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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三A‘
피매 

第 1 節 훌퓨究 開훌훌의 現끓과 R 的

옳屬홉꼈化뺑 微tft體는 정밀化學 빛 관련工業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는 厭料素材이다. 觸存寶廳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각종 산업분야에서 요 

구되는 원료소재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金屬嚴化빼 微tft體중 고급유리의 mø홈濟로 사용되는 積土類 세륨嚴化빼( CeOz)과 정 

밀화학제품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超微함 옮屬嚴化物(TiOz 및 SiOz) 빛 難썼했l用 안 

티모니三顧化勳(SbZ03) 3가지 級末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製造技術을 開發하고자 하 

였다. 이상의 3가지 옳屬嚴化빼에 대한 짧究開훌훌의 現況과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셰륨홉化빼 훌훌 

세륨은 홈土類元素의 하나이다. 積土類元素들은 일반적으로 Lanthanides라고 

도 불리워지는데， 원자번호 57번인 란타늄으로부터 71번인 루테륨의 15개 元素

에 同族 원자번호 21번의 스칸륨과 39번인 이트륨을 포함시킨 총 17개 원소를 

말한다. 이들 繹土類元素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원소간의 상호분 

리가 어려워 각 원소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 觀土類 빛 미시메탈(mischmetal) 

의 상태로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分離精製 技術이 발달하여 원소별 高純

度 積土類를 공업적으로 생산하여 솟端素材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발달과 더불 

어 積土類金屬 빛 嚴化物들은 電氣， 電子， 觸媒， 光學， 特珠짧짧製品， 特珠合

金 및 超傳導體材料 둥 失端塵業의 소재로서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표 1-1은 1994년도 세계 희토류 시장규모와 1999년도의 시장규모를 주요용도 

별로 조사， 예측한 자료이다[1 -1]. 이에 따르면 회토류의 세계시장규모를 년간 

8.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표에서 glass에 해당되는 희토류제품은 대 

부분 세륨산화물로서 이는 유리연마제 및 특수유리 첨가제로 사용되며， 용도별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희토류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희토류정광 

q 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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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1994년도에 62 ， 000론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bastnasite 정광이 

42 ， 000톤인 것으로 발표되었다[1 -2]. 희토류광석의 주요 산출국으로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인도 퉁인데， 이 중 중국의 생산량이 7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희토류제품의 주요 생산국으로는 중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동 

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1994년 경우 중국의 희토류제품 

생산량은 약 22 ， 000톤으로서 세계 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다[1 -2]. 

1996년도 국내의 희토류 수출입현황은 표 1-2에 나타나 있다[1 -3]. 1996년도 

경우 국내의 희토류제품류의 수입액은 17 ， 000천불에 달한다. 1998년의 경우에 

도 이와 유사한 액수였다[1 -4]. 여기에 정광동 반제품과 전자제품들에 포함되 

어 수입되는 것들을 고려하면 種土類嚴化빼 빛 금속의 국내소비량은 년간 200 

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희토류촉매， 비료 퉁 향후 새로운 용 

도가 개발되면 희토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희토류화 

합물중 단일품목으로는 세륨화합물의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 

히， 음극관 동 특수유리의 첨가원료와 表面光澤짧薦顆l 및 觸媒원료로 이용되는 

세륨嚴化物은 국내 TV 브라운관과 광학유리제조 빛 관련제품의 급격한 생산증 

가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용도와 수요를 가진 積土類元素들은 주로 monazi te , bastnasi te , 

xenotime , 이온吸훌型鍵(ion absorption type ore) 및 기타광석 (apatite , 

loparite) 동으로부터 얻어진다. 種土類元素는 위에 열거한 광석들을 먼저 산이 

나 알카리로 분해시켜 유용성분을 용해시킨 다음 chemical separation , ion 

exchange 및 solvent extraction법 동을 이용하여 원소별로 分離精製함으로써 種土

類化合勳 형태로 얻는다. 繹土類化合빼은 다시 金屬遭元齊l를 사용하여 금속으로 환 

원하거나 樓顧題電解法으로 환원 빚 정제하여 적절한 형태의 금속 또는 합금으로 

제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짧土類 機能素材 중 高品位 세륨嚴化物 빛 고급 세륨新薦했l 

를 제조할 목적으로 中國 微山塵 Bastnasite 精鍵을 원료로 하여 홉꼈處理， 選擇沈

짧， 세륨水嚴化빼 제조 및 熱處理 동의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鼎薦顆l 빛 기타 관련 

제품에 이용될 수 있는 세륨산화물 소재 원료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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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World market of rare earths according to their applications. 
('Chemical Marketing Reporter ’, April 1995, p. 18) 

1994 (US$) 1999 (US$) 
World Total 385 mi 1. 568 mi 1. 

(Amount) (27 , 979 tons) (31 , 388 tons) 

Magnets 123 mi 1. 250 mi 1 

Glass 151 mi 1. 183.2 mi 1. 

Chemical & Catalysts 38 mil 35 mi 1. 

Hydrogen Storage Application 7.5 mi 1. 22.2 mi 1. 

Mi scell aneous 31. 7 mi 1. 34 mi 1. 

Others 33.8 mi 1. 43.6 mi 1. 

Table 1-2 Domestic imports and exports of rare earths in 1996. 

광종 및 제품명 -/L「 출 -까「~ 입 비고 
HS CODE 

효'--응 천$ 효L-: 천$ 

세륨그룹 2805-30-1000 4.1 26 
테르륨그룹 -30-2000 0.9 32 
에르륨그룹 -30-3000 0.4 21 
이트륨 -30-4000 9.1 500 
스칸륨 -30-5000 0.024 120 
기타 -30-9000 0.15 9. 6 59.2 248 
세륨화합물 2846-10-0000 9.2 29.3 697.2 5.522 
산화이트륨 -90-1000 2 1. 8 33.4 1, 524 
기타 -90-9000 1. 467. ~ 9.053 

합 계 11. 3 40. 7 2.271 17 , 046 

π
 ω 



2. 超홉함 金톨뚫化빼 훌훌 

超微짧體이란 일반적으로 입자크기가 100nm(O.1μm) 이하의 분말을 말하며 짧홉 

방법에 의해서는 제조가 불가능하고 핵 (nuc1 ei)으로부터 成長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제조가 가능하다. 

金屬嚴化빼 超微~I훌의 제조에는 크게 나누어 陽理的 방법과 化學的 방법이 있 

다. 물리적 방법이란 금속을 가열하여 薰發시킨 후 금속증기를 嚴素와 結合， 擬縮

시켜 超微핸 金屬嚴化행 紹末을 만드는 방법이다. 화학적 방법은 金屬化合빼을 嚴

化뺑j와 反鷹시켜 超微핸 金屬 嚴化~~末을 얻는 방법으로서 反廳에 참여하는 金

屬化合物의 狀顧에 따라 氣狀， 被狀， 固狀 反魔法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것이든 

化學反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에너지 변화가 음(negative)의 값을 가져야 하 

는 제한성이 있다. 물리적 방법에 의해 金屬嚴化빼 超微짧體를 제조하는 공정은 금 

속을 증발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서 제조비용이 높고 생산성이 낮 

은 반면 高純度의 뼈末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학적 방법은 反廳빼質 또 

는 生成빼質로 부터의 f륭횟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제조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金屬嚴化勳 超微짧體는 新素材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초미분체은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단위 무게당 表面寶이 증가하게된다. 表面積의 증가는 觸媒로서의 活性

과 센서로서의 感鷹度를 증가시키게 된다. 실리카 초미분체는 액상에서의 분산특성 

및 점도륙성이 뛰어나 페인트 및 썰란트의 제조시 반드시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용 웨이퍼의 연마제 및 광섬유의 제조를 위한 원료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실리카를 비롯한 초미립 금속 산화물 분말들은 촉매， 코팅재료， 

觀料， 토너 원료 및 분말의 흐름성 중진을 위한 짧加했l로서 사용되고 있다. 초미립 

분말은 新素材 물질로서 현재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뛰어난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용하고자 그에 대한 용도 개발 연구가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서 여러 학 

자들에 의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미래의 용도와 수요가 크게 기대되는 材料

이다[1 -5 ， 6 ， 7 ， 8]. 

금속 산화물 초미분체 충 실리카(품드 실리카)는 세계적으로 獨適의 Degussa社와 

Wacker社， 美園의 Cabot社 및 日本의 Tokuyama社 에서만 생산되어 세계시장에 공급 

되고 있다. 제조 방법으로는 化學反鷹法 중 氣狀反鷹法에 의해 超微핸 짧末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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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國內에서는 실리카 초미분체가 생산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요(년 2, 100 

만$， 1995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10%이상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國內에서의 초미칩 금속 산화물 분말 제조연구는 현재까지 일부대 

학과 자원연구소에서 기초 연구에 의한 기술 개발 수준에 있다. 大學에서의 연구는 

부분적이고 基鍵的인 변에 치중하는 반면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寶用化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연구와는 相互 補完的인 입장에 

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本 鼎究의 目 的은 超微뺀 金屬嚴化빼 빼末 제조방법 중 化學的 방법 인 氣狀反魔

法을 이용하여 실리카 超微짧體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本 鼎究는 

실험실규모 빛 Semi-Bench규모에서 薰氣狀의 옳屬化合빼을 化學反應에 의해 초미립 

금속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험변수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서 

생성되는 초미립 분말의 빨子크기 및 분포를 조절하는 기술 개발， 특성명가 및 초 

미립 분말의 鷹用기술을 개발하여 常用化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안티모니嚴化빼 훌훌 

안티모니 산화물은 안티모니삼산화물(SbZ03) , 사산화물(SbZ04) 빛 오산화물(SbzOs ) 

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 중 안터모니삼산화물 분말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안티모니삼산화물은 플라스틱， 고무， 섬유， 페인트공업에 있어서 이들 제품 

에 분말 형태로 첨가되어 유기물질의 연소를 지연시키는 난연제 (flame retardant) 

로 사용되는 양이 가장 많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고무 동 화학공엽의 생산량 증가 

로 인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안티모니삼산화물의 수요는 1996년 

년간 11 ， 653론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국내 생산이 10 ， 600론이고 수입량이 1, 053 

톤이었다[1 -9 1. 용도는 플라스틱， 고무， 섬유， 안료 등에 난연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안티모니삼산화물의 생산은 제일난연화학， 일성안티몬， 일 

양화학 동 세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는 안티모니금속을 전량 수 

입하고 이를 용해， 증발시격 안티모니산화물로 제조하고 있다. 

안터모니의 원료광석으로는 휘안광(stibni te: SbZS3)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상업생산 중인 안티모니미분체 제조기술의 일반적인 방법은 휘안광 정광을 건식제 

련하여 금속안티모니를 제조한 다음， 안티모니금속을 용해시키고 용융 안티모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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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스로 증발시킴과 동시에 공기와 접촉시켜서 안티모니삼산화물로 제조하는 

방법이다. 

미국， 불란서， 독일，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안티모니 제 

련기술을 기 확립하고 금속안티모니， 안티모니합금 빛 삼산화안티모니 미분체를 제 

조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다. 특히， 안티모니 미분체를 고무， 플라 

스턱에 첨가하여 난연화성 (flame-proofing) 화학제품을 개발하여 관련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1980년초 삼산화안티모니 제련공장을 

설립하였으나， 국내 시장상항의 변통과 업체사정으로 인하여 조업생산을 포기하므 

로써 제련 생산 경험은 없는 실정이다. 대신에 외국으로부토 안티모니 금속을 수입 

해서 이를 용해， 중발시켜 삼산화안티모니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사례 

로서는 1979년에 연세대학교에서 Malaysia산 stibnite정광을 처 리하여 삼산화안티 

모니를 제조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건식법과 습식법 두가지 제련방법을 비 

교한 결과 휘안광 배소산물을 탄소로 환원하여 금속안티모니를 제조하고 금속안티 

모니를 산화시켜 안티모니삼산화물로 제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1 -10]. 이와같이 국내 대학에서 원광인 stibnite로부터 삼산화안티모니를 제조하 

는 기초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나， 국내 생산업체가 없으므로 이를 실용화하지 

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기업에서 해외 안티모니광산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에따라 안티모니 관련제품 제조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안티모니산화물을 일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립， 축적함으로써 국내업체에서 해외 안티모니 광산개발시 광석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선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현재 가장 일반적인 안티모니산화물 제조방 

법인 안티모니금속을 용융 증발시켜서 안티모니삼산화물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안티모니의 최종제품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이차로 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 

금속을 제련하는 방법 빛 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산화물을 직접 제조하는 방법을 연 

구함으로써 안티모니산화물 제조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얻어진 결과는 국내 관련업계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 

고， 공정기술과 생산장비의 선정시 기초자료로 보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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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훨퓨究 開훌훌의 훌훌圍 

1. 세륨홉化빼 훌훌 

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高品

位 세륨嚴化빼 빛 고급 세륨짧薦齊l의 제조에 관한 연구가 단면적이었고， 이미 기술 

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공정은 물 

론 기초기술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항을 고려하여 볼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 

에서는 희토류 정광을 사용하여 연마제용 고품위 세륨산화물을 제조하고， 이를 연 

마시험하여 제품으로 사용가능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실에서 

의 기초연구와 함께 실험규모를 semi pilot plant 규모에 가깝도록 설치하여 연구 

결과를 실제 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실험을 롱하여 희 

토류정광으로부터 세륨산화물의 제조까지 조업공정을 확립시키고， 고급유리 연마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륨산화물을 시험제조하는 것까지가 연구범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中國塵 바스트나사이트 精鍵을 사용하여 세륨산화물을 제조하고， 

이를 다시 열처리 및 입도분급 동을 통하여 光學제품의 광택연마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세륨연마제로 제조하였다. 중국산 바스트나사이트 정광의 분해기술로 

서는 환경문제가 적은 황산침출법을 사용하였다. 광석 침출액중의 세륨을 다른 희 

토류 원소들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이온교환법을 적용하였다. 광석으로부터 

분러한 세륨은 용액중에서 침전물로 회수하고， 이 침전물로부터 세륨수산화물을 거 

쳐서 세륨산화물을 제조하였다. 시험제조한 세륨산화물을 입도별， 열처리 조건별로 

성분분석과 입도조사 풍을 롱하여 분말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실험조건별로 제조 

한 시료들을 연마시험을 통해서 연마농을 조사하였다. 연마능 시험 시에는 商用제 

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세륨산화물 시험품의 제품으로 사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超홉훨 옳I훌훌化빼 훌훌훌 

초미립 금속산화물의 대상으로는 Ti 02 와 Si02 두가지 분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Ti02 제조기술은 1995년에 개발완료하였고. Si02 초미분체 제조연구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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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시작하여 1998년까지 3년간 수행하였다. 

3개년의 연구중 원료시료로는 TEOS(tetraethoxysilane)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에 

는 초미핍 실리카(Si 02) 분말 제조를 위한 기초시험을 수행하였다. 기초시험은 기 

상반웅법을 적용하였으며， 전기로를 사용한 간접가얼방식에 의하여 TEOS를 열분해 

반웅시켜서 실리카 분말을 제조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실험실 규모에서 

불꽃( flame) 반웅을 이용한 초미립 실리카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불꽃반응장치를 설 

계， 제작 빛 설치하여 시운전을 하였다. 전기로를 사용한 분말 제조 실험에서는 반 

웅온도， 가스유량， 반웅물질의 농도 및 반웅물질의 예비가열온도 동의 변화에 따 

라 생성된 입자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반웅온도가 증가할수록， 체류시간과 반웅물 

질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생성분말의 입자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반응물질의 예비가열온도가 증가하여도 입자크기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았다. 

이때의 실험을 통해 제조된 분말의 명균 입자크기는 30-58nm 범위의 실리카 초미분 

체이었다. 

2, 3차년도에는 실험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 據散形 불꽃반웅기 (di ffusion flame 

reactor‘)를 사용하여 반웅물질인 TEOS로부터 기상산화 반웅에 의해 실리카 초미분 

체를 제조하고 생성된 입자특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semi -bench 규모의 불꽃 반웅 

장치를 제작 빛 구성하여 불꽂 특성조사 및 실리카 초미분체 제조 실험을 수행하였 

다. 불꽃 특성조사 시험으로는 가스 주입량에 따른 불꽃의 안정성 및 불꽃내부의 

온도분포 측정 동을 수행하였고， 분말 제조시험으로는 시료인 TEOS의 농도 및 불꽃 

내부에서의 가스조성의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 변화 및 회수율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때 수행된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분말의 명균 입자크기는 20nm 이하의 초 

미분체이었다. 초미립 실리카분말은 반도체 봉지제인 EMC(Epoxy Molding Compound) 

제조시 충전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조한 분말을 사용하였을 때 제조 

된 EMC의 특성명가를 (주)고려화학의 협조를 통해 수행하였다. 

3. 안티모니嚴化物 훌훌 

本 흉뮤究는 1998년도부터 시작하여 3개년에 걸쳐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은 국내에서 안티모니산화물을 일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립， 축적 

함으로써 국내업체에서 해외 안티모니 광산개발시 광석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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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차척으 

로 현재 가장 일반적인 안티모니산화불 제조방법인 안티모니금속을 용융 증발시켜 

서 안티모니삼산화물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안티모니의 최종제품 제조기 

술을 확립하고， 이차로 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금속을 제련하는 방법 및 광석으로부 

터 안티모니산화물을 직접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안티모니산화물 제조기술 

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 

일차년도에는 안티모니산화물 제조기술에 대한 문헌조사와 국내외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안티모니금속으로부터 안티모니산화물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토대로 안티모니산화물 제조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와 병 

행해서 실제 생산라인에서의 조업을 참고하여 안티모니산화물 제조에 필요한 실험 

장비의 제작과 안티모니산화물을 시험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용 안티 

모니산화물 제조방법인 용융 안티모니를 중발， 산화시켜서 안티모니삼산화물을 제 

조하였으며， 시험제조한 안티모니산화물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상용제품과 성 

능을 비교 검토하였다. 금년 이차년도에는 실험조건에 따른 안티모니산화물의 특 

성을 조사하고， 안티모니삼산화물 제조공정의 최적화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연구범위이다. 이를 위하여 노내 온도에 따른 안티모니산화물의 생성량을 조사하 

였고， 취입공기의 유량， 온도 및 blower의 홉입량에 따라 금속이 증발되는 양과 그 

에 따라 생성된 입자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삼차년도에는 안티모니 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금속을 제련하는 방법과 안 

티모니산화물을 직접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업체의 

참여가 보류되어 금번 이차년도에 과제수행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안티모니산화물 제조공정을 확립하고 제품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며， 향후 실용화 내지 상용화 설비제작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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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金屬醒化物 微紹體의 製造에 관한 考察

第 I 節 훌퓨훌훌훌훼用 셰륨륨훌化4월 

1. 擺土類 鍵石

희토류광석은 200 종류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 그 중에서 공업적으로 이용되는 

주요 광석은 monazite( 인산염)， bastnasi te( 불탄산염)， xenotime( 인산염)이며， 최 

근에는 중국에서 산출되는 이온흡착형광(ion adsorption type ore)이 이용되고 있 

다. 種土類 鍵物의 홉버法은 산분해법 및 알카리分解法 퉁이 있으나 광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Monazite Ore[2-1] 

Monazite 驚勳은 黃嚴分解法과 NaOH 分解法으로 대별되는데， 養嚴分解法은 광물 

에 생훌黃홉꼈을 가하고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방법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 

어 왔다. 반면에 NaOH 分解法은 1953년 인도에서 대규모 操業을 실시한 이래 비로 

소 주목받기 시작하여 브라질， 프랑스 및 미국 둥에서 이 방법에 의해 操業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monazite광 처 리는 NaOH 分解法이 일반적이다. Fig. 2.1은 NaOH 처 

리법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NaOH 分解法은 토륨(Th)의 분리가 용이하고 憐嚴의 

회수가 가능 할 뿐 아니라， 純度가 높은 醒化~土(ReCb)를 얻을 수 있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나. Bastnasite Ore[2-2 , 3 , 4] 

Bastnasite 鍵勳은 유로피움(Eu) 회수를 최대의 목적으로 1967년 미국 Mountain 

Pass 광산에서 가통한 방법으로서， 염산에 의한 처리방법을 Fig. 2.2에 간단히 圖

示하였다. 이 방법은 훌훌嚴에 의해 분해시킨 다음 약간의 不純행을 처리한 후 濟媒

抽버을 행하여 홉土類 원소별로 분리할 수 있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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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enotime Ore 

Xenotime 寶빼은 산출량이 적어서 소규모 생산에 적합한 黃嚴分解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賣홉꼈分解法에 의해 침출시킨 다음 NH40H를 가하여 중화시켜 토륨을 

제거한 후， 옥살산을 가하면 種土類元素는 oxalic salt로 沈짧된다. 다음에 固被分

離하여 소성하면 yttrium 嚴化빼을 얻는다. 

라. 이온吸훌型鍵 

이온吸훌型寶은 중국의 江西省 동에서 주로 산출되는 特珠鍵이다. 중국 이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尋鳥鍵과 龍南鍵 두가지로 나핀다. 훌훌鳥續은 monazite형인 

데 睡觀土類가 비교적 적으며 이트륨과 사마리움이 많다. 홈寶石을 嚴分解法으로 

침출하여 0.1% 정도의 簡土類가 채취되지만 중국에서 자세한 발표가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龍南鍵은 8% 정도의 繹土類를 함유하고 있으며 積土類의 조성은 

Xenotime 성분에 가깝고 이트륨이 많다. 이온吸홉型驚은 화강암이 園化되어 홉縮， 

變成한 2차 훌훌皮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기 타 

우라니나이트(Uraninite)는 우라늄광석인데 種土類가 함유되어 있다.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인도 동에서 산출된다. 캐나다는 몬타리오 광산의 광석에서 우라늄 

을 抽버한 다음 슬러지에서 採取하는데 繹土類 成分은 이트륨이 50% 이며 重積土類

가 많다. 아파타이트(Apatite)는 憐嚴服料 製造用 鍵石으로 홉土類가 0.5% 이상 함 

유되어 있고 소련에서는 이 광석에서 輝土類를 회수하고 있다. 

2. 繹土類 鍵石의 分解

척당한 회토류광석의 분해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자원의 종합적 이용， 폐기 

물의 처리， 환경오염의 방지， 방사선 방지 동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화학공업 

설비， 화학공업원재료， 성분， 회수율 및 순도뭉 경제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일반 

적으로 광석의 분해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수 있다. 

가. 광석의 건식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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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의 건식분해는 염화법과 배소법으로 나뒤어 진다. 

(1) 염화볍 

건식법중 염화법을 제일 많이 연구하는데， 그 장점은 광석의 염화를 롱하여 희토류 

의 무수염화물을 직접 얻어 용융염전기분해방법으로 희토류금속을 제조할 수 있으 

며， 염화과정중 광석내 휘발성 염화물을 형성할 수 있는 불순물들(P ， Fe , Ti, Zr , 

Si & Sn)을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부식성이 커서 설비의 해결이 

쉽지 않으며， 고온()900 0C) 염화시 ThC14가 부분적으로 휘발하여 방사성 오염과 방 

사성물질의 분산이 발생하여 이들 물질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우며， 또한 광석이 다 

량의 Fe를 함유할 경우에는 휘발성 FeCh가 냉각될 때 관도를 막을 수 있다. 

Monazite와 bastnasite는 염화법으로 분해되는데， 그 중에서 monazite의 탄소첨가 

염화반웅은 다음과 같다. 

REP04+(3-X)C+3C1 z • RECh+POCh • +XCOz • +(3-2X)CO (2-1) 

이 반웅은 발열반웅이다. 염화반응시 monazite와 탄소의 입도는 325 mesh이고， 혼 

합비는 monazite 탄소 = 6.1 1 이며， 염화온도는 700 0C로서 RECh와 ThC14는 휘 

말되지 않는다. RECh는 1기압하의 787 0C에서 용융하고， ThC14의 비둥점은 920 0C , 

용융점은 765 0C로서， 염화온도가 900 0C 보다 높을 때 ThC14는 휘발하며， 그 증기압 

P와 온도 T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log P = -36 , 500/4.57T + 11.695 (2-2) 

염화법의 RECh의 회수율은 89-93 %로 용융상태로 염화로에서 배출할 수 있으며， 

CaClz , SrClz , BaClz 그러고 MgC1z 퉁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염소의 이용율은 

75% 이다. 

(2) 배소법 

Bastnasite 둥 탄산염광물의 분해에 적용되는데， 직접배소법과 탄산나트륨 동 시 

약을 첨가하는 배소법으로 분류된다. 

(가) 직접배소법 

미국 Mountain Pass사에서 생산하는 bastnasite 또는 중국 포두산 bastnasite 정 

광( REz03 약 60 %)을 처리하는데 이용된다. 미국의 bastnasite는 ThOz 동 방사성 불 

순물이 비교적 적고 희토류 품위가 높아 희석산으로 처리하고 배소한 후 REZ03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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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5-90%에 도달하는 혼합희토류 산화물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직접 판매하거 

나 또는 산으로 용해하여 희토류 원소를 분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나) 탄산나트륨배소볍 

중국 포두산 bastnasite를 분해하여 흔합희토류 산화물을 생성하는 것 이외에 

monazi te , 형석， 중정석 동 광물을 분해하여 물 또는 산으로 세척하여 가용성 

Na3P04 , NaF, Naz804 동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후 얻은 여과침전물을 산으로 용해 

한 후 희토류원소를 분리하는 원료용액으로 사용된다. 

(다) KOH, NaOH 또는 NaZC03 용융애소법 

주로 xenotime 정광을 분해하는데 이용된다. 

나. 광석의 습식분해 

(1) 산분해법 

산분해법은 농축 황산분해법으로서 monazite 또는 bastnasite률 분해하는데 사용 

되는 방법으로서， 장점은 저가의 황산이 사용되며 저품위의 광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반면에 단점은 설비의 부식이 크며 대량의 부식성 기체를 방출하는 것이 

다. Monazi te의 농축황산분해반웅은 다음과 같다. 

220.C 
(RE, Th)P04 -------• REz ( 804 b + Th ( 804 )z + H3P04 

Hz804 
(2-3) 

또한， bastnasite 농축황산분해반웅은 다음과 같다. 

220.C 
REFC03 -------• REz(804b + HF • + COz • + HzO • 

Hz804 
(2-4) 

황산화반웅은 발열반응으로서， 분해후 물로 침출할 때 황산과 물이 작용하여 대 

량의 열이 방출된다. 물에 대한 희토류 황산염의 용해도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 

소하기 때문에 수침출시 반드시 물의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따라서 침출온도를 4 

O.C 까지 낮추어서 희토류 황산염의 용해도를 높여야 한다. 

희토류원소를 분리하기 전에 우라늄， 토륨 빛 방사성원소를 깨뭇하게 분리하고 

집중 처리하여， 그 후에 희토류원소 분리과정에서 방사성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 

는 황산염 침출용액에 BaClz를 첨가하여 Ba804를 생성시켜 제거할 때， 우라늄과 방 

M 

μ
 



사성원소가 공침되어 제거된다. Tη깨horiu띠11마+ 희토류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황 

산나트륨 또는 탄산나트륨 동 침전법을 이용하여 cerium족 희토류가 복합염침전물 

을 형성하고 yttrium족 희토류와 thorium이 가용성 배위화합물을 형성하여 용액중 

에 남아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분리가 완전하지 못하며 thorium과 희토류가 

분리과정중에 비교적 잘 분산되어 thorium을 포함하지 않는 희토류를 얻기가 용이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황산매질중 일차아민으로 thorium과 희토류를 분리하는 용 

매추출방법을 이용하여 thorium 함량이 극히 적은 희토류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bastnasite 정광을 산화배소후 황산으로 침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편 

의상 이를 황산침출법이라고 한다. 항산침출법은 bastnasite 정광을 500 - 8000 C 

범위의 온도에서 산화배소시킨 후 황산을 사용하여 광석을 분해시키는 방법이다. 

Bastnasite는 불소가 결합된 탄산연 광물로서 배소에 의하여 광석중의 탄산기가 제 

거됨과 동시에 광석중의 3가 세륨이 대부분 4가로 산화가 된다. 광석을 황산으로 

침출시에 4가의 세륨과 다른 3가의 희토류들이 용액중으로 침출되는데， 이때 4가의 

세륨이온은 정광중의 F와 반웅하여 CeF6-2와같은 착화물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산화 

배소와 침출반웅식은 아래와 같다. 

oxidation roasting 
REFC03 ------------------• REFO + C02 • 

REFC03 + 3Hz804 -------• RE2( 804 b + HF • + 2H20 

(2-5) 

(2-6) 

황산침출법 경우에는 bastnasite 정광의 산화배소후 황산침출을 하기 때문에 대 

기오염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이 없으며， 칩출시 희토류의 침출율도 9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광석분해에 이 공정을 적용하였다. 

(2) 알카리분해법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monazite나 bastnasite를 분해하는 방법으로서， 장점은 

부식 성 이 비교적 작고 monazite를 처 리 할 때 광석중의 P043-를 NaZP04로 회수가 가농 

하다. 단점은 광석이 고품위여야 하며 입도가 미세하여야 한다. 

Monazite의 수산화나트륨분해반웅은 다음과 같다. 

140'C 
(RE , Th)P04 -------• RE(OHb • + Th( OH)4 • + Na3(P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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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세척한 희토류와 thorium의 여과침전물을 thorium과 회토류의 용해도적 및 

산도조절로 침출하는 방법으로서， 희토류를 먼저 침출하고 토륨은 침전에 남아있게 

하거나， 제품의 규격에 따라 염산 또는 질산으로 희토류와 tho미um의 침전을 전부 

채용해한 다음 선택침전시켜 제거하기도 한다. 

3. 쩨륨훌化物의 分훌回收 

가. Monazite로부터 세륨嚴化빼의 제조 

Monazite 정광으로부터 세륨嚴化빼은 일반적으로 Fig. 2.1 에 나타낸 처리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다. 먼저 Monazite를 50% NaOH용액으로 가온분해 처리하여 생성된 

積土類 수산화물을 다시 염산으로 용해시켜 용액을 얻는다. 이와같이 얻어진 용액 

중에서 우라늄과 토륨 원소를 분리제거하여 정제된 희토류용액을 얻는다. 이 용액 

에 산화제를 가하여 세륨을 4가로 嚴化시키고 산도를 조절하여 얻은 Ce(OH)4 상태 

의 침전물을 하소함으로써 Ce02 를 제조한다. 또한 50% NaOH 용액을 이용한 분해 

대신 NaOH로 Fritting한 다음 수침출하여 얻은 희토류 수산화물을 염산으로 용해시 

킨후 전술한 과정에 의해서 Ce02를 분리회수하기도 한다. 

나. Bastnasite 로부터 세륨산화물의 제조 

세륨산화물은 일반적으로 Bastnasite 정광으로부터 Fig. 2.2에 나타낸 처리공정 

에 의하여 Cerium Concentrate를 얻은다음， 이를 산화 열처 리하여 제조한다. 또한 

Bastnasite 정광을 황산으로 배소하고 얻은 산물에 물을 가하여 용해한 다음， 얻어 

진 희토류용액에 산화제를 가하고 산도를 조절하여 생성된 Ce(OH)4 침전물을 하소 

함으로써 Ce02를 제조하기도 한다. 

한연， bastnasite를 산화배소후 황산으로 침출시키면 광석중의 세륨을 제외한 다 

른 희토류들은 3가의 양이온으로 침출되지만， 세륨의 경우에는 광석중의 불소와 결 

합하여 착합음이온을 형성한다. 따라서， 양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침출액중의 회 

토류 양이온들을 수지 (resin)에 흡착시키고， 세륨은 수지를 통과한 여액에 잔류하 

도록 하여 세륨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온교환법 (ion exchange method)의 

일종으로서 ion-sieve method라고도 한다. 이번년도 연구에서는 세륨의 분리에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륨율 분리한 다음에는 침전법에 의하여 세륨을 수산화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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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회수하고， 침전물을 하소( calcination)하여 세륨산화물로 제조한다. 

다. 흔합 염화 繹土化合物 로부터 제조 

Monazite와 bastnasite鍵의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題化觀土(TREO 40%, CeOz/TREO 

50%)용액에 嚴化劃를 첨가하여 세륨을 4가로 산화시킨 다음， 알칼리를 가하여 種土

類 水嚴化物로 만든다. 그러고 얻어진 種土類 水嚴化勳中에 함유된 세륨을 제외한 

練土類元素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꿇嚴處理함으로써 세륨이 다량 함유된 용액을 

만들고， 여기에 沈數뼈를 가하여 생성된 沈澈빼을 하소함으로써 CeOz 를 얻는다. 

4. 셰륨 光훌훌빠훌훌혐의 種類와 뺨性 

가. 戰要

세륨짧f慶빼는 현재 失端塵業用 유리제품의 각종 表面光澤新慶齊/( pol i shing 

powder)로 그 사용범위가 매우 넓은데， 개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K. Duncan[2-5]은 세계 최초로 1933년 유럽 유리생산공장에서 擺土類 뻐鷹했l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1940년에는 캐나다의 광학유리 생산공장으로까지 그 이용이 확 

대되 었다고 설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3년 미국 J. Barnes 회사는 45% 

CeOz 함유 種土類 嚴化劇을 精密光學유리의 光澤?i1U홈輝l로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鷹用範圍를 넓혔다 또한 미국의 Li ndsay Chemical Co. 는 初創期 繹土類 제조 

회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증 Cerox라고 불리어지는 안경렌즈용 光澤m薦齊l를 개발하 

여 사용한 바 있다. 그리고 1960년 R.V. Horrigan [2-6]은 거울， 판유리 , TV Braun 

관， 안경랜즈 및 精密機器의 광학유리용 光澤웹廳輝l를 연구 개발함으로서 그 使用

範圍를 더욱 확대시켜 놓았다. 또한 輝土類鍵石 최대 매장국인 중국에서는 北京有

色金屬뻐究總院 釋土治金冊究所를 중심으로 1973년부터 광학유리용 흉퓨薦齊l률 성공 

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Cercoa Co. 에서 Lensmax Z 또 

는 Lensmax R 이라는 상품명으로 光澤빠廣齊l를 대량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光澤冊廳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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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 光澤新慶(polishing) 전에 모든 유리는 먼저 表面鼎廣(abrasive) 處理가 

필수적이고， 이 表面新薦齊l로는 corundum, emery , garnet , silicon carbide 동을 

불과 흔합하여 슬러리 (slurry) 형태로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冊廣했l률 이용하여 

일련의 공정을 거친 연마를 表面冊薦處理( rough trea tmen t , rough gr i nd i ng and 

fine grinding) 라고 말한다. 

光澤빠慶 단계에서는 表面新慶 단계를 거친 유리를 깨끗히 세척하고 광택연마기 

에 올려놓고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이때 사용하는 光澤짧薦齊l는 물과 혼합하여 5% 

내외의 슬러리 상태로 조절된 Ce02 분말을 이용하는데， 光澤wf廳鄭l의 성능은 광택 

도 및 表面冊慶寧이 그 효과를 화우하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된 자료에 의하면 光

澤鼎薦機構는 정확한 理論定立은 되어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大別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微小切빼說 

Rayleigh[2-7J 및 Thomson[2-8J 의 주장에 의한 微小切則說은 유리변의 미세한 요 

철 및 平濟面이 wf薦布 및 光澤흉rFR혼鄭l의 슬러리에 의하여 破陣除去되는 주로 權械

的 연마률 이야기한 것을 말하는데， 이때 연마는 주로 新薦했l의 경도， 입자형태， 

입자크기 빛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流動說

Beilby[2-9J 빛 Rawstron[2-10J 의 주장에 의한 流動說은 유리表面層， 슬러리 빠 

鷹劃 및 WfR홈布 사이에 睡間的인 高溫 高壓 狀홉헝가 일어나 結性流動이 발생함으로 

서 題性流動 현상에 의한 연마를 말한다. 이때 연마는 주로 연마제의 고른 분산에 

의한 fð性增加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3) 化學作用說

Grebentshikov[2-11J 및 Kaller[2-12J 의 주장에 의한 化學作用說은 光澤冊慶時

유리의 主成分인 실리카(Si 02)와 積土類 세륨光澤빠廣빼l에 함유된 성분인 輝土類

불화물(RF3)이 상호 화학작용하여 침식에 의한 光澤빠慶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 

한다. 이 때의 水和훌館 化學反睡式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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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重， 摩餐熱

2(2R203 , RF3) + 17H20 + 6S i02 (+ Na20)-• 10R(OHb + H2SiF6 + 5S i02 + 2NaOH 

-• 5(R2Si05 , 3H20) + Na2SiF6 + 2H20 ... (2-8) 

(4) 水和反廳說(Hydrolysis)

Cornish와 Watt[2-13] 및 Silvernail과 Goetzinger[2-14]는 種土類 세륨빠慶齊l를 

사용하면 hydrolysis 작용에 의해 O-Si-O 결합이 따괴되는 CeO-Si의 활성 복합작용 

을 일으키는데， 이 복합작용이 유리표변에서 CeO-Si률 각각 분리시킴으로써 수화실 

리카 형태로 제거되어 침식 光澤m慶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고 이때 積土類 세륨光澤新慶鄭l가 일종의 촉매작용을 하는 좋은 예라고 이들은 

설명한 바 있다. 

위에서 설명한 4가지의 연마륙성에 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볼때 光澤新훌훌能은 

어느 하나의 주된 요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마의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光澤冊廣뺀l의 園內外 製造現況 및 製造法

(1) 국내의 제조현황 

국내에서 세륨光澤冊慶했l 빛 유리原料用 繹土類化合빼 제조는 서울대학교에서 

monazite로부터 일부 연구개발을 시도하였고， 럭키금속(주)기술연구소에서도 시도 

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한국자원연구소와 대백물산(주)이 공동개발을 시도 

한 것이 처음이다. 

(2 ) 외국의 제조현황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및 선진국에서는 세륨光澤鼎薦顆l 및 유리原料用 繹土類

化合챙의 연구 개발[2-15]을 완료하여 양산 체제를 갖추어 세계시장을 상대로 제품 

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Cercoa Co. 에서 Lensmax Z 및 Lensmax R이 라는 

光澤鼎廳했l를 개발하였고， 프랑스 Rhone Poulenc Co. 및 기타 日本의 여러 제조회 

사에서도 각종 이들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훌훌塵하고 있다. 그리고 積土類理購量의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 개발에 나서서 이의 실용화 내지 규격 

에 맞는 제품개발 및 본격척인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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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新薦했l 제조공정 [2-16]은 톡륙하게 고농도 염화세륨 용액에 

silico f1 uoric acid(HzSiF6) 및 ammonium sulfate [(NH4 )zS04] 를 가하여 rare earth 

f1 uosi 1 icate 혹은 複題(double sa1t) 沈銀으로 한다. 다시 여기에 ammonium 

bicarbonate [(NH4 )zHC03]를 넣은 다음 加熱， 洗縣 및 여과하여 얻은 산물， 혹은 

(NH4 )zHC03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複題을 여과만하여 얻은 산물의 熱處理， 慶寶 및 

분급 과정을 거쳐 짧慶郵j를 제조하는 곳도 있다. 

(3 ) 種土類 光澤冊薦齊l 製造法

種土類 光澤鼎慶齊l는 CeOz의 함량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 종류인 고품위 CeOz(80% 

以上)와 저품위 CeOz(50% 程度)로 분류하여 사용하는데， 하나는 高級冊慶했l로 다른 

하나는 低級짧慶齊l로 이용된다. 흉R薦齊l 製造에 이용되는 鳳料物賢은 bastnasite , 

monazite 빛 이들 광석들로부터 제조된 흔합 훌훌化種土化슴빼이다. 

(가) Monazite광으로부터 製造

이들 제품들은 monazite에 HZS04 혹은 NaOH를 가하여 완전히 분해시격 제2장 제1 

절에서 전술한 방법에 의해 분리 정제하여 cerium concentrate를 얻은 다음， 이를 

900 - 13000C 범위내에서 열처리한다. 열처리 결과 얻은 산물은 다시 ba11 mi 11 혹 

은 zet mill에서 R혼鍵하여 일정입도로 분급하고 필요한 짧加했l를 가하여 잘 혼합하 

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黃훌훌훌훌을 함유한 積土類 光澤新睡齊l로 제조된다. 그리고 유 

리原料用 縮土類化合勳은 monazite의 분리 결과 얻은 cerium concentrate를 成分調

節이 가능한 방법으로 재처 리하여 사용한다. 

(나) Bastnasite鎭으로부터 製造

이들 제품들은 froth f1 otation 기술을 이용하여 60% 이상 rare earth 

oxide(RE이를 함유한 bastnasite를 10% 염산에 침출하여 calcite를 제거한 다음 건 

조 하소하여 COz를 제거한 80%(total RE이 이상의 산물을 붉은 염산으로 재처리하 

여 제조한다[2-16]. 이때 bastnasite가 건조 하소 단계를 거치면 세륨은 불용성 화 

합물인 CeOz로 변환된다. Fig. 2.3과같은 일 련의 製造工程을 거 쳐 만틀어 진 cerium 

concentrate는 규격치에 부합되면 바로 유리鳳料用 縮土類化合횡로 이용된다. 여기 

에서 얻어진 산물은 다시 900 - 13000C의 열처리， 명균입경 1 - 5 p.m 정도의 鷹훌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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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 Flowsheet of the preparation of glass additive and 
polishing powder from bastna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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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급 및 適定量의 짧加劃 흔합동의 공정을 거쳐서 光澤新慶劃로 제조된다. 또한 세 

륨光澤鼎廣郵l의 다른 제조법으로써 bastnasite광에 약산인 (NH4 )zS04를 가한 다음 

水薰氣 홍圍氣下에서 550 - 6000C로 bastnasite광을 배소하여 얻어진 산물을 嚴處

理， 熱處理 및 薦鍵 분급함으로써 제조하는 방법 [2-17]도 소개되고 있다. 

(4) 연마제의 종류 및 특성 

積土類 光澤冊薦鄭l는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세륨의 

함량， 짧加劃의 種類， 뚫加顆l 양 및 입자크기에 따라 고급 및 저급 新廣했l로 분류 

한다. 일반적인 중국제품 繹土類 光澤新薦했l의 특성은 Table 2.1과 같고， 美國 w. 
R. Grace의 Davison Specialty Chemical Co. 의 各 用途別 세륨 光澤빠慶했l의 特性

은 다음 Table 2.2 , 2.3 , 2.4 , 2.5에 나타낸 바와 같다. [2-18] 

Table 2.1 Physical and chemical data of Chinese polishing powder 

Content Properties 

Appearance beige to pink powder 

TREO 85% min. ’ Ce02/TREO 50"~， 
Composition (%) F 6-7%, CaO 3% max. , 

F0203 0.05%, Th02 0.001% m없. 

Average particle size 1. 5 μm 

Speci fic gravi ty 6.2 

Radioacti vi ty a 1 x lO-ð curie / kg 

Table 2.2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or the polishing powder of 

Davison Specialty Chemical Co. (Product Name VITROX C). 

Contents Prφerties and usages 

Appearance pink to beige powder 

Comφsitions TREO 90% Ce02/TREO 80% 

Average particle size 2.5 μm 

Tapped bulk density 1. 4 gr/cc 

Usages opthalmic optical surfaces , 
granite stone products , quartz cryst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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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or the polishing powder of 

Davison Specialty Chemical Co.{Product Name RAREOX 14). 

Contents Pro야rties and usages 

Appearance beige to pink powder 

Compositions TREO 87%, Ce02/TREO 65% 

Average particle size 3.3 llID 

Tapped bulk density 1. 1 gr/cc 

Usages opthalmic lenses , TV tube , 
face plates , windshields and mirrors 

Table 2.4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or the polishing powder of 

Davison Specialty Chemical Co. (Product Name RAREOX 90). 

Contents Properties and usages 

Appearance beige powder 

Compositions TREO 85%, Ce02/TREO 50% 

Average particle size 3.4 llID 

Tapped bulk density 1. 7gr/cc 

Usages mlrror ’ plate glass , opthalmic lenses 
TV tube , face lates , 。ptical devices 

Table 2.5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or the polishing powder of 

Davison Specialty Chemical Co. (Product Name X-OX). 

Contents Pro야rties and usages 

Appearance dark brown powder 

Compositions TREO 98%, Ce02/TREO 45% 

Average particle size 2.9 μm 

Tapped bulk density O.67gr/cc 

precison lense , prlsm , 

Usages glass plates , optical windows , 
gratings ’ fi 1 ters , 
other optical glass speci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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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국내에서 상용되고 있는 미국 Cercoa Co. 의 세륨 光澤冊慶郵j의 륙성은 

다음 Table 2.6 과 2. 7에 나타낸 바와 같다[2-19 1. 

Table 2.6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or the polishing powder of 

Cercoa Co. (Product Name Lensmax Z). 

Contents Properties and usages 

Appearance deep pink powder 

TREO 66%, CeOz/TREO 68% 
CeOz 45% , Alz03 6.6%, S iOz 9.3% 

Compositions CaO 10.9%, BaO 4.2%, PZ05 2.0% 
LaZ03 6.9%, Ndz03 2.2%, Pr6011 0.8% 
SrO 2.8% , FeZ03 1.1%, F 6. 0% 
S03 2.4% 

Average particle size 2.1 \lID 

Tapped bulk density 0.66 gr/cc 

Usages TV tube , lenses 

Table 2.7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or the polishing powder of 

Cercoa Co. (Product Name Lensmax R). 

Contents Properties and usages 

Appearance brownish pi 마〈 

TREO 51% CeOz/TREO 86% , CeOz 44% 
Laz03 4.2%, PZ05 1.7%, Pr6011 0.9% 

Compositions Fez03 0.7%, Ndz03 1. (f~， SiOz 10.1% 
Alz03 5.4%, ZnOz 2.7%, BaO 5.8% 
CaO 12.7%, SrO 1. 1%, F 6.6% 

Average particle size 1. 8 \lID 

Tapped bulk density O. 70 gr/cc 

Usages TV tube , lenses 

以上의 세륨光澤新慶빼j의 종류 및 륙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薦齊l는 용도에 따 

라 종류가 다양하고 光澤冊慶能은 일반적으로 Ce02의 함량 및 Ce02/TREO 비율이 높 

고 명균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고급 짧薦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륙히 光

澤빠慶뺑j는 鼎慶 유리표면에 광택을 부여하면서 흠집 (scratch)을 내지 않고 m廣效

果가 좋아야만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문헌에 의하면 함유된 縮土類 성분중 立方

體 構造를 가진 Ce02 대신 層狀 構造를 가진 La203 및 Nd203의 함량이 많으면 冊薦에 

비효과적 이 라고 한다[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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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超微함 金屬醒化物

1. 핸子 生成 理論

가. 戰要

超微핸子는 그 생성과정이 종래의 미립자처럼 단순히 큰 입자들을 분쇄나 용화 

동에 의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康子나 分子들 

로 부터의 成長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금속화합물 

의 중기와 산화기체들 사이의 反鷹에 의한 초미럽 분말의 제조도 이의 범주에 속 

한다. 초미립 실리카 분말 제조의 경우를 보면 알콜， 물 빛 실리카가 생성되는데 

알콜과 물은 반웅기의 조건하에서 氣體상태로 존재하고 실리카는 끓는점이 반웅기 

의 내부온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過館和 상태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過館和의 상태가 입자의 핵을 만툴게 하고 이 核으로부터 입자의 성장이 이루어지 

게 된다. 즉 입자의 생성과 성장과정은 아래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2-21 ， 22]. 

(i) 氣相化學反應에 의 한 厭料分子나 庫子의 生成，

(i i ) 過館和 상태에 의한 核의 生成(nuc1 eation) , 

(i i i ) 核으로부터 핸子로의 成長.

핵의 성장과정은 크게 擬縮과 癡集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웅축(condensation) 

이란 핵의 표면에 핵생성시 참여하지 못한 원자나 분자가 결합하여 입자가 자라나 

는 것을 말하고 웅집 (coagulation)이란 이렇게 자라나는 핵들끼리 서로 충돌하여 

더 큰 입자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웅집과정을 다시 나누면 입자를 이루는 상이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입자의 모양이 달라진다. 즉 액상 입자들끼리의 

웅집은 완전한 合體(coalescence)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表面張力 때문에 구형입자 

를 만드나 고체의 경우는 입자가 가지는 동질성(identi ty)를 그대로 가진채로 웅 

집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void를 가진 얼기설기한(fractal) 웅집체를 만들게 된다. 

초미립자는 왕성한 이동능력 (mobility)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큰 입자 

(coarse particle)들을 다룰 때와는 달러 입자의 성장은 이들의 이동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입자의 성장 및 이동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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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子의 成長

입자의 성장과정과 이동현상을 함께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입 

도분포함수 n(x , r.. t)dx를 알아야 한다. 입도분포함수 n(x ,r.. t)dx 란 위치 .L 시간 

t에서 질량이 x와 x + dx사이에 있는 입자들의 농도， 보통 수농도(입자의 수/단위 

부피， number concentration)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입도분포함수 만으로 입자의 

성장(x값의 변화)과 유통(~의 변화)을 함께 시간(t)에 따라 살필 수 있어 이 하나 

에 중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자의 생성과 성장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1) 核生成

입자가 되면 그 증기압은 bulk의 증기압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이경향은 입자가 

작아질 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다음의 Kelvin(또 

는 Thomson-Gibb)의 식이다. 

P 4rM 
ln = (2-9) 

P∞ (T) pRTd 

여기서 P는 크기가 d인 입자의 증기압， P∞ (T)는 곡률(d) 이 ∞인 명면에서의 증 

기압(보통 말하는 bulk에서의 증기압)을 가리키며 γ는 입자률 이루는 물질의 표면 

장력， M은 그물질의 분자량， p는 밀도， T는 그 당시의 주변의 온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기분자의 웅축은 bulk때보다 입자의 경우 더 어려워지고 중기에서 입자 

로의 웅축은 명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당한 과포화도가 요구되어 진다. 실제 이 

과포화도는 입자로의 최초웅축， 즉 핵생성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핵 

생성 속도에 대한 이론은 수많은 이론이 있다. 그러나 같은 조건하에서 이들 이러 

한 이론에 의해 각각 핵생성 속도를 구하여 보면 제일 큰 값을 주는 것과 작은 값 

을 주는 것 사이에 1017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이론의 정립 

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중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이론이 Volmer , Becker 그리고 Doring이 개발한 소위 "classical theory"로 

이것은 수십 개의 화합물질에 대해 실험으로 시험한 결과 5% 이내의 실험오차 만 

을 가짐이 알려져 왔다[2-23] . 이 이론에 의하면 시간당 만들어 지는 핵의 농도， 

즉 핵생성 속도 I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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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π싫)1/2 ](매Vm2/3) 폈펀1 /2 exp{ - 3(깅隱) 

으로 표시되어 앞서 기술한 것처럼 과포화도 S의 값에 따라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식 (2-2)에서 P는 중기분압 m， vm은 증기분자의 질량， 부피 그러고 nm은 

증기분자의 수농도를 가리킨다. 또 Kelvin의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면 과포화도 

S에서 얻어지는 핵의 크기 d)~를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d" = 
4rM 

(2-11) 
pRT1 nS 

위식 들에서 보면 과포화도가 커질수록 생성되는 핵의 크기가 작아지고 핵생성 속 

도 즉 핵의 갯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방법의 핵생성은 증기 

분자들이 매체내에서 과포화되어 핵의 생성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서 중기분자 

와 핵은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핵생성 방법을 형一核生 

成(homogeneous nucleation)이 라 부르는데 이와 달리 不혈一樣生成(heterogeneous 

nuc1 eation)과정도 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외부핵(foreign nuc1 ei) 에 증기분자 

가 웅축하여 핵이 생성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두물질이 핵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는 두물질 사이의 성철이 그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균일 핵생성 

의 경우와는 달리 그 기구(mechanism)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강우를 위한 AgI 핵이나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NaCl 핵， 

그리고 지상 혹은 우주에서의 북사(radiation)으로 얻어지는 대기중의 이온 둥이 

대기핀에 존재하는 외부핵의 대표적인 예이다. 

(2) 擬 縮(condensation)

핵이 위의 방법들로부터 일단 만들어 지변 입자로서 입문하게 되는 셈인데 이때 

부터 입자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게 된다. 성장과정 중에서도 입자의 주변에 있는 

중기 또는 액체내 분자가 하나씩 둘씩 충돌하여 기존의 액체 또는 고체 입자를 각 

각 성장시키는 것이 웅축과정이라 힐 수 있다. 이와 같은 웅축과정은 분자들의 열 

척 무질서 운동과 입자의 브라운 운동간의 상대운동에 따라 일어나지만 보롱 이론 

의 유도과정에서 후자의 크기는 같은 조건에서 전자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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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된다. 웅축에 의한 입도분포 함수의 변화 속도는 다음과 같다. 

、, r 1 

) ) 
ι
 
L r -

x 미
 

4 L X ( 
-
ψ
 

t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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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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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2-12) 

여기서 ￠는 성장속도라 부르며 보통 

n(6xlpπ) 2/3DmPpVm 

k 

P∞ 

T∞ 

PS 1.333 + O. 71 (d/À) 
)(1 + ) (2-13) 

Ts 1 + (d/À) 
Ø(x , t) = 

로 주어지는데 Dm은 분자 확산계수 pp는 입자의 밀도이고 P와 T에서의 ∞는 입자 

에서 멀리 떨어진 매체에서 s는 입자 표면에서의 값을 가리킨다. ø 의 부호가 ( + ) 

이면 웅측이， (-) 이면 증밭이 일어나게 된다. 

(3) 癡 集(coagulation)

입자와 입자의 충돌에서 기인하여 입자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웅집이라 하는데 

입자와 입자의 충돌이 일어나기 위한 상대운동은 보통 브라운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외에 이 브라운 웅집을 도우는 혹은 방해하는 각종의 상호작용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웅집속도의 계산은1/2b(x1 ， x2)n(x1 ，~， t) 

n(x2 , L t)로 행해지는데 b(Xl， X2)는 질량이 각각 X1 ， X2인 두입자 사이의 웅집계수 

라 정의하며 112이란 인자는 X1-X2의 충돌웅집이나 X2-X1의 충돌웅집이나 모두 같 

은 현상으로 취급하기 위함이다. b(xl, X2)는 Fuchs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 (X1 , X2) = (4π )2 /3(3Ipp )1 /3(Xl 1 /3 + X21/ 3 )(D1 + D2)ß (2-14) 

이 식에서 D1 . D2 는 웅집하는 각 입자의 확산계수를 나타내고 8는 다음과 같다. 

R 
{ 1 + 4 (D1 + D2)(V12 + V22)/(X11 /3 + X21 /3) 

(2-15) 

여기서 V는 입자의 속도를 나타낸다. 브라운 웅집 이외에도 두입자 사이의 상호작 

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구성분자 간의 Van der Waals힘이 입자 전체에 총체적 

으로 나타나는 힘과 입자가 전하를 띄는 경우에는 전기적인 힘， 자기를 띄면 자기 

적인 힘들이 고려될 수 있다. 브라운 웅집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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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그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보정인자를 도입하여 웅집계수에 곱하여 사용한 

다. 원래 브라운 웅집은 방향성이 없는 것이고 이를 도와주는 Van der Waals 작용 

역시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웅집의 방향이 있고 없음은 

구형의 액체입자 들처럼 웅집 후 계속 구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 

나 고체입자 들과 같이 웅집 후에도 자기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여 단순히 엉킨 상 

태가 되는 웅집체의 형상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방향성이 없는 웅집에 의해 

서는 random한 형태의 웅집체를 만든다. 즉 구형처럼 꽉찬 모양은 아니지만 

random한 만큼 윤곽에 있어서는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만든다. 반면 방향성이 있 

는 웅집으로 만들어지는 웅집체는 선형적인 웅집체를 만든다. 특히 외부 전장이나 

자장에 의해 이들 입자들의 배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웅집이 일어나면 완전 직선 

형 웅집체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웅집에 의한 입도분포 함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i fZkb(X x-x )n(X E t)n(x-x E t)dx 
an(x. r.. t ) 

at 

f∞ - L 뼈.x)n(x'. r..t)n(x. r..t)dx' (2-16) 

여기서 우변의 첫번째 항은 작은 두입자가 웅집하여 질량 x인 입자를 생성하는 항 

이고 두번째 항은 원래 질량 x인 입자가 다른 입자와의 충돌로 성장함으로써 질량 

x인 입자의 소멸을 나타내는 항이다. 

웅집 현상은 입자의 수농도는 변화하지 않고 단지 입자의 크기만이 성장하는 

웅측과정과는 달리 입자수 농도의 감소가 입자의 성장과 함께 일어난다. 보통 입 

도의 분포가 협소한 단분산 입자들이 웅축만에 의해 성장하면 그 분산도가 크게 

넓어지지 않으나 웅집에 의한 성장시에는 그 분산도를 어느 정도로 크게 넓혀 주 

는 특정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2. 超微짧體 製造 工程에 대한 考察

金屬嚴化행 超微짧體의 제조 방법은 크게 나누어 *칭理的 방법과 化學的 방법이 

있다. 물리적 방법이란 금속을 가열하여 薰發시킨 후 금속중기를 嚴素와 結合， 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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縮시켜 超微핸 金屬嚴化빼 紹末을 만드는 방법이고， 화학적 방법은 金屬化合행을 

嚴化輝1와 反鷹시켜 超微뺀 金屬 嚴化빼 級末을 얻는 방법으로서 反應에 참여하는 

金屬化合狗의 狀顧에 따라 氣相， 被相， 固相 反鷹法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것이 

든 化學反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에너지 변화가 음(negative)의 값을 가져 

야 하는 제한성이 있다. 물리적 방법에 의해 超微핸 金屬 顧化빼 紹末을 제조하는 

공정은 금속을 증발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서 제조비용이 높고 생 

산성이 낮은 반면 高純度의 紹末을 제조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학적 방법은 

反鷹勳賢 또는 生成빼賢로 부터의 f륭횟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제조비용이 낮 

고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실리카 초미분체는 세계적으로 화학적 방법 중 기상반응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다. 기상반웅법에 의한 초미분체 제조방법은 액상반웅법 보다 반웅변수의 조절， 

입자크기， 분포 빛 순도 동의 제어가 용이하고 또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실리카 초미분체의 원료물질로서는 현재 실리콘 염화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 

으나 상온에서 중기압이 높고 톡성이 강해 취급이 위험하고 초미분체 제조시 생성 

되는 배출가스 중 유독성분인 염산가스가 함유되어 처리비용 및 부식방지률 위한 

장치 설치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최근 원료물질로서 금속염화물보다 가격이 다소 

높지만 실리카 초미분체 제조시의 배출가스가 이산화탄소와 물만 포함하여 유톡가 

스 처리장비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장치설비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리 

콘 알콕사이드의 사용이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제조비용을 낮추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알콕사이드인 Tetraethoxysilane(TEOS) 

로부터 기상산화 반웅에 의해 입자크기가 50nm이하의 나노사이즈 실리카 초미분체 

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리카 초미분체는 1000.C 이상의 기상에 

서 TEOS의 산화반응에 생성되며 이에 대한 반웅식은 다음과 같다. 

SHOC2HsMg) + 12 0 2(g) • Si02(S) + 8 C02(g) + 10 H20(g) (2-17) 

3. 많存의 鼎究結果 考察

기상 화학반웅에 의해 초미립 금속산화물을 제조하는 연구는 Kato[2-24 , 25 , 26] , 

Okuyama[2-27 , 28] , Komiyama[2-29 , 30] , Pratsinis[2-31 , 32] , Friedlander[2-33 , 34] 

및 Smolik[2-35] 동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1975년부터 최근까지 금속 산화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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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mechanism 규명 동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중 Kato , Morooka 및 

Pratsinis 동은 금속 산화물 중 이산화티타늄， 실리카 분말을 대상으로 산화반웅에 

관한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Okuyama, Komiyama , Friedlander 및 Sm이 ik 둥은 금속 

알콕사이드를 열분해시켜 초미립 이산화티타늄 및 실리카 분말을 제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결과 중 Friedlander 동은 불꽃반웅에 의한 분말 제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상반웅에 의한 초미분체 제조시 크기 및 분포를 조절하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개발 빛 실험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초미분체 제 

조를 위한 상용화 기술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미분체의 크 

기조절 기술의 know-how 및 실용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4. Si02 초미분체의 鷹用分野

기상합성반웅에 의한 초미분체의 웅용분야는 대체로 기계적 특성의 개선을 위한 

분야와 유체의 유동점 개선을 위한 첨가제로 웅용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70%이상이 플라스틱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키 위한 보강제 (reinforcement)로 사용되 

며 (Table 2.8). 안료의 첨가제， 담체(擔體). 표면처리제의 첨가물， 및 흡수제 동으 

로 응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용 웨이퍼의 고급연마제 및 광섬유의 제조를 

위한 원료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실리카를 비롯한 초미립 금속 산화물 

분말들은 촉매， 코팅재료， 觀料， 토너 원료 빛 분말의 흐름성 증진을 위한 짧加劃 

로서 사용되고 있다. 초미립 분말은 新素材 물질로서 현재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으나 뛰어난 물리화학적 륙성율 이용하고자 그에 대한 용도개발 연구가 기 

업， 연구소 빛 대학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Table 2.8 Fields of application on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Fields Characteristics 

Therrnoplastic materials - Increase of hardness 

Adhesives - Improvement of the forrn stability 

by increased temperatures heat stability 

Decorative paints - Sanding of household paints 

Toothpastes - Tailor-made abrasives 

Wettable powders (pesticides) and dust - Grinding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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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안티모니醒化뺑 

1. 안티모니 빛 안티모니산화물의 특성 

안티모니 (antimony)는 원자번호 51번으로 주기율표 제 5A촉에 속하는 원소이다. 

안티모니는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온 금속의 하나로， 그 명칭은 그러이스 어원 

’ anti ’와 ’ monos ’가 결합된 것으로서 ‘좀처럼 단일상으로 존재하지 않는’이란 돗에 

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안티모니의 화학기호인 ’Sb ’는 라틴어 ’ stibium ’에서 따 

온 것으로 안티모니의 주요 원광이 stibnite 인데서 유래한 것이다. 안티모니금속 

은 은백색 광택을 띄고 있으며 결정형은 ’ rhombic' 이고， 원자량 121. 75 , 비중 

6.684이고， 융점은 630.50 C 이며 기화온도는 17500 C 이다. 안티모니의 열 빛 전기전 

도도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용융상태에서 고화할 때는 약간 팽창한 

다. 상온에서는 공기 중에서 안정하고， 가열하면 연소하여 산화물이 된다. 염산 또 

는 붉은 황산에는 작용하지 않고 뜨겁고 진한 황산과 반웅하여 황산염이 되며， 진 

한 질산과 반응하여 안티몬산이 된다. 안티모니 금속의 주요 용도는 활자합금， 탬 

납， 맛데리 전극재료 퉁 주로 합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근래에는 이틀 용도보다 안 

티모니산화물 제조용 원료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안티모니산화물은 안티모니삼산화물(SbZ03) , 사산화물(SbZ04 ) 및 오산화물( SbZ05)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 중 안티모니삼산화물 분말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삼산화안티모니 (antimony trioxide)는 백색 분말로서 분자량은 291. 50이고， 

비중 5.67이며， 융점이 6560 C, 기화온도는 15500 C 이다. 결정형은 cubic과 

orthorhombic 두가지가 있는데， 결정학적으로 전자를 Senarmontite라 하고 후자를 

Valentinite라고 한다. 안티모니삼산화물은 플라스틱， 고무， 섬유， 페인트공엽에 

있어서 이들 제품에 분말 형태로 첨가되어 유기물질의 연소를 지연시키는 난연제 

(flame retardant)로 사용되는 양이 가장 많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고무 동 화학 

공업의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티모니삼산화물은 

플라스틱 둥이 연소될 때 함유된 할로겐 성분이 분해되어 안티몬힐로겐화물을 생 

성시키면서 플라스틱의 연소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 

2. 안티모니 훌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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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모니를 함유하는 광물은 표 2-9에 나타낸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 

요 원료광물은 휘안광(Stibni te: Sb2S3) 이다. 휘안광은 대개 소규모이고 화성광상의 

석영맥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같이 안티모니는 다른 

금속광의 구성물로 발견되기도 한다. 광상은 지표부근에서 거의 생성되며 소량의 

금， 은 황화물을 포함하기도 한다. 전세계 대부분의 안티모나 생산지역은 이런 형 

태의 광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볼리비아 퉁이 대표 

적 산출국이다. 표 2-10에 안티모니 원광의 국별 매장량을 나타내었으며 [2-36] . 표 

2-11에는 1994년도 주요 산출국의 생산량을 나타내었다[2-37] . 이 표들에서 보듯이 

안티모니의 세계 매장량은 약 4백6십만톤으로 중국에 전체의 50% 이상이 매장되 

있고， 볼리비아， 남아공， 태국 동에 나머지 대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이 세계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안티모니는 동， 연 제련시 부 

산물로 산출되기도 하며， 폐맛데리 전극과 Sb합금 폐기물의 재활용에 의하여 재생 

안티모니를 생산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재생 안티모니의 생산이 총공 

급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제련에 필요한 안티모니 정광의 품위는 Sb 

함량으로 60% 이상이 좋다. 표 2-12에 주요 산출국의 안티모니 정광의 조성례를 

나타내었다. 

Table 2.9 Antimony ores and properties. 

Minerals Formula Sb (wt%) Specific Hardness Crystal 
gravity Form 

Native Antimony Sb 100 6.6-6.7 3-3.5 rhombic 

Stibnite Sb2S3 71.1 4.6-4.7 2 。rthorhombic

Tetrahedrite (Cu , Fe)12Sb4S13 29.2 4.4-5.4 3-4 cubic 

Pyrargyrite Ag3SbS3 22. 5 5.0-5.8 2.5-3 trigonal 

Stephanite AgSSbS4 15.4 6.2-6.4 2.5 。rthorhombic

Polybasite (Ag , CU)HPb2S11 10.5-15.1 6.0-6.2 1. 5-2 monoclinic 

Boumonite PbCuSbS3 25.0 5.8 3 orthorhombic 

Jamesonite Pb4FeSb6S14 35.4 5. 7 2-2.5 monoclinic 

Boulangerite PbsSb4S11 26.0 5.6 2-2.5 monoclinic 

Valentinite Sb203 84. 0 5. 6-5.8 2-3 。rthorhombic

Senarrnontite Sb20 3 84.0 5.2-5.3 2 Cu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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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 Reserves of antimony ores (unit: thousand tons , metal base). 

혹펼--궁플 매장랑 잠재량 계 

북미(소계) 360 425 785 
미국 90 100 190 
카나다 70 75 145 
멕시코 200 250 450 

남미(소계) 410 420 830 
볼리비아 340 350 690 
폐루 70 70 140 

유럽(소계) 500 510 1, 010 
체코 50 50 100 
이탈리아 50 50 100 
구소련 300 310 610 
%2 100 100 200 

아프리카(소계) 330 370 700 
남아공 260 280 540 
모로코 70 90 160 

아시아(소계) 2, 930 3, 340 6, 270 
말레이지아 130 130 260 
중국 2, 400 2, 600 5, 000 
태국 300 500 800 
터어키 100 110 210 

호주 100 110 210 

총 계 4, 600 5, 200 9, 800 

Table 2.11 Production of antimony concentrate in 1994 (W: not submitted). 

2, 500 

Table 2.12 Example of chemical composition of antimony ores. 

Mexic。 S. Africa Bolivia China Thailand 

Sb 25% 57% 62% 61% 45% 
As 0.1% 0.3% 0.1% 0.4% 0.2% 
Cu 0.1% 0.1% 0.1% 0.05% 0.05% 
Ni 0.1% 0.2% 0.1% 0.01% 0.01% 
Pb 0.1% 0.2% 0.2% 0.1% 0.05% 

” 
ν
 



국내의 경우 충남 천안 및 경북 봉화 지역에 약 69 ， 000톤의 안티모니광석이 매 

장된 것으로 추정 보고되었으나， Sb 함량이 12.2%로 저품위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아서 생산실적은 없다[2-38] . 

3. 안타모니 빛 산화물 째조기술 

가. 배소환원법 

안티모니 광석으로부터 금속 안티모니를 제조하는 방법은 우선 건식법과 습식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티모니 광석의 용융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량 처 

리에 적합한 건식법을 적용하고 있다. 안티모니 건식제련은 원광의 품위에 따라 적 

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건식법으로는 배소환원법과 용리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휘안광을 배소하여 산화물을 만들고 이것을 반사로에서 탄소환원제와 Na2C03 , 

K2C03 와같은 저융점 슬래그와 혼합하여 가열해서 금속으로 제련하고， 이를 주조한 

다음 정련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서 이를 배소환원법 (roast-reduction process) 이 

라고한다. 

배소환원법에 의한 안티모니 제련방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다. 공 

정도에서 분쇄 공정은 휘안광 정광의 입도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한데， 배소 공정에 

서는 입자가 작은 것이 배소가 잘 된다. 배소시 화학반응은 아래 식과 같다. 

2 Sb2S3 + 9 02 = 2 Sb203 + 6 S02 ( 2 -18 ) 

배소 후 정광의 Sb 함량은 증가된다. 휘안광의 배소온도는 입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입자가 작은 경우에 배소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290-3400C에서부터 산화가 진행된다고 한다. 한연 배소가 진행되는 중에 유황이 존 

재하는 동안은 Sb2047r 생성되지 않으나， 4300C에서부터 Sb203 가 Sb204 로 산화되기 

시작한다. 4800 C 이상에서는 Sb2047r 더 안정한 형태이다. 휘안광 배소시에는 배소 
시 발열을 고려하여 배소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온도 조절을 하여야 한다. 

배소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Sb203 가 휘발되어 손실될 뿐만 아니라 Sb204 로 산화되 

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의 경우에 배소 장치는 로타리킬른이나 유동상 배소로를 사 

용하는 것이 좋으며， 배소로에 공기를 일정량 취입시켜서 산화배소가 잘 진행되도 

록 한다. 적절한 배소조건으로 330-420oC에서 2시간 정도 배소시키는 것이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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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chematic flowsheet of roast-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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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보고가 있다[2-39 ， 40].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농도가 클수록 

배소반웅이 빨리 진행된다. 배소광은 산으로 침출하여 고순도 Sb203로 제조하거나， 

탄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안티모니 조금속으로 제조한다. 안티모니조금속은 정련 

을 통하여 순도를 높힌 다음， 용융 안티모니를 증발시켜서 안티모니산화물 분말로 

제조한다. 안티모니산화물은 안티모니황화광을 용융시켜서 바로 제조할 수도 있으 

나， 안티모니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금속을 제련한 다음 안티모니금속을 700-9000 C 

에서 산화시켜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소환원법에 의한 생산라인의 예로서 日本精鎭珠式會社 中觀(Nakase)製鍵所에서 

의 안티모니 금속제련과 삼산화안티모니 제조 예를 살펴보았다[2-41] . 이 제련소는 

해외에서 광석을 수입하여， 스티브나이트(Sb 60%이상)정광과 Sb금속으로부터 Sb203 

분말을 년간 4, 700론 생산하는 규모이다. 광석은 건조， 흔합(소석회를 점결제로 흔 

합). 펠레타이정(직경 10mm) 동의 전처리를 한다. 鐘石轉盧를 사용하여 배소를 하 

는데， 배소공정에서는 8500C로 가열하여 광석을 용융시키고 노체 밑부분에서 산소 

부화 송풍하여 1차 산화시킨다. 이 때 산화열에 의해 노가 9500C로 가열되어 일부 

생성된 Sb203가 휘발되며 노 본체 직상에서 공기에 의해 2차 산화가 일어난다. 산화 

안티모니는 냉각， 웅결시킨 후， 포집 duct를 거쳐 싸이클론과 백필터에서 포집된 

다. 그리고， 노내에 광석중의 Si02 동 비휘발성 용융물질은 정기적으로 노를 기울 

여서 제거시키며， 슬래그는 전기로에서 코크스， flux , 환원슬래그와 함께 용융환원 

시켜 슬래그중의 Sb를 회수하고， 배소시 발생되는 S02 가스는 배연탈황설비에서 석 

고로 제조한다. 배소공정은 Batch 조업으로서 1회 30론을 장입하여 30시간 처리하 

는데， 초기에 4론 정도를 미리 장입하여 용융시킨 후 일정량씩 원료를 장입한다. 

배소후 환원공정에서는 안티모니산화물을 오일코-크(환원제) , 소다회(융제)와 흔합 

후 반사로에서 용해시킨다. 환원제로 목탄， 코크스를 사용하기도 하며， 고순도 금 

속 제조시에는 소다회에 가성소다를 섞어 쓰기도 한다. 환원 생성물인 안티모니금 

속은 보온래들에 옮긴 후 溫m樓에 흘려 5mm 크기 shot 형상으로 주조하며， 휘발되 

는 삼산화안티모니는 백필터에서 포집한다. 반사로에서 휘발된 삼산화안티모니는 

원료 장입량의 약 8% 정도이다. 반사로에서 얻어진 Sb 금속의 순도는 98. 7% 정도이 

며 약 91.5%의 회수율을 올리고 있다. 반사로에서 제련한 안티모니 금속으로부터 

삼산화안티모니를 제조하는데， 대용량의 題훌훌式揮훌훌빼 1기와 소용량의 定置式揮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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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7기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안티모니산화물 제조시 조업방법 빛 장치의 기본구 

조 동은 배소로의 경우와 유사하고， 산화물 제조시에는 노내에 불휘발성 잔존물의 

축적이 별로 없으므로 상당기간 연속조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 용리법 

원광인 휘안광은 용융점이 5400 C 이기 때문에 원광의 품위가 높은 경우에는 원광 

을 바로 용해하여 맥석 성분과 분리시킨 다음， 용융 분리된 황화안티모니를 세럽의 

철스크랩과 혼합， 가열시격서 안티모니금속으로 제조하기도 한다. 이를 용리법 

(liqu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용리법에 의한 안티모니 제련은 antomony 

sulphide 함량이 90% 정도로 높은 경우에 crude Sb로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정광 

의 크기가 호도알 정도로 커야 하며， 너무 작으면 용융된 것이 입자 사이를 잘 빠 

져 나오기 힘들다. 용리법에 의한 안티모니 제련방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2-5와 같다. 조업은 pot나 도가니 (crucible)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사로를 사 

용하기도 한다. 조업방법은 pot 또는 crucible의 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 밑에 용 

용물을 받을 수 있도록 receiver를 설치한 다음 시료를 pot 또는 crucible에 장입 

하고 가열한다. 위， 아래 이중 구조의 도가니 제작시， 위 도가니에는 바닥에 5mm 

구멍을 뚫어 (너무 크면 광석 nut가 빠져 나올 수 있슴) 용해된 Sb2S3 가 밑으로 빠 

져나오도록 하고， 아래 도가니에는 물이 든 캔을 설치하여 용융 Sb2S3 가 웅고되도 

록 제작하며， 도가니에는 스티브나이트의 산화를 줄이도록 노뚜껑을 설치한다. 용 

융물은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이 모양이 좋다. 바닥 구멍 대신에 측면에 tap hole을 

뚫어 사용하기도 한다[2-42] . 휘안광을 용리시킨 후에는 용탕에 세립의 첼 스크랩 

을 넣어서 용융 Sb2S3를 금속 안티모니로 환원시킨다. 이를 철환원( iron 

reduction) 공정이라 한다. 철환원공정시 화학반웅은 다음 식과 같다. 

Sb2S3 + 3F e = 2Sb + 3F eS ( 2 -19 ) 

철환원 시에는 반웅후 Sb와 FeS의 분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sodium sulphate 

와 carbon을 첨가하여 용융슬래그를 형성시키고. FeS가 슬래그상에 흡수되어 용융 

Sb로부터 분리되도록 한다. Common sal t를 f1 ux로 사용하기도 한다. Fe 양은 약간 

여유있게 집어 넣는다. 잔류 Fe는 뒤의 정련공정에서 Sb황화물과 반웅한다. 위 반 

웅식 (2-19)에서와 같이 얻어진 안티모나 조금속은 Sb 함량이 약 91. 6%로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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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s"라고 부른다. 이 singles를 crude antimony 빛 common sal t와 혼합하여 

용해시킨 것을"doubling" 또는 "star bowls" 라고 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약 

99.5%의 안티모니 금속을 얻을 수 있다. 또， doubl ing 을 flux와 함께 재용해， 정 

련하면 star antimony 또는 French metal 이 라 불리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안티모니 

산화물 제조과정은 배소환원법 경우와 유사하다. 

다. 습식제련법 

습식법에 의한 안티모니산화물 제조방법은 삼산화안티모니의 경우보다는 오산화 

안티모니 제조의 경우가 더 많다. 습식법에 의하여 삼산화안티모니를 제조하는 예 

는 휘안광 배소산물을 염산으로 용해하여 삼염화안티모니 (SbCh)를 생성시키고， 이 

를 알칼리 분위기에서 가수분해하여 안티모니삼산화물(SbZ03) 침전으로 회수하는 방 

법이 있다[1-10]. 미국 Asarco사에서는 안티모니 정광과 sodium sulfide , 1 ime괴 

및 환원제로 coke를 혼합， 가열시켜서， Sb를 수용성이 큰 sodium 화합물로 형성시 

키고， As는 불용성인 calcium 화합물로 형성시켜 이를 물로 침출함으로써 Sb를 회 

수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2-43]. 이 외에 안티모니 함유물질을 암모니아 동으로 

습식처리하여 전해법에 의해 금속 Sb를 회수하거나， 오토클레이브에서 반웅시켜 

NaSb(OH)6 및 NaSb03 를 제조하는 방법과[2-44] , 안티모니삼염화물을 수용액에서 

EDTA와 반웅시켜서 안티모니삼산화물 senarmontite를 제조하는 방법 [2-45] 둥이 보 

고되었다. 

습식법에 의하여 오산화안티모니 (Sbz05 )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안티모니삼산화 

물을 40-1000C에서 과산화수소와 반웅시켜 산화 및 수화시키고 이를 Fe 퉁 다른 금 

속과 용액상에서 반웅시켜 Hydrated Metal/Antimony Pentoxide 를 만들어 건조시킨 

다음， 300-700oC에서 하소하여 Meta l!Antimony Pentoxide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2-46] . 또한， 안티모니 금속 또는 삼산화물을 수용액상에서 분산시킨 다음 과산화 

수소와 반웅시격 Antimony Pentoxide 수화물을 침전 회수하기도 한다[2-47] . 이 외 

에 안티모니 함유물질을 KOH 용액으로 침출시키고， 용액중의 안티모니를 5가 이온 

으로 산화시킨 다음 pH를 산성영역으로 조절하여 Antimony Pentoxide를 침전 회수 

하는 방법이 있으며 [2-48] , Sbz05 분말과 phosphoric acid를 혼합， 농축시키고 

ethoxylated fatty acid amine을 첨가하여 건조시킴으로써 극성용매에 잘 분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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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경 0.03~ 정도의 colloidal Antimony Pentoxide를 제조하기도 하였다[2-49] . 

라. 기타 제조방법 

휘안광으로부터 안티모니 및 안티모니화합물을 제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제 

련법 빛 플라즈마 제련법 동이 있다. 직접제련법은 휘안광을 7000 C 이상의 온도로 

가열시키고 공기를 취입시켜서 휘안광의 주성분인 Sb2S3를 배소시켜서 휘안광 중의 

황 성분을 S02 가스로 제거시켜 산화물로 만듬과 동시에 Sb 금속을 회수하는 방법 

이다[2-5이. 직접제련법은 반웅로 내부가 산화성이기 때문에 실제 안티모니 금속으 

로 회수되는 양은 적다. 이 방법에서는 조업온도가 높아서 안티모니삼산화물 대신 

에 Sb204가 생성된다. 직접제련법은 용광로에서 조업할 수 있으며， 원료광에 환원제 

로서 코크스와 CaO 용제 둥을 배합하여 사용한다. 또 다른 직접제련법으로서 수소 

가스와 석회를 사용하여 휘안광으로부터 안티모니금속을 직접 제련한 연구보고가 

있다[2-51] . 환원반웅은 다음 식과 같이 진행된다. 이 방법에서는 180메시 이하의 

H2. (g) + 113 Sb2S3 + CaO(g) = H20(g) + 2/3 Sb(s) + CaS(s) (2-20) 

휘안광 분말을 CaO와 흔합후 실런더 형태로 성형시키고 이를 관상로에서 수소가스 

로 환원하였으나， 아직 상용화 실적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안티모니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2-52 ， 53] . 

이 방법들은 휘안광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95-99%의 저급 삼산화안티모니를 원료 

로 사용하고， 이를 플라즈마로 용해시켜 휘말시킨 다음 웅축관에서 압축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로 급냉을 시켜서 미럽의 안티모니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반웅로 

의 온도는 2200-25000C 범위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0.02-0.5 micron의 submicron 

Sb203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데， 급냉이 Sb203 powder의 입자크기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Submi cron Sb203 분말은 난연제로 플라스틱에 첨가시 물성을 덜 약화시키며， 

Sb203 powder의 표면적이 커서 난연효과를 상승시킨다고 한다. 

4. 안티모니의 용도 

안티모니는 금속과 삼산화물 형태로 주로 사용되는데， 금속보다는 산화물로 사용 

되는 양이 훨씬 많고 산화물 중에서도 난연제용으로 사용되는 양이 가장 많다. 미 

국의 경우를 보면 난연제로 사용되는 양이 약 58%, 금속 사용량이 약 25%이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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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안티모니화합물의 사용량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2-54] . 

안티모니 금속은 안티모니-연 합금(antimonial lead) , 베아링 합금， 활자금속， 

램납 동의 합금성분으로 사용된다. 안티모니-연 합금은 안티모니를 함유하는 납합 

금을 일걷는 것으로 25%의 안티모니를 포함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11% 이하의 

안티모니 함량을 갖는다. 안티모니-연 합금의 최대 용도는 맛데리 극판이다. 납축 

전지의 극판은 그릿 (grid) 형태로 주조하여 제작하는데， 안티모니는 주조시 유동성 

을 향상시키고， 그릿의 강도와 납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안티모니-연 

합금은 이 외에 화학 펌프， 파이프， 탱크라이닝， 지붕용 시트 및 케이블 외장용 둥 

으로 사용된다. 또한， 자동차 휠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되는 납의 경우에도 1-4% 

의 안티모니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합금에서 안티모니는 강도를 증가시키고 화학 

적 부식을 방지하며 수축이 작고 합금의 융점을 낮춘다. 또， 안티모니는 주석 빛 

구리와 합금하여 베아링합금으로 사용된다. 이 베아링 합금을 베빗 (babbit)합금이 

라고 부른다. 고-주석 배빗합금은 주석-안티모니-동이 주성분이며 안티모니가 5-8% 

이고， 고-연 배빗합금은 주석-안티모니-동이 주성분이며 안티모니가 9-16% 함유되 

어 있다. 이들 합금에서 안티모니는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활자금속은 

주석-안티모니-납 합금으로서 안티모니 함량은 2-24%로 활자 형태에 따라 달라진 

다. 맴납은 주석과 안티모니가 주요 성분으로서 안티모니 함량은 1-5% 정도이다. 

안티모니화합물 중에서 삼산화안티모나의 사용량이 가장 많다. 삼산화안티모니는 

플라스틱， 고무， 직물 동에 첨가하여 난연제(難썼濟f1 ame re tardan t )로 사용되는 

데， 플라스틱에서의 수요가 가장 많다. 난연제는 물질의 가연성 정도를 줄이는 것 

으로서 물질이 연소될 때 점화와 연소의 확산을 방해，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 합 

성 폴리머는 천연 폴리머에 비해 연소되기 쉬우므로 난연제를 첨가시킨다. 난연제 

는 안티모니， 보론， 염소， 브롬， 인 및 알루미늄수산화물 동 또는 이의 혼합물이 

다. 안티모니산화물은 단독으로 사용시에는 연소 지연능력이 다소 떨어지나， 염소 

혹은 브롬화 합성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연소시 분해되어 할로겐 성분과 결합율 

이루어 연소를 지연시키는 특성이 있다. 삼산화안티모니의 첨가량은 폴리머와 함유 

된 할로겐 성분에 따라 결정되는데， 폴리우레탄의 경우 5-20%, 폴리에틸벤 6-13%, 

ABS에 7.5% 정도 첨가된다. 또한， 삼산화안티모니는 백색안료의 일종으로도 사용되 

고 있다. 그리고， 오산화안티모니 (SbzOs)는 삼산화안티모니를 질산염 또는 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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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습식처리하여 제조한다. 오산화안티모니는 비중이 3.8로 삼산화안티모니의 

5 . 3에 비해 작기 때문에 직물용 난연제로 개발되었으나 점차 플라스틱용으로도 소 

비가 증가하고 있다. 

산화물 이외의 안티모니 화합물로는 안티몬산나트륨이 유리 빛 도자기에서 색상 

안정제와 에나벨 빛 유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산화안티모니 및 안티몬산나트륨은 

유리에 첨가되어 변색을 방지시키고， 항화안티모니는 특수 유리에 첨가되어 불투명 

성을 중대시키며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다양한 색상을 내는 데 사용된다Antimony 

trimercaptide 와같은 안티모니 유기합성물은 PVC에 첨가하여 변형과 탈색 방지를 

위한 안정제로 사용된다. 삼황화안티모니는 화약 제조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연막 

탄， 예광탄에서 백색 연기를 발생시킨다. 이 외에 안티모니화합물은 브레이크라이 

닝재료와 촉매， 농약제조， 조제약， 전기도금 동에 소량이 사용되고 있다. 

5. 안티모니의 시장동향 

가. 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안티모니 및 안티모니화합물의 생산량은 년간 40 ， 000론 정도로 추산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제련소에서의 일차 안티모니 생산 이외에 Pb , Cu 제련 부 

산불과 폐맛데리전극， 합금폐기물로부터의 재생 안티모니의 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1995년에 일차 안티모니 생산량은 약 23 ， 500톤으로 

발표하였다[2-54] . 미국내 Primary 안티모니 사용제품별， 용도별 수요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표 2-13과 같다. 국내 수요를 제외한 양은 수출되거나 재고인 것으로 추 

정된다. 난연제용 삼산화안티모니의 수요가 가장 많고， 금속으로는 맛데리 전극용 

납-안티모니 합금으로 사용되는 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안티모니 제품별 가격 

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는데， 1996년 경우 Stibnite 정광이 $28-32/ton, Sb 금 

속이 $3. 3-4. O/kg, SbZ03가 $4.4-5.likg 의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일본은 1995년에 17 ， 000론의 삼산화안티모니를 생산하였다고 한다[1 -9 1. 일본에 

서의 안티모니 수요는 대부분 난연제용이다. 중국은 최대의 광석 생산국으로서 

1990년 이전에는 주로 정광 수출에 치중하다가， 1986년부터 광석 대신에 금속 수출 

에 비증을 두었으며 1990년 후반부터는 금속 수출과 병행하여 삼산화안티모니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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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예로 미루어 안티모니의 세계 수요는 약 100 ， 000론 정도로 추정된 

다. 삼산화안티모니의 주요 제조메이커는 미국의 경우 Asarco , Amspec , Anzon 

America Inc. , Laurel Industries , Nyacol Inc. 퉁이며， 유럽에서는 Anzon Ltd. 

(U.K.) , Sica (France) , Campine (Belgium) , Stibiox (Germany) 퉁이고， 일본에서 

는 Nippon Seiko , Sumitomo Metal & Mining, Toko Sangyo , Mitsui Toatsu사이다. 

미국 Nyacol Inc. 는 오산화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다. 

Table 2.13 Demand of primary antimony in USA according to its uses. 

Product Uses 1994 Demand (tons) 

Sb Metal 

Pb-Sb 합금 ( 맛데 리 전극용 ) 

Bearing 합금 

주물용 (활자주물 동) 

용접합금용 

기타 

(소계) 

1, 990 

36 
6 

179 

1, 520 

(3 , 730) 

화약첨가제용 

Sb Nonmetal 유리가공용 

안료첨가제 

플라스틱첨가제 

기타 

(소계) 

접착제용 

Sb203 플라A틱용 

Flame- 고무첨가용 

Retardants 섬유첨가용 

기타 

(소계) 

총 계 

32 

980 

369 
1, 030 

77 

(2 , 490) 

357 
6, 710 

433 
466 
622 

(8 , 590) 

14 , 800 

딘
 



나.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는 현재 안티모니 제련을 안하기 때문에 안티모니 광석의 채광 또는 수 

입실적은 없다. 1996년도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의한 안티모니의 수출입 실적을 표 

2-14에 나타내었다. 국내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안티모니 수요는 대부분 난연제용 

으로서， 수입되는 안티모니 관련품은 대부분 삼산화안티모니를 제조하기 위한 금속 

안티모니이고， 일부의 삼산화안티모니가 수입되기도 한다. 안티모니 금속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국내 삼산화안티모니의 수요는 ‘96년 1만1 ， 653톤으로서 약 350억원의 시장규모이 

다. 공급은 제일난연화학 4 ， 000론， 일성안티몬 3 ， 600톤， 일양화학에서 3 ， 000톤을 

생산하였고， 수입양이 1 ， 053톤이었다[2-55] . 수입 내역은 중국으로부터 575톤， 일 

본 239톤， 미국 150톤 및 기타 나라로부터 89폰을 수입한 것이다. 1997년 경우에는 

수요가 1만2천론으로서 제일난연화학 4 ， 200론， 일성안티몬 3 ， 600톤， 일양화학 

3 ， 600톤， 수입 600톤으로 공급되었다. 1997년 삼산화안티모니의 수출입 내역은 표 

2-15와 같다. 가격은 환율과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되나 kg당 명균 3 ， 000원 정 

도였다. 안티모니산화물의 주요 수요처는 (주)제일모직， LG화학， 선경인더스트리 

둥이며， 이들 업체에서는 플라스틱， 합섬용 난연제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Table 2.14 Do.mestic exports and imports antimony related products in 1996. 

광종 및 제품명 끼 6. 출 -까r 입 

HS CODE 톤 - 천$ 톤 천$ 

안티모니 (Sb) 관련품 8110 
- waste, scrap 8110-00-1000 10 66 
- 기 타 (Sb산화물 등) -00-9000 20 43 8.773 25.640 

합 계 20 43 8,783 25,706 

Table 2.15 Domestic exports and imports of antimony trioxide in .1997. 

금액(천불) 중량(톤) 주요업체명 

수출 3,876 1,335 제일난연화학， 일성안티몬， LG상사， 삼성물산 

동 8업체 

수입 2,749 690 제일난연화학， 일성안티몬， 일양화학， 제일모직 

둥 28업체 

- 58-



第 3 章 高級冊훌훌뽑l用 세륨醒化物 製造

第 1 節 擁 要

세륨산화물 제조연구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차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1차년 

도에서는 모나자이트광을 처리하여 세륨함량 70% 이상인 세륨산화물율 제조하는 연 

구를 수행하여 모나자이트로부터 세륨산화물을 제조하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2차년 

도부터는 모나자이트 대신에 中園童 바스트나사이트 精鍵을 사용하여 세륨산화물을 

제조하고， 이를 다시 산세， 열처리 및 입도분급 동을 통하여 광택연마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위 세륨연마제를 제조하였다. 이는 세륨산화물 제조의 실용화를 고려 

할 때， 국내의 자원보다는 해외원료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세 

계 희토류 정광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정광에 대한 기술개발 

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광 생산량이 가장 많은 바스트나사이트 정 

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세륨산화물 제조방법의 주요공정은 정광을 분해하여 세륨을 포함한 희토류 원소 

들을 용액중으로 분리시키고， 용액중에서 세륨을 다른 희토류원소들로부터 분러한 

다. 다음에 세륨을 분러한 용액으로부터 세륨수산화물을 침전으로 회수하고， 침전 

물을 하소(calcination)함으로써 세륨산화물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2 

차년도에서는 바스트나사이트 정광 분해시에 정광을 황산과 반웅시켜 회토류황산염 

을 형성시키고 이를 물로 침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황산화법이라고 한 

다. 시료로부터 고품위 세륨산화물을 제조하기까지 황산화법의 공정개요를 그립으 

로 나타내면 Fig. 3.1과 같다. 이 방법에서는 中國 微山흩 바스트나사이트 精鍵 시 

료를 黃嚴化處理와 水홉버을 통해서 광석을 분해하고， 정광 중의 희토류 성분을 용 

액 중으로 분리한 다음， 산화제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용액중의 세륨을 세륨수 

산화물로 選揮沈짧시켜 세륨을 회수하였다. 분리회수한 세륨水嚴化빼을 여과， 건조 

시킨 후 훌훌훌홈嚴 세척에 의해 불순물을 정제하고 함度別 分級 및 熱處理 동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세륨산화물을 제조한 다음， 시험제조한 세륨산화물을 입도별， 열처 

리 조건별로 연마농을 시험하여 商用 제품들의 연마능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제품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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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차년도 연구개발을 통하여 황산화법에 의한 세륨 

산화물 제조공정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세륨산화물( Ce02) 함량이 90%이고 평균 입 

자크기는 2.42μm인 高級鼎慶薦l用 세륨산화물을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시험제조 

한 세륨산화물 시료들을 연마능시험을 통해서 商用제품들의 연마능과 비교해 본 

결과 상용제품들의 연마능에 80-95% 정도의 연마능을 나타내어 시험품의 제품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3-1 J. 

그러나 황산화법에 의한 바스트나사이트 정광의 분해시에는 항산화반웅시에 아항 

산가스가 발생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흡착， 중화 동의 공해방지에 따른 비 

용소요가 단점이므로 이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금번 3차년도 

에는 황산화법 대신에， 바스트나사이트 정광율 산화배소시키고 이를 횡산으로 침출 

시키는 황산침출법을 사용하여 광석을 분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황산침출법은 bastnasite 정광을 500 - 8000C 범위의 온도에서 산화배소시킨 후 

항산을 사용하여 광석을 분해시키는 방법이다. Bastnasite는 불소가 결합된 탄산염 

광물로서 배소에 의하여 광석중의 탄산기가 제거됨과 동시에 광석중의 3가 세륨이 

대부분 4가로 산화가 된다. 광석을 황산으로 침출시에 4가의 세륨과 다른 3가의 회 

토류들이 용액중으로 침출되는데， 이때 4가의 세륨이온은 정광중의 F와 반웅하여 

CeF6-2와같은 착화물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황산침출법 경우에는 bastnasite 정광의 

산화배소후 황산침출을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이 없다. 산화 

배소와 침출반웅식은 아래와 같다. 

。xidation roasting 

REFC03 ------------------• REFO + C02 • (3-1) 

2REFO + 3H2S04 -------• RE2(S04)3 + 2HF + 2H20 (3-2) 

한면， bastnasite를 산화배소후 항산으로 침출시키면 광석중의 세륨을 제외한 다 

른 희토류들은 3가의 양이온으로 침출되지만， 세륨의 경우에는 광석중의 불소와 결 

합하여 착합음이온을 형성한다. 따라서， 양이온교환수지률 이용하여 침출액중의 회 

토류 양이온률을 수지 (resin)에 흡착시키고， 세륨은 수지를 통과한 여액에 잔류하 

도록 하여 세륨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온교환법 (ion exchange method)의 

일종으로서 ion-sieve method라고도 하는데， 고품위의 세륨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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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세륨을 분리한 다음에는 침전법에 의하여 세륨을 수산화물 침전으로 회수 

하고， 침전물을 하소(calcination)하여 세륨산화물로 제조한다. 

Bastnasite 정광시료로부터 세륨산화물을 제조하기까지의 공정을 요약하여 나타 

내면 Fig. 3.2의 공정도와 같다. 공정도에서 Ce( OHb를 제조후 세륨산화물( CeOz)을 

제조하가 까지는 calcination 공정만 나타나 있는데， 세륨산화물을 연마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도조절을 위한 따쇄， 분급 동의 공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第 2 節 黃醒홉出法에 의한 세륨의 分離回收

1. 試料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료는 중국 산동성 미산광산의 바스트나사이트 精鍵으로서 

그 성분은 Table 3.1과 같다. Table 3.1 에 의하면， 바스트나사이트 정광은 전체회 

토류산화물(TREO)의 함량이 59.12%이며， 회토류원소 중에는 cerium이 26.30%로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다음으로 lanthanium 동 경회토류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 

다. 또한， 바스트나사이트는 불탄산염광물이므로 F 성분이 6.07% 함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시료를 X선회절법 (XRD)으로 정성분석한 결과로서 세륨과 다른 희토 

류성분들이 (Ce / RE) C03F 형태로 불탄산염을 이루고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1 Chemical composition of bastnasite (unit: wt%). 

λ。4 초 ‘'\!...브L CeOz LaZ03 YZ03 Ndz03 Pr6011 EUZ03 Smz03 GdZ03 TREO 

함량 26.30 22.51 0.034 7. 76 2.00 0.028 0.33 0.17 59.12 

λ。」초‘」흐 CaO FeZ03 BaO F Alz03 SiOz MgO MnO Ti Oz 

합량 4.97 0.53 2.71 6.07 0. 97 3.29 0.13 0.087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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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스트나사이트 정광의 산화배소 

Tab1e 3.2는 대형 회전배소로를 이용하여 각 배소온도에서 2시간 동안 배소한 

bastnasite 배소광의 전체 희토류산화불(TRE이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회토 

류산화물의 함량이 59.12%인 bastnasite 정광을 회전배소로에서 온도별로 배소한 

결과， 본 연구조건인 550 -700 oC 에서는 전체희토류산화물 함량이 75% 이상으로 증 

가하였으며， 배소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1은 배소 

전후 시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진에서 보면 배소를 통해서 시료의 색상이 진한 

갈색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Tab1e 3.2 Amount of tota1 rare earth oxides(TREO) of the bastnasite 
roas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Roas t. Temperature 

TREO (%) 

Photo 3.1 Configuration of bastnasite samp1e: (left) original sample , 

(right) after ro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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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스트나사이트 배소팡의 황산침출 

가. 실험방법 

Bastnasite 산화배소광의 황산침출에 사용된 침출조는 내경 85mm , 외경 90mm , 높 

이 100mm인 pyrex 재질의 반웅기를 사용하였으며， 반웅온도는 hot plate를 이용하 

여 조절하였다. 그러고 고온 침출시 용액의 중발 방지를 위하여 웅축기를 반웅기에 

부착하였다. 황산침출시 배소온도 550-700.C , 황산농도 4-8~， 침출온도 40-8 

O.C , 침출시간 1-5시간， 그리고 광액농도 10-30% 동을 실험변수로 선정하여 ， 이 

들이 침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각 침출조건에서 침출이 끝난후 여과여액 

의 TREO 양을 측정하므로서 침출율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 

조건하에서 최적 침출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나. 배소온도가 침출에 미치는 영향 

산화배소 온도 550 , 600 , 650 , 700.C에서 배소시킨 배소광 100g을 사용하여 일정 

조건(항산농도 4-8N, 광액농도 10%, 침출온도 60.C , 침출시간 2hr}에서 침출시킨 

결과를 Fig. 3.3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 산화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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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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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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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N-H2S04 

550 600 

• : 7N-H2S04 

• : 8N-H2S04 

650 700 

Temperatur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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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ffect of roasting temperature on the yield of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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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률이 증가하나， 침출률의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은 일정조건에서 팡산농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배소가 진행되는 동안에 광석내 존재하는 불소가 방출 

되는데， 배소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소의 방출량은 증가한다. 그러나 침출공정후 

ion sieve법에 의한 세륨 회수공정에서， 세륨은 착화물음이온형태로 분리， 회수되 

는데， 산화배소후 배소광내에 불소의 함량이 너무 적으면 세륨 회수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온의 산화배소는 지양되고 있다. 따라서 침출률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에서는 되도록 낮은 배소온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550-600.C에서의 배소가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배소온도 및 황산농도가 침출에 미치는 영향 

Fig. 3.4는 일정조건(배소온도 650.C ，배소광 100g ， 광액농도 10%, 침출온도 60.C , 

침출시간 2hr}하에서 황산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침출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변， 황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침출률이 증가하는데 황산농도 6N에 

서 최대값을 보이다가 이 이상의 황산농도에서는 침출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배소온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어느 

황산농도 이상에서 침출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침출용액내 황산의 과다 존재로 3가의 

희토류이온과 황산기 이온이 REZ(S04h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REz(S04h는 온 

도가 증가하면 수용액 내에서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물을 사용한다 

[3-2] . 본 연구에서 침출온도는 60.C로서 REz(S04h의 용해도가 낮아， 침출률이 저 

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침출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량의 황산농도는 

피해야 하며， 본 연구조건에서는 6N 황산농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라. 침출온도 및 시간이 침출에 미치는 영향 

Fig. 3.5는 일정조건(배소온도 650.C , 배소광 100g, 황산농도 6N , 광액농도 10%, 

침출시간 2hr}하에서 침출온도 및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얻은 침출률을 나타내고 있 

다. 이 결과에 의하면， 침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침출률이 증가하며 침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침출률은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침출시간 3시간 이후에는 침출률이 

일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조건하에서 침출률은 침출시간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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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기초실험 결과 얻은 최적조건하에서 희 

토류 배소광의 횡산침출시 발열반웅열을 이용하여 가온하지 않고 대형침출조(500 

liter)에서 대단위 시험을 수챙한 결과， 기초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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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ffect of H2S04 concentration on the yield of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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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Effect of leaching time on the yield of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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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온교환법에의한 새륨의 분리회수 

가. 실험방법 

통상 세륨은 회토류원소중에서 쉽게 3가에서 4가로 산화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희토류 정광의 분해 빛 침출을 통한 침출용액으로부터 세륨을 산화하여 다른 3가의 

희토류원소로부터 분리하는 산도조절법은 설비가 간단하고 조업이 간편하여 세륨을 

회수할 때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산도조절법에 의해서는 고품위 세 

륨산화물의 제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불순물이 공침되어 침전물을 오염시키 

며， 용액의 산도를 엄격하게 조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산화제 첨가량의 증 

가에 따라 세륨의 회수율은 증가하고， 반면에 다른 희토류가 공침되어 세륨의 순도 

는 감소하기 때문에 산도조절법에 의해 고회수율과 고품위를 얻기 위하여는 한 번 

의 산화침전 보다는 두 번 이상의 다단 산화침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같이 종래 산도조절법에 의한 세륨의 분리 • 회수방법 

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온교환수지법 (ion exchange 

method)를 적용하였다. 이온교환수지법은 특히 불탄산염 희토류정광의 산화배소에 

의한 황산침출 빛 침출용액으로부터 세륨을 분리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흔 

합회토류용액 중에서 세륨만을 분리해 내기 때문에 ion-sieve method라고도 한다. 

1930년대 이온교환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가 시작된 이래로， 1950-1970년대에 꾸 

준한 연구를 통한 분리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이온교환법은 희토류원소를 

분리하여 고순도의 희토류화합물을 제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 방법은 분별 

침전법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고순도의 회토류를 얻을 수 있다[3-3] . 

10n sieve method에 의한 세륨의 회수는 양이온교환수지에 4가 세륨 이외의 3가 

희토류원소들을 선택적으로 흡착시켜 세륨을 분리 •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4가 세륨 이온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인데， 적정 착화물을 선정하여 침출용액에 첨 

가하면 다른 희토류원소들은 3가의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세륨은 착화물과 

결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착합음이온을 형성한다. 

Ce4+ + Re3+ + 6F- - ---• [CeF6] - - + Re3+ (3.3) 

그러므로 양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침출용액중의 희토류 3가 양이온틀을 수지에 

흡착시킴으로써 세륨의 착합음이온을 기타 희토류원소들로부터 분리하는 이 방법은 

공정이 간단하며 회수된 세륨의 회수율 및 품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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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화배소 및 황산침출 거친 침출용액을 사용하여 ion sieve 법 

에 의한 최적의 세륨 회수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이온교환수지는 Amberlite IR-120과 유사한 수지로서 폰
 

스
르
 산기가 작용기로 부착되 있고， 수지의 입도는 50-80mesh 이다. 양이온쿄환수지를 

2.5-3N H2S04 수용액으로 24시간 동안 산처리하여 ion-sieve column( 지름 5cm , 높 

이 80 cm) 에 충진한 후， 증류수로 수세를 하고 0.2 -0. 3N H2S04 수용액으로 산세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지를 전처리하여 세륨의 분리회수에 사용하였다. 

Ion-sieve column은 지름(D)cþ 5cm , 높이 (H) 90cm인 아크릴 재질로 제조하였다. 

Column 내 양이온교환수지 전처 리 과정에서 용액의 pH 측정은 Fisher Scientific사 

의 pH Meter 910을 이용하였으며， 용액의 공급은 Cole Parmer Instrument Co. 의 

Masterflex 펌프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회분식 수지컬럼장치의 모습은 사진 

3.2와 같다. 사진에서 칼럼에 노란색으로 충진된 것이 수지이다. 

Photo 3.2 Experimental apparatus used in the ion sie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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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세륨의 분리회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 

하였다. 즉， 양이온교환수지를 전처리하여 column 內에 충진한 후， 상기와 같은 항 

산침출용액을 TREO가 적정 농도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여 일정한 유속으로 

ion-sieve column 內로 통과시켜 침출용액중의 세륨을 제외한 3가 희토류 양이온들 

을 수지에 흡착시킨다. Column을 통과한 용액을 채취하여 1. C. P. 로 용액의 조성을 

분석하였다. 회토류이온들에 대한 양이온교환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 용리액으 

로 3N H2S04 수용액을 사용하여 co lumn내에 통과시켜 흡착된 3가 회토류 양이온을 

용러시켰다. 용리액은 혼합회토용액으로서 용매추출법에 의하여 희토류 성분별로 

분리 회수하는데 사용된다. 

나. 침출용액의 TREO 농도가 세륨의 분리회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침출용액의 전체희토류(TREO) 농도를 각각 55 , 70 , 105 g/ l로 변 

화시키면서 일정조건하(용액의 유속 = 9. 6 ml!min , 칼럼 지름 = 5 cm , resin 높이 

= 45cm)에서 3가 희토류이온들의 흡 · 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6은 ICP 분 

석을 통하여 ， 침출용액의 TREO 농도변화에 따른 3가 희토류이온들의 흡착후 여액중 

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희토류원소중에 세륨원소의 백분율과 세륨의 회수율을 나타 

내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 일정량의 resin 부피에서 침출용액내 전체 희토류산 

화물의 농도 증가에 따른 3가 회토류이온들의 흡착후 여액내 전체 희토류에 대한 

세륨의 함유량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침출용액의 TREO 농도가 낮을수록 세륨회수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침출용액의 TREO 농도는 약 70 g/ l 이하가 적절하였다. 

다. 침출용액의 유량이 세륨의 분리 회수에 미치는 영향 

침출용액의 column 통과 유속을 각각 5.5 , 9.6 , 14.0 , 19.0 ml /min로 변화시키면 

서 일정 조건하[resin 높이 45cm(resin 부피 880cm3 ) , 침출용액중 TREO 농도 

70g/ 1 (침출원액 3배 희석 ) ]에서 3가 희토류이온들의 흡 · 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 7은 침출용액을 칼럼에 장입시 유속 변화에 따른 ion- sieve column 통과 여 

액중에 함유된 전체 희토류원소중에 세륨원소의 백분율과 세륨의 회수율을 나타내 

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용액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3가 회토류이온들의 흡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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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여액내 전체 회토류에 대한 세륨의 함유량 변화는 크지 않으나 세륨회수율은 

증가하였 늦을수록 세륨의 회수율은 침출용액의 장입유속이 따라서， 감소하였다. 

~ 。

'^를를 이하가 적절다는 9.6 ml!min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용액의 장입유속은 

알 수 있었다. 

다. 

미치는 영향 분리 회수에 양이온교환수지의 높이가 세륨의 라. 

변화시키면서 일정조건하[용 75cm로 55 , 45 , 각각 35 , 높이를 양이온교환수지의 

3가 회 침출용액 TREO = 70g/ 1 (침출원액 3배 희석 ) ]에서 유속 = 9.6 ml/min , 액의 

높이 변 양이온교환수지의 3.8은 Fig. 수행하였다. 토류이온들의 흡 • 탈착 실험을 

대한 백분율 세륨원소의 전체 희토류에 Ol~ 
AA ,-화에 따라 흡착후 여액중에 함유되어 

양이온교환수지의 높이가 증가 이 결과에 의하면， 과 세륨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얻을 수 있다. 함에 따라 고순도 세륨음이온착화물 함유 용액과 높은 세륨회수율을 

이상이 비가 9 지름의 높이와 양이온교환수지탑 설계시 탑의 이 결과로부터 또한 

되어야 높은 회수율을 갖는 고순도 세륨을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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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cale-up 실험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전술한 최적의 산화배소와 황산 

침출조건을 이용하여 황산침출용액 (300 liter)을 제조하고， 이온시브법에 의한 세 

륨의 분리회수의 대단위 실험을 수행하였다. 

Ion-sieve column은 지름(D) (Þ 25cm, 높이 (H) 250cm인 아크릴 채질로 제조되 었으 

며， 양이온교환수지는 Amber li te IR-120 형을 사용하였다. 양이온교환수지률 이용 

한 세륨의 분리회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즉， 양이온교환수 

지를 전처리하여 column 內에 충진한 후， 대단위 황산침출이 수행된 침출용액을 적 

정 TREO 농도가 되도록 증류수로 3배 희석하여 일정한 유속으로 ion-sieve column 

內로 통과시켜 침출용액중의 세륨을 제외한 3가 희토류 양이온들을 수지에 흡착시 

킨다. Column을 통과한 용액을 채취하여 1. C. P. 로 용액의 조성을 분석하였다. 회토 

류이온들에 대한 양이온교환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용리액으로 3N HZS04 수용액 

을 사용하여 column내에 통과시켜 흡착된 3가 희토류 양이온을 용러시켰다. 홉착과 

용리를 거친 후에는 증류수를 사용하여 수지를 세척하고， 0.3N 황산을 사용하여 수 

지를 재생시킨 다음 재사용하였다. 

대단위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세륨을 기타 희토류원소로부터 분리한 후 얻은 용액 

의 조성을 기초실험 (laboratory scale)의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3.3에 나타내었 

다. 본 연구에서 원료로 사용된 bastnasite는 경희토류가 전체 희토류중에 95. 7% 

함유된 광석이기 때문에 희토류원소들의 함량분석은 경희토류원소들에 국한하였다. 

Table 3.3에 의하면， 기초실험결과 경희토류원소중에 세륨의 함량은 96.6%이었으며 

대단위 실험결과는 96%로서 본 이온시브법에 의한 세륨의 분리회수 실험은 장치의 

sca1e-up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3.3. Chemical composition of the raffinate solution 

passed through ion-sieve column. 

\component component 
Samp1e\ Ce (u) La (u) Pr (ppm) Nd (ppm) 

1ab. test 1. 56 0.055 <1 6 

sca1e-up test 1. 41 0.054 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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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세륨水醒化勳 製造

1. 셰륨 분리용액으로부터 세륨불화물 침전 

바스트나사이트 배소광을 황산침출후， 이온시브컬럼을 통과한 흡착어액의 조성은 

전술한 Table 3.3과 같고， 흡착여액의 비중은 1. 1 이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륨분리용액에 NaOH를 첨가하여 세륨수산화물을 바로 침전시킬 수 있지만， 이 경 

우에는 NaOH 시약 소모량이 많아서 공업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세륨을 먼저 불화물로 침전시킨 다음， 세륨불화물을 NaOH와 반웅시켜 

세륨수산화물로 제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륨을 불화물로 침전시킨 또 다른 

이유로는， 세륨연마제 제조시 연마제에 불소(F) 성분이 소량 존재하는 것이 연마능 

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륨연마제의 경우 통상 브라운관 연마용으로는 F 

가 잔류하고， 광택연마용으로는 F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륨을 불화물 

로 먼저 침전시키면 수산화물 제조시 세륨연마제의 용도에 따라 F를 잔류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는 공정상의 편리한 점이 있다. 

Fig. 3.2 공정도와 전 절에서 약술하였듯이， 세륨분리용액으로부터 세륨블화물을 

침전시킬 때에도 먼저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4가의 세륨을 3가로 환원시키고， 여 

기에 NH4HF2를 첨가하여 CeF3 형태로 침전물을 형성시킨다. 세륨불화물 제조 반응식 

은 아래와 같다. 

[CeF 6] -- + H202 • Ce •••• + 6F- + H202 • Ce' H + 6F- + 2H T + 02 + e ( 3. 4 ) 

Ce… + 6F- + 3/2 NH4HF2 -• CeF3 • + 6F- + 312 NH4+ + 312 H‘ (3.5) 

이온시브컬럼을 통과한 세륨분리용액내 세륨 함량은 1. 41 wt%이고， 용액의 비중 

이 1. 1이므로 세륨함량은 용액 100ml당 1.55g이다. 위 반웅식들로부터 세륨을 환원 

시키는데 소요되는 과산화수소수(30% H202, 비중 1. 11 ) 양은 용액 100ml 당 1. 12 ml 

이다. 또， 과산화수소에 의해 용액내 4가의 세륨이온이 전부 3가 이온으로 변하였 

다면， CeF3 침전반웅에 소요되는 NH4HF2 양은 0.946g 이다. 

세륨분리용액을 100ml 씩 취한 다음， H202 첨가량을 1, 1. 5, 2, 2.5 당량으로 변 

화시키고， NH4HF2 첨가량을 0.6 , 0.8, 1. 0, 1. 2당량으로 변화시키면서 세륨불화물 

의 침전회수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4와 같다. NH4HF2 경우에 반웅에 필요한 화 

학당량치보다 적은 양을 첨가한 이유는 CeF6-2가 분해되어 생긴 F- 이온이 CeF3 침전 

-74-



반응에 참여하는 가를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이 표에서 회수율은 초기 용액내 세 

륨함량에서 침전 형성후 용액중에 잔류한 세륨함량을 빼준 값을 백분율로 취한 값 

이다. 실험결과 세륨불화물 침전반웅시에 H202 첨가량을 화학당량 이상으로 첨가하 

면 여분으로 집어 넣는 NaOH 양에는 침전물 형성이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H4HF2 경우에는 화학당량치의 약 0.8-1당량만 집어 넣으면 대 

부분의 세륨이 백색의 세륨불화물로 침전이 되었다. 따라서， 세륨분리용액에 H202 1 

당량 및 NH4HF2 1 당량을 첨가하여 세륨불화물 침전물을 제조하였다. 침전반웅에 소 

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면 충분하였다. 침전물은 X선회절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eF3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4 Recovery of cerium fluoride precipitate with 

variation of addi tion of H202 and NH4HF2. 

HzOz 첨가당량 (Equiv. ) NH4맨2 첨가당량 (Equiv. ) Ce Recovery(%) 

1. 12 99.6 

1. 68 99.6 

2.24 
0.946 

99. 7 

2.8 99.6 

0.568 98. 7 

O. 757 99. 7 
1. 12 

0.946 99.6 

1. 135 99.6 

2. 불화물 침전으로부터 쩌륨수산화물 째조 

세륨불화물 침전물을 건조시킨 후 9500 C 온도에서는 하소(ca1cination)를 시킨 

시료의 XRD 곡선은 Fig. 3.9와 같다. 이 그럼에서 8-45는 CeF3. 34-394는 CeOz 의 

회절 peak를 나타낸다. 이 분석결과로부터 세륨불화물을 직접 하소해서는 세륨산화 

물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CeF3 침전물은 11000 C 이하의 

온도에서는 하소를 하여도 세륨산화물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세륨산화물을 제조하 

기 위해서 먼저 세륨불화물을 세륨수산화물로 제조한 다음 세륨수산화물을 하소하 

π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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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94 

8- 45 

Fig. 3.9 XRD curve of the cerium fluoride precipitate after calcination. 

여 세륨산화물로 제조하여야 한다. NaOH 용액에 세륨불화물 침전물을 넣으면 아래 

반웅식과 같이 세륨수산화물 침전이 형성된다. 불화물침전물 건조시료 10g당 반웅 

식 의 NaOH 화학당량은 6.09g 이 다. 

CeF3 + 3 NaOH • Ce(OHh • + 3 Na+ + 3 F- (3.6) 

Table 3.5는 CeF3 시료 10g 씩을 NaOH 1, 1.2 , 1.5 , 2.0 당량(equivalent) 썩과 

광액밀도 10%로 400C에서 1시간 침전반웅시킨 후 침전물을 여과， 건조하여 칭량하 

므로써 수산화물 제조시 세륨의 회수율을 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실험조건에 

서 불화물침전으로부터 93% 이상의 세륨을 수산화물로 회수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aOH 첨가량은 1. 2당량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반웅시간을 

2시간 이상 지속시키면 대부분의 세륨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3.5 Recovery of cerium in the form of hydroxide from 

the cerium fluoride precipitate in NaOH solution. 

NaOH Equivalent 

Ce Reco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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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반웅은 온도에 따라서 CeF3가 Ce(OHh로 변화되는 변환율이 달라짐을 X 

선회절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0은 세륨수산화물 침전물을 9500C에 

서 하소한 시료의 XRD 곡선으로서， 그림에서 8-45는 CeF3의 회절 peak이고. 4-593 

은 CeOz의 회절 peak를 나타낸다. 상온에서 제조한 세륨수산화물(그림 a)의 경우에 

는 잔류 CeF3의 회절 peak가 관찰되지만. 400C에서 제조한 시료의 경우(그림 b)에는 

CeF3가 없고 CeOz 단일상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화물침전으로부터 

세륨수산화물을 제조할 때는 NaOH 1. 2당량을 함유한 400C의 수용액에서 세륨불화물 

을 NaOH와 반웅시격 세륨수산화물을 침전으로 제조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2~21111.RAII 
cro21 PH N/9711 Q/22 

8- 4~ 

‘- 593 

(a) 

C[O옆랩았:階2’ 

4- 593 

) l D ( 

Fig. 3. 10 XRD curve of the cerium hydroxide precipitate after calcination : 

(a) precipitated at room temperrature , (b) precipitated at 4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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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세륨水嚴化物로부터 연마제용 세륨醒化物 製造

1. 高級짧f薦齊l用 세륨嚴化빼 製造

시료 바스트나사이트를 산화배소， 항산침출 빛 이온교환법을 이용하여 세륨을 분 

리하고， NaOH를 사용한 알칼리침전법에 의하여 세륨함량 90% 이상의 세륨水嚴化행 

을 회수한 다음 이를 건조하여 세륨산화물 제조 시료로 사용하였다. 침전 회수한 

세륨수산화물로부터 고품위 세륨산화물을 제조하기 까지의 과정을 요약해서 나타내 

면 Fig. 3.11과 같다. 

수산화물 침전시료를 건조시킨 다음， 하소(또는 열처리라고도 함)하여 세륨수산 

화물을 세륨산화물로 변환시켰다. 열처리를 통해서 Ce(OHb가 주성분인 세륨수산화 

물이 다음 식과같이 세륨산화물 CeOz로 변하게 된다. 

heating 
2 Ce(OHb + 112 Oz 2 CeOz + 3 HzO (3.7) 

열처리 시에 기초실험용 소량의 시료를 제조할 때에는 muffle 로에서 행하고， 많은 

양의 시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로타리킬른(rotary kiln)에서 열처리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 열처리 실혐은 900-1100 Oc 온도범위에서， 50 Oc 간격으로 실험하여 열처 

리 온도가 세륨산화물의 연마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11000C에서 열처리한 

경우가 연마능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세륨수산화물을 11000C에서 2시간 열 

처리하여 세륨산화물 시험품을 제조하였다. 

세륨수산화불을 건조한 시료와 열처리후 소결현상에 의해서 굳어진 세륨산화물 

입자들은 vibrating ball mill에서 2시간 동안 마광(grinding)하였는데， 마광후 입 

도를 조사하여 명균입도가 최대 5llID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2장에서 기술한 바와같 

이 상용 연마제의 대부분이 평균입도가 2, 3μm 이하인 점을 고려하였다. 마광은 입 

자를 작은 크기로 분쇄하는 효과 외에， 이를 통해서 최종 산물인 세륨산화물의 입 

자 형상이 角진 형태로 되고 이는 세륨산화물의 연마제로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광한 시료는 Air Classifier를 사용하여 입도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분급하여 명균입도를 측정하고， 입도가 큰 것은 재마광하고 입도가 작은 것을 연마 

제 제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Fig 3.11 공정도에서 파쇄 및 분급공정과 열 

처리공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시료를 제조함으로써 두가지 공정수순의 연마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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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검토하였다. 

사진 3.3은 시료 바스트나사이트로부터 회수한 세륨水嚴化勳을 건조 및 파쇄한 

시료의 모습이고， 사진 3.4는 熱處理， 파쇄， 분급 동의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제조 

한 세륨산화물 시료로서 열은 갈색을 띤 분체이다. 

Ce Hvdroxide 

Filtration 

GriIding 더펴size) 
Classification ~ 

Calcination 

Cerium Polishin~ Powder 

Fig. 3.11 Flowsheet of the process for preparing CeOz from Ce(OHh 

m m 



Photo 3. 3 The cerium hydroxide powder sample. 

Photo 3.4 The cerium oxide powder sample for polishing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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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륨연마제 시험품의 입도 조사 

Fig. 3.11 공정도에 따라 연마시험용 세륨연마제 시험품을 5가지 제조하였다. 시 

험시료는 세륨불화물을 400C에서 세륨수산화물로 제조한 시료를 1, 상온에서 세륨 

수산화물로 제조한 시료를 2로 표시하였으며， 공정수순에 따라 따쇄 및 분급을 먼 

저 하고 열처리한 것을 A, 열처리후에 따쇄， 분급한 것을 B로 구분하였다. 시료 2 

의 경우에는 파쇄만 하고 분급을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C로 나타하였다. 

편의상 이들 시험품들을 l-A , l-B , 2-A , 2-B , 2-C로 표시하였다. 또한， 시험품의 

。-E 능
 

서
 
。 상용제품 두 가지와 비교 시험하였다. 상용 연마제로는 프랑스 Rhone 

Poulenc사의 Cerox 1650와 미국 Ferro사의 Miramax 432 라는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시험품들의 입도는 Malvern Instrument사의 입도분석기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시료들의 입도분석 결과를 체적기준 평균입도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Table 3.6과 같 

다. 시혐제조한 세륨연마제의 평균입도는 대부분 20μm 크기 이하였으며 1시료의 경 

우에는 상용제품과 유사한 크기의 입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험제조한 세륨연 

마제는 Ce02 함량이 96%로서 고품위이며 평균 입자크기가 2-3 μm 정도의 미분체로 

서， 이는 고급 광택연마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된다. 표 3.6의 결과에서 시료 1과 2를 비교해보면 세륨불화물로부터 세륨수산화물 

제조시 400C에서 수산화물을 반응시킨 시료 1 이 상온에서 반응시킨 경우보다 입도 

가 더 미세한 것을 알 수 있다. 400C에서 제조한 경우에는 세륨불화물의 생성도 생 

기지 않으므로 불화물로부터 세륨수산화물 제조시에는 상온에서보다 온도를 400 C 

정도로 가열한 상태에서 침전반웅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따쇄， 분급후 열처리한 시료 A의 경우가 열처리후 파쇄， 분급한 B의 경우보 

다 입도가 더 미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세륨연마제를 제조시 열처 

리는 파쇄 분급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사진 3.5는 주사전자현미 

경을 사용하여 시료 1-A의 입자형상을 500배 및 5 ， 000배로 관찰한 모습이다. 

Table 3.6 Volumetric average particle size of the cerium polishing 

powder samples according to processing conditions. 

Samples Cerox 1650 I Miramax 432 

Avg. Size , 11m 2.48 1.76 

1 , i 
Q 
U 



Photo 3.5 Shape of the CeOz sample l-A by SEM , (top): x500 , (bottom) : x5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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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짧慶能 試驗

가. 試驗裝置 및 方法

시험제조한 고품위의 세륨산화물 시료(이하 세륨연마제 시료로 混用함) 들을 각 

실험조건별로 연마능을 시험하였다. 연마시연으로는 브라운관 유리시편 이외에 렌 

즈용 유리시면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연마시험방법은 제조한 세륨산화물 시료를 물 

에 풀어서 연마액을 만들고， 이 연마액으로 사진 3.6과 같은 연마기에서 유리시변 

을 연마하여 연마 전후의 유리시편의 무게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시험 제조한 세륨산 

화물의 연마능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사진 3.6은 연마능 시험장치의 모습으로서， 연마액 쿄반 및 공급장치 (사진 상부 

의 원통 및 모터) , 연마포 및 연마판 회전장치 (사진에서 기기 중앙의 흰색판) , 회 

전수 조절장치， 시연 고정장치， 연마하중 조절장치 및 사용 연마액 배출구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마시편의 모습은 사진 3. 7과 같다. 한 가지 연마제의 시험시마다 

5개 시연을 각각 연마하여 시편들의 무게변화를 측정하였다. 5개의 무게변화 측정 

치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는 제외시킨 다음 나머지 3개 측정치를 평균하여 연마능 

을 비교하였다. 

연마액의 광액농도는 2%로서 한 번의 시험에서 5개의 시편을 연마하는데 세륨산 

화물 80 gr을 물 4 liter에 분산시켜서 제조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연마액을 일 

정량씩 시편에 공급하였다. 각각의 시험마다 연마하중은 2.4 kg중으로 일정하게 하 

고 2분 동안 연마하여 시편의 무게감량을 측정하였다. 연마판의 회전수는 700 rpm 

을 기준조건으로 시험하였다. 또한， 시험제조한 세륨산화물 연마제 시료의 연마능 

을 두가지 商用 연마제의 시험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나. 試驗結果 빛 考察

시험제조한 5가지의 세륨연마제 시료들과 두가지의 상용 연마제를 전술한 시험방 

법에 따라 연마능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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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6 The experimental equipment used in the polishing test. 

Photo 3.7 The glass specimen used in the polish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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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3.7 Weight 10ss of the g1ass specimens in the p01ishing test 

according to preparation of CeOz samp1es (unit: mg). 

Specimen\Samples l-A l-B 2-A 2-B 2-C Cerox 1650 Miramax 432 

TV Bulb Glass 9.6 7.5 10.8 8.3 8.5 21. 1 15.1 

Lens Glass 8.3 4. 7 7.3 5.8 8.5 14.3 11. 1 

이 표에서 보면， 렌즈유리의 경우가 TV 브라운관 유리보다 연삭량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시험제조한 세륨연마제의 경우에는 상용제품의 70% 정도의 연삭량 

을 나타내었다. 시험품들의 연삭량이 상용제품의 연삭량보다 훨씬 적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그 이유로는 시험제조한 세륨연마제의 경우에는 Tab1e 3.3에 나타낸 바 

와같이 세륨의 함량이 96% 정도로 고품위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용 

제품 Cerox 1650 경우에는 다음 tab1e 3.8에서 보듯이 연마제중에서 전체회토류성 

분(TRE이이 98%이고， TREO중의 CeOz 함량이 70% 로서 연마제중의 세륨함량은 69%이 

다. Miramax 432 경우에도 연마제중에서 전처l희토류성분(TRE이이 75%이고， TREO중 

의 CeOz 함량이 92% 이므로 연마제중의 세륨함량은 69%이다. Cerox 경우 LaZ037} 

30% 함유되어 있고， Miramax 경우에는 Laz03 외에 SiOz와 F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지 연삭량 만을 향상시킬 때는 CeOz 함 

량을 고품위로 향상시킬 필요는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마시험 결과 육안 

Tab1e 3.8 The properties of commercia1 p01ishing powder samp1es used in 

the experiments. 

\ Samples 

Properties \ Miramax 432 Cerox 1650 

Appearance light brown whi te 

Chem. Comφsition TREO 75, Ce02/TREO 92 , TREO >98, Ce02/TREO 70 , 
(wt%) La203/TREO 8. Si02 12. La203/TREO 30 

Fe203 1. A1203 2. BaO 1. 

F 5, S02 2, Igloss 2 

Average Particle Size 1. 7 llIIl 2 llI1l 

Bulk Density 1. 7 gr/cc 

Maker Ferro Co 맘lone-Poulenc Chi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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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사한 시편의 광택이 좋고， 또한 세륨연마제의 용도가 광택연마임을 고려하 

면 시험제조한 세륨연마제의 연삭량을 조금만 향상시키면 고급 광택연마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마제에 La203 와 F 동 

세륨 이외의 성분을 소량 함유시키거나， Si02 , A1203 와같은 조연마제를 소량 함유 

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Table 3. 7의 결과에서 시료 1과 2를 비교해보면 세륨불화물로부터 세륨수산화물 

제조시 400C에서 수산화물을 반웅시킨 시료 1과 상온에서 반웅시킨 시료 2의 연삭 

량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륨수산화물 제조시 반웅온도는 수산화 

물로의 변환율과 입자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연마농 향상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시료 1, 2 모두 파쇄， 분급후 열처리한 시료 A의 경우가 

열처리후 따쇄， 분급한 B의 경우보다 연삭량이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의 결과로부터 세륨연마제를 제조할 경우에는 파쇄 분급후 열처리하는 것이 입자가 

더 미세할뿐더러 연삭량도 더 향상되므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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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실 리 카(Si02) 超微親體 製造

第 I 節 흙 要

초미립 금속산화물 제조 연구는 1995년도에 실험실 규모의 Ti02 초미분체 제조기 

술을 개발하였고[4- 1]，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Si02 초미분체의 제조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Ti 02 초미분체 제조 기술개발결과를 간략히 기 

술하고， 주로 Si02 초미분체 제조 연구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Si02 초미분체 제 

조연구는 1차년도에는 전기로를 사용한 소규모 반응기에서 제조실힘을 수행하다가， 

2차년도부터는 semi-bench 규모의 실험장치를 설치하여 공정조건에 딸 초미분체의 

제조실험， 륙성명가 시험 둥을 수행하였다. 

Semi-bench 큐모의 실험장치에 의한 실리카 초미분체의 제조부분에서는 확산형 

불꽃 반웅기 (di ffusion flame reactor)를 사용하여 중기상의 금속화합물(TEOS)을 

기상반응에 의해 명균입자크기가 100nm이하인 Si02 분말 제조하고자 실험을 수행하 

였다. 불꽃( flame) 반웅을 이용한 초미립 실리카 분말을 제조시 불꽂의 연소특성 

및 안정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입자크기 조절을 위해 반웅물질의 주입농도와 반웅 

물질의 불꽃에서의 체류시간 뭉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초미립 실리 

카 분말은 반도체 봉지제인 EMC(Epoxy Molding Compound)의 제조시 충전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조한 분말을 사용하였을 때 제조된 EMC의 륙성을 

조사하였다. 

第 2 節 TiOz 超微級體 製造 新究結果

1. 實驗 裝置 및 方法

가. 실험 장치 

실험에 사용한 금속염화물은 Ti C14와 AICb 시약을 사용하였다. 시약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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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kuri社의 륙급시약이다. 상기 시약 중 TiC14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서 홉습성이 

강해 공기 중의 수분과 반웅하여 고체화되어 시료의 공급이 중단되는 둥 취급상의 

주의를 요하는 시료이다. AICh는 분말상태이나 역시 홉습성이 강하고 수분과 접촉 

시 상당한 발열반웅을 하여 취급시 주의를 요하는 시료이다. 

기상반웅법에 의한 초미립자 제조장치는 크게 구분하여 4부분 즉 시료가스 주입부 

분， 반웅장치， 입자포집 빛 배기가스 처리부분과 컴퓨터에 의한 data acquisition 및 

제어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실험장치의 전체척 개략도는 Fig. 4 . 1 에 나타내었다. 시 

료가스 주입부분은 가스청정장치， 가스유량계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ÞG표-→E권 

과 
0. 1-0 , 

^... O. 

1 . Go 5 P u r 1 f I e r 6 Lo od ce I I 11 Anp ~ I f I e r 

2 . Pressure IndlcOlor 7 Therno c ouple 12 A/ D D/ A c on ~ erTer 

3 Flowneler 8 Tube furnoce 13 Conp Uler 

4 TICI4 feed punp 9 Powder colleclor 14 SCR 

5 Reoctor 10 Chlorlne obsorber 

Fig. 4.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Ti02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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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웅장치부분은 반웅기와 관상로 형태의 가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반웅기는 채 

질이 석영관이고 그 구조는 금속염화물 증발부분， 금속염화물 증기와 알곤가스 및 

산소가스의 예얼부분 및 반웅부분으로 구분되었다. 금속염화물 증발부분은 직경이 

5cm이고 길이가 40cm이고 분말시료의 경우 상부의 vibration feeder로부터 시료공 

급을 위해 증발부분의 중간지점에서 위쪽으로 직경 1.5cm, 길이 20cm의 석영관이 

연결되어 있다. 액체시료 경우는 증발부분으로 액체시료를 정해진 양만큼 공급하면 

서 증발시켰다. 금속염화물， 알곤가스 및 산소가스 예열부분은 길이가 40cm이며 이 

중관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관의 직경은 3cm이고 바깥쪽 관의 직경은 5cm이다. 안쪽 

관은 금속염화물 증기 및 알곤가스가 통과하고 바깥쪽관은 산소가스가 통과하도록 

하였다. 반웅부분은 예열부분을 통과한 금속염화물 중기와 산소가스가 혼합되어 반 

웅되는 부분으로서 직경이 3.0cm이고 길이가 75cm이다. 

반응기 내부에 시료가스의 흔합을 위해 길이가 10cm이고 직경이 1.2cm, 2.0cm인 

노즐형태의 이중관을 설치하였다. 안쪽관으로 금속염화물이 바깥쪽으로는 산소가스 

가 흐르며 출구에서 금속염화불과 산소가스가 혼합되어 반웅하게 된다. 반웅기 내 

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반웅기의 중앙에 축방향으로 열전대를 삽입하였다. 관 

상로는 반웅기 각부분의 온도를 톡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각각의 용량이 3KW인 관 

상로 직렬로 연결시켜 구성하였다. 반웅부분의 가열 길이 변화를 위해 반웅부분을 

길이 30cm인 2개의 관상로를 직렬로 연결 설치하였으나 2개 모두 가열시 입자포집 

장치 부분 연결부위가 과열되어 가스유출의 위험이 있어 실험시에는 앞부분 관상로 

만 반웅온도 제어률 위해 사용하였다. 기상반웅시 생성된 입자의 포집을 위해 

Pyrex로 제작한 싸이클론과 te f1 0n membrane fil ter(Cole-Parmer Co. , Model 

Zi tex 90C)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싸이클론은 직경이 15cm이고 te f1 0n 

membrane은 직경이 9cm이고 명균기공크기가 20μm이다. 배출가스 중의 Cl가스는 

NaOH용액을 통과시켜 중화시켜 제거하였다. 

초미립자 생성을 위한 기상반웅시 중요한 변수인 온도를 제어하고 금숙염화물 증 

발량을 조절하고 반웅기 각부분의 온도， 반웅기내의 압력 동의 측정율 위해 컴퓨터 

(AT)와 A/D 빛 D/A 변환기， 증폭기 (ampl i fier ), SCR 둥과 PID 제어 및 data 

acquisition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인 SPECIFIX( Intellution Co.)을 사용하였다. 

Data acquisition은 sensor에서 감지된 전기적 신호를 증폭기에서 컴퓨터가 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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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범위의 신호로 증폭시킨 후 A/D 변환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한 후 컴퓨터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온도 제어는 sensor로부터 컴 

퓨터에 수집된 data를 소프트웨어에서 제어하여 새로이 계산된 디지탈 신호를 아날 

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D/A 변환기와 컴퓨터에서 출력된 전압에 의해 가열로로 들어 

가는 전압을 조절하는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를 사용하여 제어하였다. 

반웅기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신호를 전기적신호로 출력하는 압력변환기 

(Pressure Transducer)를 사용하였다. 

나. 실험 방법 

반웅기내 알곤가스를 반웅기 내로 주입하여 비활성 분위기로 유지한 후 시료인 

금속 염화물이 증발부분에서 주입 즉시 증발할 수 있는 온도로 증발부분을 가열하 

였다. 반응기의 예열부분과 반웅부분의 온도를 알곤 빛 산소가스 주입하에 미리 정 

해진 온도로 컴퓨터 제어에 의해 유지시킨 후 증발부분의 금속 염화물을 주입시키 

면서 반웅을 시작시켰다. 반웅시 반웅기의 ，각 부분의 온도는 PID제어에 의해 정해 

진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생성된 초미립 분말의 입자 모양， 크기 및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자 

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on Electron Microscope , 

Jeol Co.) 촬영을 하여 5007ij 정도의 입자들의 크기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말 

의 입도분포는 초마분체의 크기분포 표현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log-probability 

plot로부터 기하표준연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XRQ(X-ray Diffractometer , Rigaku Co. , Model RTP 300 RC)를 사용하여 생성된 분말 

의 결정형태률 살펴보았다. 반웅율은 배출가스를 KI용액에 흡수시켜 이때 생성된 

Iodine 이온을 Na2S203용액으로 적정하여 구하였다. 

2. Ti 02 超微핸紹末 製造 寶驗結果

전년도 연구에서는 TiClr02 반웅계에서 기상반웅에 의한 초미립 산화티탄의 제조 

시 입자의 크기나 분포에 미치는 새로운 변수인 반웅물의 예열온도를 포함한 반웅 

온도， 반웅물질의 농도 및 체류시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하 

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i02 - 02 반웅계에서 실험변수들이 입자크기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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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산소 대신에 다른 반웅가스를 사용 

하여 실험하였다. 초미분체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단위시간당 생성되는 초미립 분말 

의 양을 증가시격야 한다. 초미립분말의 경우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반웅물질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반응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생성 

입자의 명균 입자크기가 증가하게 되어 초미립분말이 가지는 여러가지 륙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웅물질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초미립분말의 입자크 

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여러가지 반웅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 Ti 02 - 02 반웅계 

(1) 예열온도가 입도에 미치는 영향 

반웅온도， 반웅물의 몰분율과 체류시간이 동일 할 때 예열온도를 720.C에서 

1000.C까지 올림에 따라 생성된 Ti02의 명균입자크기는 62에서 41nm로 변하며 입자 

분포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표준면차가 1. 55에서 1. 35로 변하였다. 이로부터 예열온 

도가 증가할 수룩 펑균입자크기는 작아지고 크기는 더 균일해 짐을 알 수 있었다. 

(2 ) 반웅물 농도의 영향 

Ti C14 농도가 0.05에서 1. Omole%로 증가할 때 생성된 Ti 02 분말의 명균입자크기 

가 32nm에서 70nm로 증가하였고 크기분포는 기하표준연차 값이 1. 4부근에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즉 균일한 입자크기분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서 보면 반웅물질의 예비가열하에 제조된 분말의 크기분포가 예측한바와 

같이 균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02 농도가 

12.4에서 49.7% 까지 변하여도 그 범위에서는 입자의 크기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 

로부터 본 실험 범위에서는 산소 농도의 변화보다 Ti C14의 농도변화가 입자크기 변 

화에 대한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3) 반웅온도의 영향 

반웅온도가 900에서 1l 00.C로 증가할 때 생성된 입자의 명균크기는 47에서 35nm 

로 줄어들었다. 반웅온도가 증가하면 반웅기내의 가스부피가 증가하여 반웅부에서 

반웅물질의 체류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반웅기내에서 입자의 성장은 핵생성 

(nucleation)후 임계핵크기 이상으로 커진 작은 입자들이 웅집 (coagulation)현상에 

의해 큰 입자로 성장하는데 체류시간이 짧아지면 입자들 간의 웅집에 의한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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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적어져 최종적으로 작은 입자들이 제조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4) 체류시간의 영향 

일정한 반웅온도에서 반웅기로 주입되는 가스유량을 증가시키면서 이때 금속염화 

물의 주입량을 늘려 몰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실험하였다. 체류시간이 0.94에서 

0.54초로 감소함에 따라 입자크기가 50에서 35nm로 감소하였다. 반웅물의 체류시간 

이 감소함에 따라 핵사이의 웅집에 의한 성장의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성입자 

의 크기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5) Ti02 분말의 결정성 제어 

기상반웅에의해 Ti02분말 제조시 결정형태 조절을 위한 방법으로는 반웅온도 조 

절， 반웅가스 조절， 불순물의 흔입 퉁의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Ti02 

분말을 얻고자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첫번째 방법은 Ti 02 초 

미분체 제조시 반웅온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반웅온도률 800에서 

1100.C까지 변화시키면서 Ti02 분말을 제조한 결과 반웅온도 800.C에서 제조된 Ti02 

분말은 순수한 아나타제형이었고 반웅온도가 900.C 이상에서 루털형의 peak가 나타 

나기 시작하여 반웅온도가 1100.C로 높아짐에 따라 루틸형의 조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웅온도 1100.C에서 제조한 분말의 루털형의 함량은 35%이었다. 두번 

째 방법은 반웅가스를 변화시키는 실험으로서 Ti C14-H2-C02系에서 Ti 02 분말 제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반웅온도 I ， OOO.C에서 100% 순수한 루틸형의 분말이， 900.C에 

서 루틸함량 52%인 분말이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Ti ClrH20 반응계 

초미립 Ti02 분말 제조시 H20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생성되는 초미립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19nm까지 작아 졌고， 크기분포는 불균일 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생성된 분말 중의 결정형 분석 결과 루틸형의 함량이 최고 54%인 분말을 제조 

할 수 있었다. 

다. Ti Clr02-H20 반웅계 

초미립 Ti02분말 제조시 일정한 반웅조건에서 H20와 TiC14의 몰비가 증가함에 따 

라 생성된 분말의 명균입자크기가 19nm까지감소하였고， 크기분포 또한 매우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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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이 제조 되었다. 생성된 분말의 결정형 분석 결과 루틸형의 조성이 최대 28%인 

분말이 제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TiClr02-H20 반웅계에서 초미립 분말을 제 

조하는 것이 TiClrH20 반응계에서 분말을 제조하는 것보다 작고 균일한 초미립 분 

말을 제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반웅물질의 농도를 

2.0 mole% 까지 증가시켜도 초미립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라. TiClrAi r-H20 반웅계 

실용화를 고려하여 산소대신 공기를 사용하여 Ti C14 -Ai r-H20 반웅계에서 초미럽 

분말 제조 실험을 수행하여 Ti Clr02-H20 반웅계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서 반웅물질의 농도를 2배로 증가시 입자크기가 커지 

지 않고 단위시간 당 초미립 분말의 생성량만 2배로 증가되는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第 3 節 SiOz 超微組體 製造 및 特性 評價

1. 寶驗 裝置， 方法 및 分析

가. 시 료 

실험에 사용한 금속화합물은 Tetraethoxysilane(TEOS)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99.9%의 순도로서 (주)야마나까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Table 

4.1에는 TEOS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나. 실험장치 및 방법 

실리카 초미분체의 제조를 위한 장치는 시간당 분말의 생산량이 10g정도 제조 가 

능한 semi-bench규모이며 확산형 불꽃반웅기로 구성된 반웅계를 설치하여 실험하였 

다. 불꽂을 사용한 초미분체 제조장치는 크게 구분하여 3부분 즉 시료가스 주입， 

반웅기， 및 입자포집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장치의 전체적 개략도는 Fig.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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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hysical prφerties of Tetraethoxysilane(TEOS) sample. 

Formular : (CZHsO)4Si 

Chemical family Organic Ester 

Molecular weight : 208.33 

Viscosity : 0.72 cps 

Boiling point : 169.C 

Density : 0.936 gm/ml 

Latent heat of vaporazation 54.9 caVg 

Vapor pressure : ln p = 19.3 - 5,555/T(K) 

Flash point : 52 .C 

Particle Generation 

Ar H2 02 Air 

Ar 

Aerosol Precursor(TEOS) 

Particle Collection 

Fig. 4. 2 Schematic drawing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production 

。 f SiOz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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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시료가스 주입부분은 가스청정장치， 가스유량계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체상태의 실험시료인 TEOS는 2000ml 삼구 플라스크에 담아 Heating mantle 

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carrier가스인 알곤가스를 주입하여 반웅기로 주입시 

켰다. 불꽃반응장치 부분에서는 TEOS률 증발시켜 반웅기의 노즐로 주입하여야 하므 

로 증발된 알곤가스에 의해 이송되는 TEOS가 이송중에 웅축되지 않게 연결관을 

1 ine heater로 감아 가열하였다. 반웅기의 버너는 기존연구자[4-2] 의 확산형 불꽃 

반웅기의 버너형태 및 크기를 참조하여 지경의 크기가 다른 5개의 sus 관으로 구성 

된 새로이 형태의 버너를 설계해서 제작하였다. 5중관 구성은 안쪽 중심관으로부터 

TEOS증기와 알곤가스， 알곤， 수소， 산소， 공기의 순으로 가스들을 주입되도록 구성 

하였고， 이때 노즐의 안쪽 중심관의 내경은 2mm , 바깥쪽관의 외경은 3.4cm이다 

(Fig. 4.3 참조) . 불꽃의 온도는 R-type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불꽂 

의 온도는 수소가스의 유량과 공기 및 산소의 혼합비를 변화시켜 조절하였다. 반웅 

기의 보호관으로는 직경 lOcm, 길이 100cm인 석영관을 사용하였고， 불꽂반웅에 의 

해 생성된 입자의 포집을 위해서 teflon계 여과포를 이용하여 제작한 bag fi 1ter률 

사용하였다. bag filter에 입자가 포집됨에 의해 증가되는 압력은 진공펌프를 연결 

하여 상압에 가까운 범위에서 조업하였다. teflon계 필터는 280.C 온도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되는 재질로서 듀폰에서 생산되는 제품(TEFAIRE)을 사용하였다. 

불꽃 반웅장치에 의한 입자 제조 실험은 다음의 순서와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알곤， 수소， 공기 및 산소를 lOO.C이상으로 예비가열 한 후 반웅기 노즐부분으로 

주입하여 불꽃을 형성시킨 후 일정한 반웅온도 및 불꽃의 길이를 유지한다. 둘째， 

불꽃의 온도가 일정한 반응온도에서 유지됨을 확인 한후 TEOS의 evaporator로 

carrier gas인 알곤을 주입하여 반웅기 노즐부분으로 중기상의 TEOS를 주입하면서 

반웅을 시작시키며 이때 생성된 입자들을 포집 하였다. 

다. 분석 

기상반웅에 의해 생성된 초미립 분말의 입자 모양， 크기 및 분포를 측정하기 위 

해 기존의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인 투과전자현미 경 (Transmisson Electron 

Microscope, Philips, Model CM12) 촬영을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BET (Micrometrics, 

Model ASAP 2000) 분석을 통해 분말의 비표면적을 구한 후 입자가 구형의 단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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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정하에 다음의 식에 의해 입자크기를 간접적으로 구한 후 투과전자현미경에 

서 측정한 입자크기와 비교하였다[4-3]; dp = 6/( p p • A) , 여기서 Pp 는 실리카의 

밀도(g/cm\ A는 비표면적 (m2/g). 생성된 분말의 결정형태는 XRD (Rigaku Co. , 

Model RTP 300 RC)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unit: nm) 

Top View Side View 

「「-------

3∞ 

Fig. 4.3 Schematic diagram of the burner composed of 5 concentric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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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超微핸 실리카( Si 02) 親末 製造實驗 및 特性 評價

Semi-bench 규모의 확산형 불꽃반웅기 (diffusi on flame reactor)로 구성된 반웅 

계를 사용하여 Tetraethoxy Silane(TEOS)로부터 기상산화반웅에 의해 실리카 초미 

분체를 제조하였다. 실험변수로서는 TEOS의 농도， 체류시간변화 및 가스조성의 변 

화 동을 선택하여 그에 따른 생성된 분말의 입자크기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변 

수 실험에 앞서 확산형 불꽃반웅기에서 가스 조성 및 유량의 변화에 따른 불꽃의 

형태와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불꽃의 내부 온도 분포를 조사하였다. 

가. 확산형 불꽂반웅기의 특성조사 

본 연구에서는 Fig. 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5중관으로 구성된 semi-bench 규모 

의 확산형 불꽂 반웅기를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이때， 반웅가스 주입은 안쪽중심관 

으로부터 TEOS증기와 알곤가스， 알곤， 수소， 산소， 공기의 순으로 가스들을 주입되 

도록 구성하였다. Scale-up 실험시 고려사항으로서는 초미분체의 시간당 생성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TEOS중기의 주입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때 불꽃에서의 농도가 

초미분체 제조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량의 가스가 주입되어 불 

꽃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3중관으로 구성된 반웅기에서는 TEOS증기의 산화반웅 빛 

연소가스의 연소를 위해 산소와 공기의 흔합가스를 주입시 일정한 산소유량에서 공 

기의 유량을 증가시키면 불꽃의 온도가 낮아지고 산소의 유량을 증가시키면 온도가 

증가하고 및 산소의 소비량이 증가되었다. 또， 산소와 공기를 따로 주입하여 1차적 

으로 연소가스를 일정량의 산소와 연소시키며 그 외부로 다량의 공기를 주입시켜 

미연소된 연소가스를 연소시키며 불꽂내의 TEOS 중기의 농도를 낮추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소가스로서 LPG 대신에 기존의 분말제조를 위한 상용화 공정에서 사용되 

고 있고 열량이 높으며 불순물의 흔입이 없어 고순도 실리카 초미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수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TEOS 증기를 주입하지 않은 조건에서 새로이 제 

작된 5중관형태의 노즐로부터 형성되는 확산형 불꽂(diffusion flame) 이 안정하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연소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후 전년도에 수행한 실리 

카 초미분체 제조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가스 중의 TEOS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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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의 연소 조건에서 불꽃의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고 

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분말 제조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4.2의 연소 조건에 

서 형성된 불꽂의 길이는 7cm이었고 이때의 노즐 상단의 불꽃의 반경방향(0- 16mm , 

2간격) 빛 축방향0 ， 2, 3 , 4 cm)에 따른 온도분포 측정결과를 Fig.4.4에 나타내었 

다. 

Table 4.2 Operating condition for the diffusion flame. 

|\ Gas Flow rate 

1st Ar for TEOS vapor 1 Vmin 

2nd Ar 10 Vmin 

3rd H2 6 Vmin 

4th 0 2 15 Vmin 

5th Air 40 V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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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emperature profiles of the diffusion flame at the condition of 

Tabl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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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flow rate(2.0 l/min) at the condition of Tabl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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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에서 보면 불꽃의 온도는 버너의 중심에서 850 0C 정도의 온도가 일정하 

게 유지되었으며 중심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4mm부근에서 최고온도(1600 0C)를 나타 

내다가 4mm 이상에서는 점차 온도가 감소하였고， 또한 축방향 온도분포는 lcm 높이 

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내었고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점차 감소(llOO OC ， 

4cm)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5 , 4.6에는 버너 중심에 주입되는 알곤의 유량을 

1. 5, 2. 0 l!min으로 증가시켰을 때의 불꽂의 옹도 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Fig. 4.5에서는 Fig. 4.4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Fig. 4.6에서는 불꽃의 최고온도 영역이 반경방향 6mm로 이통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알곤의 유량이 2.0 l /min로 증가함에 따라 버너 중심에서 분출되는 가스의 선 

속도(linear velocity)가 증가하면서 불꽃의 형상이 Fig. 4.4 , 4.5의 조건에서 보 

다 약간 폭이 증가하면서 최고온도 부분이 조금 바깥쪽으로 이동되었다고 판단되었 

다. 이상의 불꽃 특성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리카 분말제조 시험을 수행하였다. 

나. 실리카 초미분체 제조시험 

(1) TEOS의 초기농도가 입도에 미치는 영향 

기상반웅에서 입자생성 및 성장시 입자의 크기를 제어하는 여러 변수들 중 반응 

물질의 초기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웅물질 초기농도가 높을수록 

기상반웅에서는 핵 (nuclei)생성 속도가 빠르게 되어 단위부피 당 핵들의 수농도가 

높아져 웅집에 의한 입자의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큰 입자가 생성된다[4-4]. 

실리카 분말 제조시 가스 중의 TEOS의 농도를 변화시켜 생성되는 분말의 입자크 

기를 조절하고자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Table 4.2와 

같은 일정한 불꽃온도를 유지하는 조건(수소， 산소， 공기 빛 알곤 ι유량이 고정된 

조건 )에서 carrier gas인 알곤의 유량이 일정 한 상태에서 TEOS의 증발온도를 변화 

시격 가스 중의 TEOS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두번째는 첫 번째 

의 경우와 거의 동일(전체 가스 유량이 고정)하나 TEOS 증발용기의 온도를 일정하 

게 유지하면서 주입되는 carrier gas의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상기 두가지 방법에 의해 반응원료물질인 TEOS의 초기농도 변화에 따른 생성 분 

말의 입자크기변화 및 시간당 생성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전술한 두 경우 모두 

중발용기 내에 TEOS증기가 항상 포화되어 있어야 하는 전제가 우선 되야 하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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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TEOS의 증기압 데이터로부터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실험하 

였다. 

우선， 첫번째 시험으로서 Table 4.2에 나타낸 실험 조건에서 형성된 불꽂의 온도 

(Fig. 4.4 참조)를 유지하면서 TEOS 증발조의 온도를 변화(120 -150.C )시켜 중발량 

을 조절하여 TEOS의 초기농도 변화에 따른 입자크기 변화 및 생성량의 변화를 조사 

하였다. Fig. 4.7에는 반웅온도， 반웅물의 체류시간이 일정한 실험 조건에서 TEOS 

의 농도변화에 따라 생성된 실리카 분말의 입자의 크기변화를 나타내었다. TEOS의 

농도는 반응기로 주입되는 전체가스 중의 mol농도를 나타내었고 전년도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TEOS의 농도가 0.98x10-5에서 2.50x10-4 mol/liter 

로 증가할 때 생성된 실리카(Si 02 ) 분말의 명균입자크기 변화를 BET 분석 결과로부 

터 구한 결과 11nm에서 40 nm로 증가하였다. Photo. 4.1에는 상기조건에서 생성된 

입자들의 전자현머경 사진을 나타내었는데 생성된 입자의 크기가 반웅물질의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때 명균 입자크기는 BET 분석결과 보다 조금 

작았는데 이는 BET 분석시 입자들의 일부 웅집체들이 큰 단일 입자로 간주된 것으 

로 생각되었다. 생성된 분말의 입자크기분포는 비교적 균일하였으나 TEOS의 초기농 

도가 1. 88x10-4 mole/l iter인 조건에서는 부분적으로 큰 입자가 존재하고 있음이 나 

타났는데 균일한 입자크기분포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었다. Fig. 4.7 

의 조건에서 생성되어 회수한 실리카 분말의 양은 농도 변화에 따라 시간당 5g에서 

15g까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분말 회수시 반웅기 벽 빛 백필터에서 손실된 

양을 고려하면 10%정도 생산량이 -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성된 초미립 실리카 

분말의 결정형을 조사하기 위해 뻐D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실험한 조건에서는 

무정형 (amorphous)의 실리카 분말이 얻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TEOS의 초기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서 TEOS의 증발온도를 120.C 

로 일정하게 유지한 후 Table 4.2의 조건에서 TEOS 증발조로 주입되는 알곤의 유량 

을 1. 5. 2.0 l!min로 증가시격 비슷한 농도 범위에서 실험하였다. 알곤의 유량이 

증가 시에는 TEOS증기의 농도증가 효과 외에 버너 중심에서 분출되는 가스의 선속 

도(linear velocity)가 증가하여 불꽃내부에서의 TEOS의 체류시간이 작아져 입자크 

기가 첫 번째 방법에서 제조한 분말의 입자크기 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4.8에는 불꽂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TEOS 증발조로 주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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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1 TEM pictures of Si02 particles obtained from different TEOS 

concentrations ((a): O.98xl0-5 mo l! l , (b): 1. 38xl0-4 mo l! l , 

(c): 1. 88xl0-4 mo l! l , (d): 2.50xl0-4 mo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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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의 유량의 변화에 따른 TEOS의 농도변화에 따라 생성된 실리카 분말의 입자의 

크기변화를 나타내었다. TEOS의 농도가 0 . 98x10 -5에서 1.97x10-4 mol / liter로 증가 

할 때 생성된 실리카( SiOz) 분말의 명균입자크기 변화를 BET 분석 결과로부터 구한 

결과 11 nm에서 25 nm로 증가하였다. 상기 두가지 방법에 의한 분말제조 시험결과 

를 비교하여 보면 예측한 것과는 탈리 두 번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분말의 평균크 

기가 첫 번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분말의 펑균크기보다 조금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크기분포도 전저현미경 분석 결과 조금 더 불균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arrier gas의 유량이 증가하여 체류시간이 감소하여도 계속 층류(laminar flow) 

영역에 포함되어 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고， 크기 차이에 대 

한 해석은 계속적인 연구가 수행 되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상기 두 종류의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증발용기의 온도를 조절하여 TEOS의 초 

기농도를 변화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것이 작고 균일한 분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되었다. 또한， 실리카 초미분체의 제조를 위한 최적조건은 분말의 용도에 따라 입 

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꽃의 연소조건을 최적화 한 상태에서 일 

정한 크기의 분말을 제조하는 기술개발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었다. 

(2) 불꽃내부의 가스 조성변화시험 

불꽃을 형성하는 가스의 조성변화 실험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5중관으로 구성 

된 버너의 안쪽 2번째 관으로 주입되는 가스를 알곤에서 공기로 대체하여 분말 제 

조 시험을 수행하였다. 반웅가스를 공기로 대체시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버너의 3번째 관에서 주입되는 연소가스인 수소를 안쪽과 바깥쪽에 

서 산소원이 공급되면 불꽃내부의 연소형태가 알곤 주입시와 달라져 꽃
 

님
 
} { } ) 내부의 

온도분포가 알곤 주입시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불꽂내부의 온도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알곤 주입시 보다 온도가 상승( > 1700 0C)으로 인해 열전대가 파손되어 

온도 측정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분말제조 실험은 버너로 주입되는 가스의 전 

체 유량은 Table 4 . 2에 나타낸 조건과 통일한 유량을 유지하였고 Fig. 4. 7의 조건 

과 같은 방법인 TEOS 증발용기의 온도를 변화에 의해 TEOS의 초기농도를 0.98x10-5 

에서 1. 88x10-4 mol / liter까지 증가시키면서 실험하였다. 이때 ， 제조된 분말의 전 

자현미경 사진을 Photo 4.2 에 나타내었다. 생성된 분말의 평균크기는 20 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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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2 TEM pictures of SiOz particles obtained from different TEOS 

concentrations ((a): O.98xlO-s mo l! l , (b): 1. 38xlO-4 mo l! l 

(c): 1. 88xlO-4 mol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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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nm정도까지 증가하였고， 알곤 주입에 의해 생성된 분말(photo 4 . 1 ) 과 비교시 

TEOS 농도에서 입자크기가 2배정도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웅집 (coagulation) 

에 의한 입자들의 성장시 온도 상승으로 sintering 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생각되었 

다. 이로부터 알곤 대신 공기의 사용도 가능하나 20nm 정도의 작은 입자크기를 갖 

는 나노사이즈 초미분체 제조를 위해서는 알곤을 주입하여 분말 제조 시험을 수행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이 semi-bench 규모의 확산형 불꽃 반웅기를 

사용하여 반응물질 중 TEOS 농도 및 가스 조성 변화에 따라 실험한 결과 명균 입자 

크기가 50nm 이하의 나노사이즈 실리카 초미분체를 제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 실리카 초미분체의 특성평가 

초미립 실리카 분말은 반도체 봉지제인 EMC (Epoxy Molding Compound)의 제조 

시 충전제로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봉지제는 외부의 모든 물리 화학적 영향에서 

반도체 칩 (chip)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힘 

입어 생산성 및 기능 면에서 대웅물인 금속이나 세라믹에 비해 우수한 EMC의 사용 

이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봉지제는 주로 70 -90 wt%의 충전제와 에폭시 수 

지로 구성되어있다. 충전제 중 2wt%의 실리카 초미분체가 사용되는데 그 목적은 

EMC의 주요한 특성인 흐름성 (Spirial flow)과 Bleed/Flash의 제어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년도의 연구를 통해 제조된 분말 중 명균입자크기가 크기가 10 , 20 , 

40 nm의 세가지 분말을 사용하였을 때 제조된 EMC의 특성을 국내 EMC 제조 엽체증 

가장 그 규모가 큰 (주)고려화학의 중앙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1) 특성 평가 내용 

실리카 초미분체의 특성명가 시험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은 실리카 초미분체의 적 

용에 따른 흐름성 (Spiral Flow)과 Bleed/Flash의 비교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irial Flow(S/F): EMC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성으로 반도체 칩을 봉지 할 경우 

의 작업성 및 성형성 (Moldability)를 결정하는 인자이다. 이값은 점도와 Gel Ti me 

에 관련되는 함수이나 통일한 수지점도와 촉매의 양에서는 Filler의 조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S/F 값이 20 이상이면 EMC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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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ed/ Flash(B/ F) 반도체 칩을 Main Board에 탑재할 때， Solder의 Lead에서 부 

착 및 Bonding성과 관련되는 인자로서， 저분자량의 수지나 Si lane Coupl ing 둥이 

Mold의 작은 틈을 통하여 빠져 나와 Lead에 Lead에 앓게 Coating되는 현상이다. 이 

로 인하여 ， Flash를 제거하여 주는 Deflash 공정이 요구되고， Solder의 Bond 성을 

확보한다. 보통 S/F의 경우는 30-40 inch의 제품이 가장 많고， B /F는 0.511. 0/2. 0 

mm에서 최대 3.0mm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거의가 0.5- 1. 5mm 정도로 관 

리되고 있다. 

(2) 특성평가 결과 

상기 방법에 의한 특성평가의 결과를 Table 4 . 3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낸 시료 

중 S-1 ， 2 ， 3는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시료이고 명균 입자크기가 10 , 20 , 40 nm이다. 

S-4는 현재 EMC 제조시 사용되는 Fumed silica이고， S-5는 실리카 초미분체가 배합 

되지 않은 시료이다. 이 표에서 보면 실리카 초미분체는 비표면적이 크고 density 

가 낮아 S/F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본 실혐의 결과에서도 실리카 초미분체를 

적용하지 않은 것 ( S-5) 에 비하여 S/F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시판품인 륨드실리카(Aerosi1200) 에 비하여서는 흐름성이 양호한 결과를 보 

였다. B /F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실리카 초미분체를 적용한 모든 배합이 적용하지 

않은 배합에 비하여 현저한 B/F 억제효과를 보였으나， 륨드실리카에 비하면 그 효 

과가 다소 적음을 알 수 있었다. S-2의 경우가 흐름성의 저하가 적고 B/F의 억제효 

과가 커 기존의 EMC에 사용되는 분말의 대치가 가능함이 제시되었으며， S-3의 경우 

Table 4.3 Effect of parti c1 e size of silica powders on the S/F and B/F of EMC. 

Sample S-1 S-2 S-3 S-4 S-5 

S/F(inch ) 22.0 29. 0 34 . 0 22 36. 5 

0.5mil 0.5 0. 5 3.0 0.2 4.0 

B/F 1. Omi 1 1. 0 0.5 3. 5 0.2 4. 5 

(mm ) 2. Omi 1 1. 0 1. 5 3.5 0.5 4.5 

3.0mil 10.0 9.0 10. 5 8.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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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리카 초미분체를 적용하지 않은 배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입자크기가 다소 큰 이유로 인한 특성 저하라고 생각되었다. 이 

로부터 8-3의 분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EMC 제조시 관리 규격내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명균입자크기가 20nm의 분말인 8-2의 분말이 EMC제조에 첨가제로서 가장 

적합함을 알았다. 

이상과 같은 semi-bench 규모의 확산형 불꽃 반웅기를 사용하여 반웅물질 중 

TE08 농도 및 가스 조성 변화에 따라 실험한 결과 명균 입자크기가 50nm 이하의 나 

노사이즈 실리카 초미분체를 제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혐실적으로 확보된 

실리카 초미분체 제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scale-up 기술 및 륙성 개발에 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근 국내기업( (주)콘 

웰. (주)한화종합화학)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기엽의 참여 하에 실용화를 

위한 scale-up 연구를 산학연 공동연구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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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難t然濟用 안티모니三醒化物 製造

第 1 節 戰 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안티모니산화물을 일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 

럽， 축적함으로써 국내업체에서 해외 안티모니 광산개발시 광석으로부터 제품 생산 

을 위한 기술선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현재 가장 일반적인 안티모니산화물 제조방법인 안 

티모니금속을 용융 증발시켜서 안티모니삼산화물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안티모니의 최종제품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이차로 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금속을 

제련하는 방법 및 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산화물을 직접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함으 

로써 안티모니산화불 제조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3개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은 이차년도이다. 일 

차년도에는 안티모니산화물 제조기술에 대한 문헌조사와 국내외 시장조사를 수행 

하고， 안티모니금속으로부터 안티모니산화물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조사를 토대로 안티모나산화불 제조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와 병행해 

서 실제 생산라인에서의 조업을 참고하여 안티모니산화물 제조에 필요한 실험장비 

의 제작과 안티모나산화물을 시험 제조하였다. 

이차년도에는 실험조건에 따른 안티모니산화물의 특성을 조사하고， 안티모니삼 

산화물 제조공정의 최적화기술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내 온도에 따 

른 안티모니산화물의 생성량을 조사하였고， 취입공기의 유량， 온도와 bl아，ver 의 

흡입량에 따라 금속이 증발되는 양과 그에 따라 생성된 입자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러고， 삼차년도에는 안티모니 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금속을 제련하는 방법과 안티 

모니산화물을 직접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업체의 참 

여 유보로 인하여 금년에 종결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안티모니산화물 제 

조업체에서 공정개선 또는 설비제작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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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實驗裝置 및 方法

1. 試料

삼산화안티모니는 안티모니황화광을 용융시켜서 바로 제조할 수도 있으나， 안티 

모니 광석으로부터 안티모니금속을 제련한 다음 안티모니금속을 800-10500C에서 산 

화시켜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이차년도 연구에서는 근래 국내에서 안티 

모니 제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석으로부터의 제련에 앞서 안티모니 금속으로 

부터 삼산화안티모니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용 안 

티모니산화물 제조방법인 용융 안티모니를 증발， 산화시격서 안티모니산화물을 제 

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험 시료로 사용한 안티모니 금속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Sb 순도는 99%이었다. 시험 시료의 모습은 사진 5. 1 과 같다. 사진의 안 

티모니 괴는 20kg으로서， 실험시에는 이를 적당한 크기로 깨거나 절단하여 사용하 

였다. 

Photo 5.1 Sample of antimony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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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實廳裝置

본 연구에서는 상용 안티모니산화물 제조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융 안티모니 

를 증발， 산화시켜서 안티모니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생산라인에서의 조업을 참고하여 안티모니산화물 제조에 필요한 실험 

장치를 시제품으로 제작하였다. 실험장치는 안티모니 금속을 용해시킨 다음， 용융 

안티모니를 중발시키고 공기와 반웅시켜 산화물로 제조하는 장치로서 이를 용융 

증발장치라고 한다. 

실험장치의 주요 부품은 안티모니를 용해시키는 노 본체， 공기취입 장치， 증발가 

스의 웅축관， 미반웅 공기의 배기와 삼산화안티모니 분말의 흡입을 위한 블로우어 

(blower) , 분말 포집용 백필터 (bag fi 1ter) 및 제어반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5.1과 같으며， 주요 부품의 제작 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 노본체 

(1) 전기저항로 타잎으로 통상 사용온도는 9000 C, 최대 사용온도 14000 C 임. 

(2) 노 내용적 : 가로 및 세로 각각 200mm, 높이 300mm. 

(3) 시료 장입: 노 바닥에 시료가 담긴 도가니를 올려 놓고 옐리베이터 식으로 

장입함. 

(4) 실험시 시료를 포함한 도가니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내의 지지대 위 

에 도가니를 위치시키고， 지지대는 지지대 받침에 조립하여 로드셀( load 

cell) 위에 설치하도록 함. 

(5) 용융시료에 공기를 취입하기 위한 공기 취입관은 길이를 여유있게 제작하 

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 뚜껑 위에서 크램프로 고정시 

키도록함. 

(6) 노 뚜껑에도 열전대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노의 중심부 근처에 뚫어주되， 

사용 안 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함. 

(7) 실험도중 분말시료를 도가니에 장입할 경우률 대비하여 노 뚜껑에 직정 

35mm의 시료 장입 구멍을 뚫고， 사용 안할 경우에는 이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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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입공기 가열로: 소형 관상로 형태， 내경 50mm, 사용온도 최대 9000 C, 

공기 취 입은 air compressure 사용. 

다. 웅축관: 

(1) 내경 40mm 스테인레스관 사용. 

(2 ) 웅축관의 길이 3m 기준. 

(3) 웅축관에 냉각 워터자켓 (water jacket)을 응축관 길이의 113 정도 설치함. 

(4) 백필터의 내구온도를 고려하여 웅축관과 suction blower 결합부에서 시료 

(공기와 안티모니산화물의 흔합물)의 온도가 1700C를 넘지 않도록 합. 

(5) 웅축관의 시작부와 같지점에 온도측정 센서 설치 . 

(6 ) 웅축관의 중간부위에 투시용 window 설치. 

라. Suction Blower 회전속도를 가변적으로 조절시켜 suction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블로우어 모터 최대 회전수 3 , 600rpm. 

마. Bag Fi 1 ter : 시료 양이 1-5kg인 점을 감안하여 백의 부피는 10 리터 크기르 

제작하고， 교체가 쉽도록 조립 설치하였으며， 밑에는 시료 포집용기를 설치함. 

바. 제어반: 노 본체 옆에 설치하여 노 본체와 공기취입로의 온도 조절과 측정 

외에 웅축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로우어의 회전수 조절과 실 

혐시 시료의 무게변화를 로드셀을 통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함. 

시제품으로 제작한 실험장치의 모습은 사진 5.2와 같다. 사진에서 중앙에 위치한 

부품이 노 본체이고， 노 본체 위에 관상로 형태의 취입공기 가열로가 부착되어 있 

으며， 본체 오른쪽에 제어반이 조립되어 있다. 또， 본체 옆 바닥쪽에 흡입 블로우 

어가 설치되어 있고， 블로우어 왼쪽에 백필터와 시료 포집용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 본체와 흡입 블로우어 및 백필터를 연결하고 있는 관이 웅축관이 

다. 웅축관에는 온도측정 센서와 안티모니산화물의 이차 산화를 위하여 공기 취입 

관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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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ulater , 2: Heater , 3: Support , 4: Base , 5: Loadcel l , 

6: Cooler , 7: Air Tube , 8: Clamp , 9: Crucible . 10: Blower , 

11: Bag Fi 1ter , 12: Air Heater 

Fig. 5.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preparation of antimony tri ox 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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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2 Experimental apparatus for preparation of antimony tr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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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實驗方法

안티모니 금속시료를 사용하여 삼산화안티모니를 제조하는 방법은， 시료를 마그 

네시아 도가니에 넣은 채로 노 본체에 장입시키고， 노 본체를 가열하여 시료가 용 

융이 되면 취입관을 통해서 공기를 안티모니 용탕 표면으로 불어 넣으면서 츠t.. ol 
1=1 1=1 

블로우어를 가동시킨다. 융융안티모니는 용탕 표면으로부터 증발됨과 동시에 산화 

되기 시작하여 응축관을 지나면서 삼산화안티모니 분말로 생성된다. 생성된 안티 

모니산화물 분말과 미반응 공기는 백밀터를 통과하면서 공기는 외부로 배출되고 

분말은 백필터 아래에 설치된 시료 포집용기에 떨어지게 된다. 

1 회 실험시 시료의 장입량은 1kg을 기준하였으며， 시료는 도가니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장입하였다. 용해용 도가니는 직경 10cm의 마그네시아 도가니를 사용하였 

다. 흑연 도가니 경우에는 가열시 탄소 성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탄소 성분을 완전 

히 제거시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시 초기 시료장입량은 고정시키고， 용탕온도， 

공기 흡입량， 공기 취입량， 취입공기 온도， 취입관의 높이 및 응축관에서 공기의 

취입 유무와 냉각수량 등을 조업변수로 선정하였다. 용탕온도는 노내 온도를 기준 

하였으며 800-1 , 0500C 범위에서 실험하고， 공기 흡입량은 suction blower의 회전수 

를 조정하여 조절하였는데 최대 회전수 3, 600rpm 중에서 1 ， 100rpm을 기준하였다. 

취입 공기량은 0-200리터 범위로 취입시킬 수가 있는데， 분당 50리터 취입을 기준 

하였다. 취입공기의 온도는 20-6000C 범위로 취입할 수 있으며， 취입관의 높이는 

용탕 표면으로부터 1cm 지점에 취입하는 것을 기준하였다. 이틀 조업변수들과 웅축 

관에서의 공기취입량 및 냉각수량 변화에 따른 실험들을 통해서 삼산화안티모니 제 

조시의 최적조건을 구할 수 있다. 금번 이차년도에서는 이와같은 조업변수들에 따 

라서 삼산화안티모니 시험품을 제조하였으며， 실험 조건에 따른 삼산화안티모나의 

생성량과 생성된 입자형상， 입자크기 및 백색도 동의 입자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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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實驗結果 빛 考察

1. 定性分析

시료 lkg을 장입한 다음 노내 온도 9000 C, 취입 공기량 50 리터 /분， 공기 취입온 

도 4000C를 기준하여 suction blower의 회전속도 1 ， 100rpm에서 제조한 삼산화안티 

모니 시료의 모습은 사진 5.3과 같다. 가열 증발 시간은 1시간이었다. 이 시료의 

경우에는 안티모니산화물의 이차산화를 위한 웅축관에서의 공기취입을 안 한 경우 

이다. 실험시 load cell을 사용하여 시료의 무게변화를 측정한 결과 시험 조건에서 

1시간에 507g의 무게 감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무게감량은 용융안티모니가 증 

발되어 삼산화안티모니로 생성된 것으로서 산화물 양은 화학양론적으로 1.196배인 

606g이다. 

Sb203는 결정구조가 cubic형인 senarmontite와 orthorhomb형인 valentinite 두가 

지의 결정이 있는데， 시험 제조한 시료를 X선 회절법에 의하여 상분석을 행한 결과 

결정형이 senarmontite 였다. 난연제용으로는 senarmontite형이 좋으며 상용품의 

경우도 이 결정형을 갖는다. 시험품의 X선 회절시혐시 시료의 특성 피크는 Fig. 

5.2와 같다. 이 그림에서 ‘5-534 ’ 로 표시한 것이 senarmontite이다. 

Photo 5.3 Antimony trioxide sample obtained through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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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X-ray diffraction peak of the antimony trioxid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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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嚴化物 생성량 

노내에서 용융된 안티모니는 도가니의 용탕 표면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산화가 됨 

과 동시에 ， 순간적인 산화열 발생으로 인해서 국부적으로 비동점 이상으로 증기상 

으로 변하게 되고， 블로우어에서 흡입 압력에 의해 웅축관을 거쳐서 백필터로 빨려 

나오게 된다. 이 때 산화물 생성량은 도가니 바닥에 설치한 load cell 에서의 무게 

감량으로 측정하였다. Fig. 5.3은 노내 온도에 따라 안티모나 금속이 증발된 。 lo-2..
。 c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 5.3은 상온의 공기를 유량 50 리터 /분으로 노내 

에 취입시키고， suction blower의 회전속도를 3 ， 000rpm의 조건에서 실험시 노내 온 

도에 따른 금속증발량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금속의 중발이 도가니 내의 

용탕 표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인 감량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온도에 따라서 금속 증발량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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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Metal evaporation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furnace. 

-118 -



3. 함子特性 

Malvern 입도분석기를 사용하여 각 실험조건별로 측정한 시험품의 입도분포측정 

예는 Fig. 5.4와 같다. Fig. 5 . 4는 노내 온도 9000 C, 취 입 공기 량 50 리 터 /분， 공 

기취입온도 4000C, suction blower의 회전속도 3 ， 000rpm의 조건에서 제조한 삼산화 

안티모니 입도분포이다. 

시험제조한 삼산화안티모니는 대부분 1-10p.m의 크기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 명균 

입도가 실험조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2-3μm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Fig. 5.5는 노내 온도 9000 C, suction blower의 회 전속도 3 ， 000rpm의 조건에서 상 

온의 공기를 용탕에 취입시 유량 변화에 따라 생성된 삼산화안티모니의 명균 입자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공기를 취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성된 안티모니 증기가 

산소와 결합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입자 성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다소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6은 취입공기의 온도변화에 따른 생성 입 

자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취입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크기가 작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5000C의 경우에는 입자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보아 본 실 

• I “ H 

18 1~ 
Particle size (u.). 

Fig. 5.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antimony trioxid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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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조건 하에서는 4000C의 경우가 작은 입자를 얻는데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사료된 

다. 그러고， 사진 5.4는 주사전자헌미경 (SEM)을 사용하여 시험품의 입자 형상을 조 

사한 것이다. 대부분 입자가 211m 이하인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에서 막대 형태의 

입자가 일부 발견되는데， 이는 실험조건 조절을 통해서 구형에 가깝도록 개선하고 

자한다. 

4. 白色度

시험제조한 삼산화안티모니 분말의 백색도(whiteness)는 KETT Electric Lab. Co. 

사의 C-I00-3 백색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백색도는 측정 대상물질의 백 

색도를 기준물질의 백색도와 비교한 값으로서 기준물질의 백색도는 84.3이었다. 

Fig. 5.7은 노내 온도 9000C, suction blower의 회전속도 3 ， OOOrpm의 조건에서 상 

온의 공기를 용탕에 취입시 유량 변화에 따라 생성된 삼산화안티모나의 백색도를 

Photo. 5.4 Shape of the antimony trioxide sample (SEM , xlO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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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공기를 취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공기를 취입한 경우에 

백색도가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8은 취입공기의 온도변화에 따른 

백색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 백색도가 취입공기의 온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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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7 Whiteness of the SbZ03 sample 

with variation of air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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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結 論

본 연구과제는 옳屬嚴化物 微*體중 고급유리의 wu혼濟로 사용되는 繹土類 세륨 

顧化행( CeOz)과 정밀화학제품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超微핸 金屬嚴化勳(TiOz 및 

SiOz) 및 難燦했l用 안티모니三嚴化빼(SbZ03) 3가지 紹末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製造

技術을 開훌훌하였다. 이들 金屬嚴化勳의 製造에 대한 冊究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홈級 新홈빼용 셰륨홉化빼 훌훌휠R究 

中國塵 바스트나사이트 精續을 사용하여 세륨산화물을 제조하고， 이를 다시 얼처 

리 및 입도조절 동을 롱하여 光學제품의 광택연마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세 

륨연마제를 제조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中國 微山塵 바스트나사이트 精鍵을 嚴化짧燒와 養嚴침출을 통해서 광석을 분 

해시키고， 이온교환법을 이용하여 용액중의 희토류성분을 용액중으로 분리한 다 

음， NaOH를 사용하여 용액중의 세륨을 세륨수산화물로 沈짧시켜 세륨을 회수하는 

방법과 각 단위 공정에서의 최적조업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고 최적조건 

하에서 대단위 세륨 분리회수 시험을 수행한 결과， 기초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나. 분리회수한 세륨水嚴化빼을 여과， 건조시킨 후 分陣， 分級 및 熱處理 동의 일 

련의 공정에 의하여 高級冊薦顆l用 세륨산화물을 제조하였다. 시험제조한 세륨연 

마제의 세륨산화물 함량은 96%이고， 명균 입자크기 범위는 1. 77-3.16μm 이었다. 

다. 각 실험조건별로 제조한 세륨연마제 시료들을 연마시험한 결과， 연마제 제조시 

에는 분쇄 및 분급후 열처리하는 것이 열처리후 분쇄 및 분급하는 것보다 효과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험품들은 세륨의 함량이 고품위여서 연마시 시변의 

광택도는 우수하나， 연삭량이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시험 제조한 세륨연마 

제의 연마능은 상용제품의 70%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제품화를 위해서는 연마능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123-



2. 超賣함 출屬醒化빼 製遭 빠究 

초미립 금속산화물 제조 연구에서는 기상에서 확산형 불꽂반웅에 의해 실리콘 

알콕사이드인 TEOS로부터 초미립 실리카(Si 02) 분말 제조 시험을 Semi-Bench 뮤모 

의 반웅기를 사용하여 분말제조시협과 특성명가 및 초미핍 분말의 웅용기술 개발 

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되 었다. 각 연구수행 후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Semi -Bench 규모의 확산형 불꽃 반웅기 (diffusion flame reactor)를 사용하여 

반웅물질인 TEOS로부터 기상합성반응에 의하여 초미립 실리카분말을 제조한 결 

과 분말의 최소크기 11nm, 최대크기는 40nm의 초미립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나. 5중관으로 구성된 확산형 불꽂 반웅기의 연소특성을 조사한 결과 불꽃의 최고 

온도가 1600 0C 정도이었고 버너입구에서부터 온도가 축방향에 따라 감소하였고 

버너 중심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4mm에서 최고온도를 나타내었다. 

다. 상기 불꽂의 연소조건에서 반웅물질인 TEOS의 농도변화와 증발용기에 주입되는 

알곤의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혐한 결과 두 방법 모두 농도 증가에 따라 생성된 

분말의 입자크기는 증가하였고， 입도분포는 비교적 균일하였으나 알곤 유량 변화 

시에 생성된 분말의 입자크기 조금 크게 나타났다. 

라. 본 연구를 통해 제조된 분말의 특성명가를 위해 명균입자크기가 크기가 10 , 

20 , 40 nm의 세가지 분말을 반도체 봉지제인 EMC(Epoxy Molding Compound)의 충 

전제 적용시험을 (주)고려화학에 의뢰하여 그 주요특성을 조사하였다. 특성분석 

결과 시판품인 륨드실리카(Aerosi1200) 에 비하여서는 흐름성 (S/F)이 양호한 결과 

를 보였고， B/F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입자크기 40nm 분말을 제외하고는 관리 규 

격내에 들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조한 분말 중 명균 입자크기가 20nm이하 

인 분말은 EMC 제조시 충전제로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훌혔빼용 안티모니顧化빼 훌훌훌퓨究 

본 연구에서는 안티모니금속을 용융， 증발 및 산화시켜서 안티모니삼산화물을 제 

조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체 제작한 용융 증발장치에서 시험제조한 안티모니산화물의 결정형은 난연 

제용으로 적합한 senarmontite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입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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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형상이 상용제품과 유사한 형태였다. 

나. 시험제조한 삼산화안티모니는 대부분 1-10μm의 크기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평 

균 입도가 실험조건별로 약간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2μm 이하의 크기였다. 

다. 안티모니산화물의 입도는 공기의 취입 여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취입 

공기의 온도가 4000C 이내에서는 취입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크기가 작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라. 시험제조한 삼산화안티모니 분말은 공기를 취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공기를 

취입한 경우에 백색도가 더 향상되나， 취입공기의 온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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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 

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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