여러 

이러한 정보들은 

있다. 

기울기에 

있으며， 

쓰일 

Fig. 8과 같이 직 선의 

/-
T 

보고되고 인다고 

경우 유용하게 

(Porosity) 2.5 기공도 

밀도 측정법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은 쓰이는 기공을 측정하기 위해 

가스 흡착법이다. 수은 

체를 기공애 

액 않은 일어나지 수은같이 젖음이 측정법은 밀도 

방법으로 2nm 부터 200011m 영 기공을 측정하는 시켜 으
 
E 이

 티 
주
 
’ 

침투되는 고체에 결과는 츠느 ;져 
「 。가능하다. 츠느~:l 

「 。기공의 Z}.!= 
ν、 l一반지름을 역의 

반복시에 

1.5nm 부터 

감압의 가압과 얻어지는데 힘으로 가해지는 양과 수은의 

lclJ ti-J 。 곤 즈: 
。 닙 -•>=- '---는

 
하
 

처
。
 

츠
 
「흡착법으로 기체 hysteresis가 나타난다. 

isotherm은 탈착 흡착과 측정한다. 기공을 갖는 。;l cl:j () 
。-，까지의 lOOnm 

조건을 착
 

흐
닙
 이용된다. 

안정된 

이 isotherm이 

되는데， 흡착 isotherm이 더욱 

기공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hysteresis가 

나타내므로 

것으로 생산 공 이동 능력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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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흐름속도는 spray dried powder의 

2.6 흐름속도 



걷츠 
-, 

것 빨
 

-5 
-

있는 거

T 

된다. 

보편화될 

정에서 이송 또는 mold애 충진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널리 

이 flowmeter를 이용한 흐름속도 측정 방법이다. (Fig. 9) 흐름속도 측정을 

위한 규격은 ]IS Z 2502, ASTM B 213, ISO 4490 등애 의해 제시되고 있 

구멍 (ha1l) 크기가 것 이 고， funnel의 

각 규격마다 

하는 

분체도 

대상으로 으나， 모두 금속 분말을 

각각 다르다. 세라믹 틀리므로， 역시 

spray dried powder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21 

보정용 또한 

。

"1T 

비교하며， 이 경우 배출 

좋은 spray dried powder가 된 다. 다른 방법 으 

자연 spray dried powder를 

짧
 

-5 
-

무게의 

분체의 

일정한 

출시키는 시간(초)을 측정하여 

시간이 짧을 수록 유동성이 

일 반적 으로 funnel로부터 

li:J.l:I-l 
。 닙 무게를 측정하는 

종류， spray dried powder의 

분체의 일정 시간， 분체를 유출시킨 후 유출된 

있다. 이와 같은 흐름속도는 원료의 

로는 

입경， 도 

류
 

종
 

여러 크게 변화된다. Fig. 10은 바인더의 양， 수분함유량 등에 의하여 

=- τι4 
=누 /δ 흐름속도 따른 funnel 구경 변화에 대한 spray dried powder들 에 

결과들의 예이다. 

의 

2.7 안식 각 (Repose Angle) 

method와 discharge method, lnjectlOn 방법에는 결정하는 안식각을 

분체를 유 

경 사각을 측정 하는 injection method (Fig. 

이용되어지고 

구멍으로부터 이용하여 tilting method로 분류되 어 지 며 , funnel을 

분체의 원뿔형 

인해 

출시켜， 적층된 

11)가 편랴성으로 method는 

분체를 funnel (hopper)를 통해， 분체에 외부의 힘이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면에 낙하시켜 원뿔형상의 분체층을 

는 방법아다. 일반적으로 안식각 측정시의 

Injection 있다. 널리 

분체층의 경사각을 측정하 형성시켜 

주요 인자로는 입도분포， 입자의 

논의 되 며 , injection method 함량 등으로 님
 
} 

ι
 

i 
( T 표면 거 칠 기 , void fraction , 

the of slze distance, falling rate , lnjectlOn 인자로서 요
 

주
 

’ 경우는 의 

표면 

영 변화에 따라 크게 

발생되는 측정시 있다. 안식각 

붕괴 현상은 falling di stance와 injection ra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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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며 측정시 경사각간의 편차와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시료량이 적절히 고려되야 한다. 안식각 측정시 시료량 01 
^ 

위해서는 수분 

선정에 

흐름 속도와 같이 정중량법에 의해 안식각을 측정할 경우 시료간 

의한 분체의 적층 크기 차로 인해 시료간의 객관성 있는 측정에 

있어서 

비중차에 

문제가 있 

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료간의 

유지할 수 있는 정용량법이 적합하다 21 

2.8 Granule의 압축률 및 강도 

일정한 분체의 

Spray dried powder의 압축성 u1 

^ 입자 강도는 가압 성형 

적층크기를 

공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의 하나로서 CEN 725-10와 ASTM B331 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상세 설명이 부족하거나 금속 분딸을 대상으로 하는 규격이 

다. 압축률 및 강도는 정속·정압의 조건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얻는 Fig. 12 

와 같은 압력과 성형밀도의 관계(압축곡선)에서 구할 수 있다. 압축곡선에 

서 1 MPa 부근의 압력에서 콕선의 기울기가 변화되는 변곡점이 관찰이 

되는데 이 변독점이 바로 세라믹 과립의 강도를 나타내는 효L 프깅~A.:j 
。..， D (yield 

point) 이 된다. 일반적으로 가압 곡선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있고 22-24 과립의 강도는 과립들이 재배열되는 것 단계와 

보고가 

과립들이 파 

Fig. 12에서는 

되고 

괴가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의 경계점이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되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압독신의 기울기 변화를 관찰할 경우 두 접선의 교 

차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차가 유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가압독선 

에 포화 랩밀도 (saturated tap density) 값을 X 축에 평 행하게 그려 가압 

곡선과 만나는 

평가시， 측정 

χrl ..Q.. 
D "프 

조건에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따라 성형 거동은 변화될 

가압속도등 가압 조건， 시편의 

있다. (Fig. l3) 가압독선 

/‘ 
T 

변화 등이다. 이들 댄수중에 

있는데， 가능한 변수는 

변화， 측정 온도， 수분량의 

바인더가 경화되는 

양， 활드 크기의 

온도애 따른 현상 σ1 하A 
(") (") '-

때문에， 습도에 대힌 영향은 

보고가 되고 있다 00 잉 

바인더의 결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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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전이온도 (Tg ) 2.9 Granule의 

같이 

유동성， 충진성， 압축성 및 강도 등의 다양한 특성이 요구되고， 이 특성들 

은 주로 유기 침가제 (organic binder)의 특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똥，26 Granule 들은 세라믹분말과 결합제， 가소제 등과 같은 

기첨가제로 이루어져 있어 세라믹분말은 물론 유기첨가제의 정확한 특성을 

평가，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기물 특성중 하 

나인 유리전이온도 (Tg)는 granule의 유동성， 충진성， 압축성 및 강도와 매 

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가압성형공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27，정 

서술한바와 

다양한 유 

앞에서 따
 

용도에 사용되는 Spray dried powder는 

。l변곡점을 이러한 유리전이온도는 열분석기 (DSC， TMA 등)의 

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승온속도， 시료량， 분위기， agmg 조건 등의 

도표에서 

L셔 거‘ '2, 
결합제 (PVA)와 변화를 갖게 된다， Fig , 14는 granule의 

가소제 (PEG)의 변화와 수분에 대한 유리전이온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유리전이온도의 변화는 granule과 성형체의 

영향을 주게 된다 21 

변화에 트등/셔 
-, 。

에 따라 측정값이 

료츠 3. 결 

특성 평가 연구의 국제 동향과 입자형태， 입도 분포， 

비표면적， 분체 밀도， 기공도， 흐름속도， 안식각， granule의 압축률 및 강도， 

granule의 유리전이온도 등에 대한 평가기술의 기본원리 및 측정시 변수들 

영향에 

본 논문에서는 분체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관심도 또한 낮은 형편이다. 이 분야의 학문 

적， 산업적인 중요점을 고려할 때， 분체 특성 평가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 

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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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의 I드 l -l 
-=J 'δ 하였다. 분체 n.1 二그 ò 

도~lol 등즈 간단히 대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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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01 powders 

Pbys‘cal 
Grains (prirnary particles) 

Size and shape 
Agglornera‘es (secondary particles) 

Size and ahape 
POI"Osi‘Y 

Amounl 
Size 
Shape 

Particle contac‘ 
Coordination 
s ‘rcnath 

Density 
Spccific surface area 
Permeability 
Cornpa‘ibility 
Flowability 

Chemlcal 
Bulk cornposition 

Major elemen‘5(1 to 100%) 
M ‘nor elcrnenls (10 pprn ‘01%) 
Trace eJcmcn“ (< 10 ppm) 
lnorganic species 
Organic spccics 
、iVatcr and other volaliles 

Phase‘ 
Crys ta1lini‘Y 
ArnOrphOU5 

Surface composition 
Major elements 
M i.nor cJemcn“ 
Trace clcmcnt‘ 
lnorganic specics 
Organic spec‘cs “rater 
Ph‘ ses 

Table 2 Procedure lor par1icle size 

distribution measurement 

Table 4 Variables to affect tap density 

Instrumental Vibration FreQuency. Amplttude. Vibrating 
Variables Direction. Loading. Test Apparatus 

Intrinsic Friction Coefficient. Specific Gravity. Parti이e 

Variables 
Size Distribution. Particle Shape. Surface 
Smoothness 

Environmental 
Temperature. Humidtty. Lubricant 

Variables 

Table 3 Methods 01 par1icle size analysis and nominal size range 

Mot‘od 

Sievlng 
ory 
WCI 
fleld scannina 
。ptical microscopy 
Eleclron microscopy 
Stream sc:ann&ng 
Rcsistivi‘Y 
OpticaJ 
Ultrasonic 811cnuation 
Column hydrodynarnic chromatography 
Sedimenlalion flcld f10w fractionation 
Laser Oopplcr velocimetry 
GravUy 1Wdimentatlon 
Pipenc 
Pho’∞xtloctJon 
X.ray absorplion 
Cenlrifuaal 1WdlmentaUon 
Pholocxtinction 
Ma .. accumula’lon 
X-ray ab~orption 
Olher 
G a.s absorption 
Mcrcury intrusion 
G일 penneabili‘Y 
Cascade impaction 
Brownian motlon 

Nomlnal par’‘ck' 5iz~ 

ι· 

>10 
>2 

0.5- 1000 
0.01-10 

0.05-500 
1-500 

100- 1000 
0.1- \.0 

0 .01- \.0 
0.01-3.0 

1-100 
0 .5-100 
0.1-130 

0.05- 100 
0.05-25 

0.1 - 5 

o α)5-50 
0 .01-200 
0.1-40 

0.05-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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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c: tnca’ 
’magc 

Dynamic/Slokes 

Slokes 

Dynamic/Stokes 

E.quivalent sphericaJ 

Gcomcl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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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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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particle size of AI203 

varying with concentration of 

disperis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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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photographs of BaTi03 

spray dried powders and their cross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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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jection method to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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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변색성 무기안료의 제조 및 특성 

서 동 성*노 재 성 

LG 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충남대학교 정밀공업화학과 

흐 로 
-'- ---, 

최근 외부의 자극 유무에 따라 변색하는 재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들의 응용연구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색 무기 

안료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티탄의 photochromic 현상을 이용 

하기 위해 철 [ill] 이온을 증폭제 (activator)로 도핑 (doping)하고， 알칼리 금 

속산화물 을 수식제 (modifier)로 사용하여 혼합한 후 고온에서 소결처리하 

여 광변색성 무기안료를 제조하였다. 광변색성 무기안료는 자외선 및 가시 

광선이 조사되면 자신의 색상이 겁게 변하고 빛이 차단되면 원래의 백색 

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철 [ill]을 첨가한 이산화 

티탄계 광변색성 무기안료를 제조하고， 그 특성으로 광변색의 민감도， 총 

색상 변화폭， 조사광의 파장 및 세기 의존성， 색상 회복 속도， 온도 의존성 

등을 제조 방법 및 제조 조건， 철 [ill] 첨가량과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였 

다. 

철 (III)을 첨가한 이산화티탄계 광변색성 무기안료는 색상의 변화폭Ul 

E)이 23 정도였고， 최적 조건은 철[ill]의 첨가량이 0.75%, 소결 처리는 90 

Ooc 3시간이었다. 광변색성 무기안료의 360-420nm의 파장범위에서 색상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산화티탄의 밴드 갱 에너지(Eg) 

3.2eV(388nm)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알칼리 금속산화물을 소결조제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 광변색성이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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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외부의 자극에 대해 물리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변색성 소재는 항상 관 

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자극 원으로서는 빛， 전기 

또는 전자， 열， 압력， 용매， pH 등을 들 수 있고， 변색성 소재는 이러한 자 

극에 민감하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 물체 자신의 색상이 가역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광변색 (chromism)이라고 하며， 그 자극 원으로서는 빛， 열 , 전기， 용매 등 

이 있고， 이중 빛에 의한 광변색성 재료(photochromic materials)가 자극에 

가장 민감하고 반응속도도 빨라 이용 가능성이 높다. 광변색 현상은 백색 

도가 높은 이산화티탄을 제조하고자 티탄광물[1]이l 포함된 불순물인 철분 

을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연구 중 발견된 것으로 그 후 기능성 재료로의 

웅용을 위하여 광변색성 연구[2-6]가 진행되어 왔다. 

이산화티탄계 무기안료의 광변색 기작에 대한 가설은 이산화티탄 자신 

에 의한 것 [1]과 불순물로써 이종의 전이금속 또는 전이금속 산화물의 오 

염 (ηontamination) [2] 애 의해 광변색이 증폭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산화티탄 자신에 의한 광변색 현상은 외부에서 조사된 자외선에 의해 

표면에 있던 산소 원자가 제거되어 정공(positive hole)을 생성하게 되고， 

제거된 산소와 결합하고 있딘 티탄 원자는 정공의 부족한 전하 밀도를 메 

우기 위해 분극 하게 된다. 이떼 분극한 티탄 원자가 존재하는 이산화티탄 

의 표면은 완전한 백색이 아닌 푸른빛의 백색을 띠게 되어 자외선이 조사 

되지 않은 이산화티탄의 벡색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알려져 있다[1]. 이 

러한 자외선에 의한 이산화티탄의 표면 산소 원자의 탈락 현상은 광변색의 

원인일 뿐 아니라 이산화티탄 안료의 백아화(ch떠king) [l，7] 및 촉매능[1 ，7] 

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표띤처리 [9] 등의 연구가 시도 

되었다. 이러한 이산화티탄익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결정 격자의 결합 길이 

와 이산화티탄의 색상 댄화룹 루틸 (rutile)91 단결정에 대해 정량적으로 측 

정 한 결과도 있다[10]. 

-216-



이산화티탄에 불순물로써 흔입되어 있던 이종의 전이금속에 의한 광변 

색은 발색 원소로 작용하는 망간， 철， 바나륨 등의 원소가 이산화티탄의 

색도를 저하시키고 광변색 현상을 유도한다[1]. 철의 경우[2] 3가 상태에서 

4가의 상태로 산화상태가 변하면서 생기는 1개의 전자의 주고받음에 의해 

자신의 색상이 reddish white에서 black으로 가역적으로 변화하며[ 4,11], 이 

때 1개의 전자 박탈에 필요한 여기 에너지는 이산화티탄의 밴드 캡 에너지 

(Eg)인 3.2e V (388nm)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철이 흔입된 이산화티탄은 

큰 폭의 색상 변화를 갖는 광댄색성 무기안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이산화티탄애 철 [ill]을 첨가(doping)함으로써 광변색 

tlll ...., 

현 본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철의 

몇 가지 알칼리금속 산화물 

무기안료를 광댄색성 실용적인 증폭시켜 상을 

흔입을 위하여 소결조제로써 효율적인 격자 내 

을 사용하였다. 

2. 실 험 

2.1 사용 원료 

무기안료를 제조하기 위한 모채 (main body)로 아나타제 

이산화티 탄(Ti02 ， Sun chemical)을 사용하였고， 광변색성을 증 

광변색성 

폭시키기 위한 부활제 (activator)로 산화제이철(Fe203， Sun chemical), 소결 

무정 형 실리카(Si02 ， Junsei chemical), 탄산칼습 

(CaC03, y떠{Uri chemical), 산화알루미 늄(Ab03 ， Siny짜u chemicaD , 규산소 

다(Na2Si03 ， Junsei chemical)를 사용하였다. 

(anatase)형 

조제로 위한 돕기 .Q. 
E프 

2.2 제조 공정 

무기안료를 제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티탄과 산화제이철은 혼합하여 분쇄하한 후， 소 

분쇄한다. 마지막으로 규산소다를 용해한 수 

광변색성 

다음 그림 l과 같이 

이산화티 E 이비」 
T l=i UI 

흔합하고 

용액을 분무하고 건조한 후， 소결 처리한다. 각 원료의 

갱
 

결조제를 투입하여 



탄에 대해 산화제이철을 lwt% 내외로 투입하며， 소결조제로 사용하는 실 

리카， 탄산칼슐， 알루미나 및 규산소다는 lOwt% 내외로 투입한다. 열처리 

조건은 상압에서 900 0C로 3시간 소결하고， 로냉하여 광변색성 무기안료를 

제조하였다. 

Ti02 - • - Fe203 

Si02 + CaC03 + Ti02 - • 

Na2Si02 solution - • 

Fig. 1 Preparation of photochromic inorganic pigments by semi-wet 

process 

2.3 물성 측정 및 방법 

광변색성 무기안료에 대한 물성은 다음의 측정 기기를 사용하였다. 광 

변색성 무기안료의 색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시편은 니트로셀룰로오스 

수지에 20wt% 분산한 후， 어플리케이터 (applicator)를 사용하여 일정한 도 

막 두께를 갖는 필름(film)을 제작하고 이것을 색차계 (Colorimeter CR - 300, 

Minolta)로 측색하였다. 색상 댄화는 Hunter의 표색계인 L*a*b* 좌표를 사 

용하여 비교하고， 총색상 댄화량( L1E)을 구하였다. 광변색을 일으키기 위한 

광원으로는 일광 및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였다. 광댄색 무기안료의 광학 

특성은 광조사 전후의 반사율(reflectance ， %R)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비교 

하였고， 고체 시료용 UV NIS spectrophotometer(Cary-4 , Varian)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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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모재로 사용된 이산화티탄과 광변색 무기안료의 결정형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하여 X-선회절분석 (XRD， Rigaku)을 실시하였으며， 입자의 모양 

관찰을 위하여 전자현미경 (SEM， Jeol)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변색 무기안료의 색상 변화 경향 

Fig. 1 의 제조공정과 같은 방볍으로 제조하여 광변색성 무기안료를 얻 

었다. 산화제이철이 0.25wt% 첨가되고， 소결조제로 실리카 : 알루미나 : 탄 

산칼숨 : 규산소다를 6.5 1.0 1.5 1.0의 비 율로 이 산화티 탄에 대 해 

10.0wt% 사용하여 900 0C 에서 3시간 소결 처리한 광변색성 무기안료를 1일 

전에 광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애서 보관한 후， 일광 조사에 의한 색상변화 

경향을 측정한 것을 다음 Fig. 2에 나타내었다. 

25 

20 

15 

(Ll E) 
10 

5 

O 

o 10 20 30 40 50 (rTin) 60 

Fig.2 Color clifference of photochromic inorganic pigment by solar 

irradiation 

일광 조사에 의한 광변색성 무기안료는 벡색도가 93에서 70으로 현저히 감 

소하였고， 이러한 명도 변화는 광조사 후 30초 이내에 총변화량의 80% 이 

상이 변하였으며， 20분 이상에서는 Fig.2와 같이 색상의 변화 속도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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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진행되었다. 

일광 조사로 인해 색상이 변한 광댄색 무기안료를 빛이 차단된 암실에 

서 보관하면서 원래의 색상으로 되돌아오는 색상 회복 경향을 측정한 것이 

다음 Fig.3에 나타내었다. 색상 회복 경향은 광조사에 의한 변색 경향과는 

다르게 상당히 느린 속도로 복귀됨을 알 수 있다. 실온 상태의 암실에서 

거의 하루가 필요하며 이것은 광변색 경로와 색상 회복 경로가 다름을 시 

사해준다. 

25 

20 

15 
(.<1티 

10 

5 

o 
0 5 10 15 (hrs) 20 

Fig. 3 Color recovery of photochromic inorganic pigment in dark 

room 

3.2 산화제이철의 첨가량과 제조조건의 영향 

광변색성 무기안료의 산화제이철 첨가량과 광변색 정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다음 Fig. 4애 나타낸 것과 같이 O.25wt%애서 L1 E 값이 최대 

를 보이다 급격히 감소하고 1.Owt% 부근에서는 완만히 감소하였다. 

한편， 이산화티탄은 823 0C 에서 결정형이 아나타제에서 루틸로 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결정형의 댄화 즉 모체인 이산화티탄이 루틸형 

일 경우 광변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애 따른 소결 온 

도의 광변색성 영향은 Fig. 5와 같이 900 0C 에서 최대값을 보이고，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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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color difference of photochromic inorganic pigments for 

Fe-doped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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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tal color difference of photochromic inorganic pigments for 

sínten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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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에서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이산화티탄의 결정구조가 아나타제 

형이 루틸형보다 Fe의 침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900 0C 3시간의 소결 조 

건으로는 완전한 결정형의 전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3 조사광의 파장과 주위 온도의 영 향 

이산화티탄은 자외선에 의해 표면의 산소원자가 제거될 뿐 아니라， 표 

면 또는 표면 가까운 내부에서 자유전자와 정공이 생성되어 이들이 표면으 

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알려져 있다[7]. 이때 전자가 전도대로 여기 되는 

데 필요한 애너지를 band gap energy(Eg)라고 하며， 이산화티탄의 Eg는 

3.2 e V(388nm) 정도이다. 본 연구애서 제조된 광댄색 무기안료도 가시광션 

을 조사하였을 때보다 Eg애 가까운 파장의 자외션을 조사하였을 때가 광 

변색 속도 및 세기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광의 파장이 

254nm, 362nm인 자외선 과 가시광션을 30분간 조사하였을 때의 L1 E값을 

다음 표1에 나타내었다. 

표1. 조사광의 파장별 색상변화(L1 E) 

조사광 254nm 자외 선 I 362nm 자외 선 가시광선 

L1 E 3.4 22.7 18.2 

표1의 결과와 같이 밴드캡 애너지 부근 파장의 광원이 광변색 무기안료 

의 색상 변화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광변색 무기안료는 Fig.3과 같이 실온에서 색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원 

래대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훨씬 길게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색상 

이 변화하는 매커니즘과 되돌아오는 매커니즘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광변색 무기안료가 노출되는 주위 옹도애 대한 영향을 측정한 것을 

다음 표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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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광변색 무기안료가 노출된 주위 온도별 색상변화CLIE) 

노출온도 25 0C 50 0C 75 0C 100 0C 125 0C 150"C 

L1 E 23.2 16.3 7.8 3.3 1.9 1.2 

표2의 결과와 같이 주위 옹도가 낮을수록 색상 댄화량(L1 E) 이 크게 나 

타났고， 온도가 높을수록 색상 변화량이 낮았다. lOOoC 이상애서는 시각적 

으로 색상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색상 댄화량이 작아졌다. 이것 

은 광변색 무기안료의 변색 중심원자로 작용하는 Fe[ III] Ccolorless)가 전자 

1개를 잃고 생성된 Fe[ N](black) 이온이 다시 전자를 얻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발해 

진 열 진동으로 광변색 무기안료의 모체인 이산화티탄의 결정격자가 느슨 

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Icr,.æ 

XR 39,oc 

~J‘ 00 

iO.띠 

~.oa 

κ.00 

tO. c~ 

:lO. OC 

,0.0) 

10.00 

~， CO 
2CC. )J 3J~.α l(O.CO 50C.CQ ，00.0。 7a1l, GO 900.00 

(nm) 

Fig. 6 Reflectance of photochromic inorganic pigment in dark 

room an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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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광학 특성 

광변색 무기안료가 주로 자외선 B에 의해 색상댄화가 구동되고 열에 

의해 원상 회복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총체적인 결 

과를 자외선 및 가시광산 영역의 반사율 스펙트럼으로 확인한 것이 다음 

Fig.6이다 

Fig. 6은 광변색 무기안료를 암실에서 보관한 것과 광을 조사하여 색상 

을 변화시킨 것을 UV NIS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한 것이다. 광변색성 

무기안료를 Kubelka-Munk의 식 [12-13J으로 계산한 반사율(%R)은 자외선 

영역에서는 이산화티탄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며(다른 의미로는 자외선 

영역에 흡수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산화티탄 

과 전혀 다른 반사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광변색 무기안료를 암실에서 보 

관한 것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고른 반사율을 보이므로 백색 안료임을 나타 

내는 반띤， 광을 조사한 것은 400-600nm에 반사율이 저하되어 있어서 흑 

적색을 띄는 무기안료로 보이게 됨을 반사 스펙트럼은 보여준다. 

3.5 소결 조제의 영향 

광변색 무기안료를 제조할 때 사용된 실리카， 알루미나， 탄산칼습， 규산 

소다는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이산화티탄과 복산화물 형성할 수 있거나 열 

처리시 소결 온도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산화제이철의 Fe 

[IIIJ 이온을 쉽게 이산화티탄 결정 격자 내부로 쉽게 도핑 (doping)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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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광에 의해 감응하여 자신의 색상이 가역적으로 변하는 무기안료를 얻 

을 목적으로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탄에 Fe를 쉽게 도핑 시키기 위해 소결 

조제를 반습식으로 부가한 후 소결 처리하여 효율 좋은 광변색성 무기안 

료를 얻을 수 있었다. 광변색 무기안료의 색상변화는 실온에서 L1 E 23.2를 

나타내는 우수한 광변색성을 보였으며 색상변화는 주로 자외선 B에 의해 

구동되었고， 기온 될 경우 원래의 색상 회복력을 촉진하였다. 소결조제로 

사용한 몇 가지 산화물들은 이산화티탄의 결정 격자의 변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Fe의 도핑과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추후 연 

구를 통하여 색상 변화량이 더욱 크고， 색상 회복 속도가 빠른 광변색 무 

기안료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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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활용현황 분말의 비철금속 

정 인 범 

(주) 창 성 

최근 자동차， 가전분야를 비롯한 조립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관련 

부품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분말야금법에 의한 소결부품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분말의 수요도 크게 늘어 1996년 기준 

약 20，000톤， 동계분 2，000톤 등으로 과거 10년전에 비 해 약 10배 정 

도 증가되었다. 철분의 경우는 일부 용접봉용을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련부 

품을 중심으로한 분말야금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계를 비롯 

한 비철금속분말의 경우는 일반 분말야금용 이외에도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 

용도별로는 먼저 전통적인 분말야금분야를 응용한 분야로 오일레스베아 

메탈부시 및 베아링， 마찰부품， 기계부품， 전기접점재， 금속필터， 초경합 

금， 복합재료， 다이아몬드공구， 용침용재료， 등이 있다. 

분말야금이외의 분야를 대별하여 살펴보면 전자재료， 도전재료， EM1 재료， 

불꽃재료， 용사용재료， 금속도료， 수지충진제， 용접봉재료， 건전지， 화학약품， 

연마제， 환원제， 추진제， 자성재료， 등의 다양한 용도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크 채용도 

료르 
'---1. 서 

게 

철분 

다. 

링， 

있다. 

고에서는 이러한 비철금속분말 중에서 동 및 통합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분， 코발트분， 니켈분， 저융점분(주석， 납， 솔더， 아연)，귀금속분， 

등의 국내 활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 

비철분말의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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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순도 99.5%이상의 동분으로써， 그 제조방법에 따라 분사분， 전해 

동분， 편상동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1에 주요특성을 나타내었다. 분 

사분의 경우는 대부분 고압 수분사법에 의해 제조되며， 때로는 표면적을 

넓게 하고 성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분사 후 산화·환원 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주된 용도는 먼저 오일레스 배아링의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주석분말 10%와 흔합하여 혼합청동분이라 불리며 뒤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두 번째 용도로는 철계 소결품 제조시 2-5%의 수분사분을 첨가하 

여 기공을 채움으로써 고밀도화애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고 있는데 

ACU-140이 주된 규격으로 동의 편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최근 

에는 철분 제조회사에서 철분에 동분을 확산접 합(Diffusion Bonding)시 킨 

제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철계 소결용의 순동분의 사 

용량이 철분의 사용량 증가에 못 미치는 편이다. 세번째 용도로는 순동의 

양호한 열전도도를 응용한 자동차용 각종 마찰재의 원료로 ACU-60 규격 

의 굵은 분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전기접점재료 분야에 일부 용도 

가 있는데 진공차단기용 Cu-Cr 접점재가 소결법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아 

주 미세한 Cr분말과 ACU 규격의 동분말을 혼합·성형 및 진공소결 .CIP 등 

의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있으나 역시 편석문제가 민감하다. Cu-W 

계 접점용으로 순동분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수요가 미미하다. 

전해동분 

전해동분은 전기도금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조되며 제조조건을 달리함으 

로써 입도， 모양 등을 달리하여 만들 수 있다. 분사법으로 제조된 분말보 

다 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지상(dendrite)의 모양으로 인해 비표면적이 

크고， 성형성이 매우 우수한 동분말이다. 

전통적으로 카본브러쉬용 동분말은 전해동분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사 

용되어 왔다. 카본브러쉬는 전기전도도와 기계적인 강도를 갖는 동 

Skeleton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분산된 흑연이 고체 윤활작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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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 Characteristics Of Pure Cu Powder 

겉보기 환원 
표준입도 (wt.%) 

풍 표준화학 밀도 
유통도 

감량 

명 
규 격 

조성 (wt.%) (A.D .• g 
(F요，초/ (HzLos 

5Og) +325 
/cc) s.%) + 60 1 + 80 1 +100 1 +140 1 +200 1(-2001-325 

분무 

환원 ACU- 60 Cu 99.5min 3.0-3.8 35max 0.3max 10max 30l11in Bal 5111ax 
통분 ACU- 80 Cu 99.5min 3.0-3.8 35max 0.3max 5max 20mm Bal 5nax 

ACU-1oo Cu 99.5min 2.8-3.5 45max 0.3max 5111ax 10-20 20-30 20-30 30-50 
ACU-140 Cu 99.5min 2.8-3.5 45max 0.3max 5max 10-20 20-40 40-60 
ACU-200 Cu 99.4min 2.7-3.5 NA O.4max 10max 20- 30 60-80 
ACU- 325 Cu 99.3min 2.7-3.5 NA 0.5max 3max Bal 80min 

전해 
ECU-140 Cu 99.6min 1.5-2.0 NA 0.3max 3max 10-30 30-50 40-60 

통분 
ECU-2oo Cu 99.6min 1.3- 1.8 NA 0.3max 3111ax 20-40 60-80 
ECU-325 Cu 99.5min 1.2- l.7 NA O.4max 1max 5-20 80-95 

FC-200 Cu 98.Om in. 0.9- 1.3 NA NA 5max 30-50 50-70 
편상 Lub 1.0max 
통분 FC-5oo Cu 97.Om in. 0.8- 1.2 NA NA 5111ax 95min 

Lub 1.0max 

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흑연과의 혼합도가 좋고 높은 성형강도를 갖는데 

는 전해동분이 가장 유리하다. 오일레스베아링에 사용되는 동분말 중에서 

도 길이/직경 비가 큰 베아렁이나 두께가 앓은 베아링 등의 경우는 성형후 소 

결시 뒤틀림이나 할로우현상(베아링의 위， 아래부분보다 가운데가 많이 수축되 

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는 주로 성형시 밀도편차가 존재 

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동분을 사용함으로써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석재 절단용 다이야몬드공구에도 전해동분이 사용되어 좋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최근에는 10μm이하로 특수하게 제조된 전해동분이 개발되어 전자파차폐 

용이나 수지충진제， 도전성도료에 응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참고로 표 2 

에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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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동분은 먼저 분사법에 의한 분말을 제조한 후 볼밀법， 도쇄법의 방 

법으로 2차가공을 하여 편상(Flake)의 분말로 만든 것으로， 전자파차폐용도 

료， 도전성도료나 수지충진제 등에 응용되고 있으나 활용도는 아주 작은편 

이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Fine Electrolytic Cu powder (Fukuda, ]apan) 

곁보기밀도 유동도 
입도분포 (%) 

품 명 
(g/cm3) (s/50g) 

+180μm + 15011m + l0611m +7511m +63μm +45μm -4당1m 
t--

i FCC-1l5 0.7-1.2 < 2 <10 >90 

tl F ACC-115 < 3 <10 >90 

1.2-2.0 TD(g/cmJ ) : 2.7-3.7, HL(%): <0.5, 

FCC-SP-
2.5-3.0 TD(g/cmJ ) : 3.8-4.3, HL(%): <0.29, Dso(μm) <13 

i 99 

혼합청동분 

흔합청동분은 오일레스베아링용 분말로써 순동분말 90%와 주석분말 

10%곽 적당한 첨가제와 함께 혼합하여 제조한다. 이때 사용되는 순동분 

괄은 일반적으로 수분사법으로 제조하여 산화·환원 공정을 거쳐서 적당한 

바표면적과 성형성을 갖도록 하였고(순동분. ACU-140상당)， 주석분말은 공 

기분사법으로 제조하며 입자크기에 따라 베아링의 특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325mesh분말을 사용한다. 

청동계 오일레스베아링은 소결중에 주석이 저온에서 액상으로 잠시 나타 

났다가 합금화되면면서 사라지는 전형적인 천이 액상소결과정을 겪게 되 

는데， 소결조건에 따라 오히려 치수 팽창이 일어나기도 하는 재료로써， 소 

결후의 최적의 기공도 유지， 배아링의 기계적 성질개선， 정밀한 치수 제어 

륜 위해 소결업체별로 독자적인 소결조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동과 

주석의 밀도차와 입도차이로 인해 소결후 주석편석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합시 별도의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어 소결거동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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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Oilless Bearing Materials 

화학성분 (%) 소결특성 

No. 
합금계 압환강도 

(주요성분) Cu Fe Sn Pb C 기타 
밀도 함유율 

(kg/mmz 
(glcm) (wt.) 

1 Cu-Sn Ba l. 8-11 1 > 6.4-7.2 18 < 15 < 
2 Cu-Sn-Pb-C Ba l. 8-11 3> 3 > 1 > 6.4-7.2 18 < 15 < 
3 Cu-Sn-C Ba l. 8-11 3 > 1 > 6.4-7.2 18 < 15 < 
4 Cu-Sn-Pb Bal 3-5 4-7 1 > 6.4 -7.2 18 < 15 < 

5 Cu-Sn-Pb-C Ba l. 
lMoSz 1.5-5.5 7-11 1.5 > 1.5 > 1 > 6.4 -7.2 12 < 15 < 

Ni < 3 
6 Cu-Sn-Pb Ba l. lMoSz 1.5-2.5 7-11 1.5 > 1 > 6.4 -7.2 18 < 15 < 
7 Fe-Cu-C 5 > Bal. 1 > 5.6-6.4 18 < 25< 
8 Fe-Cu-Pb 3 > Bal. 2 > 1 > 5.6-6.4 18 < 20< 
9 Fe-Cu-Pb-C 5 > Bal. 3-10 3 > (5.7-7.2) 15 < 20< 

10 Fe-Cu-Sn 48-52 Bal. 1-3 3 > 6.2-7.0 18 < 20< 

11 Fe-Cu-C 14-20 Bal. 1-4 1 > 5.6-6.4 18 < 16 < 

12 Fe-Cu-Zn 18-22 Bal. 1-3 Zn 1 > 5.6-6.4 18 < 15 < 2-7 

욱 복잡하게 만든다. 청동계 베아링재질은 9OCu+10Sn을 기본으로 C, Pb, 

MOS2등의 고체 윤활제를 첨가하여 하중 및 작동조건에 따른 베아링 윤활특 

성을 제어하고 있고， 띠l 로는 Ni , Co, Zn 등이 첨가되어 모터 작동 초기의 

베아링 마찰을 제어히-기도 한다. 

최근에는 원가절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동-철계 또는 연-철계의 

베아링 재질이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동-철계의 경우 

간혹 Sn, Zn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기도 하고， 대개는 C, Pb등의 고체 윤 

활제가 함께 사용되어 윤활특성을 만족시키기도 한다. 연-철계는 한때 원 

가측면의 유리함 때문에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소결시 Pb의 비산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표 3， 4애 오일레스베아 

링용 재질의 종류와 기관특성을 나타내었다. 소결업체별로 소결조건(소결로 

형태， 소결온도， 시간， 분위기)이나 소결후 정형공정 같은 후가공 공정이 다 

-231-



Table 4. Application Characteristics Of Oilless Bearing Materia1s 

사옷삿의트성 

합금계 
한겨IPV 축 회 전 하 중 | 피절 

No 
(주요성분) 

값 
음향 고온 

삭 jpJ 방청 치수 
가격 

<gf. m/cm 고속저속단속습성 고하 저하충격 가공 성 력 정도 
2 τ i'- l i'- ).j mm 

11 Cu-Sn 0 ,000) O O @ O @ O O + 

21 Cu-Sn-Pb-C 0，에0) O O O O O O O A O O ± 

31 Cu-Sn-C 0 ,000) @ O O O O O A 0 O + 

41 Cu-Sn-Pb (200) O A O @ @ O @ ± 

51 Cu-Sn-Pb-C (3,000) @ O O @ @ @ O O O O A O O + + 

61 Cu-Sn-Pb 0 ,000) O @ @ O O @ O @ O O O O + + 

71 Fe-Cu-C (2,000) @ O O A A A A 

81 Fe-Cu-Pb 0 ,500) O O O A O O O 

91 Fe-Cu-Pb-C (2,000) O 。 O 。 O O @ O O O 

10 Fe-Cu-Sn 0 ,500) O O O O O O O O 

11 Fe-Cu-C 0 ,500) O O A O A O 。 A A A 

12 Fe-Cu-Zn 0 ,000) O O O O A O O 

주) 1) @ : 우수 0: 양호 가능 6 부적합 

2) 한겨IPV 값에서 내경기공 조정한 경우 ( )수치보다 작게 된다 
3) (가격 ) ++ 고가 ::t: 보통 저 렴 

르기 때문에 각 업체별 금형특성에 맞는 원료분말의 공급이 필수적이며， 밀 

도， 함유율， 압환강도 이외에도 정형후의 내면조도의 제어를 위해 분말의 

연성도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되고 있다. 

특히， 음향기기， 컴퓨터용 정밀모터에 사용되는 오일레스베아링은 각종 치 

수의 정밀도 뿐 아니라 구동초기에 오일의 윤활작용이 정상상태에 이르기 

전에 발생하는 모터축과 배아링의 마찰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무소음 

및 수명제어에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많은 시도들이 소재측면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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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과 주석을 확산접합(Diffusion Boding)시킨 분말이 개발되어 

주석편석의 최소화， 성형성의 개선을 통해 고품질 베아링을 가능케 하려는 

시도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내 오일레스베아링분야는 자동차용이나 가전용의 경우는 비교적 활발 

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 음향기기 OA기기용 소형정밀 베아링 

의 경우는 일본， 대만으로부터 많은 수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결업체의 분발이 요망된다. 

합금청동분 

분말야금용 청동분으로 앞에서 언급한 혼합청동분이 동계분말의 가장 전형 

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한때 이러한 오일레스베아링용 분말을 합금청동 

분으로 이용하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성형성， 기공도제어， 압환강도 

의 한계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 공구 

분야에서 합금청동분의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석 

재 절단용 다이아몬드공구 분야에서는 인조 다이야몬드의 결합재로 1니m급 

의 극미세 코발트분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코발트 가격의 폭등과 수급 불 

안으로 인해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합금청 

동분도 그러한 시도로 인해 적용이 늘고 있다. 공구용 합금청동분의 주요 

특성을 표 5에 나타내었다. 

합금청동분은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불활성가스분사법으로 제조된 구형 

분말이 사용되며 대부분 325mesh 이하의 미분을 사용하고， 미량성분의 변 

화에 따라 Hot Press시 소결특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 

합금청동분의 또다른 용도는 태프론 등의 수지에서 filler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구형분과 불규칙분이 업체마다 제조공정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다이아몬드공구용보다 다소 큰 입도의 것 (-200mesh) 이 사용된다. 

합금청동분의 세 번째 용도는 메달필터이다. 필터용 합금청동분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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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Pre-alloyed Bronze Powders 

규 격 
표준화화조성 겉보기밀도 유동도 입도분포 

(wt.%) (g/cc) (초/50g) (wt.%) 

PAB- lQ Cu90, Sn lO 4.5-5.5 15max all - 325mesh 

PAB-15 Cu85, Sn15 4.5-5.5 15max all - 325mesh 

PAB-20 Cu80, Sn20 4.5 -5.5 15max all - 325mesh 

PAB-33 Cu67, Sn33 4.5 -5.5 15max all - 325mesh 

분으로 89Cu+llSn의 조성애 0.35%의 P가 침가된 것이 표준조성으로， 80-160 

~m의 입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청동 켈멧트분 

자동차， 선박용 엔진메탈배아링은 보통 steel-backed bearing으로써 스틸 

판에 Pb가 함유된 동합금분을 깔아서 소결한 후에， 압연공정， 프레스공정 

을 거쳐 제조된다. 배아링애 가해지는 구동하중에 따라 합금조성이 결정 

되며 크게 연청동분 켈멧트분 Pb가 함유되지 않은 합금청동분으로 나뒤 

어진다. 

전형적으로 구형분말이 사용되므로 불활성 가스분사법으로 제조되며， 소 

결 및 압연후 소결층의 Pb부위의 크기가 베아링 특성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분말의 입도분포， 산화도 등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공정의 자동 

화에 따라 분말의 유동성 겉보기밀도 등의 공정 변수들의 제어가 중요해지 

고 있다. 베아링 제조후 최종적으로는 LTC삼원도금(Lead - Tin -Copper)을 

하여 윤활특성을 비롯한 배아링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자동차용 엔진메탈배아링 재 질로 동계가 사용되었으 

나 자동차 경량화에 따라 일반 승용차용 엔진메탈 1I11 아링 은 대부분 Al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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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Metal Bearing Materials 

겉보기 
유동도 환원감량 

표준입도 (%) 

풍 명 규격 표준화학조성 (%) 밀도 
(FR，초 (바Loss， 

(AD.,g/ 
앓) %) 

+ 80 I + 140 I + 32) I - 32) 

α) 

P패‘.-1 cu æ.5, ~ 연'.5 5.2--ú.0 장nax 0.3max 2rrEX 15-3) 15-40 4O-tD 

}어Iret분 
P왜{-2 cu ffi, ~ :fj 5.2--ú.0 장nax o.3rnax 2rmx 15-3) 15-40 4O-tD 
P쩌{-3 cu 70, ~ 3) 5.2--ú.0 장nax 0.3rnax 2rrruc 15-3) 15-40 짜-ffi 

PAK-4 cu 15. ~ 2) 5.2--ú.0 장nax 0.3rnax 2rn1X 15-3) 15-40 40• Ð 
cu 잃， Sn 4, ~ 4, 

ALB-1 Zn 4 rrruc 5.0-5.8 2&nax o.3max 2rrruc 15-3) 15-40 40-뻐 

연청동분 A다3-3 cu 00, Sn 10, ~ 10 5.0-5.8 장nax 0.3rnax 2rrruc 15-3) 15-40 4O-tD 
ALB--ú cu 72.5, Sn 3.5, ~ 5.0-5.8 장nax O.3rnax 2rrruc 15-3) 15-40 40-뻐 

24.0 
cu 없， Sn8， PO.5 

인청동분 
PBP-3 rrruc 5.0-5.8 장nax 0.3max 2rrruc 15-3) 15-40 4O-tD 
PBP-4 cu &l, Sn 11, P 0.5 5.0-5.8 장nax O.3max 2rrEX 15-3) 15-40 4O-tD 

rrruc 

l-Sn합금)로 바뀌었으며， 상용차나 일부 고급 승용차 및 선박용에만 동계 

베아렁이 사용되고 있다 

황동분 

황동분은 국내에서는 소결품으로의 활용이 많지 않으며， Pb가 2%함유된 

2/8황동의 경우 냉장고 컴프레서용 Weight Balance와 자동차용 마찰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순알루미늄분 

순알루미늄분은 제조방법에 따라 공기분사분과 불활성가스분， 플레이크분으 

로 나뉘어진다. 공기분사분은 주된용도가 철강산업에서 제강용 전로의 축로에 

쓰이는 염기성 내화벽돌의 침가제로 쓰여서 내화물의 수명을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325mesh이하가 80%이상의 미분이 사용되며 공업용 순도， 

99.5%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60mesh이하의 굵은분말은 자동차용 마찰 

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순알루미늄분은 미 분화됨 에 따라 자연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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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폭발의 위험도가 매우 커지므로 제조 및 취급에 극히 조심하여야 하 

며， 수분과 접촉하띤 수소가스의 발생으로 더욱더 위험해지므로 주의를 요 

한다. 순알루미늄분말은 방위산업용원료로 일부 쓰이기도 한다 

알루미늄합금분 

소결법에 의해 분말야금공정의 장점을 살려 알루미늄합금부품을 제조하고 

자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큰 활용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2000계 및 6000계의 알루미늄합금분(실제로는 혼합분임)이 소결용 

Table 7. Characteristics Of Al Alloy Powders 

Chemical Composition(wt.%) 
A. D. 

ParticIe Size Distribution (wt.%) 

Cu Si Mg Lub AIl202 (g/cc) +50 +50+100 -100+200 -200+325 -325 

601AB 0.25 0.6 1.0 1.5 Bal 1.25 Trace 10-20 20-30 15-25 30-40 

602AB 0.4 0.6 1.5 Bal 1.25 “ “ “ “ “ 

201AB 4.4 0.8 0.5 1.5 Bal 1.30 “ “ “ “ “ 

202AB 4.0 1.5 Bal 1.28 “ “ “ “ “ 

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다. 표 7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미국 Alcoa사의 

201 , 601 Series의 분말특성을 나타내었다. 

이 분말은 Al 1202 분말에 Cu , Mg , Si을 각각 분말상태로 첨가 · 혼합하 

여 제조한 것으로， 알루미늄합금의 경우 강도의 증가로 인해 고밀도성형이 

곤란하게 되어 소결시 치밀화가 어려워지므로， 순알루미늄분과 다른 합금 

원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함으로써 고밀도 성형을 가능케 하고， 소결공정 

에서 최종적인 합금화를 이룩하여 원하는 기계적인 성질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기분말은 소결후 기계 가공시 주 · 단조품에 비해 아주 우수 

한 가공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일본.에서는 컴퓨터， OA기기 

관련 부품중에 Al소결품을 응용한 것이 활발하게 채택되고 있으나，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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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이밖에 알루미늄합금분으로 Al-Si계는 므레이징용으로 오래전부터 사용 

되어 왔으며 Si 12%가 전형적인 조성이다. 분말야금용은 아니지만 

A1-Mg합금분이 분쇄법에 의해 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용접봉용 

플럭스의 첨가제， 폭죽용 원료， 제강용 내화벽돌의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으 

며 Mg 50%가 표준적 인 조성 이 다. 

코발트분 

코발트분은 전형적인 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분말로써， 1니m급의 

극미세분의 제조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다양해졌다. 국내에서는 

선진국과는 반대로 다이아몬드공구용이 초경합금용보다 훨씬 큰 수요를 

나타내어 년 400톤의 총수요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 

되는 공구용 코발트분은 사용하는 규격이 한가지로 단일화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Table 8. Characteristics Of Extra Fine Co Powders 

Chemical A.D. T.D. FSSS 
Laser Analysis 

a/ ß 
Comp. 

g/cm3 g/cc tLIIl 상비 
wt.% 10% 50% 90% 

99.8 up 1.0-1.3 1.9-1.3 1.2- 1.5 4띠1 7띠1 10μm 65:35 

다이아몬드공구의 경우 과거에는 다이아몬드와 금속분말을 흔합한 후 성 

형하여 수소 소결하는 Cold Press 방식에 의해 공구를 제조하였으나， 최근 

에는 흑연 모울드에서 직접 통잔 · 가압 소결하는 Hot Press 방식으로 대 

부분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다이아몬드 지립을 잡아 주는 결합재로써의 

금속분말 Bond의 구성이 새롭게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공구 

용 금속기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 성질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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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다이아몬드지립의 양호한 보지력 

ii) 강도와 연성의 적절한 결합 

iii ) 다이아몬드 크기/농도와 작업조건에 따른 마모율 제어 

iv) 높은 내식성 

이러한 기본요구 성질을 바탕으로 피절삭재의 종류에 따라 수많은 금속 

Bond가 개발되어 왔으며 각 공구제조업체 별 노우하우로 축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코발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 합금청동을 

비롯한 코발트 이외의 금속분을 활용한 Bond의 개발 · 채용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합금청동， 전해동분， 니켈， 주석， 은， 크롬， 망간， 텅스텐， 몰리브 

데늄， 등의 다양한 금속분말들이 코발트와 함께 Bond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다이아몬드공구의 수명과 절미성을 결정하게 된다. 

저융점분 

저융점분애는 주석분， 납분， 솔더분， 아연분이 포함된다. 주석분은 대개 

공기분사법으로 제조되며， 200mesh이하의 입도로써 오일레스 베아링용 청 

동분의 원료로 쓰이고， 일부는 자동차용 마찰재의 원료， 다이아몬드 공구용 

Bond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납분도 역시 공기분사볍으로 제조되며， 주로 

철계소결품의 첨가제나 연철계베아링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솔더분은 

주로 전자용 솔더크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데 최근 표준실장부품(SM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 

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회로의 핏치 크기가 갈수록 미세화 됨에 따 

라 솔더분의 크기도 400mesh급으로 미세화가 요구된다. 구형도， 엄격한 

입도분포， 산화도제어등의 까다로운 품질수준을 맞추어서 시급히 국산화가 

되어야 할 품목이다. 아띤분은 주로 알칼리 1차전지의 음극원료로써 사용 

된다. 요구입도는 -60+ 140mesh로 비교적 굵은 분말이 사용되고， 전지특성 

제어를 위해 In , Bi, Pb가 약500ppm 정도로 미량 첨가되어 있으며， 표면특 

성의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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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그소B 
p ~τr 

귀금속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은분이다. 은분은 도전성 페이스트의 제 

조에 사용되며 구상은분과 플레이크상은분의 두 종류가 있다. 저온경화형 

페이스트에는 주로 플레이크상 은분이 사용되며， 고온소성형 페이스트에는 

구상은분이 사용되고 용도에 따라 0.2- 1.0μm의 입도가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페이스트의 개발이 활발하지 못해 그 사용량이 크지 않 

으나， 완제품 은페이스트의 수입은 전자부품산업의 발달에 따라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은분의 또다른 용도로는 다이아몬드 공구용과 전기접점용 

이 있으며 이러한 용도로는 1-3μm 정도의 중간크기 은분이 사용된다. 

최근에 MLCC의 국산화에 따라 MLCC의 내부전극으로 사용되는 팔라디 

움의 수요가 크게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완제품 페이스트상태 로 수입하 

는 것이 대부분이나 MLCC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원가의 큰부분 

을 차지하는 팔라디움분의 국산화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긴요 

하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비철금속분말의 활용현황은 용도의 다 

양성에 비해 그 수요는 소량인 전형적인 소량다품종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품목별로는 전세계적으로 업종 전문화된 대형 메이커가 존재하 

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시장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재의 종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소재업체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 정책적인 지원뿐 아니라 국내수요업계의 국산소재에 대한 남다른 애정 

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1997년 10월 24일 개최된 제 7 

회 분말야금 심포지염에서 발표된 내용얘 기초한 것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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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 초미분체의 제조 및 특성 연구 

장 희 동， ‘박 균 영 **최 청 송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 

*공주대학교 화학공학과 ••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초미분체란 일반적으로 입자크기가 0.1 미크론 이하의 분말을 말하며 

파쇄방법에 의해서는 제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핵 (nuclei)으로부터 

성장시키는 방볍에 의해서만 제조가 가능하다. 

금속 초미분체의 제조에는 크게나누어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 물리적방볍이란 금속을 가열하여 증발시킨후 금속증기를 응축시 

켜 초미분체를 만드는 방법이다. 화학적 방볍은 금속화합물을 환원제와 

반응시켜 분말을 얻는 방법으로서 반응에 참여하는 금속화합물의 상태 

에 따라 기상， 액상， 고상 반응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것이든 화학 

반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에너지 변화가 음(negative)의 값을 가 

져야 하는 제한성이 있다. 물리적 방법에 의해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은 

금속을 증발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서 제조비용이 높 

고 생산성 이 낮은 반면 고순도의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화학적방법은 반응물질 또는 생성물질로 부터의 오염이 되기 쉬운 단 

점이 있으나 제조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1]. 

금속 초미분체는 자기테프 촉매 센서 소결촉진제 등 신소재로서 많 

이 활용된다. 금속분말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표면적의 증가는 촉매로서의 활성과 센서로서의 감응도 

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철 초미분체는 고밀도 자기기록 매체로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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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고 또한 비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귀금속 촉매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금속 초미분체는 신소재 물질로서 현재의 용도보다도 

미래의 용도와 수요가 크게 기대되는 재료이다[2]. 특히 일본에서 금속 

초미분체의 제조와 용도개발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일본에서는 이 

미 자기기록매체， 소결촉진제 둥의 분야에 금속 초미분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금속 초미분체 제조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는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초미분체 제조방법 중 화학적 방법인 기상반응 

법을 대상으로해서 철 초미분체 제조시 새로운 특성을 규명하여 반응 

기 설계 및 실용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체상태의 금속염화물을 수소로 환원하여 금속 초미분체를 얻는 실 

험 은 Otsuka 둥[3]， Lamprey 등[4] ， Morooka 등[5] 의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금속 초미분체를 

얻기 위한 실험변수로서 반응온도， 금속 염화물의 농도， 반응가스의 유 

량 등의 기본적인 변수들에 관해서만 많은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나 입 

자의 크기만 중시되었고 크기분포 조절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반응법에 의한 철 초미분체 제조시 균 

일한 크기분포를 가진 분말을 얻기 위해서 반응물질을 혼합하는 반응 

기의 노즐형태 , 반응물질의 초기상태 및 반웅물질의 예열온도를 조 

절함에 의해 생성되는 분말의 입도 크기 및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실 

험적으로 조사하고， 제조된 철분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가. 열역학적 고찰 

금속염화물이 수소와 반응하면 다음과 같이 금속과 염화수소 가스가 생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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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M은 금속， x는 좌우의 몰 수지 (mole balance)를 맞추기 위한 계 

수이다. 상기 반응과 관련되는 물질은 금속염화물， 수소， 환원된 금속， 염 

화수소와 carner gas이다. 기상반응법이 적용되는 대상금속으로서는 

수소환원 

+ xHCl M H2 + MClx 

ε
 
-
」

F 

i 
Co, Ni , Ta, Nb, Mo , W , V 등이 있는데 이들 금속염화물의 

웅에 대한 Gibb's 자유에너지 변화값 반응열에 대한 데이타[6]에서 

탄탈륨의 경우에는 1400 K 이상이 되어야 Gibb's 자유에너지 변화가 음 

보면 

(negative)의 값을 갖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반응시켜야 함을 알 수 있 

다. 탄탈륨을 제외 하고 본 연구에서 대상물질로 선정한 철을 비롯한 기 

타 금속은 전체적으로 800 - 1400 K 범위에서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값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열역학적으로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또한， 탄탈륨， 니오비움， 바나륨의 경우에는 반응이 흡열반응이고 

철을 포함한 나머지는 발열반응임을 알 수 있다. 

입자들을 분 三쿄 
'--단순히 미립자처럼 

나. 입자생성 이론 개요 

초미립자는 그 생성과정이 종래의 

쇄나 풍화 등애 의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로부터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다(Fig . 1).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금속염의 증기와 환원기체들 사이의 

한 초미분체의 제조도 이의 범주애 속한다. 철초미분체의 

염화수소와 철이 생성되는데 염화수소는 반응기의 

반응에 의 

경우를 제조의 

조건하에서 

체상태로 존재하고 철은 

문에 과포화 상태에 쉽게 

자의 핵을 만들케 하고 이 핵으로부터 

것이다. 즉 입자의 생성과 성장과정은 

나 원자의 생성， ii) 과포화 상태에 의한 

성장의 3단계로 구성되어 진다. 이 가운데 

기 

높기 때 

상태가 입 

는
 
자
 

되
 

분
 

료
 

원
 

이루어지게 

의한 

내부온도보다 훨씬 

된다. 이 과포화의 

입자의 성장이 

i) 기상화학반응에 

반응기의 

도달할 수 있게 

끓는점이 

보면 

핵의 

응축과 

핵 의 생 성 (nudeation), iii) 

핵의 성장과정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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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집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응축(condensation)이 란 핵의 표면에 핵생 

성시 참여하지 못한 원자나 분자가 응축하여 입자가 자라나는 것을 말하 

고 웅집(coagulation)이란 이렇게 자라나는 핵들끼리 서로 충돌하여 더 

큰 입자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응집과정을 다시 나누면 입자를 이루는 

상이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입자의 모양이 달라진다. 즉 액 

상 입자들끼리의 응집은 완전한 합체 (coalescence)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표면장력 때문에 구형입자를 만드나 고치l 의 경우는 입자가 가지는 동질 

성(identity)를 그대로 가진체로 응집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void를 가진 

얼기설기한(fract떠) 웅집체를 만들게 된다[7]. 

3. 실 험 

가. 시료 및 실힘장치 

기상반응법에 의한 철 초미분체 제조장치의 개략도는 Fig. 2에 나타내 

었다. 시료인 철염화물로서는 FeCb'4H20(일본 Yakuri사의 특급시약)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알곤가스(순도 99.999%)는 가스 중에 존재하 

는 산소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입자크기가 20/30 mesh인 동분말로 충 

진된 관을 400 0C 로 가열하여 통과시킨 후 gas purifier(Harnmond 

Drierite Co.)를 통과시켜 사용하였다. 수소가스(순도 99.999%)는 촉매에 

의해 수소가스 중에 산소함량을 lppm까지 제거하는 02 removal 

purifier(Jhonson Mattey CO.)를 통과 시 킨후 gas purifier를 통과시 켜 사 

용하였다. 

반응기는 재질이 석영관이고 그 구조는 철염화물 증발부분， 철염화물 

증기와 알곤가스 및 수소가스의 예열부분 및 반응부분으로 구분된다. 철 

염화물 증발부분은 직경이 5cm이고 길이가 40cm이고 철염화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Load Cell과의 떤결을 위해 증발부분의 중간지점에서 윗쪽으로 

석영관이 연결되어 있다. 철 암화물 알곤가스 및 수소가스 예열부분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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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40cm이며 이중관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관은 철염화물 증기 및 알 

곤가스가 통과하고 바깥쪽관은 수소가스가 통과하도록 하였다. 반웅부분 

은 예열부분을 통과한 철염화물 증기와 수소가스가 혼합되어 반응되는 

부분으로서 직정이 3.5cm이고 길이가 75cm이다. 반응기 내부에 시료가스 

의 혼합을 위해 길이가 lOcm이고 직경이 1.2cm, 2.0cm인 노즐형태의 이 

중관을 설치하였다. 안쪽관으로 철염화물이 바깥쪽으로는 수소가스가 흐 

르며 출구에서 철염화물과 수소가스가 혼합되어 반응하게 된다. 관상로 

는 반응기 각 부분의 온도를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각각의 용량이 

3KW인 관상로 직렬로 연결시켜 구성하였다. 

기상반응시 생성된 입자의 포집을 위해 288 0C 까지 변형이 없는 teflon 

membrane(Cole-Parmer Co .. Model Zitex 90C) 를 사용하였다. teflon 

membrane은 직경이 9cm이고 평균기공크기가 20μm이다. 배출가스는 증 

류수를 통과시켜 가스 중의 HCl농도를 측정하였고 미반응 수소가스는 

연소시켜 제거하였다. 

초미립자 생성을 위한 기상반응시 철염화물 증발속도 조절， 반응기 각 

부분의 온도 조절과 측정 및 반응기내의 압력 등의 측정을 위해 컴퓨터 

와 A/D 및 D/A 댄환기， 증폭기 (amplifier) ， SCR 등과 PID 제어기능 및 

data acquisition이 가능 한 소프트웨 어 인 FIX(Intellution Co.)을 사용하였 

다. 

나. 분석 

초미립 분말의 입자 모양크기 및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망법 인 투과 잔자현미 경 (Transmisson Electron 

Microscope, Jeol Co.) 촬영을 하여 5007~ 정도의 입자들의 크기를 측정 

하여 분석하였다[3 ， 4]. 또한 분말의 입자크기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log-probability plot로 부터 기 하표준편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 

를 구하여 사용히 였다[8]. 분말의 순도 분석은 ICP(Inductively 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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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Labtest CO. ,Model lab-tam 300) 분석 기 기 를 사용하였고 XRD 

(X -ray Diffractometer, Rigaku CO. ,Model RTP 300 RC)를 사용하여 생 

성물의 결정형태콜 살펴보았다. 또한 생성된 분말의 자기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 해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Digital Measurement 

System Inc. , Model 880)를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가. 반응물질의 혼합형태 영향 

기상반응법에 의한 초미립 분말 제조시 반응물질의 흔합형태는 반응기 

의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반응가스의 

흔합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원통형 석영관에 시료를 넣은 보트를 장입한 

후 석영관 내부로 수소 가스를 주입하여 반응시키는 형태 등의 단순한 

반웅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애서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용가 

스의 혼합형태를 이중관으로 펀 노즐을 사용하여 노즐 출구에서 반응가 

스가 바로 만나게 되어 반응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Fig. 4은 Fig. 3 

에 나타낸 두가지 형태의 반응기를 가지고 실험하여 제조한 분말들의 평 

균 입자크기와 크기분포를 나타내는 기하표준편7.}(geometric standard 

deviation)에 관하여 나타낸 것이다. 타 연구자와 철분말의 경우에 대하 

여 비교하려 했으나 철분말의 크기분포를 나타낸 data가 없어 니켈을 대 

상으로 실험한 Otsuka 등[3] 의 결과를 같이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면 

Fig. 3.(a)형태의 노즐이 다른 형태의 노즐보다 평균 입자크기가 작고 균 

일한 크기분포를 갖는 분말을 제조 할 수 있음을 알았다. Fig. 3(b)형태 

와 기존의 노즐 형태는 반응기 내부에 정체 앙역 (dead zone) 이 존재하여 

반응에 의해 생성된 입자들의 일부가 이 정체영역에 상당시간 머물게 됨 

으로서 큰 입자들이 많이 생성되어 분말의 크기분포가 불균일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 Fig. 5에는 동일한 실험조건애서 반응기-스의 흔합형태가 다 

-246-



나타내었는데 Fig. 3(a)형태의 반응기에서 생성 

된 분말이 Fig. 3(b)형태의 반응기에서 생성된 분말보다 입자크기가 작고 

확인할 

TEM 사진을 경우의 2 
'-

반응가스의 

및 분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 

이로부터 있었다. 까‘ 
T 것을 

혼합형태는 생성되는 분말의 입자크기 

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나타내는 야
 다 

균일한 

초기분포의 영향 나. 반응물질의 

기상반응애 의해 연구들에서는 반용조건의 

입자크기분포의 제어 

연구에서는 철분말 제조시 

초미분체를 제조한 기존의 

조사되었고 변화에 따른 평균입자 크기변화에 대해 

료[ 
'-이에 않았다. 고찰되지 대하여는 기술에 

초기분포를 조절 증발된 FeClz 증기를 구성하고 있는 molecule cluster의 

위한 실험을 수행하 

초기분포가 최종 

제조하기 

관한 연구는 Lee 등[9] 에 의해 

분말을 는
 

간
}
 

<균일한 크기분포를 함으로서 

였다. 이러한 초기분포에 

얻어지는 입자의 크기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제안되었을 

뿐 아직 실험적으로 시도된 바는 없다. 

적으로 

생성되는 증발부분에서 반응물질인 철염화물의 

철염화물 증기는 주입되는 carner gas와 만나는 순간 분포를 가지게 

의해 가열에 반응기의 

된 

높게 하여 

철염 

도
 

온
 
flux가 커져 

철염화물의 

증기의 

다. 이때， 단위띤적이 일정한 boat애 

증발량을 증가시키띤 단위띤적 당의 철염화물 

화물의 local density가 높게 되어 

담긴 

증가 확률이 ?- ç 
π5"돋흐 철염화물 분자간에 

많이 형성하게 되어 철염화물 증 

증발온도에서 

단위면적당의 flux 

증발면 

크기 가 다른 molecule cluster를 

균일하게 되고， 반띤에 

증발량을 증가시키면 철염화물 증기의 

w- 。
^ τ 분포가 불 초기 

적을 증기-시켜 

하면서 

기의 

;:z. 
걷r 철염화물 분자간에 철염화물의 local density가 낮게 되어 가 작아져 

형성하여 

균일한 크기를 가 

연구에서는 

초기분 molecule cluster를 균일한 크기의 확률이 감소하여 

포가 균일한 핵의 

돌
 

료츠 
'-

크기분포를 가지고 입자가 성장하여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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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반응애 의한 초미립 철분말 제조시 반응물질의 

위해서 

지 않고 

다. 

초기분포를 조절하기 

증가시키 

실험하였 

을
 
켜
 

량
 
시
 

발
 
가
 

즈
〈
)
 
즈
。
 

높이면서 

즈바며처으 
。 도코'-.!， 2. 

도
 

죠
 
」

a 
E 즈

 
。

철염화물의 

증발부분애서 

증발온도에서 

철염화물 

최저 

동
 

가스 유량이 t:tl 
^ 증발량，반응온도， 예열온도 철염화물의 Fig. 6에는 

철분말 제조한 초미립 일한 조건에서 철염화물의 증발 속도를 달리하여 

투사 전자 현미경 사진을 나타댄 것이다. Fig.6의 (a)는 직 경 이 3cm 의 

(b)는 

증발시킨 것 

비슷하나 크기 

것이고 

입 자크기 는 0.056t1m 및 0.054 μm 로 

분포는 (b) 분말이 (a) 분말 보다 입자크기가 균일함을 알 수 

증발시킨 

660 0C 로 

700 0C 에서 

첼엠화물을 

철염화물을 

사용하여서 

인원형의 

직 경 이 3cm인 boat 2개 를 

으로 각분말의 

놓여진 

평균 

boat이l 

있었다(기 

즉， 철염화물을 낮은 온도에서 

증발속도를 낮추연 

하표준편차 값은 (a)는 1.32, (b)는 1.25). 

넓게하여 molecule 균일한 크기의 증발되는 표면적을 

까

T 얻을 님 0 1--'2... 
τr:--2. 걷r 초미립 느

 」
갖
 

를
 바

 
다
 

입도 균일한 형성되어 c1uster들이 

증발온도， 예열온도，반응 

표면적을 증가시키면서 

철염화물의 Fig. 7애는 알 수 있었다. 잃
 

있
 

일정하게 유지한 후 boat의 가스 유량을 온E 및 

변화를 크기분포의 입자 분말의 초미립 생성된 띠l 뇨二。넥 ..Q.. 
IL λ.A e. 

。-E 랴
。
 

바
 
E 

z 

-
。

즈
 
「

증가 할 증발량이 보면 Fig.7애서 나타내었다. log-probability plot으로 
。1
λλ 

의
 

을
 

물
 
임
 

화
 
수
 

여
디
 벼
」
 

척
E
 

유지되고 분포가 균일하게 

에측한 것과 같이 

조절하는 

연구에서 

크기분포를 

수록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가 커져도 크기 

1• 
τ: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조절이 생성된 입자의 중요한 초기분포 

알 수 있었다. 

다. 반응기-스의 예열온도 영향 

기상반응에서는 즈二까、 
’ J-

반응물질인 

예 주
 

‘ 

부분에서 

가스와 흔합되어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상반응에서 

금속염화물 증기와 수소 가스를 반응에 참여하기 전에 가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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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1우 중요하다. 첫째， 반응에 참여하는 금속 염 

온도가 반응 옹도와 큰 차이가 나면 반용부분 

면에서 

수소 가스의 

비가열은 두 가지 

화물 증기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쳐 생성되는 분말의 입자 

주게된다. 둘째， polydisperse한 초기분포를 갖고 

반 온도에서부터 

영향을 

반웅온도와 다른 

및 

에서 설정된 

응온도에 매우 민감한 nucleation에 

영향을 분포에 및 크기 

이동하는 철염화물 molecule cluster들은 증발온도 보다 높 반응부분으로 

게
 

노
 효 

갖게 되 면 energy level이 충분한 치l 류시간을 은 온도로 가열시키고 

실험에서는 

면서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8 에는 Fig. 3 

의 (A)형태 반웅기를 사용하여 초미립 철분말 제조시 예열온도의 영향을 

비교적 증발속도가 높은 온도에서 실험한 

부마의 

반응에 참가하게 된다. 되서 monodisperse한 분포로 잔환되어 

제어하 독립적으로 반응온도와 예열온도를 반응물질의 효츠 
'-

평균 생성된 

있었다. 다만， 크기분포 

향상되지 않는 것은 증발 부분에 

즈c..Q..즈:도EL 
.n: 2. ~ 

나타낸 것이다. 상기 

결과인데 에비가열 온도가 증발온도보다 

입자크기가 작아지고 크기분포도 향상됨을 알 수 

가 예비가열 

결과는 

따라 크게 

서 생성된 철염화물 molecule cluster들의 초기분포 형태를 전환시키기에 

온도차이와 체류시간이 작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증가에 온도의 

츠느처 친허 , 0 c t:l 
트Lλ4 , 。

톤:!. u 1- 01 
>!.. 2.---J 5. 초미립 첼 

철 제조된 의해 기상반응에 사용하여 Diffractometer) 를 XRD(X-Ray 

해당하는 각면에 분석 하였다(Fig . 8). Fig. 9에 는 결정형태를 초미분체의 

이 pattern은 a- Fe standard pe와‘와 잘 일치 있으며 피 크들 이 index되 어 

1=1 0 1- 0_ t、
딘:- -2. τD.C.C. 실험에서 제조된 철 ←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갖는 a-Fe임을 

하고 

의 결정구조를 분말입자 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은 

전형적인 (100)면의 결정의 b.c.c. pattern이 며 diffraction electron 

결과 제조된 후!.λ} 
'-'- --, 

pattem임 을 보여 주고 있었다. 

측정 키 위 해 rcp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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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은 순도 99.9% 이상의 순수한 철 분말임을 알았다. 

Fig. 11 애 는 VSM(Vibrating Sample Magnetometer)을 사용하여 본 실 

험에서 제조한 철 초미분체의 자기적 특성 즉 자기이력곡선을 얻은 결과 

를 나타내었다. 철 분말의 포화자속밀도(Ss)가 130 em띠g ， 잔류자속밀도 

(Sr)가 49.98 emu/g 및 항자력 (Hc) 이 542 Oe 임 을 알수 있었다. 이 상의 

값들은 입자의 형상크기 불순물 및 산화정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포화자속밀도 값은 물질의 고유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분말이 산화 

되면 물성이 변하여 값이 달라진다. Bulk 상태 철의 포화자속밀도 값이 

220 emu/g이며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조한 철 분말의 표면이 어느 정도 

산화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분말의 입자크기는 항자력 

값에 영향을 주는데 입자 크기가 작아질 수록 항자력 값이 커진다고 알 

려져 있다[10]. 본 실험에서 제조한 철분말의 평균 입자크기에 따른 항자 

력 값의 변화를 측절。한 결과 입자크기가 감소할수록 항자력의 값이 최 

고 9000e까지 증가하다가 입자크기가 0.042t1m에서 항자력 값이 400 Oe 

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애서 제조한 분말의 입자크기 

가 어느 이상 매우 작아지면 입자가 공기와 접촉시 산화속도가 빨라 안 

정한 산화피막의 형성이 어려워져 입자의 산화가 많이 되어 항자력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때 분말 표면에 존재하는 염소 

이온 농도도 항자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고 생각되었 

다. 이러한 문제는 입자 표면에 안정한 산화피막 형성에 대한 기술을 개 

발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생성된 입자의 후처 

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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