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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t
ï 

1 . 재 목 : 석분 슬러지 활용기술 개발 

11. 기술채발몹척 및 중요생 

국내 석재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굴하여 건축용 석판재 동으로 가공하는 과정에 

서 석재의 약 60% 정도가 폐석이나 석분 슬러지로서 손실되고 있다. 이중 폐석의 

일부만이 도로포장용 쇄석골재로 재활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폐석 및 석분 슐 

러지는 방치，노적되어 주위환경을 훼손 및 오염시켜 주된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용 부지의 확보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근년에 이르러 사회적인 환경보호와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커다란 관심 

도에 힘입어 관련업계에서는 국내의 각 건축용 석한재 생산시 발생되는 막대한 

양의 폐석 빛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 공정이 개발되지 않아 이를 재활용하지 못하 

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석 및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인 측면에서 건축채용 인 

조석 판재의 제조 또는 타일의 제조 둥 다각적인 연구가 검토되어 왔다. 

현재 건축채용 인조석판재는 다양한 색상， 문양 동으로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추 

세이며， 이로 인해 고가의 외국 원자재의 수입량의 증가는 물론 인조 대리석의 

수입량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조대리석 중에서도 고급 원자 

채를 이용한 인조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의 외관을 모방하여 건축재 둥으로서 이 

용되고 있으며， 천연석재가 보유하지 못한 색상， 문양 동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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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의 경우 폐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건축채용 인조석 판재 제조 

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며 일부 업체에서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으나 규모 

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석 빚 석분 슬러지를 활용하여 인조 석판재의 실용화 

를 위해서 제조기술 및 제조방법의 개선 · 개량을 통한 인조석 판재의 물성개선 

과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혜석과 석분 슬러지는 

연간 백만여톤씩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환경오염의 방지 빛 석재자원 

의 보전차원에서 재활용하므로서 환경오염의 국소화와 천연 석재자원의 보전차원 

에서 볼 때 폐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석분 슬러지 재활용 방안 연구는 불가 

피한 당면과제이며 환경적인 측면과 자원 재활용의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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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폐석 및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 

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켜 우선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에 영 

향을 미치는 원언을 차단하여 점차 경쟁력를 상실해가고 있는 국내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고자 한다. 

ill. 기술채발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내 석재 가공공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석 및 석분 슬 

러지를 활용하여 건축채용 인조석 판채 제조기술을 확립하기 워하여 l단계에서는 

유기 결합제를 이용하여 혜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인조석 판채 제조기술을 

확럽하는 것이며 2단계에서는 석분 슬러지를 주 원료로 사용하여 소성 및 수열양 

생에 의한 인조석 판채 제조기술을 확립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연도 연차별 연구내용 

1994년 
원료에 대한 특성 조사， 유기 결합제 제조 
-유기 결합제를 사용한 인조석 시편제조사혐 및 물성조사 

단 
계 

1995년 
폐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실중시혐을 위한 100 x 100 x 12mm 
크기의 인조석 제조사혐 및 제조 공정 확립 

-대형 인조석 제조( 500 x 500 x 20mm 크기의 인조석 판재 제조시험 ) 

1996년 
-제조공정 확립에 따른 시제품 제조 및 예벼 경제성 명가 
-실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조 ( 압축강도 : 700-780kg!c미， 
비중:2.25-2.35 ， 흡수율: O. 31-0. 45% , 인장강도: 60-61. 9kg!떼 ) 

1997년 
-소생법 빛 수열양생법에 의한 원료배합 조건별 기초시험， 
제조조건 조사 및 물성조사 

2 
단 

1998년 
-소성법 및 수열양생법 기초실혐 결과를 적용한 100 x 100 x 12mm 

계 크기의 인조석 제조 및 실증실험 

1999년 
규모확대를 위한 200 x 200 x 20mm 크기의 인조석 제조 시험 
-규모확대에 따른 물성변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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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기술채발내용 및 범위 

1. 기술깨발 연구사엽 성과 

(1) 학술논문 발표 및 게재 

- 석분 슬러지 재활용 방안 연구， 석공， 8월호(1995 ) 

- 혜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인조석 판재 제조， 자원리싸이클링학회지， 

Vo l. 4, No. 1. (1 996) 

-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인조석 판재 제조， 산엽환경 정보， Vol.6 , No.6 , 

(1 966 ) 

(2) 특허뭉록 및 출원 
- 특허등록 제 112507호 : 인조석판재 제조법 

- 특허동록 제 187428호 : 건축채용 단열 빛 차음용 경량판재 제조방법 

- 특허뭉록 제 54570호 : 건축채용 석판재 제조방법 

- 특허출원 제 98-5482 경량 내화물 제조방법 

- 특허출원 제 99-43356 : 경량 벽돌 제조방법 

2. 연구개발 내용 

국내 석재 산업에서 환경오염 유발 물질로 배출되는 폐석 및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을 통하여 석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부가 

가치 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혜기물을 활용하여 건축채용 

인조석 판재 제조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의 물리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건축 

재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양 및 색상을 보유한 인조석 판재 

제조 및 규모확대 설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폐석 멍 석분 슴러지를 활용한 인조석 판채 제조 

(1) 인조석재의 성형시 압력은 50 - 300kgl cm2의 범위에서 제조하였는데 압력이 

증가할 수록 폐석 및 석분의 조밀화가 증대되어 툴리적 성질이 증가하였으며 

지나친 압력이 가해진 경우에는 석분간을 접착시켜주는 결합제의 최소량까지 

도 배출되고 또한 혜석 상호간의 압력으로 인한 파열이 발생하여 강도가 감 

소함을 보였다. 본 제조범위에서는 200 kg/cm2내외의 압력을 가한 경우가 가 

장 우수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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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합체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경우 이에따른 물성의 변화는 크게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인조석재의 주성분이 결합제가 아니라 폐기물로 배 

출되는 석분 슬러지 및 폐석이므로 결합체의 양은 이들을 서로 접착시킬 수 

있는 양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혜석중량의 12 - 15 % 의 결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3) 인조석재의 내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열중량 분석시험을 행한 결과 구성성 

분 중 결합재의 열분해가 200 oc 부근에서 진행되어 중량감소가 나타나기 시 
작했으며 300 - 400 oc 사이에서는 급격한 중량감소가 진행되었다. 인조석재 

제조사 결합체의 양을 12 % 사용한 경우 300 - 400 oc 사이에서 증량감소가 
10 %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본 인조석재의 경우 300 oc 내외까지도 내 
열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 4 ) 천연석재와 본 실험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을 버교한 결과 압축강도 

면에서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성형압력 빛 결합제의 종류 

및 첨가량의 조절을 통하여 이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인장강도에서 

는 천연석재와 비슷한 값을 보이며 또한 천연석재에 비해 비중이 낮은 특성 

동을 나타냈다. 

(5) 건축용 바닥재 빛 벽채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색상의 

폐석 및 석분을 사용하였고 결합제에 다양한 무기 착색제를 첨가하여 인조석 

만재를 제조하였는데 폐석의 색상 및 폐석과 석분의 혼합， 그러고 첨가한 안 

료에 따라 다양한 문양 및 색상을 갖는 인조석 판재의 제조가 가능하였으며 

최적조건에서 인조석판채를 제조한 결과 이들의 대표적 물성은 사용한 폐석 

과 석분의 종류 및 엽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비중 2.25 -2.35 

kg/ cm2 , 흡수율 0.31-0. 45 , 압축강도 730 -780 kg/ cm3
’ 인장강도 60. 0-

61. 9 kg/cm2의 값을 나타내 였다. 

(6) 본 실험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은 압축강도 면에서 원료인 화강암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사암이나 콘크리트 보다는 높은 값을 보 

였으며 천연석채에 비해 비증이 낮은 특성 둥을 보였는데 이러한 인조석재 

고유의 특성과 다양한 문양 및 색상 뭉 인조석재만이 갖는 장점을 활용한다 

면 내장재 빛 바닥채 동 건축용 자채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석재산 

업에서 폐기물로 배출되는 석분 빛 폐석의 재활용을 통한 석재산업의 환경오 

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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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섣 빛 수염약생에 위한 인조석 따채 제조 

(1) 소성법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시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 슬러지 85%, 점토 

10%, 장석 5%으로 하였을 때 선수축율이 6%로 가장 낮으며 다른 원료배합 조 

건 보다 석분 슬러지의 활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형압력， 소성온도 및 소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이 향상되었다. 

(2) 석분 슬러지 85%, 점토 10%, 장석 5%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200kg/떼의 압 

력을 가하여 성형한 후 온도를 11 00 OC 에서 2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여 제 

조한 인조석재의 대표적 물성인 압축강도 800kg/cnl , 흡수율 0. 48%, 겉보기 

버중 2.52이며 x-선 회절분석 결과 주된 결정은 a-Quartz이며 일부의 

Hemati te와 Anorthi te7t 생성되어 있었다. 

(3) 수열양생법에 의한 인조석재를 제조할 때 성형압력， 반웅시간， 중기압이 

증가할 수록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이 향상되었으며 소성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재와는 달리 선수축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규사를 첨가하여 주원료인 

석분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SiOz 성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제조한 인조석 

판재의 물성을 개선하는데 바람직하며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 슬러지 70%, 소 

석회 20% 및 규사 10% 비율로 첨가하여 혼합하고 10%의 수분을 가하여 다시 

혼합한 후 200kg!cnl의 압력으로 성형하여 오토콜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떼인 조건으로 3시간 동안 반응시켜 제조한 인조석재의 대표적 물성으 

로는 압축강도 605 - 610 kg!떼， 흡수율 0.46 - 0.47 %, 겉보기 버중 1.86 -

1. 89이며 이때의 주된 결정은 Tobermorite이며 약간의 Xono t1 i te가 혼재되어 

있다. 

(4 ) 석분 슬러지 빛 규사의 입도조절과 각종 무기 산화물계 안료의 첨가에 의 

한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보유한 인조석 판재를 제조하였으며 또한 제조한 인 

조석 판재는 내오염성 뭉 6항목에 대한 표면시험 결과 색상 빛 문양에 대하여 

이상이 없어 다양한 문양 및 색상조절 동 인조석만재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 

을 활용하면 각종 건축채용 내. 외장재， 장식재 또는 마감재 소재로의 활용성 

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된다. 

3. 활용에 대한 건의 

국내 석재산업에서 배출되고 있는 혜석과 석분 슬러지는 연간 백만여론씩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이 확립되지 않아 노적 또는 매립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혜석 및 석분 슬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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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건축채용 인조석 판재 제조공정의 확립을 위해서 제조기술 및 제조산물의 

개선 빛 물성향상을 통한 실용화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문양과 색 

상을 보유한 제품의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혜석 및 석분 슬러지를 주 원료로 활용한 인조석 판재 제조 

공정을 설용화 및 상용화하기 위하여 현재 석재업계에서는 제조설비 자금 및 기술 

지원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실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기대효과 

본 연구가 계획대로 실용화되면 환경오염 유밸물질의 최소화 빛 석채자원의 보전 

차원에서 볼 때 혜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석분 슬러지 재활용은 불가피한 당면 

과제이며 환경적인 측면과 자원 재활용의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관련업체에 제공하여 상용화 건설시 기본자료로 활용하므 

로 건축재의 안정적 수급이 기대되며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석재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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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I 1 장 서 

져I 1 절 연구의 필요성 

트르 
L.... 

국내 각 산업분야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자원 소모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와 

벼례하여 지구상의 자원의 부촉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각 

종 산엽 폐기물은 환경오염 동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자원의 

다량 소비에 의하여 한정적인 부존자원의 감소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라고 하 

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폐기물의 재활 

용은 환경오염 문제를 극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변에서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내 각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이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 

성은 모든 인간활동과 그들이 사용하는 소재에 대하여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었 

다. 즉， 혜기물 처리 빛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생산현장은 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국내 모든 분야 

의 기술발전 방향은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기술은 많이 발전하여 왔지만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재자원화하는 기술의 발전속도는 매우 더딘 실정에 있다. 따라 

서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므로서 자원의 절약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량 배출되어 폐기되 

고 있는 각종의 폐기물로의 재활용에 대한 공정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석재자원은 비교적 풍부하여 전국토의 약 25%에 석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추정매장량은 70억톤으로 가채년한은 약 160년이다. 이와 같은 풍 

부한 석채자원을 바탕으로 석재산업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질적， 양적인 변에서 많 

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환경은 심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 

으며， 특히 각 석재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굴하여 건축용 석한재 동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석재의 약 60% 정도가 폐석이나 석분 슬러지로서 손실되고 있다. 이중 폐 

석의 일부만이 도로포장용 쇄석골재로 재활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폐석 빚 석분 

슬러지는 방치， 노적되어 주위환경을 훼손 및 오염시켜 주된 민원대상이 되고 있 

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용 부지의 확 

보 빛 처리시설의 설치에 막대한 버용이 소요되어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년에 이르러 사회적인 환경보호와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커다란 관심도에 힘입어 관련업계에서는 국내의 각 건축용석판채 생산시 발생 

되는 막대한 양의 폐석 및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 공정이 개발되지 않아 이를 재활 

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석 및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인 측면에서 건축채용 인조 

석 판재의 제조 또는 타일의 제조 동 다각적인 연구가 검토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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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건축채용 인조석판재는 다양한 색상， 문양 동으로 고급화되어 가고 있 

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고가의 외국 원자재의 수입량의 증가는 물론 인조대리석의 

수입량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 인조 대리석 중에서도 고급 원자 

재를 이용한 인조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의 외관을 모방하여 세면기류， 시스템 키 

친， 건축재 둥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 천연석재가 보유하지 못한 색상， 문양 동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혜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건축채용 인조석 

판재 제조에 대한 연구는 실험실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며 일부 업체에서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제품의 물성 및 특성도 천연석재에 비해 열악하므로 이에 대 

한 사용량이 매우 저조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하여 인조석판재의 실용화를 

위해서 제조기술 및 제조방법의 개선·개량을 통한 인조석 판재의 물성개선과 고부 

가가치화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폐석과 석분 슬러지는 연간 백 

만여톤씩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환경오염의 방지 및 석재자원의 보전차 

원에서 재활용하므로서 환경오염의 극소화와 천연 석재자원의 보전차원에서 볼 때， 

폐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석분 슬러지 재활용 방안 연구는 불가피한 당면과제이 

며 환경적인 측면과 자원 재활용의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석 빛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 

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켜 우선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차 

단하며 점차 대외 경쟁력를 상실해가고 있는 석재산업을 지원하여 건축재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 빛 범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건축채용 석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각 채석장 빛 석재 가 

공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과 석분 슬러지를 활용하여 인조석판재를 제조하는 기술 

을 개발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 

여 자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공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조석 판재를 제조할 때 성형하는 방법으로는 케스팅법， 모울딩법， 가압 모울딩 

법 둥이 있다. 케스팅법과 모울딩법을 적용한 인조석 판재 제조방법은 대량생산시의 

작업성 동은 우수하나， 강도동 물성향상 동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수정·보완힐 수 있고， 대량생산 단계에서의 생산성 동을 

고려해 가압 모울딩 방법율 이용한 인조석 판재의 제조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 연구에서는 석재 가공공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석 및 석분 슬러지를 주원 

료로 사용하여 건축채용 인조석판재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 특성조사， 유기 결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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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 경화제의 양 및 경화조건 동을 고려한 100 x 100 x 6mm 크기의 인조석딴재 

제조 빛 각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판재의 물성조사를 조사하여 인조석 판재 제조 

공정을 확정하였으며， 이들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300 x 300 x 12mm 크기의 중형 인 

조석판재 제조연구를 수행하여 대형화에 따른 물성의 변화 및 제반 문제점을 조사 

하였으며， 폐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인조석만재 제조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500 x 500 x 20mm 크기의 인조석판재 제조연구를 수행하고 예비 경제성 명가를 실시 

하여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l단계에서 제조한 인조석 판재는 결합제로 불포화 폴리에스터 

를 첨가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내열도가 낮아 380 0C에서 부터 분해되기 시작하여 유 

독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내열도를 향상시킨 새로운 건축채용 인조 

석 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성법 및 수열양생법을 적용한 인조석 판재 제조조건 

및 각 제조공정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료의 배합조건， 수열양생에 의한 제 

조조건 및 소성에 의한 제조조건별 제조한 시변의 물성을 조사하여 대형화， 실용화 

를 대비한 기초설협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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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 장 국내 석재산업 현황조사 

국내 부존된 석재 자원중에서 화강암이 차지하는 버율은 전체의 약 85%로 그 가 

채매장량은 78억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강암 채석장에서는 체계적인 

채석 시스템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인력에 의존하는 경혐적인 채석방법을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채취수율이 선진국의 30-40 %에 불과하므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원석의 절단 

빛 채취， 원석의 전도， 할석， 규격석 재단， 운반 및 적재 퉁 각 분야의 기술을 개 

발하여 생산농률을 향상시키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존조건 

에 맞는 체계적인 채석시스램을 적용하여 원석 채석시의 폐석량을 최대로 줄일 팔 

요가 있다. 

현재 석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주로 건축·토목 공사용으로 제작된 포크 

레인，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과 소형착암기， 제트벼너 동만이 국산장바이며， 슬 

로트드렬， 와이어쏘， 워터갯트 등은 국산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과 

감한 투자를 통한 석산개발용 필수장비의 개발 및 아직 국산화되지 못한 채석전문 

장벼 및 채석공구들의 국산화가 요구된다. 

정부로부터의 석재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석재산업을 환경파괴산 

업， 공해산업 동으로 분류하여 각종 단속 및 규제가 심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폐기 

물을 사엽장 내부에 야적하고 있으며， 석재 산업체는 폐수처리장의 부지 부족 동으 

로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석산개발사 소음과 분진， 진동 몽의 발생으로 인접한 

마을이나 전답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상당액을 보상하 

는 동 경영손실이 초래되므로 이의 방지 및 보완을 위하여 소음방지， 분진발생의 

제어， 진동방지에 관하여 연구할 팔요성이 있다. 따라서 폐석과 석분 슬러지에 대 

한 처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폐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를 최소화할 수 었으며 석재산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석재산업을 정의하고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을 조사하며 석재산업의 각 

공정을 살펴봄으로써 채석，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 폐수 및 석분 슬러지의 

감소 및 처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채 I 절 석재의 정의 

석재라 함은 토목， 건축 및 조각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암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공업규격 (KS F 2530)에서는 주로 토목， 건축에 사용하는 천 

연의 석재로 규정한다. 이틀은 화강암， 석록암， 반려암， 안산암， 현무암， 사암， 편 

마암 동의 암석 이외에도 석회석， 도로마이트 규석， 장석 동도 석재로 이용된다. 

석재란 외관이 아름답고 강도가 높아야 되고， 풍화나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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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또 사공에 편리해야 되는 동 몇 가지 필수적인 구버조건을 갖춘다면 이는 이 

상적인 품질에 속하는데 실제 자연계에서 이러한 필수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재질 

의 암석이 흔한 것만은 아니다. 상기한 바의 몇몇 조건증 특히 석재의 외관은 암석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암광물들이 만들어내는 조직， 입도 색상에 따라서 색조와 

문양 및 연마 광택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석재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건축재 : 내장재 벽재 빛 바닥채 

Exterior & interior facing , flooring , roofing mater‘ ials 

- 공예재 : 묘비석 둥 , 기념비， 조각재， 가구채， 생활용품재 

- 장식재 

석재는 통상 토목， 건축용 판재와 쇄석 및 석공예품 동으로 활용되는 암석을 말 

하며， 그 대표적인 것은 대리석과 화강암이다.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석재는 

화강암(花빼岩)， 대리석(大理石)， 석회석(石댔石)， 사암(훨岩)， 현무암( 玄武岩) , 

안산암(安山岩)， 점딴암(點板岩) , 오석류(鳥石類)동 그 수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석재는 화강암이고 대리석은 일부 건축재와 공예품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큰 바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리석은 법정광물로서 광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전국의 대리석 광구는 약 1307H 광구로 예상하고 있고， 가동광구는 15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 2 절 국내 석재산엽 현황 

국내의 실재적인 석재산업의 활동전개는 1970년대 우리의 석재를 일본에 수출하 

면서부터 빠른 발전을 하였다. 국내에서 사용중인 채석기술은 대부분 천공에 의한 

흑색화약 발파와 화강암에서의 jet burner 사용이 전부이며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국내 석재산업 현황 

년 간 매 출 액 
구분 업체수 종업원수 생산량(才) 내 수 수 출 재 고 합 계 

(백만원) (천불) (백만원) (백만원) 

채석 223 2, 585 23 , 170 , 950 86 , 041 24 , 488 246 , 943 352 , 574 

가공 1, 368 11 , 358 57 , 988 , 888 518 , 648 110 , 678 15 , 332 622 , 523 

계 1, 591 13 , 943 81. 159 , 838 604 , 689 135 , 166 262 , 275 975 , 097 

? 
l 

1 
l 
I 
i 



표 2-1에는 국내 석재엽체의 현황을 나타내었다. 1993년말 기준으로 총석재업체 

의 수는 1. 5917ß로 이중 채석업체가 2237ß , 석재가공업체가 1 ， 3687ß이며， 석재산업 

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13 ， 943명으로 이들 업체의 명균 종업원수는 약9명 정도이다. 

이중 5인 이상의 종엽원을 보유하고 있는 엽체는 8067ß 업소(채석업체가 176개소， 

석재가공업체가 6307ß소)로 전체 채석산업 인구의 50 . 6%가 종사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년간 총매출액은 975 ， 097백만원으로 업체 명균 매출액은 

613백만원 정도이다. 

표2-2 ， 표2 - 3에는 지역별 채석 및 가공 현황을 나타내었다. 석재가 풍부한 자원 

이고，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석재의 수요도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재산업체의 채석 및 가공 장벼가 대부분 토목건축용 장비와 전근대적인 닥후 장 

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재래식 채석기술을 그대로 

답보하고 있어 생산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채석허 

가기간이 짧아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채석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이로 인해 작업장에서의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적인 변에서도 불필요한 산림의 손상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파괴의 문제 

도 발생하고 있다. 

표2 - 4에는 국내의 지역별 석산수외 가공공장의 현황을 나타내었다. 화강암은 전 

국적으로 분포되어 전국토의 약25%에 매장되어 있으며， 추정 매장량은 70억톤 정도 

로 년생산량 5천만톤을 기준으로 약140년의 가채년한이 있는 풍부한 자원이다. 대 

리석은 주로 충북， 전북， 경북 및 강원도 일원에 분포되고 이으며， 법정 광물인 석 

회석으로 출원뭉록되고 있고， 약I 억 57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채석장은 개발초기 단계이므로 지형조건이 불러한 점등으로 인해 아직 체 

계적인 채석 시스템의 개발이 미흡하고， 현재 인력에 의존하는 경험적인 채석방법 

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원석의 절단 빛 채취， 원석의 전도， 혈석， 규격석 재단， 

운반 빛 적재 동 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 생산원가를 절 

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2- 5는 연도별 원석의 수출입 현항을 나타내었다. HS 2516의 화강암 동은 수출 

되는 양이 수입되는 양보다 많으나， HS 2515의 대리석 동은 수입되는 양이 수출되 

는 양보다 많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축물 및 버석류의 고급화로 인하여 이탈리 

아 둥지에서 고급 대리석의 수입량이 현격히 증가한데 그 원인이 었다. 

표 2-6은 연도별 석재 및 석제품 수출입 현황을 나타내었다. HS 6801 의 포석， 연석 

및 판석은 수출되는 양과 수입되는 양이 거의 같으나， HS 6802의 가공한 비석용 또 

는 건축용 석재는 수출되는 양이 수입되는 양보다 많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공한 

버석퉁이 일본에 대량으로 수출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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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역별 채석 현황 

내 
년간애출액 채 석 장 엽 

용 체 
종 대 생 허 I영균 급여 

업 지 산 가 채석장비 운반장비 급여액 총액 

수 왼 며」 량 -〈「
내수 

수출 
재고 

-(「 적 량 
슬 와 재 덤 

착 굴 로 지 
로 E :rr 기 

;;< (백만 (백만원 。lJ- 삭 우 거| 
(찌2) (才) (m2) 

원) 
(T/$) E 어 버 E 타 (백만원) (백만왼) 

기 더 차 
역 렬 쏘 너 "1 

서울 

강왼 
105 

302,725 578,356 
1,545,190 

2,840 잃8 3,024 41 21 10 19 5 21 21 14.2 1,491 

경기 a 528 1,018.455 6,030,500 25,480 3,454 144,157 119 
6,147,019 

2 41 56 51 24 31 6 69 9.4 49,603.2 

경냥 
31437 

1,116,799 3,707,000 
4,114,766 

9,797 1,932 90,400 156 5 1 361 61 41 2 21 35 12.7 5,549.9 

경북 2 303 953,700 5,661,505 7,639 6,823 5,576 101 
3,419,562 

3 31 29 46 4 21 49 12.7 3,848.1 

전남 2 257 596,654 2,041,700 
1,295,624 

7,211 1,542 330 78 1 1 161 41 12 11 16 33 23.8 6,61 1.6 

전북 7| 636 1,429,640 3,341,273 
5,690,008 

21 ,973 5,196 2,462 175 3 31 20 92 65 51 90 31.9 20，쟁8.4 

충남 1: 
146 

247,739 489,716 215,281 4,305 1,764 506 70 3 2 41 31 2 1 12.4 1,810.4 

충북 1: 478,312 888,900 5,937 3,429 128 59 5 21 25 3 7 22 12.0 205.2 
171 2,354,034 

재주 
2 

10,000 432,000 22,700 864 2 

합계 22: 
2,58 

6.1 54 ， 0:경 23,170,950 
24,804,18 

86,046 24,488 246,943 779 23 17 192 368 119 61 60 319 17.9 46,27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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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 지역별 석재 가공 현황 

내 
년간매출액 가공공정 

엽 종 대 켜‘- 생 
용 

절단기 연마기 쳐1 엽 지 축 산 

<:’r 원 연 며」 량 
내수 수출 재고 재 

7/i-- 적 적 표연 
단 

갱 기 자 <:’r 처리기 
지 (백만원) (T/$) (백만원) 기 

(m2) (m2) (才) 」까‘- 타 동 동 

여←1 

서울 10 43 1,813 1,895 200 4 11 6 
7.714 16 14 

강원 71 188 16,026 19,764 590 6 6 28 8 
123.394 988.832 64 34 

경기 305 2,626 145,æ6 5.679.59 157,963 36.062 8.332 60 79 358 85 
827.796 734 548 

2 

경남 66 520 33,850 4 ，6여， 15 17,032 4,471 1,477 10 28 58 15 
2æ,256 226 57 

0 

7â속 '" 111 867 56,324 5.021.57 26.993 8,045 244 5 32 192 7 
457,855 375 100 

0 

전남 148 807 73,594 5,549,48 29,780 1,701 1,851 5 25 133 35 I 
297.462 261 140 

9 
31 ，잉4，3 

전북 301 2 ,178 107,335 103.244 13.884 2,051 7 1,064 60 350 98 
588.1 53 00 546 

충남 277 3,093 145,038 2,690,49 84 ,137 34 ,100 506 6 70 480 31 
545,603 833 262 

8 

충북 64 944 89.024 1,575,82 75,357 12,215 380 35 36 134 13 
628,590 267 98 

7 

제주 10 92 10,203 2.512 4 10 2 
52.562 344.630 41 27 

3,720,3 57,988,8 
합계 1,363 11,358 678,303 518,677 110.678 15,382 134 3.881 1.826 331 1,751 300 

8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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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지 역 별 석 재 산 업 현 황 (Stone industry statistics) 

I:~짧 
석 산 가공공장 합 계 

석산수(%) 종업원수(%) 공장수(%) 종업 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서울 - ( - ) - ( - ) 10 ( 0.7) 43 ( 0.4) 10 43 

강원 9 (3.9) 105 ( 4. 1) 71 ( 5.2) 188 ( 1.7) 80 293 

경기 33 (14.5) 528 (20.4) 305 (22.4) 2,626 (23.1) 338 3,154 

경남 31 (13.6) 437 (16.9) 66 ( 4.8) 520 ( 4.6) 97 957 

78* 25 (11.0) 303 (11.7) 111 ( 8.2) 867 ( 7.6) 136 1,170 

전납 23 (10.1) 257 ( 9.9) 148 (10.9) 807 ( 7.2) 171 1.064 

전북 76 (33.3) 636 (24.6) 301 (22.1) 2,178 (19.2) 377 2,814 

충남 18 ( 7.9) 146 ( 5.7) 227 (20.3) 3,093 (27.1) 295 3,239 

τ*"* 12 ( 5.3) 171 ( 6.6) 64 ( 4.7) 944 ( 8.3) 76 1,115 

제주 1 ( 0.4) 2 ( 0.1) 10 ( 0.7) 92 ( 0.8) 11 94 

합계 228 (100) 2,585 (100) 1,363 (100) 11 ,358 (100) 1,358 13,943 

표 2-5. 연도별 원석 수출입 현황 

구분 수출 (Export) 수입 (Import) 
연도 HS 2515 HS 2516 HS 2515 HS 2516 

1995 4,530,000 $ 94,000 $ 53,282,000 $ 

1996 94,000 $ 49,180,000 $ 561 ,000 $ 24,461 ,000 $ 

1997 46,000 $ 42,658,000 $ 926,000 $ 20,090,000 $ 

1998 34,000 $ 38,007,000 $ 516,000 $ 19,970,000 $ 

* HS 2515 대괴석 ， 트래버틴， 에코신 및 기타 바 l석용 또는 건축용 석회 질 암석 ble, 

travertin , ecauissine and other calcareous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 HS 2516 화강암， 반암， 현무암， 사암과 기 타 비 석 용 또는 건축용 암석 Granite, 

porphyry, basalt, sandstone and other caIcareous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1 
l 
A 

n 
ι
 



표2-6. 연도별 석재 및 석제품 수출입 현황 

\ 

융덩f 
수 출 -/A「‘ 입 

HS 6801 HS 6802 HS 6801 HS 6802 

1995 4,650,000 $ 4,000 $ 45,550,000 $ 

1996 27,000 $ 240,354,000 $ 33,000 $ 55,656,000 $ 

1997 58,000 $ 225,010,000 $ 37,000 $ 42,248,000 $ 

1998 164,000 $ 183,061,000 $ 120,000 $ 36,961 ,000 $ 

져I 3 철 채석 공정 

주요 생산활동은 광산으로부터의 원석절단， 일정 규격의 block~fl 추1. 채취된 

block의 전도 빛 상품화를 위한 원석의 소할(小劃)작업과 운전 및 적채 둥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채석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는 穿孔장버(착암기). 암반으로 

부터 원석채취를 위한 채석장버 (jet burner , slot drill) , 전도(顆倒). 운반 빛 적 

재장비 (loader ， payloader , shovel 동) , 그리고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동력장치(압 

축기 ) 동으로 대멸할 수 있다. 석산 개발 순서는 아래와 그림2-1과 같다. 

1. 석재 채취 및 천공 장비 

국내 채석장에서의 천공장버는 jet burner 작업후 수명면 절삭을 위한 수명천공 

과 절삭된 block을 분할하기 위한 소할작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천공작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천공간의 간격， 천공 갚이(穿孔長) , 구경， 방향 둥이 있￡며 이러 

한 요소들은 채석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채석장에서는 jet burner가 암반으로부터 원석을 분리하기 위한 수직면 

절단에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유류(油類)의 소모， 공해와 관련된 배기가스 분출사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의 문제와 fracture가 많은 암석에서 매우 버효과적이며 열에 

의해 암석이 팽창되기 때문에 주변 암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jet burner의 사용을 줄이고 공해문제가 적고 생산성이 높은 장바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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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표 토 제 거 

출 하 

그림 2-1. 석산 개발 순서 

% “ 

구획 설정 

표토량 정산 

표토제거 

작업장 여건에 따른 채석방법 결정 

채석장벼의 선택 

석재처리 계획 작성 

생산 및 판매계획 작성 

착암기에 의한 라인 천공 

jet burner 작업 (화강암류) 

대구경 boring작업 (대리석류) 

화약 

쐐기작업 및 공기쿠션 

기중기둥 중장비 

피킹햄머에 의한 천공 

쐐기작업 

정 작업 



국내에서 jet burner 이외에 자유면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바로는 천공에 

의해 수직 전단변을 형성하는 slot drill을 몇 개의 채석장에서 사용중에 있다. 압 

축기의 용량 부촉과 수명 작업면의 형성이 곤란하여 이 장비의 사용에 애로가 있으 

나， 수명 작업면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 slot drill 의 채석 작업 능력이 jet 

burner、의 작엽성능의 2 - 2.5배에 이르고 있어 기능 인력의 부족과 소음문제 해결 

을 위해 이 장비의 사용확대가 예상된다. 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계 

만식 채석방법으로 상부 작업면을 수명으로 유지해야 하고， 기계의 용량에 맞는 적 

정 공기압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기 압축기의 확보와 소모품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 

며， 사용자의 새로운 장버에 대한 거부감을 배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개발된 자동화된 대리석 석재 채석작업에서는 나선형 wire 혹 

은 diamond wire에 의한 원석절단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나， 이들 방법을 화강 

암 채석작업에 적용하기는 아직은 문제점이 많으며 diamond wire를 화강암 채석작 

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2. 발 파 

일반적으로 채석장에서 채택되고 있는 발파방법은 흑색화약 사용에 의한 발파와 

조절발파(調節發破. smooth blasting) 에 의한 채석작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채석장에서는 대부분 흑색화약에 의한 발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흑색화약에 의 

한 발파는 모든 형태의 광상조건에 적합하므로 채석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 

석에 균열을 주지않고 요구되는 block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화약의 장 

약， 적당한 천공수 및 구멍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규격의 원석을 채취하기 위 

해 자연적으로 위약한 면이나 균열을 이용하여 채석작엽의 효과를 올리기도 한다. 

표 2-7. 흑색화약과 Smooth blasting 발파법의 비교 

구 I trj 흑색화약 smooth blasting 

공의 구경 (mm) 33 - 41 27 - 41 
二。묘 간 격 (Cm) 20 50 
화 약 흑색화약 Gurit 

j니깅그 。lX6L (mJm3) 1.47 0.79 
장약량 (g/m3) 23 - 42 95 
장약밀도 (g/ m) 91 119.1 
점 화 도화선 도화선 

발 파 고 (m) 3 - 8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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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규모의 block을 암반에서 분리하기 위해 수펑천공과 흑색화약 발파를 

실시하는 경우 천공길이， 천공수， 화약량， 전색， 공내의 화약배열 동에 있어 일정 

한 규칙성이 없이 작업 감독자의 경험에 따라 각 채석장마다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암반의 물성조건에 의해 좌우되며 화강암은 동방성이 아넌 이 

방성으로 이와 같이 광상의 부존조건과 채석방향에 따라 천공 작업량에서 상당한 

차아를 보이며， 결국 이것은 경제적으로 원석채취의 생산단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석장에서 일률적인 발따방법의 선 

택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 조건에 맞는 채석방향의 선택과 천공섬도， 공간격， 공구 

경 및 화약량 동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3. 전도(願園)작업 

전도작업은 절삭작엽에 의해 암반에서 분리된 대규모 block을 분할하기 위해 유 

압식(油훌式)이나 압기식(壓氣式) pusher를 사용하여 채취된 block을 전도시킨다. 

그러나 국내 채석장에서는 암반에서 분리된 대규모 원석을 취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전도시키지 않고 채취된 자리에서 각 채석장의 중장비로 취급할 수 있 

는 적당한 크기로 분할작업을 실시한 뒤 wire rope와 중장비 (lader . shovel. dozer 

뭉) 혹은 중장버 (excavator) 만을 이용하여 분할된 원석을 전도 낙하시킨다. 채석 

작업면아 상당히 높은 경우 이 분할된 원석이 전도되어 낙하하면서 손상을 받기도 

하며， 장비 및 작업원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도 생긴다. 이 경우 원석의 손상을 줄 

이기 위해 원석이 낙하하는 지점에 충분한 두께의 sand bed를 조성하여 원석의 손 

상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4. 소할(小劃)작업 

l차적으로 암반에서 분리된 대규모 원석 block은 운반 및 전도할 때 취급이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천공이나 발파에 의해 분할되고. 2차적으로 상품화에 요구되는 

크기로 재단하기 위해 소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채석장에서 소할작업을 실 

시하는 원석의 크기는 일정한 규격이 없으며， 주문에 의해 크기가 결정되거나(gang 

saw용은 200才정도) 또는 대부분 채석장에서는 운반 및 상차에 용이한 50-100才정 

도의 크길 소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할작업은 주로 언력에 의한 천공작엽후 흑색화약에 의한 발파나 쐐기 빛 

chipping작업 (wedge와 feather) 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천공작업으로 채석 

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며 이 작엽은 대부분 도급제를 적용하고 있 

는 작업과정으로 기계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자동화된 천공작업을 실 

시할 수 있는 quarry bar나 유압식 splitter 동의 사용으로 기계화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 

소할작엽을 위한 천공에서 대부분 천공심도는 20-30 cm 정도이며， 공간격은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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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따라 변화가 매우 심하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쐐기는 규격품이 아니고 각 

채석장에서 자체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제품은 채질과 쐐기의 형태， 길이， 

쐐기의 각도 동에 따른 splitter의 효과를 고려한 제품의 규격화가 요구된다. 

5. 운반 및 적재 

Jet burner‘에 의한 절삭과 흑색화약에 의한 발파푸 암반으로부터 분리된 대규모 

의 block율 취급할 수 있는 고정식 기중기 (derrick)나 이동식 crane을 사용하나 보 

유한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채석장에서는 소할된 원석의 만거리 운반과 적재를 위해 페이로더， 포크 

레인， 로더를 이용하며， 단거리 운반에 dump트럭을 이용하기도 한다. 적재를 위해 

서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loader의 앞부분을 block 취급용 fork형 

태로 개조 적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6. 가공공정 

일반적으로 석재가공이라고 하면， 원석의 규격화 가공을 비롯하여 이를 판채로 

할석(劃石)하는 작엽 그러고 표면가공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가. 가공의 종류 및 순서 

(1) 가공의 종류 

가공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대멸된다.CD 발파된 원석을 선멸하여 장방형의 

정척석으로 규격화시키는 작엽，(2) 석공예품 제작을 위해 두꺼운 석재 원석을 할석 

하는 작업으로 건축 마감재로 이용되는 대-중·소형의 판재로 할석하는 방법.(3) 그 

러고 표면가공 작업은 화염가공， 연마가공， 손다듬기 둥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요구 

되는 과정에 맞게 절단하는 과정이 있다. 

(2) 가공 순서 

석재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다음 그럼2 - 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공정이 중복 

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 빛 운반비의 낭비가 없게 하며， 공정과 공정 

사이에 가공물이 적체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가공순서 중에서 원석 검사와 가공도의 작성은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 

요한 단계에 속한다. 원석 검사단계에서는 원석의 사용 가부(可否)가 결정되고 가 

공도 작성단계에서는 전체의 가공 진행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연마와 화염처리 

는 최근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 능률의 향상， 원가의 절감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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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기계 

가공 기계에는 원석을 일시에 수십 장의 판재로 절단하는 자동식원석할석기 

(automatic gang saw machine)와 고도의 연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연마기 

(automatic polishing machine) , 그러고 고온의 불꽃에 의해 표면을 가공하고 수동 

작업을 완전히 자동화시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자동식화염처리기 (automatic jet 

burner) 동이 있는데， 이들은 현대 석재가공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가공기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몇몇 업체가 이 기계들을 도입하여 대량생산에 들어가고 었 

으나， 그 숫자는 적고 가격 문제 둥으로 인하여 보급이 어려운 형편에 이르고 있 

다. 그러나 국내 가공 생산업체중에는 기계의 제어기능을 전산화 시스랩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한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래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져I 4 철 석재산업의 환경영향 

석재산엽의 폐수문제와 채석장비인 화염절단기(jet burner) 에 의한 소음과 분전 

은 석재개발에 따른 필연적인 문제로서 석재의 보다 안천한 생산 및 환경오염 예방 

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채석업의 경우 주로 화염절단기를 사용하고 있어 암반 

절단시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공해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소요비용이 많이 든다 

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암반이 돔(dome)형태인 우리나라는 석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적용이 불가피하다. 또한 가공공장에서는 석재절단기와 연마기 

동을 가동함으로써 배출되는 폐수는 주로 부유물질이 존재하고， 이것이 하천의 물 

밑 바닥에 침적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동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예방 대 

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 소음 

채석장 빛 석재 가공 공장의 소음 측정 결과는 표2-8 ， 2-9과 같다. 그러고 석재 

산엽체의 소음 허용농도는 표2-10과 같다. 

채석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Jet burner , Slot drill , 압축기， 착암기 둥으로 이중 

Jet burner의 소음도가 작업자의 위치에서 90dB(A) 이상으로 작업환경 관리 자료에 

의하면 “충격 소음을 제외하고는 115dB( 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 있으므로 소음 측정 및 예방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작엽장에서 작엽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l 마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만 

으로는 부족하므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석산의 규모가 영세하고 재래식 채석방법을 택해야 할 작업장 여건에서 jet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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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은 불가피하므로 구l 마개를 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청력을 보 

호해야 할 것이다. 

표 2-8. 채석장의 소음 측정 결과 

치 ~ 정 [ dB(A) ] 

Jet burner 작업자 위치 118 - 119 
Jet burner 작업자 위치에서 3m거리 100 - 109 

Jet burner 작업자 위치에서 30m거리 96 98 
Jet burner 작업자 위치에서 100m거리 89 91 
Slot drill 가동 102 - 109 
압축기 (1 00 - 500 Hp) 87 - 93 
착암기 (5 - 6 kg/cm2) 110 - 115 
소할작업 (Chipping, Hammer 사용) 102 

표 2-9. 석재 가공공장의 소음측정 결과 

공 정 허용농도 측정치 [dB(A)] 비 고 

강 s.，ιι‘ 100 95 - 97 

절 삭 90 93 - 98 

절 단 90 90 - 98 
근로시간 

연 마 90 86 - 87 

마 고。} 90 85 
1쿄대 8시간 

선 반 90 85 - 86 

세공연마 90 86 - 87 

세 공 90 80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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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소음의 허용농도 (충격소음 제외) 

l 일 노출 시간 (hr) 소음강도 [ dB{A) ] 

8 90 

4 95 

2 100 

105 

112 110 

114 115 

나. 분 진 

분진을 측정한 결과는 표2-11와 같이 허용농도 이하이었고 진폐증 환자도 없었다. 

채석장은 노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는고， 대부분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진 마스크의 선택이 중요하다. 가공공장의 경우 작업장이 밀집 

되어 있어 분진이 벼산하고， 퇴적된 분진을 수집하여 측정한 결과 유리상의 규산 

( S iOz ) 이 30%이상으로 제1종 분진에 해당되므로 허용농도(총분진)는 2mg/m3이다. 

다. 석재 폐수 

석재 폐수의 유해중금속의 존재여부와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의 대표적인 

예를 표2 - 12에 나타내었다. 유해증금속은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부유 

물질농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전지를 설치한 다음 방류하고 

있으며 ， 부유물의 응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응집제 빛 화학 처리를 하고 있다. 침 

전지는 웅덩이만 하나 파서 그곳을 거쳐 흘려보내는 간이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고， 

세멘트 둥을 사용하여 2단계 이상의 침전지를 구축한 침전시설도 있다. 

침전지에 되적된 침전물은 석분 슬러지라고 부르는데， 석재 가공량이 많을수록 

그 발생량은 더욱 증가한다. 석분 슬러지는 미세한 입자로 탈수， 건조하면 분진상 

태로 되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요망된다. 석분 슬러지는 일반적으로 가공공장내 

에 방치되고 있으나， 물질의 특성상 분진발생이 우려되므로 매립처리가 요망되는 

폐기물이다. 석분 슬러지를 일반폐기물로서 매랍처리힐 경우 1톤당 4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석분 슬러지는 유해중금속을 함유되어 있지 않고 석재와 동 

일한 재질이므로， 이를 석재자원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석재 

산엽쳐l의 절실한 요구이다.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은 매립비용의 절감은 물론 폐자 

원의 재이용에 의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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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석재 가공공장 폐수 분석 결과 

시험항목 배출허용기준 시험성척 비 :;]‘-

pH 5. 8 - 8.6 7.39 단위는 mg/ .e 임 
Fe 2 0.03 ND no detected 
Cu 0.5 ND 
Pb 0. 2 ND 
Zn l 0.04 
Cr 0.1 ND 
Cd 0. 02 ND 
S04 200 24.9 

SiOz 21. 9 
TDS 274 Tota! dissolned solid 

표 2-12. 분진 측정 결과 

엄체명 공 정 
허용농도 측정치 

비 ~‘-(mg/ m3 ) (mg/m3 ) 

C 세 i} 2 1. 1 - 1. 2 

P 서1 공 2 0.9 - 1. 4 

P - 3 채 석 2 0.2 허용농도는 SiOz 

P - 4 마 광 2 1. 8 30%이상의 분진 

P 6 채 석 2 0.4 으로 2mg/m3 

H - 4 가 i} 2 0.1 

CN - 4 가 二。ïl. 2 0. 9 

0 3 세 i} 2 0.6 

1 
4 이

 
J 



져I 5 절 국내 석재산업의 문채점 빛 건의사항 

우리나라에 부존된 석재자원중 화강암이 전체의 약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 

운데 가채매장량은 78억톤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강암 채석장은 개발초기 

단계이므로 지형조건이 불러한 점둥으로 인해 아직 체계적인 채석 시스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현재 인력에 의존하는 경험적인 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아 훼손되고 채취수율이 선진국에 비해 절반정도 수준인 30-40%에 불과하므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원석의 절단 

빛 채취， 원석의 전도， 혈석， 규격석 재단， 운반 및 적재 동 각 분야의 기술을 개 

발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존조건 

에 맞는 체계적인 채석시스템을 적용하여 원석 채석시의 폐석량을 최대로 줄일 밀 

요가 있다. 

현재 석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주로 건축·토목 공사용으로 제작된 포크 

레인，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과 소형착암기， 제트벼너 동만이 국산장바이며， 슬 

로트드럴， 와이어쏘， 워터갯트 등은 국산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과 

감한 투자를 통한 석산개발용 밀수장비의 개발 및 아직 국산화되지 못한 채석전문 

장비 빛 채석공구들의 국산화가 요구된다. 

정부로부터의 석재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석재산업을 환경파괴산 

엽 ， 공해산업 둥으로 분류하여 각종 단속 및 규제가 심하다. 이로 인해 폐기물을 

사엽장 내부에 야적하고 있으며， 석재 산업체는 혜수처리장의 부지 부촉 둥으로 곤 

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폐석과 석분 슬러지에 대한 처리 빛 활용방안을 종합적인 

연구는 폐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석산개발시 소음과 분진 ， 진동 등의 발생으로 인접한 마율이나 전답과 관련한 민원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 이 때문에 상당액을 보상하는 등 경영손실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의 방지 및 보완을 위하여 연구기관 동에서 소음방지， 분진밸생의 제어， 

진동방지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었다. 

석산개발 초기의 굴착이나 표토 처리시에 생산되는 자연석(조경용으로 이용이 가 

능한 암석)에 대하여는 부존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반출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그러고 국내 석산의 개발 유도 및 지원과 함께 유사한 암석종의 수입(중국， 인 

도 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내 채석업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채석업 종사자가 급속 

히 감소하고， 노령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임금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도 커다란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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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3 장 인조석 판재 뼈조기술 현황 

져I 1 철 언조석 판재 산엽 의 현황 

현재 건축자재용 석판재는 다양한 색상， 문양 동으로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이며， 이로 인해 고가의 외국 원자재의 수입량의 증가는 물론 인조석의 수입량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인조석 중에서도 고급원자재를 이용한 

인조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의 외관을 모방하여 세면기류， 시스램 키친， 건축재 둥 

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천연석재가 보유하지 못한 색상， 문양 동을 수요자의 요 

구에 맞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탈리아， 일본 둥지에서 고급 인조 

대리석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조 대리석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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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도 천연석재에 비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이 극히 제안되어 있는 실정이 

다 

일반적으로 인조석 판재는 결합재로서 불포화 수지 둥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 

에 고순도의 무기절 충전재 및 경화제 ， 첨가재(색소 및 안료) 동을 첨가하여 성형， 

경화시킨 고분자 복합재료이다. 따라서， 불포화 수지의 고분자 재료 성질이 인조석 

판재의 특정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용되는 결합제로서는 에폭시 수지， 에스테르 수지 둥과 같은 열경화성 수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불포화 에스테르 수지는 속경성(速硬性)으로 강도발 

현이 빠르다는 점 ， 접착성， 내약품성， 수밀성이 뛰어나지만， 경화 수축이 크다는 

것이 약점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합재로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커다란 

결점인 경화수축은 그것을 메트릭스(matrix)로 하여 충진채 및 골재와 혼합하묘로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모든 물질에 대한 강한 첩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착색성 동 

의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포화 폴리에스테 

르 수지의 특정은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언조 

대리석의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인조 대리석의 제법 

인조대리석의 제조방법으로는 케스팅볍， 모울딩법， 가압 모울딩법 둥 여러가지가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특허출원이 계속 

되고 되고 있다. 

일본의 센트렬 (central)뼈子珠式會社에서는 천연대리석의 외관을 모방하여 세면 

기류， 시스템 키친， 건축재 둥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제법은 다음과 

같다. 

아크럴계， 폴리에스테르계 동의 수지 원액에 수산화알루며늄동의 금속수산화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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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 착색채， 그 외에 필러를 혼합하여 성형틀에 주입하여 적정 온도에서 경화 

시켜서 제조하는 것이다. 성형틀로서는 판유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활 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에 접하는 성형품 표면은 명활한 면이 되고， 한편 미리 

유리판을 샌드블라스팅， 그라인딩 동의 연삭(빠則)처리하여 둔 것을 사용하면 이에 

접하는 성형품 표면은 거칠게 된다. 펑활한 면을 형성시킨 경우는 중후하고 화려한 

외관을 나타내지만 흠집이 생기면 이것이 눈에 되기 수l워져 미관을 손상시킨다. 한 

편， 거칠은 면을 형성시킨 경우는 흠집이 생겨도 구별이 쉽지 않지만 외관은 수수 

하게 보인다. 

또한， 일본의 積水化學工業珠式會社에서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성형한 인초대리 

석 제품으로 양식 욕조(bath tub) , 주방 식탁 (kitchen counter‘) , 세변화장대 둥과 

같은 위생 제품 및 벽재 퉁 저1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인조대리석 제 

품을 만들기 위한 수지 혼합물로서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계의 수지혼합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에 무기질 충진재 ， 경화촉매， 내부이형 

제， 탈기제 ， 그러고 필요에 따라서 안료를 배합해서 만든 수지혼합물을 가열 ， 가압 

성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형시 특히 고온범위에서 성형하 

려고 할 때 경화수축 또는 경화벌열에 의한 크랙 (crack) 이 발생하는 커다란 문제점 

이 있다. 이러한 크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지혼합물에 저수축제， 예를 들 

어 열팽창성 증합체를 첨가하는 방법도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저수축제 

를 첨가해도 굴절률의 차이 또는 광(光)의 난반사에 의해 성형품의 투명도가 떨어 

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물성이 저하되거나， 생산가격이 하는 동의 문 

제도 있다. 그 때문에 저수축제를 첨가하는 방법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handley 

up법과 같은 비생산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제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인조대리석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계 수지혼합물을 가열가 

압하여 성형할 때에 제조되는 성형품의 뒷면으로 되는 성형틀 표면에 이형제와 중 

합금지제를 도포 또는 부착시킨 후 전술한 수지흔합물을 성형틀내로 투입하여 가 

열， 가압 성혐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불포화 에스테르 수지 

혼합물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빛 무기질 충진재를 주체로 하고， 이것에 경화재 

외 필요에 따라서 내부이형제， 중점제 ， 보강제 및 안료를 배합한 것을 말한다. 이 

하에 각각에 대해 기술한다. 

(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a , β-불포화이염기산(또는 그의 산무수물인 산성 

분)과 다가알콜성분과를 반웅시켜서 얻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50~80 중량부， 합계 

가 100 중량부로 되도록 중합성 단량체 50 ~ 20 중량부에 용해시켜 얻은 것이다. 이 

경우 불포화‘폴리에스테르의 양이 50 중량부가 되지 않으면 충분한 강도를 갖는 성 

형품이 얻어지지 않고， 또한 80 증량부를 념으면 성형성 빛 작업성이 악화한다. 

a , β -불포화 이염기산으로는 말레인산， 푸말산， 이티콘산， 디트라콘산， 클로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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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산 동을 예로 틀 수 있고， 이것들을 두 종류이상을 병용해도 좋다. 다가 알콜 

은 에틸벤글리콜， 디에틸벤글리콜， 프로필랜글리콜， 1 ， 3-브타디올， 네오펜틸글리 

콜， 1 ， 6-핵산디올， 트리에털랜글리콜， 수소첨가 비스페놀A ， 이소펜틸글리콜， 글리 

세련， 트리메칠올프로판， 디콜로로펜타디엔 동을 둘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산성분으로 포화이염기산(또는 그의 산무수물)을 사용해도 좋고， 포화이연기산의 

예로서는 프탈산， 이소프탈산， 텔레프탈산， 트리멜리트산， 호박산， 아제라인산， 이 

디픽산， 테트라히드로푸탈산， 핵사히드로푸탈산， 테트라브로모프탈산 동을 들 수 

있다. 

중합성 단량체로서는 스티렌 a 메첼스터랜， 바닐툴루엔， 디비닐벤젠， 콜로로스 

티벤， 초산버닐， 디아럴프탈레이트， 디아렬이소프탈레이트， 또는 디아럴텔레푸탈레 

이트 동의 불포화폴리에스테르와 가교가 가능한 비닐모노머 (vinyl monomer) 또는 버 

닐올리고머 (vinyl oligomer) 동을 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티랜아 사용된다. 

(2) 무기질 충천재로서는 탄산칼숨， 탄산마그네융， 황산바륨， 탈크(활석， talc}. 

크레이， 마이카， 실리카， 알루며나， 유리분말，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슐， 

규사 둥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경화시의 투명감을 얻기 위해서는 유리분말， 수산 

화알루미늄 퉁이 바람직하다. 무기질 충전재의 배합비율은 폭넓은 범위가 가능하지 

만 일반적으로 경제성， 작업성， 요망제품의 강도 동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고. 치 

밀한 충전이 되도록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화제로서는 t-butylhydroxybenzoide , benzoylperoxide , 

methyl- ethylketoneperoxide , t -butylperoxyisopreopylcarbonate , 

dicromilperoxide , t-butylperoxy-2-ethylhexanoate , 

1 ， I-di-t-butylper、oxycyclohexane 동의 불포화폴리에스테르에 작용하는 유기과산화 

물 동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100 중량부에 대해 o. 5~3 중 
량부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 내부이형제로서는 스테아런산， 스태아런산아연 통과 같은 고급지방산이나 이들 

지방산의 에스테르 동을 사용되며，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100 중량부에 대해서 

o. 5 ~ 5 중량부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5) 중점제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가 갖고 있는 OH기， -COOH기나 에스테르결합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선상 또는 일부 꼬점 결합을 형성) 분자량을 증가시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점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용가능한 점 

증제로서는 toluilenediisocyanate과 같은 이소시안에이트류， 

aluminiumisopropoxide , titantetrabutoxide와 같은 금속알콕사이드류， 산화마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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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산화카리움， 산화베럴륨과 같은 2가금속의 산화물， 수산화칼슐과 같은 2가금속 

의 수산화물 동이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산화마그네슐， 산화칼숨이 사용되 

고 있다. 통상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100 중량부에 대해서 0 . 5~10 증량부의 버 

율로 사용힐 수 있다 

(6) 보강제로서는 유리섬유， 폴리에스테르， 페놀 또는 비닐론 유기섬유， 카본섬유 
동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리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사용량은 요망 

강도 빛 점도 둥을 고려해서 적당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안료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경화를 현저하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이라 

면 어느 안료를 널어도 좋다. 

이형제 및 중합금지제의 도포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형제로서는 불소계용매를 주용 

매로 하고， 희석제로서 표론113 ， 1.1. 1-트리클로에탄， 아세톤 동을 사용한 열경화 

성 플라스틱용 이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합금지제로서는 p-벤조페논， 나프토퀴 

논， 페난스트라퀴논 둥 퀴논류， 하이드로퀴논， 모노 t 브털하이드로퀴논 동 하이드 

로퀴논류， 페놀류， 아민류， 니트로화합물， 옥심류 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형제 

및 중합금지제는 각각 준버해도 좋고， 이형제에 적당량의 증합금지제를 첨가하여 

미리 섞어 혼합한 형태로 준비해도 좋다. 금형에 부착하는 방법은 액상의 용융물 

또는 화합물을 스프레이하는 방법， 또는 이형제를 스프레이한 후에 분말상의 중합 

금지제를 부착시키는 방법 둥이 있다. 성형몰드에 도포 또는 부착은 제조되는 성형 

품의 표면에 칠하는 것아고， 부분적인 도포 및 부착도 가능하다. 또한， 이형제와 

중합금지제를 제조 성형품의 표면에 적용해도 좋으나， 이 경우에는 성형표면의 I명 

활성이 약간 저하될 우려성이 있다. 

(8) 제조방법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matrix로 하여 무기질 충전체로서 유리분말， 경화제 

t 부틸퍼옥시밴조에이트， 그 외에 내부 이형제， 중점제(增點輝])， 안료 및 유리섬유 

를 배합하여 만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혼합물을 조제하였다. 성형품의 뒷 

면이 되는 하부 금형표면 전체에 중합금지제( p-벤조퀴논) 3%를 첨가한 이형제 용액을 

스프레이 분사하여 우l에서 제조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계 수지흔합물을 주입， 성형온 

도 135 DC , 성형압력 100 kg / cm2
’ 성형시간 7분의 조건으로 성형하였다. 그 결과 가로 

300 mm , 폭 300 mm, 높이 150 mm의 투명감이 있는 성형품을 얻을 수 있었다. 표 3- 1 

에는 인조대리석 제조사 원료 조성비의 예를 나타냈다. 

일본의 和田商事珠式會社에서도 인조 대리석의 제조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제작공 

정은 전부 5공정으로 되어있으며 ， 각 공정은 다음과 같다. 즉， 제1공정 : 몰드의 

외벽에 이형제를 도포， 제2공정 : 볼드의 바닥 유리판 위에 투명수지를 도포， 제3 

-36-



공정 : 투명수지 위에 석분과 수지 혼합물인 back-up제를 깜， 제4공정 back-up제 

위에 보강제(유리섬유 동)을 넣고 back-up제를 덮음， 처:15공정 : 적정 시간 후 인조 

대리석을 몰드로 부터 떼어냄의 5공정을 거처 인조 대리석을 제조한다. 

표 3-1. 인조대리석 제조시 조성비 

AJ τ tri 
중èJ.!닙「-A「

(重量部數) 성형온도 : 
불포화폴리에λ테 E 100 70 - 170 oc 
경화제 0.5 - 3 
내부이형제 0.5 - 5 
강화제(충전제， 석분 슬러지) 300 
증점제 (ZnO) 0.5 - 10 성형압력 : 

안료 20 - 200 kg/ cm2 

보강제(유리섬유) 20 

이형제 
중합금지제 20 

2. 인조 대리석의 특정 

결합재로서 불포화 수지 동을 사용하고， 여기에 고순도의 무기질 충전재 및 경화 

제， 첨가재(색소 빛 안료) 동을 첨가하여 성형， 경화사컨 고분자 복합재료인 인조 

대리석은 인테러어 소재의 선시대를 개척하는 새로운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고 있으 

며， 다음과 같은 특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대리석에 가까운 강도이다. 

(2) 외력， 변색， 퇴색에 강한 채질이다 

(3) 내오염성， 내열성에 장시간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4 ) 투명하고 중후한(smoke) 감각이다. 

그러고， 표 3-2와 표 3-3에는 일본 J사의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인조대리석의 물성 

분석결과외 내오염성을 각각 나타내었다. 인조대리석의 물성 분석은 양호한 물성을 

보였으며， 내오염성도 양호하였다. 

” 
이
 



표 3-2. 인조대리석의 내오염성 

~오~ 세~염 정~품 방~법~ 수세 세제 크렌져 

커피 O O O 
홍차 O O O 

술(정종) O O O 
←。「 T。r O O O 

기름 O O O 
마요네〈 O O O 

케잡 O O O 

버터 O O O 

우매보사 O O O 

된장 O O O 

레몬 O O O 

카레가루 A A O 

간장 O O O 
-까1、- j2 ’ 까-、- O O O 

식초 O O O 

크레용 A A O 

유성매직 X X O 

적색잉크 A A O 
흑색잉크 A A O 
요」λ-야E코E O O O 

10%암모나아 O O O 

596石醒 O O O 

10%구연산 O O O 

입술연지 O O O 

0: 변화없음 .6 약간 변화있음 x 변화가 큼 

주) 1. 24시간 방치 후 세정. 

M 

ω
 



표 3-3. 인조대리석의 물성분석 결과 

끓훗변~ A B C D E 

A)일반물성 

(JIS-K -6911) 

a)비중 Kg/ mm2 
1.78 1.78 1.78 1.56 2.18 

b)휩강도 Kg/ mm2 5.4 5.4 5.4 6.63 2.79 

c)휩탄성율 Kg/ mm2 1100 1100 1100 730 1700 

d)인장강도 Kgcm/cm2 3.2 3.2 3.2 3.2 1.15 

e) 야르피충격 Kg/ mm2 9 - 11 9-11 9-11 3.83 3.7 

f)압축강도 Kg/ mm2 10.4 10.4 10.4 10.6 

g)바르골강도 
934-1 

47 47 47 57 60 

h)열팽창계수 
mm/'C 

3.5x lO-5 3.5x lO-5 3.5x lO-5 2.1 x lO-5 3.5x lO-5 

Bl표변화장대 

(JIS-A -4401) 

a)급냉시험 온도차100'C O O O O O 

b)내저비성 9O'C 8-141π O O O O O 

c)내마찰성 데버g/100회 0.110 0.1 10 0.110 0.120 0 ‘079 

d)내충격성 1989 45cm O O O O O 

e)홉수성 23 'C 2쇠π 0.030 0.030 0.030 0.227 0 ‘ 034 

f)긁음강도 연필경도 4- 5H 4-5H 4-5H 6H 6H 

g)열변형온도 264PSI 2oo'C이상 200'C이상 200'C이상 115'C이상 200'C이상 

C)기타 

a)내열성 

1l230 'C 10분 O O O O O 

2)240 'C 10분 O O O O O 

3)260 'C 10분 O O O O O 

4)280 'C 10분 O O O O O 

5)300 'C 10분 O O O O O 

b)내답배성 담배 l갑분 O O O O O 

c)내충격성 (t= 12) 1kg구슬/cm 60 60 60 65 70 

d)내후성 200hr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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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절 복합재료 

1. 복합재료의 정의 

1i"2종류 이상의 소재성분을 일체화시켜 각각의 단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 를 복합재료라고 부른다. 즉， 복합재료라는 것은 매트럭스 

(Matrix , 母材)를 형성하는 성분의 내부에 분산재를 충전시격 양성의 각각의 단독 

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기계공학적 특정을 갖춘 재료이다. 그 구조는 2이상 

의 물리적， 화학적으로 성질이 다른 복수의 주성분이지만， 각가의 상을 형성하여 

일체화한 구조이다. 

복합재료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자동차공업이 시작되고， 타이어재 

료로서 고무가 사용된 1920년에는 충전제로서 카본불랙 (carbon black)이 사용되 었 

다. 한편 유리섬유 강화수지는 1938년 Corning Glass Co. 의 유리섬유 개발과 1943 

년 American Cyanmid Co. 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이 

들 2가지 재료를 각각 매트럭스와 분산재로서 조합시킨 복합재료가 개발되어 강화 

플라스탁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섬유강화플라스탁과 유사한 구조 

의 재료는 플라스틱 매트릭스이외에 금속이나 콘크리트를 매트릭스로한 것이 개발 

되어 현재에는 이것을 총칭하여 “복합재료”라고 한다. 또한， 플라스틱 필름을 2매 

이상 접착시킨 필름이 개발， 실용화되어 있고 이것도 일종의 복합채료로 볼 수 있 

다. 

여기서는 매트릭스로서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고분자 복합재료에 대해서 언급하 

기로 한다. 고분자 복합재료에서 분산재는 고분자화합물을 기계적으로 강화하는 역 

할을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강화재 혹은 보강재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플라스 

틱 성형품에서는 플라스틱의 메트릭스중에 입자상의 충잔재가 분산되어 있지만 반 

듯이 플라스틱의 기계적 강도가 높아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고분자 화합물 

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것은 「분산재」 로， 그러한 효과 

가 없고 단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충잔재」 라고 구멸하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2. 고분자 복합재료의 구조 

고분자 복합재료는 (1)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고분자화합물(추지)와 보강재로 구성 

되어 있는 것， (2) 필름 또는 헝갚을 겹친 적충(積層) 시트(sheet)상의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매트릭스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분산재로 고분자 섬유를 사용 

한 것도 실재로 사용되고 있다. 

고분자재료의 구조는 보강재의 형태에 따라 대개 결정되므로 보강재의 종류， 형태 

를 고려하여 고분자 복합재료를 분류하면 표3-4과 같다. 

각종 보강재료와 조합되는 매트릭스 고분자 화합물은 용도에 따라서 열경화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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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열가소성 수지 혹은 내열성 수지 중의 어느 것이 선정되므로 더욱 다양한 구조 

가 얻어진다. 도 각종 보강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표 3-4. 보강재에 의한 복합재료의 분류 

며。 i。l 사용한보강재 종류 매분트자럭화스합에물 이의용된 
고 종류 

무기{입자 충충 충진진전재재X 
1. 업자강화 복합재료 무71 flake *~ÃH 

유7 입자 
중공(中空) 충진재 

무기섬유 또는 유기 
열가소성 수지 

2. 섬유강화 복합재료 섬성카유본섬유 또는 금속 열경화성 수지 

E”L -IiI-츠 ‘c 내열성 수지 

honeycomb心材(종이 ’ 

3. 복 심재합(心材)강화 
알루미늄. FRP) 
발포플라A틱 心材
목채 心材
무기질 心材

4. 적충시 E 재료 필름 적충 재료 

유유하트(직이리 문 알정분드루멜 재록발미료시늄 또아)는 마파운타 만말이섬 
polymethylmetacrylate + 
methyl 
metacrylatemonomer-Bis - GMA 

5 복 생(지체합각용재용료 고 재분료자) 
+ triethylene glycolmet 
acrylate 

(간접 재료) 에폭시 수지 
석칼고，산화아연， 규산 
숨， 인산칼숨 동 

p합olymethylmetacrylate 

분말 
AJ2一1n-

6. 유기합리성섬유강화 
콘크 트 

유기 합성 섬유 

-•• 

가. 업자보강 복합재료 

고분자 화합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도 입자상의 보강재를 충진하여 강도가 

높은 재료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보강재는 입자， 중공(中空) 

입자 및 프레이크(flake)상의 무기질 또는 고분자 재료이며， 원칙적으로 매트릭스 

의 고분자 재료 내부로 분산되기 쉽고 또한 이 보강재의 표면은 매트릭스에 접촉하 

여 일체화된 구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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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블랙을 충진한 고무재료는 대표적인 입자강화 복합재료이다. 또한 플라스틱 성 

형품은 무기입자， 프래이크 혹은 단섬유가 충진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플 

라스틱 성형품의 경우 입자 동의 충전물 강화작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채료 

역학의 연구와 제조기술이 발전하여 입자 뭉의 충진물의 강화작용이 명확히 규명되 

었으묘로 복합재료로 취급되게 되었다. 

나. 섬유강화 복합재료 

이 분류의 복합재료로서는 열경화성 수지를 매트럭스로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유리섬유 뿐만아니라 카본섬유， 세라믹섬유， 탄화규소섬유， 금속섬유， 붕소섬 

유， 흑은 여러 종류의 위스커 (whi sker‘)가 개발되어 보강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 

복합재료에서 형성되는 단충판과 복충판의 구조를 하고 있다. 보강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섬유의 형태는 용도에 따라 팔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고 성형가공에 적합한 

것이 사용된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형태가 있다. 

유리섬유로 된 보강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형태에는 여러 종류가 있 

다. 몇가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myrte fiber는 glass strand를 1 /32 ~ l! 4 

mesh의 분체이다. glass mat는 glass chip을 매트 상태로 성형한 것이다. glass 

yard는 스프레이엽 (spray up) 법에 의해 성형체를 제조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또， 

장섬유는 직물로서 여러 직조법이 사용되고 있고， 단충판 혹은 적충판의 보강재이 

다. 카본 섬유는 유리섬유와 거의 같은 형태의 것이 이용되고 있고 제조된 복합재 

료의 구조도 유사하며， 특정으로서는 거의가 흑색 흑은 흑회색이다. KEVRER는 E 

1. du Pont사에서 개발된 내열성 유기합성섬유의 상품명이다. 유리섬유와 거의 유 

사한 형태이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제조된 복합재료의 구조도 유사하다. 

섬유강화 복합채료로부터 성형품을 제조하는 경우 SMC(sheet molding compound). 

BMC(bulk molding compound) 라고 하는 성형가공의 편의를 위해 여러 성분이 마리 

조합된 재료가 있다. SMC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며경화물에 증점제， 이형 

제， 착색제 동의 배합물을 유리섬유 칩의 Mat에 함침시킨 것으로 양면을 폴리에칠 

랜 시트로 피복하여 제품화한다. BMC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미경화물， 단 

섬유계 보강제와 충전제， 착색제， 경화제 둥을 흔련하여 제조된 성형재료로 

pre-mixer‘라고도 부른다. 

이상에서 언급한 각종 섬유는 특히 높은 내열성과 강도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보 

강재이지만， 일반적인 용도로서 NOMEX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 비닐론， 마， 면， 

펄프 동의 보강소재가 있고， 이것들에 수지를 함침사켜 복합화한다. 

다. 섬재강화 복합재료 

경량화， 고강화를 위하여 샌드위치 구조로 성형한 복합재료가 있다. 섬재(心材) 

는 그 중심에 사용한 재료로 honeycomb( 벌집)채， 발포프라스틱， 저버중 목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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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둥 목채를 이용한 채질이 있다. honeycomb재로 보강된 구조의 경우 honeycomb 

재의 중공(中空)부에 수지를 충진한 것과 중공인 채로 복합화된 것이 있다. 

최근 honeycomb재로서 NOMEX와 같은 난연서의 고분자 화합물을 소재로하여 제조 

된 것도 잇다. 또 무기질 혹은 무기질과 유기질이 복합화된 심재도 이용되고 았고， 

목편(木片) 시멘트판， 목모(木毛) 시멘트판， perl ite성형품， 발포유리， 발포석고 

등이 있다. 

라. 적층 시트 재료 

각종 밀름을 겹쳐서 접합하여 시트(laminate)상으로 성형한 재료이다. 1매의 팔 

름으로는 수분이나 공기의 투과성을 작게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 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된 구조로 각 필름충은 적어도 한쪽 면이 용착 혹은 접착제에 

의해 접합되어 있다. 

마. 무기메트릭스의 유기합성 섬유강화 복합재료 

콘크리트의 내충격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합성 섬유가 보강재로서 사용되고 있 

다. 이때 사용되는 유기합성 섬유는 폴리에칠랜(직경 800 -1000때) , 폴리프로필렌 

(직경 15 -250때) 뭉의 섬유로 콘크리트의 밀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섬유소 

(fibril)상으로 가공되어 있다. 폴리프로필랜 필름을 섬유소화하여 섬유 다발상 또 

는 그블망 구조상으로 만든 것이 실용화 되고 있다. 

바. 생채용 복합재료 

의료용， 치과용， 정형외과용의 재료로서 복합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고치기 

위해 오래전부터 수지 (resin) 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이나 충치에 의해 생긴 구멍을 

매꾸는 충전용 수지인 업자강화 복합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그외에도 인공막 동의 

인공기관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을 살려 생체에 적합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구조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고분자 복합재료의 성분 

북합재료률 형성하는 주성분은 매트릭스 고분자 화합물(수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과 보강재(분산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이고， 그외에 수종의 보광재가 첨 

가되어 분석화학적으로 복잡한 성분계로 되어 있다. 주성분인 고분자 화합물과 보 

강재는 당연히 복합재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의 소재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된 

다. 이하에 각 성분에 대해서 기술한다. 

가. 고분자 매트릭스 재료 

매트릭스에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을 관용적인 분류법에 따라 나타내면， 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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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지 열가소성 수지 또는 플라스틱， 내열성 수지， 고무 빛 플라스틱 필름으로 

된다.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나 에폭시 수지는 각각 단독으로는 경화되지 않으므로， 폴리 

에스테르는 스치렌 모노머， 에폭시는 아민이나 산무수물 드의 경화제가 첨가된다. 

또한 고무의 경우 생고무는 유황 동의 가황제를 첨가하여 가황시킨다. 매트럭스를 

형성하는 고분자는 이러한 골격의 폴리머에 모노며， 경화제 혹은 가황제가 폴리머 

골격의 필용에 따라서 첨가되어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성분은 주성분 고분자 화합물의 이외에 여러 첨가성분 및 

후가공재료(부재료)가 배합된다. 첨가성분 및 후가공재료는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 

니고 매트릭스의 필요에 따라 배합된다. 

(1) 열경화성 및 열가소성 수지 

매트럭스 주성분의 고분자 화합물로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와 페놀 수지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1943년에 에폭시 수지가 개발되어 이들 열경화성 수지가 고 

분자 복합재료 매트럭스의 대표적인 것이 되었다. 그외에 멜라민수지나 요소수지 

등의 복합재료는 식기 성형품이나 화장판 동의 생활용품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열가소성 수지(플라스틱)에 충진제를 첨가한 것은 1970년대에는 기계공학적으로 

보강재의 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안았으므로 복합재료로서 추급하는 것에 의문이 

있어지만， 최근 폴리염화벼널， 폴리프로피랜， 폴리에틸랜 동의 플라스탁은 임자， 

flake 혹은 단섬유가 강화돈 성형품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내열성 수지 
1962년에 폴리이미드(polyimide)가 발표된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이미드 결합 

을 갖는 고분자 화합물이 계속 개발되었고， 이른바 내열성 수지라고 불려지게 되었 

다. 무기질 섬유로 보강된 형태로 우주개발 재료， 프런트 배선 기한의 재료로 사용 

되고 있다. 무기질 입자를 충진한 성형품도 있다. 

(3) 생고무 

천연고무(생고무)는 고무나무로부터 채취된 물질로 대표적인 것은 재배 고무인 

해버아종으로 약 91%의 고무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천연고무는 가황과 카본블 

랙의 충전에 의해 복합재료 매트릭스로서 가장 먼저 사용된 재료이다. 카본블랙을 

충진한 고무의 구조는 화학적으로도 규명되어 었다. 

합성고무는 천연고무와 마찮가지로 오래전부터 보강재를 첨가하여 복합재료뢰 형 

태로 설용화 되었다. 합성고무의 개발은 1879년 이소프랜의 중합연구로 짖되지만， 

이소프랜의 중합에 성공한 것은 1956년이다. 그러나 이소프랜의 동족체나 유도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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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페런 (piperine ， C17H19N03 ) , 2 ， 3-디메칠브타디 엔 (2 ， 3-dimethylbutadiene) ， 브타디 

엔 (butadiene) 의 증합쳐l가 유화중합에 의해 얻어졌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생합성 

고무는 브타디엔 빛 그 유도체의 호모폴리머 (homop이 ymer) 및 공중합체이다. 그외 

에 점탄성을 나타내는 고무상 물질이 복합재료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실리콘고 

무， 불소고무， 우레탄고무， 에칠렌-프로필렌고무을 예로들 수 있다. 

(4) 라며네이트( laminate)용 재료 

폴리프로필랜 펠름， 폴리에칠랜 필름， 폴리에칠렌텔레프탈레이트 필름 둥이 라며 

네이트 재료로서 많이 사용된다. 

나. 보강재 

보강재로서 사용되는 재료는 무기질 혹은 고분자 화합물의 입자사의 것， flake상 

의 것 빛 섬유 혹은 섬유를 헝강상， 매트상 동으로 가공한 것이다. 표3-5에 입자 

및 flake상의 보강재의 조류를 나타내었다. 

유리 장섬유는 실의 제조공정에서 다수의 단섬유를 집속(集束)하기 때문에 전분-기 

름계의 집속제가 사용된다. 더욱이 집속제를 바른 유리 섬유제품은 플라스틱의 보강 

제로 사용하는 경우 집속제를 제거한 후 크롬처리 및 실리콘처리를 한다. 

표 3-5. 입자 및 flake상 보강재의 종류 

-카설 각종 금속분일분 보 ( 염금강(없속재 탄마짧산))립마자 (그폐 강화 북압재료) - 최L...호초카 <=츠ξ 

otiI ’ ̂ t • 목충탄궐친리제，로 소 펄 랙 및프분 이 (고 규，엘용무사 현 () 縮 ) (페놀 내융수^1. 아민수지 성영재료의 
화규 초미럽자상) 

- 폐석분 슬러지 둥 

flake -유 마이 l카 flake 
- -.g.. èl fl ake 

다. 부재료 

복합재료에서 주성분인 매트릭스 고분자 화합무， 보강재 이외에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흑은 가격저하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부재료가 병용된다. 부재료는 매트릭 

스의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나 보강재의 종류에 따라 형성된 복합재료의 성능에 미 

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보다 적합한 자재의 선택이나 조합이 필요하다. 이하에 각 

부자재의 작용과 주요 화합물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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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진제 

충진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첨가한다. 

(가) 성형시의 수축율 감소， 열팽창율 감소. 

(나) 표면 마감성 개선. 

(다) 성형시의 유동 특성 개선. 

(라) 착색하는 경우의 안료효과 개선. 

(마) 경도 개선， 내열성， 내염성， 자기소화성， 내약품성， 내마찰성 동의 개선， 

마찰감소， 열전도성의 향상. 

(바) 가격의 감소 

재질로서는 무기질계， 유기질계， 금속계의 것이 있고， 통상 미럽자상으로 배합된 

다. 따라서 보강재로서 사용되는 미럽자와 흔동되지만， 보강제의 효과는 충진제의 

효과와 명확히 구멸되는 것은 아니다. 

(2 ) 착색제 

착색제로는 무기질 및 유기질 안료가 있고， 매트릭스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에 따 

라서 착색효과나 분산성， 저장안정성에 적합한 것이 선택된다. 

최적 색상을 조합하는 경우에는 전색료(展色料)로서 저점도의 알키드나 불포화 폴 

리에스테르， 이타콘산디브틸 동의 불포화기를 갖고 있는 에스테록 사용되고 있다. 

(3) 산화방지제 및 자외선안정제 
플라스탁은 산소 빛 오존에 의해 산화되므로 이것을 막기 위고 수명을 길게할 목 

적으로 산화방지제가 사용된다. 산화방지제의 주류는 페놀계와 아만계이고， 키놀 

런， 계， 히드록시논계， 아인산계 동도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태양광선중의 자외선 작용에 의해 변색， 위약 등의 열화를 일으 

킨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흡수제를 첨가하지만， 통상 산화방지제나 안정제 

를 병용하여 상승효과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외선 흡수제는 벤조트리 

아졸， 벤조페논， 살리실산 및 아크릴로니트릴 유도체이고， 성형물중에 0.2%에서 최 

고 3%정도가 사용된다. 

( 4 ) 점증제 

고분자 복합재료 성형품의 제조공정을 간략화하기 위해 SMC 혹은 BMC라는 성형제 

료를 사용하는 성형법이 이용된다. 이 성형채료는 성형공정에서 단시간에 형을 안 

정시키기 때문에 더욱 변성을 주는 점증제가 첨가되어 있다. 점증제중 중요한 것은 

산화마그네슐 혹은 마그네융， 칼슐의 수산화물， 혹은 마그네슐， 칼숨， 아연， 바륨， 

알루미늄의 지방산염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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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저수축 첨가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는 스치렌을 첨가해 경화시킬 때， 그 체적이 현저히 감소한 

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열가소성 수지가 첨가된다.폴리스티렌， 폴리메타 

크럴산메철， 폴리초산버닐， 폴리에칠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카플락탐， 폴리에스테 

르， 초산셀루로우즈 둥이 대표적인 저수축 첨가제이다. 

4.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가. 제 법 

불포화 이염기산(또는 포화 이염기산)과 2가알콜을 반응(폴리축합)에 의해서 생 

성되는 불포화 에스테르인 버쿄적 저분자량의 알키드수지를 이것과 증합할 수 있는 

단량체(예， 스티랜모노머)에 열경화성 액상수지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라고 

부른다. 최근의 수지의 개질 경향에서 보면， radical-polymerization의 열경화성 

수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 2-12에는 주원료별 분류로 업계의 속칭을 

병기하였다.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종류도 많으므로 용도도 다양하다. 크게 나누면 FRP 

용과 비 FRP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에는 버FRP용의 불포화 폴리에스테 수지의 

용도별 분류를 나타내었다. 각각 용도， 가공방법에 따라 미경화수지의 점도， 경화 

특성은 성형작업 능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용 수지에서는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심한 배려를 해야만 한다. 또한， 성형품에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성형방 

법이 결정되지만， 성형방법이 결정되면 작업성에 적합한 수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같은 폴리에스테르 중에서도 도료에 이용되고 있는 알키드와 합성섬유로서 이용 

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고분자와의 본질적인 차이는 폴리에스테르의 주쇄 (main 

chain)에 불포화 결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라고 부 

른다.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제조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주원료는 표 3-6 표 3-7 , 

표 3-8와 같다. 각각 표처럼 제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채질이 다르다. 전형적인 제 

조법의 예는 아래와 같다. 

무수프탈산 1. 0 mo l, 무수말레인산 1.0 mol , 에칠렌글리콜 1. 05 mol , 표로필 

랜글리콜 1. 05 mol을 질소기류， 약 200 0C에서 15시간 반응하여 얻은 산가(醒價)1 5 

~30정도의 비교적 저분자량의 깨지기 쉬운 저융점의 수지이며， 반웅종료후 70 0C에 

달할 때에 폴리에스테르수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표3-9과 같은 버닐모노머(거의 같 

은 mol比)를 넣는다. 예를 들면 스티랜모노머 30~40%를 가교제로서 첨가하여 유동 

성의 물엿과 같은 상태의 수지를 만들어 액상수지로서 시판된다. 

-47-



표 3-6.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주원료에 의한 분류 

종 별 필수원료 ~三1 성 용 도 별 
0-푸탈산계 글리콜， -D「-/L「-iI「 I등:츠L 、 Al1, 범용수지， 양호한 물성 도료， 장식용 판재， 주 

(오 E 소계) 무수말레인산， 스티렌 형， 정화조， 어선， 파도 

형 판재 
lSO 1Ir- E ELλ ~ 二E그E 그 è.J 드 Ea즈 , 이소푸탈산， 강도(연장) , 내약품성， 욕조， 전기절연재， 파이 

계 (이소계) 무수말레언산， A티렌 내열성이 오 E 소계보 쿄， 탱크， SMC 

다큼. 
텔레푸탈산 二근그그 너I 는 극5[ ， 텔레푸탈산， 내수성， 내약품성이 이 욕조， 탱크， 수조， 파이 

계 (텔레계) 무수말레인산， λ티렌 소계보다 큼. IL 

지환식 불쏘 글리콜， 무수말레인 공기경화성， 접착성이 염화비닐파이쓰의 FRP 
화 수지산계 /사~， 디씨클로펜타디 양호， 디시클로계는 낮 강화， 도료， 접착제 

(디시콜로계 엔， 테트라히드로푸탈 은 A티렌 휘발성으로 (putty) , 어선， 모터보E 

THPA계) 산， 스티렌 설게가 용이. 

함할로겐계 글리콜， 무수말레인 난용성， 산화성산에 대 난연성파도판재， 평판， 

(HET산계， 산， Br화테 E 라히드 한 내식성， 난연도는 장식용 판재， 기타 난 

BrTHPA계) 로푸탈산， A티렌 브롬화합물쪽이 뛰어 연 FRP 일반 
Ln4. 

지방족 포화 글리콜， 아디핀산， 무 연칠수지로 경질수지 가구 주형， 기타 주형 

산계 수말레인산， 스티렌 와 흔합사용이 많음. 의 봉입재 

비 A페놀계 비스페놀A-알킬렌옥 내열성， 내식성이 크지 내수 겔코딩， 내약품성 

(비스계) 사이드 부가물， 무수 pL}-, 단단하여 깨지기 파이표， 탱크 등 

말레인산， A티렌 쉬운 경향이 있음. 

함할로겐 비 테 E 라부로모·비 A페 내열성， 내식성이고， ?L•1’ 안티몬 화합물과 

A페놀계 놀A-알킬렌옥사이 E 난연성이지남， 단단하 병용하여 각종 난연 

부가물， 무수말레인 여 깨지기 쉬운 경향 내식성 FRP용 

산， 〈티렌 。1 이 ~、으 ~ . 

분자말단 에폭시수지-(메타)아 비닐에스테 E 계 는 내 각종 내열， 내식성 

(비닐에 λ 테 크렬산， λ티렌 혹은 식성이 뛰어나고， 인장 FRP 자외선 경화에 

E 계) 폴리에스테 E 메타아 강도 큼. 폴리에스텔아 의한 열가소성 플라A 

크릴레이 E 스티렌 크릴도 강도가 큼. 틱파이표 보강， 자외선 

경화도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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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불포화폴리에스테르용 이염기성산 

며。 칭 구 -갖4-; ~드1 징 

CH=CH 
무수말레인산 

c |\o0/ c lo l 반응중에 130'C를 넘으면 전 

위하여 푸말산으로 변한다 
불포화산 

HOOCCH 
| 강도가 크다 -I「r n Elλ 나L 

CHCOOH 

이다핀산 HOOC(CH,).COOH I 가소성 크다 

Fll 」fca、o 

Tn • A「 표 딛표 lλ ~ 대표적 원료 

인교탈산 

Ó-COOH 

내약품성， 내열성 

텔레표탈산 HOOCOCOOH | 내열， 내약품， 강도 
포화산 CJ 

사염화무수표탈산 
CI떤CO\ 
CJ~CO/O |내염， 난연성 

3，6-엔도디클로로메칠 CJ | 내염 난연성 내약품성 
c:앓:3’l 렌·테트라클로로푸탈산 
Cl~OOH 

Cl 

3.6 엔도디메칠렌 테 E | 
땅::〉 

l내열성 
라히드로푸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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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용 알콜류 

며。 칭 구 3.ζ- ~드1 성 

에힐렌글리콜 HOCH;CH,OH 대표적 성질 

프로필렌글리콜 

H。CHzCdHOH
H, 스치렌과 상용성 큼 

1,3 브틸렌글라콜 

HOCH~H;:CHρH 

CH, 
가소성(可燒性) 큼 

HOCH,cHrOCH,cHrOH 
HOCH，cH-O-CHιH:OH 

디에 칠 렌글리콜 CH, CH, 가소성(可燒性) 큼 

CH, 
디프로필렌글리콜 HOCHrC-CH,oH 가소성(可燒性) 큼 

CH, 

네오팬틸글리콜 OCHzC}frog--i- 내약품성， 내열성 

,CH, 
CH, 

비스페놀디옥시에칠에스테르 HC←ι\갑二\/-까 ν-끼\二7/\-OB 내약품성 큼， 내열성 
CH, 

물첨가 비스페놀 내약풍성 큼 

표 3-9.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용 비닐모노머 

며o 칭 화 E-1L 식 Je드1 징 

스티렌 
OCH.CH. 

가장 보편적인 물성 

비닐툴루엔 
잃￥H.CH 

내열성 향상 

클로로스티렌 
VH.CH 

높은 반응성 

COOCH,cH.CH, 

디아릴표탈레이 E 

릎ÇOOCH，cH.CH ， 
내열성，내마찰성 。CH，cH.CH‘

H/C\ R 

CHrCHCH:CLCl/ C l4XH￡H·CH， 
E 리아릴고탈레이 E 

、R
내열성 

CH. 
CH,'C-COOCH. 

매칠메타아크릴레이트 | 앓”쩌대 내후성 

H,cH.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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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 화 

불포화폴리에스테르를 단량체에 용해형태에서는 활성의 이중결합을 갖고 있기 때 

문에 보관중이나 가열에 의해 용이하게 3차원 망상구조의 수지로 되기 쉬우므로 증 

합금지제는 첨가하지 않으면 안되고， 중합금지제는 금지작용이 명시에는 강하고 경 

화반웅시에는 약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하이드로퀴논의 동족체 및 

유도체가 사용된다.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촉매 혹은 촉매와 촉진제를 첨가하여 성형을 행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것은 벤조일퍼옥사이드와 메칠에칠케톤퍼옥 

사이드이고. 상온경화의 경우에는 촉진제로서 전자에는 디메칠아닐련， 후자에는 나 

프텐산 코발트가 사용된다. 표 3-10에는 주요한 촉매(경화제)를 나타내었다. 

표 3-1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용 경화제 

ξ죠 .., 매
 

” 며 
。 구 ;ζ 

-‘- 식 

벤조 일 퍼 옥 사이 드 (benzoilperoxide) 

메 질 에 칠 케 톤퍼 옥사이 드 (methy lethy lperoxide) ;Z?c〈3:3〉c줬. 
[(CH,) (CH.) ‘CH (OH) ],O, 

§§;>c-o-o-c줬: 
OOH 

델κ==> 
C,H‘ [CO (0 ,) C (CH,) ,], 

떻〉f-N=N-f@X 
CN CN 

하이 드록 시 랩 틸 퍼 옥사이 드(hydroxy hepthy lperoxide) 

디 브 틸 퍼 옥사이 드(dibuthyperoxide) 

큐멘하이드로퍼옥사이드 (cumenhydroperoxide) 

브틸 디 퍼 프탈레 이 트(buthyldiperpthalate) 

a , a 아조비 스이소브틸나이트렬 
( a , a - azobisisobuthylnitrile) 

다. 충전체 

플라스틱의 가공성의 개량， 그 제품의 강도， 내구성 동의 향상， 또는 그의 용적 

을 증가시격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충천채라고 한다. 

충전재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 증량(增量) 충전재와 보강(補꿇) 충전재로 나 

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전재라고 부르는 경우는 중량충전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플라스틱에 배합하여 그 용적을 증가시켜 가능한 한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이 작을수록 또한 싼 것일수록 유리하다. 보강충전 

재는 그것을 첨가함에 의해 플라스틱의 가공성을 개량하고， 제품의 기계적， 전기 

적， 화학적 성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1 , 
4 

F ‘ 
니
 



플라스틱 충전채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질로서는 @화학적인 활성이 작을 것 ， 

￠내수성 ， 내약품성이나 내후성 ， 내열성을 저해시키지 않을 것，(3)물리적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다량으로 충전할 수 있을 것 ，(5)바중이 너무 크지 않을 것 ， 

@가격이 저렴할 것 퉁이다. 

충전재의 종류는 대단히 많고 그 특성도 극히 복잡하다. 플라스틱에 사용되고 있는 

충천재로서 대표적인 것을 표 3- 11 에 나타내었다. 

표 3-11. 충전재의 종류 및 성질 

No 충전체 조 성 비 중 
입자의 크기 

( μ ) 

입자의 
색 s.ζ 특 정 비고 (주) 

형상 

1 아스베스토 
Ca' Mg'Silicate 

2.4 -2.57 118 - 112 in 섬유상 회색 a,e,g,hj 

2 알루미나 
AIρ3 

3.7 - 3.9 30 - 150 판상 액색 e,f,g 

3 아타발자트 
5MgO'8Si02'9H,o 

2.4 0.1 - 20 칭상 크림색 

4 카올린 클헤이 
AI써3.2Si02.2Hρ 

2.58 0.5 - 50 육각판상 백색 a ,b,e,h ,i,1 

5 화산재 2.26 200 - 300 mesh 회색 
a 강성 

6 카본블래 탄소(C) 1.8 0.01-40 구상 혹색 b,c,d,i 
b:Pigmenta 

7 그라파이트 탄소(C) 2.26 5-45 박편상 흑색 d,e,g,J 
tJOn 

8 미분구산 Si02 2.3 0.015- 0.020 구상 액색 k 
c 영선도 

9 실리카샌드 325 mesh 무정형 off- white 
d 전기전도 

10 규회석 CaO'Si02 2.8 - 2.9 5 - 20 침상 백색 
e 치수안정성 

a,e,g,J 

f 유전성질 

11 규조토 Si02'nH에 1.98 - 2.02 200 - 325 mesh 무정형 크립색 g 전기저항 

12 산화아그네숨 MgO 3.40 200 - 325 mesh 백색 h 내화학， 

13 산화티탐 Ti02 4.26 0.2 - 50 구상 액색 b,f,i 내수성 

14 산화철 Fe,03 5.2 0.5 - 50 판상，칭상 갈색，흑색 l 충전용 

15 수산화마그네숨 Mg(OH }z 2.38 200 - 325 mesh 액색 j 내연성 

k 틱소트로피 
16 슬레이트분 2.89 200 - 325 mesh 암회색 

-성 
17 엘리사이트 K. Mg, AI. Silicate 2.75 200 - 325 mesh 박편상 회색 

l 활성작용 
18 석영분(프린토) SiO, 2.6 20 - 300 mesh 무정형 백색 d,e,g,i 

m 융해 

19 탄산잘슐 CaC03 2.7 1- 50 무정형 백색 b,e,i 
n 분해 

20 탄산마그네융 MgC03 2.8 100-325 mesh 액색 
o 열경화성수 

판상 지 
21 탤크 3MgO'4Si02' H20 2.6-2.8 0.1 -50 mesh 회색 a,e,h,i,1 

무정형 p 열가소성수 
22 장석분 K,o. AI,03 . 6Si02 2.5 - 2.6 200 - 325 mesh 백색 

판상 지 
23 아황화흘리브멘 MOS2 4.8 0.5 -40 혹색 l 

24 바라이트 
판상， 주상 

백색 h BaS04 4.4 
(柱狀)

잃은 갈색 25 질석 Mg, Fe, AI , Silica 2.25 10 - 100 mesh 
판상 

CaC03 
무정형 백색 26 화이탱 2.71 200 - 325 mesh b,e,i 

27 마이카 
K，o '3AI써3' 6Si022H2 

2.8 - 3.1 10-80 박면상 dff- white f,g,h 
o 

28 납석클레이 2.7 200 - 325 mesh 판상 백색 b,e,i,1 

29 석고(무수) 
AI,03' 4SiOz' 1-1z0 

2.96 10 - 50 무정형 백색 e,J 

Ca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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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착색제 

(1) 플라스틱용 착색체의 구비조건 

플라스틱 착색제는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이 요구되지만 전부를 만족하는 착색제 

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사용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착색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

(가) 색조선명(色調解明) 착색력(훌色力)이 클 것 . 

(나) 분산성(分散性)이 우수할 것. 

(다) 내용매성(耐혐媒性)이 클 것. 

(라) 내이행성(耐移行性)이 클 것. 

(마) 내열성(耐熱性)이 뛰어날 것. 

(바) 수지(樹眼)의 축합， 중합 반웅을 저해하지 않을 것. 

(사) 내후성(耐候性)이 뛰어날 것. 

(아) 기타 내약품성(耐藥品性)， 전기절연성(電氣總緣性)， 독성(毒性)이 없을 것. 

(2) 염료와 안료 

플라스틱 착색제는 그 기본요소가 염료 또는 안료이므로， 착색제의 성질은 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료 및 안료의 성질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해도 좋다. 

(가) 염료 

물， 용제류 및 유지류에 용해하는 색소로 색조(色調)는 선명하지만， 내열성， 내후 

성이 나쁜점이 많다. 이행성의 무제로 다음과 같은 플라스틱이외는 사용이 불가하 

다. 

CD 폴리스티렌(polystyrene) 및 그의 공중합체 (ABS는 제외) 

@ 아크릴계 수지 

@ 경질 폴리염화버닐(가소제를 함유하지 않은 것) 

@ 폴리카본에이트(polycarbonate) 

열경화성수지 등으로 페놀 빛 요소 수지는 경우에 따라 사용된다. 염료는 안료와 

탈리 그 종류가 대단히 많고 간단한 분류로 플라스틱 적용성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내열성에 대해 살펴보면， 아조(Azo) 염료중에 사용가능한 것과 그 

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조염료보다는 안트라퀴논(Antraquinone) 염료， 

인디고(Indig이염료가 내옐성， 내후성이 뛰어난 것이 많다. 플라스틱용 안료는 섬 

유용 염색에 이용되는 수에 비하면 무시될 수 있을 만큼 작은데， 이는 내열성이 

나쁘다는 점에서 채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염료는 

안트라퀴논， 인디고염료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서 유용성염료， 아조염료， 기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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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트라크논 염료 

안트라퀴논의 유도체로 종류도 대단히 많고， 색조도 일반적으로 선명하며 광안정도 

가 우수한 염료가 많다. 

2) 인디고 염료 

이 염료는 색조가 선명하지만， 내열성이 안트라퀴논염료에 버해 조금 떨어진다. 인 

디고이드와 티오인디고이드로 분류되지만， 플라스틱에는 티오인디고이드가 주로 사 

용된다. 

3) 유용성 염료 

기름에 잘 녹는 염료로 색조도 선명하고 착색력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내열성에 결 

함이 었다. 구조중에 아조기 ( -N二N-)를 갖고 있는 것이 많다. 

4) 아조염료 

구조중에 하나 이상의 아조기 ( -N=N- )를 갖고 있는 염료로 종류도 대단히 많다. 내 

열 ， 내후성이 나쁘다. 

5) 기타 

( i ) 퀴노니민염료( >C=N- ) 

( i i ) 형광염료 

( 나) 안료 

안료는 물， 용제 뭉에 용해하기 어려운 색소를 말한다. 플라스틱중에 미립자상으 

로 분산해서 발색하는 것으로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눌 수 있다. 

무기안료는 발색성분이 무기물로 성분은 원소단체， 혹은 Zn , Pb , Ti , Sb , Cd , Fe , 

As , Mg , Al , Co , Cr 동의 산화물， 유화물， 황산염이 대부분이다. 성질을 보면 ， 일 

반적으로 은폐력이 크고， 색상은 불선명한 것이 많다. 열 ， 광에 대해 안정하고， 도 

료， 고무， 인쇄잉크， 제지 ， 요엽 동에 다량 사용된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대표적 

인 안료는 산화티탄， 카드륨안료， 군청(群훔)， 황산납， 철단(藏ft ， Bengala , 賣土

를 구워 만든 안료) 동을 틀 수 있다. 

유기안료는 종류도 많고， 일반적으로 색조가 선명하고 착색력이 좋지만， 내열성， 

내후성 동이 무기안료에 비해 떨어진다. 아조안료， 구리 프타로시아넌안료 둥이 대 

표적이다. 또한， 폴리아조계안료， 키나크리톤안료동 유기안료도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안료의 종류는 대단히 많고 그 특성도 국히 복잡하다. 플라스틱에 사용되고 있는 

안료의 종류 및 특성 동을 표 3- 12에 나타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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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폴라스틱용 안료의 품명과 화학식 

표 준 명 동 의 명 화 학 식 비 고 

Titanium Dioxide Titanium White TiÜ2 루틸형과 아나타채형 

Zinc Oxide Zinc White 
Zn02 고무충선용으로 사용 

Lithopone Oris White Enamel White Zns함량 15, 30, 40, 50% 둥 

Basic Lea Carbonate White Lead ZnS+BaS04 
연백(행基性 밟없뻐 홉土) 

Cadmium Yellow 카드융황 2PbC03' Pb(OH )z 당황~둥황색 

CdS 
Benzidine Yellon N=N-C’‘ 착색， 내산 내얄~f라성 우수， 내광성 나쁨 

Hansa Yellow G Lithosol Fast Yellow H , ' -N=N-C’‘ 내열， 내광， 내약품생 우수， 내용재성 나뽕 

Chrome Yellow 황연 (크롬황) PbCr04(주성분) 무기안료 색상 lOG, 5G, G, R, 5R로 황→적색 

Chrome Vermilion 
PbCr04' PbMo04' PbS04 

무기얀료 황연보다 착새력 큼 

Molybdate Orange 
Chrome Orange PbC버d'bO 무기얀료 

Ochre 황토(오카) Fez03, Si02, AlzÛ3(주성 분) 무기얀료， 색상 황-황갈색 

Umber 
FezÛ3 + MnÜ2 + 뻐1304 

무기안료 

Ferric Oxide 적색산화철 무기안료 

황색산화철 마루스황 FezÛ3 무기얀료， 둥황색 황색 

Lithol Red FeO(OH) ‘ nHzÛ Na영，황둥색，Ca영，심적색，Sr영;적색，Fe영;밤색 

-N=N-C 
Alizarine Lake Madder Lake 매염영료계 Ca염，적지색， Ba;적자색，꾀염;장 DI ， 

SrQ1)염 ，적 색 ，Pb영，적자색，FeQ1);혹갈색 

Cardrnium Red S따때ium Red(火DF) CdS+CdSe 무기안료， 색상 둥색-암적색 

Pigment Scaret 3B Brilliant Cannine ' -N=N-C' 산·얄카라얘 약함 

Brilliant Carmine 6B Lithol Rubine BK ’ N=N-C’ 내후， 내열， 내유생 양호 

Permanent Red F5R Watching Tinting Red N=N-C 내후， 내열， 내유성 양호 

Lake Red C C-Red N=N-C’ 내열， 내후 비교적 양호 

Red 냐ad (짧R 光明月 Pb304 무기얀료 

Permanent Red 4R Toluidine Red Lake Red 
‘ N=N-C’‘ 

내용애성 불량 

Rhodarrùne Lake B 4R Rhodamice B 염기성 영료계， 내후성 나쁨 

에lodamine Lake Y 로즈혜이크 B 영기성계 

Para Red Pigment Red B • N=N • C 내후， 내용매 약함 

Peacock Blue Lake 산성염료계 얀료， 알~f이， 물얘 약합 

Prussian Blue (감청) 구리 프탈로시 아닌볼루 B FIè4[Fe(CN!6h- nHzÛ 무기안료 

Phthalocyanine Blue 푸틸로시얀닌계안료， 내열， 내후성， 착색력 양호 

Ultramarine(군 청 ) Thenardi Blue 
3NaAl- Si04' NazS2 또는 

우가안료， 광， 영， 양카라얘 안정， 산에 약함 

2(NazÛ' AlzÛ3' 2Si02)NazS2 
Cobalt Blue Thenardi Blue CoO'nAIz03 무기인료 

Chromium Oxide 
CrzÛ3 

우 71 얀료 

Green 
C ( 입자표연 H,O,S 관능기) 

Carbon Black 무기인료， 찬넬형과 연넬형이 있음 

Black Iron Oxide Fe304 무기얀료 

Anitine Black 마amond Black 아친계엔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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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폴리에스테르용 안료 및 착색제의 형태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사용에 사용되는 색채(色材)는 염료 빛 안료이지만， 

일반적으로 염료는 과산화물 촉매에 의해서 변색되는 것이 많아 사용 가능한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염료도 진한 농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화저해를 일으 

키므로 투명한 착색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산화티탄과 병용한 파스텔칼라의 발색에 염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내후성 불량으로 

되고， 이러한 사용법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착색은 

대부분 안료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지만， 내열성， 내후성 동의 기본적인 성질 이외 

에 

(1) 경화반응을 저해하지 않을 것 

(2) 경화반응을 촉진하지 않을 것 

(3) 과산화물을 침식하지 않을 것 

( 4 ) 내산성이 있을 것 동이 요구 된다. 
경화반웅의 저해는 유황， 가황한 고무， 에보나이트， 구리， 구리합금， 아나타제형 

산화티탄， 물 둥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요소를 갖고 있는 안료는 사용 

불가능하거나 혹은 낮은 착색량에 한정된다. 

그 외에 이색성(색분리)이라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2종유의 안료를 혼합하여 발색 

하였을 때에 일어나는 안료의 분리현상으로 거북， 선상， 반점 문형 퉁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제품의 가치를 낮아지므로 주의하지 않￡면 안된다. 색분리 

는 안료의 화학적인 성질과는 관계가 적고， 물리적 성질에 의존하므로 동일 구조의 

안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용 안료가 선택된다. 표3- 13에 

는 폴리에스테르에 사용 가능한 안료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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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폴리에스테르용 안료 

종 T ET 1 IFE 며。 

백색 안료 Titanium Oxide (Ti02) 

흑색 안료 
Carbon Black 

Black Iron Oxide (Fe30 4) 
Chrome Yellow 

황색 염·안료 
Cadmium Yellow 

Ochre (황토) 

Benzidine Yellow 
Chrome Orange 

등색 안료 Chrome Vermlion 

Cardmium Orange 
Cardmium Red 

적색 염·안료 Permanent Red 4R 

Thioindige Maline 

자색 염 · 안료 
Cobalt Violet 

Dioxazine Violet 
Ultramarine (군 청 ) 

청색 염·안료 
Cobalt Blue 

Antraqinone Blue 

lndenslene Blue 

녹색 안료 Chromium Oxide Green 

금속분말 안료 
Al 분말 

Cu 분말 

딘
 



제 4 장 소성 및 수열양생 011 의한 건축재 

쩨조기술 현황 

건축채용판재의 제조 공정을 그림 4 - 1 에 나타내였다. 일반적으로 세라믹스 제조 

를 위한 원료는 광석으로부터 물리적 (원심분리， 자력선멸， 부유선광， 중액분리 

동) . 화학적 (산화용출， 환원용출， 산처리 동) 정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러 

한 원료들은 목적하는 제품에 따라 적당한 조성으로 혼합되고， 혼합 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갖은 성형체로 만들어지고， 건조， 소성， 가공(절삭， 랩 

펑， 연마) 동의 공정을 통하여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또한， 건축채용 판재의 경 

우에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건조 수축에 의한 치수 변화폭을 줄이기 위하여 소성처 

리를 대선하여 수열양생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석분 슬러지를 이용한 

석판재 제조시 주요 공정인 원료의 혼합， 성형， 건조， 소성， 수열양생 반웅에 대하 

여，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사용을 위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행한 결과를 기술한다. 

채 I 철 혼합 (Mixing) 

분체 혼합의 목적은 여러 가지 시멘트 원료나 요업 원료의 혼합은 소성과정에서 

문일한 고상반응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유리원료의 경우에는 용융 반응에 적합한 

화학성분의 배합이다. 내화물 동의 제조 공정에서는 필요한 강도를 얻기 위해 최밀 

충전을 이루는 입도 배합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라믹스의 원료는 입도나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것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작은 섞는 물질의 상태와 점성의 차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된다. 즉 ， 고체와 고체를 섞는 고체혼합(mixing) . 매우 점성이 큰 물질끼리 혹은 

소성물질을 섞는 조작을 흔련 (kneading) . 그리고 액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소량의 

고체입자를 섞는 조작을 꼬반 (agitation)으로 구분한다. 

1. 고체혼합 

분체의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혼합물이므로 거시적으로는 균일하게 보여도 미시적 

으로는 불균질하다. 따라서 ， 혼합된 물질의 균일도 (degree of unifomity) 또는 흔 

합도 (goodness of mixing)는 혼합물의 여러 부분에서 임의로 시료를 취하여 분석 

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혼합상태의 시간경과는 보통 그림 4-2와 같다. 혼 

합도는 시간에 따라 초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다 다시 혼합 상태가 나빠지며， 혼합과 

편석이 일진 일퇴를 반복한다. 이러한 현상은 분체의 웅집이 일어나거나 정전기를 

발생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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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건축자재용 세라믹스의 일반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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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혼합지수의 변화 

2. 혼 련 

분말원료에 소요량의 물과 첨가제를 배합하여 이것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섞고 

반죽하는 일이 많다. 그 목적은 성형에 필요한 가소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입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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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 또는 기포를 없애는 데 있다. 물 또는 액상의 배합제는 혼련에 의해 입자를 

피복하여 감마제로서의 역할도 한다. 

재 2 절 성 형 (Forming) 

분말의 성형은 좋은 특성의 소결체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형은 일반적으로 금형이나 용기에 넣어 외부로부터 압력에 의하여 어떤 크기나 

모양으로 변형시커 고밀도의 분말 성형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고밀도이며 여 

러 가지 형상을 갖는 성형체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프레스， 사출， 주입 ， 인발 둥이 

있다. 본 절에서는 성형시 성형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성형법에 대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성형법에 있어서는， 석분 슬러지를 이용한 석판재 제조에 적용이 

적합한 프레스 성형기술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1. 성형시 일어나는 현상 

분말율 이용하여 어떤 모양의 물체로 만들고， 밀도를 더 높여주기 위하여 외부압 

력이 필요하다. 분말을 금형에 넣어 압력을 가하는 동안 분말자체에서는 매우 복잡 

한 현상이 일어난다. 성형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두가지 과정은， φ 

전체 분말의 이동과 입자의 재배열 @ 입자의 변형과 파괴이다. 그리고，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말의 치밀화와 어느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 성형동안 분말의 이동 

펀치를 이동시켜 압력을 가하는 초기에는 각 입자가 펀치 이동방향으로 변위해 

간다. 일방향 가압일 경우에는 위 펀치 근밤에 있는 분말입자들이 아래 방향으로 

이몽하려하고 양방향 가압언 경우에는 중심방향으로 이동하려 한다. 분말입자 전체 

의 이동은 @ 입자 상호간의 마찰력，(2) 금형벽과 분말간의 마찰력，(3) 다른 입자 

들의 이동을 저해하는 입자간의 마찰력，@ 이동입자가 움직이기 위한 공간 부재둥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입자 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성형초기의 낮은 압력하에서 이고， 입자간 

의 마찰력， 입자와 금형벽과의 마찰력 증가 빛 치밀화에 따른 기공량 감소가 압력 

을 증가시킨다. 입자 이동에 대한 입자의 재배열은， 전체 충전효율의 증가로 밀도 

상승을 가져온다. 

나. 성형 중 업자의 변형 

펀치의 압력을 더욱 상승하면， 두 번째 단계의 성형이 일어난다. 힘은 펀치로부 

터 입자와 입자간의 접촉점을 통하여 분말 전체에 전달되어， 각 입자에 부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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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은 점점 높아진다. 낮은 웅력에서는 분말의 탄성변형이 얼어난다. 여기서 분말 

의 탄성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응력이 제거되었을 때 분말 입자의 원래의 크기 

로 복원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탄성영역에서는 압력을 인가하면 치밀화가 일 

어나지만， 압력을 제거하면 치밀화가 감소한다. 실제적인 치밀화는 분말입자 사이 

의 기공에 분말이 흘러들어감과 동시에 기공 내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얼어 

난다. 

웅력이 더 높아지면 분말입자의 소성변형이 일어난다. 소성변형은 분말 입자의 

크기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응력을 제거한 후에도 변형된 모양으로 남는다. 

이와같은 영구변형은 분말입자의 항복강도를 초과했을 때 일어나며 ， 분말입자에 가 

해진 실제응력은 알 수 없다. 단지 응력은 성형체에 가해진 하중과 단면적으로 추 

산한다. 실제로 각 분말입자에 작용한 웅력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업자간의 접촉 

점의 수와 접촉성질， 입자의 크기와 모양， 업자의 표면특성 동의 인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입자에 가해진 응력은 불균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프레스 성형기술 

가. 일방향 프레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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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탄한 두께를 갖고 비교적 앓고 작은 특정을 갖는 비쿄적 단순한 부품을 제조하는 

데 이용한다. 엉성한 분말에 압력을 가하면서 위 펀치를 아래로 이동시키는 조작이 

다. 금형과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은 위 펀치는 금형에 넣어 고정된 아래 펀치를 

향하여 분말에 힘을 가한다. 실제로 모든 성형시스템에서는 펀치의 실제 이동량이 

적절히 조절된다. 우l 펀치가 금형에 일정거리 들어가 필요한 높이의 성형체가 형성 

되면 압력을 제거한다. 이때의 압력은 항상 최대압력은 아니다. 분말의 겉보기 밀 

도， 형체의 크기， 성형체의 밀도 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성형작업은 프레스 단계이외에， 금형에의 분말 충진과 금형으로부터 압축된 성형 

체를 빼내는 단계가 있다. 그림 4-3은 일방향 프레스의 일례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엉성한 분말을 넣은 feed shoe가 이동하여 금형공간 위에 

위치한다. 아래 펀치를 다이의 윗면과 펀치의 윗면이 일치하도록 위로 올런다. 그 

다음 아래의 펀치를 아래로 내리면 약간의 진공상태가 되어 분말이 금형에 충진된 

다. 아래 펀치가 정해진 위치에 이동하면 feed shoe는 금형의 윗면과 같게 분말을 

고르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Feed shoe가 성형작업으로부터 이동하면 윗 펀치가 

내려와서 분말을 가압한다. 이와 같은 단순한 성형 시스템에서 성형쳐l의 탈취는 아 

래 펀치를 위로 이동시켜 행해진다. 성형체의 탈취는 매우 어려운 작엽이다. 압력이 

높을수록 성형체의 밀도는 증가하지만， 성형체의 탈취는 더욱 어려워진다. 탈취에 

요하는 압력을 탈취압력이라고 하는데 ， 탈취압력이 높으면 성형체를 손상시킬 수 있 

으며， 성형쳐1 탈취속도가 너무 빠르면 역사 손상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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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일방향 프레스 작업 공정의 일례 

나. 양방향 프레스법 

양방향 프레스법은 분말이 상하 펀치의 동시 이동에 의해서 치밀화되는 성형 시 

스템이다. 각 펀치는 분말을 프레스한다. 그러나 동일한 압력일 필요는 없고， 동일 

한 이동동량일 필요도 없다. 분말의 충진은 일방향 프레스법과 동일하며， 프레스된 

성형체의 탈취도 아래 펀치를 이동시켜서 행한다. 그럼 4-4에 이 시스템을 도식적 

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성형법은 일방향 프레스법보다 더 큰 두께를 갖으며 

성형체의 밀도가 더 높은 명탄한 제품의 제조에 이용된다. 

다. 부유다이볍 

양방향 부유 다이프레스법은 앞에서 말한 두가지 방법과 상당히 다르다. 첫째로 

분말에 압력을 직접가하는 것은 윗 펀치이고， 아래 펀치는 정지되어 있다. 부유다 

이의 개념은 다이가 스프링과 같은 탄성적인 힘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이에 분말이 충진된 후 위 펀치가 내려오면서 분말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분말과 다이벽간에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어 다이는 위 펀치의 하강과 함께 내려오 

기 시작한다. 다이공간 아래쪽에 있는 분말에있어서 다이의 이통은， 아래 펀치가 

금형안의 분말을 위로 이동시키는 양방향 프레스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 - 5에 이 방법의 기본 동작을 나타내었다. 

이 방법은 탈취작업이 용이하다. 우l 펀치가 필요한 거리만큼 내려오면， 다이도 

충분히 내려와 윗 표면아 아래 펀치의 윗면과 일치하게 된다. 제품의 탈취는 아래 

펀치를 윗 방향으로 이동시켜 행하는데， 이때 다이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다음 

충전을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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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양방향 프레스법의 예 그림 4-5. 양방향 부유다이 

프레스법의 예 

채 3 철 건 조 (Drying) 

주입성형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 수분의 양이 많은 가소성 배토의 성형물은 소 

성하기 전에 건조해야 한다. 이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성형물에 안전한 강도를 갖케 

하고 소성할 때 급격한 수분의 중발로 인한 변형 또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액상으로부터 분말을 제조할 때 침천입자를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필요하다. 

1. 건조기구 

피건조물의 표변에서 증벌이 일어나고 표면의 수분 농도가 감소하면 내부의 수분 

이 확산 또는 모세관 현상으로 표면에 이동되며 이와같은 수분의 표면증발과 내부 

이동은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성형체의 건조기구는 성형체 내의 

수분이동을 지배하는 내부적 요소와 성형체 표면의 수분 증발을 좌우하는 외부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 외부적 요소인 공기의 온도， 습도， 속도 및 효르는 방향 

을 일반 건조에 공통된 인자로서 이를 일정 조건이라 한다. 한면 ， 내부적 요소로는 

성형체의 조직적 구성과 과계되는 언자이다. 

일반적으로 습한 고체를 일정한 온도 빚 습도의 공기 흐름에 충분한 시간 접촉시 

키면 마침내 명형상태에 도달한다. 명형상태에서의 피건조체의 함수율을 명형 함수 

율이라 하며 명형 함수율 이상의 함수율을 자유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건조조작에서 

는 이 자유수분을 게거하는 것이다. 건조속도는 피건조체의 단위 표면적으로부터 

단위시간에 증발된 수분량으로 나타내며 일정 건조 조건， 피건조체의 조직， 자유함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럽 4-6은 일정 건조조건하에서 자유 함수율과 건조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건 

조속도 곡선인데， 비정상 상태기간과 정속기간 및 감속기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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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정상 상태기간이라는 것은 피건조체가 건조기로 들어가는 상태로부터 정속 

기간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피건조물의 온도는 상승하며 건조속도는 점차 증가한다. 

다음은 정속기간에 도달하는데 이때는 피건조체의 표면이 완전히 수막으로 덮여져 

서 건조속도도 신속하다. 구간 A→B는 이 기간의 상태이다. 그러나 자유 함수율이 

그림 중 B점에 해당하는 한계값， 즉 한계 함수율 이하카 되면 표면의 수막이 없어 

지기 시작하며 건조속도는 차차 줄어들어 표면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을 제l감속기간이라고 하고 그럽의 B-C구간에 해당한다. 자유 함 

수율이 더욱 줄어 들어 표면이 완전히 마른 직후부터는 물의 이동은 점차 늦어지고 

피건조물의 내부에서 증발된 뒤 수증기의 형태로 확산이 일어난다. 이 기간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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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뚜렷히 2단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정속기간이 없는 것도 있는 둥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2. 건조수축과 강도 

일반적으로 재료는 건조에 의해서 수축하고 흡습하면 팽창한다. 그러나， 건조에 

의한 수축상태는 채질의 종류에 다르다. 점토 소지의 경우 점토의 함수량과 전체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럼 4 - 7과 같은데 정속기간에서는 일정한 기울기로 부 

피 수축이 일어나고 한계 함수율 이하인 감속기간에서는 거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 

는다. 이 이유는 A-B간에서는 수축이 입자간의 수분층이 증말하기 때문이며 수분충 

이 없어진 후에는 입자의 모서리가 서로 접촉된 상태가 되므로 입자간의 이동은 없 

고 입자간의 공극 속에 있는 수분만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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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점토의 건조수축 곡선 그림 4-7. 점토의 건조속도 곡선 그림 4-6 . 

이 건조수축은 입자의 크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입자가 굵을수록 수축은 작 

아지는데 이는 그만큼 입자간의 수분충이 적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건조되고 수축 

상태에 있는 성형점토의 소지 강도는 점토광물의 결정면간의 인력에 기인하며 이는 

입자가 작을수록 커지며 흡착이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성형체를 건조하여 가면 ， 어느 함수량부터 강도는 급격히 증가하기 건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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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점토의 강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애매한 점이 많지만， 점토 입자의 명편한 면 사 

이에 작용하는 반델발스 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탁액에서 건조해 가면， 

서로 끌어당기도록 입자는 같은 축을 따라 판을 배열하는데 충분한 만큼의 업자간 

힘이 발생한다. 그 때문에 점토를 완전히 건조하면 최대강도를 나타낸다. 

3. 성형수분의 소성공정에서의 영향 

성형의 조작방법에 따라서 성형체의 수분함량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데， 이 성 

형수분은 소성에 들어가기 전에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축， 건조공정은 소성공 

정에 앞서 행해진다. 만일 수분을 포함한 성형체를 직접로에 넣으면， 수분은 급격 

히 뜨거워져서 소지 표면에서부터 증발하여， 습한 소지내부가 뜨거워지기 전에 기 

공의 출입구가 막히고 만다. 이 때문에 생소지의 강도보다도 큰 웅력이 발생하여 

균열이나 변형의 원인이 된다. 이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면에서의 건조를， 

내부 기공을 통해서 물이 확산하는 속도와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다. 

건조공정을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가능한한 합리적으로 행하여， 동시에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소지의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외부에 강제적으로 확 

산되도록 하면 좋다. 이것에는 습도건도 (humidity drying)를 행하면 된다. 건조해 

야하는 생소지를 실내에 넣고， 처음에는 습한 온풍을 송입한다. 이렇게 하면 성형 

체는 외면이 건조하지 않고 내부까지 E드겁게 된다. 성형체 내부의 온도가 필요한 

높이에 달하면， 내부에서 외부에로의 증기압 저하가를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 

의의 상대 온도를 내려서 건조하게 한다. 이 경우의 속도는 공기온도로 조절하고， 

각각의 성형체의 실정에 따라서 설정한다 

재 4 절 소 성 (Firing) 

건조한 성형체를 일반적으로 생소지라고 하는데， 이 생소지는 목적하는 미세구조 

나 성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킬른이나 로에서 가열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성이라고 

하고， 소성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1) 예버소결 (presintering) ， 2) 소결 

(sintering) , 3) 냉각(cooling ). 본 절에서는 이 세가지 공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예비소결 (Presinter‘ ing) 

이 공정의 온도는 융점의 112 또는 2/3 정도로 실제적인 소결현상은 일어나지 않 

지만， 고상 소결을 위한 원자 확산이 일어날 수 있거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액상 

이 생성될 수도 있는 옹도이다. 소결에 앞서 성형체에 일어날 수 변화는 건조， 유 

기 첨가제의 분해， 업자의 표면과 결정에 붙어있는 수분의 증발， 원료에 함유되어 

있던 유기물질의 열분해， 금속성분들의 산화， 그리고 탄화물 및 황화물의 분해 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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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분출 압력이나 열팽창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형 

쳐l에 균열이나 파괴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예비소결의 반응 메카니즘은 일반 

적으로 열분석에 의하여 분석될 수 있다. 초기 가열은 성형이나 건조과정에서 성형 

체 내부에 남아 있던 액상물질이나 성형체의 이동 중에 흡착한 수분을 제거한다. 

특히 건조한 성형체가 다공성 물질인 경우에는 수분의 흡착에 주의하여야 한다. 흡 

착된 수분은 약 200.C까지 성형체의 내분에 남아있다. 

2. 소결 (Sintering) 

소결이란 압축 또는 비압축 분말 성형체를 주 구성 성분의 융점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여， 처음에는 접촉 내지는 약한 결합력만으로 유지하던 아들 성형체 내부의 

분말들을， 원자간의 충분한 일차 결합력에 의하여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 분말 성형체에 필요한 기계적 및 물리적 성질을 갖게 하기 위한 열처리이다. 

소결처리는 분말 입자 사이의 결합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 화학적 변화， 치수의 변화， 내부응력의 변화， 상의 변화， 합금 또는 화합물의 

형성 동의 현상이 분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소결은 일종의 가열처리이므로 앞 

에서 언급한 현상들은 소결온도와 소결시간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소결 분위기는 

성형체의 화학적인 조성변화 뿐만 아니라 분말의 표면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소결 

반웅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결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생각휠 수 있다. 첫째， 액상의 동장이나 

외부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인 통상적인 고상소결， 둘째 ， 소결 진행 중 일부 기 

간이나 전기간을 통하여 한 개 이상의 상이 액상으로 존재하는 액상소결， 셋째， 소 

결과 압축성형을 함께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열간압축소결이 었다. 소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일어나는 접촉 분말의 기하학적인 변화를 초기， 증기， 후기 3 단계 

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좀더 세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생각할 수 있 

다. 

가. 임자간의 초기 결합단계 

성형체를 이루는 분말입자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입자사이에는 어느정 

도 접촉이 이루어져 있다. 이 접촉면이 제대로 화학적 원자결합을 이루는 단계이 

다. 비록 압축성형을 통해서 어느정도 입자간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여도 이 

러한 결합력의 절대크기는 전체표면에 비하여 실제 접촉면적이 매우 작다. 소결온 

도로 성행체를 가열하면 입자의 표변에서는 원자들의 고체확산이 가능하게 되고， 

접촉 부위의 산화피막둥 불순물도 제거되며， 접촉 표면 가까이에 있는 원자들이 재 

배열하여 접촉 부위에 하나의 입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소결의 제l단계인 이 단계는 비쿄적 낮은 소결온도에서도 매우 빨리 일어나는 현 

상￡로， 대부분 소결온도로 가열 중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 결합 단계에서는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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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이렇다할 치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최초 접촉계면이 입계로 발전되면 

서 소결체의 기계적 강도가 크게 증가한다. 

나. 접촉목의 성장단계 

입자간의 결합과 매우 관계가 갚은 제2의 소결단계이다. 흔히 제1만계에서 결합 

된 접촉 부위를 목(neck)이라 부르는데 이목의 지름이 점점 커지는 단계이다. 즉， 

소결체내의 접촉면적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의 성장은 소결체 안의 여러 부 

위로부터 물질이 수송되어져야하고， 이 단계는 다음에 계속될 소결단계의 진행 중 

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공체적인 감소나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기공 폐쇄 

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목의 성장은 다소 불규칙한 홈통 모양의 기공 체 

널들을 다소 반반한 모양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 목의 성장은 초기에 매우 빨리 진 

행된다. 이 단계는 어느정도 진행되면 다음 단계와 중복된다. 그림 4-8은 3개의 구 

형 분말 모형에서 진행되는 소결단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4-8. 3개의 구형 입자 모형에서의 소결진행 상태 

(a) 최초의 접촉점， (b) 목 (neck) 부위의 성장， 

(c) 및 (d) 기공의 구형화 

다. 기공채널의 폐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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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다 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꾸불 푸불한 기공 

체낼이 혜쇄되면서 고립된 기공을 형성한다. 기공폐쇄는 소결체의 수축을 통반할 수 

도 있으며 ，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공폐쇄의 진행은 초기 기공체널의 표면적간의 

접곤이 커질수록 촉진된다. 

라. 기공의 구형화 단계 

제4단계인 기공의 구형화는 목의 성장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이다. 그럼 4-8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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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소결체 내부의 물질의 재배열로 기공의 형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반적으로 소결시간이 충분하면 완벽한 구형을 가진 기공이 된다. 왜 

냐하면 구형의 표면은 가장 적은 펴면에너지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형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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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널 형태의 기공에서 불규칙성을 감소시켜준다는데 보다 더 큰 의띠를 가질 수 

도 있다. 즉， 작은 고럽기공은 구상화가 잘되지만， 큰 체널행 기공에서는 그 표면 

의 불규칙성의 감소는 있어도 완전한 구상화는 어려울 수 있다. 

마. 기공의 수축 및 소멸단계 (또는 조밀화 단계) 

소결체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소결 초기단계에서는 기공의 수측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므로 제5소결 단계는 기공의 수축 및 소멸단계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밀도의 증가를 가져다주는 기공체적의 감소는 개개의 

기공들의 수축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일부 기공들의 소멸로 

써 발생될 수도 있다. 이 단계는 실제 소결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완전히 

조밀한 소결체를 얻기 위해서는 기공내로 물질의 이동아 이루어져 기공이 완전히 

채워져야 하고， 이때 기공 내에 존재하는 기체는 모두 외부로 이동되어야 한다. 

단원계에서 조밀화란 기공의 수축만을 뭇하지만， 다원계에서는 더 복잡한 과정이 

가능하므로 팽창이나 수축현상 모가가 가능하다. 

바. 기공의 조대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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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기공의 조대화 과정으로， 소결의 마지막 단계인 제6단계라 분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작고 고립된 기공들이(이 단계에서는 흔히 완전한 구형을 보여 주는데) 

수축하거나 소멸하면서 더 큰 기공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관계된 기공들의 

전체 기공 부피라고 할 수 있는 기공도는 소결의 진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 

다. 그러나 기공의 수는 감소하고 그 명균 크기만 증가할 뿐이다. 

3. 냉 각 (Cooling) 

열처리가 완료된 소성체의 냉각속도는 일반적으로 소성체 및 열처리로(또는 킬른 

동)의 열충격에 대한 저항력에 의해 결정된다. 단면적이 두꺼운 제품일 경우에는 

앵각속도를 느리게 해야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소성체에 산화반응이나 화학양 

론적인 변화를 주기 위하여 소결시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냉각되기도 한 

다. 그럼 2-9에는 망간 아연 페라이트의 소성조건을 나타내었다. 이 경우， 성형체 

의 조성은 Fe203를 과잉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작은 결정입 사이즈를 얻고 아연 산 

화물의 휘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소 분압이 높은 분위기에서 소성이 이루어진다. 

한편， 냉각과정에서는， 단상의 페라이트를 얻기 위하여 산소의 분압을 낮추게 된 

다. 

유리질 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온도구배에 의해 발 

생되는 스트레스를 없애기 워하여 유리 천이 온도까지 서냉하게 된다. 또한， 결정 

상이 큰 체적 변화를 동반하는 변태를 일으킬 때 서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열수 

축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제품에 작은 크랙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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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망간 아연 페라이트의 소성 과정 예 

S Sintering A; Annealing C Cooling 

재 5 철 수열반응 (Hydrothermal Reaction) 

수열합성 반웅이란 산화물의 혼합물을 고압(l-lOOMPa)의 중기상태에서 고온 

(150-700 0C)으로 가열하여 수산화 화합물의 결정을 형성하는 반웅으로， 미세 결정 

립을 갖는 혼합 산화물이 버교적 낮은 온도의 소성에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수열합성법은 전자 및 자기 재료， 구소 세라믹스， 도료， 연마제 둥 무기 분말 소재 

의 제조기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수열합성 반응의 기본이 되는 무기 혼합물의 수 

화반응을 발생 또는 촉진시키는데 사용된다. 석분 슬러지를 이용한 인조 석판재의 

제조에 수열합성을 적용하는 목적은 후자에 해당하고， 본 절에서는 수열합성 반웅 

에서 생성되는 수화물의 구조， 형태， 종류와 특성 및 수화물의 경화이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수열 반응 

수열 흑은 열수라는 말은 "hydrothermal"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 옛날부터 

지질， 광물학자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용어이다. 물의 존재 하에서 lOOOC이상의 온도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웅 환경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지구상의 많은 광물은 이와 같 

은 수열 환경에서 생성된다고 생각되고， 실혐적으로 이와 같은 수열 조건을 만들어 

수많은 광물이나 무기화합물이 합성되어 있다. 광물학， 지구화학 분야에서는 각 화합 

물간의 “상명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중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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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반웅이 라는 것이 고온 고압의 물을 이용하는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는 반응이 

다. 내부 압력이 극히 높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때문에 기술은 물론 반웅의 기초 이론도 아직 연구， 개발이 지연되어 온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신 재료 개발 빛 제어 기구의 발달， 그리고 1차 에너지의 가격 

상승， 광물자원의 저품위화， 환경문제 둥이 서로 어울려 있으므로 수열 반응이 크 

게 부각되고 있다. 

수열 반응은 100.C이상의 고온수의 반응으로 그 특정은 수용액을 매개로 화학반 

응을 확장한 것이다. 즉， 물을 용매로 하는 용해 혹은 가수분해， 이온의 복분해반 

웅 동은 널리 퍼지고 있다. 물과 중기가 함께 존재하는 즉 포화 수증기압에서의 물 

의 작용은 거의 300.C에서 극대이고， 임계점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계(系)는 균질 

(혐質)하여 초임계 유체라고 부르는 기체의 성질이 강한 상태이어서 용액반응의 성 

질은 감소한다. 이 두 가지 상태를 잘 이해하고 반웅을 제어한다면， 용액 반웅의 

특정인 이온이 관여하는 반응도 기상 중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라디칼(radical) 

반응을 통일 계내에서 실현할 수가 있다. 더욱이 수소나 산소 가스가 공존하면， 산 

화와 환원반웅도 자유롭게 제어힐 수 있으므로， 웅용분야도 확대되고 향후 개발 가 

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열 반웅의 응용은 (1)분체의 합성， (2) 광물이나 화합물의 합성， (3)단결정의 

육성 ， (4)광물의 분해와 추출， (5)유기물의 가수분해 ， (6)습식 연소， (7)경화반응 

을 이용한 극저온 소결 동의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광물자원의 회수 빛 유용화 기술을 고려한 경우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문제점 해결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1)저품위 광석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2)광재 

(鍵陣)를 유용화하는 기술， (3)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4)무공해 프로세스， 

(5 )저에너지 기술 퉁이다. 여기서는 수열용액의 특정 및 광재의 유용화 가능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2가지 예를 들어본다. 

가. 수열용액의 특정 

열수의 불리적， 화학적 특성의 하나는 커다란 이온적 (ion product)과 그 결과 생 

기는 격렬한 가수분해 작용이고， 이 작용을 이용한 유기화합물에의 이용은 미국 다 

우케미칼사에 의한 콜로로벤젠에서 폐놀의 직접 합성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일본 

에서는 유지의 고속 검화 동에도 검토되었지만， 내열 ， 내부식성 재료와 고온고압의 

폐쇄 시스템의 고속제어 문제 동으로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한편 각종 센서의 

개발， 고온고압 채료의 발달， 컴퓨터에 의한 제어기술 둥이 원자력발전의 진보와 

함께 발달됨에 따라 최근 새로운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럼 4 - 10에는 물의 P-T 곡선을 나타내었다. 374.C에서는 물의 계면이 소실되고， 

이 374.C 이상을 초임계수라고 부르고， 같은 온도에서도 압력의 변화 즉， 밀도의 

변화에 따라 반응 매체로서의 성질을 라디칼반응(radical reaction)에서 이온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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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c reaction)으로 연속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또 용매로서도 유기 물질에서 

무기 물질까지 용해 능력을 연속해서 바물 수 있고， 폐기물 처리의 과제인 유기 ·무 

기의 혼합물에서의 분리 추출의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효챔反çG 

臨水협合 
&훌뷰흡흩 

374.C 
100 200 300 400 500 

료졸 ('C) 

400 

300 
또力 (kg/cm2) 

200 

100 

그림 4- 10. 물의 P-T 곡선 

그림 4-11에는 포화 수중기압에서의 이온적의 온도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그럼에 

서 이온적의 최대값은 300 0C부근이고， 가수분해 능력을 최대로 활용한다면 이 온도 

영역을 사용하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다우케미컬사의 클로로벤젠의 가수분해 

에 의한 폐놀 합성에서 이 300 0C 영역을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합에 정전기 

적인 치우침이 있는 화합물 모두가 이 조건에서 가수분해 작용을 받기 쉽고， PCB , 

프렌용， 다이옥신， BHC 둥 모든 유기 염소 화합물은 간단히 분해할 수 있다. 

수열용액은 아직까지는 미지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화학， 물리， 지학， 생 

물 동의 기초 분야로서는 물론 학문의 첨단으로서도 규명해야 될 과제가 많은 분야 

이다. 

나. 석역중에 존재하는 광물의 수열 처리 

광물자원중에서도 석영 중에 맥상(服狀)으로 존재하는 광물은 그 양이 굉장히 많 

고， 석영과의 분리 농축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는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동시에 다량의 석영을 함유하는 광재를 더욱 유용화하는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다. 수열용액의 특정은 큰 가수분해 능력이고 알 

칼리 용액을 사용함으로써 설리카 골격을 분해하는 것이 용이하다. 결국 실리카 골 

격을 분해하여 유가금속만을 용액 중으로 추출하고， 실리카 성분을 유용한 형태로 

변화시켜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규산 이온을 반웅시켜 유용한 화합물을 만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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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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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량의 수요가 있는 것은 규산칼숨(calcium silicate) 이다. 특히 토버모라이 

트(tobermorite)나 조노트라이트(xonotlite)는 칼융의 오르소규산염 (calcium 

orthosilicate)이고， 난용성이어서 용액 중에서는 유가금속을 남기고 침전을 형성 
한다. 이들 규산칼슐은 불연성(不燦性) 건축 판재로서 대량의 수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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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11 포화 수증기압에서의 물의 이온적 

예를 들면， 텅그스텐 광석중 회중석은 접촉 쿄대 광물로 대량의 석영 중에 맥상 
있어 조광(組鍵)으로서 O. 5 ~ 1. 5%정도이다. 선광에 의해 품위를 올런 다음 오토클 
레이브 처리에 의해 추출되지만， 기존 방법인 탄산나트륨만을 사용한 방법에서는 
회중석과 함께 석영이 동시에 용해하기 때문에 용해와 석출을 반복하여 순도를 높 
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소석회(消石DJ()와 탄산나트륨과 수산화나트 
륨을 조합한 용매를 사용하면 그럽 4-12에 나타낸 것처렴 텅그스벤만을 텅그스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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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으로서 용액에 추출하는 수열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광재는 토버모라이트가 주성분이다. 

다. 알루미노 규산염광물의 수열 쳐러 

알루미노 규산염 중에서도 실러카 합유량이 높은 광물은 석영과 마찬가지로 알칼 

리 촉매에 의해 그 골격이 깨어져 함유한 유가금속 성분을 용액 중으로 추출할 수 

가 있다. 장성이나 운모와 같은 알루미노 규산염은 자연계에서는 물의 작용을 받아 

제올라이트를 거쳐 점토 광물로 변질된다. 오토클레이브에 의한 고온수의 작용에서 

이들 광석은 단시간 내에 제올라이트를 생성한다. 칼리 (K) 자원은 거의가 해수 염 

전 공업에서 얻어지고 또 알루미늄은 보오크사이트의 수열 처리에 의해 얻어지지 

만， 만일 장석으로부터 제올라이트의 생성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면 장석에서 칼 

리， 알루미늄과 제올라이트의 3개의 성분이 각각 제품화된다. 이것은 성분이 유사 

한 리륨 운모에서 리륨과 알루미늄， 그러고 제올라이트의 생성반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석도 리륨 운모도 규산 함유량이 많은 산성 광물이고， 알칼 

리 수열 처리에 의해 동시에 규산이 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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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 

0: 텅스텐( V1 )산이온 추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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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2. Na2COrNaOH계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의 텅그스텐 ( VI )산이 온， 

규산이온의 추출 및 수산화칼숨의 첨가효과 

텅그스텐광석 :0.5g，수산화칼숨 : 0.5g , 알카리용액 5cm3 

반응온도 : 250.C , 반응시간 :5분 

0 : 텅그스텐(VI)산이 온 추출율， 口 : 규산이온의 추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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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산의 용출율 억제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석회를 소량 

첨가하면 ， 칼리와 알루미늄도 또한 리륨의 추출되고 동시에 잔유물로서 제올라이트 

와 규산칼숨의 혼합물이 얻어진다. 이들 추출잔사는 흡착제로서도 가능성이 높다. 

라. 연속 수열 처리 기술 

광석 분말을 수열용액을 사용하여 유가금속을 추출하거나， 또는 광재의 유용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고압용기라는 

측면에서도 대량처리하기 위한 대용량의 용기에서는 가능한 저온 저압이 바람직하 

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열용액의 특정이 고속반응이다는 측면에서 고려 

한다면 ， 가열 관증을 고속으로 통과 반응시키는 이른바 연속 처리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연속처리 프로세스에서는 슬러리를 고온 고압의 튜브 속으로 연 

속통과시키는 경우에는 (1)배출 압력을 주입 압력으로 이용할 것 . (2)완벽한 스톱 

밸브. (3)반응시간과 처리랑 및 파이프 길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와 갈은 슬러리 처리 가능한 연속 시스템은 단지 광물 분말의 처리뿐만 아니 

라， 수열 조건에서의 초미분말의 합성 또는 새로운 화합물의 합성 동에도 이용 가 

능하여 장래성이 크므로 새로운 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수화물의 구조 

수화물 중의 OW 이온에 착목하여 구조를 보면 ， 단순한 수화물인 수산화물에 있 

어서는， 양이온이 원자가가 1 이면 OW 이온은 단지 음이옹으로 존재한다. 2가의 

양이온으로 되어 있는 수산화물. Ca(OH )z를 예로하면 ， 양이온은 8면체의 배위를 취 

하고 충상의 축합체를 형성하며 ， 이 충간에 OW 이온이 조밀 충전하도록 네트워크 

상을 만들어 두 종의 충간에는 약한 극성 또는 반델발스 결합이 작용한다. 3가의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수산화물의 예로써 A l( OHh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구조를 갖 

지만. 8면체 중심에 있어야 되는 양이온 3개중 1개가 빠져있어 OH충은 조밀 충전되 

지 않고 개방된 구조를 갖는다. 각 충간은 수산기 결합이 작용하고. OW 이온의 쌍 

극성에 의한 전장( 電揚)의 방향성에 기인하여 강한 3차원 결합이 얻어진다. 한편 ， 

수화물 중에는 아직 수분자의 형태로 구조 중에 들어가는 것도 있으며 ， 수분자의 

쌍극성에 의해 수결합이 얻어지지만， 결합력은 수산기 결합보다는 작다. 

또한， 수화물을 미결정 집합체로 보다는 오히려 첼로서 하나의 구조로 간주하여， 

유리와 유사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Si02• AI04• P04 동의 결합은 공유결합의 비율 

이 높고， 방향성을 갖으며 ， 또한 강한 축합체을 생성하고 결정성장이 곤란하며， 이 

들 성분은 유리의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다. 저원자가의 양이온 Na +. K+ ’ 

Ca2+. Ba2+. Pb2+ 동은 유리의 구조 중에서 Modifier로 사용되지만， 수화켈 중에서 

역활도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 단지 수화물에서는 유리 중의 02-의 일부가 OW로 바 

뀌기 때문에， 양이온으로써 Na+’ K+. Ba2+ 동을 성분으로 하면 수화물의 용해도는 
너무 높게 나타난다. 또한， Ca2+, Ba2+, Pb2+을 비교하면 이온반경이 작은 Ca2+의 경 

우， 륙히 큰 결합력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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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화물의 형태 

수화물의 형태는 섬유상 생성물이 felt상 또는 그물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화생성물은 막대한 표면적을 갖으며， 표면간에는 화학적 결 

합력이 작용하고 있다. 포트란트 시멘트의 경화체는 벼표면적이 약 219rrf Ig 정도 

에 이른다. 이와 같은 콜로이드상 또는 섬유상 수화물의 큰 표면적은 수화물의 높 

은 강도를 얻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수화물의 재결정화는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 

인이 된다. 

4. 수화물의 종류와 특성 

가. 규산칼슐수화물 

규산칼융과 그 수화물은 종류 그 수가 대단히 많다. 이것은 Ca 이온과 0 이온의 

반경비가 다수의 배위수를 취하기 쉽고， 구조적으로 많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현재까지 알려진 규산칼숨 수화물을 표 4-1에 나타내었다. 

1) 결정구조와 형태 

규산칼슐 수화툴의 종류는 섬유상인 것과 섬유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섬유 

상 수화물은 Xonolite. Hillebrandite. Tobermorite. CSH( 1) 퉁이 있으며， 이들은 

충상구조를 갖고. [SiOz(OH }z]의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obermori te의 구조를 

그림 4 - 13에 나타내었다 Tobermorite의 이온식은 Ca[S iOz(OH }z] [Ca(OH }z] [HzO]y 

로 표기된다. Tobermori te 및 CSH( 1 ) 동의 합성， 또는 포트랜드 시멘트의 수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화규산칼슐의 켈 등은 Tobermorite군으로 분류된다. 

Tobermorite는 Megaw & Kel sey에 의하면 사방정계 (Othorhombic)에 속하며 a 

11.23A. b 7.37A. c 22.6A이고 Ca4(Si 60uJh) . Ca • 4HzO를 4분자 포함한다. 결 

정은 필름상이고 연쇄적으로 명행한 b축 방향으로 뻗은 충의 면에는 (001) 벽개면 

이 존재한다. CaO / SiOz의 버는 0 . 83이지만 인공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이 버율이 더 

높고. Si OzHz의 일부가 Ca로 치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Plombierite 및 인공적으로 얻어지는 CSH( 1 )은 Tobermorite에 유사한 구조를 갖 

지만， 결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온에서 생성하는 CSH( II ) 결정도가 낮아 

X선 회절피크는 ( 11 0 ) . ( 200 ) . ( 020 ) 둥 몇 개 만 나타난다. 포트란드 시멘트가 수 

화해서 생성하는 CSH( II )는 Tobermorite gel 이라고 부르며， 비표면적이 현저히 커 

244 -376m2 /g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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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13. Tobennorite의 결 정 구조 

포트랜드 시멘트를 비롯한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및 석고 규산계 수열반응 
에 의한 경화는 주로 섬유상 규산칼슐 수화물의 생성에 기인한다. 또한， 이틀의 수 
화물 중에는 옹도의 변화에 따라 결합수량과 저면 간격 빛 바중이 변화하고， 경화 
체의 건조 수축의 원인이 된는 것이 있다. 단지 C4AH19와 같이 고습도 상태에서 결 
합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다음은 섬유상이 아넌 수화물로써 Gyrolite , Afwillite , C2S a 수화물이 있으 

며， 이틀은 [Si03(OH) ]3- 이용을 함유한다Afwi lli te의 구조식은 Ca3 • 

2H20[Si 03( OH) 12로 표기된다. 

2) 결합수의 종류 

규산칼슐 수화물의 결합수는 Si 에 직점 OH의 형태로 붙는 것. H20 분자로써 들어 

가는 것 또는 OH 이온으로써 이온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있다. 결합수는 생성옹도가 
200.C 이하의 경우， 설리카켈. Tobermori te. Afwi 11 i te. C2S a 수화물듣에서는 실 

란올 Si-OH 및 H20의 형태로 존재하고. 200.C 이상의 경우 Xonotlite 둥에서는 OH 

이온으로 결합해 있다. 결합수의 탈수 온도는 Si-OH 및 H20의 경우는 대개 400.C 

이하이며. OH 이온의 경우는 약 500-700.C가 된다. 탈수 온도는 Tobermorite 10 

0-300.C. Afwillite 275-285.C 에 대하여 Xonot1 i te는 680-700.C. 

Hillberandite는 520-540.C로 상당히 높다. 수열반웅에서 생성되는 수화물은 결합 

수량이 적고， 탈수온도가 높아 경화체는 열적으로 안정화된다. 

3) Tobermorite 

Tobermorite는 저면간격이 14A. 11.3A 빛 9.35A의 반복성을 갖는 것이 천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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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인공적으로도 합성이 가능하다. 14A의 Tobermorite는 석회 규산 슬러리 

를 60 0C에서 6개월 유지시키면 얻어지고. 100 0C로 가열하면 탈수되어 11. 3A 형이 

된다. 수열합성에서는 11. 3A 형만이 생성하고. 180 0C 이하에서 안정하며， 이 아상 

의 온도에서는 Xono t1 i te 동으로 변화한다. 14A 및 11.3A 형을 300 0C로 가열 탈 

수하면 9.35A 형을 얻을 수 있다. 

Tobermor i te Si 4+는 A1 3+로 일부 치환되며. A}z03 4-5%을 함유하는 고용체를 형성 

한다. 석회 규산계 수열처리제품의 제조에 있어서. A}z03 성분의 소량 첨가는 

Tobermorite의 결정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반응속도를 저하하고， 또한 Xono t1 i te 

에로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러나， 결정도를 향상하여 강도나 수축에는 좋은 영향을 

며친다. 다량의 Alz03 성분의 존재는 하이드로가네트를 형성하게 하여 강도를 저하 

시킨다. 또한， 알카리의 존재는 소량에서는 반응을 촉진하고， 다량에서는 방해하는 

효과를 나타내다. 

4) CSH( 1 ) 

칼숨 이온과 규산염 이온을 혼합시키면 상온에서 켈상의 침전을 만든다 (예， 규 

산 졸 또는 겔과 수산화 칼슐의 용액， 규산소오다와 칼슐염류의 용액) . 이 침전은 

CSH( 1 ) 또는 CSH(B) 라고 불리우며， 결정화 정도가 낮은 Tobermorite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CSH( 1 )의 CaO/Si02 비는 생성시의 용액의 농도에 따라 0.8- 1. 33의 

범위에서 변화하고， 이것은 일종의 고용체로 보고 있다. 결정의 면 간격은 

CaO / SiOz 비에 의하여 변하여 . 0.8에서 13.2A . 1. 33에서 10.8A 내외의 값을 갖는 

다. 또한， 알카리는 칼융의 1-2%를 치환하여 구조 중에 들어갈 수 있다. CSH( 1 ) 

의 형태는 전자현미경으로 조사되어 주름이 있는 필름상으로서 확인되고 있으며， 

폭 크기는 수 때에 달하지만， 두께는 겨우 수십 A 내외이다. CaO / SiOz 비가 커지 

면 형태는 섬유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섬유상 보다는 

필름상이 접촉면이 크기 때문에 우수하다. 

5) CSH(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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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willitef를 형성하지만， 진동시키는 경우에는 CSH ( II )를 형성한다. 또한， βCzS 

는 볼밀 중에서의 수화에 의해 CSH( II )를 생성한다. 그리고. CSH( II )는 수열합성에 

서도 200 0C 이하에서 생성하고， 규산이 과잉으로 있으면 다시 이것과 반응하여 

CaO/ SiOz 비가 저하된다. CSH( II )의 CaO/Si Oz 비는 비교적 높아 1. 5-2의 값을 갖 

으며， 결정성은 CSH( 1 )와 동둥 또는 그 이상으로 불량하다. X선 회절 패턴은 CSH 

( 1 )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결정의 면간격은 9. 8-10.5A 정도이다. 형태는 섬유상 

을 취하는 것이 특정적이며， 최대 길이는 수 때， 폭은 1때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Tobermori te와 CSH( 1 )는 유사한 적회선 흡수를 나타내지만. CSH( II )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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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칼슐알루미네이트 수화물 

칼슐알루미네이트 수화물로 알려전 화합물의 조성과 특성을 표 4 - 1 에 나타내었 

다. 칼슐알루미네이트로 안정한 것은 C3AH6이지만， 준안정 상태로서 각종의 육방충 

상 구조를 취하는 화합물을 생성하고， 점토광물에 유사한 mixed-layer‘형의 화합물 

로 되기 쉽다. 그 대다수는 규산칼슐 수화물과 버쿄하여 용해도가 크고， 결정성이 

우수하다. 

CAHlO은 알루미나 시멘트의 주요한 수화 생성물이다. 결합수의 양은 습도 RH 81% 

에서 10.5, 45%에서 7, PZ03에 의해 건조하면 5.5 , 100 -150 oC 의 가열에 의해 2.5 

로 감소하고， 600 0C 이하에서 완전히 탈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zAH8는 포트랜드 시멘트의 수화에서 일부 생성하지만， CA의 수용액과 포화 석회 

수를 이용하여 합성된다. 결합수의 양은 RH 93%에서는 19이지만， 81 %에서는 13으로 

감소하고， 105 oC로 건조하면 7까지 감소한다. 이것은 포트랜드 시멘트의 건조 수축 

의 원인의 하나가 된다. 

다. 기타 수화물 

1) 칼융페라이트 수화물 

칼슐페라이트 수화물로서 존재가 명확한 것은 C4FH14 와 C3FH6 이며， 각각 알루마 

네이트의 C4AH13과 C3AH6 에 유사하다. 칼슐 페라이트 수화물은 일반적으로 용해도가 

낮고， 결정은 성장하기 어려우며， 불명확한 점이 많다. 

C4FH 14는 백색의 잃은 육각 판상 결정이고， 단위격자는 a 3.42A , c 8.0A , 이것 

에 대하여 C4AH 13 에서는 a 3. 36 A , b 7. 9 A가 되며 ， 툴다 저온에서 연속 고용한다. 

C4FH 14의 결합수 양은 CaCl2에 의한 건조로 14분자， P205에 의한 건조 또는 100 0C의 

가열로 12분자， 400 0C 의 가열로 4분자， 600 0C에서 3분자로 된다. 

C3FH6는 퉁축정계로 단위격자는 a 12 . 76A이며 ， C6AH6와 연속 고용체를 형성한다. 

C3FH6 는 비중 2.77 , 굴절율 1. 71- 1. 72 , 소량의 H를 Si로 치환하여 안정화한다. 

C3FH6 는 가열하면 250 0C에서 결합수 양은 2분자가 되고， 500 0C에서 C3F를 형성하 

며 , 800 0C 에 서 CzF와 CaO로 분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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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3(A , F)H6 고용체는 C3AH6 에 비교하여 항산염 저항성이 우수하다. 또한 ， C3FHx 

빛 CFHx 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칼융알루미네이트 및 칼슐페라이트 복염 수화물 

칼슐알루미네이트와 칼슐페라이트는 서로 유사한 복염 수화물을 생성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산염 복염이다. 황산염 복염에서 표 4-2에 표시한 것처렴， 3황산염 

복염과 I황산염 복염이 있다. 

m 
ω
 



표 4-1. 칼숨알루미 네이트 수화물 조성 

\\~ 5::. λ。} 이 온식 E三 λ。}--, 

a IC4AH19 [CazAl(OHh 6H2Ü] 
불안정 구조， 과포화용액에서 생성， 

A. 100"C 이 하 a 2C4AH19로 변화하기 쉽다. 

수중 생성 육방정 계， 층구조， a l 1.54A , c 21.37A. 

a 2C4AH19 ” d 1.81 , 건조로 쉽 게 Q 또는 β C4AH13으로 

변하고 가역적 

C2-24A Hs-10.2 “ 
육방정계 ， a 2C4AH19와 a 2C4AH9 고용체， 

A l(OHh ;=t HzO 치 환 

a 1CzAHs [C없Ab(OHh03H20] 
총래 알려진 CzAHs, a z당AHs에서 

탈수， 재수화에 대하여 불안정 

a zCzAHs “ 
육방정 계， a 11.58 A , 8분자， d 1.95, 

CzAHs 조성 화합물중 가장 안정 

CzAH1S “ 침상결정 ， 불안정한 중간생성물 

CzAH12 “ 
육방정 계 ， C4AH19와 CZ4AHlO.z의 혼합물 

또는 C3A . CaC0 3 . Hll일 가능성 있음. 

육방주상， a 9.45A , c 14.6 A , n 1.471 , 

CAH lQ x[CazAb (OH)s6HzO]? d늑 1.7 ， 건조로 CAH7으로 변화， 22 0C 이하 

에서 생 성하고. 22 0C 이상에서는 CzAHs 

둥축정 계， a 12.576A , d 2.52, 상온에서 

CzAH6 8[CazAlz(OHh2] 
유일 의 안정상 C3AS2H2, a 12.0A과의 

사이 에 연속고용체 형성-

40H ;=t Si044 치 환 

CÆAH:33 2[CazA l(OH )g12H20]? 
육방정계 ， a 11.1 A , C 1O.8A , CA 용액과 

CaO 설탕용액에서 생성-

CzAH3 2[Ca( OH)zA IO( OH)] 
Al 이 O와 OH에 연결되는 boehrnite 층올 

B. 1000C 이상 포함하는 층구조， 105 - 150 "c에서 생성 

고압하 생성 사방정계 ， 장방형 판상， d 2.71 , 2150C 이상 

CzA3H3 x[Ca4A1601O(OH)6] 의 고온 고압에서 안정. CzA 250 0C 수화 

로 생성， CaO상 건조로 C3fuH3 

aC4AH13 [CazA](OHh3H에] 육방정계 ， a 5.74A , c 8.2 A , 2종 이상 있음 

육방정 계， a 5.74A , c 8.2A , 2총 이 상 있옴 

C4AH19의 건조에 의 한 층간 수탈수에 의 

C 틸수생성물 해서 생성， d 2.08, 양자(兩者) 구조적으로 

ßC4AH13 ” hydorcalumite Ca때ls(OH)54(CO)z21H2이 

단사정 계， a 9.9 A , b 11.4A , c 16.84 A , 

C4따119 ;=t C4AH13의 변화는 시 멘트 경 화 

체의 팽창 수축에 관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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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황산염 복염 

:î. 성 -E-7三 성 

광물명 ettIingite, 속칭 cement bacillus, 육방정 계， 
C3A . 3CaS04 . H32 C 31c, a 11.lA , c 21.58A , C축 방향으로 성 장한 

침상결정， 1轉負 ， 뼈長負 ， ω 1.464， é 1.458, 비중 1.73 

C3F . 3CaS04 . H32 
육방정 계， a 11.23A , c 22.14A , 침상결정， 1輔負，

ω 1.564, é 1.539 

C3A . CaS04 . H12 
육방정계， 판상 또는 침상결정， 1轉負， 빼長負， 

ω 1.550, é 1.535, 비 중 1.95 

C3F . CaS04 . H12 육방정 계， 1轉負 ， ω l.564, é l.539 

3) 규산을 포함하는 화합물과 고용체 
칼슐알루미노실리케이트 수화불로써 C2ASHs이 있으며 ， C2AS 유러나 알로펜을 석회 

수와 전몽하면 생성한다. 구조는 C4AH13에 유사하고， a 9.96A , c 12.56A이다. 성 

분으로서 A1 203는 Fe203로 0.3몰까지 치환 가능하다. 겔레나이트 수화물 C2ASHs는 과 

잉의 석회 또는 황산염의 존재에서 분해한다. 

또한， 규산을 함유하고 광범위한 조성에 걸친 하이드로가네트 고용체가 고온 고 

압의 수증기 중에서 생성한다. C3AH6 • C3FH6 • C3AS3 빛 C3FS3 는 서로 고용하며， 

Fe203는 A1 203로 Si02는 2H20로 치환될 수 있다. 수열처리에 의해 일반적으로 건조 

수축이 줄고 황산염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이유 증 하나는 성분으로서 A1 203가 불안 

정한 C4AH19에서 안정한 하이드로가네트 고용체로 바꾸l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드 

로가네트 고용체는 그다지 강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수화물의 웅결경화 이론 

수화물의 웅결경화 기구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주로 두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설명 

되고 있다. H. Le. Chatelier는 과포화 용액으로부터 난용성의 수화된 미결정이 치 

멸하게 석출하고， 결정의 표면에너지에 의한 응집력과 부착력으로 경화한다고 하는 

결정설을 제창하였다. 한편 . W. M i chae 1 i s는 과포화 용액으로부터 미결정과 켈을 

생성해서 웅결하고， 물은 미수화 입자 내부에 흡인되어 더욱더 수화는 진행함과 동 

시에， 콜로이드는 건고하여 경화한다고 하는 콜로이드설을 주장하였다. 

R. H. Bogue는 수화물 결정업자의 내부 strain에 의한 표면에너지에 의해 입자가 

응집하고， 이들이 합체하여 2 - 31J11l 정도의 입자가 될 때까지 성장하며， 이들의 연 

계에 의해 경화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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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X선 또는 전자현미경에 의해 행해진 수화반응에 관한 연구는 결정성을 광의 

(廣義)로 해석한 것이다. 굳은 시멘트 속에 나타나는 수화물은 박판상， 섬유상， 리 

본상의 미세한 결정이 서로 중복되어， 침상， 그물상， 박현상으로 발달한 것이다. 

이들 수화물 결정은 시벤트 입자 표면에서 내부 빛 외부로 성장하여， 서로 접촉하 

게 된다. 서로 접촉한 결정 중 어떤 것은， 같은 배향을 한 결정격자이고， 고체반응 

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격자로 성장한다. 이 결합의 수와 강도는 수화반응 

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고， 시멘트 입자간의 공극을 메워 강도를 발현하는 것이다. 

6. 규산칼슐 및 규산칼슐 건축재 

가. 규산칼융 

규산산칼숨(calcium silicate)은 산화칼융(CaO)와 이산화규소(Si Oz)가 결합한 조 

성의 화합물을 전체적으로 지칭한다. 두 가지의 조합 버율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만， 그 중에서도 메타규산칼슐(calcium metasilicate)과 오르소 규산칼슐(calcium 

orthosilicate) 이 중요하고， 그 외에도 3CaO. Si Oz( 규산삼석회)와 같은 조성의 화합 

물도 알려져 있으며 세라믹스에서는 중요한 화합불이다. 

CaO-SiOz계와 같이 단순한 고상반응은 Jander에 의해 검토되었고， 내부 확산이 

반응속도를 지배하고 있다. 반응속도는 일반적으로 v = A'e-q/ kT 으로 쓸 수 있다. 

A는 입자 크기， 접촉 상태 동에 따라 변하고， q는 격자 완화 반응상태로 만들기 위 

한 활성화 에너지이다. 반웅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A를 증가시키고， q를 감소 

시키고， k와 T를 높일 필요가 있다. CaO와 SiOz의 반응은 CaO의 확산속도가 크기 

때문에 조성비에 관계없이 우선 CzS ( 2CaO . S i Oz) 가 생성하고 SiOz계의 과잉인 경우 

에는 계속해서 CS ( CaO . S i Oz )를 생성하고 CaO가 과잉인 경우에는 C3S ( 3CaO . S i Oz )가 

생성될 수 있는 안정한 상태가 되면 C3S가 생성된다. 

(1) 수화물의 결정 구조와 형태 

규산켈숨은 물과 반웅하여 수화물을 석출하면서 경화한다. 규산칼슐 수화물로서 

현재 밝혀진 것을 표 4-3에 나타내었다. 섬유상 수화물로서는 조노트라이트， 히레 

브린다이트， 코하모라이트 CSH( 1 )등이 있고， 이들은 층상구조를 취하고 

[S i Oz( OH )z] 사슬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각 규산칼슐 수화물에 대해 간단히 기술 

한다. 

토버모라이트의 이온식은 Ca[S i Oz( OH )z] Ca( OH )z] [HzO] y로 표시된다. 토버모라이트 

의 구조는 그림4와 같다. 토벼모라이트는 사방정계에 속하고， a 11. 23A , b 7. 37 

A , c 22.6A이고 Ca4 ( S i 6018Hz) . Ca . 4HzO를 4분자 포함한다. 때로는 a와 b를 1/2로 

하여 1분자를 포함하는 유사 격자를 취하는 것도 있다. 결정은 필름 상에서는 연속 

으로 명행한 b축방향에 연장된 충면에는 (001) 의 벽개(뽑開)가 존재한다. 회절 피 

크의 최대 면간격은 (002) 에 해당하는 11. 3A이다. CaO / S iOz의 비는 0.83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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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규산칼숨 수화물 

며。 칭 화학조성 이온식 수열존재온도 

A. 섬유상， 7.5A 탈수에 의해 격자수축없음 

okenite CSÆ2 CaSi05.H20 

nekoite CS2H2 CaSi20 5.2H20 

xonotlite C6S6H C~Si6017(OHh 165-195 0C 

foshagite C4S3H C~(SiOh(OHh 350-300 .C 

hillebrandite(C2S ß hydr) C2SH Ca6Si03(OHh 160-225 .C 

tricalcium silicate hydrate C6SÆ3 CaôSi20 7( OH)6 150-500 .C 

B.tobermorite군， 섬 유상 탈수에 의해 C축땅향 수축 

14.0A tobermorite C5S6Hg C~(S잉OgH )2Ca8H20 

11.3A tobermorite C5S6H.i C~(S잉OgHhCa4H20 lOO-200 .C 

9.35A tobermorite C5S6Ho-2 C~(S잉OgHhCa 

CI-IS( 1 ), CSH(B) CO.8- L33S6Hx 

CHS( ll) , CSH(A) CJ.5-2SHx 
Ca4(Si30 gH) (OH)4Cal/2 

4H20 
plombierite C5S6H12 

CSH gel CL5-2SHx 

C. tobermorite군， 섬 유상 육방정 계， a축 약9.7A 

reyerite( truscottite) C5S4H CaJ(Si20 5)z(OH)z 

gyrolitc C3S4I-b CaJ(SiZ0 5h(OH)z2H20 150-250 .C 

z-phase CS2H2 

D.기타 

CSH(A) CSH2 150 'C 이 'ðt 

CôS4H3 

afwillite C3SÆ3 CaJ(HSi04h 2I-I20 110-160.C 

phase Z CgS6H 

phase F C5S3H2 

C쉰 C2SH Ca2(HSi04)(OH) 200 0C 이승} 

CôS3H Ca6(Si20 7 )(Si04)(OHl 350 .C 

phase X C"SzH Cas(Si0 4lz( OHh 200 .C 이상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비가 높고， Si OzHz의 일부가 Ca로 치환되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프롬비어 라이트(prombierrite) 및 인공적으로 합성된 CSH( 1 )는 토버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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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 유사한 구조의 결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상온에서 생성되는 CSH( 11 } 

는 결정도가 낮고 회절 피크는 (110) 3. 05A , (200) 32.79A , (020) 1. 82A 등의 

몇 개만 확인된다. 

규산칼융계 수열 반응에 의한 경화는 주로 섬유상 규산칼슐의 생성에 기인한다. 

또 이들 수화물 중에는 습도의 변화에 따라 결합수의 양과 저면간격 빛 바증을 변 

시격 경화체의 수축을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이 아넌 수화물로는 자일로라이트， 

아파이라이트 a -C2S수화물 둥이 있고， 이것들은 [Si03(OH} ]3- 이온을 갖고 있다. 

아파이 라이트의 구조식은 Ca3. 2H20 [HS i 04] 2로 표시된다. 

(2 ) 졸 및 첼 

규산 및 규산염은 물에 용해하는 경우， 가장 작은 단위인 Si (OH}4 모노머 

(monomer) 이다. 이 모노머는 중합하여 다이머 (dimer)를 형성하고， 그사이 불안정한 

6배위 Si 생성물의 경유하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모노머 및 다이머는 몰리브벤 

산과 결합하여 발색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용해도는 무한대로 분자상 규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욱더 중합도가 높아지면 실리카졸(si1ica sol)로서 콜로이드 용액을 형성하고， 

구성단위 입자는 미셀 혹은 디스크리드 입자라고 부르며， 입자의 크기는 콜로이드 

의 영역에 들어가 10 - 1000A 정도이다. 특히 대단히 높은 농도와 안정한 실리카졸 

이 제조되고 있으며 ， 웅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디스크리드 업 

자의 웅집한 것이 침전 또는 젤이며， 전자는 뭉친 것이고 후자는 3차원적으로 느슨 

한 그물망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 디스크리드 입자 표면은 실란올 Si-O-H로 둘러싸 

여 서로 수소결합 O- H- O 혹은 설록산 결합 Si - O- Si로 연결되어 있다. 수소결합에 

의한 것은 건조하면 응집하여 조밀해지기 쉽고， 강력한 실록산 결합에 의한 것은 

강화 실리카젤이라 부르고 건조하여도 다공성 조직으로 되어 재분산도 가능하다. 

디스크리드 입자의 응집시 배위수는 대체로 3정도로 실채 용적은 0.056 - 0 . 185의 

낮은 값을 갖는다. 

규산 및 규산염 ， 특히 콜로이드 실리카의 표면 실란올은 물 또는 유기물 동을 흡 

착하여 알콜류에 대해서는 일종의 산으로서 작용하고， 에스테르화 반응을 일으킨 

다. 이렇게 Si - 0- H- OH2, Si - O-R(R二알킬기)둥의 결합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산은 설란올 존재에 따라 비쿄적 용해도가 높고， 포졸란반응 혹은 규 

산컬융 수열 반응 동의 반응성에 크게 관여한다. 알루미늄 등의 다가(多價)의 양이 

온과의 결합에 의해 표면은 난용성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나. 경화 반응 

산화칼습(Ca이와 이산화규소(S i02 ) 가 어떻게 물과 반웅하고 경화하여 규산칼숨 

(ca1sium si1icate)을 형성하는가는 일반적으로 시멘트의 경화 반웅에서 검토하여 

여
 ω 



볼 수 있다. 즉 시멘트 경화 반응의 근본원리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 구조 혹은 에 

너지적인 측면에서 규명되어 있다. 시멘트의 경화성은 고온에서 형성되어 상온에서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시멘트 구성 물질을 물이 존재하면 용해성이 커져 용해도가 

작고 표면적이 큰 수화 생성물을 석출하고， 생성물의 수산기 결합， 수소결합 혹은 

만데어발스 결합 동에 의해 웅집력과 접착력을 나타내게 된다. 

(1) 경화성 물질에 관한 열역학 

경화성 화합물의 생성 반응이나 수화 반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시멘트의 제조， 

혹은 수화열둥 공학적인 문제의 해석과 열역학적 수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 생성열 빛 비열 

주요 경화성(시멘트) 화합물의 구성 산화물로부터의 생성열 값을 표 4-4에 나타 

내었고， 명균 비열을 표 4-5에 나타내었다. 

표 4-4. 경화성 물질의 생성열 

반 τ 。:>
20 .C 1300 .C 

kcaVmol CaVg kcaVmol Cal/g 

2CaO + Si02(gel) • rCzS 34.27 199.0 

2CaO + SiOz(gel) • β C2S 33.24 193.0 

2CaO + Si02(gu따tz) • β C2S 29.80 173.0 25.2 146 

2CaO + Si02(gel) • C2S 32.77 143.5 

2CaO + Si02(quartZ) • rCzS 29.40 129.0 25.2 111 

3CaO + Alz03( a) • C3A 4.30 16.0 5.8 21 

4CaO + Alz03 + Fe20 3 -• 
12.00 25.0 

C4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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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경화성 화합물의 비열 

20 20 m 20 20 20 20 20 20 20 20 
온 도 ℃ 

3ω 450 500 675 675 700 맛)() 1100 1300 1400 1500 
0.24 0.25 0.26 0.26 

CaC03 
8 1 1 6 

Ab03' 2SiOz' 2Hz 0.28 

O 0 
0.23 0.24 0.25 0.25 0.26 0.27 

Alz03.2Si02 
8 1 0 8 5 0 

0.20 0.20 0.20 0.21 0.21 0.21 0.21 
CaO 

10 57 91 29 53 70 85 
0.23 0.24 0.25 0.26 0.27 0.27 0.28 

Alz03 
22 91 86 47 06 63 10 

0.23 0.24 0.25 0.26 0.26 0.27 0.27 
SiOz 

9 6 8 3 6 1 2 
0.22 0.23 0.24 0.25 0.25 0.25 0.25 

CA 
23 42 11 01 47 79 92 

0.21 0.22 0.22 0.22 0.23 0.23 
C3A 

11 13 61 89 19 48 
( r ) ( r) ( r) (β) (β) (β) (ß) ( β) 

CzS 0.20 0.21 0.22 0.23 0.23 0.24 0.24 0.25 
69 85 72 14 27 15 86 42 

0.20 0.21 0.22 0.23 0.24 0.24 0.24 
C3S 

70 76 73 40 06 39 75 
표트랜트사멘트 0.21 0.22 0.22 0.23 0.24 0.26 0.27 

크링커 7 0 9 6 2 2 o I 

(나) C3S의 생성열， 자유에너지 및 격자에너지 

β CzS와 CaO로부터 C3S의 생성반웅， βCzS + CaO • βC3S는 Brunauer 둥에 의해 

23 0C에서 L1 H=2100cal 의 흡열이 팔요하다. 또 Todd는 정밀한 버열값으로부터 산화 

물에서의 생성 엔트로피 CzS의 L1S l. 5eu , C3S의 L1 S l. 8eu를 구하였다 Brunauer 

& Greenberg는 이들 값으로부터 위의 반웅의 자유에너지는 L1 F = -2000 cal /mol 이 

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C3S가 상온에서 βCzS + CaO가 공존하는 경우에 버교하여 

불안정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C3S, CzS의 격자 에너지는 UC3S = -2570 kcal , Uczs = -1728 kcal , UCaO = 

-842kcal 가 구해진다. 이 경우 UC3S - UC2S - Ueao = 0으로 되지만， 정확하게는 C3S와 

CaO로부터 C3S의 생성열은 2kcal 에 일치하는 값이다. 

% 



C3S는 βCzS에 비해 수화속도의 훨전 빠르지만， 격자에너지， Ca-O 결합에너지는 마 

찬가지로 작다고할 수는 없다. 모두 물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는 C3S의 높은 

CaO!SiOz의 비율이나 바르지 못한 Ca의 배위와 이것에 의해 형성된 구조 중의 공극 

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2) 경화성 물질의 구조적 륙정 

경화성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경화하는 능력은 Brandenberger(1936)에 의하면， 

결정 구조 증의 활성 양이온의 낮은 배위수에 관계가 있다. Ca이온은 비교적 커다 

란 이온 반경을 강고 있고 전하도 작아 결정 구조상 중요한 역힐을 하지 않고 단순 

히 공간을 채워 전하를 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배위수는 8 또는 

그 이상을 취한다. 그러나 높은 온도에서는 0이온의 열 진동 증대(增大)에 따라 Ca 

이온과의 이온 반경 버율의 저하에 의해 Ca이온은 낮은 배위수를 취하고， 배위중심 

으로서 활성을 나타내게 된다. 고온에서 안정한 결정 구조가 저온에서는 불안정하 

게 되고， CzS와 마찬가지로 전이(轉移)를 일으키기 쉽다. 또 물과의 접촉에 의해 

OH기 혹은 HzO 분자를 받아들여 저온에서 안정한 배위를 갖는 생성물을 형성할 수 

가 있다. 규산칼슐의 결정학적 성질을 표 4 -6에 나타내었다. 

또 Bussem(1933)은 오히려 Ca이온 배위의 비대칭성과 그에 관련된 공국의 존재가 

반웅성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C3S의 결정구조중에 Ca이온은 6개의 。이온에 배워하 

고， 그중 5개는 l개의 반구(半球)상에 모여 있고 나머지 1개가 다른 반구 쪽에 있으 

묘로 커다란 공극을 갖고 있다. βCzS의 구조에서 Ca이온의 배위수는 절반은 6, 나 

머지 절반은 8로 이들 배위수는 비대칭적이다. 이에 비쿄하여 경화성을 갖지 않는 

저온 안정형의 r CzS에서는 Ca이온의 배위수는 6으로 낮지만， 구조는 규칙적이다. 

C3A의 구조는 AI04 및 AI06의 다면체로 구성된 그물망중에 정상적으로 배위수 6과 

불규칙적으로 배위수 9인 Ca이온이 존재하고 있고， 낮은 배위수의 Al이온과 불규칙 

적인 배위의 Ca이온에 의해서 반웅성이 뛰어나다. 더욱이 CA는 A104가 연속된 그물 

망 간극에 6 또는 7개의 0에 비대칭적으로 배위한 Ca이온이 간극을 채운 구조를 취 

하고 었다. 

다. 규산칼슐 건축재 

규산칼슐계 건축재는 원료 혼합후， 가압둥에 의해 성형하고 수열 합성으로 제조 

된다. 이 때 규산칼슐 수화물과 충전제의 성형성， 경량성 빛 역학적 특성은 생성 

수화물의 종류， 형태 및 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인 규산칼숨 건축재의 역학적 특성중 압축 강도는 수열 합성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즉， 수열 합성 시간이 길어지변 수화생성물이 토버모라이트 또는 조노트라 

이트로 전환되어 감소된다. 그리고 결정질 수화물(토버모라이트)과 비정질 수화물 

(C-S-H)의 최적비는 규산칼융 수화물 조직 내부에 형성되는 생성물의 종류， 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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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칼숨실리케이트의 결정학적 성질 

C<l3Si05(C3S) Ca2Si04( C2S) C<l3Si20 7( C3S2) CaSi03(CS) 

;lζ- Q 
a ’ 

β pseud 
λ。4 54CaO-1 ?elsc b;edi lamit y 0-
며。 Ca30( 6Si02 -Al h- _'L. e ranki ßC없Si wolla wollas paUra-m 
칭 SiO4) 2O(3al hitIeg)O m{dtite glte (b~iïte nite 20 7 stome tonte 110 as 

Ca7Si2 
;~ë; ~ .. ~ nte 

OP2016 Si03 

결 삼사( 단사(單 사방( 
;져。 

=챔) 힘) 힘方) 
단사 사방 단사 삼사 삼사 단사 

계 
Q a 1.7158 Q α α Q Q g g Q Q 

1.7139 -1.7197 1.652 1.713 1.707 1.640 1640 1.608 1.610 1.620 1.620 

굴 
y r 1.7172 β β R β 7 β β β 

절 
1.7172 -1.7197 -1.682 1.717 1.715 1.645 1.644 1.615 1.611 1.632 1.631 

돋。r 
y y y r r y y r 

1.661 1.732 1.730 1.654 1.650 1.654 1.634 1.633 

-1.693 
효-，ε 

0.008-
굴 -까L、- -까4、- 0.014 0.019 0.023 0.014 
절 
비 3.15 3.227 3.04 3.44 3.28 2.96 3.00 2.90 2.96 2.93 
~ 

천연， 천연， 
슬러그 슬러 
중 안 처~ 여 ~’ 그중 

보일 
천연， 포E 

포 천연E ，랜 처~ 여 ~， CaO 
러 스 

슬래 랜드 rankinit 케일 
Ca 그중 시벤 

슬래 e을 열 
+Si02 중 고 

생 Na04 Ca E 중， 
드 시벤 그중 수 50 1200 옹에 천연， 

상성 인공소 포틀랜드 !f二 τ」:
Na04 슬래 

E 중， CaO O'C , ℃이 서 서 
보일러 

결 시멘 E중 Na20+ !E~ 그중 
슬래그 +Si02 38071 압 

상가 
냉， 또 

스케일 

태 Alz03 K20 B20 3 
~ Jl~‘r 1400 14일 처 

열또 .->‘ 중 
존재에 도 시료 ℃ 가 τ L-r -/「- τT 

로 안 = 。 리 열 
서 고 0= 서냉 열 열 

정 로 안 450-5 
S」L 드 口+

정 
450-5 OO 'C 

냉 OO 'C 
처리 

처리 

C3S , 쏘틀랜드 
rC2S , 시벤E 

CaClz 크링커 
둥량혼 70% , 

기 
합물올 CaClz 

타 1500 'C 30%를 
4hr 결 가 1500 'C 
열단 4hr 가열 
까대。’ 최 단결정 

최대 
1mm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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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결정과 비결정 수화물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성물의 종류별로 압축강도와 비중의 크기는 C-S-H( 1 ) > 조노트라이트〉 
TSH ( C6S2H3 ) > 11 Á -토버모라이트> r -C2S수화물> a -C2S수화물 순서이고， 인장감도는 

조노트라이트> TSH(C6S2H3 ) > C-S-H( 1 ) 늑 11Á-토버모라이트> r -C2S수화물> a -C2S수 

화물 순서로 토벼모라이트가 C-H-S( 1 )에 버해 역학성 특성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 이유로는 수화물의 강도 특성이 생성 조직체의 미세조직에 의존하기 

때문이며 . a -C2S수화물의 강도 특성이 나쁜 이유는 결정성이 매우 크고 접촉점이 

작은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규산칼슐 건축재의 강도 특성은 미세조직의 비표면적을 크게 하고 많은 

접촉점을 갖는 성형체 제조에 의해 개선될 수 있고， 또한 연장 강도는 날카롭고 바 

늘 형상의 수화물 성형체 제조의 의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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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폐석 및 석분 슬러치를 활용한 인조석 제조 

제 I 절 인조석 제조원료 

1. 혜석 및 석분 슐러지 

본 연구의 인조 석판재 제조에 사용한 원료는 건축채용 석판재를 생산하기 위한 

그럼 5-1에 나타낸 석재 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화강암류의 폐석 빛 석분 슬러지로 

정럼산엽 논산공장에서 채취한 것이다. 혜석은 원석 Block을 일정한 크기 빛 두께 

로 판채화하는 공정인 절단공정에서 채취하였으며 석분은 절단공정과 절단한 석판 

재의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처리한 연마공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침천지 현장에서 

여과하여 수거한 것으로 상당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수거한 혜석과 석 

분 슬러지를 그럼 5-2에 나타댄 원료조제 공정에 의하여 파쇄 및 건조하여 인조석 

판재 제조원료로 준버하였다. 폐석 및 석분 슬러지에는 다량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 

으묘로 먼저 폐석을 건조기에서 건조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Jaw Crusher에 

의한 l차 파쇄 빛 Roll Crusher에 의한 2차 파쇄를 행하여 폐석의 입도를 10mm이 

하로 조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도분포 분석 결과를 표 5-1에 나타내였으며 . 또한 

원료로 사용한 폐석 및 석분 슬러지의 화학분석 결과를 표 5-2 빛 5-3에 각각 나타 

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석분 중에는 폐석 보다 SiOz의 함량이 낮 

은 반면 Alz03의 함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림 5-3에 나타낸 것처럼 

석분의 펑균 입도가 14때으로 미세하여 풍화에 의하여 장석류가 일부 분해된 것으 

로 추측된다. 

표 5-1. 인조석 판재 원료로 사용한 폐석의 입도분석 결과 

Size (i nch) Weight (%) Cum. Wt (%) 

-10 + 5 19.3 19.3 

5 + 3 18.4 37.7 

-3 + 1 10.6 48 . 0 

-1 + ~ 18.4 66. 7 

-~ + % 14.2 80.9 

-% + ys 10.4 91. 3 

% 8. 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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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Mass 

Cutting 커 
ng 닉 

Clean Water 

Waste Stone 

Stone Plates 

Waste Stone 

Powder Sludge 

그림 5-1. 석판재 가공공정에서의 폐석 및 석분의 발생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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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one 

Over Size Screening 

Over Size 

κ1ixing 

Stone Powder 

Sludge 

그림 5-2. 인조석판재 원료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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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인조석 판재 제조에 사용한 폐석의 화학조성 

화학성분 함량 (%) 

SiOz 72. 21 

TiOz 0.43 

Alz03 16.45 

FeZ03 1. 81 

KzO 3.64 

NazO 3. 47 

CaO 1. 12 

MgO 0. 16 

MnO 0.04 

PzOs 0.05 

표 5-3. 석분 슬러지의 화학조성 

화학성분 함량 (%) 

Si02 65. 60 

Ti Oz 0.58 

Alz03 20.51 

Fe203 3.69 

KzO 3. 41 

NazO 3.54 

CaO 1. 63 

MgO 0.24 

MnO 0. 07 

PzOs 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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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합체 

인조석 판재를 제조할 사용되어지는 결합제의 특성은 화학적으로 활성이 작고 내 

수성， 내약품성 및 내열성이 우수해야 하며 비중이 높지 않아서 인조석 판재 특성 

상 제품의 버증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며 ， 또한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결합체의 선택성 및 적성 실험을 행하여 반투명성 

수지로 성형성， 작업성 빛 후경화성이 양호하고 열변형 온도가 높아 제조한 제품의 

변형이 극히 적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인조석판재 제조용 결합제로 사용하였다. 

인조석 판재 제조용 결합제로 사용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는 무수프탈산， 무수말 

레인산， 에칠랜글리콜 빛 프로필랜글리콜를 약 200 0C의 질소분위기하에서 15시간 

반웅시켜 제조한 산가가 15-30 정도인 벼꼬적 저분자량의 액상의 수지이며 이에 대 

한 제조공정을 그럼 5-3과 물성을 표 5-4에 나타내였다. 

3. 기타 첨가제 

인조석판재 제조시 결합제 이외의 첨가하는 첨가제로서는 촉진제 ， 경화제 및 다 

양한 색상을 연출하는데 필요한 착색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제로 나표탄산 

코발트(Coba1t Naphtanate) , 경화제로 MEKPO(Methy1 Ethy1 Keton Peroxide) 빛 착 

색제로는 결합제에 대한 분산성， 착색력이 양호하고 내열， 내후성이 강한 백색 

(Ti tanium Oxide). 적색 (Iron Oxide Red) , 흑색(Iron Oxide 81ack). 청색 (Coba1t 

81 ue). 녹색(Chrome Green) , 황색 (Chrome Orange) 동 무기 산화물계 안료를 선정하 

여 사용하였다. 

표 5-4. 인조석판재 제조용 결합제의 물성 

흡수율( 25 oC , 24hr) 0 . 3% 

굴곡강도 llkg/ mm z 

굴곡탄성율 390kg/ mm z 

인장강도 6. 7kg/ mmZ 

인장신율 1. 7% 

압축강도 13.8kg/ mm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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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산 스티렌 

증
 

합 。} 
。반 

축 중 합 수 지 

폴 리 에 스 테 E 

함 *1 
t:1 

가 열 경 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결합제 

그림 5-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결합제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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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조석 만재 제조공정 

본 인조석 판재 제조에 적용한 제조공정을 그럼 5 - 4에 나타내었다. 제조공정은 

폐석， 석분 및 결합제를 혼합하는 혼합공정 ， 혼합한 원료를 가압， 성형하는 성형공 

정 및 성형물을 고화시키는 경화공정으로 대별되며 이밖에 제조한 인조석 810ck의 

절단 및 연마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합공정에서는 원료인 폐석과 석분을 일차 

혼합하고 이어서 결합제를 일정 비율로 첨가하여 이차 혼합하므로써 폐석 및 석분 

표면에 결합제가 균일하게 도포한다. 성형공정에서는 혼합공정에서 균절하게 혼합 

한 혼합물을 크기가 100 x 100 x 150m/ m이고 채질이 SUS 304 인 성형틀에 정량 장입하 

여 사진 5 - 1 에 표시한 Oynamic Pressing System으로 압력을 가하여 일정시간 성형 

한다. 경화공정에서는 성형이 완료된 성형물을 100 0C 이하에서 가열하여 고화시켜 

인조석 8Iock과 Boring하여 인조석의 물성측정을 위한 사료를 만든다. 절단 빛 연 

마공정에서는 제조한 인조석 Block을 일정 두께로 절단하여 판재화하고 이어서 인 

조석 표면을 연마처리한다. 

사진 5-1. Dynamic Pr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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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조석 판재 

( 

-
-

“‘ ‘ -、 -
‘ t 

(b) 물성측정을 위한 인조석 Block 

사진 5-2. 인조석 판재 및 물성측정을 위한 인조석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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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 절 인조 석딴재의 

1. 물성시혐 시료 

nλd 01 
능를 。:*

토르λ4 
「 。

석재가공 공정사 폐기물로 발생하는 화강암 폐석과 석분 슬러지를 원료로 결합제 

와 경화제를 혼합， 성형하여 사진 5-2 과 같이 100mm x 100 빼 x 12mm 크기의 인조석 

판재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물리적 성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100mm x 100 빼 x 100mm 

크기의 인조석 Block를 제조하여， 이를 대상으로 제조 조건에 따른 각각의 물성을 

측정， 비쿄하였다. 각 시료의 물성 측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진 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조한 인조석 Block로부터 시료당 4개씩의 코아를 채취， 물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펑균하여 해당시료의 대표값으로 취하였다. 물성시혐은 버중， 흡 

수율， 탄성파 속도， 압축강도， 연장강도， 반발경도 , 탄성계수 빛 포아송비를 측 

정하여 인조석재의 역학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물성측정은 표 5-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성형압력， 폐석의 크기， 석분 슬러지의 

입도， 결합제 첨가량 및 폐석과 석분 슬러지의 혼합벼 동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인조석 17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표 5-5. 인조석재 물성에 영향을 미치논 제조조건 

성형압력 (kg/cml:) 50 , 100, 200 , 300 

펴1석과 석분의 벼율 3: 2, 1: 1. 2:3 

폐석의 크기변화 10-5mm, 5-3mm, 3mm-16 mesh 

석분의 크기변화 16 mesh , - 48 mesh 

결합제의 양 ( g) 250 , 300 , 33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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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질량과의 벼로 나타내는 

표시하는 방법에 는 체적비중(bulk 

specific gravity) 과 전비중(true 

체적버증이나 겉보기 비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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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훌:t 

그림 5-5. 반발경도 측정장치 

제 4 절 물성시험 결과 빛 고찰 

암석의 툴리적 성질은 그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조암 광물의 입도와 조직 및 구 

성 광물 상호간의 배열 특성 퉁에 따라 좌우되는데 제조한 인조석 한재의 경우에는 

구성 성분인 혜석 빛 석분 그리고 결합체의 첨가량에 따라 그 물리적 특성이 달라 

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인조석 판재의 경우 고온， 고압하에서 그 구성 성분들이 화 

학적으로 변화되어 생성되는 천연석재와는 달리 결합제가 단순히 석분 및 펴l석들을 

서로 물리적으로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석분과 결합제의 혼합정도， 가 

압하여 성형할 때 발생하는 공극 및 균열의 최소화 및 경화할 때의 석분과 결합제 

계면에서의 수축정도 둥이 본 인조석재의 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 

인조석재의 물성측정 결과를 토대로 일차적으로는 각 물성별 분석을 통하여 인조 

석재의 물리적 성질을 기타 천연석재 빛 콘크리트 등과 벼쿄，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제조 조건들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들을 토대로 성형압력， 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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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폐석의 입경 빛 구성비 그러고 결합체의 양 동 조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 

하여 인조석판채 제조공정의 최적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건축자재용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천연석재의 물성과 인조석재의 물성을 버쿄하였다. 

표 5-6은 인조석재를 제조하였을 때 각 각 제조조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열거 

한 것이고 표 5-7은 각 조건에 따라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 측정 결과로 각 제조 

조건별로 물리적 성질들을 상호 비쿄할 수 있도록 정러한 도표이다. 

1. 물성별 결과 빛 고찰 

가. 버 중 

일반적으로 천연석재의 버중은 암석을 구성하는 조암광물의 종류， 함유량， 조직 

동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국내 화강암의 비중은 2.53-2.64 의 범위에 속하며 

각 암종별로 그 범위와 명균값이 달러 나타난다. 즙 흑운모 화강암 빛 북운모 화 

강암은 2.55 로서 낮은 값을 나타내며 유색광물의 함량이 버교적 많은 각섬석암은 

2. 83 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본 인조석재의 경우 성형압력의 변화에 대한 비 

중의 변화는 인조석재 제조시 가한 압력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압력이 

증가할 수록 폐석과 석분의 조밀도가 증가하고 천체적으로 결합제가 차지하는 버율 

이 감소되기 때문이며 또한 성형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몰드 틈율 따라 결합제가 유 

출되어 비중이 낮은 결합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변화 

는 2.27 -2. 35 범위로 나타났으며 공극을 채워주는 최소한의 결합체 양을 고려한다 

면 2. 25 에서 2. 3 정도의 비증을 갖도록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경이 다른 

폐석을 사용한 경우의 버증을 비꼬하면 사용된 폐석의 크기별로 비중의 차이가 있 

으므로 이에따른 인조석재의 비중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3mm 에서 16mesh 

사이의 크기를 갖는 혜석을 사용한 경우 다른 것들에 버해 낮은 2.18-2.19 로 나 

타났으며 이 경우 석분에 대한 폐석의 비가 증가 할 수록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므 

로 3mm에서 16mesh 사이의 크기를 갖는 폐석이 다른 폐석틀에 비해 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혐에 사용한 결합제의 비중이 약 1. 12 이므로 결합체의 사용을 
늘럴수록 인조석재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인조석재의 제 

조에는 석분에 비해 고가인 결합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분 및 폐석들을 상호 

결합시킬수 있는 정도의 최소양을 사용하였으므로 결합제를 다량 사용하여 제조하 

는 인조 경량골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본 인조석재의 경우 천연 화강암의 약 

85 %에 해당하는 비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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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인조석재 제조조건 

시료 
입도 중량(g) 

결합 성형압력 경화온도 경화시간 
번호 제량(g) (kg/ an') ( .C ) (min) 

10 - 5mm 1250 
-16mesh 1250 300 200 80 120 

2 10 - 5mm 1250 
-16mesh 1250 300 100 80 120 

3 10 - 5mm 1250 
-16mesh 1250 300 50 80 120 

4 10 - 5mm 1250 
16mesh 1250 300 300 80 120 

5 10 - 5mm 1250 
-48mesh 1250 300 200 80 120 

6 -16mesh 2500 300 300 80 120 

7 3mm-16mesh 1250 
-16mesh 1250 300 300 80 120 

8 3mm-16mesh 1500 
-16mesh 1000 300 300 80 120 

9 
3mm-16mesh 1000 

-16mesh 1500 300 300 80 120 

10 5 - 3mm 1250 
-16mesh 1250 300 300 80 120 

11 
5 - 3mm 1500 
-16mesh 1000 300 300 80 120 

12 5 - 3mm 1000 
-16mesh 1500 300 300 80 120 

13 10 - 5mm 1500 
-16mesh 1000 300 300 80 120 

14 10 - 5mm 1000 
-16mesh 1500 300 300 80 120 

15 10 - 5mm 1250 
-16mesh 1250 330 300 80 120 

16 10 - 5mm 1250 
-16mesh 1250 400 300 80 120 

17 10 - 5mm 1250 
-16mesh 1250 250 300 8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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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각 제조조건 별 인조석재의 물성측정 결과 

탄성파속도 
압축 인장 

시료 비중 :4-걷 。경r (m/sec) 탄성계수 포아 Shore 
번호 (g/ cm3 ) (%) 강도 강도 (1맘때/떼) 송버 경도 

P따 S파 (kg/cm') (kg/떼) 

2.321 0.35 3800 1740 780 120 1. 119 0.356 59.6 

2 2.297 0.44 3710 1790 760 110 1.150 0.100 60. 8 

3 2. 269 0. 69 3040 1490 650 90 0. 975 0.226 55.3 

4 2.353 0.44 3420 1740 730 90 0.963 0.224 61. 4 

5 2.248 0. 58 3390 1910 780 100 1. 242 0.284 60.5 

6 2.273 0.90 3080 1910 720 110 0.904 0.295 43.3 

7 2.183 0. 83 2490 1660 575 80 0.536 0.355 51. 0 

8 2.197 0.81 2510 1520 580 80 0.540 0.429 50. 3 

9 2. 203 0. 67 3030 1870 690 90 0. 853 0.377 54.0 

10 2.203 0. 67 2590 1690 665 80 0. 672 0.438 59.3 

11 2. 307 0. 50 3100 1820 690 70 0.866 0.445 59.3 

12 2.254 0.96 2450 1530 620 70 0. 601 0.415 55.8 

13 2. 260 0. 58 3070 1710 660 80 O. 786 0.294 56. 0 

14 2.259 0.52 3440 1890 760 90 1. 177 0.420 57.0 

15 2. 2894 0. 93 2450 1520 580 70 0.594 0.349 57.0 

16 2.356 0.53 3490 1890 770 80 1.239 0.358 55.8 

17 2.317 0.68 3590 1950 700 80 1. 341 0. 409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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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흡수율 빛 탄성 파속도 

암석에서 흡수율이 높다는 것은 다공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흡수율이 높다 

는 것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간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여 암석의 공극율 및 

투수계수가 높다는 것인데 인조석재의 제조사 사용되는 석분 및 페석의 크기 및 구 

성버에 따라서 ， 또한 석재에 가한 하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 

내 화강암의 경우 풍화정도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흡수율은 0.2-0.7 

%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광진 1989) .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의 건축채용 화강석재 표준규격의 흡수율 최대치는 0.4 %인데 인조석재 

의 경우 제조조건에 따라 0 . 35-0.96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16mesh 이하의 석분만 

을 사용한 경우에는 0.90 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석분과 결합체의 혼합시 

석분이 매우 미세한 관계로 충분히 섞이지 못하여 석분사이에 공극이 존재할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폐석과 석분을 혼합한 경우에는 혜석과 석분의 크기 차이 

가 많이 날 수록 입자간의 혼합이 잘 이루어져 치밀해지므로 흡수율이 낮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조석재를 제조할 때 성형압력의 영향은 압력이 증가할 

수록 흡수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300 kg/ cm2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값이 다 

시 증가하였다. 이는 적정압력 이상이 가해지는 경우 결합제가 성형몰드로부터 유 

출되어 이로 인하여 석분사이의 공극을 채워줄 결합제가 부족해지며 또한 혜석 상 

호간의 압력에 언하여 혜석이 파열되어 공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조석재의 탄 

성파속도는 흡수율과 상관관계가 높아 표 5-7의 시료번호 6. 12. 15 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흡수율이 높은 경우 탄성파속도가 낮은 값을 보였으며 따라서 탄성파속도 

의 측정을 롱하여 석재내 공극의 많고 적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암석은 인장력 ， 전단력， 휩응력 등에 약한 반면에 압축강도가 높은 잇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의 내장재 및 장식재 , 공예재 둥에 사용되는데 석재에서 강도란 

일반적으로 압축강도를 말한다. 암석에서 압축강도는 매우 중요한 역학적 요소로서 

조암광물의 입도， 기질의 종류 그리고 이들의 결합력이나 경계면상의 미세균열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값이 탈리 나타나며 대체로 언장강도와는 비례적인 관계에 었다. 

인장강도는 대략 압축강도의 5-10 % 정도의 값을 갖는 물성으로 주로 인성이 요구 

되는 조각물 동에 이용되는 석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물성중의 하나이다. 

암석을 한 방향에서 하중을 가하면 대개의 경우 그림 5-6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응력 -변형율 곡선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순간이나 그 변형이 작은 순간에 파괴되고 

만다. 이와같은 따괴를 취성파괴 (brittle fracture) 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동일한 

암석의 주위로부터 수백 기압의 압력을 가한 다음 축방향으로부터 압력을 가하면 

그림 5-6에서처럼 응력-변형율 곡선의 구배가 매우 작아진 후에 상당한 정도로 변 

형된 후에 파괴가 된다. 이와 같은 파괴를 연성파괴 (ductile fracture)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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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조석재의 경우 석분과 결합제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결합제의 연 

성으로 인하여 후자와 같은 거동을 보이고 있다. 

rupture pomt 

o 。

E E 

(a) 취성파괴 (b) 연성파괴 

그림 5- 6. 단축압축 시혐의 이상적 인 응력 변형율 곡선 

응력과 변형율간의 양적관계는 탄성율(Young's modulus) , 포아송비 (Poisson ’ s 

ratio) 동의 역학정수에 의해 결정된다. 웅력과 축방향의 변형율과의 관계를 탄성 

율이라 하며 E = 0 ! C 으로 나타내며 축방향의 신장 또는 수측에 대해 이것과 직 

각방향의 수축 또는 선장의 크기 비를 포아송비 v 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식으 

로 나타낸다. 

축방향의 변형율 CI 

직각방향의 변형율 Cb 

CI = - V Cb 

v 가 0 이면 벌든지 당겨도 횡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암석의 경우 포아송비는 

0. 1-0.3 정도이다. 예를 들면 같은 크기의 웅력이 존재할때 탄성율이 큰 물체는 

탄성율이 작은 물체에 비하여 아주 조금만 변형한다. 이와같이 탄성율이 크다고 하 

는 것은 동일한 응력에 대해서 변형율이 작다는 것을 뭇한다. 그러나 응력에 비해 

서 변형율이 작다는 것은 동시에 파괴웅력 즉 강도가 크다는 것을 뭇하는 것은 아 

니다. 물질이 다르면 영율과 강도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과 없으며 동(copper)과 같 

이 영율도 강도도 큰 물질이 있는가 하면 고무와 같이 영율은 대단히 작으나 강도 

가 비교적 큰 물질도 있다. 

그럼 5-7, 8, 9, 10은 성형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단축압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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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시 웅력과 변형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750 kg/cm2 의 천연 암석과는 달러 파괴후 축방향 변형이 계숙 진행되는 연성파괴 

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석분， 혜석 이외에 결합제가 석분 및 폐석률 

율 둘러싸고 있는 상태이므로 파괴가 일어나도 급격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전체 형태를 유지한 채로 변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웅력과 축방 

향 변형율의 기울기로부터 탄성율을 구하였으며 파괴가 일어났을때의 축방향 및 직 

각방향 변형율의 비로부터 포아송비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인조석재의 압축강도는 

500 - 800 kgl cm2의 범위를 보이는데 이는 KS( 한국공업규격)에 의하면 준경석 (100-

500 kg/cm2 ) 보다는 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ASTM의 건축용 화강석재의 압축강도 

최저치인 1310 kg/cm2에 훨씬 못미치는 값이다. 

표 5-8은 각종 암석의 역학적 성질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재조한 인조석재는 콘크리이트의 압축강도보다는 높으나 탄성율 

이 일반암석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인조석채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 

용한 화강석 폐석이나 결합제 자체의 압축강도 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이유는 폐석 

과 결합제의 경화시 충분히 혼합되어 폐석 빛 석분들이 결합제로 인하여 균일하게 

연결되어야 하나 압축성형시 발생되는 공극이 일부 잔존하고 또한 결합제가 석분틀 

을 완전히 둘러싸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균일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극 빛 불균일 경계변에 응력이 집중되므로 압축강도가 낮아지게 된다. 

표 5-8. 각종 암석과 인조석재의 물성 비교 

암 석 산 지 버중 
압축강도 인장강도 Young율 포아 

kg / cm' kg/ cm' 105kg/ cm' 송비 

화강암 일본 2.62 1662 104 5.6 

웅회암 일본 l. 92 342 45 7. 0 

석회암 일본 2.66 1150 75 6. 7 0.30 

대리석 일본 2.46 671 43 5.0 0.26 

북해도 
석 탄 

(일본) 
l. 23 128 8 1. 3 0. 30 

암 염 멕시코 2.13 376 14 ~ 

콘크리트 
1:3:6 

2. 20 534 47 2. 9 0.15 
배합 

국내 화강암 미로석재 2. 57 550-1100 42-58 0.96-0.56 0.2 

국내 화강암 선국상사 2. 68 1185-1451 67-93 1.352 O. 18 

인조석재 시료 #4 2.36 730 90 0.96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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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암석은 인장웅력에 대해서 극히 약하지만 압축웅력에 대해서는 매우 

큰 저항을 나타댄다. 암석의 인장강도는 보통 압축강도의 1110-1120 정도가 된다. 

상온상압하에서 취성 (bri t tl eness)의 척도로 이용되는 취성도(brittleness index) 

는 압축강도 Sc와 인장강도St의 비로 Br = Sc /St로 나타내며 취성도가 큰 물체는 상 
온상압하에서 취성파괴를 한다. 암석의 취성도는 10-20 정도인데 비하여 콘크리트 

는 10-8 , 주철은 3-4 , 연강은 약 l 이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취성 

도는 6. 5- 9.9 로 천연석의 값보다는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 5-11은 제조한 인조석재중에서 추l성도가 9.9로 가장 높은 시료번호 11의 응 

력-변형율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천연암석의 거동과 유사하게 파괴시 변형율이 급 

격히 감소하는 취성파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반발경도 

암석의 굳기는 건축재료， 특히 표면장식 동에 쓰이는 암석이나 암석의 절삭에 있 

어서 마모 동을 문제로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성질이다. 경도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 

체를 가지고 목적물의 표면에 변형을 일으키려고 할 때 후자가 보이는 저항의 대소 

의 차이로서 굳기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한 바 있다. 표 5-9는 암석의 마모경도 

및 반발경도를 나타낸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반발경도 만을 측정하였는데 표 5-9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암석의 마모경도와 반발경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조석재의 마모경도는 반발경도와 비교하여 추축할 수 있다. 

인조석재의 반발경도는 동일시료에 대해 20회 측정을 행하여 그 명균값을 구한 

것으로 인조석재의 결합재 부분과 폐석 부분의 반발경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그 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본 실혐의각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채 17 

종의 명균 반발경도는 55.9 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5-9의 나타낸 바 있는 대리석의 

굳기에 해당되는 값이다. 인조석재중 16 mesh 이하의 석분만을 사용하여 성형한 석 

재의 반발경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석재의 입경이 작을수록 결합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따라서 20회 측정시 결합제의 반발경도를 측정할 확률이 높아지 

므로 그 값이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성형압력에 대한 영향은 압력을 50 

kg/ cm2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0 정도의 유사한 값을 보여 성형압력에 대한 

영향보다는 석분과 결합제 빛 석분과 폐석의 균일한 혼합으로 석재의 표면이 어느 

정도 치밀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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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력-변형율 관계곡선 인조석재의 취성파괴 거동을 나타내는 그림 5-11. 



표 5-9. 암석의 마모경도 및 반발경도 

암석명 마모경도 반발경도 

대리석 7.6 56 

석회암 2.6 27 

화강암 19 95 

사암 I 1. 5 31 

사암 11 1. 2 20 

쳐t:l파 '-'-아 t:l 3.3 56 

인조석재 #4 61. 4 

2. 제조조건 변화에 따른 결과 및 고찰 

가. 성형압력의 영향 

성형압력을 50 에서 300 kg/cm2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인조석재를 제조하였는데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석분 빛 폐석의 물성을 단일 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 

라 미세한 석분틀과 폐석 그러고 결합제 상호간에 가능한한 혼합 및 채워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인조석재의 경우 결합제의 역할이 석재의 주 

성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석분 및 혜석틀 사이의 공극을 채워주고 석분들간의 결 

합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값비싼 결합제의 사용을 가능한한 최소화하기 위 

하여 가압성형을 행하였다. 하증을 50 kg! cm2 로 가한 경우 다른 조건에서보다 흡 

수율은 높고 비중 및 탄성파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조석재 제조사 공극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극의 존재로 인하여 압축강도도 낮게 나 

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0은 인조석재 제조사 성형압력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성형압력의 증가에 

따라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형압력을 300 

kg! cm2 로 가한 경우 흡수율이 성형압력 200 kg!cm2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압축 

강도는 낮은 값을 보이는데 본 설혐의 경우 성형압력이 200 kg!cm2이 최적조건이 

라고 만정지율 수는 없지만 필요 이상의 하증을 가할 경우 인조석재의 제조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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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인조석재의 제조시 300 kg/cm2 의 

성형압력을 가한 경우 인조석재의 높이가 200 kg/ cm2 의 하증을 가했을 때보다 약 

100mm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인조석재내 공극을 채워주는 결합제가 지나친 하증을 

받게되어 상당량이 몰드 톰 사이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일어났으며 성형압력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지나친 부피감소로 인하여 폐석 입자간에 하중이 작용하여 입자가 

큰 혜석의 파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조석재 제조시 성형압력의 최 

적조건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300 kg/ cm2 이하에서 하증을 가하여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을 조사하여 최적조건을 규명하며 아울러 결합체가 유출되 

지 않는 몰드를 제조하여 보다 고압의 상태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을 이들과 

상호 벼모해 필요성이 있다. 

표 5-10.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인조석재의 물성 

서。혀 。
탄성파속도 

압축 인장 
버중 흡수율 (m/ sec) 탄성계수 포아 Shore 

압력 (g/ cm3 ) (%) 강도 강도 ( 105kg/떼) 송비 경도 
(kg/떼) P파 S파 (kg/떼) (kg/쩌) 

50 2.269 0.69 3040 1490 650 90 0.975 0.226 55.3 

100 2.297 0. 44 3710 1790 760 110 1. 150 0. 100 60.8 

200 2. 321 0.35 3800 1740 780 120 1. 119 0.356 59.6 

300 2. 353 0.44 3420 1740 730 90 0.963 0.224 61. 4 

나. 혜석 빛 석분의 조건변화 

인조석재의 제조시 폐석의 크기 벚 혜석과 석분의 혼합 비율 퉁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행하였는데 이틀 폐석 빛 석분의 조건변화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자한 이유 

는 실험에 사용한 결합제의 양을 가능한한 줄이고 석재산엽의 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석 및 석분을 최대한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입경이 큰 폐석만을 원료로 인 

조석재를 제조하는 경우 혜석사이의 공극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채우기 위한 결합 

체의 소요량도 증가하며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도 저하하게 된다. 한편 이와는 반 

대로 임경이 작은 석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미세한 입자 각각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결합제와 석분이 균일하게 혼합되어야하며 또한 석분 입자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 

어지게 되묘로 결합에 필요한 결합체의 소요량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입경이 큰 

혜석과 입자가 미세한 석분을 어느 비율로 혼합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고 또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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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경우 석분과의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 일때가 가장 인조석재의 물성이 양호한 

가를 조사하였는바 표 5-6 , 5-7에 나타낸 바와같이 폐석과 석분의 비를 3: 2, 1: 1 

빛 2:3으로 변화시켜 인조석재를 제조하였을 때 이에 따른 물성에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압력을 가한 상항이므로 폐석과 석분의 비에 관 

계없이 상호간의 채워짐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폐석의 크기변화에 

서는 폐석의 크기가 클수록 흡수율도 낮게 나타났고 압축강도도 높은 값을 보이는 

데 이는 폐석과 석분의 크기 차이가 10 배 이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폐석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고유물성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언조석재 

의 물성 역시 구성성분의 물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고 석분과 

결합체의 혼합할 때 석분입자가 지나치게 미세한 경우 업자들 사이로 결합제가 충 

분히 혼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인조석재를 제조할 때 석 

분 상호간의 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석과 석분 그리고 결합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균질한 혼합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결합체의 양 

천연암석 중 퇴적암의 경우에는 광물입자 간에 쿄결물질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석영 ， 장석의 함유율 및 교결물질의 종류와 압축강도와 관계를 보면 압축강 

도는 석영， 장석의 함유율보다 교결물질에 크게 좌우된다. 만일 석영이나 장석의 

함유율이 많아도 교결물질이 점토질인 사암인경우 압축강도가 낮다. 본 인조석재의 

경우에는 결합체의 양을 혜석의 12% 내외에서 변화시켜 결합제의 양이 인조석재의 

불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인조석재 전체의 강도는 폐석과 결합제와의 결 

합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좌우하며 실제로는 인조석재를 제조할 때 존재하는 공국 

의 양 빛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조석재의 강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결합 

제가 미세한 석분입자를 모두 톡럽적으로 감싸고 있어야 하므로 혜석과 석분을 연 

결하여 결합시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결합체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결합체의 

양을 250 g , 300 g , 400 g으로 변화시켜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합제의 양이 증 

가할수록 비중이 감소하고 결합강도가 증가하여야 하나 이들의 경우 성형압력을 

300 kg/cm2 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결합체의 양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성형몰드로 부 

터 빠져나가 이에대한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합체의 양이 250g인 경우 

혼합과정에서 혜석 빛 석분 전체를 충분히 연결힐 수 있으나 인조석재의 제조할 때 

에는 석분틀이 서로 채워질때 발생하는 공극을 결합체가 보충해야 하므로 폐석과 

석분 중량의 약 12-15% 정도의 결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보 

다 정확한 자료는 성형압력을 50 - 250 kg/ cm2 로 가하여 석분들이 충분히 조멸하게 

채워지고 또한 결합체가 석분 각각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결합제 양의 변화에 

따른 인조석재의 물성버쿄로부터 가능하다. 또한 석분의 입도가 매우 미세한 입자 

들인 경우에는 이들 각각을 둘러싸고 서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결합제 
의 소요량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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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조석재의 내열성 

인조석재 제조에 사용한 결합제 및 제조한 인조석재의 내열성을 조사하기 워하여 

열중량 분석 (thermo-gravimetric analysis) 시혐을 행하였다. 그림 5-12 , 13은 

결합제 빛 인조석재의 TGA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결합체의 경우 약 200.C 부근 

에서 증량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00.C부근에서 부터 급격한 중량감소가 일어나 

400 .C 에서는 인조석재의 중량이 전체의 12 %로 감소하였다. 이는 결합체의 열분해 

로 인하여 중량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500.C 이상에서는 완전연소로 인 

하여 결합제가 모두 제거된다. 인조석재의 경우에는 약 300.C 부근에서 중량감소가 

일어나 전체중량의 10 %가 감소되었는데 인조석재 제조시 석분 및 펴1석을 약 90 %, 

결합체 뭉 유기물을 10 % 사용하므로 TGA 분석결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경우 300.C정도의 온도에서도 내열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열중량 분석실험은 산소분위기에서 행한 것이므로 

질소분위기에서 실혐을 행하는 경우에는 열분해로 언하여 중량감소 진행되는 온도 

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인조석채를 바닥재 빛 내장재로 사용 

하는 경우 화재 발생시와 같은 고온 분위기에서도 다른 채질에 비해 뛰어난 내열성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인조석재의 색상 
펴1석 빛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을 위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하여 건축물의 바닥채 

빛 내장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용도에 어올리는 색상 및 문양틀을 갖춰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인조석재는 석재 가공공정에서 폐기물로 배출되는 화강암 

혜석 빛 석분 슬러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화강암 이외에도 혜석 빛 석분이 배출되 

는 비금속 광산이 많이 있으며 이률을 이용， 원료의 배합 조절에 따라 원하는 문양 

의 인조석재를 제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양을 얻기 위하여 석회 

석， 운모， 명반석 둥을 대상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석판재 제조사 각 용도에 맞 

는 색상을 갖게 하기위하여 제조과정에서 무기안료 첨가하였다. 인조석재의 색상은 

무기안료 외에도 사용되는 폐석의 색상 및 석분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 

에서는 이 세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절하여 원하는 문양 및 색상을 나타낼 구 있었 

다. 

사진 5-4 는 무기안료를 첨가하여 체조한 인조석재의 절단후， 연마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00 x 100 x 240mm 크기의 인조석석재를 제조한 후 이를 절단하여 8mm 두께 

의 인조석 판재를 얻었으며 표변율 연마하여 광택을 얻었다. 사진 5-5 는 폐석 및 

석분 원료를 변화시키고 적， 흑， 황， 청색 동의 무기안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인조 

석 판재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문양과 색상을 보 

유하면서도 첨가한 색소에 따라 의도한 색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연마과정에서 탈 

색되거나 변색되지 않는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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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4. 인조석재의 절단과정 후 연마 및 광택 과정. 

사진 5-5. 무기안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인조석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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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산 화강석과 인조석재의 물성 비교 

표 5-11은 국내산 화강석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을 버교한 것으 

로 압축강도 면에서는 화강석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이지만 인장강도나 흡수율 

은 비슷한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발경도 는 대리석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 

고 있고 버중은 화강석 비중의 0.85 배에 불과하다. 또 앞서 설명한 바와갇이 문양 

빛 색상동의 조절이 용이하므로 이들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개발이 가능함을 

알수 있다. 

표 5-1 l. 국내산 화강석과 인조석 의 물성비 교 

τ tri '*프 강화 황동 제천 여수 마천 정선 사。 -1「
인조 
석재#1 

P파(m/ sec) 4600 3230 3650 3470 3370 4620 3770 3800 

Shore 경도 101 98 97 92 86 48 83 59 

공극율 (% ) 1. 29 o. 78 0.82 1. 02 0. 65 0. 33 0.38 

비 걷 'õ- 2.60 2.65 2.69 2. 80 2.80 2.60 2. 70 2.32 

흡수율 (%) 0.49 0.30 0.30 0. 37 0.23 o. 13 0. 14 0.35 

압축강도 
1612 1275 1448 1652 1030 959 1744 780 

(kg/ cnt') 

인장강도 79 62 90 113 71 59 156 120 (kg/ cm' ) 

Young율 
4.886 4.070 6. 042 6.844 4. 784 5.314 8. 517 1. 119 ( 105kg/떼) 

마모도 (%) 16. 31 41. 74 27.80 13. 11 32.00 25.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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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대형 인조석 판재의 제조시험 

1. 성형몰드 제작 

본 연구에서는 규모확대 시험을 위한 500 x 500 x 300mm 크기의 대형 인조석 Block 

을 제조하기 위하여 본체의 내부 크기가 500 x 500 x 420mm인 성형몰드를 설계， 제작 
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 설계， 제작도면을 그럼 5-14-17에 나타내었다. 성형몰드 

는 본체， 인조석 블록을 고정하기 위한 상.하판， 혼합물 압축， 성형하기 위한 가압 

툴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형몰드 제작에는 두께가 30mm인 탄소가 

0.42-0.48% 함유한 저탄소계 금속소재언 SM 45C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계 

적 성질을 표 5-12에 나타내었다. 

표 5-12. 성형몰드 제작에 사용한 SM 45C강의 기계적 성질 

항복점 (kg/빼) 

50 S: 

2. 제조공정 

인장강도 

(kg/뼈) 

70 S: 

브리넬 경도 |열처리 온도( OC) 

201 - 269 750 -780 

대형 인조석판재 제조공정은 폐석， 석분 및 결합제를 혼합하는 혼합공정， 혼합한 

원료를 가압성형하는 성형공정 및 성형물을 고화시키는 경화공정으로 대별되며 이 

밖에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절단 빛 인조석판재 표면의 연마공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혼합공정에서는 입도가 10mm이하언 혜석과 45kg과 수분을 제거한 석분을 45kg 

을 1. 5 Lube 용량의 혼합기(사진 5-6)에 장입하여 일차 혼합하고 이어서 결합제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10. 8kg , 반응 촉진제인 나프탄산 묘발트0.8kg ， 경화제인 

MEKPO 1.5kg 및 안료 120g을 첨가한 후 이차 혼합하여 폐석과 석분에 결합제 및 첨 

가제가 균일하게 도포 되도록 하였다. 성형공정에서는 혼합공정에서 균일하게 혼합 

한 흔합물을 당 연구소에서 설계， 제작한 내부 크기가 500 x 500 x 420mm인 성형볼드 
(사진 5-7) 에 장입하여 우진기계(주)에서 제작한 1500톤 용량의 성형기(사진 5-8) 

율 사용하여 500톤의 압력율 가하여 60분간 성형하였다. 경화공정에서는 성형이 완 

료된 성형물을 옹도를 80-100 0C로 유지하여 120분간 가열， 경화하여 500 x 500 x 
300mm 크기의 인조석 Block( 사진 5-9)를 제조하였다. 또한 절단 및 연마공정에서는 

블록 절단기(사진 5-10)를 사용하여 제조한 인조석 Block을 20mm 두께로 판채화하 

고 이어서 자동 연마기(사진 5-11 )를 사용하여 언조석판재 표변을 연마처리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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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8. 1500톤 규모의 성형설비 

사진 5-9. 대형 인조석판재의 표연 연마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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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설비 Block의 제조한 인조석 사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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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 인조석재 제조 빛 물성조사 결과 

500 x 500 x 20mm 크기의 대형 인조석 판채 제조는 500 x 500 x 300m 크기의 인조석 

Block율 체작한뒤 20mm의 두께로 절단하였으며 물성측정율 위하여 제작한 Block의 

Core를 채취하여 해당시료의 대표값을 구하였다. 

물성측정은 표 5-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석과 석분의 비율， 결합체의 양， 성형 

압력， 폐석의 입경， 석분과의 배합비 동을 변화시키면서 대형 인조석 Block를 제조 

하여 이에 대한 물성을 조사하였다. 규모확대 시험을 위한 대형 인조석 Block의 제 

조는 100mmXI00 빼 X 100mm 크기의 인조석 Block과는 달러 부피가 약 70배 이상이 

증가된 인조석 Block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비용뿐 아니라 폐석， 석분 빛 결합제가 

대량 소모되므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변화에 따라 각 조건에서 제조한 대형 인 

조석 Block의 물성을 조사하였다. 

물성측정은 비중， 흡수율， 탄성파 속도， 압축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및 포아 

송비를 측정하여 대형 인조석재의 역학적인 특성을 규명하여 규모 확대에 따른 물 

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표 5-13. 대형 인조석 제조조건 

성형 압력 (kg/ cmZ ) 3, 150 , 200 , 250 

폐석과 석분의 벼율 3:2 , 1: 1 

펴l석의 크기변화 10-5 mm , 5-3 mm 

석분의 크기변화 -16 mesh , -24 mesh 

결합체의 비율% 11 , 12 , 13 , 50 

표 5-14는 대형 언조석재의 제조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하였을 때 각 조업조건 

에 따른 물성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조한 각 인조석재의 제조조건을 상세히 정 

러한 것이고 표 5-15에는 각 조건에 따라 제조한 대형 인조석재의 물성측정 결과로 

각 제조 조건별로 물리적 성질틀을 상호 버쿄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그럼 5-18 부터 5-28에는 각 조건에서 제조한 대형 인조석 Block의 단축압축 

시험에 따른 웅력-변형률 관계곡선을 수록하였다. 

-129 -



표 5-14. 대형 인조석 Block의 제조 조건 

시료 
입도 중량(kg) 결합제량 성형압력 경화온도 경화시간 

번호 (kg) (kg/ cm') ( OC ) (min) 

10 - 5mm 45 10.8 200 80 120 -24mesh 45 

2 10 - 5mm 54 10.8 200 80 120 -24mesh 36 

3 10 - 5mm 45 10.8 150 80 120 -24mesh 45 

4 5 - 3mm 45 10.8 200 80 120 -24mesh 45 

5 10 - 5mm 45 10.8 250 80 120 -16mesh 45 

6 10 - 5mm 45 11. 7 200 80 120 -24mesh 45 

7 10 - 5mm 45 10.8 200 80 120 -16mesh 45 

8 10 - 5mm 45 
9.9 200 80 120 -24mesh 45 

9 10 - 5mm 45 9.9 200 80 120 -16mesh 45 

10 -24mesh 45 11. 7 200 80 120 

11 10 - 5mm 45 45 3 80 120 -24mes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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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대형 인조석재 Block의 물성측정 결과 

탄성파속도 

시료 비중 흡수율 
(m/sec) 압축 인장 

탄성계수 포아 
번호 (g/cm3 ) (% ) 강도 강도 (1 05kgl crn') 송비 

P파 S파 
(kg / crn') (kgl떼) 

2.374 0.81 3090 1730 830 80 1. 123 0.187 

2 2.340 1. 25 2260 1350 660 60 0.667 0.240 

3 2.354 0.85 3120 1687 800 80 1. 107 0.212 

4 2.352 1. 09 2620 1660 760 70 0.879 0.226 

5 2.389 0.63 3310 1770 890 80 1.179 0.227 

6 2.400 0. 69 3290 1687 800 80 1. 015 O. 186 

7 2.302 1. 04 2540 1430 640 60 0.622 0. 266 

8 2.418 0.52 3670 1930 840 80 1.344 0.173 

9 2.307 1. 08 2340 1320 590 60 0.493 0.264 

10 2.357 0.68 3000 1760 940 110 0. 957 0.181 

11 2.133 0.51 3070 1610 790 90 0. 826 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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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인조석딴재의 활용성 제고 

인조석판재를 건축용 자재로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조석판재를 제조할 

때 외장재， 내장재 빛 장식재 뭉 각종 건축재의 용도에 알맞는 색상과 문양을 연출 

하여 모양과 질감이 천연석판재와 흡사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양， 색상 그러고 질감을 보유한 언조석판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화강암， 

도로마이트， 명반석 등 각종 폐석 빛 석분으로 크기가 500 x 500 x 20mm인 대형 인조 

석판재를 제조하였으며， 이때 각종 문양은 사용한 폐석과 석분의 입도변화로 조절 

하였고 여러 종류의 무기안료를 배합， 첨가하여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갇이 여러 종류의 폐석 빛 석분을 사용하여 표 5-16에 표시한 

제조조건을 적용하여 제조한 인조석판재와 이때 사용한 원료의 종류와 입도， 물성 

측정 결과 그리고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표면시험 결과를 사진 5- 12 부터 5-35 및 

표 5-17에 수록하였다. 먼저 사전에 나타낸 바와같이 인조석판재는 원료의 입도변 

화와 첨가한 무기안료의 변화에 따라서 천연석재의 고유한 문양을 보유하면서 다양 

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용한 폐석， 석분의 종류 및 01 t:: 
닙...L-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 물성인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빛 경도는 각각 

2.25-2.35 , 0. 31-0. 45%, 730-780 kg/ cm', 60.0-61. 7로 천연석재와 버쿄해 보면 

벼충， 압축강도는 다소 낮은 값을 보이지만 흡수율 및 경도는 천연석재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최적 제조조건을 적용하여 제조한 인조석판재는 내오염성 동 6 

항목에 대한 표면시험 결과 양호하여 다양한 문양 및 색상조절 둥 인조석판재의 고 

유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면 각종 건축채용 자재 또는 인테리어 소재로의 활용성 

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된다. 

표 5-16. 인조석판재 제조조건 

사료중량 결합제량 성형압력 경화온도 경화시간 

12 kg 13 kg 200kg/ cm z 80 0C 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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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 .30 

흉 수 율 : 0 .38( %) 

인장강도 : 98(kg/cm') 

포아송비 : 0 .25 

압축강도 : 770(kg/cm' ) 

경 도 : 60 . 7 

사진 5-12.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업도 : -12 - +5mm 60 %. -24mesh 50% 

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 . 25 

흉 수 율 : 0.4 1(%) 

인장강도 : 90(kg/cm') 

포아송비 : 0.24 

압축강도 : 760(생/cm') 

경 도 :6 1. 7 

사진 5-13. 폐석 및 석분 종류 : 도로마이트， 업도 : -12-+5mm 50%. -16me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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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vsical Properties 

비 중 : 2.27 

흉 수 율 : 0.37(%) 

인장강도 : 96Ug/cm') 

포아송비 : 0.27 

압축강도 : 745 (kg/cπ) 

경 도 : 60 . 9 

사진 5-14. 폐석 및 석분 종류 · 도로마이트 ， 입도 : -5~+3mm 50%. -16mesh 50% 

Phvsical Properties 

비 중 : 2.26 

흉 수 율 : 0.39(%) 

인장강도 : 90(kg/cm') 

포아송비 : 0.22 

압축강도 : 748(kg/cm’ ) 

경 도 : 60.5 

사진 5-15.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입도 : -5~+3mm 50%. -16me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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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27 

흉 수 율 : 0 . 3 1(%) 

인장강도 : 98(kg/CTTf) 

포아송비 : 0 . 27 

압축강도 : 740 (l.g / cm' ) 

경 도 : 60 

사진 5-16.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업도 : -10~+5mm 60%. -3mesh 50% 

Phvsical Properties 

비 중 : 2.32 

흉 수 율 : 0 .45(%) 

인장강도 : 100(kg/CTTf) 

포아송비 : 0 . 27 

앙축강도 : 780(kg/cm' ) 

경 도 : 60 . 6 

사진 5-17. 폐석 및 석분 종류 : 도로마이트 ， 업도 : -12~+5mm 50%. -24me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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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2.32 

흉 수 율 : 0 .40(%) 

인장강도 : 1 OO( kg/C17i'} 

포아송비 : 0.28 

압축강도 780(생/C17/ ’ ) 

경 도 : 60.1 

사진 5-18. 폐석 및 석분 종류 : 도로마이트， 입도 : -10~+5mm 60% , -16mesh 40% 

Physical Properties 

비 중: 2 . 25 

홉 수 율 : 0.4 1( % ) 

인장강도 : 100 (kg/cm') 

포아송비 : 0.28 

앙축강도 : 780( 생/C17/' ) 

경 도 : 60.5 

사진 5-19. 폐석 및 석분 종류 : 도로마이트， 업도 : -10~+5mm 60% , -116mes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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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 . 30 

흉 수 율 : 0 .42(%) 

인장강도 : 99(kg/cm') 

포아송비 : 0 . 22 

압축강도 : 760(kg/cm' ) 

경 도 : 60 . 8 

사진 5-20. 폐석 및 석분 종류 화강암 . 업도 : -10-+5mm 60% . -16mesh 50% 

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24 

흉 수 율 : 0 .40(%) 

인장강도 : 100(kg/cm') 

포아송비 : 0.28 

압축강도 : 780(kg/짜) 

경 도 : 60 .4 

사진 5-21.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업도 : -12-+5mm 50% . -24me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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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2.27 

흉 수 율 : 0 .40(%) 
i 

인장강도 : 90(생/CJTt') 

포아송비 : 0.22 

*를 앙축강도 : 730 (kg/cm' ) 

경 도 : 60.9 

사진 5-22. 폐석 및 석분 종류 . 도로마이트. 업도 : -10-+5mm 50%. -24mesh 50% 

Ph ysica 1 Propert ies 

비 중: 2.24 

흉 수 율 : 0.4 1(%) 

인장강도 : 100(kg/CJTt') 

포아송버 : 0 . 28 

압축강도 ‘ 780U.g/cm‘ ) 

경 도: 60 . 5 

사진 5-23.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입도 : -10-+5mm 50%. -24me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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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2 . 35 

흉 수 율 : 0.40(%) 

인장강도 : 90(kg/cπ) 

포아송비 : 0.23 

압축강도 : 730Ug/cm’) 

경 도 : 60 .4 

사진 5-24.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입도 : -10~+5mm 50%. -16mesh 50% 

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35 

흉 수 율 : 0 .40(%) 

인장강도 : 90 (kg / cm') 

포아송비 : 0.22 

압축강도 : 730(kg/cm') 

경 도: 61 .4 

사진 5-25.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입도 : -10~+5mm 50%. -16me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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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vsical Properties 

비 중 : 2 . 27 

흉 수 율 : 0.38(%) 

인장강도 : 95(kg/cm') 

포아송비 : 0.27 

양축강도 : 730(kg/c바) 

경 도: 60 . 7 

사진 5-26 .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 입도 : -5~+3mm 50% . -16mesh 50% 

Phvsical Properties 

비 중 : 2 . 29 

흉 수 율 : 0.38( %) 

인장강도 : 90 (kg/cm') 

포아송버 : 0 . 27 

압축강도 : 780(kg / cm' ) 

경 도 : 60 . 9 

사진 5-27.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업도 : -5~+3mm 60%. -16mes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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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28 

흉 수 율 : 0 .40(%) 

인장강도 : 90(kg/CI1f) 

포아송비 : 0.28 

앙축강도 : 735(kg/cm' ) 

경 도 : 61 . 1 

사진 5-28.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업도 : -3-+ 16mm 60%. -24mesh 40% 

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35 

흉 수 율 : 0.39(%) 

인장강도 : 90(kg/cm') 

포아송비 : 0.22 

양촉강도 : 730(kg/cm' ) 

경 도 : 61 .4 

사진 5-29.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업도 : -10-+5mm 50% ‘ -16me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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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24 

흉 수 율 : 0 . 35(%) 

인장강도 : 100 Ckg/cm’) 

포아송비 : 0.28 

양축강도 : 780(kg / CTTf ) 

경 도 : 60.5 

사진 5-30. 폐석 및 석분 종류 : 도로마이트， 입도 : -12-+5mm 55%. -3mesh 45% 

Physical Properties 

비 중 2 . 25 

홉 수 율 : 0 . 38(%) 

인장강도 : 98( 생/CTTf) 

포아송비 : 0.28 

압축강도 : 730(kg/CTTf) 

경 도 : 60 . 5 

사진 5-3 1. 폐석 및 석분 종류 : 도로마이트， 입도 : -5-+3mm 60%. -16mes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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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26 

홉 수 율 : 0 .36( %) 

인장강도 : 90(kg/CTIi') 

포아송비 : 0.22 

압축강도 : 750(kg/CTIi') 

경 도 : 6 1. 3 

사진 5-32. 폐석 및 석분 종류 명반석 . 입도 : -10 ~ +5mm 50%. -16mesh 50% 

Physical Properties 

비 중: 2.27 

흉 수 율 : 0 .4 1 (%) 

인장강도 : 90(kg/cl1f) 

포아송비 : 0.22 

압축강도 : 750(kg/cm' ) 

경 도 :6 1. 3 

사진 5-33.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업도 : -10~+5mm 50% , -16me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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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비 중 : 2.26 

흉 수 율 : 0 . 38(%) 

인장강도 : 93(kg/cπ) 

포아송비 : 0.22 

압축강도 : 750 (kg/æl' ) 

경 도: 60 . 5 

사진 5-34. 폐석 및 석분 종류 : 화강암 ‘ 업도 : -10-+3mm 60%. -16mes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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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표면시험 결과 

항 ~ 시 혐 닝。F 냥 tI 결 과 

표변경도 연필， 4H 이상없음 

닥하시험 rþ 3mm 쇠구슬 230g ， 높이 40cm 변화없음 

열충격성 -20.C , 24시간 방치후 2 Q 의 비동수에 투입 변화없음 

내열성 120.C 경화로에서 1시간 방치 변화없음 

내자비성 비동수중 l시간동안 침적 변화없음 

홍차 변화없음 

Coffee 변화없음 

내오염성 
Mi lk 변화없음 

(24시간 식초 변화없음 

접촉) 잉크 변화없음 

10% 암모니아수 변화없음 

가솔린 변화없음 

제 7 절 예비 경제성 검토 

폐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하여 월간 50 , 000m2 규모의 건축채용 인조석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명세， 생산단가 산출내역 및 국내 화강석판재 가격를 표 

5-18 , 표 5-19 빛 표 5-20에 각각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월 

간 50 , 000rrf 규모의 건축채용 인조석판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는 약 12억원 

이며 제조단가는 약 18 ， 038 / m2으로 국내 화강석 판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 달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조석판재의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큰 

규격의 제품 및 색상， 문양을 용이하게 연출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업화는 매우 

밝은 것으로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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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인조석판재 À~산(50，OOOm'/mon)을 위한 시설명세 

설버명 규 격 4- èJ 단가(백만원) 금액(백만원) 

펴l석 저장탱크 50m 4 2.5 10 

석분 저장탱크 50m 4 2.5 10 

결합제 저장탱크 10m 2 2.5 10 

벨트 콘베이어 20X 12m 4 10 40 

혼합기 1m 4 5 20 

성형기 1000Ton 4 100 400 

건조기 1. 5 X 1. 5 X 20m 20 20 

절단기 Dia.lmX20 380 380 

연마기 Dia. 350mmX 10 200 200 

포장기 500mmX3m 20 30 

표 5-19. 인조석판재 제조단가 

항 목 인조석판재 mz당 단가(원) 비 고 

결 합체 : 7. 05kg , 
원 료 버 11 , 600 석분: 25. 9kg , 

펴l석 :25.9kg 

전 기 료 500 기본료: 4 ， 250원 /kw/월， 
사용료 : 65.4원 /kw/시간 

인 건 tJl 800 20명 x 150만원/월 X16월 

절 단 버 1, 000 

연 마 Bl 2, 000 

시설 감가상각비 250 내구년수 8년 

투자금리 1, 788 금리 12%/년 

소모품비 100 

합 계 18 , 038 

o 50 ， OOOm2/월 인조석판재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폐석 빛 석분의 양은 각각 

1, 295 ton 임 

o 공정별 소요인원 : 혼합 4명， 성형 8명， 건조 2명， 절단 3명， 연마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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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국내 화강석 판재 가격 

산지명 규 격 m'당 가격(원) l:fl 고 

가명석 500 x 500 x 20mm 79 , 000 화염처리 ， 무광택판채 

가병석 “ 86 , 000 표면 연마처리 

포천석 “ 43 , 000 무광택 판재 

포천석 “ 48 , 000 표면 연마처리 

원주석 “ 42 , 000 무광택 판채 

원주석 “ 46 , 000 표면 연마처리 

문경석 “ 45 , 000 무광택 판채 

문경석 “ 50 , 000 표면 연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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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6 장 소성 및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 쩌|조 

제 1 절 인조석 제조원료 

본 연구에서는 향후 시제품용 대형 인조석판재의 제조공정 확립를 위한 전단계 

로 석분 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크기의 인조석판채 제조실험율 수행하였다. 

인조석판채 제조는 제조방법에 따라 소성에 의한 제조방법과 수열양생에 의한 제조 

방법으로 구분하여 인조석판재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였다. 즉， 소성에 의한 인조석 

제조용 원료로는 석분 슬러지 ， 점토， 장석 및 Fly Ash로 석분 슬러지는 경상남도 

거창에 위치한 모동석재와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고모치석채 가공공장의 건축채 

용 석판채를 생산하기 위한 원석가공 공정중 원석 을 일정한 크기 및 두께로 만채 

화하는 절단공정 빛 석판재의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처리한 연마공정에서 발생한 석 

분를 침전조에서 수거한 것으로 이를 탈수， 건조하여 이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빛 

입도분포 분석결과를 6-1과 그럼 6-1 , 2에 각각 수록하였다. 표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지에 따라 석분 슬러지의 화학성분은 다소 차이가 였으나 주성분은 썰리카 

와 알루미나이며 모동 석분슬러지의 경우 고모치 석분슬러지 보다 썰리카 함량이 

약 2.2%높으나 알루미나 함량이 약 3. 1% 낮으며 또한 그럼 6- 1,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동 석분슬러지의 입도분석 결과 0 . 15때에서 80 . 0때 까지 분포되어 있 

으며 명균입도는 14 . 14때이며 고모치 석분 슬러지의 입도분석 결과 형균입도는 

10. 7때으로 0.23때에서 64.9때 까지 분포되어 있다. 점토는 충남 광천에서 수집한 

적벽돌 제조용 원광， 장석은 부여소재 제품인 정광， Fly ash는 영월화력에서 수집 

한 것으로 각각의 원료를 110'C에서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Ball Mi 11 에서 미 

분쇄하여 200mesh 이하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열양생에 의한 건축재 제조용 

원료로 석분 슬러지， 규사 및 소석회를 사용하였다. 석분 슬러지는 소성에 의한 건 

축재 제조용에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며 규사에 경우에는 주물사를 제조하 

고 혜기한 입도가 325mesh 이하인 것으로 주문진 규사에서 소석회는 빽광소재 제품 

으로 이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는 표 6- 2, x-선 회절분석 결과는 그럼 6-3 , 시차 옐 

분석 및 열중량 분석 결과를 그림 6-4에 나타내었다. 그밖에 착색제로는 분산성， 

착색력이 양호하고 내열 ， 내후성이 강한 백색 (T i tan i um Ox i de ) , 적색(I ron Oxide 

Red). 흑색(I ron Ox i de B 1 ack ) , 청색( Coba 1 t B 1 ue ). 녹색( Chrome Green) , 황색 

(Chrome Orange) 둥 무기 산화물계 안료를 선 정 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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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석분 슬러지의 화학분석 결과 

모동 석분 슬러지 고모치 석분 슬러지 

「←←→

AJ τ tEj. 함 량( % ) A。4 τ trj 함 량( % ) 

뉴- 「←←--

SiOz 69 . 97 Si O2 67. 72 

TiOz 0. 45 Ti02 0. 56 

A1203 16. 13 A1203 19. 29 

Fe203 3.15 Fe203 3. 57 

KzO 3. 69 K20 3. 74 

Na20 3. 05 Na20 3.57 

CaO 1. 48 CaO 1. 54 

MgO 0. 21 MgO 0. 25 

MnO 0. 05 MnO 0.09 

P20S 0.06 P20S 0.07 

표 6-2. 백광 소석 회의 화학분석 결과 

•-- • -←~._--~----

λ。4 논 iL1L Si02 A1203 Fe203 MgO Na20 K20 Ti02 CaO CO2 19- 1oss 

함량 1. 64 0.15 0.14 0. 33 0. 02 0. 03 0.38 70. 5 2.3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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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조공정 빛 제조방법 

1. 소성에 의한 인조석 제조 

본 실험에서는 석분 슬러지를 주 원료로하여 소결성이 높고 소성범위가 넓으며 

제품의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소지를 개발하기 위한 원료 배합조건， 소성조건 동을 

변화시키면서 인조석 사변을 만들어 이들 시편의 물성을 측정하여 비교， 검토하므 

로써 최적 소성조건을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원료는 주원료로 석분 슬러지를 사용하였고 부원료로 점토， 장 

석 빛 Fly Ash로 각각의 원료를 110 0C에서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Ba 11 M i 11 에 

서 건식분쇄하여 200mesh 이하의 분말을 사용하여 원료배합 조성을 표 6-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석분 슬러지 65-85% , 점토 0-20% , 장석 0-25% , Fly Ash 0-10% 범 

위에서 각각의 원료를 일정량씩 명취하여 V형 혼합기에 장입하여 120분간 혼합하였 

다. 소정의 버율로 균질하게 혼합된 원료배합물을 일정량 명추l하여 사진 6-1 에 나 

타낸 채질이 황동언 성형몰드에 장입한 후 사진 6-2의 30톤 규모의 실혐설용 유압 

식 성형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압력을 가하여 직경 38mm , 높이 10mm 크기의 소성시 

험용 시편을 성형하였다. 성형한 시편을 알루미나 판재에 올려 놓은 다음 Li ndberg 

사의 Siliconit Box Furnace에 장입하여 전기로 내부의 온도를 300 0C / Hr로 승온하 

여 소정의 실혐온도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동안 유지시킨 후 전기로 전원을 차만하 

여 전기로 자체의 냉각속도로 상온까지 냉각시켜 소성된 시편을 인출하여 물성측정 

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정도를 그램 6- 5에 나타내었다. 

표 6-3. 원료배합 조성 

원 ~-------료종~ 조류성 ~번\호、 NO.1 NO.2 No.3 No.4 No.5 NO.6 No. 7 NO.8 No.9 NO.10 No.ll 

석분 슬러지 65 65 65 70 70 75 80 75 75 85 85 

XI1J 토 20 10 20 10 10 15 20 20 15 

장 석 15 15 5 10 10 5 5 

Fly Ash 10 10 10 10 5 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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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l. 직경 38mm인 인조석재 시편 제조용 성형몰드 

1 

사진 6-2. 용량 30톤 규모의 유압식 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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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분 슬러지 | 1 점 토 
11 장 석 11 Fly Ash | 

원 료 배 합 

λ。} 회。 

-까l、- 성 

냉 각 

물성측정 

그림 6-5. 소성에 의한 인조석 시편 제조공정 

2.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 제조 

본 실혐에서는 석분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SiOz를 Ca( OH )z와 물을 매개로하여 

반웅시켜 규산칼슐화하여 버교적 물성이 우수한 최적 제조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원료 배합조건， 성형압력， 수증기압， 소석회 함량， 반응시간 동을 변화시키면서 각 

조건에서 제조한 시편의 물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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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혐은 그럼 6-6에 나타낸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 시편 제조공정에 따라 석분 

슬러지 ， 소석회 및 규사를 소정의 비율로 l차 혼합하고 이어서 10%의 수분을 가하 

여 2차 혼합한 후 소성에 의한 건축재 제조시에 사용하였던 성형몰드와 유압식 성 

형기를 사용하여 규정한 압력을 가하여 시편을 성형하였다. 성형한 시편을 사진 

6-3에 나타낸 2 ~ 용량의 오토클레이브(Au tocl ave )에 장입하고 이어서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수증기압이 목적하는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수증기를 주입하고 소정의 시간 

동안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성형물을 고화시켜 시편을 제조한 후 물성을 측정 

하였다. 

석분 슬러까 | 소 석 회 11 규 사 | 

1차 흔합 

2차 혼합 ~ ← 수분 

성 형 

팩륙클레이브 l 

냉 각 

략경측정 

그림 6- 6. 수열양생 에 의한 인조석 시편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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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클레 이브(Autoclave) 2 R， 용량의 사진 6-3. 

소성에 

선수축 

측정하 

규정한 방법으로 

tlj 중， 흡수율 빛 

겉보기 바중을 

및 KSL 3115에 

압축강도， 겉보기 

경우에는 압축강도， 

KSL 3114 

3. 물성측정 

각 조건하에서 제조한 시편을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 시편의 경우에는 

율를 수열양생에 의하여 제조한 시편의 

였으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압축강도 

압축강도 측정은 용량이 30톤인 유압식으로 되어있는 Univesal Testing Maschine 

을 사용하여 500kg / min 속도로 하증을 증가시켜 시편이 

(kg )을 측정하여 CD식에 의하여 압축강도를 산출하였다. 

압축강도 = W / a X b ----- -(D 

여기에서 W: 최대하증 (kg) , a : 시편의 

W 따괴될 때의 최대하중 

시편의 높이 (cm) b : 

흡수율은 @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 - - - -~ 

10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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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cm) , 

- Wz 

× 

율
 당

 람
 

W1 / W1 

나. 겉보기 버중 및 

겉보기 바중은 @식， 

겉보기 비중 = W1 / W 

흡수율 = W3 



여기에서 W, : 1l 0oC 에서 완전히 건조한 시편의 중량 (g) 

다. 선수축율 

Wz: 시편을 증류수에서 3시간 동안 끓인 후 수중에서의 시편의 중량 (g) 

Wz: 사편을 증류수에서 3시간 동안 끓인 후 시편의 표면을 수건으로 

닦은 후의 중량 (g) 

소성하기 직전의 건조한 green 상태의 원주형 시편의 직경과 두께를 정확히 측정 

하고 소정의 온도에서 소성한 시편의 직경과 높이를 측정하여 선수축율을 계산하였 

다. 

제 3 절 실험결과 빛 고찰 

1. 소성에 의한 인조석 제조 

가. 원료배합 조건 검토 

소성에 의한 인조석 제조시 석분 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소결성 

이 양호한 최적 원료배합 조건을 조사하기 워하여 원료배합 조건별 각 소성온도에 

서의 소성실험 후 각 시편에 대한 흡수율 빛 선수축율을 측정하였다. 그럼 6- 7, 8 , 

및 9는 표 6-3에 표시한 원료배합 조건별로 소성온도 1000 0C 부터 1l00 0C 까지 온 

도를 증가하여 각 온도에서 l시간 동안 소성실혐을 행하여 소성온도 변화에 대한 

흡수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흡수율은 

소성온도 1075 0C 까지는 완만히 감소율이 증가하다가 소성온도 1075 0C 이상에서 부 

터는 모든 원료배합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 흡수율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소 

결은 소성온도 1075 0C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으며 각 원료배합 조건하에서의 11 00 oC 

에서 l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의 각 시편은 유리질화되어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각 원료배합 조건별로 1100 0C 에서 l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한 시편의 

흡수율을 기준으로 소결속도가 빠른 순서는 No.8 > No. 6 > No. 7 > No. 10 > No.5 > 

No.l > No.9 > No. 3 > No. 2 > No.10 > No.4 이었다. 그럼 6- 10, 11 빛 12는 원료배 

합 조건별로 그림 6- 7, 8, 9와 동일한 조건하에 소성하였을 때의 선수축을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대부분의 원료배합 조건에서의 선수축율 

도 흡수율 경우에서와 같이 흡사한 현상을 나타내어 소성온도 1075 0C이상에서 부터 

급격히 증가는 현상을 나타내였다. 즉， 소성온도 1000 0C에서의 선수축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온도가 증가하여 1075 0C에서의 선수축율은 2.6%를 나타내다가 1100 0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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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온도가 증가하여 1075 0C에서의 선수축율은 2 . 6%를 나타내다가 1100 0C에서 

는 8.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흡수울， 선수축율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1100"<: 

에서 1시간 동안 소성였을 때 NO.8의 원료배합 조건의 경우 흡수율 및 선수축율은 

각각 8.0% , 0 . 75%로 타 원료배합 조건에서 보다 낮으며 석분 슬러지 75% , 점토 

20% , 장석 5%로 석분 슐러지 함유량이 다른 원료배합 조건에서 보다 높기 때문에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장 유리하다. 따라서 이후의 제조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 

에서는 NO.8의 원료배합 조건을 적용하였다. 

나. 소성에 의한 제조조건 검토 

소성에 의한 건축재 제조시 성형압력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NO.8 원 

료배합 조건(석분 슬러지 75%, 점토 20%, 장석 5%)으로 혼합하여 성형압력을 50kgl 

cnf에서 부터 300kgl빼 까지 증가시켜 성형한 후 온도 1100 0C에서 2시간 동안 소성 

하였을 때의 성형압력 증가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그럼 6- 13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형압력 50kgl떼으로 성형한 후 소성한 시편의 압 

축강도는 660kgl떼이었으나 성형압력이 증가하여 150kg/ cnf인 경우에는 소성한 시편 

의 압축강도는 730kgl떼로 상승하였으며 성형압력 200kg/ cnf 이상에서 부터는 압축 

강도가 780-800kgl떼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성온도 및 소성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변화 시험에서는 성형압력을 200kgl떼로 적용하였다. 

적정 소성온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NO . 8의 원료배합 조건으로 혼합하여 성형 

압력 200kg/ cnf에서 성형한 사편을 소성온도 1000 0C 부터 1100 0C 범위에서 온도를 

증가시켜 각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였율 때의 소성온도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 

와의 관계를 그림 6- 14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성온도가 

10000C 인 경우에는 압축강도는 580kgl떼이 었으나 소성온도를 1050 0C 및 1100 0C로 

증가시켜 소성한 경우에는 소성온도 상승에 따라 압축강도도 각각 71 Okgl cnf , 

790kgl떼 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성에 의한 인조석을 제조할 때에 최적 소성시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성 

온도가 일정힐 때 소성온도 변화에 대한 소성한 시변의 압축강도， 흡수율， 겉보기 

버중 및 선수축율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그림 6-15 , 16 , 17 및 18에 수록 

하였다. 이때의 실험조건은 NO . 8의 원료배합 조건으로 혼합하여 성형압력 200kgl떠 

에서 성형한 시편을 소성온도를 1100 0C로 유지하여 소성시간을 0 . 5시간 부터 2.5시 

간 까지 증가시켜 소성한 후 이에 대하여 각 물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6-15에 나타 

낸 바와같이 소성시간 증가에 대하여 소성한 시편의 압축강도는 다소 증가하였다. 

즉 ， 0.5시간 동안 소성한 경우의 시편의 압축강도는 720kgl메이며 1. 5시간에서의 

압축강도는 770kgl떼로 증가하였으며 2시간 이상에서는 790-810kgl며을 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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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흡수율은 2.65%에서 O. 74%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소성시간 이상에서 부터는 완만 

히 감소하여 소성시간 2 . 0이상에서의 흡수율은 0.5%를 나타내었다. 그럼 6- 17에서 

의 소성시간 증가에 대한 소성한 시편의 겉보기 버증과의 관계는 소성시간이 증가 

할수록 겉보기 버중은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소성시간이 0.5 , 

1. 0 , 1. 5 , 2.0 , 2. 5 빛 3.0시간으로 증가하였을 때의 겉보기 버중은 각각 2. 78 , 

2.65 , 2.60 , 2. 54 , 2.51로 감소하였다. 그림 4- 18에서의 소성시간 증가에 대한 소 

성한 시편의 선수축율과의 관계는 소성시간 1시간 까지의 선수축율이 가장 심하며 

소성시간 2시간 이상에서는 선수축율의 증가현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그럼 6- 15 부터 18까지의 소성시간 변화에 대한 각 물성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최적 소성시간은 압축강도의 향상， 흡수율의 감소， 겉보기 비중의 

감소 및 선수축율의 증가폭이 가장 적은 2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소성산물의 특성조사 

No.8의 원료배합 조건 즉， 석분 슬러지 75%, 점토 20%, 장석 5%을 균질하게 혼합 

하여 200kgl떼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후 온도를 1l 00 0C에서 l시간 및 2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한 시편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그림 6- 19 , 20에 나타내었다. 이 결 

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조건하에서 소성한 시편의 주된 결정상은 a-Quartz이 

며 약간의 Anothite와 Hematite의 결정상이 부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흡 

수율은 0. 52%, 전단강도는 654kgl crrf , 열팽창계수는 74 . 4 X 10-7로서 국내 S요업사 

제품(흡수율 2.7%, 천만강도 34 7kgl crrf ) 보다 우수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Floor Ti le의 특성(흡수율 0. 89%, 전단강도 370-400 kg l떼 )과 비교하여 볼 때 

No. 8 원료배합 조건은 고강도 Tile용 소지를 제조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J .W . Tellor의 발표에 의하면 Floor Ti le의 열팽창 계수는 69 -71. 4 x 10-7 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시편의 측정치는 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수열 양생에 의한 인조석 제조 

수열양생에 의한 언조석 제조법은 석분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Si02 성분과 소 

석회의 CaO 성분이 포화 수중기압하에서 서로 반웅하여 규산칼슐의 수화물이 형성 

하여 기계적 강도와 방수성을 강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고옹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소성제품과 달러 200 0C 정도의 포화 수증기압을 이용하여 제조하므로 선수 

축율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양한 채색이 가능하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특 

정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비쿄적 물성이 가장 제조조건을 조사하 

기 위하여 성형압력 ， 증기압， 반웅시간， 및 규사 첨가량 동을 변화시키면서 각 조 

건에서 제조한 시편의 물성을 측정하여 바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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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열양생에 의한 제조조건 검토 

성형압력이 제조산물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석분 슬러지 80% 

에 소석회 20%를 캠가하여 1차 혼합하고 이어서 10%의 수분을 가하여 2차 혼합한 

후 소성에 의한 건축재 제조시에 사용하였던 성형몰드와 유압식 성형기를 사용하여 

성형압력을 50kg/ cm' 부터 300kg/ cm' 까지 증가시켜 시편을 성형하였다. 각 조건하에 

서 성형한 인조석 시편을 오클레이브(Au tocl ave)에 장입하고 이어서 오토콜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l떼에 도달할 때까지 수증기를 주입. 3시간 동안 압력을 일정 

하게 유지하여 성형물을 고화시킨 후 인출하여 각 시편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바증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6-21. 22 및 23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나타 

낸 바와같이 그림 6-21의 성형압력 변화에 대한 제조한 시편의 압축강도와의 관계 

는 성형압력에 증가와 함께 압축강도도 향상되고 있다. 즉， 성형압력이 50. 100. 

150 빛 200kg/ cm'으로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각각 282. 368. 425 및 480kgl떼으 

로 향상되었으나 이어서 성형압력을 250과 300kgl쩌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압축강도 

가 506과 510kgl떼로 향상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그럼 6-22의 성형압력 변화에 대 

한 흡수율과의 관계에서는 성형압력을 50kgl떼에서 100kgl떼로 증가시격 제조한 사 

변의 흡수율은 3. 72%에서 1. 31%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성형압력을 200kgl떼 이상 

으로 하여 제조한 시편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0.55%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그 

럼 6-23의 성형압력 변화에 대한 곁보기 비중를 측정한 결과는 그럼 6-22의 성형압 

력 증가에 흡수율과 경우에서와 같이 유사한 버율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성 

형압력 200kgl떼 이상에서 제조한 시편의 겉보기 비중은 2.0 이하를 나타내고 었 

다. 따라서 그림 6-21. 22 및 23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료를 혼합한 후 적정 

압력이상 압력을 가하여 성형하는 경우에는 물성이 향상된 시편의- 제조가 가능하 

다. 

그림 6-24. 25 빛 26에는 원료배합 조건을 변화시켜 건축재 제조사 성형압력 변 

화에 대한 각 시편의 물성을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제조한 시편의 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원료에 규사를 첨가하여 석분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SiOz의 함 

량을 증가시격 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의 실험은 원료배합 비율을 석분 슬러지 

70%. 소석회 20% 및 규사 10%로 하여 그림 6-21. 22 빛 23에서와 동일한 조건을 적 

용하여 성형압력 변화에 대하여 각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시변의 압축강도， 흡수 

율 및 곁보기 버증을 측정， 비교하였다. 성형압력 증가에 대한 인조석 시편 각각의 

물성은 그럼 6-21. 22. 23의 경우에서와 유사한 비율로 향상되었으며 또한 원료에 

규사를 혼합하였을 때와 혼합하지 않고 동일한 성형압력으로 제조한 시편의 물성을 

버교하여 볼 때 원료에 규사를 혼합하여 성형압력 200kgl떼에서 제조한 시편의 압 

축강도는 480kgl빼， 흡수율은 0.55%. 겉보기 비중은 2.0이 었으나 그림 6-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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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원료에 규사를 첨가하여 인조석 시편을 제조하였을 때 

압축강도는 610g/ cm' , 흡수율은 0.49% , 겉보기 벼중은 1. 87로 뚜렷한 물성의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 제조시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는 규사를 일부 원료로 첨가하여 석분 슬러지 중에 Si02 성분을 증가시키기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수열 양생법을 적용하여 인조석을 제조할 때 이에 필요한 최적조건 
의 반웅시간 를 결정하기 워하여 반웅시간 변화에 대한 각 인조석시편의 압축강도， 
흡수율 빛 겉보기 비중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그림 6-27 부터 그럼 6-32에 수록하 

였다. 그림 6-27 , 28 및 29의 실험조건은 원료배합 버율로 석분 슬러지 80%에 소석 

회 20%를 첨가하고 여기에 수분 10%을 가하여 혼합한 후 압력 200kgl떼으로 성형하 

여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을 20kgl떼로 유지하여 반응시간을 1, 2, 3 빛 4시 

간으로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행하였다. 여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열양생에 의한 

시편의 고화반응은 반웅시간 2시간이내에 급격히 진행되어 각종의 물성이 개선되고 

3시간 이후에서는 물성의 향상폭이 완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반응 

시간 2시간에서의 압축강도는 465kg/ cm', 흡수율은 0.94% , 겉보기 버중은 2.17이며 

반응시간이 3시간 이후에서의 480kg/ cm' , 흡수율은 0.55% , 겉보기 비중은 2.0로 반 

응시간 2시간 동안에 약 70% 정도의 고화반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6-30 , 31 및 32의 실험조건은 원료배합 비율을 석분 슬러지 70%에 소석회 20% 및 

규사 10%로 변화시켜 그럼 6-27 , 28 , 29와 통일한 실험조건을 적용하여 반웅시간 

변화에 대한 각각의 물성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 

도 반응시간에 대하여 그림 6-27 , 28 , 29의 결과에서와 같이 비슷한 형태로 반응이 

진행되어 제조한 시편의 물성이 향상되었으며 반응시간 4시간을 유지하여 제조한 

인조석 시 편의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은 622kg/ cm', 0. 41% 및 1. 82이 었 

다. 따라서 수열양생법을 적용하여 인조석를 제조하는 경우 반응시간을 조절하므로 

써 소비자 요구하는 규격의 물성을 갖는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한면，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중기압의 변화가 제조산물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료배합 비율을 석분 슬러지 80% , 소석회 20%를하여 1차 혼합하 

고 이어서 10%의 수분을 가하여 2차 혼합한 후 혼합물을 200kg/ cm'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하여 오토클레입부에서 반웅시간을 3시간 유지하여 중기압을 14kgl떼에서 

22kg/cm' 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각 중기압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시편의 물성 측 

정결과를 그럼 6-33 , 34 및 35에 나타내었으며 원료배합 버율을 석분 슬러지 70% , 

소석회 20% , 규사 10%로 변화시격 그림 6-33 , 34 빛 35과 동일한 실험조건하에서 

중기압 변화에 대한 물성 측정결과를 그럼 6-36 , 37 빚 38에 나타내었다. 이들 결 

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증기압이 낮은 조건에서 제조한 시편의 경우에는 대부 

분 물성이 저하되었으며 반대로 증기압이 높은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사변의 경 

우에는 물성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즉， 석분 슬러지 80% , 소석회 20%인 원료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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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증기압이 14kg/ an'인 조건에서 제조한 시변의 압축강도는 226kg/ an', 흡수율 

은 4.22%, 겉보기 비중은 2 . 41이었으나 증기압이 22kg/ an'인 조건으로 제조한 인조 

석 시 편의 압축강도 512kg/ an' , 흡수율은 0. 54%, 겉보기 비중은 1. 92를 나타내 었으 

며 또한 석분 슬러지 80%, 소석회 20%인 원료배합 비율로 증기 압이 14kg/ an'인 조건 

에서 제조한 인조석 시편의 압축강도는 320kg/ an', 흡수율은 1. 69%, 겉보기 비증은 

2.25이 었으나 증기 압이 22kgl떼인 조건으로 제조한 시편의 압축강도 635kg/ cm' , 흡 

수율은 0.41 %, 겉보기 버중은 1. 82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기압이 낮으면 

석분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Si02 성분과 소석회에 함유되어 있는 CaO 성분이 서 

로 반웅하여 Calcium Silicate Mono Hydrate를 형성하지 못하여 이때의 Hydrate가 

Matri x로써 Aggregate인 석분 슬러지의 임자등을 lnter locking시키지 못하므로써 

제조한 시편의 물성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럼 6-33 - 그럼 6-38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물성이 향상된 시편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증기압을 높히 

고 원료중에 Si02 성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원료배합 조건 검토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을 제조할 때 원료배합 조건을 검토하였다. 즉， 소석회 

첨가량이 제조한 인조석 시편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석분 슬러 

지에 대하여 소석회 첨가량을 5%에서부터 30% 까지 증량하여 혼합하고 성형압력 

200kg/ an'인 조건에서 성형한 시편을 오토콜레이브 내부 중기압 20kgl떼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켜 제조한 각 시편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증을 측정한 

결과을 그림 그림 6-39 , 40 및 41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나타낸 바와같이 그림 

4 -39의 소석회 첨가량 변화에 대한 제조한 인조석 시편의 압축강도와의 관계는 소 

석회 첨가량 증가와 함께 압축강도도 향상되고 있다. 즉， 소석회 첨가량이 5%, 

10%, 15%, 20 및 25%로 증가함에 따라 이때의 압축강도는 각각 103 , 238 , 343 , 480 

빛 522kg/ an'으로 급격히 향상되었A나 이어서 소석회 첨가량을 30%로 증가시킨 경 

우에는 압축강도가 531kg/ an'로 증가율이 거의 명형에 도달하였다. 그림 6-40의 소 

석회 첨가량 변화에 대한 흡수율과의 관계에서는 소석회 첨가량을 5%에서 10%로 증 

가시켜 제조한 시편의 흡수율은 6 . 2%에서 1. 2%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소석회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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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또한 그럼 4 - 41 의 소석회 첨가량에 대한 겉보기 버중과의 관계에서는 소석회 

첨가량 증가에 대하여 제조한 인조석 시편의 겉보기 비중도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 

내어 소석회 첨가량 25% 이상에서의 겉보기 벼충은 1. 92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그럼 6-39 , 40 빛 41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열양생에 의한 석분 슬러지 

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고화시키는 경우에는 석분 슬러지 중의 Si02 함량에 따라 다 

-200-



--、600
N 

g 
υ 

\\500 
Q.lJ 
펴 
、-'

되 400 
~ 
b.{) 
섭 
αJ 
~ 300 
~ 
m 
φ a 200 
m 
rn 
φ 

A 
~100 

딩 
。

ζj 

0 
12 

Pr~ss . pressure:200kgj cm 2 

Ca( OH);:20% 
Reaction time:3hr 

14 16 18 20 22 

Vapor Pressure(kg/ cm2 ) 

24 

그림 6-33. 수증기압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 

- 201-



5.0 

---、~ 4.0 
、‘-“

섭 
。

.，..녁 

효3.0 
』
。

m 
,..c 
~ 2.0 

』
φ 

~ 
~ 

늘 1.0 

0.0 
12 

Pr~ss .pressure:200kg/cm2 

Ca( OH);:20% 
Reaction time:3hr 

14 16 18 20 22 

Vapor Pressure(kg/ cm 2) 

그림 6-34. 수증기압 변화에 대한 흡수율과의 관계 

- 202-

24 



3.0 

~ 
:섭 2.5 
P 
ct1 
μ 

I:tll 

Q 
.，.껴 

나-에 
... 에 

υ 

2.0 

φ 1.5 
다에 
ν1 

~ 

섭 1.0 
φ 

A 
ct1 
다껴 
다예0.5 
벼 

0.0 
12 

Pr~ss .pressure:200kg/cm2 

Ca( OH);:20% 
Reaction time:3hr 

14 16 18 20 22 

Vapor Pressure(kg/ cm2 ) 

그림 6-35. 수증기압 변화에 대한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 

- 203-

24 



--、700
t\l 

엽 
< 600

!:t() 
펴 
、-500

되 
~ 
!:t() 
며 400 
φ 
μ 

~ 

lIJ. 300 

iJ.) 
p 

... 녁 

ν) 200 
이〕 

φ 

』

읍100 
。

u 
0 
12 

Pr~ss .pressure:200kg/cm2 

Ca( OH);:20% 
Sand:10% 
Reaction time:3hr 

14 16 18 20 22 

Vapor pressure(kgjcm2) 

그림 6-36. 수증기압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 

-204-

24 



2.0 

--、~ 
、-1. 5

섭 
。

.，..껴 

+.J 
Q예 
A 
g 1.o 

,..c 
c\l 

』
φ 

+.J 
c\l 0.5 
늘 

0.0 
12 

Pr~ss .pressure:200kgjcm2 

Ca( OH);:20% 
Sand:10% 
Reaction time:3hr 

14 16 18 20 22 

Vapor Pressure{kg/cm2) 

그림 6-37. 수증기압 변화에 대한 흡수율과의 관계 

-205-

24 



3.0 

~ 
r섭 2.5 
P 
~ 
μ 

Q.D 

Q 
.，.껴 

나녁 
.，.에 

υ 

2.0 

φ 1.5 
Q 
m 

-+-o:l 

섭 1.0 
φ 

A 
~ 
다에 
~0.5 
벼 

0.0 
12 

Pr~ss . pressure:200kgj cm 2 

Ca( OH);:20% 
Sand:10% 
Reaction time:3hr 

14 16 18 20 22 

Vapor Pressure(kg/ crn2 ) 

24 

그림 6-38. 수증기압 변화에 대한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 

-206-



뻐
 
떼
 

(
N
{

섭

υ
\짧
)
 되 400 
~ 
b1l 
섭 
φ 

~ 300 
~ 
m 

Q.) a 200 
rn 
rn 
φ 

』

~100 

입 
。

ζ」

O 
O 

Press pressure:200kgj cm2 

Reaction time:3hr 
Vapor pressure:20kgjcmζ 

Ca( OH)2 added (%) 
35 

그림 6-39. 소석회 첨가량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 

- 207-



7.0 

6.0 
".-、

~ 

、--
섭 5.0 
。

.... 껴 

~ 
Q예4.0 
』
。

α〕

겁 3.0 

L녁 

뀔 2.0 
CO 
능 

1.0 

0.0 
O 

Press pressure:200kgj cm2 

Reaction time:3hr 
Vapor pressure:20kgjcm‘ 

Ca( OH)2 added (%) 
35 

그림 6-40. 소석회 첨가량 변화에 대한 흡수율과의 관계 

-208-



3.0 

~ 
:섭 2.5 
P 
ctl 
』

Q.D 

υ 
... 껴 

나넉 
.~ 

υ 

2.0 

φ 1.5 
Q 
m 

~ 

임 1.0 
φ 

A 
ctl 
다에 
P에0.5 
려 

0.0 
O 

Press pressure:200kgj cm2 

Reaction time:3hr 
Vapor pressure:20kgjcmι 

Ca( OH)2 added (9b) 
35 

그림 6-41. 소석회 첨가량 변화에 대한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 

-209-



，--、 700
N 

엽 
ξ600 

Q.l) 
，여 

、-“500 
되 
+J 
Q.l) 
디 400 
φ 

L넉 
+J 
r:n 300 
φ 

P 
... 껴 

% 200 
φ 

μ 

옵100 
。

u 
O 

O 

Pr<<=:ss .pressure:200kgj cm2 

Ca( OH);:20% ’ 

Reaction time:3hr 
Vapor pressure:20kgj cmι 

5 10 15 20 25 30 
Sand added (%) 

그림 6-42. 규사 첨가량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 

-210-



1.0 

-、
~ 0.8 

、-'

섭 
。

.，..녁 

효0.6 
』
。

m 
F디 

cdO .4 

μ 

φ 

→」

cd 
늘 0.2 

0.0 
O 5 

Pr~ss . pressure:200kgj cm 2 

Ca( OH);:20% 
Reaction time:3hr 
Vapor pressure:20kgjcm2 

10 15 20 25 

Sand added (%) 

그림 6-43. 규사 첨가량 변화에 대한 흡수율과의 관계 

- 211-

30 



2.0 

nj 

2 

nJ 

Aj 

1i 

1i 

nU 

nU 

K
]매
〉
떠
·
{
뻐
 

Q
쉽
껴
Q
φ
〔{
m
 유
{
{
φ
·석
떠
(
{
〔
{
벼
 

Pr~ss . pressure:200kgj cm2 

Ca( OH);:20% 
Reaction time:3hr 
Vapor pressure:20kgj cm~ 

0.0 
O 5 

Sand added (%) 
30 

그림 6-44. 규사 첨가량 변화에 대한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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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차이가 있겠지만 소석회량을 20% 이상으로 첨가하는 경우에 건축채용 석판재로 

서의 활용할 수 있는 물성을 갖는 제품의 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규사 첨가량 

이 제조한 인조석 시편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료배합 비율을 

석분 슬러지에 대하여 소석회 첨가량을 20% 고정하고 규사 첨가량을 5%에서 부터 

25% 까지 증가시켜 혼합하고 성형압력 200kgl떼인 조건에서 성형한 시편을 오토클 

레이브 내부 증기압 20kgl떼에서 3시간 동안 반웅시켜 제조한 각 시면에 대한 압축 

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증을 측정한 결과을 그럼 6-42, 43 및 44에 나타내었다. 

그림 6-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규사를 5% 첨가하여 제조한 시편의 압축강도는 

528kg/ an' 규사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보다 약 50kg/ an' 증가하였으며 또한 규사 첨 

가량을 10%에서 25% 까지 증량하여 체조하였을 때의 압축강도는 610-630kgl떼로 

증가하였다. 그림 6-43의 소석회 첨가량 변화에 대한 흡수율과의 관계에서는 소석 

회 첨가량을 10% 이상으로 증가시커 제조한 시편의 흡수율은 0.5% 이하로 석분 슬 

러지 75%, 점토 20%, 장석 5%의 원료배합 조건에서 소성에 의한 건축재 제조를 제 

조한 경우와 흡사하였다. 또한 그럼 6-44의 소석회 첨가량에 대한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에서는 규사 첨가량 증가에 대하여 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규사 첨 

가량 15% 이상에서의 겉보기 비중은 l. 86 이하를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규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제조한 시편의 물성은 향상되어지나 주원 

료인 석분 슬러지의 재활용율이 낮아지 는 결점이 있다. 

다. 수옐양생 산물의 특성조사 

원료배합을 석분 슬러지 70%, 소석회 20% 및 규사 10% 버율로 p:t 혼합하고 이어 

서 10%의 수분을 가하여 2차 혼합한 후 200kgl빼 의 압력을 가하여 시변을 성형하 

였다. 이 성형물을 오클레이브에 장입하여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 an' 

인 조건으로 2시간과 3시간 동안 반응시켜 고화시킨 인조석 시편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각각 그럼 6-45 , 46에 나타내였다. 여기에 나타낸 바와같이 수열양생법에 

의한 상기 조건하서 제조한 시편의 주된 결정상은 Calcium Si 1 icate의 수화물인 

Tobermorite이며 그밖에 Xonotlite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표적 물성으로는 압축강도 61 Okgl an', 흡수율 0.49%, 겉보기 비중 l. 87 , 전단강도 

598 kg/ an', 열팽창계수는 71 . 8 X 10-7이다. 

제 4 절 규모확대 시험 

본 연구에서는 향후 시제품용 대형 인조석 판재 제조공정 확립를 위한 전단계로 

200 x 200 x 12mm 크기의 인조석 판재 제조실험율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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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원료 

인조석 판재 제조는 제조방법에 따라 소성에 의한 제조방법과 수열양생에 의한 

제조방법으로 구분하여 인조석 판재 제조원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소성에 

의한 인조석 판채 제조원료는 기초연구에서 수행한 원료배합 조건멸 소성시험 결과 

선수축율 빛 흡수율이 가장 낮은 석분 슬러지， 점토 및 장석을 사용하였다. 수열양 

생에 의한 인조석 판재 제조용 원료로 석분 슬러지， 규사 및 소석회를 사용하였다. 

석분 슬러지는 소성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에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며 규 

사는 주문진 규사에서 주물사를 제조하고 폐기한 입도가 325mesh 이하인 것이며 소 

석회는 백광소재에서 생산한 CaO 함량이 70.5%로 이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x-선 

회절분석 결과， 사차 열분석 및 열중량 분석 결과는 제6장 l절에 수록한 바 있다. 

2. 소성 에 의 한 200 x 200 x 12mm 크기 의 인조석 판재 제조 

본 실험에서는 석분 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소성에 의한 200 x 200 x 12mm 크 

기의 인조석 판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소성조건 동을 변화시키면서 인조석 Block를 

제조한 후 물성을 측정하여 규모확대에 따른 물성 조사하였다. 소성에 의한 200X 

200 X 12mm 크기의 인조석 판재 제조공정은 원료를 혼합하는 혼합공정， 혼합한 원료 

를 가압하여 성형하는 성형공정 및 성형물을 소성하여 고화시켜 인조석 블록을 제 

조하는 소성공정과 제조한 인조석 Block의 절단 및 연마공정으로 구성되어 었다. 

혼합공정에서는 원료인 건조한 석분슬러지， 점토 및 장석을 각각 계량한 후 혼합 

기를 이용하여 균일한 혼합물을 만든다. 성형공정에서는 혼합공정에서 균일하게 혼 

합한 혼합물을 내부 크기가 200 X 200 X 250mm아며 채질이 SUS 304인 성형몰드에 장 

입하여 INSTRON사에서 제작한 Dyanamic Pressing System을 사용， 가압하여 성형한 

다. 소성공정에서는 성형이 완료된 전기로에 장입하여 전기로 내부의 온도를 300 0C 

/Hr로 승온하여 소정의 온도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동안 온도를 유지하여 소성이 완 

료되면 전기로 천원을 차단하여 상온까지 냉각시켜 200 X 200 X 180mm 크기의 인조 

석 블록을 제조한다. 절단 및 연마공정에서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소성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를 12mm 두께로 판채화하고 이어서 연마기로 표변을 연마처리하여 인조 

석 딴재를 제조한다. 

석분 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인조석판재 제조하였을 때에 물성이 가장 양 

호한 원료배합 조건을 조사하기 워하여 인조석 판재 제조원료를 기초연구에서 수행 

한 원료배합 조건별 소성시험 결과 선수축율이 가장 낮은 원료조성인 석분슬러지， 

점토 빛 장석을 사용하였다. 

그럼 6-47은 표 6-4에 나타낸 원료배합 조건별로 혼합한 후 압력을 200 kg/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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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성형한 성형한 성형물을 1000.C 부터 1l00 .C 까지 소성온도를 증가시켜 각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 소성온도 변화에 대한 선수축율과의 관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6-47에 나타낸 바와같이 원료배합 조건에 따라 선수축옳은 소성 

온도가 1000.C에서 1025.C로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소성온도 1025.C 부 

터 1080.C 까지는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이어서 소성온도 1075.C 이상에서는 모든 

원료배합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6-4. 원료배합 조성 

(단위: %) 

싫합f NO.l NO.2 NO.3 NO.4 

석분슬러지 55 65 75 85 

점 토 40 30 20 15 

장 석 5 5 5 5 

각 원료배합 조건하에서의 1l 00.C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여 제조한 인조석 Block 

의 표면은 유리질화되어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였다. 즉， 소성온도 및 소성온도가 

일정할 때 원료의 배합조건 중 석분슬러지의 조성이 높을수록 선수축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 슬러지 85% , 점토 10%, 

장석 5%로 혼합하여 1l 00.C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의 제조한 인조석판재의 

선수축율은 6%로 다른 원료배합 조건 보다 2. 4%-2.9% 낮게 나타나며 석분 슐러지 

의 활용율이 85%로 가장 높아 인조석 제조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NO.4의 

원료배합 조건을 적용하였다. 

성형압력 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NO.4 원료배합 조건인 석분 슬러지 85% , 점토 

10% , 장석 5%로 혼합하여 성형 압력을 50kgl떼에서 부터 300kgl떼 까지 증가사격 성 

형한 후 성형물을 1100.C을 유지하여 2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의 성형압력 증가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그립 6-48에 나타내었다. 그림 6-48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50kgl떼으로 성형한 후 소성한 인조석 Block의 압축강도는 630kg/cnf이었으 

나 성 형 압력 이 증가하여 1 OOkg/cnf , 150kg/ cnf인 경우에는 각각 압축강도는 670kg/cnf 

와 720kgl떼로 향상되었으며 압력을 200kg/cnf 이상으로 가하여 제조한 에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는 800kg/cnf으로 일정하였다. 따라서 소성온도， 소성시간 동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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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형하였다. 

소성온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석분 슬러지 85% , 점토 10%, 장석 5%의 원료배 

합 조건으로 혼합하여 압력 200kg!떼을 가하여 성형한 성형물을 소성온도 1000.C에 

서 1l 00.C까지 온도를 증가시켜 각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소성하였을 때의 소성온도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그럼 6-49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성온도를 1000.C로 유지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압축강도는 590kg!æl이 

었으나 소성온도를 1050.C , 1075.C 및 1l 00.C로 증가시켜 소성하여 제조한 인조석 

Block의 압축강도는 소성온도 상승에 따라 각각 740kg!떼에서 790kg!떼 로 향상하 

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적 소성시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성온도가 일정할 때 소성시간 증 

가에 대한 제조한 인조석 Block의 압축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및 선수축율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그림 6-50 , 51 , 및 52에 나타내었다. 이때의 제조조건 

은 압력 200kg!æl을 가하여 성형한 성형물을 온도를 1100 "C로 유지하여 소성시간율 

0.5시간 부터 2.5시간 까지 변화시켜 소성한 후 이에 대한 각 물성을 측정하였다. 

그럼 6-50에 나타낸 바와 같이 1l 00.C에서 0.5시간 동안 소성한 인조석 Block의 압 

축강도는 680kg!æl이며 소성시간 I시간에서의 압축강도는 720kg!매로 증가하였으며 

소성시간 2시간에서의 압축강도는 800kg!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6-51의 나 

타낸 바와 같이 소성시간 변화에 대한 흡수율 및 겉보기 버중과의 관계에서 초기 

소성시간 0.5시간 부터 l시간 까지의 흡수율은 2. 7%에서 0.69%로 급격히 감소하다 

가 소성시간 l. 5시간 이상에서 부터는 완만히 감소하여 소성시간 2.0이상에서의 홉 

수율은 0 . 48%를 나타내었으며 소성시간 증가에 대한 소성한 인조석 Block의 겉보기 

버증과의 관계는 소성시간이 증가할수록 겉보기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 

내고 있다. 즉， 소성시간이 0.5에서 3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겉보기 비중은 각각 

2. 74에서 2.52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6-52에 나타낸 소성시간 증가에 대한 소성한 

인조석 Block의 선수축율과의 관계는 소성시간 0.5시간에서 부터 I시간 까지의 선 

수축율이 4.9%에서 5.6%로 가장 증가폭이 가장 크며 소성시간 2시간 이상에서는 선 

수축율의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결과로부터 

소성시간 변화에 대한 측정한 인조석 810ck의 각 물성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압축강도의 향상， 흡수율의 감소， 곁보기 버증의 감소 및 선수축율의 증가폭이 

가장 적은 소성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열양생법에 의한 200 x 200 x 12mm 크기의 인조석 판재 제조 

본 실험에서는 석분 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수열양생법에 의한 석분슬러지 

에 함유되어 있는 썰리카에 소석회， 규사 및 수분(H2이을 첨가하여 반응시켜 이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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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칼융화하여 비교적 우수한 물성을 보유한 200 x 200 x 12mm 크기의 언조석 판채 

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 배합조건 ， 성형압력 ， 수열양생 조건 동을 변화시키면서 인 

조석 200 x 200 x 180mm크기의 인조석 810ck을 제조하여 규모확대에 따른 물성을 조 

사 하였다.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 판재 제조공정은 제조공정은 원료를 혼합하는 

1차 혼합공정， 수분을 첨가하여 다시 혼합하는 2차 혼합공정 ， 혼합물를 가압하여 

성형하는 성형공정 및 성형물을 고화시켜 인조석 810ck을 제조하는 수열양생 공정 

과 제조한 인조석 810ck의 절단 빛 연마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p:t 혼합공정에서는 원료인 건조한 석분 슬러지， 소석회 및 규사율 각각 계량한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일한 혼합물이 되도록한 혼합하고 이어서 2차 공정에서 

10%의 수분을 첨가하여 재차 혼합한다. 성형공정에서는 혼합공정에서 균일하게 혼 

합한 혼합물을 소성에 의한 인조석판재 제조사 사용하였던 동일한 성형볼드와 성형 

기를 이용하여 성형한다. 수열양생 공정에서는 성형이 완료된 성형물을 오토클레이 

브( Au tocl ave )에 장입하고 이어서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수증기를 주입하여 수중기 

압이 목적하는 압력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동안 압력율 유지하여 성형물율 고화시격 

인조석 810ck을 제조한다. 절단 및 연마공정에서는 절단기와 연마기를 사용하여 수 

열양생으로 고화시킨 인조석 810ck를 12mm 두께로 판재화하고 표면을 연마처리하여 

인조석 판재를 제조한다. 

수열양생에 의한 200 x 200 x 12mm 크기 인조석 판채를 제조할때 성형압력이 제조 

한 인조석 판재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우l하여 석분 슬러지 80%에 소석 

회 20%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이어서 10%의 수분을 가하여 재차 혼합한 혼합물율 성 

형몰드에 투여하여 성형압력을 50kg/ rnt 부터 300kg/ rnt 까지 증가시켜 200X200X 

180mm 크기로 성형한 후 오콜레이브( Au tocl ave) 에 장입하고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l떼에 도달할 때까지 수증기를 계속하여 주입하여 중기압이 목적하는 

압력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3시간 동안 유지하여 성형물을 고화시킨 후 인출하여 각 

인조석 810ck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율 측정한 결과를 그림 

6-53 , 54에 나타내었다. 그림 6- 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성형압력 변화에 대한 제조 

한 인조석 810ck의 압축강도와의 관계는 성형압력에 증가와 함께 압축강도도 향상 

되고 있다. 즉， 압력을 50kgl떼 가하여 성형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압축강도는 

285kgl떼 이었으나 성형압력이 150 빛 200kgl떼으로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각 

각 428kgl rnt 및 482kgl떼으로 향상되었으나 압력을 250kg / rnt 이상으로 증가시격 제 

조한 경우에는 압축강도가 505kgl떼로 증가폭 낮아지고 있다. 그림 6-54에 나타낸 

성형압력 변화에 대한 제조한 인조석 810ck의 흡수율 및 겉보기 버중과의 관계에서 

는 성형압력을 50kgl떼에서 100kgl떼로 증가시격 제조한 경우의 흡수율은 3. 73%에 

서 1.33%로 감소폭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압력을 200kgl떼 이상으로 가하여 제조 

한 인조석 810ck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0.53%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형압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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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겉보기 비중를 측정한 결과는 성형압력 증가에 대한 흡수율과의 경우에 

서와 같이 유사한 버율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성형압력 200kgl메 이상에서 

제조한 인조석 810ck의 겉보기 비중은 2.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결 

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료를 혼합한 후 적정 압력 이상으로 성형하여 인조석 810ck 

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6-55 , 56에는 원 

료배합시 규사의 함량을 증가시켰을 때에 성형압력 변화에 대하여 각 조건에서 제 

조한 인조석 810ck의 압축강도， 흡수율 빛 겉보기 비중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때의 원료배합 조건으로는 석분 슐러지 70% , 소석회 20% 및 규사 10%로 하였으며 

수옐양생 조건은 그럼 6-53에서와 동일한 조건율 적용하였다. 성형압력 증가에 대 

한 인조석 810ck의 압축강도， 흡수율 빛 겉보기 비중은 그림 6-53 , 54와의 경우에 

서와 같이 흡사한 비율로 향상되었으며 또한 원료에 규사를 혼합하였을 때와 혼합 

하지 않고 동일한 성형압력으로 제조한 인조석 Block의 물성을 버교하여 볼 때 원 

료에 규사를 첨가하지 않고 성형압력 200kg/ cnf에서 제조한 인조석 810ck의 압축강 

도는 482kgl 떼， 흡수융은 0.53%, 겉보기 l:J l중은 2.0이 었으나 그럼 6-55 , 5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료에 10%의 규사를 첨가하여 동일한 압력을 가하여 제조하였 

을 때에는 압축강도는 605g1 떼， 흡수율은 0. 49%, 겉보기 버중은 1. 88로 물성이 향 

상되었을 알 수 있다. 

수열양생법으로 인조석 한재을 제조하였을 때 이에 필요한 최적조건의 수열양생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열양생 할 때의 반응시간 및 중기압 변화에 대한 각 조 

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810ck의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버증을 측정하였다. 

그림 6- 57 , 58은 반응시간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버중과의 관 

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의 인조석 810ck의 제조조건은 원료배합 비율로 석분 슬러 

지 80%에 소석회 20%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여기에 수분 10%을 첨가하여 재차 혼합 

한 후 압력 200kgl떼 가하여 성형한 성형물을 오토클레이브에 장입한 후 증기압을 

20kgl떼로 유지하여 반응시간을 l시간부터 4시간 까지 증가시키면서 제조하였다. 

그럼 6-57 , 5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열양생에 의한 인조석 810ck의 고화반 

응은 반응시간 2시간이내에 급속도로 진행되어 물성이 향상되고 3시간 이후에서는 

물성의 향상폭이 완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 반웅시간 2시간에서의 

압축강도는 462kg/ an' , 흡수율은 1. 03%, 겉보기 벼중은 2. 16이었으나 반응시간이 3 

시 간 이후에서의 인조석 810ck의 압축강도는 482kg/ cnf , 흡수율은 0.53%, 겉보기 버 

중은 2.0로 반웅시간 2시간 동안에 약 70% 정도의 고화반웅이 이루어졌음율 알 수 

있다. 그림 6-59 , 60은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 슐러지 70%, 소석회 20% 및 규사 10% 

로 하여 인조석 Block을 제조하였을 때의 반웅시간 변화에 대한 각각의 물성을 측 

정한 결과이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반응시간에 대하 

여 그럼 6-57 , 58에서의 결과에서와 같이 비숫한 형태로 고화반웅이 진행되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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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조석 Block의 물성이 향상되었으며 반웅시간 4시간을 유지하여 제조하였을 때 

의 압축강도， 흡수율 및 겉보기 비중은 615kg! æf , 0.46% 빛 1. 86을 나타내였다. 그 

럼 6-61 , 62는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의 변화가 제조한 인조석 Block의 압축 

강도， 흡수율 빛 겉보기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워하여 원료배합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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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차 혼합한 푸 흔합물을 200kg! rni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하여 오토클레이부에서 반 

응시간을 3시간 유지하여 중기압을 14kg! æf에서 22kg! æf 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각 

증기압 조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Block의 물성측정 결과이며 그림 6-63 , 64는 원료 

배합 조건을 석분 슬러지 70%, 소석회 20%, 규사 10%로 변화시켜 제조한 인조석 

Block의 증기압 변화에 대한 물성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6-61 , 62 , 63 

빛 6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열양생시 증기압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로 물성 

이 낮아졌으며 증기압이 높은 조건에서는 물성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즉， 석분 슬 

러지 80%, 소석회 20%인 원료배합 조건으로 증기압이 14kg!떼인 조건에서 체조한 

인조석 Block의 압축강도는 228kg!떼 ， 흡수율은 4. 25%, 겉보기 비중은 2 . 44이 었으 

나 증기압을 상승시켜 22kg! æf인 조건으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 514kg! 

mf , 흡수율은 0. 52%, 곁보기 버중은 1. 93를 나타내였으며 또한 원료배합 조건중 석 

분 슬러지 70%, 소석회 20% 빛 규사 10%인 원료배합 비율로 중기암이 14kg! rni 인 조 

건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록의 압축강도는 324kg! rni , 흡수율은 1. 71 %, 겉보기 버중 

은 2.24이었으나 증기압이 22kg!떼에서 제조한 인조석 블럭의 압축강도는 621kg! 

떼， 흡수율은 0. 42%, 겉보기 버중은 1. 83를 나타내였다. 이러한 현상은 오토클레이 

브 내부의 증기압이 낮으면 석분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이산화 규소와 소석회가 

상호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산화 칼습을 형성하지 못하여 제조한 인조석 블록 

의 물성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물성이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적정한 증기압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소성 및 수열양생￡로 제조한 200 x 200 x 12mm 크기의 인조석 판재의 특성 

그럽 6-65 , 66은 소성법으로， 그럼 6-67 , 68은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Block의 단축압축 시험에 따른 웅력-변형율 곡션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그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력 -변형율 곡선의 구배가 작아진 후에도 축방향의 변형이 

계속 진행되는 연성파괴에 가까운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응력과 변형율간의 양적 

관계는 탄성율， 포아송버 {Poisson's rati이 동의 역학정수에 의해 결정된다. 응력 

과 축방향의 변형율과의 관계를 탄성율이라 하며 E = a ! E 으로 나타낸다. 즉 웅 

력과 축방향 변형율의 기울기로부터 탄성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인조 

석재의 탄성율은 1.236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일반 암석의 탄성율인 1-5 보다는 

작은 수치를 나타낸다. 통일한 크기의 응력이 존재할때 탄성율이 큰 불체는 탄성율 

- 234-



600 

500 

ij등~ 400 

、‘..... 
L: 

륭I) 
300 ω‘-

1i)‘ 

~ l 

mmm‘-
Press pressure : 200kglcm2 

Ca(OH)2 : 20% 
a.. Reaction time : 3hr 
E 
〔。J 100 

0 
14 16 18 20 22 

Vapor Pressure (kg/cm2) 

그림 6-61. 수열양생에 의한 200 x 200 x 180mm크기의 인조석 Block 제조시 
수증기압 변화에 대한 압축강도와의 관계 

-235 -



5.0 2.5 

‘-----. 
1 〉-‘、

-‘ .m‘특-、)e
‘-ι 

= 3.0 1.5 。i

。 o 
똥= 

용 Press pressure : 200kg/cm2 tmCjL 

Ca{OH)2 : 20% m 
m 2.0 Reaction time : 3hr 1.0 iI·‘ ‘- m‘-1르ωi mIL 

• a. 
<( 

1.0 0.5 

0.0 0.0 
14 16 18 20 22 

Vapor Pressure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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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은 물체에 벼하여 아주 변형율이 작다. 또한 축방향의 신장 또는 수축에 대해 

이것과 직각방향의 수축 또는 신장의 크기 벼가 포아송비 (Poisson's ratio) 이며 E\ 

= - Y Eb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y : Poisson's ratio , 축방향의 변형율 E \ ， 직각 

방향의 변형율 Eb 이다. 포아송비가 0인 경우에는 밀든지 당겨도 횡방향에는 변화 

가 없다. 예를 들어 코르크의 경우 V 가 0에 가깝다. 암석의 경우 포아송비는 O. 

1-0.3 정도이다. 파괴가 일어났을때의 축방향 빛 직각방향 변형율의 바로부터 포 

아송벼를 계산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인조석 블록의 경우 0.179 -0 . 274의 수치 

를 나타내는데 이는 국내 화강석의 0. 185 -0.283로 천연석재와 유사한 특정을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인조석 판재의 활용성 제고 

인조석판재를 건축용 내.외장재， 장식재 및 마감재로서의 활용성을 높히기 위하 

여는 각종 용도에 알맞는 색상과 문양을 연출하여 모양과 질감이 천연석판재와 흡 

사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보유한 인조석판채를 제조하기 위하 

여 각종 무기 산화물계 안료의 첨가와 석분 빛 규사에 엽도조절에 의한 다양한 색 

상과 문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소성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판재 경 

우에는 1000 0C이상에서 소성하여 제조하므로 첨가한 각종 안료가 석분 슬러지， 점 

토 빛 장석과 반웅하여 흑색 계통의 색상만 나타나는 착색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열양생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 판재 경우에는 200 0C이하에서 제조하므로 석분 

슬러지， 소석회 및 규사가 첨가한 안료와의 반응성이 아주 낮아 사진 6- 4 부터 

6- 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보유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할 수 있 

었다. 

사진 6- 4는 원료배합을 석분 슬러지 70%, 소석회 20%와 문양을 나타내기 위하여 

- 65+100 mesh 입단의 규사 10% 버율로 l차 혼합하고 이어서 10%의 수분을 가하여 2 

차 혼합한 후 색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5: 2 비율의 lron Oxide Hed와 lron Oxide 

Black를 0. 5% 첨가하여 200kgl떼 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하였다. 이 성형물을 오콜 

레이브에 장입하여 오토클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 l떼인 조건으로 3시간 동안 

유지하여 제조한 인조석 판재로 표면의 색상은 흑적색으로 규사질 문양을 보유하였 

다. 사진 6- 5는 언조석판재 제조조건은 사전 6 - 4의 조건과 동일하며 원료배합시 

Titanium Oxide 0 . 5%를 첨가하여 제조한 결과 인조석판재의 표면의 색상과 문양은 

회백색의 규사질을 보유하였다. 사전 6-6은 사진 6-4의 인조석 판재 제조조건과 동 

일하며 원료배합시 Chrome Ox ide 0 . 5%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제조한 인조석 판 

채은 녹색의 규사질 문양을 보유하였다. 사진 6-7은 인조석 판재 표면의 색상이 적 

자색을 나타내도록하기 위하여 6 : 1 벼율의 lron Oxi de Red와 lron Oxide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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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4. 적 색 , 흑색 (I ron Oxide Red . Iron Oxide Black)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판재 

ι ~강 파흩-￥흉~，，~→융찮.~를?경E경r;，~효，jfl!f'JJ'. 

사진 6-5. 백색 (Titanium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 
한인조석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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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6. 녹색 (Chrome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판재 

사진 6-7 . 척 색 . 흑색 (I ron Oxide Red. Iron Oxide Black)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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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8. 황색， 백색 (Chrome Orange. Titanium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판재 

사진 6-9. 백색，녹색 (Titanium Oxide Chrome Oxide) 안료를 첨가하 

246 -



사진 6-10. 황색， 백색 (Chrome Orange. Titanium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판재 

사진 6-11. 백 색 , 황색 (Titanium Oxide. Chrome Orange) 안료를 
첨가하여 수열양생법으로 제조한 인조석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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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첨가하여 사진 6-4과 통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것이다. 사전 6-8은 원료배합시 

Titanium Oxide과 Chrome Orange를 6: 1 의 비율로 첨가하여 사진 6-4와 동일한 조건 

으로 제조한 것이다. 사진 6-9는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 슬러지 70% , 소석회 20% , 

입도가 325mesh 아하인 규사 10%와 6: 1 비율의 Chrome Ox i de와 Ti tanium Oxide 

0.5%를 첨가하여 사진 6-4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인조석판재이다. 사진 6-10은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 슬러지 70% , 소석회 20% , -65+100 mesh 입단의 규사 10% , 

Titanium Oxide 0.5%를 첨가하여 사진 6-4와 통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것이다. 샤진 

6-11은 사진 6-9의 원료배합 조건에 6: 1 비율의 Chrome Orange와 T i tan i um Ox i de 

0.5%를 첨가하여 사진 6-4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 

조한 언조석판재의 대표적 물성인 압축강도 605-610kgl 떼， 흡수율 0.46 -0.49% , 

겉보기 버증 1. 87 -1. 89이며 원료의 엽도변화와 첨가한 무기안료의 변화에 따라서 

천연석재의 고유한 문양을 보유하면서 다양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한 인조석 판재는 제 5장에서 적용한 바 있는 내오염성 동 6항목에 대한 

표면시혐 결과 색상 벚 문양에 대하여 이상이 없으며 다양한 문양 빚 색상조절 동 

인조석판재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면 각종 건축채용 내.외장재 장식재 또 

는 마감재 소재로의 활용성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된다. 

6. 인조석 제조법의 버교 

석분 슬러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건축용 인조석 판채를 제조할 때 적용한 소성 

법과 수열양생볍에 대한 제조설비， 제조비용， 대표적 물성 동을 요약， 비교하여 표 

6-5에 수록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성법은 수열양생법과 비교헬 

때 제조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제조설비 비용이 낮으며 물성이 대체로 우수하나 

고온에서 제조하므로 제조비용이 높고 착색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제품의 제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수열 양생법은 초기 설비비가 높으나 제조비용이 비교적 

낮고 다양한 색상을 보유한 인조석 판재의 제조가 가능하여 비꼬적 소성법에 버하 

여 경제성이 높은 잇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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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소성법과 수열양생법의 비교 

끓래존벌 소 성 법 수열양생법 

제조설비 
제조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므로 제 

제조설비 비용이 낮다 조 설비 비용이 버쿄적 높다 

제조비용 
11 00 OC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하 제조공정상 소성법 보다 제조 
여 제조하므로 제조비용이 높다 버용이 낮다 

압축강도 800kgl떼 압축강도 610kg/ cm' 

대표적 물성 흡수율 0.52% 1 f3r「-i「‘돋 。좋 0.49% 

겉보기 버중 2. 54 겉보기 비중 l. 87 

고온에서 소성하므로 제품제조 선수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규 

선수축율 시 8-10%의 선수축율이 발생한 격이 일정한 제품의 제조가 가 

다 능하다 

착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각종의 착색제를 사용하여 다양 

제품의 종류 양한 색상을 보유한 제품의 제 한 색상을 보유한 제품의 제조 

조가어렵다 가 가능하다 

석분슬러지 
75% 70% 

사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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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로
 」

국내 석재 산업에서 환경오염 유발 물질로 배출되는 폐석 빛 석분 슬러지의 재 

활용을 통하여 석재 산엽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폐기물을 활용하여 건축채용 인조석 

판재 제조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의 물리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건축재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양 빛 색상을 보유한 인조석 판재 제조 및 규모 

확대 실험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혜석 및 석분 슴러지를 활용한 언조석 판재 제조 

(1) 인조석재의 성형시 압력은 50 - 300 kg! cm2의 범위에서 제조하였는데 성형압 

력이 증가힐 수록 폐석 및 석분의 조밀화가 증대되어 물리적 성질이 증가하 

였으며 지나친 압력이 가해전 경우에는 석분간을 접착시켜주는 결합체의 최 

소량까지도 배출되고 또한 혜석 상호간의 압력으로 인한 파열이 발생하여 강 

도가 감소함을 보였다. 본 제조범위에서는 200 kg!cm2내외의 압력을 가한 경 

우가 가장 우수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2) 결합체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경우 이에따른 물성의 변화는 크게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인조석재의 주성분이 결합제가 아니라 혜기물로 배 

출되는 석분 슬러지 및 폐석이므로 결합제의 양은 이들을 서로 접착시킬 수 

있는 양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폐석중량의 12 - 15 % 의 결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3) 인조석재의 내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열중량 분석시험을 행한 결과 구성성 

분 증 결합재의 열분해가 200 oc 부근에서 진행되어 중량감소가 나타나기 시 
작했으며 300 - 400 oc 사이에서는 급격한 중량감소가 진행되었다. 언조석재 
제조시 결합제의 양을 12 % 사용한 경우 300 - 400 oc 사이에서 중량감소가 
10 %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본 인조석재의 경우 300 oc 내외까지도 내 
열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4 ) 천연석채와 본 실험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을 비꼬한 결과 압축강도 

면에서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생형압력 및 결합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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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첨가량의 조절을 롱하여 이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인장강도에서 

는 천연석재와 비슷한 값을 보이며 또한 천연석재에 비해 버중이 낮은 특성 

동을 나타냈다. 

(5) 건축용 바닥재 및 벽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색상의 

폐석 및 석분을 사용하였고 결합제에 다양한 무기 착색제를 첨가하여 인조석 

판재를 제조하였는데 폐석의 색상 빛 혜석과 석분의 혼합， 그리고 첨가한 안 

료에 따라 다양한 문양 빛 색상을 갖는 인조석 판재의 제조가 가능하였으며 

최척조건에서 인조석판재를 제조한 결과 이들의 대표적 물성은 사용한 혜석 

과 석분의 종류 빛 입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버충 2.25-2.35 

kg/cm2 , 흡수율 0.31-0.45 , 압축강도 730 -790 . kgl cm3
’ 인장강도 60.0-

61. 9 kg/cm2의 값을 나타내 였다. 

(6) 본 실험에서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은 압축강도 면에서 원료언 화강암에 

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사암이나 콘크리트 보다는 높은 값을 보 

였으며 천연석재에 비해 버중이 낮은 특성 등을 보였는데 이러한 인조석재 

고유의 특성과 다양한 문양 및 색상 동 인조석재만이 갖는 장점을 활용한다 

면 내장재 빛 바닥재 동 건축용 자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아 석재산 

업에서 폐기물로 배출되는 석분 빛 폐석의 재활용을 통한 석재산업의 환경오 

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소생 및 수염양생에 의한 엔조석 환재 체조 

(1) 소성법에 의한 인조석판채 제조시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 슬러지 85% , 점토 

10%, 장석 5%으로 하였을 때 선수축율이 6%로 가장 낮으며 다른 원료배합 조 

건 보다 석분 슬러지의 활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형압력， 소성온도 및 소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이 향상되었다. 

(2) 석분 슬러지 85% , 점토 10% , 장석 5%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200kg/cnt의 압 

력을 가하여 성형한 후 온도를 1100.C에서 2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여 제 

조한 인조석재의 대표적 물성인 압축강도 800kg/ ar/, 흡수율 0.48% , 겉보기 

비중 2.52이며 x-선 회철분석 결과 주된 결정은 a-Quartz이며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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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할 수록 제조한 인조석재의 물성이 향상되었으며 소성에 의하여 제조한 

인조석재와는 달리 선수축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규사를 첨가하여 주원료인 석 

분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SiOz 성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제조한 인조석 판재 

의 물성을 개선하는데 바람직하며 원료배합 조건을 석분 슬러지 70%, 소석회 

20% 빛 규사 10% 비율로 첨가하여 혼합하고 10%의 수분을 가하여 다시 혼합 

한 후 200kg/cnf 의 압력으로 성형하여 오토콜레이브 내부의 증기압이 20kgl 

떼인 조건으로 3시간 동안 반응시격 제조한 인조석재의 대표적 물성으로는 

압축강도 605 - 610kglcnf , 흡수율 0.46 - 0. 47%, 겉보기 비중 1. 86 - 1. 89이 

며 이때의 주된 결정은 Tobermorite이며 약간의 Xono t1 i te가 혼재되어 있다. 

(4) 석분 슬러지 및 규사의 입도조절과 각종 무기 산화물계 안료의 첨가에 의 

한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보유한 인조석판재를 제조하였으며 또한 제조한 인 

조 석판재는 내오염성 뭉 6항목에 대한 표면시험 결과 색상 빛 문양에 대하여 

이상이 없어 다양한 문양 및 색상조절 동 인조석만재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 

을 활용하면 각종 건축채용 내 . 외장재， 장식재 또는 마감재 소재로의 활용성 

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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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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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