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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목 

정밀화학 및 전자공업 원료 제조 기술 연구 

(전자공업원료 분야 : 고기능성 교질흑연제조 연구) 

ll. 기술개발 목적 및 중요성 

..!i!.7'-f -. -. 

。 고기능성과 고분산성을 갖춘 초미 립 특수 흑연분말(전자파차폐 및 흡수용 

도료와 engine 이l 및 산업 기기 윤활유용) 및 교질흑연 제조 기술개발 

。 흑연분체의 형상제어 및 표면개질 기초기술 개발 

。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 기술 개발. 

。 기업화로 관련산업의 활성화 

。 선진국의 전자파 차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고윤활성 고기능성 흑연소재의 

세계적인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완료한 후 

관련기업에 이전할 예정이다. 

중요성 

본 기술은 일부 선진국의 독점기술로 특히，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 

는 군사용(전자파 차폐 및 흡수 기술을 이용한 레이더 교란용 흑연 폭탄 등)및 T.V 

브라운관， LCD displayer등 전자소재용， 원자로와 산업기기의 발달에 의한 극한 상 

황에서 윤활 안정성 유지용 오일 첨가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용 기초기술 

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또한 금속과 혼합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사용 가능한 내 부식성 분체 도료의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체를 가공하는 첨단 기초 소재 원천기술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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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 

。본 연구팀이 자체 개발하여 산업화 완료시킨 초미립분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연속공정 내에서 초미립화된 분체표면 coating에 의한 표면처리와 개질방법을 개 

발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체를 가공 처리하는 

기술(coating， 형상조절， 유기물 흡착등에 의한 고분산화와 고기능화)을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질흑연(Colloida1 graphite)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 본 연구의 마지막 년도인 금년도에는 본 연구 기간중 개발된 기술로 기업과 본 

연구팀이 생산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Last user의 현장 적용실험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에 기술 이전 산업화를 완료한 공정에 대한 생산현장 안정화 시험과 공정의 

웅용에 의한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내용> 

。 Colloidal 흑연제조의 선행기술인 초미 립 분체 제조 및 입자의 형상조절과 

특성부여기술개발 

。 분체 특성 평가 기술개발 

& 미립흑연 표면개질을 위한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 및 유기물 coating 기술 

개발연구 

。 첨단산업용 도료， 윤활제용의 초미립 특수 흑연분말제조 및 처리 연구 

· 윤활성 향상 및 고분산성 유지를 위한 초미립 흑연분말의 표면처리 

· 입자의 형상제어 및 표면개질(산소 및 유기물 표면 coating) 

· 전기전도성 향상을 위한 flake의 미 립화 

。본 연구과제 수행 중 기술 이전하여 산업화 완료한 초미립 분체 제조장치 및 

공정 응용에 의한 기능화된 초미립 흑연 분체의 산업생산 적용시험 

。 개발된 기술로 시험생산한 제품의 Last User 품질평가를 위한 현장적용 시험 

。 기능성 초미립 흑연분말 대량생산을 위한 현장적용시험 및 상용화 공정기술 

개발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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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술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기술개발 결과 

고기능성과 고분산성을 갖춘 초미립 특수 흑연분말(전자파차폐 및 홉수용 도료 

와 engine oil 및 산업기기 윤활유용) 및 교질흑연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 1차 선행기술인 초미립(평균입도 0.8μm) 흑연분체 제조 기술 개발 

。 2차 선행기술인 gas 흡착에 의한 표면개질， 유기물 표면처리， 기능화된 분체의 

특성 평가 주요 개발 

。 습식 방법에 의한 수중 현닥액 중에서 표면개질 기술 개발 

。 고분산성， 고윤활성 교질흑연 제조기술 개발 

。 산업현장 적용을 위한 일반 공정 기술 개발 

。 1 ， 2차 선행기술 산업화 완료 및 추진 중 

。본 연구에서 제조한 표면이 개질된 고기능성 초미립흑연 분체는 성일화학， 천미 

광유， 삼성전관 등에서 last user의 제품품질 test 및 수명 test를 중심으로 1차 

현장 적용시험은 마친상태이며， 2차 수명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 특허2건 둥록(제 104856호， 제 101885호)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주된 활용범위는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부 

품， 반도체， 고체 윤활유 둥으로 이는 천연흑연이 가진 높은 전기전도도와 우수한 

윤활성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미 립의 인편상 분말(fine flaky particles)은 뛰어난 

전기전도성 때문에 도전성 필름재료에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며， 또한 브라운 

관 도료용과 엔진오일 및 산업기기용 윤활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현재 현장 

적용시험이 진행중인 분야 중에 하나는 LCD Display 및 브라운관 도료 분야인데， 

브라운관 도료의 경우 전체 중 흑연분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며， 이 

때 사용되는 흑연분말의 특성은 각 위치에 따라 다르나 5-7μm 정도의 입도와 고정 

탄소(F.C) 96-97% 정 도(외 부용)， 브라운관 내 부 중 앞부분은 submicron 이 하의 입 

도와 고정탄소(F.C) 99.9% 이상의 초미립 고순도 흑연을 교질화하여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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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성， LG, 오리온전기 등 국내 가전업계 사용량은 120여톤/년으로 이 중 약 

80%는 외부용으로 천연산흑연을， 나머지 20%는 내부용으로 초미립 고순도(1μm이 

하， F.C 99.9%이상) 흑연 사용량은 5톤/년 정도이다. 가격은 고정탄소(F.C) 99.9% 이 

상， 입도 3-5μm일 경우 천연흑연은 10，000，000원/톤 정도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 

고 있는 초미립 흑연분말은 스위스 론자，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사 등 외국에서 전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 분야의 활용이 가장 유망하다. 

v. 기대효과 

。도전성 페인트， TV 브라운관 도료， 전자파 차폐용 도료 및 고체 윤활유， 

엔진오일， 산업기기용 오일 둥에 단순한 첨가제나 증량제로서가 아닌 

기능성을 가진 복합제로 사용되는 표면처리된 흑연분체는 고가에 전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수입대체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됨 . 

。 미립분체의 표면처리 기술은 소재산업의 모기술이며 각종 비금속분체 표면처리 및 

개질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로 흑연산업 및 비금속 광물 분체 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군사용(전자파 교란， 누전 등)과 금속과 기능성 흑연분체의 복합화로 자동차， 선 

박등의 고광택， 내부식성 도료등 새로운 용도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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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멀화학 및 전자공업원료 제조기술 연구 

A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Materia1s 

for Fine Chemica1 and Electronic Industry U se 

전자공업원료분야 

최상근， 김병곤， 정헌생， 이효숙， 이강인， 정수현 

S.K. Choi, B.G. Kim, H.S. Chung, H.S. Lee, K.I. Rhe, S.H. Jeong 

SUMMARY 

1 . Subject 

Advanced high functiona1 properties of graphite powder by surface 

modification for electronic and lubricant industry use. 

n. Objective of Study 

Objective of study is manufacturing technology of ultrafine graphite powder 

with advanced high functiona1 properties, so ca11ed colloida1 graphite. 

Fine natura1 crysta1line graphite which is used as a source materia1 of a high 

electrica11y conductive film and an addition of advanced high functiona1 solid 

lubricant. For use high electrica11y conductive film and advanced high functiona1 

solid lubricant, add new and advanced high functiona1 properties to fine graphite 

powder through surface modification with gas and organic materia1s by dry and 

wet process. This year is the last year of the project sub-entitled "A study on 

surface modification of graphite powder for colloida1 graphite". 

Industria1ization studies were carried out to stand firm the process of 

graphite surface control and modification for mass produce and to ap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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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surface modificated graphite powders. 

m. Scope and Content of Study 

CD Appraise characteristics of surface modificated graphite powders. 

CZ) Chemisorption with oxygen on graphite surface to improve dispersing 

characteristics in aqueous solution and oil. 

@ Surface treatment of graphite powders with organic materia1s in aqueous 

system. 

@ Industrialization studies to stand firm the process to sett1ement the 

process for mass produce. 

~ Actua1 apply test in related company. 

W.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CD An investigation on ultra-fine grinding characteristics of crystalline graphite 

on dry base system by vacuum technique was performed. Natural graphite 

grinding is inefficient, since graphite has lamella structures which cause the 

high lubrication by slipping of the layers. However, this lamella structure 

causes diffi띠ty in grindir휩.In떠w;itiα1 states of grir때ng obstac1e materials(moisture, 

air or oxygen gas) between graphite layers was proposed. The removal of 

grinding obstac1e materials by application of vacuum grinding was carried 

out with 325mesh of natural crystalline graphite samples. The partic1e size 

were able to be reduced to D(v. 0.5)=0.63μm depending on various vacuum 

and grinding conditions. 

CZ) Apply for a utility model patent on grinding equipment (Pat. No 104956, 

101885). 

@ Self-design & construct of the manufacturing plant and transfer of 

technica1 know - how of them to related industries. 

@ An investigation on the oxygen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ultrafine cη

sta11ine graphite powders(produced by grinding in vacuum) by surfac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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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using an attrition mill on dry base was carried out. Adsorbed 

oxygen on graphite surface was known to influence the suspension 

stability of graphite particle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ive oxygen 

adsorption the surface of graphite particle by attrition milling was 

obtained in the range of 120 to 140.C at such conditions at reaction time 

30min and tip speed 4.5rn/sec, under oxygen(or 머r) pressure 1kgf/cnf. 

(5) Settlement of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with organic materials on gra

phite surface in order to improve dispersing characteristics in aqueous 

system<Colloidal graphite) 

@ Actual apply test in related company (Samsung Electronics Co. etc.) is 

under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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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현황과 목적 

본 보고서는 천연산 인상 흑연을 이용하여 고기능성 전자소재(TV브라운관 도 

료， 전자파 차폐제 둥)， 고기능성 윤활제(산업기기용 오일， 엔진오일) 및 첨단흑연 

소재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질흑연(Colloidal graphite)개발 연구의 최종년도 보 

고서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교질흑연 제조에 선행기술로써 필요한 

흑연 고순도 정제기술(F.C 99.5% 이상)과 경제성이 선진국 방식(습식법)보다 월둥 

히 뛰어난 건식법에 의한 초미립(평균업도 0.8μm) 인상흑연 분체제조 방법 및 공정 

이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관련기업에 기술이전 산업 

화를 완료하였으며 1) 이에 따른 특허 및 실용신안이 둥록 및 출원되었다 2) 국내는 

가행중인 흑연광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연구는 거의 없고， 해외수입 광 

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첨단산업용 흑연 신소재 개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팀이 자체 개발하여 산업화 완료시킨 초미립 분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연속 공정 내에서 초미립화된 분체표면 coating에 의한 표면처리와 개질 방법을 개 

발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체를 가공 처리하는 기 

술(coating， 형상조절， 유기물 흡착 등에 의한 고분산화와 고기능화)을 개발하며 이 

를 바탕으로 교질흑연(Colloidal graphite)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 연도인 금년도에는 본 연구 기간중 개발된 기술로 기업과 본 

연구팀이 생산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Last user의 현장 적용실험을 실시하고， 관련기 

업에 기술 이전 산업화를 완료한 공정에 대한 생산현장 안정화 시험과 공정의 응용 

에 의한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본 기술은 일부 선진국의 독점기 

술로 특히，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군사용(전자파 차폐 및 흡수 기술 

을 이용한 레이더 교란용 흑연 폭탄 등)및 원자로와 산업 기기의 발달에 의한 극한 

상황에서 윤활 안정성 유지 즉， 유기물 base 윤활유의 극압， 고온에서 유기물 파괴 

F h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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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윤활성 저하와 저온에서의 부동 오일 첨가제 둥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산 

업용 기초기술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또한 금속과 

혼합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둥에 사용 가능한 내 부식성 분체 도료의 소재로도 사 

용할 수 있도록 도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체를 가공하는 첨단 기술 중에 하나이 

다. 흑연의 용도가 건전지， 전기용 brush, 내화제 연필심 등의 고전적인 용도에서 

첨단소재 원료· 즉， 고정탄소 99.9%이상의 고순도 정제흑연과 팽창흑연으로 만들어 

지는 흑연시트， 링， 가스켓트， 불침투성 흑연， 교질흑연(colloidal graphite) 둥으로 용 

도가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들을 이용한 2차 흑연제품인 항공기 및 자동차 

의 gasket, 윤활유， 브라운관 도료， 원자로용과 기 능성 초미 립 분체 동을 이 용한 환 

경 친화적 흑연 신소재와 군사용 퉁이 대표적인 흑연의 새로운 용도로 분류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품위 흑연 및 흑연가공제품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용범위도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주된 적용범위는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부 

품， 반도체， 고체 윤활유 둥으로 이는 천연흑연이 가진 높은 전기전도도와 우수한 

윤활성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미립의 인편상 분말(회ne fl하cy p따디cles)은 뛰어난 

전기전도성 때문에 도전성 필름재료에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며， 또한 브라운 

관 도료용과 엔진오일 및 산업기기용 윤활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현재 현장 

적용시험이 진행중인 분야 중에 하나는 LCD Display 및 브라운관 도료 분야인데， 

브라운관 도료의 경우 전체 중 흑연분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며， 이 

때 사용되는 흑연분말의 특성은 외부용은 천연산으로 5-7μm 정도의 업도， 고정탄소 

(F.C) 96-97% 정도이고， 내부용은 인조(따tifici허)흑연으로 입도는 3-5μm， 고정탄소 

(F.C) 99.9% 이상이다. 특히 브라운관 내부 중 앞부분은 submicron 이하의 입도와 

고정탄소(F.C) 99.9% 이상의 초미립 고순도 흑연을 사용하고 있다. 내부용에 인조 

흑연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정탄소 99.9% 이상의 고순도 천연산 흑연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천연흑연은 인조흑연에 비하여 가격경쟁이 뒤지며， 또한 고정탄소 99.9% 

이상의 고순도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인조흑연에 비하여 결정화도가 훨씬 크 

기 때문에 전기전도도 및 윤활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삼성， LG, 오리온전기 등 국내 가전업계 사용량은 120여톤/년으로 이 중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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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용으로 천연산흑연을， 나머지 20%는 내부용으로 인조흑연을 사용하며， 브라 

운관 내부 앞쪽용 초미립 고순도(1μm이하， F.C 99.9%이상) 흑연의 사용량은 5톤/년 

정도이다. 가격은 고정탄소(F.C) 99.9%이상， 입도 3-5μm일 경우 인조흑연은 

3，500，000원/톤， 천연흑연은 10，000，000원/톤 정도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미립 흑연분말은 스위스 론자，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사 둥 외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비금속 광물 부가가치 향상연구 중 정밀화학 및 전자공업원료 개발 

연구의 전자공업원료 분야인 흑연분체의 제조， 가공처리 부분(교질흑연(Colloidal 

graphite)제조)의 최종년도 보고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구성은 흑연산업 전반 

(국내외)에 대한 총괄 정리와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수행한 연 

구내용 및 결과를 선행기술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금년도 연구사업인 교질흑연제 

조(흑연 분체의 수중 현탁액 제조) 및 현장 적용시험에 대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나타내었다. 

우선 원료광물인 흑연에 대한 국내외 흑연산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국내의 경우 매장량， 생산량， 수출입 현황 및 실적(국별， 종류별)， 연도별 

내수 추이， 용도 동의 현황을， 외국의 경우 매장량， 생산량， 국제거래가격， 기술수준， 

기술개발의 현황 등을 나타내었다 3) 또한 본 보고서는 최종년도 종합 보고서이므로 

총 연구기간 동안 개발된 기술을 1차 선행기술인 초미립(평균입도 0.8μrn) 휴연분체 

제조 기술， 2차 선행기술인 gas흡착에 의한 표면개질， 물리적 방법에 의한 유기물 

표면처리， 기능화된 분체의 특성평가 기술에 대하여 종합 기술하였고， 본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이상의 선행기술을 이용하여 산업화 완료한(동원세라믹공업(주)) 초미 

립 흑연 분체제조 방법 및 공정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기술하였다 4) 아울러 

본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인 전자소재용 및 고기능성 초미립 인상흑연(교질 흑연， 

Colloidal graphite) 제조에 대한 선진국의 Bench Marking 기관에 대하여 소개하였 

다. 제 5 장에서는 초미립 흑연분체의 교질화를 위한 표면개질의 이론적 및 기술적 

특성과 방법 및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교질흑 

연(Colloidal graphite) 제조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단위 세부 기술별로 연구내용 

및 결과를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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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내용 및 모효 --, ~ 

전자파 차폐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로 전자파 차폐용 도료CT.V 브라운관등) 수 

요의 급증과 기계 및 장치산업의 발달에 따른 고급 윤활유 수요는 급증(Engine oil 

용 및 산업 윤활유용)하나 첨단산업용 고기능성 초미립 특수 흑연분말의 제조기술 

은 선진국이 독점하고 기술이전을 기피하므로 첨단산업용 원료 전량을 수업에 의존 

하고 있다. 이는 초미립 분체 표면처리 기술 미비에서 기인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 

우 초미립 특수 흑연 분말 제조기술의 산업화와 고도의 초미립 분체 표면처리 기술 

을 바탕으로 한 전자소재용 및 고기능성 윤활유에 사용되는 교질 CColloidaD흑연 제 

조기술은 이미 산업화 된 상태이다. 

제 1 절 총 연구기간 동안의 총체적인 내용 및 범위 

- Colloidal 흑연제조의 선행기술인 초미 립 분체 제조 및 입자의 형상조절과 

특성부여기술개발 

- 분체 특성 평가 기술개발 

- 미립흑연 표면개질을 위한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 및 유기물 coating 기술 

개발연구 

- 첨단산업용 도료， 윤활제용의 초미립 특수 흑연분말제조 및 처리 연구 

· 윤활성 향상 및 고분산성 유지를 위한 초미립 흑연분말의 표면처리 

· 업자의 형상제어 및 표면개질(산소 및 유기물 표변 coating에 의한) 

· 전기전도성 향상을 위한 R하<:e의 미립화 

- 본 연구과제 수행 중 기술 이전하여 산업화 완료한 초미립 분체 제조장치 및 

공정 응용에 의한 기능화된 초미립 흑연 분체의 산업생산 적용시험 

- 개발된 기술로 시험생산한 제품의 Last User 품질평가를 위한 현장적용 시험 

- 기능성 초미립 흑연분말 대량생산을 위한 현장적용시험 및 상용화 공정기술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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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종 목표 

- 고기능성과 고분산성을 갖춘 초미립 특수 흑연분말(전자파차폐 및 흡수용 

도료와 engine oil 및 산업 기기 윤활유용) 및 교질흑연 제조 기술개발 

- 고체윤활유， 엔진오일， 산업기기 오일 첨가제용 흑연분체의 형상제어 및 

표면개질 기초기술 개발 

-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 기술 개발. 

- 기업화로 관련산업의 활성화 둥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며 

선진국의 전자파 차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세계적인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고윤활성 및 고기능성 흑연소재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완료한 후 관련기업에 이전할 예정이다. 

본 연구 개발완료시의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항공산업， 전자 전기산업 

등의 흑연부분 가공산업 활성화와 윤활유， 전자기기， 전자파 차폐용 동의 원료 제공， 초 

미립 분말 제조 핵심기술 확보(표면처리 및 Flake type의 미립화)， 고부가가치화에 의 

한 흑연 첨단산업의 활성화 및 교질흑연의 수입대체 (120억원/년)와 초미립 분체 표면 

처리 기술확립으로 국내 분체산업의 기술 수준 도약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제 3 절 당해년도(’99년도) 연구수행 내용 및 목적과 문제점 

본 연구의 최종년도인 금년도에는 초미립 분체의 표면처리에 의한 표면 물성개 

질을 통한 고기능화된 초미립 흑연 분체의 교질화Ccolloidal) 즉 교질흑연을 제조하 

고자 수용액 중에서의 흑연과 유기물과의 흠착 특성과 wetting특성 연구를 중점 시 

행하였으며 아울러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기업화)을 위하여 시험 생산한 제품의 

Last User 품질 평가를 위한 현장 적용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진행상 

의 애로사항으로는 첫째， 시제품으로 제조한 고기능화된 초미립 분체 및 교질흑연 

의 제품 특성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Last user의 제품 품질 test 및 제품적용시 

험(수명테스트) 기간이 제품 특성상 매우 길고， 둘째， 전자파 차폐용 도료의 경우 대 

상 최종 제품이 TV 브라운관용으로 현장적용 품질 test 단계가 매우 복잡하며(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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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 제조회사 별도로 적용성 시험) Last user의 공정 line 변경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팀이 기술 이전한 동원세라믹공업주식회사에서 초미립 

흑연분체를 1차 제조하고， gas에 의한 2차 표면 처리를 동 생산라인에서 동시에 실 

시한 후 자원연구소 본 연구팀이 교질흑연 제조(표면처리 및 개질 • 기계적 형상 

조절， 유기물에 의한 표면 coating 및 표면개질， 수중현탁액 제조 기술 개발) • 

TV 브라운관 도료용 paste제조(전문제조회사) • TV 브라운관 적용시험(삼성전관， 

LG전관) 퉁 다단계로 여러 기관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최종 결과 도출까지의 기간 

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각 공정 단계별로 적용시험 기관에서 별도로 처리(첨가) 

하는 공정이 critica1 factor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



제 3 장 국내외 흑연산업의 일반 현황 

제 1 절 국내 현황 

국내 흑연광의 매장량은 약 16，000천 hνT 정도로 추정되나 고품위 흑연 원광의 

고갈과 흑연 고순도화에 관한 정제기술 국내 광업계의 영세성 및 기술부족 등으로 

과거 3-4년 전까지만 해도 가행중인 광산이 없었으나， IMF이후 환율 급둥에 따른 

수입가 인상 둥의 요인으로 현재 1-2개의 인상흑연 광산만이 명맥을 유지할 뿐이 

다. 주요 불순물로는 석영， 장석， 운모 둥이 주종을 이루는 점토광물류이다. 국내 수 

요량의 약 80%정도는 중국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중 전체 국내 수입량 

중 약 90% 정도는 비교적 등급이 낮은(고정탄소 92%) 것으로 포항 근교에서 내화 

재료 및 가탄제 둥 철강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다. 첨단산업 원료용 흑연 완제품은 

일부 선진국에서 전량수입(약 150억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는 흑연관련 부존 현황이 미약한 형편이므로 흑연원료를 거의 수업에 의 

존하며， 일반 정제흑연의 구입은 중국， 스리랑카 등에서 용이하게 수입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고품위화 및 미립화 기술이 초보 단계이다. 국내의 기능성 흑연원료 및 

소재의 사용업체들로는 전자파 차폐용 도료， 고급 윤활유 첨가제， 도전성 도료 둥 

첨단 흑연 제조 산업 분야는 전량 관련원료를 수입하므로， 완전한 상태의 산업 기 

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흑연관련 원료소재는 항공기， 원자로 둥 미래의 국가 전략 산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흑연원료 소재의 국산화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팀은 

이미 본 연구기간 중 흑연의 고품위화 및 초미립화에 대한 기술을 확립하였으나， 

기능성 부여기술， 초미립 흑연분체의 표면처리기술， 최종산품의 평가기술， 준공장급 

생산기술을 연구진행 중에 있다. 

1 
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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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원료광의 국내현황3) 

내화물 업계의 불황으로 98년도의 수요는 97년에 이어 계속 감소하였다. 주로 

분말야금， 연필， 내화물， 주형둥에 사용되나 물량이 적은 관계로 실수요자 뿐만 아 

니라 소규모 수요자는 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수량의 1% 미만을 

국내생산으로 충당할 뿐 나머지는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태삼진흑연과 조선흑연 2개 광산에서 조업하였으나 가행상태는 불안정하여， 태 

삼진의 경우 월평균 5톤 정도로 생산실적을 보고하였고 조선흑연은 생산실적이 없 

이 실적보고만 하였다. 총62톤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년보다 21톤이 감산되 

었다. 

수입은 ‘97년에 이어 16%가량 물량이 감소하고 금액은 32%나 줄었다. 중국이 

물량의 98.1% , 금액의 86.7%를 점유하여 97년도와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며 국내시 

장을 석권하고 있고， 일본이 물량으로는 1.4%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10.7%를 점유 

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수입물은 주로 내화물용으로 사용되고 일본에서의 수입은 건전지제 

조， 분말야금 및 연필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내수는 97년도보다 물량으로는 

2，000톤이 감소한 10，003톤이 겉보기 소비량으로 추정되었다. 용도별 구성비는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주형재， 연필， 내화물 분야가 주수요처이고 기타 탄소제품， 윤활재 

및 분말야금 업계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흑연 수출입 관련 실적과 

내수관련 통계자료를 표로 나타내었다. 

연도별 수출입 실적 

광종 단위 1994 1995 1996 1997 1998 누계 

-/i「-
인상 효'-르 58 34 15 20 137 274 
흑연 천$ 57 16 7 15 67 179 

~ 
토상 톤 5.565 3.517 2.357 2.000 1.119 22.296 
흑연 천$ 890 736 562 532 334 4.256 

-/「-
인상 톤 9.125 10.986 12.341 12.040 10.074 63.603 
흑연 천$ 7.071 8.985 8.479 7.705 5.217 44,711 

입 토상 톤 28,551 16.746 31 ,891 34,847 20.648 160,732 
흑연 천$ 2,311 1,655 3.093 2,817 1.615 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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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입 실적(’98년도) 

수 출 수 입 
광종 캔 τ1Tl걷 I그r HS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인상흑연(분상，플레이크상) 2504-10-1때 137 67,æ2 9,073 4,796,623 

인상흑연(기타) -90-1때 0 0 1,001 420,038 
흑 

토상흑연(분상，플레 이 크상) 
연 

-10-2αm 447 132，않6 411 119,557 

토상흑연(기타) -90-2뻐 622 158,988 19，잃4 1,268,491 

기타흑연(분상，플레이크상) -10-9000 0 0 403 214.855 
(MT) 

기타 천연흑연 -90-9000 49 42,696 12.384 

계 1，껑5 401,312 30,722 6，831，없8 

연도별 수출추이 

1981 1991 1996 1997 1998 증가율 연평균 증가 
광종명 단위 

(A) (B) B/A 81-91 91-98 

인상휴연 MT 114 284 15 20 137 599.3 9.6 -9.0 

토상흑연 MT 34.234 29.641 2,357 2，어O 1.119 44.1 1.4 -37.0 

연도별 수입추이 

1981 1991 1996 1997 1998 증가율 연평균 증가 
광종명 단위 

(A) (B) B/A 81-91 91-98 

인상흑연 MT 181 7.993 12.341 12.040 10,074 -16.3 46.1 3.0 

토상흑연 MT 24 3.924 31 ,891 34,847 20，없8 -40.7 66.5 26.0 

M 

싱
 



광종별 ’98연도 상위 수입국별 점유율 ( % ) 

(총수입액 단위: 천$) 

광 종 총수입액 1 2 3 4 5 

인상휴연 5,217 중국(86.7) 일본(10.7) 독일( 2.3) 미국( 0.3) 브라질( 0.0)1 

토상흑연 1.615 중국(91.4) 일본( 4.5) 미국( 3.3) 독일( 0.4) 

연도별 수출추이 

1981 1991 1996 1997 1998 증가율 연평균 증가 
고。l료 。드며 。 단위 

(A) (B) B/A 81-91 91-98 

인상흑연 MT 114 284 15 20 137 599.3 9.6 -9.0 

토상흑연 MT 34.234 29.641 2,357 2,000 1.119 44.1 1.4 -37.0 

연도별 수입추이 

1981 1991 1996 1997 1998 증가율 연평균 증가 
고。널 。드며 。 단위 

(A) (B) B/A 81-91 91-98 

인상흑연 MT 181 7,993 12,341 12,040 10,074 - 16.3 46.1 3.0 

토상흑연 MT 24 3.924 31 ,891 34.847 20,648 -40.7 66.5 26.0 

국내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고。L죠 。느 단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인상흑연 톤 577.8 없4.4 622.718 630.574 552.933 608.674 724.392 

토상흑연 효'-프- 113.7 123.5 128.538 161.375 191.924 240.370 4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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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천$) 

수 출 -까「‘ 입 

국가 고。L표 。으 단위 1997 1998 1997 1998 
걷:zr; 그 ‘fLr 금액 중량 금액 걷 "6- 그 ‘flr- 금액 걷 :z「」 그 ‘fLr 금액 

남아프리차 토상흑연 MT 40 11 

인상흑연 MT 48 185 34 12 
독일 

토상흑연 MT 367 79 367 80 2 10 

러시아 토상흑연 MT 15 

인상흑연 MT 8 
멕시코 

토상흑연 MT 50 15 

인상흑연 MT 26 40 9 1 
미국 

토상흑연 MT 13 34 15 5 

브라질 인상흑연 MT 2 5 

인상흑연 MT 1 5 
스웨멘 

토상흑연 MT 2 

영국 토상흑연 MT 1 3 

이탈리아 토상흑연 MT 88 31 125 44 

인상흑연 MT 108 30 
인도네시아 

토상흑연 MT 648 185 468 131 

인상흑연 MT 1 1 263 796 149 55 
일본 

토상흑연 MT 45 140 31 7 

인상흑연 MT 11,700 6,675 9.881 4,524 
중화인민공화국 

토상흑연 MT 39 36 49 42 34.785 2.607 20.600 1,477 

캐나다 토상흑연 MT 
인상흑연 MT 2 6 6 13 

태국 
토상흑연 MT 700 153 

E 리니다드토바고 토상흑연 MT 90 24 

필리핀 토상흑연 MT 17 4 

호주 토상흑연 MT 5 

토상흑연 MT 28 12 42 17 
홍콩 

토상흑연 MT 28 12 42 17 

% “ 



연도별 생산추이 

1981 1991 1996 1997 1998 증가율 연평균 증가 
광종명 단위 

(A) (B) B/A 81-91 91-98 

인상흑연 MT 847 1,552 121 83 62 -25.7 6.2 -36.0 

토상흑연 MT 37.805 75.239 992 7.1 

연도별 내수 추이 

1981 1991 1996 1997 1998 증가율 연평균 증가 
고。L크 。드며 。 단위 

(A) (B) B/A 81-91 91-98 

인상흑연 MT 914 9,263 12,436 12,060 10,003 -17.1 26.1 1.1 

토상흑연 MT 3,595 41.982 30.606 37.067 19,529 -47.3 27.9 10.4 

내수실적 

광종별 품위 단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인상 
각급 MT 914 1,007 1,043 2,910 2.718 3,789 4.825 6.658 6,849 

흑연 

토상 
각급 MT 3,595 4,654 8,118 13,647 25,737 69，않6 48,664 57,133 42,591 

흑연 

광종별 품위 단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 

인상 
각급 MT 24.69 9,263 24,066 9,027 9,067 11,070 12,436 12,060 10,00 

흑연 

토상 
각급 MT 55,01 41.982 37.229 27.371 27.325 15,734 30,606 37.067 19.52 

흑연 

광산물 기본 관세율 현황(1998.12 현재) 

HS 번호 며O
 

목
 

프
 
d 

3 

관세율(%) 

2504-10, 90 천연 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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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광종별 생산실적 

광종별 품위 단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 

인상 
각급 MT 627 695 2.305 1.602 641 잃8 678 1,186 70 

흑연 

토상 
각급 MT 26，잃8 32.571 56，정8 69,877 96.577 106,507 107.767 100,282 9,889 

흑연 

광종별 
품위 

단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 

인상 
각급 MT 118 121 83 6 

흑연 

토상 
각급 MT 8.412 5.910 4.300 1.820 992 

흑연 
~ _ __ ___ L 

연도별 연말재고 

광종별 품위(%) 단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인상흑연 각급 MT 50 678 640 657 415 34 439 21 

토상흑연 각급 MT 10,127 12.901 8.694 4.461 5.516 4.956 10,291 5,5961 

광종별 품위(%) 단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인상흑연 각급 MT 19 11 55 5 

토상흑연 각급 MT 13.136 6.173 5.022 4.984 4.299 4.219 

98년도 광종별 국내 자급상황(물량기준) 

자급도순 비고 

고。l- 도。ξ 단위 내 수 생 산 수 입 자급도 

흑 연 MT 29.532 62 30.722 0.21 

- 인상흑연 MT 10,003 62 10,074 0.62 

- 토상흑연 MT 19.529 0 20,648 o. 

M “ 



국내 가격 동향 

인상흑연은 괴상인지 편상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며 편상의 경우는 편의 

크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제가격은 93년 이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일부 품위에서는 약간의 상숭 분위기도 보인 바 있다.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인상흑연은 cif가격이기 때문에 물량에 따른 운송비가 큰 변화 요소 

로 작용하고 있지만 199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20불 정도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에서의 수입단가가 95년도 이후 계속 하락해 98년에는 462불로 더욱 낮아졌고 

또한 중국의 비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국별 인상혹연 수입업체 

수입국 1 까::. 입 업 체 

영해산업， 조선내화， 세우통상(주)， 한국내화， (주)이현， 현대산업(주)， 

중국 
(주)삽화소재， (주)서안산업， 제우스E 레이딩， 우원무역(주)， 서안산업， 

아성， (주)팬더， (주)현대코마산업，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거기교역상사， (주)한국베랄 

;Hr 로케 E 전기， 서통， 대한소결금속， 신화사， 삼한， 동아연펼， 고려용접봉 
일본 

(주)，공영분체， 대동정밀공업사 
상 

미국 (주)루보 

독일 (주)우풍， (주)크리버코리아， (주)문화， (주)창성， (주)대우， (주)구미상사 

기 
중국 

제우스E 레이딩， (주)성우산업기술， 거기교역상사， 영해산업(주)， 

타 (주)동하， (주)삼화소재 

가격추이 

(단위 : $/톤)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수입가격 802.7 774.9 817.9 687.1 639.95 517.87 

국제 
lump 650-850 650-850 650-850 650-850 570-730 570-750 

가격 large 400-600 400-600 450-650 450-550 480-550 4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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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광산 생산 추이 (단위 : M!T) 

광종 광산명 소재지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증감율 

[A] [B] B/A(%) 

태삼진흑연 경기 가평 상 0 118 106 65 62 -4.6 
인상 

조선흑연 경북 예천 보문 0 0 15 18 0 
흑연 

합 계 0 118 121 83 62 -25.7 

성하-마로 충북 보은 마로 4.300 1.800 992 0 0 
토상 

조선흑연 경북 예천 보문 0 20 0 0 0 
흑연 

합 계 4.300 1.820 992 0 0 

품질요건 

- 토상흑연 

용 도 고정탄소(%) 휘발분(%) 입도(mesh) 기 타 

윤활제 92 이하 2.0 이하 350 - 400 
연필 80 - 82 2.5 이하 350 - 400 
건전지 80 - 85 2.5 - 3 150 - 200 F~03 1.5% 이하 

CuO 0.05% 이하 
전극 75 - 80 3.5 이하 

도료，보일러청정제 85 이상 3.0 이하 under 325 
-ζ「걷 ~ 65 - 75 4.0 이하 under 110 

- 인상흑연 

용 도 고정탄소(%) 휘발분(%) 회분(%) 입도(mesh) 기 타 

윤활제 97 이상 1.0 이하 2 이하 350 - 400 
연필 94 - 96.5 1 - 1.5 5 이하 350 - 400 
탄소봉 97 - 98 1.0 이하 3 이하 200 - 110 
도가니 85 - 95 0.6 - 2.5 5 - 13 48 - 80 F~03 1% 이하 

Pb 0.5% 이하 
Packing 95 1.0 이하 5 이하 110 
건전지 92 - 97 1 - 1.5 3 - 7 200 F~03 1% 이하 

CuO 0.05% 이하 
강관주형 90 이상 1.5 이하 9 이하 over 48 
전극 85 이상 2.5 이하 13 이하 over 110 
내화물 85 이상 2.5 이하 13 이하 over 130 F~032% 이하 

전극， 내화물 75 - 80 3.0 이하 18 - 23 13 
주물용 65 - 75 4.0 이하 18 - 41 und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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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현황 

국가별 인상흑연 생산량 추정치는 아래 표와 같다. 

Country Tonnage Description 

West Gerrnany 8.300 Mainly medium size flake graphite 

Czechoslovakia 15.000 Mainly flake powder and sma11 flakes 

USSR 22.450 Mainly medium sized flake graphite 

Madagascar 13.600 Large sized flakes with low carbon 

Zimbabwe 12.700 Medium sized thick plated fl와æ 

Mexico 1.800 Mainly medium sized flake graphite 

Brazil 31 ,300 Mainly medium sized flake graphite 

China 80.000 About 50% medium, 50% large sized 

India 17,200 About 50% medium, 50% large sized 

North & South Korea 2,000 Mainly medium sized flake graphite 

Sri Lanka 3,000 Partly large flakes , but none available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인상흑연은 일반적으로 +50mesh, +8Omesh, +100mesh, 

-loomesh 등 4가지 입도로 거래되는데， 입도별 순도에 따른 일본시장 가격은 다음 

과 같다. 

(US $/ton) 

품위 입도 가격(저가) 가격(고가) 

80% 100 mesh 306 350 

90% +50 mesh 1,120 1,423 

94% +80 mesh 1,230 1,346 

98% +l00mesh 1,560 1,653 

98% - loomesh 1,276 1,346 

99% +50mesh 2.142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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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매장량 순위 

(단위 : 천톤) 

국별 매장량 순위 
광종 세계 

1 2 3 4 5 기타 

중국 멕시코 마다가스칼 인도 브라질 
5.300 

천연흑연 5,300 3,100 960 620 뼈O 16,000 
(33.1) (19.4) (6.0) (3.9) (2.9) 

(33.1)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전자소재용 및 고기능성 윤활유 첨가제용으로 사 

용되고 있는 교질(Col1oid머) 흑연은 이미 산업화된 상태이며 이를 제조하기 위한 

모 기술인 초미립 특수 흑연분말 제조기술 및 고도의 초미립분체 표면 처리 기술은 

상용화 완료단계로 각종 첨단 소재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히타찌 분말 야금(주) 스위스 론자， 러시아 ALTAI를 

Bench Marking 대상기관으로 삼고 이들이 생산한 제품과 품질을 Last user로 하여 

금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히타찌 분말 야금(주)는 중국 흑연광산 현지(산 

동성 남수흑연광산 외)에서 전자소재용 초미 립 흑연분체 및 교질 ( Col1oidal) 흑연 

제조하여 자국으로 수입 및 제3의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들의 제조 방법은 

Vibration rnil1에 의한 습식분쇄 (24-48시간)로 초미 립 흑연분체(평균입도 1.0μm)를 

제조한 후 흑연분체의 교칠화를 위한 수중현탁액 중에서의 흑연을 분산 (특수분산제 사 

용 : Hitasol, 비매품)시켜 각종 첨단 도료로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 론자는 주로 인조흑연 제품을 생산하나 일부 전자소재용 (TV 브라운관 

OUTLET 부분)은 천연산 흑연미 립분말 사용하여 교질흑연을 제조하고 있으며 현 

재 국내에서 수입사용하고 있다. ALTAI(?-~시아)사는 Ultra-Disperse Graphite를 제 

조하여 고기능성 엔진 및 기기 오일과 부동(Antifreeze) motor oil 첨가제로 하용하 

고 있다.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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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기술사항의 검토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기술(초미립 흑연분체 제조)에 대한 세부 기술사 

항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세부 기술수준 비교 (고기능성 흑연미립분체) 

제 걷 IIF 며。 
입도분포 평균입도 

제조방법 
제조시간 

표면처리 용도 
(1.0μm이하) (때) (시간) 

당 연구소 생산품 83.0 % 0.5 건식 3 -r「1 범용 

일본 히다찌분말야금 82.3 % 0.4 습식 24 - 48 1 。T 특정 

국내S전자회사사용품(수입) 82.4 % 0.5 습식 24 - 48 T 。r 특정 

기술별 국내외 기술 수준 비교 

기술비교 정제기술 미립화기술 표면처리 기능성부여(물성변환) 

외 국 100 100 100 100 
--

국 내 80 90 50 40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단위별 주요기술사항 및 기술수준을 분석하 

여 보면 외국의 경우 초미립 인상흑연 분체제조는 물론 이들에 대한 표면처리(개 

질)에 의한 고기능성 분체 제조기술이 완전히 상용화 된 단계이나 국내의 경우 초 

미립 인상흑연 분체제조 기술은 본 연구팀의 기술개발 확립으로 산업화 완료되었으 

나 고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표면처리(개질)기술 개발은 기초 단계로 본 연구팀 

이외는 국내 연구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되어야할 신기술로써는 

초미립 인상흑연 분체 표면처리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시험을 통한 양산화 시험과 

입자형상조절 및 입자 설계 기술개발 유기물 처리에 의한 고기능화(유기물에 의한 

capsule화 등)， 유기물 또는 수중에서 고분산성 유지를 위한 Gas에 의한 표면처리 

기술 개발과 흑연소재 복합입자 생성을 위한 기반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m 

μ
 



제 4 장 초미립 기능성 흑연 분체제조 

제 1 절 개요 

육각 판상형의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흑연은 결정화도가 좋을수록(인상흑연) 

전기전도도 및 윤활성이 우수하나， 결정구조적 특성 때문에 전자소재용 및 고체윤 

활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μm 이하의 초미립 흑연분체를 제조하기가 매우 어려웠 

다. 이는 흑연 고유의 결정학적 특성(육각판상형 층상구조) 때문에 미립화하기 위하 

여 충격을 가하면 흑연 층들이 수평방향(a축)으로 미끄러져 자체 윤활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흑연격자사이 즉， 층과 층 사이， c1uster(여러 개의 층이 겹쳐 작은 

덩어리를 이루는 상태)와 c1uster사이， 여러 개의 c1uster들이 5) 모여 이룬 입자와 입 

자사이에 미립화 방해물질로 여겨지는 미량의 수분이나 공기(산소)가 존재하면 이 

들이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데 공기의 경우 산소가 흑연표면에 붙어 흑연층간의 윤 

활 증강작용을 하여 미립화 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분쇄시 초미립 분쇄생성물의 

입자형상 조절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만일 입자형상이 판상형이 아닌 입방체 모 

양으로 변하게 되면 열적 및 전기전도도와 윤활성은 떨어지게 된다6) 본 연구에서 

는 건식방법에 의한 초미립(평균입도 1.0tflIl이하)흑연분체를 제조하고자 흑연 층간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립화를 방해하는 물질(공기 중의 산소가 흑연 층간에 분 

쇄를 방해하는 즉 흑연자체의 윤활작용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가정)을 미립화 도중 

에 진공 방법으로 제거하면서 단시간에 평균입도가 1μm 이하인 초미립 인상흑연 분 

체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여 분쇄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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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질험방법 

1.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면간 윤활성이 좋아 미립화 하기가 어려운 천연산 인 

상흑연 (중국산)으로써 F.C 98%를 갖고 그림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입도 

325mesh, 평 균 입 도 35μm를 갖는다. 

2. 질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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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광의 입도분포 

본 실험에 사용한 미립화 장치는 기본적으로 attrition mill을 응용한 것인데7) 기 

존의 attrition mill은 건식방법으로 분쇄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 

었기 때문에 부분별로 본 실험에 적합하도록 자체 설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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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는 시료 내에 잔류 수분 및 흑연 입자와 입자사이 혹은 층간에 존재하는 

미립화 방해물질의 제거와 미립화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로부터의 수분 및 공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특히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침투를 

억제하고， 필요에 따라 분쇄용기 내부가 10-1 -10-3 torr의 진공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회전축과 분쇄용기 (8 ~규모) 사이에 sealing 장치와 진공펌프를 

부착하였으며， 또한 분쇄용기 윗 부분을 약간 변형하여 gas를 주입， 배출 할 수 있 

도록 gas line을 설치하였다. 미립화 진행시 용기내부의 분위기를 조절하여 줌으로 

써 입자와 입자 사이의 웅집방지 혹은 gas에 의한 흑연 층칸의 팽창， 입자표면을 

coa디ng하여 초미 립 분말의 윤활성 향상과 입자형상 조절을 목적으로 gas in-out 

장치를 부착하였다. 분쇄용기 내부의 온도를 150.C까지 엄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용기 외벽과 내벽 사이에 항온순환펌프를 이용하여 liquid paraffin을 순환시켰다. 

3. 질험 및 측정 

시료는 dry oven 110.C 에서， 2쇠π 동안 건조시 킨 후 grinding chamber 전체부피 

8~ 용량에 시료 500g을 투입하고， 분쇄 메디아로는 지름이 2mm인 스테인레스 볼 

20kg을 장입하였다. 본 미립화 장치의 회전축의 속도는 450r.p.m으로 고정하여 실 

험하였다. 

미립화가 완료된 시료는 광학현미경 및 SEM으로 입자형상 및 크기를， XRD로 

미립화 전후의 흑연특성 변이를 측정하였으며 입도분석은 Ma1vern Mastersizer 

MS20 및 Zeta sizer로 하였다. 분쇄용기 내부의 진공도 측정은 pirani vacuum 

gauge로 사용범위는 6-10-3 torr, sensor의 측정범위는 200-10-3 tor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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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질험결과 및 고찰 

1. 진공도에 대한 영향 

5 tOIT 정도의 진공상태에서와 대기 중에서 미 립화하여 미 립화 효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진공상태에서와 대기 중에서는 분쇄 시간이 3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분쇄한 

계에 도달하였다. 공기 중에서 3시간 미립화 하였을 경우 평균업도가 약 7μm， 진공 

중에서 하였을 경우 평균입도는 약 3μm으로 진공중에서 분쇄속도가 빨랐다. 진공도 

변화에 따른 분쇄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립화 시간을 3시간으로 고정하고 분쇄 

용기 내부의 진공도를 5 tOIT에서 10 -3 tOIT까지 변화시키면서 분쇄속도를 조사하였 

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쇄용기내부 진공도를 1 tOIT로 감압 시킨 상태에 

서 미 립화하면 평균입도 1.4μm로 급격히 작아지며 1O-1tOIT의 상태에서는 subrnicron 

이하인 0.8때1이며， 10-2 tOIT에서는 0.7 flITl이나， 10-3 tOIT 이상의 감압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분쇄속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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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입도에 대한 진공도의 영향(미립화 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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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립화 진행 시간에 대한 영향 

진공도를 10~2 tOIT로 고정하고 미립화 시간을 0.5시간부터 3시간까지 변화시키면 

서 평균입도 1μm 이하의 초미립 흑연분말을 얻기 위한 최적의 미립화 시간을 구하 

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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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립화 시간에 따른 입도분포 

미립화 시간이 약 1.5시간이 되면 평균입도가 각각 1.1μm로 거의 1μm에 다다랐 

고， 미립화시간 2시간이면 약 0.8μm ， 2.5시간이변 0.55μm이 된다. 그러나 미립화 시간 

이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30분 늘어남에 따라 평균입도의 차이는 그림 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각각 0.75μm와 0.55μm로써 0.2μ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이들의 

입도분포를 분석하여 보면 미 립화 시간이 2시간일 경우 subrnicron의 입자 즉 lμm 

이하의 입자는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약 5.3μm 이 하가 9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0.4μm~ 1μm 사이가 전체의 약 50% 차지한다. 한편 미 립화 시간이 2.5시간 



일 경우는 1μm 이하의 입도가 전체의 약 82.5%를 차지하여 실험목적상 얻고자 하는 

1μm이하의 입자가 63%에서 82.5%로 하고， 2.3μm이하가 99.2 %로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하며 0.4따l- l.OJ.lITl 사이가 전체의 약 60%를 나타내었다. 

3. 온도에 대한 영향 

본 실험은 건식에 의한 방법이므로 미립화가 진행되는 동안 grincling chamber 

내부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상숭한다. s하nple량 500g, b외1 charge량 20kg, 진공도 

10-2 toπ에서 미립화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에서 임의적인 온도조절이 없는 상태에 

서 grincling chamber 내부의 온도 변화를 조사하여 본 결과 상온에서 미 립화 시간 

이 30분이 경과하면 grincling chamber 내부의 온도는 80 0C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 

나， 이후 1시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여 115 0C가 된다. 미립화 시간이 2시간이 지 

나면 120 0C, 2시간 30분에서는 123 0C, 3시간에서는 125 0C로 온도상승이 아주 미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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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온도와 시간에 따른 분쇄효과 

- 38-



이와 같이 미립화가 진행되면서 분쇄용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 변화하는데， 이것 

이 미립화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분쇄용기 내부 온도를 임의적으 

로 외부의 온도조절용 circulator를 사용하여 80.C , l00.C , 120.C , 140.C로 고정하고 

온도편차를 ::!::5.C 로 하여 미립화 시간에 따른 미립화 효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l00.C 이상에서는 분쇄속도가 비슷하나， 80.C 에서는 

떨어지는데， 이는 분쇄용기 내부의 온도가 l00.C 이상이 되면 용기 내부에 존재하 

는 미량의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하며 잔존해었던 미량의 공기가 팽창되어 진공 펌 

프로 이들을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내부공기 밀도가 작아지므로써 흑연 업자 

와 입자 사이 혹은 흑연 입자와 분쇄메디아 사이 또는 용기벽면 사이의 공기(산소) 

에 의한 미끄럼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미립화 효율이 증가하였다고 사료된다. 

4. 분쇄압자의 형상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들에 대한 입도분포의 분석은 체적(부피)기준 개념에 의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정 단위 면적 당 개개의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환산한 것으로 대부분의 입자가 초미립이라 할지라도 몇 개의 큰 업자만 존재하더 

라도 전체적인 평균입도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광학현미경이나 SEM 등에 의 

한 입도를 분석한 결과와는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3에 나타낸 내부 진공도 10-2 torr에서 2시간 30분 미립화한 시료 

를 개수기준 개념으로 입도분포를 분석하여 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3의 분 

포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SEM으로 분쇄물의 입자형상을 관찰하여 본 결과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미립 흑연 분쇄 생성물들이 서로 부분적으로 웅집되어 있 

기는 하나 각각의 분쇄 생성물들은 대부분의 입자가 1따l이하로 판상형을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최종 분쇄산물에 대한 XRD 분석에 의하면 미립화가 진행되어 감 

에 따라 pe빼 intensity가 약간씩 작아지는데8) 이것은 paπicle size가 작아짐에 따 

라 일어나는 현상의 일부로써， 장시간 분쇄에 따른 기계적 화학(mechanochernistry )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흑연자체의 특성이 초미립화 후에 

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초미립 흑연 분말의 

입자형상은 SEM에 의하여 판상형에 가까운 모양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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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 립화 후 입자 개수 분포(진공도 1Q-2tOlT, 분쇄시간 : 2.5hr) 

사진 1. 분쇄 전 흑연 입자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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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과 

흑연 층간에 분쇄를 방해하는 물질을 건식미립화 도중에 진공방법으로 제거하면 

서 평균입도 1띠n 이하의 초미립 흑연분체를 제조하는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건식방법에 의한 진공 중에서의 미립화 효율이 월등히 뛰어난 실험결과에 의해 

흑연 층간에 grind.ing을 방해하는 물질(공기중의 산소， 미세수분)이 존재하는 것 

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쇄용기 내부 진공도 1O-2tOIT 에서 2시간 30분 미립화하면 흑연 층간에 존재하 

는 분쇄 방해물질이 제거되어 paπicle shape가 flaky type인 평균업도 1μm 이하 

의 초미 립 흑연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본 기술은 개발 완료되어 산업체에 기술이전 산업화 진행중이며， Last User의 

현장적용시험이 진행 중이다. 사진 2는 연간 72톤 생산 규모의 산업용 Plant로서 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화 진행중인 장치이며 제조공정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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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초미 립 흑연 산업 생산용 plant 

그림 6. 생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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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초미립 흑연 분체 교질화를 위한 표면개질 

제 1 절 개 요 

분체입자의 표면은 그 분체의 성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이며， 어 

떻게 표면을 제어할 것인가는 미립자 설계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입자 및 분체 

의 제어에는 입자크기， 입도 분포에 따른 입자자체의 물성， 입자크기의 분포， 업자 

간의 상호작용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9) 

전자파 차폐용 도료와 엔진오일 및 산업 기기 윤활유용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 

는 고분산성， 고기능성 초미립 흑연분체를 제조하기 위한 흑연이 가져야 할 특성은 

초미립(평균 입도 0.8μm이하)이면서 flaky type의 입자형상을 가져야한다. 초미립 흑 

연 bulk는 고체와는 다른 분체특성의 거동을 나타내며 입자의 표면은 원자간의 결 

합이 끊어진 상태로 고체내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비표면적이 bulk 입 

자보다 월등히 커지므로 이에 따라 표면에너지가 증가하고 따라서 표변의 화학적 

활성도 커져서 흡착， 산화 등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10) 또한 aspect ratio가 큰 

인편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흑연 고유의 도전성이 잘 유지되어야 하고， 표면이 

쉽게 wetting 될 수 있도록 관능기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도료나 혹은 윤활유 

첨가제로 사용시 용액 중에서 완전히 분산되어 colloidal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흑연 미분체를 도료나 윤활유 첨가제로 다른 물질에 분산시켜 

사용할 때는 흑연 bulk업자의 성질과 더불어 표면의 성질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입자간의 응집에 의한 분체특성 저하 방지와 부족한 표면특성 혹은 고기능 

화를 위한 표면개질 및 처리 등 표면처리 기술이 펼요하다. 흑연분체의 고기능화를 

목적으로 하는 표면개질 혹은 처리방법은 우선 분체제조시 물리적 방법에 의한 표 

면개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분체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가 있다. 분쇄시 입자를 설계할 때 분쇄를 단순한 입자의 세분화하는 개념이 아닌 

생성된 미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분쇄장치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특성 

을 부여하기 위한 적절한 변형과 분쇄방법을 선택하여 원하븐 입도와 입도 분포 및 

형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미립흑연분체 가공방볍에는 기존의 미립화된 흑연 

” % 



입자를 표면개질이나 복합화를 통하여 가공하는 방법과 제3의 물질을 이용한 

microcapsuling 방법이 있는데 분쇄 중 기계적 mechanism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한 

다. 분쇄방법에는 건식방법과 습식방법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흑연의 분쇄 및 표면처리 방법도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가능하지만 선진국에서 상 

용화된 보면적인 방법은 습식에 의한 분체제조 후 표면 처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 생산시 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신 공정을 개발， 기초연구 

부터 산업화 연구까지 일관공정을 적용하였다. 먼저 건식방법에 의한 초미립 분체 

제조 후 Last user의 요구 및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하여 건식방법에 의하여 1 

차 표면처리(1차 부가가치 향상 • 범용성 흑연 초미립 분체 제조 • 전자소재용 

및 고윤활성 윤활유첨가제용 둥)후 습식방법에 의한 표면처리를 실시하여 특정제품 

(도전성 도료， TV 브라운관용 도료， 전자파차폐 및 흡수제)의 요구 품질 특성에 맞 

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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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표면처리 및 개질 

1. 분산성 향상을 위한 산소 흡착 표면처리 

가.개요 

흑연의 윤활 특성은 흑연 층간 미끄러짐에서 비롯되는데u) 특히 층간 및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공기)가 이 윤활 특성을 더욱 뛰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건식 진공방법으로 제조된， 흑연표면 및 층간의 산소(공기)가 제거되 

어 윤활성이 저하된， 초미립(평균입도 lJ.l1I1이하)흑연분체를 대상으로 표면에 산소를 

흡착시키면 초미립화 되기 전의 윤활 특성이 일부 회복될 거라는 가정 하에 흑연 

층간 및 표면에 다시 산소를 흡착시키는 실험을 행하여 이에 따른 홉착특성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흑연업자의 분산 안정성은 흑연표면의 산소 함량에 크게 좌 

우되기 때문에 13) 표면을 산화처리하면 흡착된 산소에 의하여 관능기가 생성되고 분 

산성이 향상될 거라는 가정 하에 산화열처리 방법에 의한 산소 흡착 실험을 실시하 

고 흡착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결과 반응용기 내의 공기나 혹은 산소의 압 

력이 lkgf/c따(9.8 X 104 pascal)일 때 반응온도 120 0C 에서 30분간 반웅시키면 흑연표 

면의 산소 흡착량이 약 3.5% 정도인 흑연 분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기능성 첨가제로 사용되는 미립흑연 분체는 분산질인 무기 혹은 유기용액 중에 

서 분산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14) 흑연표면은 극성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액체(분 

산매)의 극성 유무에 관계없이 분산이 매우 어렵다. 흑연표면의 습윤(weUabili ty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액체의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흑연표면에 관능기를 생성시킬 수 있는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법으로 표면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 방법은 크게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학적 방법으로는 알카리 수용액， 과망간산， 과산화수소， 

오존용액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물리적 방법에는 유동상법과 공기나 혹은 

산소 분위기에서의 건식 표면처리 등의 방법이 있다. 화학적인 방법보다 물리적인 

방법이 흡착효율이 다소 떨어지나 제품의 생산성이나， 공정의 간편성 면에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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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방법이 보다 좋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건식 표 

면처리를 할 경우， 용기 내의 공기나 혹은 산소의 압력， 온도 등 분위기 및 반응시 

간을 조절하면서 흑연표면의 산소흡착 특성을 조사하였다. 

나. 질험방법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중국 산동성산 고순도 정제 흑연을 진공분쇄하여 초미 

립화 한 천연산 인상흑연 이다. F .C는 98%이고， 평균입도는 약 0.8μm 이다. 

실험장치 

본 실험에 사용한 산소흡착 장치는 미 립화 장치인 attrition mill을 응용하여 15) ’ 

미립화 및 산소흡착에 의한 표면처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자체 설계 제작한 

것이다(사진 3). 본 장치는 외부로부터의 수분 및 공기의 침투를 막고， 필요에 따라 

분쇄용기 내부가 10-1-10-3 torr의 진공상태 또는 일정한 압력 하에서 회전할 수 있 

도록 회전축과 용기 사이에 sealing 장치와 진공펌프를 부착하였다. 용기 윗 부분에 

는 gas를 주입， 배출할 수 있도록 gas line을 설치하여， 미립화 진행시 용기내부의 

분위기를 조절하여 줌으로써 입자의 응집방지 및 gas에 의한 흑연입자표면의 흡착 

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용기 외벽과 내벽 사이에 항온순환펌프를 이용하여 

liquid paraffin을 순환시켜 용기 내부의 온도를 150 0C까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heating band를 보조 가열수단으로 부착하였다. 

A 등 "!I 츠드^~ 
i드코 <=J -, C>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산소 분위기 또는 공기 중에서 흑연을 건식처리하여 

흑연업자 표면에 산소의 화학흡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전술한 시료를 가열하면 

서 산소의 흡착량이 흑연시료 총무게의 3-5 %가 되도록 충분한 산소분위기를 유 

지시켜주면서 건식표면처리 하였다 이때 용기 내부온도를 100 - 200 oC , shaft의 tip 

speed를 3.9-4.5m/sec로 변화시키면서 산소흡착량을 조사하였다. 흡착 산소량의 분 

석은 gas chromatography 및 산소분석기로 실시하였다. 사용한 산소 가스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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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이며， 공기를 사용 할 때는 ær compressor를 사용하여， compressor의 blowing 

압력을 1.5 - 3Kw로 조절하면서 내부 공기압을 1-2kgf/c마(9.8 X 104 -19.6 X 104 

pascaD로 조절하였다. 흡착제로 사용한 산소 및 공기와 반응시간 및 shaft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 키 고， 반응 용기 내 부온도와 attrition mill내 의 balHstainless, cþ3mm) 

충전량을 변화시키면서 흑연입자 표변의 산소흡착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사진 3. 진공 흡착 표면처리 장치 

다. 실험결과 및 고찰 

Media 충진량 및 반응온도에 대한 영향 

시료 투입량은 6kg으로 고정하고 마광매질 충진량을 표 1과 같이 30-60%까지 

변화시키면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용기 내부온도 변화 및 산소압 9.8X 104 

pascal 에서 산소의 흡착량을 조사하였다. 산소흡착량이 3.0% 이상이 가능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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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는 120 0C 이상까지는 자체 발열만을 이용할 경우 media 충진율 60% 이상 

에서 Tip speed 3.9m/sec, 반웅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Tip speed를 

4.5m/sec로 증가시키면 온도는 약 5 0C 정도 상승한다. 

표 1. Gas 흡착을 위한 장입량 비교 

Media Graphite 

Charge(%) Vol.( Q ) Weight(kg) Particle size(μrn) Weight(kg) 

30 9 43 0.8 6 

40 12 57 " ” 

50 15 71 " ” 

60 18 84 ” ” 

별도의 발열장치를 반웅용기 외벽에 부착， 산소압력 1kgf!c마(9.8 x 104pascal)하에 

서 내부온도를 80-180 0C까지 변화시키고， media 충진량을 변화시키면서 기 제조된 

초미 립 흑연 분체 6kg을 투입 하여 tip speed 3.9rrνsec의 속도로 30분간 흑연분체 

표면 위에 산소를 홉착시키고 흡착량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Media 충진 

량이 30%일 때는 내부옹도가 180 0C까지 상승하여도 산소 흡착율은 3.2% 정도이며， 

media 충진량이 40%일 경우는 내부온도 120 0C 일 때 산소 홉착율 약 3.2%, 140 0C 일 

때 약 3.5%, 그 이상의 온도에서도 산소 흡착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Media 충 

진량 50%에서는 120 0C 에서 3.5%, 140 0C 에서 3.7%. 160 0C 에서 3.9%의 산소 흡착율 

을 보인다. 그러나 media 충진량에 관계없이 반응온도가 100 0C 일 때는 3%이하， 8 

OOC 에서는 2%이하로 산소 흡착율에 영양을 미치는 인자는 media 충진량도 중요하 

지만 반웅온도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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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Tip speed의 

rotatíng Media충진량 50%, 반웅시간 30분， 산소압 1kgf/c마(9.8 x 104pascal)에서 

shaft의 회전속도(tip speed)를 3.9-5.5m/sec 까지 변화시키면서 반응온도별로 조사 

그 영향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회전속도(tip speed)를 4.5, 5.5m/sec로 상승시 하여 

낮은 온도에서는 회전속도를 빠르게 하여도 켰을 때의 산소 흡착량은 100 0C 이하의 

않으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tip speed가 높아지면 산소 흡착율도 높 증가하지 

아진다. 

거의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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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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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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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
u
 
I
@
m〉
X
。 -e- : 4.5 

-‘ -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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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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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60 140 

Temperature(OC) 

120 100 80 

산소흡착에 대한 tip speed의 영향 그림 7. 

여하 
〈그 c> 

으E흐르。l 
c> 11 --, 및 흘착채 압력 

변화시키면서， 0.5-2kgf/c마(4.9 x 104-19.6 x 104pascaD까지 압력을 산소 Mill내의 

압력에 의한 흡착율의 영향을 반응온 

압 바와 같이 Mill내의 산소 보
 

그림에서 

반응시 간 30분， Tip speed 4.5m/ sec에 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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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lOOOC 반응온도 영역은 미치는 이상에 영향을 흡착율 3.0% 력이 산소 

정도까지 흡착율에 차이가 있으 압력에 따라 0.7% 이상에서는 거의 없으며， 120 0C 

있었다. 산소 흡착율이 알수 나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착율의 차이가 감소함을 

조건에서는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3.5%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상의 흑연 

있다. 또한 압축공 알수 lkgf/c마( 980665pascal)이 면 충분함을 Mill내 의 산소의 압력 

놀!. 
도크 이용한 방법과 비교하여 

있었다. 비슷함을 알 수 

순수한 산소를 

수치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이용한 실험에서는 산소 흡착율은 기를 

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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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흡착에 대한 압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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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결 론 

건식 진공방법으로 제조되어 윤활성이 떨어지는， 흑연표면 및 층간의 산소(공기) 

가 제거된， 초미 립 흑연 분체를 대상으로 산소 및 공기 중에서 attrition mill을 사용 

한 흑연의 표면처리에 의한 산소흡착 특성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CD Media 충진량 및 반웅온도의 영향 

attrition mill내의 b머1 충진율 50%, 반응온도 120-140 0C 

ø Tip speed의 영 향 

: Tip speed 4.5rn/sec에서 30분간 반응 

@ 압력 및 산소 공기의 영향 

: 건식표면처리 하는 동안 용기내의 공기냐 혹은 산소의 압력은 

lkgf/crrf(98066.5 pascaD 

@ 이상의 최적 조건으로 산소흡착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면 흑연표면의 

산소흡착량이 약 3.5% 정도인 흑연분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1 
i 
A ζ

 니
 



분산에 미치는 영향 2. 산소 흡착이 

분산계에서는 윤활 첨가제)의 고체윤활제(윤활유 흑연 미분체를 도료나 분산형 

성과 입자의 표면성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입자간의 용집에 의한 분체 특성의 

저하 방지와 부족한 표면 특성 혹은 고기능화를 위한 표면 개질 및 처리 실험을 실 

분산실험을 실시하였다. 전자파 차폐용 및 유기용액(윤활유) 중에서 수용액 시하여 

고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첨가제로 사 첨가되어 도료나 기계오일 혹은 엔진오일에 

윤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정학적 용되는 초미립 흑연 분체는 전기적 성질 및 

해
 「챔

 
등
 

있어야 하며 16) 도료나 오일 손상되지 않은 입자 형상을 가지고 특성이 

있어야 한 있는 표면특성을 가지고 이룰 수 분산안정성을 중에서 혹은 유기 용액 

결정학적 특성이 손상되지 않은 업자 형상은 흑연 입자를 초미립화 하는 과정 다. 

별도의 미립화 이후 프르λ，1 。
=;-- öτ= 있는 표면 이룰 수 결정되어지며，분산안정성을 에서 

-. 。
J.!.τr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개질 과정을 거치면서 01 

^ 표면처리 

흑연분체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수용액 활성， 고분산성을 가진 표면개질된 초미 립 

혹은 유기용액 속에서 분산시켜야 한다. 

액체의 극성 유무에 관 수용액 중에서의 분산은 극성이 대단히 적은 흑연표면이 

계없이 분산이 매우 어려워 13) 흑연표면의 습윤을 개선하기 위해 흑연표면에 관능기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적절한 를 생성시키는 산소흡착에 의한 산화처리나 액체의 

대한 자세한 흑연입자 분산에 중에서의 계면활성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용액 

실험 자료들은 ‘96- ’97년도 비금속광물 부가가치 향상연구 보고서에 나타내었으며 

최적조건을 총팔 요약하고， 산소흡착율 정도에 따른 수용액 중에 본 보고서에서는 

서의 분산율 및 대량처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발달에 따른 고 및 장치산업의 

급 윤활유 급증(Engine oil용 및 산업윤활유용)등으로 용도 및 사용범위가 날로 넓 

도료，기계 분산은 내부식성 유기용액 중에서의 

어지고 있어， 유기물 coating에 의한 내구성의 유기 반응층을 형성시켜 표면처리 하 

분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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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소흡착에 의한 수중에서의 분산특성 결과 

실험내용 

산소가 흑연 표면에 흡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분산효율이 차이가 남 

을 알 수 있었다. 분산효율 측정을 위해 Andersen pipette을 이용한 침강 실험에서 

침강 시작 24시간이내에는 서로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산소를 흡착시키지 않은 

흑연분체의 분산율이 침강시작 24시간 일 때 93%, 3.5-4%의 산소가 흡착된 흑연 

분체는 약 97%로 4%정도의 분산효율 차이가 났다. 침강시간 48시간에서도 큰 차이 

가 없는 약 5%정도였다. 이렇게 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본 실험의 초기 

분산에서 흑연의 습윤에 의한 분산보다는 앞에 언급한 분산조건(계면활성제， 분산질 

수용액의 수소이온농도)퉁이 분산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러나 침강시간 72시간이상에서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산소가 흡착 안된 흑연 

분체의 분산율은 약 15%로 아주 저조하고 산소가 2.5-3% 흡착된 흑연분체는 약 

40%의 분산율을， 산소가 3-3.5%흡착된 시료는 약 50%, 3.5-4% 흡착된 시료는 약 

58%, 4-4.5% 흡착된 시료는 약 60%의 분산율을 보임으로 아주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산소가 흑연 표면에 흡착된 흑연 분체는 산소의 흡착량에 따라 

수용액 중에서의 분산도는 약간 차이나지만 그렇지 않은 흑연분체에 비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월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흑연표면에 흡착되어 있 

는 산소에 의해서 -OH가 생성되어 흑연표면의 습윤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결과 

@ 산소 흡착량 : 3.5-4%인 초미 립 흑연분체 

(기 제조된 초미립 흑연 분체 표면 위에 산소에 의한 2차 표면처리) 

@ 계면활성제 : LDPA-40 

@ 계면활성제 첨가량 : 흑연 무게 대비 0.3% 

@ 분산질 수용액의 pH : 10-11 범위내 

@ 광액농도(pu]p density) : 5% 

분산 후 24시간후의 분산율 97%， 48시간후의 분산율 90%의 분산성이 매우 우수 

한 교질흑연을 만들 수 있다. 

야
 ω 



나. 윤활유 속에서의 분산 

윤활유 속에서 흑연입자의 분산 안정성은 흑연표면의 산소흡착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산소흡착량 정도에 따른 윤활유 속에서의 분산도 실험은 내연기관용 윤 

활유를 대상으로 하였다. 산소가 표면흡착 되지 않은 흑연 분체의 윤활유 속에서의 

분산도는 분산 후 24시간이 지나면 약 70%로 30%정도가 침강하였으며 48시간 후 분 

산도 약 60%, 120시간 후 약 49%, 192시간 후 약 46%로 분산효율이 좋지 않았다. 

표면산소 홉착율이 3-3.5%이면 초기분산율(분산 후 24시간， 48시간 후)은 산소가 표 

면흡착 되지 않은 흑연 분체 보다 약 20%이상 좋은 90%， 83%를 나타내었다. 산소표 

면 흡착율이 3.5%이상에서는 초기분산율(분산 후 24시간， 48시간 후)이 산소가 표면흡 

착 되지 않은 흑연 분체 보다 약 27%이상 좋은 97%， 90%를 보이며， 72시간 후는 약 

85%이상， 120시간 후 약 83%이상의 아주 좋은 분산 효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산소 표면 흡착율 3.5%이상의 시료들끼리는 서로 차이가 거의 없는 거 

의 비슷비슷한 분산효율을 보이고 있어 윤활유 중에서의 흑연 분산을 위한 산소흡착 

량은 3.5-4%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 

분산 후 24시간후의 분산율 96%， 48시간후의 분산율 90%의 분산성이 매우 우수 

한 고기능성 윤활유 첨가제를 제조할 수 있다. 

3. 산소흡착이 윤활성에 미치는 영향 

윤활유 속에서 휴연입자의 분산 안정성은 흑연표면의 산소 흡착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앞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산소가 3.5-4% 흡착된 흑연 시 

료를 내연기관용 윤활유 속에 넣어서 분산 안정화 시킨후 흑연 입자가 압축윤활성 

에 미치는 영향을 표면이 산소로 흡착된 흑연이 분산된 윤활유와 그렇지 않은 윤활 

유간의 압축윤활성(마찰력)을 상대 비교하였다. 

실험조건 

@ 흑연 : 산소 흡착량 3.5%-4%, 산소흡착되지 않은 초미립 흑연분체 

(기 제조된 초미립 흑연분체 표면 위에 산소에 의한 2차 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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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료 : Oil(내연기관용 윤활유 ), Oil + uncoated graphite 

Oil + 3.5%-4% oz coated graphite 

@ 흑연과 윤활유와의 표면 흡착 방법 : Ball milling 6시 간 

@ 광액농도(pulp density) : 4% 

@ 압축윤활도(마찰력) : Oil중에 흑연분산 후 24시간 후 

@ 분산율: 70%(산소홉착이 없는 시료)， 97%(산소흡착율 3.5-4%)일 때 

하중 lOkg, 회전수 l00rpm으로 10-90초 동안 실시 

윤활유 속에 들어 있는 흑연이 윤활유의 압축윤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흑연을 포함하지 않은 윤활유만의 압축 윤활성은 l00rpm에서 10kg 

의 하중을 가하면 급격히 윤활성이 저하되어 마찰력이 증가하였다. 윤활유에 산소 

가 흡착되지 않은 초미립 흑연분체를 윤활유 속에 분산시킨 다음 24시간 후에 분산 

율이 약 70%일 때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윤활유 자체만의 경우보다 마찰력 증가 시 

점이 거의 2배에 다다랐는데， 이는 점도가 떨어지고 유막이 앓아져도 윤활유 속의 

흑연 미분체가 윤활성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윤활유 속의 흑연 미분체 

때문에 윤활유의 유막 파괴점이 상승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산소를 3.5-4%흡착시킨 흑연 미분체를 윤활유 속에 분산시킨 시료의 경우 역시 

분산시킨 다음 24시간 후에 분산율이 약 98%로 거의 완전한 분산 안정성을 유지하 

고 있을 때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산소를 흡착시키지 않은 시료보다 마찰력이 하중 

을 가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윤활유 속에서 

흑연의 분산상태가 일정하게 안정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윤활유가 극압의 상태 

에서 사용될 때 흑연의 분산상태의 정도가 유막파괴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 

자 중에 하나엄을 알 수 있었다. 

4. 기계적 방법에 의한 유기물 표면처리 

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크기에 의해서도 부착력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와 같이 어떤 미세 수분에 의한 부착을 방지하고 분체 자체의 유통성을 향상시키 

며， 수용액이나 유기용액 중에서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흑연 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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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립 분체 표면에 유기물coating을 하였다. 즉 electrical charge distribution 이나， 

water absorptive capacity 낮게 하여주기 위하여 유기물로 표면처리하는 것이다 18)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계적방법(물리화학적)은 mechanochemical hybridization 

system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coating물질과 coating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고속 

으로 충돌시 켜 그 충격 으로 표면 위 에 부착 및 capsuling시 키 는 방법 으로 특정 gas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건식의 microcapsule화 처리로 masking 및 유동성 

의 충전밀도， 표면적 조절 둥을 목적으로 금속이나 수지의 소성변형성 및 무기물의 

britt1e한 성질을 이용하여， 충격력으로 인한 부정형 입자형상을 구형화한다. 이들의 

처리에 있어서는， 입자경， 형상， 열적성질， 운전조건이 커다란 변수가 된다 19) 

이 방법의 장점은 coating물질과 coating시키고자 하는 물질끼리의 종류와 관계 

없이(특별한 경우 제외) 대량의 물질을 쉽게 다량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점과 

processing진행 중에 오염이 적어 의약품， 식품공업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또한 불 

규칙한 입자의 형상을 고르게 (round type으로)하여 주고 powder간의 혼합을 좋게 

한다. 또한 각각 서로 다른 multi layer 구성이 용이하며， 원래의 특성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재료에 따라 부착 coating이 어려운 경우 

도 있으며， coating면과 층이 고르지 못하며 부착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 coating물질(son particle)과 coating시키고자 하는 물질(core particle)간의 업자 

크기의 비가 1 : 10 정도는 되어야 하며 두 물질간의 hardness 차가 커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ceramlc물질 대 ceramlc물질간의 경우는 효과가 좋지 않으며， 

ceramlc물질 대 금속 ceramlc물질 대 유기물， 금속 대 유기물 조합의 경우는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가 있다. 

본 장치는 고속기류 중에서 충격법에 의한 분체/분체계의 표면을 개질하여주는 

system으로 미립 흑연뿐만 아니라 미립 비금속， 금속， 세라믹 분체를 유기물 혹은 

각각의 분체들을 건식방법으로 고속 기류를 이용하여 기상중에 분산시켜서 입자의 

상호작용 및 충격， 마찰， 전단 등의 기계적 작용을 연속적으로 받아 입자표면을 고 

르게 한 후 충격량을 주체로 하는 기계적 열적 에너지 형태로 입자에 부여하여 단 

시간(1-5분)에 고정화되는 피막을 형성 capsuling 현상에 의한 표면 coating 및 개 

질하는 장치로서 bench scale용으로 자체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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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초미 립 흑연 분체의 표면개질 조건은 흑연입자 입자 자체 표면의 형상을 개질하 

기 위하여 coating제 첨가없이 15，어Or.p.m에서 표면을 round type으로 개질한 후 

stearic acid를 첨가하여 1차적으로 흑연 분체와 ordered mixture 상태를 이루게 한 

다음， 흑연표면 위에 stearic acid를 부분 부착시킨 뒤 rotor speed 20,000 rpm으로 

강한 충격을 주어 stearic acid가 coating된 미 립의 흑연 분체를 얻을 수 있었다. 

5. 기능화된 흑연 분체의 특성평가 

분체의 거동은 집합체로써의 거동과 입자개체로써의 거동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야 한다. 이의 제어는 분체처리의 효율화에 직결되고， 입자설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 

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개체와 집합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 

석 및 평가는 매우 어렵다. 분체제조를 위한 입자설계시 형상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특성평가 방법에는 전자현미경에 의한 입자형상 및 입자간의 부착상태 

동의 관찰법과 X선회절 분석에 의한 입자 물성의 변화와 표면 coating상태 측정 방 

법 둥이 있다. 또한 IR스펙트럼에 의한 관능기의 기계적 화학상호작용과 충전성， 흐 

름성 등의 변화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Tapping 충전방법 등이 대표적인 분체특성 

분석 방법이나 분체집합과 개체의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전처리 작업이 건식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분체의 유동성 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안식각， 압축도， spatula각， 균일도， 응집도 등 

을 측정하였다. 분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붕괴각， 차각， 분산도 동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분체물성 평가장치는 입자설계나 분체의 평가， 분 

쇄 system, 분체수송 system 둥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각종 분체물성을 측정하는 

장치로 이의 해석은 Kitagawa식 및 C하T지수를 사용하고 일본공업규격 (JIS)법에 의 

한 측정법이다. 정중량법에 의한 Tap 밀도는 Kitagawa의 압축식에 의하여 해석하 

며 최종 Tap 밀도， 분체 유동성의 좋고 나쁨， 부착력의 대소， 초기공극율 등을 구할 

수 있다. 

딘
 



가. 산소홉착에 의한 표면처리 

결과 

산화처 리 (산소표면흡착)하지 않은 시 료의 tapping밀도는 초기 0.14, 최 종 0.32인 

데 반하여， 산화처리(산소표면흡착)한 시료는 초기 tapping밀도 0.35-0.38, 최종 

0.83으로 관능기 (-OH기 )에 의 한 수분흡착으로 tapping밀도가 증가하였고， 이 실 험 

결과를 바탕으로 공극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산화처리(산소 coating)하지 않은 시료 

의 공극율은 초기 0.98, 최종 0.9인데 반하여 산화처리(산소 coating)한 시료는 초기 

공극율 0.86-0.88, 최 종 0.48-0.5로 관능기 (-OH기 )에 의 한 수분흡착으로 공극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미립 흑연분체 표면에 산화처리(산소 

coating)를 하면 표면에 극성 즉， 관능기 (-OH기)가 생성되어 습윤이 개선되었다.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인자로는 압축도와 안식각 인데， 압축도가 

크면 유동성이 나쁘고， 안식각이 작으면 유동성은 좋아지게 된다. 

산소흡착율이 높아짐에 따라 tapping밀도는 커지고 4%까지는 급격히 그리고 서 

서히 증가한다. 산소흡착율에 따라 tapping밀도가 커지는 것은 산소가 coating된 산 

소표변에 공기중의 수분이 달라붙어 관능기 (-OH기)가 생성되어 습윤현상이 일어나 

기 때문이다. 습윤현상이 많을수록 수용액 중에서의 좋은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 

으나 건식분체를 취급할 때는 너무 많은 습윤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는 분체 

입자들간의 부착과 packing density의 증가로 인한 이송저항 증가 즉， 유동성 저하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 유가물에 의한 표면처리 

결과 

초미 립 흑 연 분체 표면 의 electrical charge distribution이 나， water absorptive 

capacity를 낮추기 위하여 stearic acid 및 PMMA를 이용한 표면개질 후 분체특성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팀 이 자체 제작한 semi -pilot plant급 표면처 리장치를 사용하 

여 stearic acid 및 PMMA를 coating한 흑연 초미립 분체의 특성은 표면처리를 하 

지 않은 흑연미립자와 비교하여 볼 때 tapping 밀도， 압축도， 안식각 등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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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유기물 흡착에 의한 유동성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지만， 

본 실험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흑연 초미립자의 유기물 coating 

에 의한 표면개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Stearic acid와 PMMA의 첨가량이 1%와 4%일 때도 분체 특성치가 거의 비슷함 

을 보였는데 이는 일단 미립흑연 분체 표면 위에 유기물 dopping에 의한 coating이 

일어나고 나면 나머지 여분의 유기물은 그것이 과량이 아니면 분체특성(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또한 본 실험에서는 분체특성(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유기물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만일 유기물 이외의 다른 인자 

예를 들면 공기중의 수분 같은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였다면 tapping 밀도， 압축도 

둥 분체 특성이 달라졌을 것이다. 즉 초미립 흑연입자 표면 위에 coating된 유기물 

에 의해서 표면의 electrical charge distribution이나， water absorptive capacity가 

거의 없어졌거나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아 유기물에 의한 

초미 립(평균 입도 lμm 이하) 흑연 분체의 건식 표면개질 혹은 coating 방법은 

hybridizer system과 같은 고속기류 중에서 충격법에 의한 분체/분체계의 표면개질 

방법은 적당하지 않은데 이는 초미립 분체의 비중이 작아 고속기류 중에서 비산하 

여 흑연 입자와 유기물 입자 상호 간의 작용과 충격， 마찰， 전단 풍의 기계적 작용 

이 연속적 일어나지 않아 고정화된 피막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의 목적상 가장 좋은 방법은 본 연구에서 추진하여 산업화시키고 

자 하는 방법인 semi-pilot plant급 미립화 장치 겸 표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CD Tip speed : 3.9m/sec 

@ 반웅시간 :3야run 

@ 유기물첨가량 : 4 %(흑연시료 중량 대비) 

@ 흑연시료량 : 6kg/batch 

의 조건을 적용시키는 것이며， 현재 동원세라믹공업(주)에 산업화된 설비의 보완 및 

양산화 현장 적용시험을 Last user의 품질 요구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실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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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흑연표면의 전기적 특성 

1. 개요 

액체 속에 흑연입자를 부유시키기 위해서는 미립 흑연입자의 표면 전기적 특성 

(Zeta Potential) 이 매우 중요하다. 액체 속에 부유하는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전기적 

특성을 전위라 하는데， 이는 분산물질끼리 또는 분산물질 분산매 등의 표면에서의 

전기적 홉인력과 반발력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zeta potential의 크기 값 

은 수 mV이다. 

분산업자가 액체 속에 부유할 때 전하를 띠게 되는데. 콜로이드 입자의 zeta 

potential의 값이 클 때 (20mV 이상)의 입자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은 van der waals 

힘보다 크므로 서로 반발하여 응집현상은 없고 콜로이드 업자가 액체에 각각 부유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분산성(고기능성) 교질흑연(Colloidal 

graphite)은 웅집현상이 없는 콜로이드 입자상태가 바람직하다. 콜로이드 입자의 

zeta potential 값이 작을 때는 입자의 브라운 운동에 의해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하는 전기적 반발력보다 van der waals 힘이 크므로 두 입자가 붙어 하 

나의 큰 업자로 웅집되므로 콜로이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침전하게 된다 20) 이 

를 측정하는 장치를 일반적으로 Zeta Potential Meter라고 부른다. 입자의 동전기 

특성(Electro-Kine디c)을 이용하여 액체에 존재하는 분산업자의 zeta potential을 측 

정하여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콜로이드의 입자운동을 영상처리하여 0.3 

μm이상의 업자의 형상 및 크기분석도 가능하다. Zeta-전위는 액 중에 분산하고 있 

는 입자의 표면극성기의 해리와 이옹의 흡착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음극 또는 양극 

으로 대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주변에는 계면전하를 중화하기 위하여 과 

잉으로 존재하는 반대부호를 갖는 이온과 소량의 등부호를 갖는 이옹이 확산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림 9에 보인 것처럼 전기이중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층은 계면 

에서 수화이온 반경에 거의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면(Stern면)에 의하여 2개의 부 

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면의 내부영역은 고정층， 외부영역은 이온확산층이라 불리고 있으며， 더욱이 

그 외축에는 양이옹과 음이온의 균형이 이루어진 용액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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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 보인 계처럼 외부에서 전장을 걸면， 콜로이드 입자는 그 표면전위의 

부호와 반대방향으로 영동(이동)하며， 이 영동속도， 가전장의 세기와 유체역학적인 

효과(용매의 점도， 투전율 등)를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 ZETA-전위이다. 

통상 ZETA-전위는 고정층과 확산층의 계면적으로 가까운 미끄러운 면(스베리 

면)에서의 전위를 표현한다. 

ElectrÌC 
Repulsion 

용액의대부톨 

그림 9. 입자주변의 대전상태 

購e4@@훌훌e ~~、
~Qfâ e Gl 、~“‘y

짧戰뽑 e 등 =옳생 

Dispersion (문상，인정) 

(Stabilization) 
(훌안정，용칩 Aggregation 

(Unstable) 

그림 10. 입자의 대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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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자와 콜로이드 입자의 경우， 실험적으로 구하여진 ZETA-전위의 절대치가 

증가하면 입자간의 반발력이 강해지고， 입자의 안정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ZETA

전위가 0으로 가까워지면 입자는 웅집되기 쉬워진다. 이것으로서 ZETA-전위는 콜 

로이드입자의 분산안정성의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다.(그림 10) 

신소재， 신재료로서 미립자 기능성 향상을 위하여 분산매의 pH값에 의한 개질 등 

의 예에 의하면 분산， 응집， 안정성 및 업자의 기능성 제어의 지표로서， ZETA-전위 

측정이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2. 흑연의 ZETA-전위 측정 

대전한 초미립 흑연 입자가 분산하고 있는 용액에 외부에서 전장을 걸어주면 흑 

연 입자 전극을 향하여 영동(이동) 하지만， 그 속도는 입자의 대전에 비례하기 때문 

에 그 입자의 영동속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하여 ZETA-전위가 구하여진다. 즉， 흑 

연 입자의 Zeta Potential을 측정하기 위해 입자의 동전기 특성(Electro-Kinetic)을 

이용하는 것으로 음전기를 띤 흑연 입자가 외부 전기장 하에서의 양의 전극으로 움 

직이게 되는데 주어진 전기장 하에서 입자속도를 측정함으로서 그 입자가 띠고 있 

는 전기적 특성인 Zeta Potential의 값을 측정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Zeta 

Potential meter의 주요 구성으로는 입자의 전기영동(Electrophoresis)을 위한 CellLll 

수용액의 편극화(Pol와ization)를 위한 전극장치， 셀내 오염입자의 움직임 관찰을 위 

한 현미경과 줌 카메라(Zoom Camera) , 콜로이드 입자의 유동에 대한 영상기록/재 

생장치/콜로이드 입자의 속도， 크기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Digitizer 및 

Controller 퉁이 다. 

Cell 양단에 설치한 전극에 전원 장치로 전기장을 가하면 음전기를 띤 흑연업자 

는 전기적 흡입력에 의해 양의 전극(Anode)도 움직이게 되는데 현미경과 줌 카메라 

로서 0.3μm이상의 업자의 운동을 500배까지 확대하여 영상을 기록/재생한다. 주어진 

전기 장 하에 서 입 자 속도를 Controller와 Digitizer로 측정 함으로서 그 입 자가 가지 

고 있는 전기적 특성언 제타포텐셜을 아래의 주어진 식에 의해 측정하였다 21) 

(=μ U/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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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는 제타포텐셜 값， μ 는 유체의 절대접성계수， ~는 유체의 유전상수， U 

는 입자의 전기 모빌리티(Electric Mobility)로서 주어진 전기장 하에서 입자의 속도 

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μ 와 t는 주어진 값이므로 업자의 전기 모빌리티 측정을 통 

해 제타포텐셜 값을 얻을 수 었다. 

산화물입자의 전하는 물의 pH에 따라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된다. 이 경 

계선상의 pH에서는 전하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둥전점이라고 한다. 즉， 산화 

물은 그의 등전점보다 낮은 pH용액 속에서는 플러스전하를 높은 pH용액 속에서는 

마이너스전하를 가진다. 둥전점은 산화물의 산성， 염기성에 따라 다르며， 실리차， 산 

화티 탄 a 알루미 나에 서 는 각각 1.5-3.7, 6.0-6.7, 9.1-9.5의 범 위 에 있다 

흑연입자 표면 관능기는 분산계 조제의 계면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흑연 입자 표면은 관능기가 거의 없어 극성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액체의 

극성 유무에 관계없이 짖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연표면에 관능기를 

생성시켜 습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 절에 기술한 산소홉착에 의한 표면처리(산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표면처리된 흑연을 물에 분산시켰을 때 수중의 물분자와 고체 

입자표면에서 결합하여 표면수산기를 만든다. 이 수산기는 물 속의 H+와 결합하여 

-OH + H+ • OH+2 --------------- CD 

가 되고 물속의 OH-에서 H+가 쨌겨 

-OH + OH • -0- + H20 ------------- (2) 

로도 된다 

@의 반웅이 일어나면 입자표면은 플러스 전하를 @의 반웅이 일어나면 마이너 

스 전하를 가지게 된다. 만일 액속에 H 가 산성에서는 @식이 일어나기 쉽고 OH

가 많은 염기성의 경우에는 @의 식이 일어나기 쉽다. 카본블래과 비슷한 흑연의 

경우 물에 분산시키면 -OH는 -0+ + H+로， 그리고 -COOH 는 COO- + H+로 해리 

하여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다. 이와 같이 입자가 전하를 가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 

에 하나는 흡착성이온(흡착질)이 물 속에 있으면 그의 흡착에 의하여 전하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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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전기영동 광산란 측정법은 Laser-Doppler법(광 또는 

음파가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맞아 반사하면 광과 음파의 주파수가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여 변함)으로 “Doppler 효과”를 이용하여 입자의 영동속도를 구하였다. 전기 

영동하고 있는 입자에 Laser광을 조사하면 입자에서 산란광은， Doppler 효과에 의 

하여 주파수가 변하고(Shift) , 변화된 량은 입자의 영동속도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 

에 이 변화된량(Shift)을 측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자의 영동속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영동속도가 늦기 때문에， Doppler-Shiftfid( -100Hz)는 입사광 

의 주파수(5 X 1012 )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작다. 이러한 작은 주파수의 차를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입사광의 일부(참조광)와 산란광을 혼합시킨 Heterodain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영동속도에서 Doppler-Shift하고 있는 산란광과 영동하고 

있지 않는 입자에 상당하는 참조광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결국 다른 주파수의 

광을 혼합할 때의 간섭에 의하여 발생하는 Bit를 산란광강도의 변화로서 측정한다. 

관측한 입자는 Brown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상관함수는 감쇄하는 

cos 파가 되고， 그 주파수가 Doppler-Shift 량에 상당한다. 굴절률(n)의 용매에 분산 

한 시료에 파장cn의 Laser 광을 참조하고， 산란각( e )으로 검출하는 경우의， 영동 
속도(V)와 Doppler-Shift 량(11 v)의 관계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2) 

L1v = ~V n sin(6/2) v 

(n : 용매의 굴절률， e 겸출각도) 

여기서 얻어진 영동속도(V)와 전장(E)에서 전기이동도(U)를 구할 수 있다. 

U=V/E 

( 1 ) 

( 2 ) 

전기이동도(U)에서 Zeta-전위(~ )는， 다음 식의 Smoluchowski의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3 ) 

(η : 용매의 점도 E 용매의 투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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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츠카전자의 전기영동광산란장치(ELS-800)를 이용하여， 전기침 

투류를 포함한 입자의 거동의 전기이동도를 Cell 내의 여러 점에서 관측하고， 중심 

의 이동도를 구할 수 있는 System을 사용하였다. 

그림 11은 본 연구에 사용한 흑연 초미립자의 등전점 (IEP)을 찾기 위하여 pH 

3-11의 범위에서 Zeta Potentia1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Zeta Potentia1값이 pH 3에서는 14.7로 EÐ charge 이고， pH 5이상에서는 e 
charge로 pH값에 따라 -6, -8, -16, -17 정도의 값을 갖는다. 이것을 plot하여 보면 

그림 12에서와 같이 동전점이 약 4.22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즉， pH 4로 부근에서는 

흑연표면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흡착이 일어나지 않으며， pH 3에서는 EÐ charge 

14.7mV로 비교적 커서 8 charge를 띈 음이온계 흡착질과 쉽게 홉착하며 pH 값이 

높아짐에 따라 흑연표면 charge가 g로 되며 그 값도 커지게 되어 EÐ charge를 띈 

양이온 흡착질과 쉽게 홉착한다. 즉 pH 4.22이상에서 양이온 흡착질이 흑연 표면에 

흡착하기 시작하는데 흡착량이 증가하면 흑연 입자의 $ 표면전하를 증가시키게 되 

고， 흑연 업자의 mobility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흑연 업자 Mobility는 pH 값 변 

화에 따라 각각 1.182e-004(cm2Ns) , -4.731e- 00(cm2Ns) , -6.698e-00 (cm2Ns) , 

-1.331e-00 (cm2N s) , -1.386e-00 (cm2N s)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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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H에 따른 흑연 입자표면 전위 

가. 흡착에 의한 흑연업자의 Zeta 전워 변화 

그림 13에 NiS04 전해액 농도에 따른 Benzalkonium chloride(ABDM)용액에 대 

한 표면장력 isotherm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해액의 농도에 따 

라 ABDM용액의 표면장력이 크게 저하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용액의 활성도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소수성 흑연 표면에서 흡착질의 흡착을 촉진시키는 것 

으로 전해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흡착질(ABDM)이 보다 활성화되어 흑연 입자 

표면에 쉽게 흡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 사용한 Benzalkonium chloride(ABDM)는 이온성 저분자 계면활성제 

로써 분산 안정효과는 분산 미디엄의 특성과 고체표면의 특성에 크게 관계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흑연의 등전점이 pH 4.22로 이 부근에서는 흑연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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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흡착이 일어나지 않으며， pH 3에서는 EB charge 14.7m V로 

비교적 커서 e charge를 띈 음이온계 흡착질과 쉽게 흡착하며 pH 값이 높아짐에 

따라 흑연표면 charge가 g로 되며 그 값도 점점 커지게 되나 pH 9이상부터 점점 

안전화 되고 EB charge를 띈 양이옹 흡착질과 쉽게 흡착한다. 즉 pH 4.22이상에서 

양이용 흡착질이 흑연 표변에 흡착하기 시작하는데 흡착량이 증가하면 흑연 입자의 

EB 표면전하를 증가시키게 되고， 흑연 입자의 mobility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口- NiS04 1.00M 
75 

-0- NiS04 0.75M 
，....、

-Ä- NiS04 0.50M E 
z -v- NiS04 0.25M 
E 
、-'

I 
60 -<>- NiS。‘ O.OOM 

。

” I 

1@-‘ 

@U 

45 -ê 
그 m 

30 
5 10 

Concentration of ABDM (m이e/liter) 

그림 13. NiS04 전해 액 농도에 따른 ABDM 용액의 표면장력 isotherm 

표 2및 그림 14에 위 그림에서 NiS04 전해액 농도 1 moV ~ 에서 수용액의 표면 

장력이 가장 낮아 전해액 농도는 1 moV ~로 고정하고 ABDM의 첨가량에 따른 pH 

별 zeta potential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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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BDM의 첨 가량에 따른 pH별 zeta potential 값 

Zeta Potentia1 값 
ABDM(M) NiS04(M) pH 

1회 2회 

1X10 。 6 10.80 9.95 

1 X 10-:> 1 8 1.96 1.89 

5X 10-:> 1 6 15.97 14.57 

5X 10-:> 1 8 11.77 12.56 

lO x 10-:> 6 21.98 20.07 

10x 10-:> 8 11.66 10.12 

20x 10-:> 1 6 23.85 19.18 

20x 10-:> 1 8 12.04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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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BDM의 첨가량에 따른 pH별 zeta potential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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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착질 Benzalkonium chloride(ABDM)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Zeta Potentia1값은 커지고， 같은 농도에서는 pH가 8일 때보다 6일 때가 커 

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pH 6에서 이미 Benza1konium ch!oride(ABDM)의 EÐ 이온 

이 충분히 흡착되 었음을 의 미 한다. 또한 Zeta Potentia1값 이 모두 $ 전하로 대 전되 

어 있는데， 이는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흑연입자 자체는 등전점이 pH 4.22로 

이보다 높은 pH영역에서는 흑연입자 표면이 g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온인 

흡착질이 흑연 표면에 흡착하였음을 의미한다. 흡착질 ABDM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Zeta Potentia1값이 커지는 것은 흑연입자 표면에 EÐ 전하를 가진 이옹들이 많이 흡 

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흡착량이 증가(상대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mol 전해질이 존재 하에서 고체상 입자의 전기역동도는 계면활성제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데 흑연입자 역동도의 감소는 계면활성제분자 응집물흡착에 의해 표 

면전하가 차단되며 그리고 분산미디염의 점도증가(계면활성제 농도 증가에 의해)와 

관련되어 일어난다. 

즉 본 실험에서 흑연 수용액의 안정화 정도는 고농도 전해질과 함께 저분자량 

계면활성제의 흡착에 의한 고체 입자의 친수화(hydrophiliza디on)정도와， 전해액 내 

에서 흑연입자의 표면전하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때 사용한 홀착질의 특성 22) 

본 실험에서 흡착질로 사용한 계면활성제는 사용한 Benza1konium chloride 

(ABDM)로 양이온 계면 활성제이다. 보통 역성 비누(Invert soap) 혹은 양성 비누 

(Cationic soap)라고 하는 양이온 계면 활성제는 소수기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와 같 

이 종류는 많으나， 친수기로서는 조염(造鍵)하여 얻은 1-3차 아민을 함유하는 단순 

한 아민염과 4차 암모늄염이 대부분이다. 

Benza1konium chloride는 4차 암모늄염인데 N이 사슬형 알킬에 결합한 것으로 

친수성이 매우 강한 원자단을 가지고 있다. 4차 암모늄 수용액은 중성으로， 산성， 

알킬리 영역에서 더 안정하며 알코올 아세톤 아세트산에틸 사염화탄소에는 용해 

되지만， 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4차 암모늄염에는 5가의 질소 원자가 존재하지만 

수소 원자가 1개도 직결되어 있지 않다. 수용액 중에서 양이온으로 활성화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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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비누와 반대의 하전을 갖기 때문에 역성 비누(Invert soap) 혹은 양성 비누 

(Cationic soap)로도 불려진다. 주로 살균제로 많이 쓰이지만 섬유 유연 유화제 및 

염료 고착 분산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의 합성은 3차 아민에 염화벤질을 축 

합시켜 4차 암모늄염으로 한 것이다. 디메틸벤질아민에 긴 사슬상의 할로겐화알킬 

을 축합시킨 방법도 있다. 

Benzalkonium chloride는 알킬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의 Clh-기 한 개를 벤 

질기로 치환한 것이다. 

상품명 τ :Z5「 TEr 3.ζ- 성(제조회사) 
계 면 활성 dyne/cm 

표면장력 계면장력(물) 

Onyx BTC 양이온 
Benzalkonium chloride(ABDM) 

(Onyx Oil and Chem. Co.) 
37.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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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면흡착에 의한 표면개질 

1. 흡착 

흡착현상은 어떤 종류의 계변에서도 발생하는 특유한 현상으로써 고체도 흡착에 

의하여 그의 표면 또는 계변의 성질이 변한다. 기체 · 고체， 액체 · 고체의 계면에서 

도 여러 가지 물질이 기체 또는 용액 중에서 고체계면에 흡착된다. 

고체의 흡착에는 특히 선택성이 크기 때문에 고체의 종류에 따라서 흡착되기 쉬 

운 물질과 흡착되기 어려운 물질이 있다. 흡착현상은 분자와 이온이 상(相)의 내부 

(기체 또는 용액속)보다 계면 쪽으로 쉽게 이동하기 때문인데 흡착질이 수용액 표 

면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경우와 고체표면이 전하를 가지고서 반대부호의 이온(흡착 

질)을 계면으로 끌어당기거나 분자가 수소결합으로 고체표면에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다. 흡착이란 대개 유체 속에 존재하는 흡착질과 흡착제 표면과의 물리적， 화학 

적 결합력에 의하여 표면 과잉 농도(surface excess concentration)를 형성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흡착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양하다. 액상에서의 흡 

착량은 흡착질 분자의 크기와 분자구조， 이온화도， 흡착질의 용매에 대한 용해도， 

흡착질의 흡착제에 대한 친화성 둥에 의해 결정되는데 흡착질의 용매에 대한 용해 

도가 클수록 흡착제 계면으로의 물질 확산이 잘 이루어져 흡착이 증가된다. 흡착질 

의 흡착제에 대한 친화력은 흡착 에너지의 크기와 흡착 계면에서의 흡착질 분자， 

이온 혹은 원자의 결합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흡착현상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껑) 

가- 물리적 흡착 

물리적 흡착은 흡착되는 액체분자와 고체 표면사이의 분자간 응집력인 반데르발 

스힘 (van der waals force)에 의해 흡착된 것이데， 이는 분자나 흡착제가 본래 가지 

고 있거나 흡착 도중 생성된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의 인력이나 분자와 원자의 분산 

력에 의한 것이다. 물리적 흡착은 분자 구조에는 변화가 없고 흡착되는 물질과 고 

체 표면간에 전자이동이 없이 일어나므로 분자의 종류나 성질에 관계없이 온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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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면 홉착될 수 있고， 이 인력에 의해 표면뿐 아니라 홉착된 분자 위에도 홉착 

이 진행될 수 있어서 흡착층이 여러 개로 두꺼워질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홉착은 

흡착된 분자와 표면간의 결합이 매우 약하고， 흡착열이 작기 때문에 그 값은 보통 

흡착질의 증발열 정도와 비슷하며 흡착과정은 발열이다. 

물리적 홉착은 상대적으로 약한 분자들 간에 힘이 작용하며 활성화 에너지가 거 

의 없으므로 홉착속도가 빠르고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 또한 표면의 구성원 

소나 화학적 상태보다 표면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고체의 표면적 

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물리적 흡착은 흡착시 열을 방출하며 작용되는 힘 

들은 반데르발스힘과 정전기적 상호작용(electrostatic interaction) 퉁이 작용되며 반 

데르발스힘은 항상 나타나는 반면， 정전기적 상호작용은 zeolite와 같이 이온구조를 

가진 홉착제에 흡착될 경우에만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될 뿐이다. 

고체의 반데르발스힘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법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전 표면 

의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의 표면 에너지에 전체 표면적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홉착 

현상에서는 표면적이 크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냐. 화학적 흡착 

화학적 흡착은 홉착제와 흡착질 표면사이의 화학반웅에 의한 실제 화학결합을 

포함하며， 활성화 과정을 거쳐야 흡착될 수 있으며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큰 경우 

흡착속도가 아주 느려져서 물리흡착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흡착열이 아주 크면 

발생된 흡착열이 계의 옹도를 높여주어 흡착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흡 

착제 표면과 흡착된 분자사이에 전자가 이통되어 생성된 이온사이에 나타나는 정전 

기적 언력이나 전자공유로 전자의 밀도분포가 달라져 화학결합이 형성되어야 일어 

나기 때문에 흡착되는 물질과 고체표면의 종류에 따라 홉착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화학결합이 생성될 수 있는 표변에만 흡착이 일어나므로， 흡착층이 단일층 

으로 제한된다. 이 화학적 흡착은 표면성분에 따라 또는 표면원자의 배열상태에 따 

라 흡착가능성이 결정되므로， 표면의 화학적 성질과 특정한 물질의 분산상태를 조 

사하는데 활용되며 비가역적이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비교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깅) 

재
 



표 3. 물리 · 화학적 흡착 차이 비교 

Physica1 adsorption Chernica1 adsorption 

Low heat of adsorption (<2 or 3 High heat of adsorption(>2 or 3 
times latent heat of evaporation) times latent heat of evaporation) 

Non specific Highly specific 

Mono-layer or multi-layer Mono- layer only 

No dissociation of adsorbed 
May involve dissociation 

specles 

Only significant at relatively low Possible over a wide range of 
temperature temperature 

Rapid, non- activated, reversible 
Activated, may be slow and 
irreversible 

No electron transfer a1though 
Electron transfer leading to bond 
formation between sorbate and 

polarization of sorbate may occur 
surface 

다.홉착과정 

흡착제와 홉착질 사이에 발생된 흡착력에 의하여 흡착질이 흡착제에 흡착되는 

과정은 흡착질에 대한 흡착제 외부의 물질전달과 흡착제 내부의 물질전달로 구분되 

어 설명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흡착질이 액상 가장자리에서 흡착제 표면까지의 

전달현상을 지칭하는데 이는 다시 흡착제 주위를 유체유동 특성에 의하여 형성하 

고 있는 액 체 막까지 전달되 는 과정 (bulk transport)과 그 액 체 막을 통과하는 과정 

(film transport)으로 나누어진다. 용액 내에서 흡착질이 흡착제의 표변에 흡착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도시하면 그림 15와 같다.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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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 boundary 

solution : layer 

solution 

state 

n . ‘ 

( 
(2) 

adsörbed 

state 

(4) 

그림 15. 단계별 흡착 과정 

(bulk diffusion) 

(1) 흡착질이 흡착제의 경계층 표면까지 확산되는 단계인 용액내 확산 

(2) 흡착질이 액상의 경계층을 통해 표면까지 확산되는 단계인 경계층 확산 

(boundary layer diffusion) 

(3) 흡착질이 흡착질 내부에 형성된 세공(pore)을 통해 확산되는 단계인 입자내 

확산Gntra diffusion) 

(4) 흡착질이 액상에서 고상으로 전환되어 흡착제의 외부 및 내부에 형성된 표변에 

흡착되 는 단계 인 상전환에 의 한 흡착(adsorption by phase conversion) 

따라서 대부분의 물리흡착에 있어서 흡착계의 총괄 홉착속도는 과정 (4)의 속도 

가 다른 과정에 비해 대단히 빠르고 세공내 표면상의 각점에서 평행흡착이 성립하 

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1)의 과정도 (2)와 (3)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므 

로 주로 (2)와 (3)의 과정에서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조 

절하여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시키면 최적 조건하에서 흡착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용액 속에 소량의 흡착질이 존재하여도 흡착에 의해 계면에 농축되므로 10• 4 

10하noV Q 정도의 낮은 농도라 해도 표면에서는 흡착 포화 될 수 있으며 흡착에 

의하여 표면 또는 계면성질이 변화한다. 

” “ 



라- 흡착질의 고채표면 홉착 

흡착질과 고체계면에서 일어나는 흡착은 고분자의 경우 분자 가운데 친수기와 

소수기의 양자를 가지는 것이 많고， 얼마간의 계면활성이 있으며， 흡착성을 가진다. 

계면활성 정도는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만큼 크지가 않다. 고분자의 흡착이 저분자 

흡착과 다른 이유는 (1) 고분자는 많은 반복단위를 가진 긴 사슬을 가지며 (2) 용매 

에 따라 녹는 형태가 서로 다르며， (3) 고분자용액은 여러 가지(긴 것， 짧은 것)의 

분자량을 가진 것이 혼합되어 있다. 

포화흡착량(rm)은 분자량과는 무관한 경우와 분자량의 증가에 따라 rm도 증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체에 흡착될 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분자의 흡착형태로서는 그림 16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애
야
얘
뻐
뼈
짜
。
 

‘ 
; 

에
 

그림 16. 고분자 흡착형태의 3가지 타입 

고분자가 흡착되어 웅집 또는 응집방지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려면 흡착고분자가 

만드는 층(흡착층)이 일정한 두께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흡착 고분자가 떨어져 

나가기 쉬워도 곤란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이 (c)의 루우프 형 흡착이다 22) 

계면활성제는 소량의 첨가량만으로도 표면장력을 심히 저하시키는데， 이는 흡착 

현상 때문이다. 계면활성제분자는 소수기와 친수기를 가지고 있어 친수기 때문에 

물과의 친화성이 좋아 물에 잘 녹지만， 소수기는 물과 친화성이 없으므로 물로부터 

멀어지려 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의 분자는 물 표면으로 이동하고， 소수기는 공기 

측을 향하고， 친수기는 물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늘어서려고 하는데， 이것을 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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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활성분자는 수용액 내부에서 보다 표면에 더 많이 

모이게 된다. 즉， 용액내부의 농도보다 표면의 농도 쪽이 커진다. 이런 현상을 일반 

적 으로 흡착(adsorption)이 라고 한다. 

흡착으로 물 표면에는 소수기의 탄화수소가 늘어서게 되고， 물 표면은 그 자체 

의 표면장력으로서가 아니라 탄화수소의 표면장력에 접근한다. 활성제 농도를 증가 

시키면 표면으로 흡착되는 양도 커져서， 표면장력을 점점 더 탄화수소 값에 가까워 

져， 결과적으로 값이 낮아진다. 

마. 홉착질(계면활성채)의 특성 

계 면 활성 제 (Surface active agents=Surfactants)는 서 로 다른 상(Phase)의 계 면 

차이로써 계면 홉착하여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계면 활성을 부여하는 물질을 말한 

다. 

계면 활성제의 분자 구조는 비교적 커다란 소수기 (Hydrophilic group) 혹은 친유 

기 (Lipophilic group)와 비 교적 강력 한 친수기 (Hydrophilic group) 혹은 소유기 

(Lipophobic group)로 이루어지며 계면 활성제로서의 성질은 소수기와 친수기의 조 

합에 의해 결정된다. 합성 계면 활성제는 화학적으로 이온 계면 활성제(Ion active 

agents)와 비이온 계면 활성제 (Nonionic active agents)로 구분된다. 이온 활성제라 

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해리하여 이온 혹은 이온 미셀(Ionic micelle)을 생성하여 

계면 활성을 나타내는 데 반해， 비이온 활성제는 수용액에서 해리되는 관능기를 갖 

지 않으면서도 계면 활성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온적으로는 완전한 중성체이다. 

이옹 활성제는 계면 활성 현상을 보이는 이온이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인데， 때에 따 

라서는 두 이온성을 모두 띠는 양쪽성일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온 활성제는 양이 

온 계 면 활성 제 (Cationic active agents) , 음 이 온 계 면 활성 제 (Anionic active agents) 

혹은 양쪽성 계면 활성제(Arnphoteric active agents)의 세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물에 불용성인 유용성(油溶性) 계면 활성제도 있는데 그 중요성이나 생 

산량의 측면에서 수용성의 것보다 매우 적다. 

모든 계면 활성제는 그것이 이온성이냐 비이온성이냐에 관계없이， 계면 활성제 

의 본체를 형성하는 기본(basic substance)과 기본을 수용성으로 하여 주는 원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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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bilizing group)을 갖고 있다. 기 본은 곧은 사슬 혹은 곁사슬 분자를 갖는 탄소 

사슬， 혹은 이런 종류의 원자단이 혼합되어 있거나， 혹은 고리형 화합물 등 여러 종 

류가 있으나 모두 기름 성질에는 잘 용해되지만 물에는 녹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는 비교적 큰 원자단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소수기 (Hydrophobic group) , 혹은 

친유기 (Lipophilic group)라고 한다. 물론 이 러 한 기 반으로 구성 되 면 물에 녹지 않으 

므로， 이 소수기를 가용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친수기 (Hydrophilic group) 혹은 소유 

기(節油基 ; Lipophobic group)가 결합되어야 한다. 

상이 다른 곳에서 행해진 흡착(Adsorption)에는 Van der waals 힘에 의한 물리 

홉착(Physical adsorption)과 화학 반응과 같은 고에 너 지 의 흡착열을 발생 하며 일 어 

냐는 화학홉착( Chemisorption)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흡착은 2,000 -10,000 caVmol의 발열로 가역적으로 진행되나， 화 

학 홉착은 반웅열에 상당하는 10,000-100,000 caVmol의 높은 발열로 가역성은 적 

다. 계면 활성제의 흡착은 화학 흡착과 유사한 것으로 액의 표면과 내부는 처음에 

는 동일하지만， 공기와의 계면에서 행해진 흡착이 비교적 신속한데， 그 속도는 계면 

활성제의 성질에 지배된다. 일반적으로 소수기의 길이가 증가함과 아울러 계면 흡 

착 속도는 빨라진다. 

고체 표면에 있어서의 흡착에서는 계면 활성 분자는 흡착면에 따라 다소의 차이 

가 있지만 대개 단분자층은 고정된다. 용해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높을 때에는 서 

로 같은 종류의 전하는 반발하거나 수화작용을 나타내는데 전해질이 존재하지 않 

는 극히 붉은 용액에서는 가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 Langmuir가 제시한 식과 일 

치하는 홉착을 보인다. 물론 홉착성은 고체의 종류와 계면 활성제의 종류， 농도， 온 

도， pH, 첨가물(Builder)둥에 지배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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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착에 의 한 Wetting 

가. Wetting 

습윤성은 고체표면에서 액체가 퍼지는 상태로서 열역학적으로 표현하면， 고체와 

액체의 접촉에 의해서 고체표면이 소설되고 새로이 고체-액체 계면이 생기는 자유 

에너지의 변화이다. 안정 또는 준 안정 화학열평형 (chernical therrnodynamic 

equilibrium) 조건하에서 습윤은 액체의 표면에너지와 고-액계면에서 형성된 에너지 

의 합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고체표면에서 일어난다. 즉， 분산매로 사용되는 물 원 

자가 고체표면에 밀접하게 접촉할 때에 습윤성은 물과 고체와의 상호인력이 클수록 

좋아진다. 

액체-기체계면에너지 rLV, 고체-기체계변에너지 r SV, 고체-액체계변에너지 y 

SL가 평형상태에 있을 때의 이들의 식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한다. 

rSV 

cosB 

rSL + hv cosB 

YSV - rSL 
hv 

(1) 

(2) 

상기 식에서 r SV, r LV가 일정할 때， wettability가 증가하려면， 즉 8 가 감소하려 

면 r SL가 감소해야 한다. 

그리고， r SL 및 r SV의 측정에는 여러 가지 실험상의 난점 때문에 측정하기 곤 

란하냐 sessile drop method에서 r LV와 접촉각 6 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r SL과 

r sv가 어떻게 변하였든 간에 관계없이 r LV와 6 를 알 수 있으므로 고체-액체간의 

단위면적당의 work of adhesion을 구할 수 있고 Y oung-Dupre equation에서 다음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WSL rSV + hv - rS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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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3)식에서 

W SL rSL (1 + cos 8) 

은
 

호
 
「

cos8 
WSL - rLV 

YLv 

상기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촉각 6 는 rLV가 일정할 때 wettability를 증가 

시키려면 WSL가 증가되어야 한다. 즉 r sv가 증가하거나 r SL이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r sv는 흑연의 surface energy이므로 일정한 온도에서는 불변 

하다. 따라서 r SL，의 변화에 따라 wettability가 결정 될 것 이 다 26) ，21) 

그림 17. 표면장력에 따른 접촉각 변화 

이 접촉각 8 에 따라 습윤상태는 3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17) 

1) f) = 0 。 확장습윤(Spreading wetting) 

2) f) < 90 。 침지습윤(inrnersional wetting) 

3) f) < 180 。 부착습윤(adhesiona1 wetting) 

확장습윤은 고체상에서 자발적으로 액체가 확장하여 전면을 덮는 것이고， 침지 

습윤은 수평으로 된 2개의 고체면 사이에서 액체가 자발적으로 넓어지는 상태이며， 

부착습윤은 고체표면에 액체가 둥근 액적의 형태로 부착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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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액체， 기체의 계 (system)에서 자유에너지는 표면에너지와 계면에너지를 표 

면장력으로 서로 바꾸어 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액적에 작용하는 힘과 그 액체에 

저항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습윤상태는 그림 18과 같으며， 그림 19(a)는 

0。 드 6 는 90。 의 경우이고 그립 19(b)는 90。 드 6 드 180。 의 경우이다. 

/짜 ?쫓깊「값vf앓 7써 r sv : The stuiace tension 

낀v .. 

Solid 

(b) 

on solid-vapour interface 

r SL The stuiace tension 

on solid-liquid interface 

r LV : The stuiace tension 

on liquid-vapour interface 

() : Contact angle of wetting 

그림 18. 액적의 계면장력 

1비 /' 

1 ‘ J 

킨V 낀L 

A~ J( CO$ C~ - A" 
‘ 、

、

‘ 

.ðA 

(a) (b) 

그림 19. 접촉각과 표면작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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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표변에서 액적의 퍼짐이 멈추는 표면장력의 평형조건은 그림 19(b)는 안정 

한 형상이 계의 자유에너지 F의 극소조건으로 액적의 형태변화에 의해 접촉각 6 에 

서 ()-L1() 로 고체의 습윤면적 L1A만큼 증가하고 액적의 표면은 L1 A X cos (() 

- L1 () )만큼 증가한다. ()값은 액체 방울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고-액 계면의 표면에너지( r SL)는 액체의 표면에너지를 감소시킨 고체의 표면에 

너 지 와 같다. 이 러 한 감소( r SV- r SL)를 습윤의 구동 력 (driving force) 이 라 한다. 식 

(2-3)에서 고-기의 표면장력이 고-액의 표면장력보다 클 경우( r SV> r SL)는 습윤성 

의 구동력이 커서 용액이 퍼지는 힘 (pressure of spreading)이 커져 그림 19(b)와 

같이 접촉각은 감소한다. 반대로 고-기의 표면장력이 고-액의 표면장력보다 작을 

경우( r SV< r LV)는 액적은 구의 형태로 접촉각은 증가한다. rLV의 변화는 r SL의 

변화를 가져오며 고-기의 표면장력을 증가시키고 액-기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킴으로 

써 습윤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습윤성은 접촉각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접촉각은 고체표면에 용액을 액적형태로 

측정이 가능하고， 두 물체 사이에 접촉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습윤성을 직접 

좌우하는 spreading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용액이 고체표면에서 습윤성이 

좋을수록 그 표면에서 퍼짐성은 그만큼 더 좋아진다. 퍼짐성을 정량적으로 표시하 

는 방법은 일정한 양의 용탕이 고체표면에서 이루는 액적이 고체에 접촉한 면적으 

로 나타낸다. 동일한 조건에서 퍼짐성 비율은 점성 (viscosity)에 따라 다르고 만일 

퍼짐성이 액상선과 고상선 사이에서 일어나면 유동성의 영향을 받고 고-액 공존이 

큰 지역에서 퍼짐성이 크다. 동족계의 액체에서는 cos ()와 액의 계면 장력 rF 사이 

에는 직선적인 관계가 있어 cos () =1 일 때의 r FV를 엄계 계면 장력 rc라 하고 액 

의 계면 장력 rF가 rc보다도 작을 때에만 고체변에 퍼지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계면 활성은 활성제가 매우 물은 용액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특 

징인데， A. M. Mankowich는 다수의 계면 활성제에 대해 표면장력， 계면장력， 접촉 

각을 측정하였고， 계면장력은 0.1%용액에서 0.4%용액으로 농도가 상승하면 일반적 

으로 저하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면 활성제가 그 계면 활성작용을 충분히 발 

휘하기 위해서는 0.1%-0.5%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충분하다. 계면 활성제가 계 

면 장력을 현저히 낮추고 따라서 접촉각을 작게 하여 고체표면에 퍼지는 것은 당 

연히 습윤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직접 간접적으로 액의 침투성을 크게 한다. 

-84-



3. 질험 방법 및 조건 

4차 암모늄염 (Benzalkonium chloride, ABDM)에 의해서 안정화된 수중 현탁액 

중에서 흡착에 의한 흑연표면 특성을 높은 전해농도영역에서 조사하였다. 본 시스 

템은 4차 암모늄 염 (Benzalkonium chloride)의 흡착에 의해서 흑연입자표면의 친수 

화와 또는 정전기적 요소에 의해 안정화된 상태이다. 

사용한 흡착질로는 금속폴리머코팅 (metallopolymeric coating)을 얻기 위해 사용 

되는 분산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4차 암모늄염 CBenzalkonium 

chloride)을 선정 하여 현탁액 을 안정 화시 켰으며 분산미 디 엄 으로 표준Watts형 니 켈 

도금 전해액을 사용하였다. 수용액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Benzalkonium chloride의 

흡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NiS04 전해액 농도변화(1.0， 0.75, 0.5, 

0.25, 0 moV Q )에 따른 ABDM용액에 대한 표면장력 isothenn을 조사하였다. 

또한 표면장력 저하에 따른 흡착질의 흑연표면 흡착정도를 zeta 전위 변화 및 

wettability 변화로 간접 확인하고자 하였다. 흡착질의 농도 변화에 의 한 zeta 

potential 값을 pH 6과 8에서 측정장비인 ELS-8000(일제 오츠카사 제품)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측정 용액의 제조는 10-3 mol NaCl 용액 (pH 약 5-6)을 기본으로 

pH는 HCl과 NaOH로 조절하였다. 

Wettability 측정은 흑연 미 립자 흡착 조건과 똑같은 조건에서 흑연 sheet 표면 

에 흡착질을 흡착시킨 후에 sessile drop 방법을 이용하여 접촉각Ccontact angle)을 

측정하여 상대 비교하였으며， 같은 의미이지만 drop의 흑연입자 표면에서의 

spreding 효과를 편 의 상 spreding된 길 이 를 상대 비 교하여 흡착질 에 의 한 표면 개 

질 상태(친수성)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가. 흡착에 의한 흑연입자 표면의 wettability 변화 

기능성 첨가제로 사용되는 흑연은 분산매인 유기 혹은 무기 용액 중에서 분산안 

정성이 매우 중요한 데 이는 흑연표변의 wettability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유 

기물의 탄화가 진행되어 생성된 흑연은 광물학적 특성상 표면이 매우 소수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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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극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분산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흑연표면의 습 

윤성 (wettabili ty )을 향상시키기는 방법은 전 장에 기술한 흑연 표변에 관능기를 생 

성시켜 수중에서 - OH 이온과 결합 친수화시키는 방법과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계면에서의 장력을 감소시켜 습윤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실험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습윤개선제로 4차 암모늄 염(Benza1konium chloride) 

을 선정하고， 분산미디엄으로 표준Watts형 니켈 도금 전해액을 사용하였다. 수용액 

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Benza1konium chloride (ABDM)의 흡착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NiS04 전해액 농도변화(l.0， 0.75, 0.5, 0.25, 0 moV Q )에 따라 달라진 

ABDM 흡착 상태를 wettability 변화로 확인하였다. ABDM과 NiS04 전해액을 각 

조건별로 1:1로 혼합한 용액 속에 흑연판을 넣은 후 ph 6과 8에서 24시간 교반 흡 

착시 켰다. Wettability 측정은 (흑연 미 립자 흡착과 똑같은 조건) 흑연 sheet 표면에 

흡착질을 흡착시킨 후에 sessile drop 방법을 이용한 접촉각(contact angle)을 측정 

하여 상대 비교하여 흡착질에 의한 표면 개질 상태(친수성)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 

다. (사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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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e =55.2 。

(c) 2 e =51.3。

(b) 2 e =53.9。

(d)2 e =50.4。

사진 4. 접촉각의 변화(NiS04 lmoV Q, pH 6) 

ABDM : (a) 1 x 1O-~， (b) 5 x 10-5M, (c) 10 x 10 페， (d) 20 x 10 페 

껴
 
t n 

。



(a) 2 θ =56.0。 (b) 2 e =57.2 。

(c) 2 e =54.3 。 (d) 2 θ =51.2 。

사진 5. 접촉각의 변화(NiS04 0.75mol/ Q , pH 6) 

ABDM : (a) 1 x 10 5M, (b) 5X 10→~， (c) 10 x 10-뼈， (d) 20x 10-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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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 =59.7 。 (b) 2 () =58.2。

(c) 2 () =58.0。 (d) 2 () =57.4。

사진 6. 접촉각의 변화(NiS04 0 .5moν Q ， pH 6) 

ABDM : (a) 1 x 10-~， (b) 5 x 10-5M, (c) 10 x 10 매， (d) 20x lO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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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 =62.2 。 (b) 2 () =60.3。

(c) 2 () =59.3。 (d) 2 θ =57.7。

사진 7. 접 촉각의 변화(NiS04 0.25moV Q , pH 6) 

ABDM : (a) 1 x 1O"5M, (b) 5 x 1O-~， (c) 10 x 10 페， (d) 20X lO-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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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Zeta 전위 측정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흡착질(ABDM)의 흡착량에 따라 Zeta 

전위 값이 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흑연입자 표면이 흡착질에 의하여 개질되었음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접촉각을 측정하여 흑연표변의 소수성에서 친 

수성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0의 (a)와 (b)는 흡착질(ABDM)의 흡착량에 따라 Zeta 전위 값이 pH 6, 8 

일 때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6일 때가 8일 때 보다 접촉각 

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즉， pH 6에서 보다 많은 흡착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Zeta 전위 측정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전해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BDM의 농도가 증가 할 수록 접촉각이 작아지는 

데 전해액의 농도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즉 전해액의 농도 lmoV Q , 

ABDM농도 1 X 10-5 일 때의 접촉각은 약 55。 정도인데 전해액의 농도 0.75moV Q 

에서， ABDM농도 1 X 10-4 로 ABDM농도가 10 증가하였는데도 접촉각이 역시 약 

55。 정도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해액의 농도에 따라 ABDM용액의 표면장력은 크게 

저하되고 따라서 수용액의 활성도가 감소하며 물과 소수성 흑연 표면에서 흡착질의 

흡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전해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흡착질(ABDM)이 보다 

활성화되어 흑연 입자 표변에 쉽게 흡착됨을 알 수 있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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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성과 검토 

미립의 인편상 분말(fine flaky partic1es)은 뛰어난 전기전도성 때문에 도전성 필 

름재료에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며， 또한 브라운관 도료용과 엔진오일 및 산업 

기기용 윤활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현재 현장 적용시험이 진행중인 분야 중 

에 하나는 LCD Display 및 브라운관 도료 분야인데， 브라운관 도료의 경우 전체중 

흑연분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며， 이 때 사용되는 흑연분말의 특성은 

외부용은 천연산으로 5-7μm 정도의 입도， 고정탄소(F.C) 96-97% 정도이고， 내부용 

은 인조(artifici머)흑연으로 입도는 3-5따1 ， 고정탄소(F.C) 99.9% 이상이다. 특히 브라 

운관 내부중 앞부분은 submicron 이하의 입도와 고정탄소(F.C) 99.9% 이상의 초미 

립 고순도 흑연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 LG, 오리온전기 등 국내 가전업계 사용량은 

120여톤/년으로 이중 약 80%는 외부용으로 천연산흑연을， 나머지 20%는 내부용으 

로 인조흑연을 사용하며， 브라운관 내부 앞쪽용 초미립 고순도(1μm이하， F.C 99.9% 

이상) 흑연의 사용량은 5톤/년 정도이다. 가격은 고정탄소(F.C) 99.9%이상， 입도 

3-5μm일 경우 인조흑연은 3，500，에0원/톤， 천연흑연은 10，000，000원/톤 정도이다. 현 

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미립 흑연분말은 스위스 론자，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 

사 둥 외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 1 절 현재까지의 산업체 현장 적용시험 경과 및 성과 

。 T.V 브라운관 제조회사와 전자파차폐용 도료 회사의 제품품질시험 결과 초미/립 

흑연분체의 제반특성(업도분포 업자형상 동)이 우수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현재는 제품에 적용했을 때의 수명 test가 진행 중이다. 

。 LCD Display 소재 원료로 적 용성 시 험 진 행중. 

。 극한 상황 하에서의 윤활성 특성 변화 확인을 위한 윤활유 업체 작용시험. 

。 Last user 현장적용시험 요구조건별 기능성 분체를 계속하여 제조 공급하고 있다 

。분체 제조기술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한 공정개선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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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방안 

。 초미립 흑연분체제조(동원세라믹공업주식회사) • TV 브라운관 도료용 paste 

제조(성일화학 외) • TV 브라운관 적용시험 (삼성전관， LG전관)둥에 활용 예정 

。 전자파 흡수 및 차폐제로의 다양한 소재활용 

。 고기능성 윤활유로의 활용 

[활용성 시험방법] 

1) 초미립 흑연 표면개질 및 표면처리를 통한 고기능화 흑연제품 생산을 위한 

자원연구소의 표면처리 기술 지원 

• 동원세라믹(주)현장 적용 양산화 및 최적화 시험 

2) 현장적용시험 (삼성전관， 성일화학， LG전관， 천미광유 동) 

제 3 절 개발기술의 경제성 검토 

1. 개발기술의 효과 분석 

。 분체산업 및 흑연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활성화. 

(원료정광 80만원/톤 • 미립분말 1，400만원/톤 

• 표면처리 2,000 - 3，000만원/톤) 

。 고기능성， 고분산성 교질흑연 관련기술 이전 및 산업화 

。 점차적 수입 대체 (300억원/년) 및 수출 기대. 

。 산화물， 광산물의 미 립화 기술 파급. 

。 흑연 복합재료의 고부가가치화. 

(고기능성흑연 건축용 자재개발， 환경친화제(전자파차폐 및 흡수와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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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보급환정(재도적， 경제적 여건 둥) 

。 Last user의 제품품질 test 및 제품적용시험 기간이 제품특성상 매우 길다. 

。 전자파차폐용 도료의 경우 대상 최종 제품이 TV 브라운관용으로 

현장적용 품질 test단계가 매우 복잡하며 Last user의 위험부담이 크다. 

(line 변경 둥의 부담이 있음) 

。 따라서 기술개발 완료후 보급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전자파 노이즈 제거용 복합분말 입자를 생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물성개질 

산물을 제조하여 제품에 응용할 계획엄. 

3. 개발기술의 투자경제성 검토 

。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중간 소재로 중소기업형 분체 전문화가 가능하며， 

투자비(생산설비) 대비 제품의 가격이 매우 높아 투자경제성이 매우 높다. 

。 초미립 흑연분말 표면처리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기능성 전자소재용 분 

체를 제조하여 수입대체(120억원/년)가 가능하며 윤활유， 전자기기， 전자파 

차폐용 도료 둥의 원료를 관련산업 제공시 핵심원료소재의 국산화가 가능 

하다. 

4. 시장현황 

< 외국의 경우(Bench Marking 기관) > 

일본 : 히타찌 분말 야금(주) 스위스 : 론자 러시아 : ALTAI 

전자소재용 및 고기능성 윤활유 첨가제용 교질( ColloidaD 흑연은 이미 산업화 

된 상태이며， 이를 제조하기 위한 모 기술인 초미립 특수 흑연분말 제조기술 

및 고도의 초미립분체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각종 첨단 소재 산업에 활용 

하고 있다. 

。 히 타찌 분말 야금(주) 

: 중국 흑연광산 현지에서 전자소재용 초미립 흑연 분체및 교질 흑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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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자(스위스) 

주로 인조흑연 제품을 생산하나 일부 전자소재용(TV브라운관 OUTLET 부 

분)은 천연산 흑연 미립분말 사용 • 국내에서 수입하고 있음. 

。 ALTAI(러 시 아) : Ultra - Disperse Graphite 제 조 

고기 능성 엔진 및 기 기 오일과 부동(Antifreeze) Motor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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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료르 
L-

본 보고서는 천연산 인상 흑연을 이용하여 고기능성 전자소재(TV브라운관 도 

료， 전자파 차폐제 동)， 고기능성 윤활제(산업 기기용 오일， 엔진오일) 및 첨단흑연 

소재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질흑연(Colloidal graphite)개발 연구의 최종년도 보 

고서이다. 본 기술은 일부 선진국의 독점기술로 특히，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사용되 

고 있는 군사용(전자파 차폐 및 흡수 기술을 이용한 레이더 교란용 흑연 폭탄 동) 

및 원자로와 산업기기의 발달에 의한 극한상황에서 윤활 안정성 유지 즉， 유기물 

base 윤활유의 극압， 고옹에서 유기물 파괴에 의한 윤활성 저하와 저온에서의 부동 

오일 첨가제 둥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용 기초기술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하는 교질흑연 제조에 선행기술로써 필요한 

선진국 방식(습식법)보다 월퉁히 뛰어난 건식법에 의한 초미립(평균입도 0.8μm) 인 

상흑연 분체제조 방법 및 공정이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개발되 

어， 관련기업에 기술이전 산업화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특허 및 실용신안 동을 

동록 및 출원하였다. 

연구내용 및 결과 

흑연 층간에 분쇄를 방해하는 물질을 건식미립화 도중에 진공방법으로 제거하면 

서 평균입도 1f.l1TI 이하의 초미립 흑연분체 제조 기술 개발 결과 

。 건식방법에 의한 진공 중에서의 미립화 효율이 월둥히 뛰어난 실험결과에 의 

해 흑연 층간에 grinding을 방해하는 물질(공기중의 산소， 미세수분)이 존재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쇄용기 내부 진공도 10잔OIT 에서 2시간 30분 미립화하면 흑연 층간에 존 

재하는 분쇄 방해물질이 제거되어 particle shape가 빠(y type인 평균입도 1 

μm 이하의 초미립 흑연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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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팀이 자체 개발하여 산업화 완료시킨 초미립분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연속 공정 내에서 초미립화된 분체표면coating에 의한 표면처리와 개질 방법을 개 

발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체를 가공 처리하는 기 

술(coating ， 형상조절， 유기물 흡착 등에 의한 고분산화와 고기능화)을 개발하며 이 

를 바탕으로 교질흑연(Colloidal graphite)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내용 및 결과 

건식 진공방법으로 제조되어 윤활성이 떨어지는 흑연표면 및 층간의 산소(공기) 

가 제거된， 초미립 흑연 분체를 대상으로 산소 및 공기 중에서 attrition mill을 

사용한 흑연의 표면처리에 의한 산소흡착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 

CDMedia 충진 량 및 반응온도의 영 향 

attrition mill내의 ball 충진율 50%, 반응온도 120-140 0C 

@ Tip speed의 영 향 

: Tip speed 4.5m/sec에 서 30분간 반웅 

@ 압력 및 산소 공기의 영향 

: 건식표면처리 하는 동안 용기내의 공기나 혹은 산소의 압력은 

lkgf/c마(98066.5 pascaI) 

@ 이상의 최적 조건으로 산소흡착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면 흑연표면의 

산소흡착량이 약 3.5% 정도인 흑연분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3) 본 연구 기간중 개발된 기술로 기업과 본 연구팀이 생산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Last user의 현장 적용실험을 실시하고 관련기업에 기술 이전 산업화를 완료한 공 

정에 대한 생산현장 안정화 시험과 공정 응용시험이 진행중이다. 

4) 습식표면개질 및 흑연의 교질화 결론 

전해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ABDM용액의 표면장력은 크게 저하되고 따라 

서 수용액의 활성도가 감소하여 흡착질(ABDM)이 보다 활성화되어 물과 소수성 흑 

연 표변에서 흡착질의 흡착을 촉진시킨다. 

Benzalkonium chloride(ABDM)는 이 온성 저 분자 계 면 활성 제 로써 분산 안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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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산 미디엄의 특성과 고체표면의 특성에 크게 관계한다. 

흑연의 퉁전점이 pH 4.22로 이 부근에서는 흑연표면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홉착이 일어나지 않으며， pH 3에서는 EB charge 14.7mV로 비교적 커서 8 charge 

를 띈 음이옹계 흡착질과 쉽게 흡착하며 pH 값이 높아짐에 따라 흑연표면 charge 

가 g로 되며 그 값도 점점 커지게 되나 pH 9이상부터 점점 안전화 되고 $ 

charge를 띈 양이옹 흡착질과 쉽게 흡착한다 

pH 4.22이상에서 양이온 흡착질이 흑연 표면에 흡착하기 시작하는데 흡착량이 

증가하면 흑연 입자의 명 표면전하를 증가시키게 되고， 흑연 입자의 mobility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흡착질 Benzalkonium chloride(ABDM)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Zeta Potential값은 

커지고， 같은 농도에서는 pH가 8일 때보다 6일 때가 큰데 이는 pH 6에서 이미 

Benzalkonium chloride(ABDM)의 $ 이온이 충분히 흡착되었음을 의미한다. 

흡착질 Benzalkonium chloride(ABDM)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Zeta Potential값이 

커지는 것은 흑연입자 표면에 $ 전하를 가진 이온들이 많이 홉착되었음을 나타내 

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흡착량이 증가(상대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lmol 전해질이 존재 하에서 고체상 업자의 전기역동도는 계면활성제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데 흑연입자 역동도의 감소는 계면활성제분자 웅집물흡착에 의해 표 

면전하가 차단되며 그리고 분산미디엄의 점도증가(계면활성제 농도 증가에 의해)와 

관련되어 일어난다. 

즉， 본 실험에서 흑연 수용액의 안정화 정도는 고농도 전해질과 함께 저분자량 

계면활성제의 흡착에 의한 고체 입자의 친수화(hydrophilization)정도와， 전해액내에 

서 흑연입자의 표면전하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5) 선진국의 전자파 차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세계적인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고윤활성 및 고기능성 흑연소재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생산현장 안정화 시험을 실시한 후 관련기업에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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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멀화학 및 전자공업원료 제조기술 연구 

제 2 편 정밀화학 공업원료 분야 

(운모， 견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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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재목 

정밀 화학 및 전자 공업원료 제조기술 연구 

정밀 화학 분야(운모， 견운모) 

11. 기술 개발 목적 및 중요성 

각종 산업에서의 비금속 광물의 이용은 분체의 형태를 취하여， 다방면에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 특히 비금속 광물 중 운모， 견운모는 그 특성이 판상의 조암 광물로서 각종 충 

전재에 사용시， 생산물질의 기능적 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충전 물질이다. 아울러 ， 충전 

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상의 성질을 살린 운모， 견운모의 정제 및 미립화 기능이 확립 

되어， 산업화로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기정립된 정제 기술 및 미립화 기술올 적용하여 

기능성 분체로의 활용을 위한 물성 개질을 시행하여 국내산 저품위 운모 · 견운모 광물 자 

원의 고부가가치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및 고부가가치 원료를 제조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술의 축적올 이루어야 한다. 

m. 기술 개발 내용 및 범위 
1차년도; 

정밀화학 공업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의 견운모， 운모 자원에 대한 현황 및 정제 

기술 개발을 위하여 3가지 견운모 시료와 3가지 백운모 시료에 관하여 화학적，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였고， 견운모의 정제기술 및 미립화， 분급화 기술 연구와 백운모 시료에 대 

한 정제 기술， 미립화 기술 및 분급화 기술 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올 수 있 

었다. 

2차년도; 

국내의 저품위 운모， 견운모를 정밀화학 공업용 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남 청하군 

유천광엽의 견운모광과 충남 부여군 부여소재(주)의 백운모광을 가지고 Pilot 규모의 정제 

실험을 수행하였다. 

3차년도; 

Pilot 규모 정제 실험에서 얻어진 정제산물을 기본으로 정제 제품의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화장품용 기능성 재료로서의 성질을 부여코자 표면개질 실험을 실시하였고， 

특히 운모， 견운모의 자외선 차단 기능 및 진주 광택 안료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표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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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굴절율 실험 및 부착능 실험은 자입자로서 이산화티탄을 사용하여 건식법의 적용을 

모색하였다. 

4차년도; 

유성밀 . Theta-composer올 이용한 혼합혼련조작을 통하여 견운모 표면에의 티타니아 

업자의 피복에 의한 견운모의 표면개질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여 

견운모/티타니아 분체계로부터 복합분체를 제조하였으며， 견운모의 표면개질올 통하여 분 

체의 흐름특성 및 분산성올 개선할 수 있었고， 운모업자의 분체물성의 개선 및 기능성 부 

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전중화법 및 건식 메카노퓨전법을 

이용한 실험올 수행하였고， 현탁중합법을 이용한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관한 예비실험 

을 실시하였다. 

5차년도; 

운모업자의 분체물성의 개선 및 기능성 부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 

으로， bio-ceramic으로 웅용， 견운모 산물에 대한 표면 물성개질 및 박리형 분쇄산물의 제 

조를 위한 분쇄장치의 선택 (Theta-composer)에서 강력한 전단력을 주어 판상의 광물인 

견운모 산물의 자체 물성을 변환시키지 않고， 입자의 편리에 의한 판상의 성질올 살린 물 

리적 표면개질 처리산물인 기능성 제조의 복합화 및 기능성 원료물질의 물성 평가에서 가 

장 주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분산성 실험올 실시하여， 분산제의 종류에 따른 미세업자들 

의 웅집체 형성 속도 및 슬러리의 분산제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N. 기술 개발 컬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정밀 화학 분야에서 무기질 공업원료로 사용되며 그 특성에 판상의 벽개성을 지닌 국 

내산 중 • 저품위 운모 • 견운모 자원에 대한 정제기술 확립 및 산업화를 위한 규모 확대 

실험올 완성시키어， 그의 공정올 기술 특허로 획득하였다. 정제 기술에 따른 고순도화에서 

얻어진 산물올 가지고 미립화 및 분급 기술올 연구하여 정밀 화학 분야 중 가장 가격 경 

쟁력이 좋은 화장품 원료로의 활용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각종의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물성 개질 실험올 통하여 자외선 차단 능력 진주광돼 안료 복합 분체계로부터 복합 분체 

제조 공정을 확립하였다. 제조된 복합계 분말의 산업계에서 상품화에 있어서 혼합 · 훈련 

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물성 평가를 위하여， 물질 개질 상태에 따른 분산제의 종류에 

따른， 생산물질의 분산성올 확인함으로 운모 · 견운모 산물의 실용화를 위한 일련의 주요 

공정은 거의 연구를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확립된 저품위 운모 · 견운모의 부가가치 향상 

연구는， 앞으로 산업화에 따른 실용화 구축이 관건이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공정은， 2 

단계의 사업으로 발전하여 우리 나라 관련 사업과의 유계 증진에 따른 단계별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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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기대 효과 
운모 • 견운모의 정제， 미립화， 물성 개질 산물의 수입량은 연간 약 400억 규모로， 다양 

한 형태 및 다품종 소량으로 정밀화학분야에서 무기질 충진재로 사용이 활발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이 수입 역조 현상에 처한 운모 • 견운모 산물의 각종 기능성 재료로의 

활용에 있어서， 각 단계별 기술을 확립함에 따라 수업에서 오는 대체 효과 및 자국의 기 

술을 외국에서 인식하여 수입단가의 하향을 유도함으로 오는 기술 개발 확립에 큰 의미를 

둔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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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Subject 

A study on Manufacturing Technology of Materials for Fine Chernical Indusσy 

n. Objective of Study 

Sericite and muscovite being utilized as a source of materials for fine chernical 

industry are most important inorganic materials such as expensive price, various 

forms and small amount use. However, the consumption amount of imported Mica is 

rapidly increased by means of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reservoir situation of domestic mÍnes one medium 와ld low grade of sericite and 

rnica. But there are not any domestic companies to produce concentrated sericite and 

mica for fine chemical industry use. This study has been studied to develop manufacturing 

technologies such as concentration, fine grinding, classification and urface Modification 

of sericite and rnica for cosmetics, paints, pigments and etc. 

m. Scope and Contents of Study 

1) Studies on the chernical and mineralogical properties of Mica. 

2) Studies on the rnineral beneficiation technology and scale-up process for 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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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technologies of fine grinding and classification of concentrated 

Mica. 

4) Studies on the surface modification for finely ground Mica. 

N. Resu1ts and Study 

1) Sericite and Mica sample are taken from Yucheon, Hwengsung, Ohsan, Saerona, 

Buyeo 뻐d silim. 

2) These are various chemical compositions and sericite samples about 16.0. -22.0.% 

AlzÛ3, 4.7-6.6% KzO and 55.5-68.0.% Si02 and Muscovite samples about 14.0.-

25.0.% AlzÜ3, 5.0.-6.4% KzÜ and 56.5-76.0.% SiQz. 

3) The concentrated of mineral processing, to achieved sericite concen1마ates about 

30..0.% AlzÛ3 up, 9% KzO up and 1.5% FezÛ3 less and Muscovite concentrates about 

32.0.% Alz03 up, 10.% KzO up and 46% Fez03 less. 

4) The result of scale-up test shows that sericite concentrate obtained about 31.91% 

Alz03, 9.76% KzO 뻐d 1.45% Fez03. The process of grinding and classification is 

obtained fine mica mean size of 2.39때 such as 3.5 wt% yield. 

5) The dry process of surface modification has been achieved up to 91 for whiteness 

as 20. min ground samples. 

6) Polymer microcapsulation was carried out on the mica surface. The results are 

excellent hydrophobic properties which is applied cosmetics industry. 

7) The results shows a possibility of producing nanosize composite materials of 20. 

0-5OOnm and ernitting test on purified sericite appears 0.914- 0..915 intensity in 

wave length of 5 - 20.때· 

8) The delamination effect of surface coated sericite and Muscovite by using 

Theta-composer. 

9) Results of measurement of zeta potenti머( s) and viscosity( η ) have shown that 

for inorganic ion dispersants, the absolute zeta potential value was maximum when 

the viscosity of suspensions was mlrumum, and for polymer dispersants, the 

viscosity of suspensions decreased and then increased at cri디cal concentration point 

though absolute zeta potential value of suspensions increased over critical 

concentration of dispers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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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있어서， 분립체의 발견은 새로운 장을 여는 

학문의 분야가 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고성능 혹은 고도 기술 웅용이라 부르는 분 

체 공학은， 새롭고 중요한 특성을 지닌 고기능의 기능성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새 

로운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 화학 분야에 분체의 

웅용 및 실용화 및 원료분체의 연구가 우선되어야 함에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한다. 

각종 산업분야 발전으로 국민경제는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이들 각종 산업분 

야의 발전에 있어서 대부분 시설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로 크게 발전형태를 이루었으 

며， 실제로 사용되는 각종 제품의 원료 또는 소재는 많은 양이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밀화학 공업분야 중 화장품， 특수안료， 도료 둥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원료들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산업 

의 완전한 선진국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이들 관련 원료의 국산화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정밀화학 공업분야 중 하냐의 

무기물 원료가 되는 광물인 고기능성 및 고순와화된 운모 및 견운모광은 고가， 다 

품종， 소량으로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우리 나라에도 

이들 광물의 부존이 적지 않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도 구체적인 활용 또는 개발연구， 실용화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배경과 문제 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추진케 되었고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연구를 정리하여 기술을 적립함에 있다. 본 연구의 개발내용 및 범위는 고급 화장 

품， 안료， 도료 동 정밀화학 공업원료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국산 견운모， 운모의 

정제기술개발과 정제산물의 처리 및 가공기술개발 둥을 통하여 관련 원료광물의 원 

료 국산화를 이루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미 1995년도에 이러한 산업적， 사회적 요 

구에 따라 국내에 부존한 운모， 견운모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정밀화학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1차 년도와 2 

차 년도에 걸쳐 국내 운모， 견운모 광물의 특성， 정제 및 처리공정의 적정화를 완료 

하였고， 3차 년도와 4차 년도에는 정제， 미립화된 운모， 견운모 광물의 표면 개질을 

위한 기술 개발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년도 연구수행내용은 우선 티타늄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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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제조 공정에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인 수산화 티탄을 가지고 정제된 운모산물의 표 

면처리를 위한 중화홉착반웅 연구를 수행하였고， 또한 건식법에 의한 운모 표면에 

이산화 티탄 분말을 건식 복합화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 

른 현장적응시에 문제가 되는 기능성 분체의 분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의 분산제를 

이용하여 분산효과를 관찰하여 실용화에 적용케함이 수행되었다. 아울러 이미 개발 

된 운모， 견운모의 정제 및 미립화 기술의 산업화 유도를 위하여 현장적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 개발된 정제 및 미립화 기술의 적용확대를 위하여 국내 타지역 

운모 광물을 가지고 적용실험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운모， 견운모 광물의 고부가가 

치화를 위한 첨단소재로서 활용키 위하여 고분자 마이크로 캡슐에 의한 운모의 표 

면 개질을 기초 실험연구로 수행케 되었다. 본 연구성과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분체의 표면 개질 분야에 관한 기술축적과 국내산 저품위 운모 광물자원의 고부가 

가치화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및 고급관련원료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국내 원료 분말의 대부분은 선진의 기술 혹은 선진 외국으 

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넓은 의미에서 분체공학은 기체-기체， 액체

액체의 완전 흔합계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공업 토목공학 재료공학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웅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부존광물 중 운모 · 견운모 산물 

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분체의 미립자 기술이 구축과 더불어 미분체의 정밀가 

공기술로의 이행을 위하여 분체를 미립화함으로서 재료의 고순도화， 고성능화， 균질 

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들 미분체 산물의 표면을 개질하거나 복합화하여 특 

별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입자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종래에는 기성품으 

로 된 원료분체를 이용하여 공정 변수의 변화로부터 제품의 품질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재료에 요구되는 고도화된 다양 

한 성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됨으로서， 최근에 

는 출발물질 즉， 원료분체의 조제 또는 정밀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최종제품의 성능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 재료에 대해 요구되는 

물성이 점점 다양화 내지는 복잡화됨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서로 다른 분야의 재료 

간의 복합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무기분체의 기능성 향상 및 원료 

광물의 원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복합화 시키든지 초미분체화하는 기술의 분야이 

다. 다시 말하여， 분체의 복합화기술은 단순히 미립자의 표면개질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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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자가 나타내는 기능성을 보다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서브마이크론을 포함 

한 다양한 미립체에 적용 가능한 복합입자 생정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이 

러한 물질은 인간 생활의 향상을 위한 바이오 세라믹으로의 웅용기초연구가 지속되 

고 있다. 오늘날 고기능성의 균질， 복합 미분체의 합성 또는 제조기술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신소재 산업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후 각종 산업분야에 

서의 웅용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제품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분체소재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급 무기광물인 국내산 저급 

무기광물의 이용을 위하여 1차， 2차 연도의 정제 기술개발 및 3차， 4차 연도의 표면 

물성개질연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단순히 미립자의 표면개질에만 그치지 않 

고， 미립자가 나타내는 기능성을 보다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서브마이크론입자 

생성에 따른 복합 입자 생성 및 입자들의 평가를 통한 무 · 유기고분자를 피복한 표 

면개질 운모 • 견운모 및 운모견운모의 분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분산제를 사용하여 

분산성 증대 및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형태는 운 

모 · 견운모를 이용한 자원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증대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리 

라 사료되며， 금년까지 운모족 광물의 연구는 처음으로 체계화한 실용화 상품으로 

의 개발에 웅용을 꾀하고자 하는 토대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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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장 시료 특성 및 자원 현황 

제1절 일반적 특성 

1. 운모 

운모라 함은 광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종류의 Group 이름이다. 이들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매우 앓은 편상과 매끄러움， 탄성력과 빛나는 성질이 었다. 화학 

적 으로는 Potash를 포함한 aluminiurn orthosilicate계 이 고 hydrogen이 나 magnesium 

및 ferrous iron을 함유한다. Fluorine은 매우 주요한 구성물질이다. 매우 적은 양의 

feITÍc iron, sodium, lithum이 함유되 고 극소수의 rubidium과 cesium도 함유된다. 

때 때 로 아주 드물 게 vanadium, barium, maganese, chromium이 함유되 기 도 한다. 

모든 운모들은 수분을 약 4-5% 함유하고 있다. 예 로써 chlorite(녹니 석 )는 10-13%, 

vemiculite(질석)는 11-21%의 수분을 함유한다. 그러나 이들은 열수 실리카라 하지 

'-_ 0 1'‘ l • .-1 
τ l.:Õ" -;:::- '-í 

운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째，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백운모， 금운모， 흑운모， 견운모， 질석이고， 

둘째， 화학적 화합물로 분류하면 함유상태에 따라 lepidolite, zinnwa1diteOithiurn) , 

roscoelte( vanadium)이다. 이들 각종 운모에 대한 구성 특성은 다음과 같다. 

CD Muscovite potash mica (HzkAhCSi04h이 며 potassium, aluminum, hydrogen 

의 silicate 복합체이며 때때로 sodiurn iron, magnesiurn, ca1ciurn, fluorine이 치환된다. 

CZ) Phlogopite amber mica, bronze mica, magnesium mica(K,HhMg3Al(Si04h 

이 며 magnesiurn. iron, aluminurn, potassiurn, hydrogen의 silicate 복합체 이 고 역 시 

titaniurn, s여ium， fluorine이 치 환됐다. 

Q) Biotite black mica, magnesium-iron mica (K，H)z2(Mg，Fe)z(Al，Fe)z(Si04h이 

며 magnesiurn, iron, aluminurn, potassiurn, hydrogen의 silicate 복합체 이 고 역 시 

titaniurn, sodiurn, fluorine이 치환됐다. 

다음 Table 2-1은 이들 각종 운모의 화학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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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Analysis of Representative Micas 

Muscovite, Phlogopite, Biotite, 

per cent per cent per cent 

Si02 45.40 39.66 34.67 

Ti02 1.10 0.56 

Alz03 33.66 17.00 30.09 

Fez03 2.36 0.27 2.42 

FeO 0.20 16.14 

BaO 0.62 O.85(MnO) 

MgO 1.86 26.49 1.98 

NazO 1.41 0.60 1.67 

K20 8.33 9.97 7.55 

H20 5.46 2.99 4.64 

F 0.69 2.24 0.28 

100.27 100.60 100.29 
Less 02 equivalent 

0.29 0.94 0.12 
of F 

99.98 99.66 100.1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화되는 운모는 Aluminum, potassium을 주성분으로 

hydrogen, magnesium, iron, sodium, lithium과 fluorine을 함유하는 silicate 복합물 

이다. 이들의 성질은 완전히 쪼개지는 성질과 탄성력을 가지고 부드러우며， 용해하 

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앓은 운모는 투명체이나 두꺼운 것은 불투명체로 부전도 

용으로 쓰인다. 이들 운모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백운모는 모스 경도가 2-3 정도이 

고， 비 중은 2.8-3.1, 용융점 은 5.7 in scale 이 고， 반사도는 1.561 -1.594이 며 , 산출되 는 

함유전도에 따라 색깔은 다양하다. 금운모의 물리적 성질은 백운모와 비슷하나， 용 

융점은 다소 높고， 반사도는 1.562- 1.606이다 흑운모의 물리적 성질은 백운모와 같 

고， 용융점은 높고， 반사도는 1.541 - 1.574이며， 색깔은 검정게통이다. 백운모에 열을 

가했을 시 약 550 0C 에 전기적 특성값은 변하며， 700 0C 에서 무수화현상이 일어난다. 

좋은 금운모는 약 1000 0C까지 전기적 특성값이나 무수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각종 운모의 물리적 특성의 요약은 다음 Table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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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Selected Properties of Natural Muscovite and Phlogopite and 

Synthetic Fluorphlogopite 

Synthetic 
Property Muscovite Phlogopite Fluorphlogopi 

te 
Density : 

G.em3 2.6 - 3.2 2.6 - 3.2 2.8 
Lb/ fe 160 - 200 160 - 200 180 

Hardness, Mohs 2.0 - 3.2 2.5 - 3.0 3.4 
Luster Vitreous Pearly to submetallic Vitreous 
Cleavage Basal, erninent Basal, erninent Basal, erninent 
Crystal structure Monoclinic Monoclinic Monoclinic 
Optical oxial angle (2V), degress 38 - 47 1 -10 14.6 :t0.5 
Orientation of optic plane to plane of Perpendicular Par떠lel Parallel 
symmetIγ. 

lndexes of refraction 
a 1.552 - 1.570 1.54 - 1.63 1.522 
β 1.582 - 1.607 1.57 - 1.69 1.549 
r 1.588 - 1.611 1.57 - 1.69 1.549 

Maximum temperature with no 
decomposition 850 -1 ,000 
℃ 400 - 500 1,562 - 1,832 1,200 
"F 752 - 932 0.206 - 0.209 2,192 

Specific heat (25 "C) 0.206 - 0.209 0.194 
Thermal conductivity perpendicular 
to cleavage : 16 X 10 -4 

C려./cm.2/sec.!cm.! "c 16 X 10 -4 4.6 
B.t.u.!ft.~기1r.!in.! "F 4.6 

Coefficient of expansion per "C . 
perpendicular to cleavage : 1 XlO -6 -1 XlO -3 

20" - 100 "C 15 X lO -6 -25 XlO- 6 2 X 10 -4 - 2 x 10 -2 

100" - 300 "C lO X lO -6 -25 XlO -6 1 X lO -5 - 3 X lO -3 

300" - 600 "C 16 XlO -6 -36 XlO -6 

Coefficient of expansion per "C . 
parallel to cleavage 13.0 X 10 -6 - 14.5 x 10- 6 

。 " -200 "C 8 x 10 -6 - 9 x 10 -6 13.0 X 10 -6 - 14.5 X 10 -6 lO XlO -6 -9 
200" - 500 "C lO x 10 -6 -12 X 10 -6 37,000 - 43,000 x 11.5 X 10- 6 

Tensile strength, p.s .i 37,000 - 43,000 25 X 106 

Modulus of elasticity 25X 106 5-6 45,000 - 52,000 
Dielectric constant 6.5 - 9 4,200 - 2,100 
Dielectric strength (highest qualities 6,000 - 3，아m ’ 6.5 
1 - 3 rnils thick), v.!rnil. 6，α)() - 4,000 

Power factor at 25 "C . (highest 0.3 
qualities), pct. : 1010 - 1013 

60 cycles 0.08 - 0.09 
1 megacycle 0.01 - 0.02 0.02 

Resistivity, ohm-cm 1012 - 1015 1012 -1015 

운모는 산출형 태 에 따라 high-grade sheet IIÙca(muscovite, phlogopite), low-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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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mica 와 dry-ground mica로 나누며， 이를 특징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으나， 

이 모두가 산업적으로 쓰이는 곳이 다르다. 특히 중요한 high-grade sheet mica의 

매장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습식분쇄를 위한 white 

rruca의 근원은 특별히 구분되지 않으나 good sheet mica를 한층 더 고부가가치화 

시킨다. 건식마광의 원료로는 low-grade mica 와 mica shist로 행한다. 이것은 산출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운모의 동급별 구분별 생산통계는 뚜렷 

이 구분되지 않는다. 세계 운모 부존량은 생산된 운모의 산업화에 따라 결정된다. 

광물학적이나 지질학적으로 운모는 매우 일반적인 광물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sheet mica의 부존은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에 제한되어 있다. 백운모와 흑운모의 

산출형태는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나， 금운모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지질학적 

으로 백운모는 페그마타이트질에 장석과 석영이 수반되어 산출되며， 화강암， 면암과 

편마암에도 존재한다. 금운모는 결정질 석회석， 백운석， 편암， 사문암에도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 시에는 인도가 high-grade sheet mica의 최대 공급국이었다. 마다가 

스칼은 금운모의 주요 수출항이었고， Brazil, Argentina, Canada와 미국은 주요 수 

입국이었다. 

2. 견운모 

견운모(sericite)는 미세한 백운모족의 광물로서， 건조물의 표면이 명주실 광택을 나 

타내므로 견운모라 불린다. 일반적으로 견운모는 운모 및 점토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 

다. 견운모는 보통 흰색， 잃은 회색， 짧은 녹색， 짧은 갈색 등의 점토 색상을 띤 것이 

많다. 

화학 성 분으로 보면， 백 운모 [muscovite, ~μ(Si6 . AlZ)ÜW(OH)4 : KzO 11.8%, SiOz 

44.2%, AlzÛ3 38.5%, HzO 4.5%]에 비하여 SiOνAlzÛ3의 비율이 크고， 산화칼륨의 함유 

량이 적은 대신 결정수의 함유량이 많다는 것이 특정이다. 이중에는 백운모의 화학성 

분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견운모는 백운모와 일라이트의 중간 성질을 가지며， 가열변화는 그 화학 

조성에 따라 약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600-700 0C 에서 결정 

수를 잃고 무수물로 된다. 이 무수물의 결정 구조는 탈수 전의 것과 거의 같다. 

다시 1050-11 cxrc로 온도를 높이면， 무수물 결정이 분해하여 멸라이트가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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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좀 늦게 유리모양으로 되며， 이 모양의 양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늘게 

된다. 한편， 산화칼륨의 함유량이 많아서 백운모와 비슷한 조성을 이루는 것은 위의 가 

열 변화과정과 거의 같지만， 1050-120(fC에서 무수물이 분해하여 멀라이트가 생성함과 

동시에 약간의 첨정석이 생긴다. 그리고， 1150-1300.C범위에서는 약간의 a-알루미나가 

생성된다. 

견운모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용도로서는 화장품용， 요업용， 용접봉 

용 및 기타 각종 안료 및 도료의 첨가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에 쓰이는 광물의 종류와 특성을 보면， 활석과 견운모가 주로 사용되며， 활석 

에서 견운모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활석은 흡수율이 높아 보습성이 뛰어나나 

습기로 인해 화장품의 색상에 변화를 주고， 미생물이 자라거나， 석면류 함유 확률이 견 

운모에 비해 높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화장품은 Baby 

Powder로 보습성과 넓은 판상형에 기인한 윤활성 때문이며， 현재 거의 모든 M밟e-up 

화장품에는 견운모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첨단 화장품 소재로는 최근에 일본에서 개 

발된 합성운모로 순수성 및 제품의 균질성 ， 안정된 공급 둥에 장점이 있으며， 기타 화 

장품에서 요구되는 보습성 윤활성 등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성성분 및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킬 다. 기타 최근 소재로 시험중인 것은 Boron Nitride, Bio Ceramic 등 

이 있다. 

정제된 견운모를 포함한 화장품으로 쓰이는 광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윤활성이 좋을 것 

2) 윤택이 좋을 것 

3) 중금속의 함유량이 미국 FDA(혹은 국내 보사부) 허용치 이하일 것 

4) pH 5- 8 

5) 325mesh-41뻐nesh 각 체 95% 통과기준(10때 내외) 

6) 일본의 경우 1μm 이하는 Cutting 

7) 피부 자극성이 없을 것 등이다. 

견운모가 요업 원료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점토 모양이고， 가소성과 건 

조 강도가 크며， 용융시켰을 때 점성이 커지고， 하중 연화 온도가 높다는 데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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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도자기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점성 원료인 점토와 소결을 위해서 잘 쓰이는 장석 

의 역할까지도 함께 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도자기 원료용으로는 철분， 특히 황화 

철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하며， 입도가 미세할수록 좋다. 샤모트 내화 벽돌의 원료 중에 

견운모질 점토를 충분히 미분쇄하여 슬립으로 약 5% 넣어 고르게 혼합해 주면， 소성 

온도가 약 30-40%정도 낮아지므로 연료가 절약되고， 소결이 잘 되며， 하중 연화온도는 

거의 낮아지지 않는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내화 벽돌 원료로는 원토 그대로를 혼합하 

게 되므로， 3-4%의 삼산화철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 철분이 황화철 형태로 

섞여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나， 수산화철 형태의 것은 별로 나쁜 영향을 끼 

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화 벽돌 원료로 사용할 때에도 도자기 원료 때와 

마찬가지로 입도가 미세할수록 유리하다. 견운모가 용접봉용으로서 특정은 arc의 안정 

성을 유지하고， 도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정이 있으므로 성분 중에 칼슐， 유황， 인성 

분 둥의 함량에 크게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3. 용도별 특성에 따른 품질조건 

화장품용 정제 견운모의 품질조건은 백색도 85% 이상， SiQz 50% 이하， Al203 

30% 이상， 비소 1ppm 이하， 카드뭄 1ppm 이하 정도이며， 참고적으로 일본의 품질 

조건은 다음 Table 2-3과 같다. 또한 용접봉용 정제 견운모광의 품질요건은 다음 

Table 2-4와 같다. 

Table 2-3 Final Sericite Products' Properties of Cosmetics in Japan 

생 1 irl 품 위(%) 

Si02 48 이하 
Ah03 35 이상 
CaO 0.5 이하 
MgO 0.5 이하 

K20 8 -10 
NazO 0.5 
Fez03 1 이하 

S 0.006 

P 0.005 
입도 325 mes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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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Fina1 Sericite Products' Properties of Welding Use 

생 분 % 위(%) 

SiQz 
43 - 52 

Al써3 30 - 40 

CaO 1 이하 

MgO 3 이하 

KzO 
7 이상 

0.03 이하 
S 

0.08 이하 
P 

제2절 시료특성 

1. 지질학적 특성 

가. 견운모 

경북 포항시 소재 유천광업소의 견운모 시료 특성은 1차 연도에 확인된 바 여타 

지역에서 산출된 견운모의 화학적， 광물학적으로 검토한 시료들보다 물성 즉， 광택， 

색상， 윤활도 둥이 아주 우수하였으며， 토상질 견운모광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한 후의 정제 견운모를 위한 처리공정도 단순히 수비 방법만으로 선광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한편 견운모의 광상형태는 모암내의 Fissure Zone에 소량씩 매장되 

어 있기 때문에 채광된 원광석을 파쇄-마광하게 되면 불순물의 혼입으로 정제효과 

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원광석 그대로를 수비 처리하여 견운모를 정제하는 

데 있어 파쇄-분쇄의 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경제성 있는 광산개발 

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년도에 검토한 바 일본산 견운모와 비교하여 수입대체를 위 

한 산업원료로 정제 견운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광석 내에 함유하고 있는 불순 

물 즉 철분 및 기타 맥석광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 하는 처리공정을 채택하여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원광석의 화학분석을 다음 Table 2-5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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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hemica1 Ana1ysis of Sericite Ore 

Sample SiOz AlzÜJ Fez03 CaO MgO KzO NazO Ig.Loss 

Grade{%} 60.01 21.43 1.32 1.48 0.97 7.13 0.41 7.25 

냐. 운모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부여소재(주)의 백운모 시료는 현재 장석광을 개발하여 운 

행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알려진 굴지의 가행광산이며 장석정광을 정제처리하는 과 

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폐석 중에 다량의 운모가 함유하고 있어 자원 활용 측면 

으로 볼 때 낭비하지 않고 백운모만을 정제 회수한다면 별도의 신규 광산을 개발하 

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광업소로 판단되었다. pilot 규모로 처 

리 가능한 처리공정을 제시할 경우 파쇄-분쇄가 이미 이루어져 단체 분리가 돼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별 공정만 갖춘다면 별 어려움 없이 백운모 정광을 

생산할 수 있다고 당 광업소측은 판단하였다. 또한 부여 소재 광업소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제성 있는 연구결과에 목적을 두고 실험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백운모 광 시료 역시 약 500kg 이상 접수하여 원광석의 화학적 품위 

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 Table 2-6에 나타냈다. 

Table 2-6 Chemical Analysis of Muscovite Ore 

Sample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NazO Ig.Loss 

Grade(%) 58.61 22.98 6.71 0.91 1.13 6.41 3.10 0.15 

부여 백운모는 원래 장석이 원광석이며， 현재 현장에서 장석정광을 회수하고 나 

머지 테이링 산물(광니) 중에 다량의 백운모， 흑운모， 녹니석， 석류석， 전기석 등이 

수반된 광석이며， 백운모는 완전히 단체분리된 순수한 백운모로서 다소 운모편이 

두껍게 생긴 것이 특정이다. 위의 화학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분이 많았다. 본 

시료의 특성은 우백질 화강암 내에 함유된 조립의 백운모들로서 접수된 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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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mesh 이하의 것으로 이미 선광한 후의 파쇄-분쇄된 폐석이기 때문에 다소 철분 

의 함량이 6.71 wt% Fez03로 전년도의 화학 분석 결과치 보다 높지 만 pi10t 규모로 

선별처리 하였을 경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철분제거 및 고품위의 

백운모만을 회수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운모광으로는 우수한 제품의 고부가가 

치 산업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광상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견운모 광상은 경상누층군의 가송동측에 관입된 규장암반에 

배태된 열수 변질 광상이다. 규장 반암과 황반암의 관입암맥을 본역에서 흔히 관찰 

할 수 있으며， 견운모와 금속광물을 강화시킨 암석은 규장반암과 밀접한 관계를 보 

여준다. 견운모의 산상은 가송동층에 속하는 흔펠스와 규장반암의 접촉부에서 흔히 

나타나며， 파쇄대나 단층이 형성된 곳에서 맥상， 렌츠상 또는 구상의 형태로 부존되 

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장암반의 관입 후에 초래되는 잔여 열수 용액의 상숭 

으로 열수 대류계가 형성되어 단층이나 파쇄대 또는 구조적으로 약한 약선대나 열 

극을 따라 열수용액이 상숭되어 모암을 용해시키거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변질 

작용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견운모와 더불어 수반되는 비금속광물로는 석영 외에 

형석을 들 수 있으며 금속광물로는 창연 방연석 섬아연석 황동석 및 황철석 동의 

광물이 인지된다. 다음 Table 2-7에는 본 실험에 사용한 견운모 광물의 화학 분석 

치를 표시하였다. 

Table 2-7 chemical composition of Classified Sericite 

Chemica1 components 
No. Remarks 

Si02 Alz03 Fe203 CaO MgO K20 Na20 TiOz MnO P205 Ig.L 

YC 48.35 32.38 1.06 1.00 1.35 9.51 0.41 0.49 0.03 0.06 5.01 Conc. 

Msl 46.33 37.93 0.23 0.23 0.08 9.23 0.47 0.20 0.01 0.08 4.92 

Ms2 47.18 37.60 0.26 0.24 0.09 8.91 0.48 0.24 0.01 0.07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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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물학적 특성 

견운모는 분상(토상) 또는 고화되거나 덜 고화된 조각으로 산출되는데 분상의 광 

석은 백색계통이며， 고화된 것은 연한 초록색을 띠는 것이 많이 산출된다. 덜 고화 

된 것은 분상으로 고화하면 백색을 나타낸다. 고화된 견운모는 육안으로 볼 때 업 

자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작은 것은 1mm이하로부터 큰 것은 직경이 수 

cm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산출되고 있다. 광석의 주성분 광물은 견운모이 

며， 부성분광물로는 스핀， 저어콘， 인회석 등과 같은 미립광물을 들 수 있다. 그 외 

금속광물로서 Bi 및 pb 계통의 광물， 티탄철석， 그리고 다른 철산화물 들의 광물이 

극미립으로 아주 소량 함유되어 있다. 견운모 광물의 주사현미경 사진으로 관찰 시 

견운모， 저어콘， 인화석 및 스핀을 관찰할 수 있다. 견운모는 비늘 같은 형태를 보 

이며， 입자의 크기는 균질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직경이 10μm이하이다. 입자의 가장 

자리는 매Rm럽지 못하고 톱니와 같은 모양을 보이는 것도 존재한다. 자형의 저어 

콘과 반자형의 인회석 및 스핀입자가 견운모 집합체내에 존재하는데 인회석과 스핀 

은 쐐기 같은 미립의 크기로서 각각 15μm와 20μm내외이다. 

가. 견운모-석영 광석 

견운모-석영 광석은 백색 또는 연한 회백색을 띄우며 촉감이 매끄럽고 반짝거리 

는 입자가 보이기도 한다. 광석은 고화되어 단단한 것으로부터 덜 고화된 것까지 

나타난다. 주성분광물은 견운모이며 부성분광물로는 석영， 백운모， 녹염석， 저어콘， 

스핀 그리고 철산화물 둥이 존재한다. 견운모는 극미립의 비늘같은 형태로 집합체 

상을 형성하며 석영은 타형으로서 업자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냐는데 큰 것은 

O.2mm로부터 작은 것은 수십 μm까지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백운모는 견운모와 더 

불어 부분적으로 집합체를 이루며 산출되는데 업자의 크기는 대체로 직경이 O.lmm 

에 해당된다. 녹염석은 광석 내에 형성된 세맥에 폭 0.04-0.1mm, 길이 0.3mm내의 

크기로 주상의 형태로서 존재한다. 

냐. 석영-견운모 광석 

석영 -견운모 변질대의 광석은 견운모-석영대의 광석과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 

이적인 관계를 보인다. 석영이 견운모보다 양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며 석영과 견 

윈
 

1 , 
4 



운모 외에 수반되는 부성분 광물은 대체로 유사하다. 석영은 대체로 lmm 이하의 

입도를 지닌 타영으로 입자가 비교적 큰 석영 내에 육면체의 작은 인회석 결정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언회석 결정은 부분적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다. 

다. 규질 광석 

본 광석의 주성분 광물은 석영이며 수반되는 광물로는 견운모， 백운모， 형석， 수 

정， 로오 먼타이트 그리고 철산화물 퉁이 있다. 석영 견운모 광석과는 점이적인 산 

상을 보이며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 석영은 대체로 미립으로 입자의 크기 

는 O.05mm 이하의 크기이나 일부는 O.값nm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견운모는 미립의 석영이 기질을 형성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특 

히 석영립들의 경계부를 따라 채워 있다. 

라. 견운모 정광 및 운모 정광 

(1) 견운모 정광 

본 연구를 위해 시용된 시료의 검토 결과 견운모 원광 시료의 광물학적 특성을 

전자 현미경에 부착되어 있는 EDAX(Energy Dispersive X -ray Spectrometer)로 화 

학 분석한 결과에서 볼 때 순수한 견운모 업자에는 견운모의 주요 구성 성분인 Al, 

Si, K 만이 나타나 있다. 

또한 정제견운모에 대한 XRD, 현미경 사진으로서 광물학적으로 모두 Sericite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자크기는 고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견운모 내에 백운모 

가 구분되어 소량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광물학적 관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입도를 균일하게 조절하여 입단구간별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소량 

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 등을 개발한다면 수입 대체할 만한 우수한 품질 

의 견운모 정광을 국내에서도 개발하여 산업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운모 정광 

백운모 정광에 대한 XRD 및 현미경 사진으로서 광물학적으로 모두 Muscovite로 

나타났다. 부여 백운모의 정광은 침상과 판상형으로 흔재되어 있었으며， 백운모 외 

에 약간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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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원현황 

1. 세계의 자원현황 

운모 및 견운모광의 세계적 자원현황은 다른 비금속 광종에 비교하여 많은 자료 

가 나타나 있지 않은 형편이다. 실제로 운모 및 견운모광의 세계 매장량 둥은 잘 

알려진 바 없으나， 용도에 따른 생산현황 동은 극히 일부 나타나 있어 운모 및 견 

운모광의 자원현황의 단편적인 면을 분석하여 볼 수 있다. 더욱이 견운모광에 관하 

여는 그 매장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형편이므로 우선 운모에 

관한 자료를 언급하고자 한다. 

운모는 광물학적으로 백운모， 흑운모， 금운모， 리샤운모 둥으로 구분되지만 자원 

활용 측면 에 서 볼 때 는 주로 백 운모(muscovite) 또는 금운모(ph1ogopite)를 들 수 

있으며， 크기별로 보아 이들 운모는 40c며 이상 크기의 mica block으로부터 앓은 편 

상으로 생산되는 sheet mica 또는 film mica가 있고， sheet mica를 생산하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입자가 작아진 scrap rruca를 들 수 있다. 이때 scrap rruca는 용도에 

따라 크기를 키워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볼 때 sheet mica와 같이 사용할 수 

는 없으나 단열재 계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built- up mica 또는 reconstituted mica, 

전기절연체로 사용할 수 있는 glass-bonded mica 또는 phosphate-bonded mica도 

사용된다. scrap rruca는 입도를 미세하게 하여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하기 위 

하여 wet-ground mica와 dry-ground mica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백운모는 앞에서 언급한 거정의 운모편을 말하는 것 

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scrap rruca에 속하는 입자가 대체적으로 1mnf 이하의 미세한 

운모편으로서 이를 정제하고 미립화 및 분급하여 용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운모의 전반적인 자원현황 측면에서 자료를 정리한다. 

세계적 운모 생산현황은 다음 Table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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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Mica : World production by Country (Thousand pounds) 

Country 1984 1985 1986 1987 1988e 

Argentina 

sheet 26 f765 516 f~50 750 

Waste, scrap, etc. 613 f825 712 fe1,000 1,000 

Brazil 8,834 6,352 4,817 e5,5oo 5,500 

Canadae 23,000 25,000 26,000 f29,8oo 26,500 

France 23,929 22.231 23,885 e24,000 24,000 

Indiae 

Exports 

2,400 2.600 2,600 f2,2oo 2,200 
Block 

Film and disk 440 550 550 f440 440 

splittings 7,000 8,800 8,800 f6,6oo 6,600 

Scrap 15,500 24,200 24,200 f22,000 22,000 

Powder 9，애O 10.400 10,400 f8.4oo 8,400 

Manufactured 1,100 2,200 2,200 f4,4oo 4,400 

Domestic consumption, 6,600 7,700 7,700 8,800 8,800 

Total 42,040 56,450 56,450 52,840 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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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e3 41 ,246 41 ,808 1,800 1,800 1,800 

Korea, Republic of 
53,872 44,189 92,587 70,411 66,000 

(a1l ~rades) 

Madagascar (phlogopite) 1,587 1,299 3,514 잃6 880 

IMexico (all grades) 3,695 3,188 3,854 7,538 6,600 

Mo아，roccoe 42,646 43,175 3,300 3,300 3,300 

Mozambiquee 660 660 T660 T660 660 

Namibia 192 

Perue 1,200 1,200 1,200 1,200 1,200 

South Africa, Republic of : 
Sheet 179 

Scrap 9,872 4,568 5,531 2,138 43，또8 

Spain 2,183 1,603 717 e또O 660 

Sri La따‘a (scrapr 440 440 440 440 440 

Sudan (떠1 gradesr 422 22 22 22 22 

Taiwan 670 e잉O 1,706 1,735 1,500 

Tanzania (sheet) (~) e) e) e) e) 
U.S.S.R. (허1 gradesr 108，αm 110，αu 110,000 110,000 110,000 

United States 
4286,400 

(scrap and flake)6 
322，αm 275,100 잃6，300 321,100 

Yugoslaviae 4346 4829 T440 r당50 550 

Zimbabwe 2,008 1,283 2,954 1,764 1,800 

Grand total T609,081 T561 ,416 637,405 637,984 595,960 

e Estimated. P Pre파띠n따y. r Revised. 

1 Table includes data available through May 10. 1989. 

2 In addition to the countries listed, China, Norway, Pakistan, Romania and 

Sweden are known to produce mica, but available information in inadequate to 

make reliable estimats of output levels. 

3 Data are for year beginning Mar. 21 of that stated. 

4 Reported figure. 

5 Less than 1/2 unit 

6 Excludes U.S. production of low- quality sericite and sheet mica,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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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에서 나타난 결과는 1988년도 세계운모 생산량은 595,960 천 파운드 

정도이며， 이중 미국， 소련 다음으로 한국이 많은 양의 운모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운모제품 생산은 거의 원료를 인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전기절연， 내열재 둥의 제품으로 생산하여 내수 또는 수출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근년에는 인건비의 . 상승으로 인하여， 저노동임금 산업의 생산성저 

하로 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기능성 운모 생산을 위한 고급화는 

진행되고 있다. 용도별 운모의 생산현황을 보면 다음 Table 2-9，10과 같다. 

Table 2-9 World Scrap and Flake Mica Annual production Capacity, 

December 31, 1988 

(Thousand pounds) 

Rated Capacityel 

North America 

United States 169 

Other 15 

Tota1 184 

South America 5 

Europe 15 

Africa 10 

Asia 

China 16 

Korea 46 

India 17 

U.S.S.R. 49 

Other 

Tota1 129 

World total 343 

e Estimated 

1 lncludes capacities of φerating plants as well as plants on standb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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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 World Sheet Mica Annual Production Capacity, Dec밍마er 31, 1앉~ 

(Thousand pounds) 

Rated Capacityel 

South America 

Argentina 700 

Brazil 앉)() 

Total 1,600 

Africa 

Madagascar 350 

Other 180 

Total 530 

Asia 

China 7,700 

India 15,000 

U.S.S.R. 11,000 

Total 33,700 

World total 35,830 

e Estimated 

1 lncludes capacities of operating plants as well as plants on standby basis. 

Table 2-9의 scrap mica è} 함은 wet-ground 또는 dry-ground된 미 립화된 운모 

로서 대부분 시멘트 연결제， 페인트， 플라스틱， 착정니수용， 기타로 사용되는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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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세계생산량(1988) 이 343,000 파운드 정도였으며， Table 2-10의 sheet mica~ 

경우는 세계생산량이 약 35，830，어O 파운드였음을 볼 수 있다. 

Table 2-11 Bui1t-up Mica Sold or Used in the United States by Product 

(Thousand pounds thouwand dollars) 

1987 1988 

Product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Flexible (cold) 177 626 188 499 

Heater plate 51 88 47 76 

Molding plate 680 2,397 723 1.898 

Segment plate 571 2,211 717 2,241 

Tape 161 1,197 81 305 

Other 429 1,758 431 1,810 

Total 2,069 8,277 2,187 6,829 

1 Consists of a1ternating layers of binder and irregularly arranged and partly 

overlapped spli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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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Ground Mica Sold or Used by Producers in the United States 

by End Use 

(Thousand pounds and thousand dollars) 

1987 1988 

End use 

Quantity Va1ue Quantity Va1ue 

Joint cement 71 11,352 66 10,936 

Paint 15 3,012 19 3,536 

Plastics 2 338 1 366 

Well-drilling mud 7 797 7 741 

Other 28 6,877 27 8,108 

Tota1 124 22,376 120 23,687 

1 Includes rnica used for agricultural products, molcling electrical insulation, 

plastics, rubber, textile and decorative coatings, and welcling rods. 

2 Data do not add to total shown because of independent rouncling. 

Table 2-11의 미세 립화된 ground rnica의 경우는 주로 joint cement 또는 paint 

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운모는 sheet rnica 또는 

block rnica 등의 거정운모는 거의 없는 형편이고 대부분 미립화된 운모 퉁이며， 이 

들의 용도는 별도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형편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운모제 

품은 거의 수입원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운모분이라고 해서 수입되는 것들이 대부분 싼 가격으로 외국에서 구입하여 

우리 나라에서 built- up rnica로 제조되어 다시 수출되고 있는 품목들로 사료되며， 

견운모는 수입되는 양은 적지만 금액상으로 적지 않은 품목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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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Export and Import of Mica 

Export Import 

Product HS code 

W.T.(T) USD W.T.(T) USD 

Block Mica, 
2525-10-0000 0 2,558 158 162,634 

Sheet Mica 

Mica ground -20-0000 17 12,006 3,711 2,280,027 

Mica waste -30-0000 8,500 347 87,346 

Venniculite 2530-10-0000 16 11 ,490 4,031 512,367 

Sericite -90-9020 17 14,433 36 134,037 

Splitting Venniculite 6886-20-1000 0 0 333 1,664,039 

Tota1 51 48,987 8,666 4,840,450 

특히 우리 나라의 운모 관련 원료의 국별 수입과 수출에 관한 현황은 다음 

Table 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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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4 Export and Import of Mica by Countries 

(unit: 1 ，아)()$， MT) 

Export Import 

Country 1993 1994 1993 1994 

Q V % Q V % Q V % Q V % 

S.Africa 160 41 1.4 826 218 4.5 
Norway 23 21 0.7 16 8 0.2 
Taiwan 5 3 0.1 

Malaysia 12 5 10.4 1280 293 10.3 1271 296 6.1 I 
U.S.A. 479 871 30.5 513 918 19.0 
Germany 12 42 0.9 
Srila머<a 96 40 1.4 40 16 0.3 
u.K. 71 56 2.0 142 115 2.4 

Austria 16 14 0.5 35 34 0.7 
ltalia 2 0.1 5 4 0.1 
India 437 253 8.8 466 165 3.4 
Indonesia 3 5.2 

932 159 100. 
]apan 34 26 54.0 265 671 23.5 414 2250 46.5 
China 4 6 13.0 2768 잃O 9.8 4278 449 9.3 
Zimbawe 136 26 0.5 
Canada 175 105 3.7 195 94 1.9 
Kenya 42 12 0.2 
France 3 0.1 5 4 0.1 
Finland 301 208 7.3 266 185 3.8 
Austr，머a11ia 1 1 
Hongkong 9 17.4 

Total 932 159 100 51 49 100 6072 2860 100 8666 48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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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자원현황 

우리나라의 운모광 매장량은 Table 2-15과 같다. 

Table 2-15 Resovoir of Domestic Mica 

지 역 확정 추정 예상 계 

경 기 332 332 
강원 

견운모 
378 378 

경북 2,151.6 5,819 7,970.6 
전북 64 64 

충남 
운모 3,140.4 315 3,455.4 
질석 486 622 1,108 

계 5,778 7,530 13,308 

자료 : 산업자원부 (1앉)6.12.31 기준) 

우리나라는 총 167~ 광산이 평균 4.067~ 월 조업하여 96년도에 비해 조업 월수는 

1.06개월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1 ，500톤 감소한 34，489톤에 그쳤다. 광 

산간의 부침이 매우 심하여 전년도 상위생산광산이 급감되기도 하고 새로운 광산이 

동장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생산량이 많은 업체를 정리하면 Table 2-16와 같다. 

Table 2-16 Annually Production of Main Mica mine 

광산명 위치 ‘95(톤) ‘96(톤) [A] ‘97(톤) [B] 
증감율 

B/A (%) 

대 현 경북 봉화 석포 17,697 17,190 16,585 - 3.5 

칠 보 강원 영월 중동 225 11,160 

금 남 강원 삼척 가콕 3,100 4,200 2,000 -52.4 

우 숭 강원 삼척 가곡 4,410 6,953.6 0 

삼 경 강원 삼척 가곡 1,550 2,920 0 

충 암 경기 여주 북내 0 1,052 358 -66 

새로나 강원 영월 하동 5,600 75 0 

삼 성 충남 청양 정산 3,3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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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6년도의 상위 생산 광산중 97년도에도 가행을 계속하는 광산은 대현 

과 금남 정도이고 우승， 삼경 둥은 전혀 실적이 없고 대신 새로운 광산이 상위로 

퉁장하였다. 이는 영세 규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탐광을 못하고 판로가 있을 때 간 

헐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광상을 대상으로 가행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 

이다. 새로나의 경우 찜질방 붐을 타고 95년도에는 생산을 활발히 하였으나 96년에 

는 포화가 되어 수요가 준 까닮에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었다가 97년도에는 그나마 

생산이 없다. 생산량중 질석은 고덕과 동양질석에서 모두 415.5톤을 생산하였다고 

보고했고 나머지는 견운모이다. 

3. 수급현황 

가.생산 

Table 2-17. Estimation reservoÏr of Mica 

지 역 확 정 추 정 예 상 계 

경기 332 332 

강원 
견운모 

378 378 
경북 

2,151.6 
5,819 7,970.6 

전북 64 64 

충남 
운 모 3,140.4 315 3,455.4 

질 석 얘6 622 1,108 

계 5,778 7,530 13,308 

Table 2-17에서 보듯이， 총 14개 광산이 평균4.5개월 조업하여 97년도에 비해 

0.4개월 증가하였다. 월평균 보고 광산수는 5.37R소로 전년보다 0.1개소 감소하고 월 

평균 종업원수도 9.3%가 감소한 66.7명이 근무했으나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4，000톤 

증가한 38，459톤을 기록했다. 광산간의 부침이 매우 심하여 전년도 상위 생산광산이었 

던 칠보와 금남은 급감되고 새로이 삼성， 영월납석， 안성견운모 광산이 동장하였다. 

이는 소규모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탐광을 못하고 판로가 있을 때 간헐적 

으로 알고 있는 광상을 대상으로 가행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량 중 질석은 고덕광산에서 42톤을 보고했고 나머지는 견운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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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수입 

97년도에 비해 수입물량은 38.7%, 금액은 55.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액이 높 

은 박리질석의 수입이 70% 정도 줄어든데 원인이 있다. 물량면에서는 질석과 조운 

모의 감소가 많았다. 조운모의 경우 주로 인도에서 수입을 하였으며 견운모는 말레 

이에서 많이 도입하였다. 운모분은 상당히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되었지만 물량기준 

으로는 중국과 말레이가 64% 정도를 점유하고 그 뒤를 미국과 핀란드가 잇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단연 우위를 접하고 있고 단가면으로는 독일산이 가장 높았 

다. Table 2-18 및 Table 2-19는 HS code별 수입량을 표시함과 주요수입국에따 

른 용도별 사용업체를 나타내었다. 

Table 2-18 Import amount of each mica product 

1997 1998 

구 분 HS CODE B/A(%) 

톤(A) 천불 톤(B) 천불 

조운모 2525.10.0000 1,547 753.9 208 133.7 -86.6 

τ。t- 5'.. τ tr3 20.0000 5,146 2.304 3.683 1.674.5 -28.4 

웨이 .A E 30.0000 965 440 488 201.7 -49.4 

질석 2530.10.1000 15,334 2.477.1 9.470 1.152.2 -38.2 

견운모 2530.90.9020 503 472.7 657 571.9 30.6 

박리 질석 6806.20. 1애O 287 2.286.4 74 172.0 -74.2 

계 23.783 8.734.2 14.580 3.906.0 -38.7 

-150-



Table 2-19 Major import domestic company for Mica & Sericite 

품 명 수입국 -ιL「 업 업 채 

언도 
앵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원전열공업(주)， 홍보상사， 

성원전기공업(주)， 미광운모， 원영무역 

조운모 
중국 성원전기공업(주) 

밸기에 대성상사 

한국합성펄공업， (주)우신캠텍， 대립요업(주)， 삼성종합화학(주)， 

(주)태평양， (주)삼양사， (주)코리아나화장품， (주)카보라인코리아， 

(주)삼원， 세림산업(주)， 코A파(주)， (주)고원화성， (주)피어려 A ， 

일본 현대종합상사(주)， 동서산업(주)， (주)동양화장품， 한국콜마(주)， 

(주)쥬리아， 금생교역(주)， 상신부레이크공업(주) 

대통브레이크(주)， (주)보광 

운모분 (주)우신캠텍， 동남합성공업(주)， 두진화학(주) , 고려화학(주)， 

(주)부산침지고무， (주)카보라인코리아， 태경통상， (주)용진유화， 
미국 삼화페인 E 공업(주)， 대한페인E 잉크(주)， 대원합동상사， 

(주)파카하니핀커넥터， 나들이화장품(주)， (주)피어리스 

중국 
(주)그린무역， (주)엘지상사， (주)삼원， (주)삼화소재， 한화자원(주)， 

덕산무역상사 

말래이 고려용접봉(주)， 조선선재(주)， 감로파인케미칼 CO, 동화인더스E 리 

인도 성원전기공업(주)， (주)카보라인코리아， 조양케미칼(주) 
왜이스E 

스리량카 성원전기공업(주)， (주)은성무역 

중국 
미성산업(주)， 충청산업(주)， 신성국제교역(주)， 유화산업， 한국오광(주)， 

질석 (주)금오쩨 라믹 , 한경 상사 

호주 충청산업(주) 

남아공 가나산업 

견운모 일본 한국합성펄공업， (주)리〈무역， (주)고원화성， (주)태평양， 금생교역(주) 

말혜이 현대종합금속(주) 

영국 (주)한국베랄， 대동브레이크(주) 

녹리질석 미국 한국쓰리앵 

일본 한국쓰리엠， 대동브레이크(주) 

다.가격 

국제가격은 변함이 없으나 국내가격은 용도와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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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산업용 원료로 판매되는 것은 톤당 5만-7만원선이고 정제한 것이 25만원선， 

찜질방용으로 판매된 것은 기십만원대로 보고되어 있다. 수입의 경우도 품질과 국 

가에 따라서 차이가 심해 조운모의 경우 중국산이 220불인데 비해 벨기에산은 

4，860불로 20배 이상 비싸다. 운모분의 경우도 화장품용이냐 용재용이냐에 따라 적 

게는 251불에서 많게는 1 ，984불까지 · 차이가 크다. 질석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관 

계로 수입단가가 117.94불로 낮다. 총판매량과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내 기 

준가격은 대현광산훌의 영향으로 약간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고급품에 대한 

수요감소로 판매단가도 낮아졌다. 

라. 용도 및 규격 

운모는 여러 분야에 걸쳐 충전재로 쓰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 

는 것은 대부분 은업회사에 납품되고 있다. 수입품은 종류에 따라 실수요자의 부류 

에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운모분의 경우 용접봉 융착재용， 화장품， 페인트 

나 고무제조시의 충전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운모 웨이스트는 접착테이프나 합성 

운모 원료용으로， 견운모는 주로 화장품용으로 사용키 위해 수입하고 있다. 질석은 

H-Beam의 내화피복 및 농자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98년도는 수요업체의 불 

황으로 생산은 97년보다 많이 했어도 판매가 부진해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Table 2-20 Trend of supply and consumption of Mica & Sericite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이 윌 18,519 11 ,405 21,132 27,372 35,118 
二。표 

생 산 37,470 43,709 36,923 34,489 38,459 
二it

，ι- 업 8,666 14,437 17,497 23,783 14,580 

합 계 64,655 69,551 74,552 85,643 88,156 

내 -/L「 53,199 48,036 46,260 49,998 21,810 
1l--

수 출 51 383 920 527 6,983 
요 

채 고 11.405 21,132 27,372 35,1 18 59,363 

자료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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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도별/재품별 가격구조 분석 

국내산의 경우 97년도에는 산업체가 상위 구매자였으나 98년도에는 자체 광산을 

갖고 있는 계림요업을 제외하고는 구입량이 전년도의 약 50% 수준으로 감소하며 

하위권으로 순위가 바뀌고 대신 건강과 관련해 유행되고 있는 바이오 상품을 취급 

하는 업체의 순위가 높아졌다. 

Table 2-21. Amount of Supply & consumption for Domestic mica 

주요수요처 구매량(톤) 二。쿄 二a그L 광 산 

계림요업 10,918 대 현 9,810, 영 월 납석 1,108 

장수바이오텍 2,000 안성견운모 2,000 

대동그린 1,718 동창 1,718 

에바다화학 1,422 삼경 1,422 

청자요업 1 ，0잃 영월납석 1,083 

세림요업 718 영월납석 718 

대립요업 551 대산 430, 영월납석 297 

세림산업 430 광평 430 

여
 ω 

1 
I A 



제3장 정제미립화 실험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시료 중 견운모 광석의 경우는 토상질이기 때문에 

파쇄 또는 분쇄가 필요하지 않은 형편이며 백운모 시료의 경우는 괴상의 견고한 

시료였으므로 각종 파쇄기， 분쇄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준비하고 실험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정제 및 분쇄공정은 각 지역 견운모 백운모 시료로부터 순수한 정제 견 

운모와 백운모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및 공정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각 지역， 각 시료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 및 공정을 연루시켜 최적의 정제 

견운모와 백운모를 회수하고 이에 대한 미립화 기술 및 분급기술과 물성개질공정 

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기기 사용 및 

방법 둥을 도입하였다. 

제 1절 조분쇄 질험 

백운모 광석 시료는 견고한 괴상시료였으므로 우선 파쇄기로 파쇄하여 시료의 크 

기를 10rnm 크기 이하로 준비하고 이를 다시 분쇄기로 분쇄하여 시료의 크기를 

3rnm 크기 이하로 준비하였다. 백운모 시료에 대한 분쇄실험은 실험실용 볼 밀을 

사용하여 입도별로 습식 분쇄하고 운모와 다른 광물의 단체분리를 유도하였다. 운 

모시료에 대한 건식분쇄는 1차 미분쇄로 실험실용 펄버라이져를 사용하여 3rnm 크 

기 이하로 분쇄된 시료를 급광구 간극크기를 조절하면서 분쇄하였다. 특히 펄버라 

이져의 경우는 파쇄 메커니즘이 두 개의 Disc가 서로 회전하여 광석을 파쇄하므로， 

운모편은 그대로 남게 하고， granular 형태의 다른 광물은 분쇄 미립화 되도록 한 

다. 이에 대한 공정도는 다음 Fig. 3-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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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 원광 

파쇄 (J aw crusher) 

중쇄 (R이1 crusher) 

분 쇄 (pulverizer) 

체가름(sieve) 

+28# -28# I +65# -65# 

분급(classifier) 

U!F | 0깨 | 

Fig. 3-1. Block diagram of selective crushing and c1assifying for 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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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제 질혐 

백 둥이며， 정제 견운모 및 

1. 실험기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기는 자력， 비중선별기， 분급기 

운모를 준 공장급 규모로 처리， 회수할 수 고
 

두
 
’ 으

 
E 협

 
공정 개발에 01 

^ 있는 방법 

및 방법에 대해 방 실험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각각에 사용된 기기 설명과 그 원리 

법에 따라 각 절에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해쇄 가.습식 

토상질 견운모원광을 해쇄시키는 공정으로서 약 10분간 50% solid로 하여 견운모 

결과를 토 그 시간은 예비실험 풀어질 때까지 Scrubbing 하는데 가 완전히 용액에 

변화가 나타나지 입도의 때는 주어졌을 

않았다. 해쇄된 용액은 저장조에 저장하였다. 

시간이 이상의 二l약 10분간하였다. 대로 

나. 습식 분급 

분급법과 습식 분급법으로 분급법은 분급시 사용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건식 

분급법이며， 기체 습식 액체(대부분 물)이면 매질이 있다. 즉，사용하는 구분할 수 

둥속 침강비 있다. 사용하는 매질이 분급법으로 분류할 수 (대부분 공기)이면 건식 

액체를 매질로 사용하는 경우가 분급효율이 훨씬 볼때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액체로 사용할 경우， 용 유리한 것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질을 

H 二~ 0 .-1 
l:C J::I τ '-í 있다.습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수 산물의 탈수， 건조， 해쇄 

등의 농도， 분급압력 습식 싸이크론을 사용하여 량을 처리할 때의 경우를 고려하여 

변화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였다. 

장치를 수비정제 규모의 실험실 수비장치는 규모의 Pilot 위한 스λ 브그으」 
l::J，'l!..-l=t:.:크 

Scale-up 한 장치이다. 그 원리는 본 견운모 정광을 회수하기 위해 약 5% solid의 

얻은 결과를 기초로 약 일정농도로 저장조에 시료와 물을 결합한 후 다음 실험에서 

침적 부유산물과 한다. 저장조의 상단과 하단에서 15분간 정제시킨 후 다단분리를 

위해 

이동하여 위의 

개발하기 용도로 

번째 저장조에 

별도의 님 。 λ、~E 。
，ìT'L!"능흐 -c 

c ,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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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침적산물을 

분리회수한다. 상단에서 

얻어진 회수하였고，하단에서 

산물을 



방법대로 다시금 부유산물과 침적산물을 분리회수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저장조에서 

최종 부유산물과 정제된 침적산물의 견운모를 회수하는 수비정제 실험을 하였다. 

다. 습식자력선별 

정제산물의 고순도화를 위하여 SALA Magnetic Separator 장치를 이용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이 자력선별기는 스웨댄 Internation Co.에서 제작한 것으로 지금 

까지 개발된 고구배 자력선별기 중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특히 점토 

광물 중 미립의 함철광물들의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며 상용화되어 사용 중에 있다. 

따라서 점토광물 중 탈철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우수한 장치로 본 실험에서는 자력 

선별기의 종류에 따른 불순물제거를 위한 최종자력선별 실험을 하고자 한다. 

본 장치는 중심 matrix 양측에 자장을 걸어 matrix 상단으로부터 하단으로 통과 

되는 시료 중 자성산물만을 제거하는 closed system 으로 자석의 자화방법， 냉각방 

법 그리고 자력선별이 이루어지는 matrix의 구배력을 갖고 있다. 

본 장치 의 magnet system 은 lOcmx 17cm 의 working volume(canister 용 량)을 

갖고 있으며， 4각형의 구멍이 있는 구리전도체로 이루어진 고감도 솔레로이드로 감 

싸져 있다. 이 4각형의 구리전도체는 내부는 냉각수를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 자력 

선별기의 내부에 발생하는 열을 제거한다. 이 때 자력선별기 내부에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당 57 R， 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자력선별이 이루어지는 

canister 내부는 매우 균일하게 자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2 Tesla 

이상 균일하게 hα!lF(Ampere turns)를 사용할 수 있다. 슬러리 상태로 canister 내 

의 matrix를 통과하여 아래로 흐르는 미립의 자성체들 즉 정제 견운모 내에 함유 

된 미 립의 철분 및 볼순물들은 background field에서 자화되어 예각(shape edges)이 

있는 부분 즉， 고구배를 갖는 자장이 있는 matrix의 지점에 부착된다. 이 때 자성입 

자들은 자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슬러리의 유속보다 강하면 matrix에 남게 된다. 

따라서 본 장치의 처리용량 내에서 유속의 크기를 작게 하고 자장의 세기를 크게 

하는 것이 처리효과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때 matrix에 부착된 자성산 

물들은 자장(background field)을 끊으므로 회 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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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Device of Matrix by using SALA Magnetic Separator 

matrix 
Recommended top grain 

Remarks 
slze 

X R 3.8 1.5 rnm(1O-12 mesh) 

X R 2.4 1.2 mm(14 mesh) 

X R 1.1 1.0mm (14-16 mesh) 1.5 possess 

XRO 0.85 mm (16-20 mesh) 

X F 1.1 0.15 mm(100 mesh) 

X F 0.5 0.125 rnm(115-150 mesh) 

XFO 1.104 rnm (150 mesh) 1.5, 3.5 possess 

WC 0.020 rnm( 늑800 mesh) 

WM 0.010 mm( 늑 1340 mesh) 3.5 possess 

WF 0.0075 rnm( 늑 때00 mesh) 

Table 3-1는 본 실험장치에서 입도의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matrix의 종 

류를 나타낸 것이며，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입도가 미립이므로 XFO(15Ornesh 

이하) matrix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 견운모 정제 실험방법 

견운모 정제 실험을 위하여 준비된 시료는 유천견운모， 오산견운모， 횡성견운모 

등 3가지 시료였으며， 각 견운모 원광에는 시료의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불순광물들이 다량 수반되어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분리제거하고 견운모 정광만 

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각종 선별방법 및 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실험하였 

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급적 최종방법， 공정 및 결과 등에 관하여만 언급하였다. 

가. 유천견운모의 정재 질험 

유천견운모의 정제실험은 경북 청하지역에서 채취된 원광시료를 가지고 수비 및 

자연선별방법을 이용하여 견운모 정광을 회수하였다. 먼저 견운모의 원광을 충분히 

Scrubbing 하여 견운모를 해쇄시킨 후， 이를 Decantation 즉 수용액상에서 침전산 

물과 부유산물로 선별한다. 처리 공정도를 다음의 Fig. 3-2에 나타냈으며， 각각의 

산물들의 선광중량비는 다음의 Table 3-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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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Flow diagram on the concentrating process of Yucheon Sericite 

Sericite conc. 

Feed 

-r 
Scrubbing(5min,1Omin ,15min) 

325 mesh(U.P.) 325 mesh(O.P.) 

Settling 

Sink product Float product 

WHMS 

Mag. product 

Table 3-2 Result of Scrubbing tests of Yucheon Sericite 

(Unit : wt %) 

R \.oducts{%\J 
5 10 15 Remark 

325mesh o.p. 75.9 69.4 64.8 

Flot. p. 13.8 14.9 18.3 

Mag. p. 1.0 1.0 1.0 
Settling time 

15 mÏnutes 

Sericite Conc. 9.3 14.7 15.9 

Total 100.0 100.0 100.0 

Fig. 3-2에 냐타났듯이 원광을 Scrubbing 하는 시간을 5분， 10분， 15분으로 조절 

하여 원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견운모가 완전히 수용액상태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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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각의 주어진 시간에 따라 견운모 정광의 회수율 및 화학적 정광의 품 

위를 얻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절한 Scrubbing 조건시간으로 산물을 얻은 

다음， 325mesh체로 사분하여 사상산물은 제거하고 사하산물을 일정농도에서 완전히 

입자를 현탁시킨 후 일정시간동안 침강시킨다. 이때 침전산물과 부유산물을 효과적 

으로 선별처리 회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회수된 부유산물에 혼 

입되어 있는 불순광물들을 습식자력선별기로 제거하고， 최종 견운모정광을 회수하 

여 건조시켜 얻은 산물의 중량비를 비교하여 볼 때， Scrubbing 시간이 길어질수록 

견운모 정광의 산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Table 3-3에서 각 정 

광산물의 품위를 비교하여 볼 때 15분 Scrubbing 할 경우 실수율은 증가되었으나， 

화학품위 는 10분 Scrubbing 하였을 때 의 화학품위 31.73% Alz03, 9.76% KzO 보다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장시간 Scrubbing 하면 오히려 맥석광물까지 

도 해쇄되어 수용액으로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품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본 시료의 Scrubbing 시간은 약 10분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앞의 공정도에 따라 scrubbing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회수된 최종 견운모정광 산 

물의 입도특성은 평균입도경이 5-20μm와 같다. 

Table 3- 3 Chemical composition of Sericite Concentrate of Yucheon Sericite 

Chemical 

Comp. 

(%) Alz03 SiOz Fez03 CaO MgO KzO NazO TiOz MnO PzOs Ig .loss 

Scrubbi 
Time(min) 

5 31.57 49.30 0.73 0.95 1.55 9.69 0.23 0.50 0.021 0.06 5.38 

10 31 .73 48.82 0.76 1.03 1.58 9.76 0.24 0.53 0.025 0.06 5.28 

15 31.64 48.52 0.70 1.27 1.53 9.72 0.25 0.61 0.022 0.06 5.64 

정제과정에서 회수한 유천견운모 정광의 입도분포를 보면 실제로 화장품용 원료 

로서의 입도보다 다소 굵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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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 및 분급처리공정에 요구될 것이다. 특히 유천견운모 정광은 백색도， 윤활도 퉁 

이 다른 지역 견운모광에 비하여 우수하고， 더욱이 수입되는 정제견운모와도 거의 

유사한 특정을 지니고 있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냐. 오산견운모 정채 질험 

본 연구를 위한 시료는 경기도 오산지역에서 산출된 토상질 견운모 원광을 접수 

하여 먼저 시료의 입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Tylor Standard Sieve로 습식 사분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3-4과 같다. 

Table 3-4 Size Distribution of Ohsan Sericite 

wt(%) 
Fracture(mesh) Remarks 

Unit Cum. 

+35 9.9 9.9 

-35/+48 28.9 38.8 

-48/+65 18.5 57.3 

-65/+100 17.6 74.9 

-100/+150 11.6 86.5 Wet Sieving 

-150/+200 7.9 94.4 
by Tylor Standard 

Screen 
-200/+껑O 2.7 97.1 

-250/ +325 0.8 97.9 

-325 2.1 100.0 

Total 100.0 

Table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325mesh 사하산물이 전체중량의 약 2.1%정도로 

다른 지역의 미립산물 함유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실험에서도 앞 

서 실시했던 수비 및 자력선별처리 공정으로 하여 습식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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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Flow diagram on the concentrating process of Ohsan Sericite 

Feed 

-r 
Scrubbing 

Screen 

I 

Decantation 

Sink product Float product 

WHMS 

Sericite conc. Mag. product 

Fig. 3-3의 견운모 정제공정에 따라 원광석을 수용액상에서 해쇄시키는 Scrubbing 

조건시간 15분 후 325mesh 체로 습식 사분하였고， 이때 얻어진 산하산물을 5회 

Decantation 으로 최종 부유산물을 습식자력선별기로 자성산물들을 모두 제거하여 

견운모 정광을 회수한 산물들의 실험결과를 다음 Table3-5에 나타냈다. 

Table 3-5 Result of Concentration of Ohsan Sericite 

Analysis(%) 
Product wt(%) 

Alz03 Si03 K20 

325mesh o.p. 69.7 

Sink p. 11.1 

Mag. p. 3.1 

Mica Conc. 16.1 28.25 47.94 7.02 

Feecl 100.0 16.54 57.5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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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에 나타난 결과 Scrubbing을 15분 정도하여 얻은 견운모 정광은 전체 

중량의 16.1% 정도였으며 현미경 관찰에서는 비교적 양질의 견운모 정광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화학분석 결과치로 보아서는 정광품위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보며， 이는 다른 미립점토광물이 수반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보충실험 

이 요구되는 시료라고 볼 수 있다. 

다. 형성견운모 정채질험 

강원도 횡성지역에서 산출된 토상질 견운모 원광을 시료로 하여 원광시료에 대한 

시 료의 입 도분포를 파악하기 위 하여 Tylor Standard Sieve를 사용하여 습식 사분하 

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Table3-6에 제시하였다. 

Table3-6 Size Distribution of Hwengsung Sericite 

Wt{%) 
Fracture{mesh) Remarks 

Unit Cumulative 

+8 14.5 14.5 

-8/+ 16 15.3 29.8 

-16/+35 21.5 51.3 

-35/+48 5.1 56.4 

-48/+65 5.5 61.9 

-65/+100 2.5 64.4 
Wet Sieving 

-100/+150 4.5 68.8 
by Tylor Standard 

-150/+200 2.8 71.6 
Screen 

-200/+250 0.1 71.7 

-250/+325 2.8 74.5 

-325 25.4 100 

Total 100 

Table3-6 횡성견운모 원광의 입도구성 특성을 보면 325mesh 사하산물의 양이 

약 25% 정도였으며， 특히 48mesh 사상산물의 양도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 타지 

역 토상질 견운모 시료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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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é갱-7 Size Distribution of Sσublx최 Prlαlucts by Varying Sσubbing Time. 

|“m~Ia\ec;strhlilmh )xe(m \in\ ) 

5 10 15 

wt(%) wt(%) wt(%) 

Unit Cum. Unit Cum. Unit CUID. 

+8 8.8 8.8 6.9 6.9 4.9 4.9 

-8/+ 16 13.9 22.7 10.6 17.5 10.9 15.8 

-16/+35 22.7 45.4 19.7 37.2 20.4 36.2 

-35/+48 6.3 51.7 5.6 42.8 7.5 43.7 

48/+65 5.8 57.5 6.4 49.2 5.5 59.2 

-65/+100 3.3 60.8 4.5 53.7 2.6 61.8 

-100/+150 6.3 67.1 4.8 58.5 7.5 69.3 

-150/+200 3.8 70.9 4.8 63.3 3.2 72 .5 

-200/+250 1.5 72.4 1.6 64.9 1.4 73.9 

-325 27.6 100.0 35.1 100.0 36.1 100.0 

100.0 100.0 100.0 

횡성견운모광의 해쇄를 위하여 Scrubbing 시간을 5, 10, 15분으로 각각 변경시켜 

각 급광산물을 해쇄시키고， 해쇄된 각 산물을 각 입단별로 사분하여 그 결과를 다음 

Table3-7에 기재하였다. 325mesh 이하의 미립산물을 1회의 Decantation으로 침하 

산물과 부유산물을 각각 회수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다음 Table3-8에 기재하였다. 

Table3-8 Sink & Float Products of 325mesh under Product 

(unit : wt%) 

PS 、crom~d、bucbtTini용m\e、 min-~)、 5 10 15 

Sink P. 3.5 3.5 2.9 

Float 24.1 31.6 33.2 

Total 27.6 35.1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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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able3-8에서 보듯이 해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325mesh 이하의 미분산물 

의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Scrubbing 시간 10분 이상일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Scrubbing 시간을 10분으로 고정하였다. 

다음은 원광시료를 10분간 Scrubbing 한 후 회수된 325mesh 이하의 미립산물을 

가지고 다음 Fig.3-4과 같이 5단계의 Decantation을 실시하고 각 산물의 품위 변화 

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 Table3-9에 기재하였다. 

Fig. 3-4 Process of Stage Decantation for Hwengsung Sericite 

Float Sink 4 

== 
Float Sin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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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Chemical Analysis of Each product of Hwengsung Sericite 

Ana1ysis(%) 
Product wt(%) 

Alz03 K20 

Sink 1 49.4 30.71 8.87 

Sink 2 9.2 33.39 9.40 

Si띠ζ 3 4.7 33.81 9.44 

Sink 4 3.3 33.73 9.60 

Si따( 5 1.6 34.12 9.67 

Float 31.8 34.55 9.64 

Tatal 100.0 

Table3-9의 실험 결과로 보아， Sink 1 산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산물이 견운 

모 정광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산물의 윤활 

도， 백색도 동의 물성으로는 추가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운모 정제질험방법 

백운모 정제 실험을 위하여 부여운모 신립운모 새로나운모 동의 시료를 준비하 

였고， 각 시료로부터 정제운모회수를 위하여 각종선별방법 및 공정 동을 비교하여 

실험하였다. 본 절에서는 비교적 최적의 방법 및 공정에 의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고찰하였다. 

가. 부여 운모 정채질험 

본 시료는 충남 부여군 소재의 부여소재 광산에서 장석광을 처리하여 장석정광을 

회수하고， 나머지 부산물인 운모 및 기타불순광물들이 혼합된 광미산물을 부여운모 

원광이라 칭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제실험을 실시하였다. 원광 시료를 Tyler 

Standard Sieve를 사용하여 건식으로 Tylar standard seive sh하(er에 약 20분간 사 

분하였으며 회수된 각 산물의 입단분포를 Table3- 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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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Buyeo Mica 

Wt(%) 
Fracture(mesh) 

Unit Cumulative 

+35 1.8 1.8 

-35/+48 33.6 35.4 

-48/+65 19.3 54.7 

-65/+100 14.5 69.2 

-100/+ 150 18.9 88.1 

-150/+200 8.6 96.7 

-200/+250 1.6 98.3 

-250/+325 0.7 99.0 

-325 1.0 100.0 

Total 100 

Table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l OOrnesh 이상의 산물이 약 70% 정도로 분포되 

어 있었으며， 현미경 관찰에서도 운모의 단체분리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광신의 백운모 정제를 위한 실험은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1) 건식태이블 버중 분리질험 

Table 3-10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원광시료의 각 입단에 함유된 운모의 분포경 

향은 주로 l OOrnesh 이상산물에서 많은 분포현상을 보였다. 이는 정제산물로써 

ground scrap rnica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먼저 건식테이블을 사용하여 

65mesh 이상의 입단산물만을 가지고 Fig. 3-5와 같은 분리실험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 Table 3-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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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oncentration process of Mica using Air Table Concentrator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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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Recovery of Mica Concentrate using NT Concentrator 

Product wt(%) * Assay Remarks 
A B 

-65 mesh P. 42.0 50 50 

Tail. 1 22.0 40 60 

Tail. 2 5.8 30 70 * 
C/B Mag. P. 2.5 99 

Grain counting 
A mica content % 

Tail. 3 7.2 30 70 B gangue minera1s 
Mid. 13.0 20 80 % 

Mica conc. 7.5 90 10 

Total 100.0 

운모는 장석 및 다른 맥석광물과는 커다란 비중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단 

지 운모는 외관상 판상형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NT 상의 Air blow 효과 및 

Shape effect에 의하여 분리하는 동안 경광물 쪽으로 농축되는 현상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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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대관점인 비중선별의 효율성은 크게 기대치 못하였다. 이는 맥석광물의 미 

립산물이 경광물 쪽으로 동시에 흔입된 결과라고 사료되며 최종 운모 정광의 생산 

율이 극히 저조하고 품위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맥석 광물이 소량 함유되어 있음을 

현미경 하에서 알 수 있었다. 

Fig. 3-6 Concentration of Mica using Air Table Concentrator and 

Magnetic Separator(A) 

Feed 

-r 
Screen (65mesh) 

二I二

O.P. NT 
二I:

Conc. NT 
듀= 

Conc. CBMS Tai1.3 Tai1.4 
그二 

Tail.l 

Non-Mag.P. HF‘MS Mag.P. 

Mag.P. pulv. Screen Non Mag .P. 

Mica conc. Mid. Tai1.4 

U .P. 

Fig. 3-6의 처리공정은 앞의 Fig. 3-5의 건식테이블 단독 사용과 비교하기 위하 

여， 맥석광물 및 백운모 간의 자력차이를 이용한 자력선별과정을 첨가하여 실험한 경 

우이다. 

65 mesh 이상의 산물을 건식테이블로 3회 처리하여 중간 정선산물의 순도를 최대한 

향상시켜서 회수한 산물을 격자자력선별기로 철성분을 제거시키고， 다시 비자성산물을 

건식자력선별기를 이용하여 백운모 정광을 취하였고， 이를 건식 선택 마광기로 마광 및 사 

분처리하여 최종운모정광을 회수정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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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Recovery of Mica Concentrate using A/T concentrator and 

CBMS Separator 

Product wt(%) * Assay 
Remarks 

A B 

-65 mesh P. 49.8 50 50 

Tail. 1 21.6 40 60 

Tail. 2 6.8 30 70 

Tail. 3 2.0 20 80 * 
Tail. 4 3.0 10 90 

Grain counting 

C어 Mag. P. 1.0 1 
A : mica content % 

99 B gangue minerals 
HFMS 2.5 1 99 % 
Mid P. 5.4 20 80 

Mica conc. 7.2 90 10 

Total 100.0 

본 공정의 장점은 A/T를 이용한 정선산물에서 처리치 못한 맥석광물을 건식자력 

선별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처리한 후， 최종운모산물을 얻었다는 것이나 공정상으로 보 

았을 때 최종운모 정광의 생산율이 약 7% 정도로서 비교적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 7 Concenσation of Mica using A/T concentrator and Mag.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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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Mag.P.pulv. Screen 

듀= 

Mica conc. Mid. Ta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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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은 NT의 분리공정을 1회로 하여， 먼저 중광물과 경광물로 분리하고 경 

광물 쪽에 있는 맥석광물을 먼저 HFMS 자력선별 처리함으로서 백운모와 기타산물 

을 재분리한 후， 백운모 산물만을 선택분쇄-사분처리하며 최종산물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백운모 및 장석의 화학조성에는 아래 Table 3-13과 같다. 

Table 3-13 Chemical Composition of Concentrates of Mica and Feldspar 

(Unit : %) 

Product Si02 Ah03 Fez03 K20 Na20 

Muscovite conc. 46.78 32.63 4.29 10.35 0.56 

Feldspar 70.71 18.11 0.17 3.56 7.15 

Table 3-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운모의 정광품위는 양질의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부산물로 장석은 회수함을 알 수 있었으나， NT 및 자력선별기를 병용한 방법 

으로는 양호한 운모 정광의 회수가 곤란함을 알 수 있었다. 

건식비중선별 및 자력선별을 적용한 공정도에서 나온 회수된 운모 정광산물에 대 

한 화학적 품위를 다음 Table 3-14에 나타내었다. 

Table 3-14 Chemical Composition of Mica Concentration 

Product Ah03 K20 Si02 Fez03 CaO MgO NazO Ti02 MnO P20S Ig.L. 

-16/+35mesh 
32.24 10.31 48.86 3.98 0.18 0.20 0.49 0.05 0.11 0.009 3.55 

Mica conc. 

-35/+48mesh 
32.50 10.18 47.62 3.98 0.16 0.18 0.63 0.05 0.19 0.009 4.39 

Mica conc. 

-48/+65mesh 
32.24 10.08 47.84 3.91 0.18 0.17 0.71 0.05 0.19 0.009 4.39 

Mica conc. 

-65/+100mesh 
29.19 9.21 51.55 3.71 0.32 0.26 1.36 0.07 0.24 0.017 4.07 

Mica c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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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의 각 입단별 운모 정광의 화학 품위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비교 

적 양질의 운모임을 알 수 있었으며， -65/+100 rnesh 산물만이 건식비중 선별기의 

분리 효과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각 입단별 시료를 가지고 건식비중 선별기로 

분리하여 회수한 정광 생산률 및 품위가 양호하지만， 실제로 이는 현장화에 비효율 

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최소한 급광 ， 중 65rnesh 이상의 사상산물 전체를 단일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이때 정광 품위 향상과 부산물로 장석정광을 회수 

하기 위하여 다음 Fig. 3-8와 같이 하여 부여 운모광에 대한 최종실험을 실시하였 

다. 실험 결과는 다음 Table 3-15와 같다. 

Fig. 3-8 Concentration of 뻐ca using ZZ Separator and Magnetic Separator 

Mag.P. Screen 
I 

Feed 

I 

HFMS 
I 

Non.Mag.P. 

65mesh O.P- .Z.S. 65rnesh U.P. 
I 

O/F, CBMS U/F 

工=二

Mica conc.( 1 , II ,III) Mag.P. 

Table 3-15 Concentration of Mica using Z.Z and Magnetic Separation 

Product wt(%) 
Chemical components(%) 

Alz03 Si02 Fe203 K20 Na20 

Mica conc. 3.5 32.63 46.78 4.29 10.35 0.56 

CBMS Mag. P. 0.8 19.37 36.76 26.71 8.20 0.31 

Z.S. U!F 26.1 

65mesh U.P. 47.2 

Non. Mag. P.(Feld) 22.4 18.11 70.71 0.17 3.56 7.15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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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여운모 습식 부유선별정재 

부여운모에 대한 습식부선실험은 건식으로 처리하였을 때와의 정광품위 및 실수 

율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운모부선은 널리 알려진 방법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조건들이 연구 보고되 

었으나， 최근 인체 및 대기 동의 오염문제 둥 환경적 측면에서 규제가 심각하게 다 

루어지고 있어서 시약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 

점의 개선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적으로 

부유선별시 시약류， 시약량 동을 비교 사용하여 실험하였고， 그 중 광액의 pH를 변 

경시키고， 포수제로서 Armac-C, 기포제로는 MIBC, 광액의 농도는 25% 고체， 부유 

선별 시료입도를 65mesh 사상산물로 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다음 Table 3-16에 

나타냈다. 

Table 3-16에서 보여주듯이 pH 변화에 따른 운모부선효과에 관하여 pH 영역 

2-10까지 실험하여 본 결과， 중성에서는 실수율이 높았으나， 운모뿐만 아니라 맥석 

광물까지도 부유되어 품위가 떨어져 부선효과가 좋지 않았다. 맥석을 억제시킬 수 

있는 pH 영역 3.5에서는 실수율은 다소 낮더라도 품위가 양호하게 나타나 일반적인 

부유선별방법을 채택할 경우 산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운모부선에 있어서 포집제 첨가량 변화에 대한 실험에서는 Armac-C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실수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운모에 대한 포집의 역할이 

맥석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과다 사용으로 언한 낭비가 있다. 본 실험에서 

의 포수제 첨가는 l00g/T 정도가 적절한 양으로서， 회수된 산물을 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 비교적 순수한 운모로 판단되어졌으며 불순광물은 거의 없었다. 본 부유 

선별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Table 3-16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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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6 Chemical Composition for Flotation of the Mica Concenσation 

(Unit : %) 

싫??」 Ah03 K20 Si02 Fe:!03 CaO MgO Na20 Ti02 MnO P205 Ig.L. 

3.5 32.41 10.19 47.30 4.24 0.21 0.19 0.62 0.06 0.26 0.010 4.43 

7 30.33 9.66 47.78 5.40 0.32 0.39 0.73 0.11 0.37 0.022 4.54 

9 31.90 10.15 46.98 4.77 0.19 0.24 0.58 0.07 0.26 0.011 4.50 

Table 3-16에서도 나타나듯 각 운모 정광의 화학적 품위는 양호하였으나， 습식 

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시약류의 사용과 습식으로 인한 폐수처리 등 

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그 

저 양질의 운모만을 회수한다는 습식공정처리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므로 앞서 시행하였던 건식처리공정이 본 연구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운 

모 회수방법의 적절한 공정이라고 사료된다. 

냐. 선립운모 정채질험 

본 시료는 충북 신립지역에서 채취하였으며 광상의 산출형태는 괴광으로 산출되 

는 운모편암류로서 원광석에서 운모를 정제회수하기 위하여 우선 파쇄-분쇄-미분쇄 

의 단계를 거쳐 시료를 준비하였고 미분쇄된 산물의 입도분포는 다음 Table 3-17 

과 같으며， 백운모 정광을 회수하기 위한 처리공정도는 다음 Fig.3-9와 같다. 

Table 3-17 Size Distribution of Crushed Silim Mica 

wt (%) 
Fracture(mesh) 

Unit Cum. 

+48 34.6 34.6 

-48/+65 27.5 62.1 

-65/+ 100 23.1 85.2 

-100 14.8 100.0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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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Recovery of Mica Concenσate of Silim Mica 

+65 

Mesh P. 

-65/+100 
Mesh P. 

Feed 

I 

Jaw 

I 

Ro11 

I 

Rod mi11 (10 Min.} 

I 

Table concenσator(wet) 

Heavy Minera1s Mica conc. slime 

τ I.R.M쟁 S뼈ator 
Mag .Product 

I 

screen 

二주二 

100/+150 
Mesh P. 

-150/+200 
Mesh P. 

Non.Mag.product 

-200 
Mesh P. 

Fig. 3-9과 같은 공정은 본 원광석과 같은 운모편암 중에 수반되는 맥석광물을 

우선 습식 비중선별기로 slime 산물과 함께 제거하고， 운모 1차정광을 회수하였으 

며， 그 결과는 아래 Table 3-18과 같다. 이때 회수된 운모정광 중에는 아직까지 맥 

석광물들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자력선별을 함으로 

써 최종운모 정광을 회수토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3-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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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8 Recovery of Mica Fraction by Table Concentration 

Product wt(%) 
* Assay 

Remarks 
Mica Gangues 

Mica conc. 72.1 42 58 

Tail. 22.3 10 90 

Slime 5.6 15 85 
Grain counting 

Tota1 100.0 

Table 3-18의 결과처럼， 테이블 비중선별기에서 회수된 운모정광은 약 72wt% 

정도였으나， 운모 외에 다량의 맥석이 수반됨을 현미경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Fig. 3-9에서처럼 습식테이블 비중선별기에서 회수한 1차 운모정광을 

lnduced Roll Mag. Separator를 이 용하여 정 제 한 다음， 건조하여 이 를 자성 산물 및 

비자성산물로 각각 나누고 특히 자성산물로 회수된 운모정광을 65rnesh, l00rnesh, 

15()rnesh, 200rnesh 각 입단별로 다시 사분하여 최종운모 정광을 회수토록 하였으 

며， 그 결과를 다음 Table 3-19에 기재하였다. 

Table 3-19에서 각 산물의 화학성분을 볼 때 65 rnesh 이상의 산물만이 운모정광으 

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림지역 운모광의 운모정광 생산률은 약 27.5wt% 정 

도이며， 그 품위는 31.46% Alz03, 51.56% SiÜ2, 8.87% K20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3-19 Chemical Composition of Mica Concenσation by each Fractions(Mesh) 

Fracture Chemical composition(%) 

(mesh) 
Wt(%) 

Si02 Alz03 Fez03 K20 

+65 38.2 51.16 31.46 2.60 8.87 

-65/+ 100 24.3 67.50 20.74 1.68 5.93 

-100/ +150 21.4 73.84 16.78 1.41 4.66 

-150/+200 16.1 74.38 16.09 1.33 4.49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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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나 운모의 정채질험 

본 시료는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새로나 광산에서 채취한 괴광 시료이며， 정제실 

험을 하기 위하여 Fig. 3-10와 같은 공정으로 실험하였으며， 미분쇄 산물에 대한 

입단분포도는 다음 Table 3-20에서 그 경향을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3-20 Resu1t of Size Distribution of Saerona Mica 

wt (%) 

Fracture{mesh) 
Unit Cum. 

+35 30.7 30.7 

-35/ +48 15.8 46.5 

-48/+65 10.2 56.7 

-65/ +100 7.9 64.6 

-100 35.4 100.0 

Total 100.0 6 

각 입단산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백운모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l 00mesh 이상의 산물만을 대상으로 앞서 건식처리공정에 사용하였던 건식 선별기 

로 백운모를 회수하였으며， l 00mesh 이하의 산물은 수비공정으로 처리하여 견운모 

정제를 위한 실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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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Concentration process of Saerona Mica using Z.Z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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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Table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광시료를 파쇄-분쇄 -선택 분쇄하여 얻 

은 분쇄 산물 중 l OOmesh 이상 산물은 약 65wt%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운모가 이 

들 입단에 분포되어 있음이 현미경에서 관찰되었고 l OOrnesh 이하 미분산물 중에는 

미립의 견운모 및 기타 맥석들이 수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로나 운모 

광으로부터 정 제 운모를 회 수하기 위 하여 +35mesh, -35+48mesh, - 48+65mesh, 

- 65+ lOOmesh 각 입단산물에 대하여 각각 Zig Zag 건식 비중분리기를 이용하여 앞 

의 Fig. 3- 10와 같이 분리실험을 실시하였고 회수된 각 산물의 실험 결과는 다음 

Table 3-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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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Chemical Composition of Mica concenσates by Partic1e Size 

Fracture 

Yield of Chemical Composition 
Product Mica Conc. Remarks 

(%) Si02 Ab03 K20 

+35 P. 6.5 49.08 34.08 9.76 

-35/+48 P. 5.3 51.71 32.23 9.16 
Size fracture 

-48/+65 P. 25.0 60.08 22.26 6.28 

-65/+ 100 P. 16.6 66.70 19.48 5.57 

Table 3-21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새로나 운모의 건식비중 처리의 경우는 

48mesh 이상 되는 조립산물 정도이어야 양질의 운모정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 

다. 실제로 현미경 하에서도 48mesh 이하 산물은 기타 맥석광물의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새로나운모의 경우 Z.Z 건식 비중선별기를 이용할 경우 운모정광의 생산률 

은 6.1wt%정도로 나타났으나， 비교적 순수한 백운모만 회수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수(Cm)이상의 대립운모편도 원광 중에는 수반되어， 본 공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결국 

새로나 운모광석의 경우는 원광석을 20mesh 이하로 선택 마광하고， 48mesh 이상 

되는 조립산물로부터 운모정광을 회수하고 나머지 100메쉬 이하 산물로부터는 견 

운모를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정제산물의 미립화 설혐 

앞에서 실시한 정제실험에서 얻어진 산물인 정제운모 또는 정제 견운모를 정밀화 

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립화 및 분급 등의 처리공정을 거친 후， 표 

면처리 또는 가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실시한 실험에 따라 

각 지역 운모， 견운모 시료 중 앞으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시료의 정제 산 

물에 대하여 미립화 및 분급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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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천견운모 정광의 미 렵화 질험 

유천견운모를 수비-자력선별-농축-건조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견운모 정광 케이 

크를 얻고， 이를 실험실용 건식 (üpposed Jet Mill을 사용하여 급광량 250g/min. 정 

도로 하고， Classifying wheel speed를 변경시키면서 미립분쇄하여 산물을 회수하였다. 

Classifying wheel speed를 16,000 rpm.으로 증가할 때까지 시료의 마광은 점차 

진행하고 있으나， 12,mo mm. 부터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어， 본 실험실용 

üpposed J et Mill의 성능으로 보아 유천견운모의 마광을 위한 Classifying wheel 

speed는 12,000 rpm. 으로 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그때 회수하여 측정된 각 

산물에 대한 입도 변화는 D50=2μm- lQμm정도였다. 

유천견운모의 급광을 250g/min. -650g/min.까지 변화하여 마광한 결과， 급광량이 

증가할수록 양호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소한 250g/min.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기의 원리상 일정 급광이상이 되어야 분체들끼리의 충동에 의한 미세입자 

생성 내지는 마찰에 의한 판상분리가 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결국， 유천견운모는 습식처리공정에 따라 처리하여 최종 회수된 정제 견운모는 

건조된 케이크 상태이므로， 이는 Jet Mill을 사용하여 250g/min. 정도의 급광량과 

classifying wheel speed를 12,000 rpm. 정 도로 하여 최 종산물을 생 산하여 화장품용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Table 3-22 는 실험에서 얻어진 분체의 화 

학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22 Chemica1 Composition of Ground Sericite Concentrate 

Comp. 
Ah03 K20 Si02 F~03 CaO MgO Na20 Ti02 MnO P205 Ig.L. 1 

(%) 

Grade 
(%) 

32.02 9.54 48.33 1.43 0.96 1.56 0.40 0.38 0.06 0.04 5.27 

유천 견운모정광 최종 산물에 대한 특성은 현재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견운모 정 

제품과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도 좋은 반응을 가지고， 앞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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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나 운모산물의 미립화 실험 

본 견운모산물은 분쇄된 새로나 운모시료 중 1。이nesh 이하 미분산물로서 이를 

미립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용 습식 Attrition Mill을 사용하였다. 마광조건으로는 

3，000r.p.m.으로 고정하고 Cell 내의 B외 장입량은 70%정도로 하여 시료를 미립마광 

을 하였으며， 마광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30% 고체농도와 50% 고체농도로 각각 비 

교 실험하여 얻은 마광산물에 대해 측정한 입도분포 결과를 다음 Table 3-23에 나 

타내었다. 

Table 3-23 Effect of Grinding Time of Attrition Mill for Saerona Sericite 

(unit : μm in D50 mean dia) 

GT ~dimn、de、inm C땅mo~m~p (%) 、‘~ Pulp Density(%Solid) 
Remarks 

30 50 

15 12.27 11.51 

30 7.74 6.18 

45 6.80 4.53 . Lab. Scale Attrition 

60 5.66 3.85 Mill Grinding 

75 4.87 3.28 . Rotation Speed : 3000 

90 3.19 2.74 r.p.m. 

105 3.16 2.32 

120 2.34 1.48 

Table 3-23에서 볼 수 있듯이 Attrition Mill 내의 슬러리농도는 30% 고체와 

50% 고체로 각각 하였을 때의 마광효과는 고체농도가 높은 경우가 마광효율이 향 

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간별로 마광된 시료에 대하여 입도를 측정한 

결과로서는 약 120분 정도로 마광하였을 때 50% 고체농도에서는 평균 입도가 1.48 

μm이었으며， 30% 고체농도에서는 2.34μm의 입도까지도 각각 미립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국 새로나 견운모를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미 립마광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마광농도를 50% 고체로 하여 마광시간을 30분 정도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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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고 평균입도가 약 6μm정도의 미립마광산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 

며， 특히 본 산물은 백색도가 다른 지역 견운모 시료보다 우수하고 특수성이 있어 

화장품， 플라스틱， 페인트 동의 충전제로의 용도개발이 、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Table 3-24는 실험에서 얻어진 분체의 화학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24 Chemica1 Composition of Ground Sericite Concentrate 

(Serona Sericite) 

Comp. 
Ah03 ~O Si02 F~03 CaO MgO Na20 Ti02 MnO P205 

(%) 

Grade 
(%) 

31.15 8.83 53.68 1.13 0.16 1.14 0.43 0.06 0.003 0.06 

다. 부여 운모 정광의 미립화 실험 

Ig.L. 

4.17 I 

부여소재 광산에서 공급된 운모광으로부터 회수된 운모정광을 가지고 운모의 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립화 실험을 건식 미립화 및 습식 미립화로 나누어 

각각 시행하였다. 여기서 건식 미립화는 Vibrating Ball Mill을 사용하였으며 습식마 

광은 Vibrating Ball Mill 및 Attrition Mill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이 각 미 립화 마광의 실험조건을 기술하였다. 

(1). 습식 미 립 화 마광조건 

Vibrating Ball Mill : B머l의 충 전 율 50% 

Attrition Mill : 

Vibrating 회 수 : 1400rpm/min. 

Pulp density 50% solid 

B머l의 충전율 60% 

Rotation Speed : 3，어o rprn!min. 

Pulp density : 50% solid 

(2). 건식미 립화 마광조건 

Vibrating Ball Mill : B머l의 충전율 50% 

Vibrating 회 수 1400rprn!min. 

시료충전 : 5OOg/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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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험조건에 의하여 운모정광시료를 Vibrating Ball Mill과 Attrition Mill을 

각각 사용하여 습식마광시 회수된 각 산물의 입단분포경향은 다음 Table 3-25와 

같다. 

Table 3-25 Size Disσibution of Ground Products using Vib. Ba11 Mill and 

Atσition Mill 

Vibrating Ba11 Mill(wt %) Atσition MilI(wt %) 

Fracture 
(mesh) 

30 min. 60 mÏn. 30 mÏn. 60 mÏn. 

Unit Cum. Unit Cum. Unit Cum. Unit Cum. 

+48 5.9 5.9 7.8 7.8 7.3 7.3 

-48/+65 20.1 26 16.0 16.0 16.8 24.6 14.7 22.0 

-65/+100 17.5 43.5 19.6 35.6 17.5 42.1 16.9 38.9 

-100/+150 11.9 55.4 11.0 46.6 10.4 52.5 7.9 46.8 

-150/+200 4.7 60.1 4.8 51.4 4.0 56.5 6.1 52:9 

-200/+250 4.9 65 4.6 56.0 2.8 59.3 4.6 57.5 

-껑0/+325 4.1 69.1 3.8 59.8 2.4 61.7 3.2 60.7 

-325 30.9 100.0 4.0 100.0 38.3 100.0 39.3 100.0 

Tatal 100.0 100.0 100.0 100.0 

Table 3-25의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부여운모정광의 미립마광은 쉽지 않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한 Vibrating Ball Mill은 Shear Force 및 Impact Force 

를 동시에 주어가며 마광을 시행하였고， Attrition Mill은 Friction Force에 의한 마 

광을 시행하였지만， 실험결과로 보아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Attrition Mill의 경우가 실제 처리면 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여운모 정광에 대한 미립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습식 Attrition Mill을 사용 

하여 1시간까지 마광하면서 각 시간별로 마광된 시료를 업도를 측정한 결과， 분쇄 

는 다른 지역 시료에 비하여 버교적 쉽게 되지는 않았으나 점차 마광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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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다른 실험조건을 좀더 부여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요구 

되는 입도까지 미 립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에서 분쇄시간을 1시간부터 최대 마광시간을 18시간까지 증가시켰고， 이때 

마광산물의 D50 측정치가 약 2μm 이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지역 운모의 

마광 특성에 비교하면 상당한 마광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며 앞으로 실험조건 및 운 

모의 물성 동을 세밀히 파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마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 금까지 실 시 한 마광실 험 은 Attrition Mill 또는 Vibrating Ball Mill을 사용하여 

습식으로 마광한 실험 결과들을 고찰하였고，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Vibrating Ball 

Mill을 사용하여 건식 미 립마광을 시도한 결과 다음 Table 3-26와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Table 3-26 Result of Grinding Efficiency using Vib. Ball Mill 

싫강드--- Vib.(Drγ) Vib.(Wet) Remarks 

2 67.86 38.35 

4 38.96 32.37 

6 35.11 11.72 평균업도변화 

8 17.89 9.11 

10 8.15 8.53 

앞의 실험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볼 때 Vibrating Ball Mill 사용시 건식마광은 특 

수한 실험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습식마광 효율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결국， 부여정제운모를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습식분 

쇄 (4시간)하여 평균입도가 약 6.3μm의 산물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한 물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산물의 화학적 품위는 다음 Table 3-27과 같다. 

이러한 마광산물은 앞으로 플라스틱， 페인트 등 특수 충전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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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Chemical Composition Ground Mica (Buyeo Mica) 

Comp. 
Ah03 &0 Si02 Fez03 CaO MgO Na20 Ti02 MnO P205 Ig.L. 

(%) 

Grade 
(%) 

32.63 10.35 46.78 4.29 0.17 0.20 0.56 0.06 0.20 0.009 4.40 

제3절 운모 · 견운모의 중광물 불순물 제거실험 

1. 운모 시료의 중광물 농축 

백운모 원광시료 중에는 이미 광석의 특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종 불순 광물 

들이 다량 수반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건식 또는 습식 분쇄 ， 마광된 

시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분리 선별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자성산 

물들을 분리제거할 수 있는 기기로서의 건식 크로스벨트형 자력선별기기， 전자감웅 

롤형 자력선별기， 레이어스 자력선별기기， 습식자력선별기로는 습식 고자력선별기 

동을 각각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백운모 정광을 습식으로 농축회수하기 위하여 실험실용 댄버 부유선별기를 

사용하여 각종 시약류를 변경 첨가함으로써 부유선별실험을 하였다. 건식정제실험 

을 위하여 사용한 Fluidized- bed Separator는 미국 Triple/s Dynamics’社 제품으로 

그 구성되어 있으며， 시료주입구와 요동테이블 및 deck cover 와 back filter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기의 특성은 광물에 유동성을 부여하여 건조상태에 있는 광물 

을 공기의 공급량을 조절해 주면서 분리시키는 기본원리를 가지고 있다. 본 분리기 

는 서로 다른 비중을 가진 입자， 서로 다른 크기 및 모양을 가진 입자의 분리에 기 

계적 조절요인인 기울기 변화(종방향 및 횡방향)， Air hole의 open을 조절하여 무거 

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를 분리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기기의 초기 운전조건은 다음 

과 같이 설정하고 실험에 임하였다. 

End slope(종방향 기 울기 ) : 4 。

Side slφe(횡방향 기울기)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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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Vibration velocity) : 450 RPM 

Air Gate : 20% open 

또 다른 건식처리 실험기기로서는 건식에어테이블과 같은 z.z 건식 비중 분리기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각 광물업자의 모양， 비중 차이가 상류하는 공기의 흐름과 

하류하는 광물입자 운동에 있어서 비중이 큰 광물입자는 낙하하고 비중이 작은 입 

자들은 위로 날라서 분리되는 원리를 갖고 있는 기기를 사용하였다. 

건식 자력선별 실험에 사용된 High- Force Magnetic Separator(레어어스자력선별 

기)는 자성을 띠는 Roll이 Nd-Fe-B의 희토류 화합물로서 영구자석 성격을 띄고 있 

으며， 약 22,000 gauss의 자장세기를 갖고 있다. Fig. 3-11에서 보여주듯이 본 기기 

는 시료급광장치와 자력선별장치 및 운전조절장치로 나누어져 있다. 자력선별장치 

에는 Roll이 두 개가 연결되어 구동하고 있는데 자성을 띠는 Roll과 자성을 띠지 않 

는 Idle Roll로 구성 되 어 었다. 

운모 원광 

분 쇄 (pulverizer) 

자력선별 

(Magnetic Separator) 

wet process 

부유선 별 (Float flotation) 

dry process 

공기분급(Ait 

classification) 

Fig. 3- 11 Impurities rejected process of 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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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제견운모의 불순물 제거질험 

정제산물을 실용화시키기 위하여 적용산물을 제시하여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 

업원료인 화장품회사에 1차로 납품하여 산물의 평가를 얻었었다. 그러나 정제산물 

에 함유된 Pb성분이 공업규제치에 벗어나는 함유량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어 ， 본 

실험에서는 중금속으로 잘 알려진 Pb성분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실험을 다각도로 

수행하였다. 

가. 버중선별방법에 의한 채거실험 

먼저 본 실험을 위해 유천원광에 함유된 Pb성분의 화학적 품위는 Pb 98.5ppm으 

로 나타났다. 화장품 회사에서 요구하는 규제치는 25ppm의 약 4배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은 Pb성분은 잘 알고 있듯이 중금속으로서 비교적 

중광물질이기 때문에 비중선별방법으로 하여 Pb를 제거할 목적으로 Wilfley Table 

을 사용하여 중광물과 경광물을 분리하여 각각 회수된 산물에 대하여 중량비 및 

Pb성분의 화학적 함유량을 분석하여 다음의 Table 3-28에 나타냈다. 

Table 3-28 Resu1t of Reject of Pb by using Wilfley Table 

둠J느------- wt(%) Pb(ppm) 

Heavy 19.9 133 
Slime 2.3 119 

Sericite conc 76.5 88 

100.0 

본 실험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중 선별방법에 의해 Pb를 제거하는 실험으 

로서 Wilfley Table을 사용한 결과， 중 광물의 중량비는 19.9%wt였으며 이때 함유 

된 Pb는 133ppm으로 비교적 높았고， 정광산물에도 88ppm 정도로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유천 견운모의 정제산물의 입도가 약 10μm 정도의 미립자이기 때문에 비중선 

별로 분리선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냐. 자력션별방법에 의한 채거 설험 

본 실험은 비중선별 방법에서도 유해물질인 중금속의 Pb 성분을 제거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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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력선별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입단구간별로 확인하기 위하여 400 rnesh 체 

로 사분하여 사상산물과 사하산물로 각각 나누어 습식자력 선별기인 SALA 자력선 

별기를 사용하였고， 이의 실험조건으로는 자장의 강도를 17,000 Gauss 와 급광농도 

5% solid로 하여 Pb의 화학적 함유량에 대한 결과를 Table 3-29 에 나타냈다. 

Table 3-29 Resu1t of Reject of Pb by using SALA Magnetic Separator 

찮t치 -325 / +400 -400 

wt(%) ppm wt(%) ppm 

Mag 3.9 173 2.5 142 

Sericite 
96.1 75 97.5 71 

-conc 

Total 100.0 100.0 

본 실험은 앞의 비중선별 실험에서 어느 정도 Pb 제거효과가 있었기는 하나， 기 

대만큼 큰 효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자력의 힘에 의해 Pb성분이 제거되는가를 확 

인하기 위해 자성산물과 비자성산물을 입단별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 본 실험에 

서는 400rnesh 체로 사분한 사상산물에는 Pb 함유량이 75pprn이었고， 사하산물의 

정제산물에는 71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중선별방법보다는 자력선별법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자성산물에는 140-17Oppm으로 다량의 Pb가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력선별방법으로 하여 실험조건을 좀더 정확히 그리고 여러 가지 조 

건변화에 따른 영향을 더욱 실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이온 흡착방법에 의한 채거실험 

본 실험방법은 앞의 자력선별에서 얻은 최종산물(Pb 71pprn)을 양이온 흡착능이 

우수한 Zeolite 입자(약 1mm 정도의 구형)를 1,000 m-e 비커에 가득 채운 뒤 약 정 

제 견운모를 50% Solid로 하여 용액을 1시간 2시간으로 각각 정체시킨 뒤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용액과 Zeolite에 묻은 입자를 각각 회수하여 

Pb의 함유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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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0 Result of Reject of Pb by using Zeolite 

\\PF0 l‘-II티hou끼 、\ 1 2 

wt(%) ppm wt(%) ppm 
Conc 

98.7 63 97.2 58 

Tail 1.3 43 2.8 41 

1ûO.û 1ûO.û 

Table 3-30의 결과는 정제 견운모를 그대로 급광시료로 사용하지 않고， 앞의 자 

력선별방법으로 하여 얻은 Pb 함유량이 71ppm 의 시료를 급광시료로 사용한 것으 

로 양이온 홉착제로 알려진 Zeolite를 매개로 하여 이온분리 실험을 한 결과이다. 

시간 변화에는 별 차이 없이 Pb 이온이 Zeolite 양이온 흡착제에 흡입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반대로 분석결과는 잔류 용액에 Pb가 60ppm 정도이었고， 

Zeolite에 흡착된 Pb가 43ppm 정 도 였 다. 

따라서 Pb를 제거할 목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 볼 때 비중선별법에서는 원광의 

Pb 함유량이 98.5ppm에서 약 88ppm 정도로 낮출 수 있었으며， 자력선별법으로는 

75ppm까지 제거가 가능하였고， 이온흡착법으로는 58ppm 및 41ppm 정도로 제거할 

수 있었다. 본 실험결과 Pb 성분의 제거는 일차적으로 검토한 것이었으며， 3차년도 

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실험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요구하는 규제치에 알맞은 

정제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할 것이다. 

3. 정제백운모의 분급 실험 

운모 정제 실험은 1차년도에 여러 운모 광산의 시료를 대상으로 각각의 여러 공 

정으로 하여 실험한 결과가 있으나， 좀더 현장 적용에 맞는 pilot 규모의 생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모정제 실험을 대량으로 실험 

하였으며， 분쇄에 따른 분급 실험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실험 결과가 최적 

의 방법과 경제적인 선별 공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산업화 유도에 중점을 두 

어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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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모 정채를 위한 pilot 규모 질험 

본 시료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여 소재 광산에서 다량 폐기처분 되거나， 저급으 

로 활용하고 있는 기타 불순광물들이 혼합된 광미산물로서 산업화시 대량 처리 가 

능한 최적의 선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나타나는 원광 분포를 확인하 

기 위해 먼저 원광에 대한 각 산물의 입단 분포를 Table 3-31에 나타내었다. 

Table 3-3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Buyeo Mica 

Particle Size Wt(%) 

(mesh) Dnit Cum. 

35 3.5 3.5 

48 28.8 32.3 

65 20.1 52.4 

100 18.4 70.8 

150 17.9 88.7 

200 5.1 93.8 

250 4.6 98.4 

325 1.6 100.0 

-325 100.0 

Table 3-31의 입도 분포로 알 수 있듯이 1차년도 예비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100mesh 이상이 70.8%wt의 사상산물에 비교적 단체 분리가 

양호한 상태로 백운모 정광이 현미경 관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년도 최종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입단 구별 없이 선별 처리하여 백운모를 분리하였을 때보 

다는 단위 입단 구간별로 처리할 경우 운모 정광 생산률 및 품위가 양호하게 나타 

났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입단을 구간별로 정광을 대량처 

리하기란 현장조업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나 

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얻어진 최종 선별처리 공정을 기초로 실 

험을 실시하였다. 1차로 급광시료 모두를 HFMS• Sieving( +65mesh)• CBMS• 

Z.Z.separator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비자성 쪽으로 분리 선별된 장석 정광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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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고 자성 산물인 백운모 및 기타 불순물을 65mesh 체로 체가름하여 비교적 

미립의 사하산물 약 47.6%wt를 제거한 후， 사상산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백운모 

를 Cross Belt 형 자력 선별기로서 분리하여 biotite 질 흑운모 둥을 제거하였다. 이 

때 비자성 산물로 얻게 되는 백운모 정광을 회수하여 화학적 품위를 다음의 Table 

3-32와 같다. 

Table 3-32 Chemica1 Ana1ysis of Buyeo Mica 

냐. 부여 정재 백운모의 미립화 실험 

부여 운모광에 대한 정제 공정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pilot 규모로 처리할 경우 실 

수율이 감소되기는 하나， 정광 품위로 볼 때는 광업소 측에서도 아주 양호하게 받 

아들였고， 더불어 생산처리 설비만 갖춘다면 산업용으로의 품위기준에 알맞아 판매 

는 별 어려움 없을 것으로 제의해 왔다. 본 실험에서는 정제백운모를 고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다양하게 산업에 활용가능하다고 보 

여지기 때문에 정제백운모를 미립화 및 분급화하는데 pilot 규모로 처리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장 · 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광업소 측에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 

서 예비 실험 결과， Vibrating Mill과 Ball Mill에 대하여 습식 및 건식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나， 비교적 쉽게 미립화되지는 않았다. 비교적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실험 

하였을 때 다소 효과가 있었다. 이는 본 광업소에서 현재 운전 방식이 거의 건식 

처리공정인 데다가， 무엇보다 건식처리가 본 광업소 측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유리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모색하기로 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약 D잉이 200μm의 입도 산물을 2μm까지 미립 분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8시간이 소모되는 비경제적인 결과를 얻었다. 우선 기초 실험으로서 부여 정 

제 백운모의 물성， 즉 분쇄특성을 검토한 것이어서， 본 실험은 pilot 규모의 건식처 

리로 하였을 때 목적하는 분쇄효율을 고려하여 실험하여 얻은 시료의 평균입도를 

측정한 결과를 다음 Table 3-3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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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Result on Fine Grinding the Buyeo Mica by using Jet-Mill 

Wheel Speed(rpm) 
Particle Size 

Dso 

4,000 70.69 

6,000 49.05 

8,000 31.50 

10,000 26.35 

12,000 25.97 

14,000 25.08 

위의 Table 3-33의 실험은 Jet-mill의 압력을 고정하고 wheel speed를 4,000 

rpm에서 14,000 rpm까지 회전속도를 증가시켜가면서 분쇄산물의 입도 변화를 확인 

한 결과로 볼 때 pilot 규모의 Jet-mill 분쇄특성에서 정제 백운모의 입도 65mesh 

(약 200띠n)크기 이상의 산물이 4，어Orpm에서 70.69따I로 분쇄가 쉽게 이루어졌으며， 

14，어야pm으로 증가하였을 때 25.05μm으로 분쇄가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rpm의 최 

대 회전 속도 18,000 rpm 까지 증가시켜도 분쇄는 더욱 향상되었으나， 고속으로의 

분쇄처리는 다소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Table 3-33의 결과로 볼 때 

본 정제 백운모의 입도 즉 25.08μm 정도의 산물을 각 입단 구간별 즉 10, 20, 30, 40 

μm의 입도 만을 규격화하였을 때는 그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가로 판매되 

기 때문에 수익성 및 경제성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다음의 분급실험으 

로는 Ds。이 25.08μm을 급광입도로 하여 분급실험을 수행하였다. 

다. 정채운모 산물의 분급 실험 

분급 실험은 건식으로 처리한 산물이기 때문에 공정의 흐름상 현장적용이 가능한 

건식분급기인 Air Classifier를 사용하였으며 기계적인 제반 조건에 관계없이 급광 

업도에 따라 분급되는 효능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건식에 의한 체 (screen)에 의해 

입도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공정상 간단하고 처리비 둥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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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규모로 생산할 때는 좀더 처리시간， 급광량 둥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실험에서는 앞의 미립분쇄한 산물의 업도 D50이 25.08μm되는 정제 백운모를 먼저 

3，α)() rpm로 비교적 큰 입자를 먼저 제거한 후， Q/F 산물을 다시 급광 시료로 반복 

하여 5,000 -13,000 rpm 의 회전 속도를 점차 증가시켜 가면서 입단구간별 분급실 

험하여 얻은 산물의 입도를 측정한 결과를 다음의 Table 3-34에 나타냈다. 

Table 3-34 Effect on Wheel Speed varying for Air Classification of 

Buyeo Mica 

Wheel 
Yield(%wt.) 

Particle Size 
Speed(r.p.m) D50 (μm) 

3,000 29.5 38.30 

5,000 2l.4 21.04 

7,000 19.8 13.23 

9,000 12.7 9.48 

11,000 10.5 5.21 

13,000 6.1 2.39 

Total 100.0 

위의 Table 3-34에서 보여주듯이 3,000 rpm에서 29.5%wt의 생산률과 D50이 

38.30때l으로 회수하였으며， 13,000 rpm 일때는 6.1%wt였고， D50이 2.39띠l로 비교적 

미립의 산물만을 회수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본 입단들의 시료를 공장급 규모로 처리하였고 이의 각각 산물들을 광업 

소 측에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각각의 공정에 수반되는 기기를 수주하고자 제안하 

여 이에 알맞은 공장설계를 다음의 절에 세부공정사항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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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물성개질 • 분산성향상실험 및 고찰 

제 1절 물성 개질 질험 

1. 실험기기 

견운모의 표면 물성 개질 및 미분쇄 산물을 얻기 위하여 독일 Retch사의 유성형 

볼밀(Fig. 4-2) 및 일본 Tokusu 사의 Theta composer(Fig. 4-3)를 실험에 사용하 

였다. 표면 개질 산물과 미분쇄 산물의 분쇄형상 관찰은 주사식 현미경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JSM, JEOL사)으로 관찰하였으며， 입자형상 여부를 판독하 

기 위하여 일본 Hyrox 사의 고해상도 현미경으로 Image Analysis사의 화상영상을 

분석하였다. 제조된 산물의 입도분석을 위하여 레이저광 회절분석법을 이용한 영국 

Malvern사의 입도분석기(입도 측정 범위 0.01-500μm) 및 일본 Shimadzu 사의 

Sald-2oo1를 이용하였다. 분쇄시의 분쇄 입자의 내부 구조 변화 관찰을 위하여， 독 

일 필립스사의 X선 회절 분석기 (X'pert l\1PD형)로 분쇄 산물의 결정구조 형상을 

관찰하였다. 본 기기의 가속 전압은 40kV, 25mA 이고， Monocrometer는 Graphite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제타변위 측정을 위한 제타전위 측정은 미국 Zeta-meter사의 

Zeta-meter system 3.0으로 pH 영역별， 분쇄산물의 격자 변형에 따른 산물의 특성 

관찰을 시행하고， 비표면적은 미국 Quantachrome사， Nova 1000을 이용하여 BET법 

에 의한 질소 흡착으로 측정을 수행하였다. 

2. 질험 방법 

본 연구는 운모 · 견운모의 정제실험， 유기물에 의한 표면물성 개질시험 및 무기 

물 첨가제에 의한 표면 개질 실험을 습식 및 건식으로 시행된 사항을 기초， 본격적 

인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및 파이롯트 실험에서의 전단계 실용화 실험의 일환으로 

진행됨과 아울러 실용화할 경우 각종 조제 첨가의 영향을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 

었다. 특히， 무기질 첨가제를 이용한 표면개질에서 운모 • 견운모를 모입자로 하고 

자입자 부착 개질산물은 또 다른 특성을 좌우하는 기능성 조제의 첨가에 의한 좌우 

되는 물성을 근거로 현재까지 실험에 사용한 염기류 조제 및 이산화티탄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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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조제 영향에 따른 조제 특성 규명 및 이에 의한 표면물성 개질의 극대화를 

추구함이다. 또한 미분체 제조시 운모 · 견운모는 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Delamination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능성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분쇄시 운모 · 견운모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실용적 측면을 고려 

하여 실험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 

~/ 
Pre-Mixing 

D 
Characterization 

& 
Evaluation 

D 
Objective Materials 

Fig.4-1 Flow diagram of experiments and evaluation 

화학적 건식 분쇄 방법으로 운모 · 견운모를 분쇄하기 위하여는 모제에 염화물 

질산염， 초산염 등의 화학 첨가제를 첨가하여야 견운모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하면 

서 선택적 파쇄에 의한 분쇄를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때 선정된 분쇄 장치는 

구룸밀의 분쇄효과 및 원심력효과를 주요 분쇄력으로 이용하면서도， 이용한 유성밀 

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분쇄 결과는 입도 및 비표면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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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에 의해 고찰하였고 그밖에 입자형상관찰， 제타전위측정 및 분쇄산물의 화학 

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분쇄산물의 물성 변화 및 분쇄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Fig. 4-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실험 방법과 목적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각 공정별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가. 분쇄실험방법 

유성 볼밀에 사용된 용기 및 분쇄메디아는 모두 지르코니아로써， 사용하였다. 용 

기의 용량은 실용적이 125rnl를 사용하였고， 유성형 볼밀의 용기내에 직경 2mm의 

지르코니아 볼을 사용하여 건식으로 분쇄를 시행하였다. 이때의 유성밀의 특성상 

용기는 공전과 자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그의 회전속도로 분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때 용기의 회전속도는 밀의 유효회전속도인 350rpm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또한 볼의 충전률은 J=0.5로 총 용기 면적 대비로 환산하여 충전하였고， 볼공극에 

대한 시료 충전률 U=l로 하였다. 이때 공극에 대한 충전률은 피라미드형 충전율을 

근거로 계산하였다. 분쇄 산물의 시료 조제시간은 분쇄시간 T=2n시간(n=l ， 2, ... , 8) 

에서 실험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밀내의 밀링조건은 실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시하였다. 

유성밀은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분쇄 조작에 사용되었던 전형적인 구룸밀인 볼밀 

로부터 발전되었다. 구룸밀 안에서 마광매체에 적용되는 오직 한 힘은 중력 작용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쇄시간과 밀 크기(중심축과 용기벽과의 거리)가 중요한 요소 

이다. 구룸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개량되어져서 지금은 유성밀의 하 

나로 변형되었다. 현재의 유성밀은 상당히 급속히 발전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특히 본 기계와 진동밀은 메카노케미스트리 효과 분석에서는 기계력이 큰 

밀로서 알려져 오고 있다. 

유성밀의 최대의 강점은 짧은 시간 내에 최대강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타의 구룸밀 형태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 시간 동안에 주요한 분쇄물 생성시 유 

성밀의 단점은 최대 피복율이다. 그 결과는 다음 실험과 고찰에서 부수적 성과로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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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2 Overview of Planetary ball mill as experimental performance 

R‘R .' *없훌j 
1'0.0훌! 

E 
챙 

Fig. 4- 3 Overview of Theta- composer as experimental performance 

유성밀의 또 하나의 결점은 입자와 볼의 거동이 복잡하여서， 연속적인 급광 및 

배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점을 극복하고 발전시켜서， 산업계에 유성밀 

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모텔에 관한 특허들도 나와 있다. 유성밀(운전모타를 

작동시켰을 경우)의 총 힘의 소비는 실제로 측정 가능하나， 복잡한 밀 내 거동은 하 

중에 의한 힘의 전달을 어렵게 된다 이는 같은 시간에 전달자에 전달되는 힘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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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과정 성질 파악을 위한 흥미로운 검토거리이며， 이는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산업기기로의 파일롯트 실험을 위한 효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 

야는 기계 설계에서의 에너지 변형을 야기시킨다. 한편， 기계의 총 힘 소비의 각 부 

분마다의 걸리는 하중은 밀 하중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각 부분마다의 에너지 

효율의 결정과 어떻게 설계되었느냐 혹은 운전조건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최종산물 

의 질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유성밀의 에너지효율은 약 90%이나， 구룸밀의 에너지 

효율은 약 60-70%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짧은 시간 내에 유 

성밀의 작용은 어느 구룸밀의 형태에서 오는 중력 작용에 의한 분쇄 효과보다도 그 

분쇄효율은 극대화된다고 사료된다. 

나. 분채물성 평가방법 

(1) 시료의 전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쇄산물의 비표면적을 측정하기 전에 조제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는 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를 첨가하여 분쇄한 시료는 증류수로 깨끗이 

수세하고 여과하여 첨가된 조제를 제거하였다. 견운모의 물성이 바뀌지 않는 60.C 

에서 24시간 건조하고， 표면장력이 낮은 사염화탄소(CC14)에 잘 분산시켜 초음파로 

전처리한 후 최대한 입자들의 웅집을 막아 분쇄산물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Fig. 

4-4에 본 공정의 흐름도를 간략히 도시하였다. 

-198-



Start 
Material : Seri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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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Com poser 
Zirconia ball : lmm 
j =O.4 

Planetary ball mill 
Zirconia ball : 2mm 
j =O.5 
u= l.。

工그-
Washing & filtering 

工]..

Evaluation 

.G 
。bjective Materials 

Þ[ Additives 

: Distilled water 
& 

Deionized treatment 

Fig. 4- 4 Flowchart of Material processing treatment 

(2) 압도 분석 

각 공정 단위별 분쇄 생성물의 입도분석은 분쇄산물을 Sodiwn hexametaphosphate 

0 .50%의 수용액에 잘 분산시켜 초음파로 처리한 후 레이저관 회 절분석법을 적용한 

영국 Malveme사의 입도측정기 및 일본 Shimadzu사의 Sald-2001로 입도 측정을 

시행하였다 

(3) 비표면적 

비표면적 측정은 질소 흡착작용에 의한 BET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했다. 측정 

기기는 Nova 1000이다. BET법(Brunauer Emmett- Teller method)은 고체물질의 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서 여기에 적용되는 질소 흡착에 

의한 비표면적 계산은 식 (4-1)로 대별된다. 

1 1 ~ _ _ C-1 
W((Po/P)- l) - WmC I Wm(P/Po) 

(4- 1) 

여기서， W는 상대압력 (P/Po)에서의 흡착된 질소가스의 질량 Wm은 단분자흡착량， 

C는 1차 흡착층에서의 흡착에너지에 관계된 BET상수로 흡착질과 흡착매의 상호작 

용의 정도를 나타낸다. 위 BET식의 좌항을 Y축， P/Po의 항을 X축으로 도시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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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성형관계를 나타내며，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 S와 절편 I에 의해 흡착량 

Wm이 구해진다. 이 실험에서는 P/Po를 3점(0.025， 0.05, 0.075)에서 측정함으로써 기 

울기와 절편을 구하였으며， 흡착질로 질소를 사용하였다. 식 (4-1)로부터 기울기 S와 

절편 I는 다음과 같다. 

S=-드二L 
WmC' 

1= 1 
WmC 

(4-2, 3) 

흡착량 Wm, 

1 

-
에
 

W 
(4-4) 

을 구하면， 전체 표면적 (St)은 

St= WmNAcs/M (4-5) 

여기서， N은 아보가드로수 (6.23 X 1023 molecules/moD , M은 흡착질의 분자량 

(28gr/moD이다. 대부분의 고체표면에서 BET 상수 C는 50-250 이고， 770K에서 

hexagonal close-packing된 질소 단분자의 단면적 Acs는 16.2A 이다. 

본 연구에서의 비표면적 (Sw)은 단위질량당 표면적이므로 샘플의 무게를 W라 하 

면 식 (4-6)으로 구할 수 있다. 

Sw= St/W (4-6) 

fIOW 

벼표면적 측정기 

Fig. 4- 5 Overview of Surface Measurement System by BE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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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자 형상 

각각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조제사용 산물 및 조제를 첨가하지 않은 산물을 분쇄 

시간별로 주사식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EOL사) 및 화상 

업자 분석기(Image-Pro Plus, Hirox사)로서 관찰하여 분쇄에 따른 입자의 크기 및 

현상변화에 대한 실험을 행하였다(Fig. 4-6). 이때 주사현미경의 분석시료는 초음 

파로 잘 분산시켜서 홀더에 안착시켜서 전도성이 큰 물질인 금으로 표면을 약 200 

A으로 코팅한 후 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현미경은 최대 5만배 

까지 관찰이 가능하였다. 또한 화상 해석을 통한 입자형상 관찰에서는 입자분산성 

을 좋게 하기 위하여， 원광의 시료를 분산시켜서 운모 · 견운모의 입자의 물리적 특 

성인 판상의 구조를 살린 조건 시간별 관찰이 용이하도록 시료를 전처리하여 분석 

을 시행하였다. 본 관찰에서의 현미경 줌은 두 가지로 150배 및 600배의 렌즈를 사 

용하여 탬핑시 분산에 의한 특징을 관찰 실험하였으며 빛에 의한 난반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로테이터를 사용하여 360 。 전범위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입 

자형상의 거동 변형을 관찰코자 한 것은 업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입 

자의 신선한 표변의 발생에 따른 업자의 미분쇄화가 주류를 이루며， 고체나 액체 

표면의 분자는 내부와 달리 한쪽만 둘러 싸여 있어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 따 

라서 표면은 과잉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수축현상을 일으킨다. 표면적이 dA만큼 

넓어질 때 외부로부터 한 일을 dG라 하면 

dG= r dA (4- 7) 

로서， 이는 등온 가역변화이며， 여기서 y 는 표면 자유에너지이다. dG는 표면 dA에 

대한 표면 자유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하며， 단위 면적당의 표면 자유에너지의 증가 

는 7 이다. r 는 대체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표면을 넓히기 위해서는 원자 

를 내부로부터 표면으로 끌어내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내부인력에 의해 방해되 

므로 외부로부터 열을 가하지 않는다면 표면층의 온도는 내부보다 낮다. 따라서 등 

온적으로 열의 흡수가 일어난다. 표면을 등온가역적으로 dA만큼 넓힐 때 흡수되는 

열량을 Q라 하면 열역학의 법칙으로부터， 

Q = - T(d r /dT)dA 

즉， 단위면적당의 열량 q를 표면의 잠열이라고 하면， 

q = -T(d r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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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r /dT는 음으로 q는 양이다. r 과 q의 합 U를 에너지 증가라 하면 U는 단 

위 면적당의 표떤작 에너지에 상당한다.u는 

U = r +q = r - T(d r /dT) (4- 10) 

식으로부터 산출한다. 이러한 표면 에너지의 계산은 입자의 형상을 형성하고， 분쇄 

시간에 따른 입도 조절 및 입자형상조절에서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입자의 

표면이 증대될수록 즉， 비표면적이 증가할수록 각분쇄입자의 표띤 자유에너지는 증 

가하따 분쇄시간에 따른 강력한 응집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의 관찰은 우선 입자 

화상 분석에 의한 1차 조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 

Fig. 4 - 6 Overview of Image Analysis System 

(5) 결정 구조 

분쇄도중 발생하는 분쇄산물의 결정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 

을 행하였다.x선 회절장치 (X -Ray Diffractometer)는 독일 Phillips사의 X’pert 

MPD형을 이용하였다. 실험의 측정조건은 40kV-25mA로 하였다. 

분쇄 산물 분말의 X 선 회절 분석을 행하여 분쇄시간에 따른 층간거리와 결정구 

조의 변화를 일으킨 양 즉， XRD 무정형화도의 양상을 표현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X선 회절분석의 내부 표준시료는 탄산 칼슐분말을 사용하였다.X선 회절선의 

강도는 결정질 상태의 양에 비례하며 ， 올버그(s. M. Ohlberg)등은 석영과 비정질 

실리카를 갖고 실험적으로 이를 입증하였다. 즉， 시료물질의 회절피크 강도(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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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강도)와 표준물질의 회절피크 강도와의 비 h을 측정하고， 시료와 동일한 물질로 

서 결정성이 잘 발달한 시료의 피크강도비를 IrO라 하면 h과 IrO의 비 If는 결정성의 

척도가 되며， 결정구조의 변화를 일으킨 부분 즉， 무정형화된 부분의 부피 백분율 

Va는 

Va(vol.%) = 100(1-Ir/Iro) = 100(1-If) (4- 11) 

와 같이 정의되며， 이때의 값을 XRD 무정형화율이라 부른다. 

(6) 표면 전위 

분쇄산물의 액중 표면전위의 변화는 Zeta-meter사의 Zeta-meter, system 3.0을 

사용해 제타전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견운모 입자의 분쇄시간에 따른 첨가 조 

제의 종류에 의한 표면전위 변화를 알아보았다. 각각의 분쇄 시간별 분쇄 산물들은 

침강법을 이용하여 3μm이하의 입자만 회수한 후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이때 용매 

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현탁액의 입자농도는 0.02wt%로 동일하게 실험을 행하 

였다. 또한 용매의 pH는 염산 1M 용액과 수산화나트륨 1M 용액을 이용해 조절하 

였다. 또한 제타전위의 측정은 시료 한 개당 각각 10회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값을 취하여 도표에 도시하였다. 그리고 셀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여러번 세척하여 

셀 내의 이물질과 기포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험을 행하였다. 

3. 흡착실험방법 

가. 운모의 표면개질 질험 방법 

(1) 실험가구 

본 실험에서의 중화침전반웅장치로는 1 Q 짜리 3구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용도 조절( 

::!: 2-3 0C) 이 가능한 Water bath를 이용하였으며， 교반속도는 예비실험 결과 100rpm이 

적절하여 디지털 교반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중화침전법에서의 염기촉매 Seed투입 

시의 용액온도는 Seed생성 및 숙성에 적합한 9()"C로 처리 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용액 

pH값은 이산화티탄 및 백운모의 동전점(IEP)값이 각각 4-5 및 1 (Table 4-1) 및 제타전 

위 측정시의 각 입자의 활성도가 높은 pH값인 3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시료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RD, SEM을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표면개질상 

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화상분석장치 및 EDAX값을 측정하여 표면개질상태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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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질 질험 순서 

둥온 흡착선을 작성하기 위해 기구류와 흡착물 및 모제를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기구류 

항온조， 교반기， 마개 달린 플라스크， 여과기， 분쇄기 및 체 분리기 

2) 작성순서 

Table 4-1 Isoelectric Points of Oxides 

Material Norninal Comφsition 
Muscovite KAhShOll . HzO 
Qu하tz SiOz 
Delta manganese oxide MnOz 
Soda lime silica glass l.00NazO . O.58CaO .3.70SiOz 
Albite NazO . AlzÛ3 • 6SiOz 
Orthoclase &0 . AlzÛ3 • 6SiOz 
Silica (amorphous) SiOz 
Zirconia Z야2 

Rutile TiOz 
Tin Oxide SnOz 
Apatite lOCaO.6POz . 2많O 
Zircon SiOz . ZIDz 
Anatase TiOz 
Magnetite Fc:경04 

Hematite aF，영û3 

goethite FeOOH 
Gamma iron oxide r FezÛ3 
Kaolin (edges) AlzÛ3 • SiOz . 2HzO 
Chrornium oxide aCrzÛ3 
M버lite 3AlzÛ3 • 2Siα 
Gamma alurnina r AlzÛ3 
Alpha alurnina a AlzÛ3 
Alurnina(Bayer process) AlzÛ3 
Zinc oxide ZnOz 
Copper oxide CuO 
Barium carbonate BaC(객 

yttria YzÛ3 
Lanthanum oxide LazÛ3 
Silver oxide AgzÜ 
magnesium Oxide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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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1 
2 
2 

2-3 
2 

3-5 
3-4 
4-5 
4-5 
4-7 
4-6 
5-6 
6 

6-7 
6-9 
6-7 
6-7 
6-7 
6-7 
7-8 
7-9 

9-9.5 
7-9.5 

9 
9 

10-11 
11 

10-12 
11-12 
12-13 



@홉착모재 시료 

분말 흡착제는 그대로 입상 홉착제는 325rnesh정도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홉착제 재질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 조건을 입자표면에의 분석 

이 용이한 모재인 운모의 입자 평균 2-3rnrn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105-110 0C에서 

3시간 건조하여 평량한다. 이것은 단시간에 흡착평형에 도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시험액 

피처리액에 대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표준액을 쓰는 일이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 피 

처리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실험에서는 Ti(OH)4 용액을 직 

접 rnol비에 따라 변화시켜가면서， 예비실험을 실행하였다. 다만 표준액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pH, 불순물 및 피흡착질의 농도를 조정하고 되도록 실제 사용목적에 맞는 액을 조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흡착시험제 첨가량 

흡착제의 평량은 건조하지 않은 채 1rng까지 무게를 측정하고 계속해서 수분을 측정 

하여 미건조중량과 건조중량 환산량을 구한다. 표면 흡착에서의 웅용시 활성탄의 경우 

에는 pprn단위의 것이 많으며， 피흡착질의 농도비는 0.05-5 범위에서 한다. 이에 본 실 

험에서는 흡착제 운모의 평량을 각 실험조건마다 2g씩 채취하여， 이를 표면활성도를 높 

이기 위하여 염처리를 시행 후 표면 불순물 제거 및 표면 활성도를 높여주었다. 

@ 홉착모제와 시험제의 접촉 

흡착모제와 시험제와의 접촉은 홉착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흡착시험제가 수중에 현닥 

되도록 교반한다. 일반적인 무기물 중화 흡착 반응에서는 표면 흡착의 경우 흡착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1-2시간이 소요된다. 

본 방법을 적용한 실험에서는 약 15-75분간의 표면흡착 현상이 균일한 부착상태를 나 

타내었으며， 이때의 각 시간대별로의 흡착 양상을 SEM상 및 화상영상처리 방법으로 해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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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 분리조작 

여과 분리조작은 홉착제의 미립자를 여과하여 투명한 액을 얻어 여액 또는 분리액을 

곧바로 분석한다. 미립자 분리에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흡착제가 부상 

하는 경우에는 m피i pore filter둥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실험을 위하여 제시될 수 있 

으나 본 실험에서의 시험액상의 잔유물의 제거를위하여 rnicro pore filter를 선택하여 여 

과분리 조작을 행하였다. 

@ 이산화 티탄 흡착에의 둥온 홉착선 

1종의 흡착제에 대하여 홉착제의 양 또는 피흡착질 농도를 변수로 하여 적어도 사점 

(4가지) 이상을 얻어 퉁온홉착선을 작성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홉착동온식은 5 

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의 흡착양상에는 Freundich식을 변형한 

Gauy-chapman 홉착둥온식을 적용시켜 무기물 중화융착방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후에 실험결과 및 고찰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냐. 견운모의 표면개질 질험 방법 

(1) 시약류 

견운모 모입자의 표면에 자입자언 이산화티탄을 사용하여 견운모의 분체 물성 변 

화를 실험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식 피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입도비는 10:1 이상 

의 입도비를 갖는 분체계라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미국 Dupont사 제품 

R902급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입도비를 나타내는 모입자 자 

입자간 약 20:1의 입도비를 가짐을 볼 수있다. 

(2) 질험장치 

본 실험에서는 1차로 표면개질 건식 예비실험에서 사용한 모입자， 자입자간의 2 

성분계 혼합을 수행할수 있는 일본 덕수공작소 제작한， Theta Composer를 사용하 

여 표면개질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theta Composer는 다음 Fig 4.7. 의 개략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타원형의 내부공간을 가진 회전용기내에 역시 같은 모양의 타원형 로터가 회전을 

반대방향으로 수행하면서 2성분계의 혼합을 실시하고 이때 용기 및 rotor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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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mm)로 분체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강한 전단력에 의한 표면개질 효과를 나타내 

는 기계이다. 

VW41 

I~) fb\ ‘e) 
Fig. 4-7 The Mechenica1 Mechanism of Mixing Condition 

다. 홉착특생 

(1) 시료특생 

표면개질을 위하여 사용된 운모는 유천산 견운모(sericite)를 정제한 것으로， 표면 

이 견사광택을 갖는 미세한 입자로 된 백운모족(muscovite)의 광물로서 화학식은 

K생i4(~i~12)()20(()1I)4 이 며 , 화학조성 은 Table 4-2와 같다. 

Table 4-2 Chemica1 composition of the sericite.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48.48 32.15 1.27 0.86 1.50 9.47 

NazO TiOz MnO PZ05 Ig. loss 

0.37 0.35 0.042 0.043 5.3 

운모입자에의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는 현탁중합법을 이용하여 행하였으며， 중합 

을 위 하여 사용된 모노머 는 Methyl methacrylate(MMA)로서 화학식 은 C1I2=C(C!-h) 

(COOC1I3) 이 다. 

hαilA의 중합에는 2종류의 중합개시제가 사용되었다. 또한 사용된 개시제는각각 

과황산칼륨(Potassium peroxodisulfate, K2~20s)과 아황산수소나트륨(~odium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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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ite, NaHS03)이며， 이것들로 개시제의 종류에 따른 중합상태를 관찰하고자 하였 

다. 또한， 운모입자의 표면을 계면활성제로 표변처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PMMA중합상태를 비교하였으며， 여기서 운모업자의 표면처리에 사용된 계면활성제 

는 LAURYL SULF A TE (SDS : soclium dodecyl sulfate, ClzH2504SNa) 이 다. 

(2) 중합질험 특성 

반응기는 Fig.4-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구Flask를 사용하였으며， 반응기에는 

각각 교반기와 냉각기 및 옹도계를 장치하였으며， 항옹조 내에서 반웅온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중합실험은 용량500ml의 사구플라스크에 먼저 200ml의 증 

류수와 20g의 운모분(Mica)을 넣고 20 0C 에서 일정한 회전속도(600rpm)로 교반하면 

서 소정량의 모노머(MMA)를 투입함으로써 모노머가 용액중에 잘 분산되어 현탁되 

도록 하였다.1\ααA가 충분히 현탁되었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소정량의 개시제를 투 

입하여 중합반응을 개시토록 하였다. 여기서 반응온도는 60 0C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반응시간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충분히 반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3시간 동안 

지속시킨 후 반응을 종료하였다. 한편， 운모입자를 계면활성제로 표면처리한 후 중 

합반응을 행한 경우는， 먼저 증류수 200뼈에 운모분 20g과 계면활성제를 투입하여 

20 0C 에서 600rpm으로 1시간 동안 교반함으로써 운모입자의 표면에 계면활성제 처 

리를 행한 후， 앞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MMA투입하여 분산하고 여기에 개 

시제를 첨가하여 반응옹도를 60 0C로 유지하면서 3시간 동안 중합반응을 진행시켰다. 

중합반웅을 끝낸 시료는 시료중에 남아있는 미반응 MMA를 Methanol에 용해시 

켜 제거하기 위하여 Methanol로 3회 세척한 후 현탁액을 여과 · 분리하였으며， 분리 

한 운모분을 데시케이터 내에서 12시간 동안 진공건조하여 PMMA에 의한 운모입 

자의 마이크로캡슐화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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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m 

Fig. 4- 8 Skeletons of reactor. 

(l) .f-necl: F1 •• k 
(2)Sep.rotory funnel 
(J)Thermometer 
l찌Conde’"Iser 
(5JHe빠I 

(6)야rrer 

(7)Thermo8tot 

Fig. 4-9는 앞에서 설명한 중합실험의 방법 및 순서를 정리하여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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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Flow charts of the experimental methods. 

본 실험에서는 현탁중합시 운모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에 미치는 중합조건의 영향 

을 고찰하기 위하여， 모노머 (MMA)의 첨가량， 개시제의 종류 및 첨가량， 계면활성 

제에 의한 운모입자의 표면처리의 유무 동을 실험변수로 채택하여 중합실험을 행하 

였으며， 각 실험의 실험조건을 Table 4-3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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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Experimental conditions of suspension polymerization. 

Sample Monomer lnitiator 
No. (mol) (mol) 

1 0.02 
2 0.04 
3 0.06 
4 0.08 
5 0.02 
6 0.04 K2S20 8 
7 0.06 
8 0.02 
9 0.04 
10 0.06 
11 0.08 
12 0.02 
13 0.04 
14 0.06 
15 0.08 

NaHS03 
16 0.02 
17 0.04 
18 0.06 
19 0.08 

4. 미분쇄 산물 특성에 관한 고찰 

가. 업자 형상 

Surfactant 
Notation (mol) 

0.0002 
0.004 
0.004 
0.004 
0.004 K2SzÜ8 : 
0.008 FW=270.31 
0.012 
0.004 
0.004 SDS NaHS03 : 

0.004 0.00ü2 FW=I04.06 
0.004 
0.004 SDS: 
0.004 
0.004 FW=잃8.4 

0.004 
0.004 
0.004 SDS 
0.004 0.00ü2 
0.004 

견운모 시료의 기능성재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단독 분쇄 및 조제 첨가에 의한 분쇄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단력 및 구섬력에 의한 분쇄 산물제조에 있어서 실험 조건 시간 

대별로 산물을 취득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한 입자형상을 이미지화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시간은 분쇄 효율이 결정되는 주된 요인으로서 에너지 소모량에 따른 분쇄 산물 

의 에너지 효율을 쉽게 계산하여 볼 수 있는 한가지 척도이다. 분쇄 실험전의 견운모 

입자는 가장자리가 날카롭고 불규칙한 형상을 보이고， 분쇄시간이 진행될수록 분체 입자 

가 미세화되었다. 이때 전단력을 주된 분쇄 요인으로 실시되는 작용에서는 좀더 뚜렷 

한 판상의 성질을 잃지 않는 편평도(Aspect Ratio)가 1에 가까운 구형의 견운모 산물 

을 취득하였으며， 구심력이 주된 작용력인 미분쇄 산물에서는 구심력의 작용에 의한 

분쇄에 의하여 미세화된 입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흐른 후， 미립자간에 강하게 응집현 

상을 나타내며， 웅집 · 압축에 의하여 좀더 미세화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10-12는 각 산물에 대한 분쇄 시간별 입자 형상이 변하는 것을 보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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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체의 시간에 따른 분쇄 산물의 분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만능 분말측정기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보이는 분쇄 산불은 특 

성상 빠른 시간 내에 미분쇄화된 이후에 입자간의 강한 응집현상을 일으키어 구형 

의 담체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만능 분체측정기에 의한 분석에서 취득된 자료는 오 

차의 범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응집산물에 대한 일차적 

으로 대단위 응집현상을 증명하기 위한 기초 실험으로 대단위 분산성에 따른 입자 

의 형상 변화를 이미지를 이용한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슬라이드 그라 

스를 이용한 인위적인 랩핑에 의한 분산도 형상분석으로 분말의 퍼짐성에 의한 분 

산현상을 조사하였다. 먼저 상온에서의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스라이드 그라스위에 

홀더로 안착시키고 각 분쇄시간별로 산물을 채집하여 탬핑을 실시하여 산물의 퍼짐 

성을 측정하여 이미지 화상에 의한 분석을 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응집산물의 

해쇄 실험을 실시하기 전의 전단계로서 Sonicator로의 해쇄 시간별 입자의 최대 해 

쇄능 실험 시에 해쇄시간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코자 함이었다. 본 실험의 결 

과 견운모 단일 분쇄의 경우 및 LiN03를 첨가 시의 퍼짐성에서 비교적 관찰이 용 

이하였고， 그 밖의 이산화티탄 첨가 조제를 집어넣었을 시의 랩핑 퍼짐성에 대 한 

이미지 관찰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Fig .4- 10 Image of Sericite + LiN03 taken by Image Analyzer 

(magnification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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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1 Image of Sericite+TiOz taken by Image Analyzer 

(magnification = 150) 

Fig. 4- 12 Image of Sericite+Zirconia taken by Image 

Analyzer(magnification = 150) 

상기의 실험결과， 견운모 단일분체 및 LiN03를 넣어 분쇄실험한 분체의 일반적인 

랩핑에 의한 퍼짐성은 이산화티탄을 조제로 사용한 분체보다도 더 좋은 퍼짐성을 보 

여 주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실험을 행한 Sonicator를 이용한 해쇄실험에서， 분체의 

해쇄 실험시 견운모 원광 분체 및 LiN03를 이용한 미분체산물의 해쇄는 해쇄력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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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다는 증거를 보였으며， 이는 강한 웅집력에 의한 응집입자가 크게 형성됨을 증명 

하는 것이고， 분쇄조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Fig.4-13-

15는 높은 전단력에 의한 견운모 광물의 면리현상을 기능성재료에 사용되는 박리효 

과의 증대에 웅용하고자 하는 실험이다. 본 실험에서의 박리효과， 즉 견운모의 성질을 

잃지 않고 견운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 벽개성을 이용하기 위해 전단력을 가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의 원광석의 모서리 부분은 전처리단계의 분쇄 

력에 의하여 상당히 불안정한 또는 각이 지어진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 

단력에 의한 박리 분쇄 실험 결과 본 산물의 편평도가 l에 가까워가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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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b) 5 min 

(c) 30 min 

Fig. 4- 13 SEM Photomicrographs of Sericite added LiN03 particles ground 

by Theta - com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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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b) 5 min 

(c) 30 min 

Fig. 4- 14 SEM Photomicrographs of Sericite added Titania and Zirconia 

beads (1mm) ground by Theta- com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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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b) 30 min 

(c) 90 min 

Fig. 4- 15 SEM Photomicrographs of Sericite added Zirconia beadsC1mm} 

ground by Theta - com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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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사용한 Theta -composer는 전단력의 세기를 높이기 위하여 용기의 

회전과 로터의 회전을 서로 역방향으로 진행시킨다. 이때 유격의 조정 및 분산매체 

의 도움으로 실험에 필요한 전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분산매체로 

염류와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여， 전단력이 일어날 때의 단단한 압축전단 및 부드러 

운 압축전단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Fig.4-13-1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단 

단한 압축전단력 및 부드러운 압축전단력을 주었을 시 공히 산출되는 산물의 편평 

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박리산물의 크기에서는 단단한 양축전단력을 주어진 

쪽의 산물이 상당히 미세박리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냐. 밀도 빛 바표면적 변화 

다음 그림은 분쇄시간에 따른 유성밀과 theta composer내 분쇄 산물의 평균입도 

(&0)를 나타낸 것이다. 분쇄시간 10분에서의 평균입도는 각각 2.02μrn ， 3.6μm로 나타났 

으며， 이는 전단력을 주로 하는 분쇄기는 강력한 전단력에 의한 표면 물성개질이 주로 

되어지며， 구심력을 주로 하는 분쇄기는 미분쇄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심력을 주로 하는 유성밀에서의 분쇄 산물은 20분에서 30분이 경과한 후 

분쇄산물의 평균입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분쇄산물의 분쇄가 경과 

함에 따라 밀내의 미립자에 강한 응집력이 형성되어 응집체를 만드는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그림의 주사현미경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분쇄 시간이 20분이 경과함에 따라 입도분포는 이중 분할형태를 보이다가 장시간 

분쇄가 계속될수록 미분영역에서 조분영역으로 입도 분율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Table 4- 4 및 Fig.4-16-17은 분쇄산물의 비표면적 및 밀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분쇄시간에 따라 비표면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입자의 크기는 점 

점 커가는 양상이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분쇄물의 비표면적이 증가하면， 입도 

가 작아진다는 정설에 위반되는 물리적 성질과 반대되는 측정결과이다. 그러나 앞에 

서도 언급되었듯이， 구심력에 의한 입자의 분쇄시 입자들의 강한 응집력에 의한 현상 

은 장시간 분쇄함에 따라 초미립의 일차입자가 생성됨과 동시에 생성된 일차입자는 

표면이 크게 확대되며 나타난다. 확대된 분말의 표면에너지는 상당히 증가하여， 입자 

간 강한 인력에 의하여 강한 응집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표면적은 증가하고 입도는 

커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관한 검토는 다음 절에서 응집의 해쇄실험을 통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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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Specific Surface Area and it’s Density during grinding time 

LiN03 LiNÜ3 TiOz Ti02 

(비표면적 ， m2jg) (밀도， g/cc) (비표면적 ，m2jg) (밀도， g/cc) 

2 min 4.314771 2.0936 18.442693 2.9105 

8 min 3.271795 2.0247 17.474657 3.6464 

32 min 5.462798 1.9466 20.130602 2.9395 

128 min 8.548394 1.9428 20.614166 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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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6 Specific Surface Area and Density variation and trend of Sericite 

and LiN03 during grin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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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1 Specific Surface Area and Density variation and trend of 

Sericite and Ti02 during grin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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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도 분포 특생 

Fig.4-18-19는 견운모의 단독 분쇄 및 각각의 다른 염류의 조제를 첨가 했을 시 

분쇄 시간에 따른 분쇄산물의 입도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독 분쇄와 LiN03 

01 
^ 두 종류의 Ti02를 첨가했을 때 전단력을 바탕으로 하는 분쇄에서는， Fig. 4-18의 

견운모의 단독 분쇄시 대개 10분의 시간이 흐른 ‘후부터 입도의 감소가 크게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분쇄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도리어 분쇄 산물의 입자경은 늘어 

나는 것으로 실험에서 나타났다. 구심력을 바탕으로 하는 분쇄에서는 약 10분의 분쇄 

시간이 경과됨으로 하여 일단의 높은 분쇄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분쇄 시간이 20분이 

경과함에 따라 입도분포는 이중 분할형태를 보이다가 장시간 분쇄가 계속될수록 미분 

영역에서 조분영역으로 입도 분율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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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Particle size analysis (Dso) and it ’s trend of ground Sericite 

mixed TiOz(DP) using planetary mill 

염류 조제를 첨가한 영향에서는 실험치인 분쇄시간 36분까지는 계속적인 입자 크기 

의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분쇄시간 약 80분부터는 강력한 웅집력에 의한 입자의 응집 

현상과 더불어 입도의 증가추이를 엿볼 수 있었다. 다음 Fig 4-20, 4-21는 자외선 차 

단 등의 기능성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산화티탄을 이용한 첨가조제로의 활용성 

을 검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입도감소 현상을 나타 

냄을 확인하였고， 조제 단일입자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첨가제 및 첨가 조제 개체의 

굳기가 세면 업자의 분쇄시 운모입자에의 표면 개질현상이 동시에 발달되어 복합업자 

를 생성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 Fig.4-24에서 주사현 

미경 사진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의 Figs. 4-19-4-2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두 산물의 분쇄 현상은 약 10분간의 분쇄시간 적용시 상당한 분쇄율인 약 80%의 효 

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분쇄 32분을 기점으로 웅집이 시작되며 복합입자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의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견운모 · 운모 산물의 분쇄에서 

delamination를 하기 위한 분쇄시에는 약간의 염류의 조제를 첨가한 분쇄산물의 획득 

이 경제성을 갖음을 알 수 있으며 2차년도 및 3차년도에서 실시한 견운모 · 운모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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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밀화학용으로의 적용을 위한 복합입자형성에서 기능성 재료의 성질을 지니는 자 

입자를 분쇄 매질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5. Nanosize 복합 입자 산물의 제조 및 평가 

가. 초미 렵화 조렵복합화 질험 

유성밀을 사용하여 견운모를 건식으로 분쇄하였다. 분쇄조제로 염류 및 이산화티탄 

을 사용하였으며 분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분쇄 시 수반되 

는 원료의 메카노케미칼 효과의 정량적 평가와 이를 통한 해석을 이용하여 초미립화 

나노사이즈 복합업자 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분쇄 산물의 입도측정 결과， 분쇄산 

물의 평균입도는 유성밀의 특성상 매우 빠른 미립화로의 입도감소 현상을 보였다. 한 

편 비표면적도 첨가된 조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분쇄산물의 

X선 회절분석결과， 분쇄 원료의 무정형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각 결정면의 무정형화 

를 비교한 결과， 분쇄는 2차원적인 면내 분쇄가 아닌 층간 분쇄가 주로 일어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이 각종 조제를 사용하여 건식 화학분쇄를 행하였을 경우 

견운모 단독분쇄의 경우보다 적은 분쇄 에너지를 투입하여 큰 비표면적을 갖는 분쇄 

산물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다음 그림은 분쇄 시간별 분쇄 입자의 분쇄 형상을 보 

여 주는 주사현미경 사진으로서 약 10분이 경과 후부터는 입자가 2-3μm으로 초미립 

화되며， 30분 경과 후부터는 초미립입자의 웅집현상에 의한 조립 복합화 되고 전단압 

축력이 작용 초미분체인 0.2-0.5μm산물의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립 

산물의 나노사이즈로의 입도 분석은 웅집현상 규명에 따른 해쇄 가진 실험을 통하여 

다음 장에 서 확인하였다(Fig 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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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b) 4 min 

(c) 8 min (d) 32 min 

(e) 128 min (e-1) 128 min 

Fig. 5- 22 SEM photomicrographs of varing grinding time of Sericite by 

Planetary ball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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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b) 4 min 

(c) 8 min (d) 32 min 

(e) 128 min (e-1) 128 min 

Fig. 5- 23 SEM photomicrographs of varing grinding time of Sericite 

added LiN03 by Planetary ball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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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b) 2 min 

(c) 4 min (d) 8 min 

(e) 32 min (f) 128 min 

Fig. 5- 24 SEM photomicrographs of varing grinding time of Sericite 

added Titania by Planetary ba11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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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해쇄 설험 

앞에서 실시한 미분쇄 산물의 분쇄 산물 입도변화 및 비표면적 측정 동으로부터 분 

쇄시간에 따른 분쇄 산물의 평균입도 dso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분쇄시간 10분에 

서의 평균입도는 각각 2.02 -3.6μm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심력을 주로 하는 분쇄기의 

분쇄력에 의한 표면 물성개질 및 미분쇄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쇄 장치인 유성밀에서의 분쇄 산물은 20분이 경과한 후 분쇄산물의 

평균입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분쇄산물이 경과함에 따라 밀내의 

미립자가 강한 응집력를 형성한다는 현상은 앞서 언급하였다. 단독 분쇄와 LiN03 및 

두 종류의 Ti02를 첨가했을 때 전단력을 바탕으로 하는 분쇄에서는 128분 이후에도 

입도의 감소가 크게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심력을 바탕으로 하는 분쇄에 

서는 약 10분의 분쇄시간이 경과됨으로 하여 일단의 높은 분쇄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분쇄 시간이 20분이 경과함에 따라 입도분포는 이중 분할형태를 보이다가 장시간 분 

쇄가 계속될수록 미분영역에서 조분영역으로 입도 분율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체의 응집체 형성 현상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응집체 해쇄실 

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아직까지 모든 분체산물의 특성 규명에는 경험적， 실험적 

으로 공인은 안되었지만， 일본 분체 협의회 및 한국 생산기술연구소의 전자재료 분체 

산물의 특성연구에서 연구된 방법을 인용하여， 무기물 분체의 응집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에는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유발에 의한 해쇄 후 가진실험을 약 5분간 실 

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재료 특성상 우리의 실험은 가진시간 변화에 따른 해쇄능 특성 

을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분산매 와 분산제는 공히 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 

용하였고， 이에 따른 실험조건은 출력 300W 규모의 가진실험기를 사용하여 가진시간 

변화에 따른 해쇄능을 측정하였다. 다음 Table 4 - 5 및 4-6은 일본 및 한국 측에서 

제시한 실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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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5 JFCC draft for particle size distribution measurement of 

Particles 

JFCC draft 

시료 전처리 
。 유발을 이용하여 분쇄 수분간 강하게 분쇄하며， 이를 5회 반복하 

여 실시 

。 분산매 : 증류수 

。 분산제 Sodium Hexametaphosphate 
고Hr 산 - 0.025Wt% 제 조 

。 시료 분산 

-분산액 200m-e + 시 료 O.4gr 

。 초음파 조사 :5분 

가진 조건 (초음파 발진기의 경우 :3분) 

- 출력 300W이하 사용 

Table 4- 6 KAITECH draft for particle size distribution measurement of 

Particles 

KAITECH draft 

시료 전처리 

。 분산매 : 증류수 

。 분산제 Sodium Phosphate dibasic 

분 산 
Sodium Pyrophosphate 

- 0.1 Wt% 제조 
。 시료 분산 

-분산액 20ûm-e + 시 료 O.lgr 
。 초음파 조사 :5분 

가진조건 (초음파 발진기의 경우 :3분) 

- 출력 15W이하 사용 

본 실험의 절차로는 우선 이온 제거기 (Deioruzer)를 통과한 증류수에 분산제를 충분 

히 용해시킨 후 이 분산액 200cc에 O.05gr의 측정분말을 넣고， 초음파 발진기에 의하 

여 조건 시간별로 해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방법은 Table 4-5, 4-6과 같이 

]FCC draft 와 KAITECH draft를 참고로 이 용하고， 본 실 험 에 서 의 유발의 해 쇄 효과 

및 가진실험에 따른 해쇄력을 분쇄 시간에 따른 평균 입도변화에 따른 해쇄실험 결과 

및 가진 실험에 따른 입도의 평균 입자 변화 처리를 시행한 결과 양상을 플롯한 것은 

다음 Fig 4-25-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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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25 The variation and trend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D50) after 

ultrasonigator treatment (Seri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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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The variation and trend of particle size disσibution (D50)after 

ultrasonigator treatment (Sericite + L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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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27 The variation and trend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after 

ultrasonicator treatment (Sericite + Ti02(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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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28 The variation and trend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D50) after 

ultrasonigator treatment (Sericite + TiOz(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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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결과에서 보듯이 앞에서의 입도 분석에 의한 결과 및 비표면적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비중의 변화 둥에 의한 견운모 · 운모의 이차입자로의 표면 개질 시의 뒤따 

르는 판상의 성질을 살리며， 첨가되는 조제의 특성을 살린 실험에서 각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을 유지하면서 복합입자 형성 및 그에 따른 물성검토를 하였다.20분까지는 

별다른 가진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나.50분 이후부터의 입자 반경 감소형상은 두드러 

졌으며， 이는 강력한 구심력에 의한 입자의 분쇄시 표면에너지의 증가에 의한 입자들 

이 강력히 웅집됨을 말하며， 가진 시간이 150분을 경과했을 시에는 일련의 입자들의 

해쇄 형상이 고정됨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웅집체의 현상은 다음의 주사현미경 사 

진에서도 확인되었다. 

다. 재타전위 변화 질험 

다음 Fig 4-29-33은 견운모 원광 및 조제 첨가제를 첨가하여 분쇄 시간대별 분쇄 

산물의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의 범위는 pH 1부터 10까지를 기준으로 하 

여 염산으로 자동 카운트에 의한 pH를 조정하였으며， 각 측정 단위의 안정화가 실시 

되면 제타전위를 자동으로 측정하였다. 한 지점에서의 측정 회수는 10회를 기본으로 

하여 그 값의 평균을 실측치로 계산하였다. Fig 4-29-33 및 Table 4-7는 견운모 

원광의 비표면적 값 및 제타전위값을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인 운모광물의 동접전의 

양상을 보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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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Zeta potential of experimental materials with pH 

Sericite 

Sericite + 

LiNÜ:3 

(2min) 

Sericite + 

LiNÜ:3 

(l28min) 

Sericite + 

Ti02 

(2min) 

Sericite + 

TiOz 
(l28min) 

pH 

z-전위 

(mV) 

pH 

z-전위 

(mV) 

pH 

z-전위 

(mV) 

pH 

z-전위 

(mV) 

pH 

z-전위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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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The Zeta potential of Sericite raw with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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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_ 4- 30 Zeta potentia1 of Sericite mixed LiN03 with pH(2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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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_ 4- 31 Zeta potentia1 of Sericite + LiN03 (2 min) 

- 235-



2 

0 

깅
 
4 

(>
E)

-
m픈
밍
。
a
·
E
@
N
 

8 

6 

4 

• 

-6 

、
、

I、
\ 

i \ • 
\ 

\ 
\ . \\ . 

\ 
\ 

\ 
\ . \\ 

\ 
\ 
、

、、

e .、_e
Y 

-8 

-1 0 
o 2 6 

pH 

8 10 4 12 

Fig_ 4- 32 Zeta potential of Sericite mixed Ti(h with pH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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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33 The Zeta potential of Sericite mixed Ti02 with pH (12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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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 4-34, 4-35는 각각의 분쇄조제의 시간별 제조 산물에 대한 원광 및 분쇄 

초기 산물 및 본 실험에서 보여준 분쇄시간 128분 산물의 분쇄시간에 따른 제타변위 

를 나타낸 것이다. 분쇄초기에는 분체의 제타변위 양상이 음이온의 영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분쇄 말기 산물은 제타전위 “0"레벨의 선상으로 이동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복합 분말의 경우에도 각각의 이온 농도 변화에 따른 측정 범위와 같은 해석을 

해야 할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나， 이는 추후에 증명코자 하며， 우선 복합입자의 

원광의 성질 및 분산 조제 및 기능성 첨가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가지 산물의 상호 

작용이 서로 반대되는 극성을 취함으로 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복합분말로의 웅집체를 

잘 형성 시켜 주는 하나의 현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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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산성 향상질혐 

정제견운모 또는 백운모를 1차로 회수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식 미립마광 또는 습식미립마광공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Jet-mill 분쇄기와 

습식 Attriction 분쇄기 및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용 Vibrating Mill 등을 사용 

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미립마광된 운모산물의 분급을 위한 실험용으로 원심건식 

분급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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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tion rnill을 이용한 습식분쇄에서는 효과적인 분쇄를 위한 분산슬러리를 제조 

하기 위하여 분산제종류와 양에 따라 슬러리의 점도와 제타포텐셜을 측정하여 적합 

한 분산제를 미리 선정하였다. 

1. 분산제 종류에 따른 분산실험 

가- 실험기기 

실험에 사용한 rnill은 회분식 attrition rnill이었다. 입도 분석은 회절식 입도 측정 

기인 sald2001 (shimadzu社)을 사용하였다. 점도측정은 brookfield점도측정기 UVII 

+를 사용하였다. zeta potential은 auto titrator(mettler社)를 이 용하여 조금씩 산 

(HCl O.lM)과 염기 (NaOH O.1M)로 적정하면서 zetasizer2000(malvemjjtl:)으로 측정 

하였다. 

나. 질험방법 

(1) 슬랴리의 채조 방법 

실험에 사용하기 전 견운모는 건조기에서 60.C로 24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이용 

하였다. 점도 및 zeta potential측정 실험에 사용된 견운모는 attrition rnill로 습식 

grinding을 행하였다. 점도를 측정하기 위한 슬러리의 농도는 20vol%로 하였다. 

grinding조건은 볼충진률 J=0.5였으며 시료충진률 U=O.86이었으며， 700rpm에서 2시 

간동안 밍inding하였다. 이 조건에서 견운모 평균 입도는 dso=O.44μrn， doo=O.77μrn이었다. 

43vol%의 고농도 슬러리를 제조하기 위해 분쇄시간에 따른 입도분포변화를 

Fig .4-36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분산제는 sodium hexametaphosphate이며 

0.8% 첨가하였다. 2시간동안 분쇄를 하였을 때 평균업도 d':J)는 3μm이하가 되었다. 

Fig.4-37은 분쇄시간에 따른 d':J)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d':J)와 시간과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y = kx- n 

y = 평균입도(μrn) ， d':J) 

x = 시 간(rninute) 

(3.1) 

로 표현할 수 있으며 Fig .4-37을 피팅하여 각각 k=10180.29, n=0.63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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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채 농도 결정 질험방법 

각각의 분산제의 종류에 따른 최적 분산제의 양을 알기 위한 기본 실험을 행하였다. 

종류는 4가지를 선 점도측정을 위한 슬러리의 농도는 20vol%로 하였다. 분산제의 

(SC: cìtrate 정 하 였 다. sodium hexametaphosphate(SHP: Na(P03)6) , sodium 

(APA: polyacrylate ammoruum NaOCOCHz(COH)(COONa)CHzCOONa. 2HzO)23), 

[-CHzCH(COzNH4)-]n) , polyacrylic acid(PAA: [-CHzCH(COzNa-]n) 이 며 분산제 는 

농도에 따른 점도와 zeta potential을 측정함으 분산제의 모두 음이온성이다. 4가지 

알아보 농도)를 분산제 좋은 농도(최적 분산제에 대해 가장 분산성이 로서 각각의 

았다. 

(3) 분산성 평가 질험방법 

전단속도 점도는 것이다. 는
 

하
 

처
。
 

츠
 
「점도를 방법은 직접적인 평가하는 분산성을 

그기 전단웅력 (shear stress)을 측정하였으며 (shear rate)를 0-200sec- 1로 바꾸어 

겉보기 점 도(apparent viscosity)를 구하였다. 겉보기 점 도가 가장 낮을 울기로부터 

정의한다. 시간 경과 분산제 농도‘라고 농도를‘최적 슬러리에 첨가된 분산제의 때 

분산안정성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전단력에 의한 슬러리내 입자 에 따른 슬러리의 

웅집상들이 되도록 적게 붕괴되게 하기 위해 전단속도(shear rate)를 1.22sec-1 들의 

(1rpm)의 작은 값으로 고정시킨 후 2시간 동안 점도가 변화하는지를 10초마다 한번 

씩 측정하였다. 

분산제 농도에 변화에 의한 분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표면전위 슬러리의 

농도에 따른 슬러리를 침강시킨 후 상둥 따른 zeta potential을 측정하였다. 분산제 

액을 떠서 zeta potential을 측정하였다. 

2. 분급질험 

입도 범 분급 가능 Alpine Co., Gennan)의 분 급 기 (Air Classification. 공기 건식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분급이 원리는 분급기 내부에서 위는 80-2.5μm이며， 분급의 

분급기는 지그재그 형태로 된 32개의 Channel 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0-18，OOOrpm까 

二그며
J::I 기j 고속으로 회전하는 분급기에 나선형 

고속으로 회전하는 분급훨의 영향을 받아 분급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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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를 통하여 시료를 공급하여 

지 회전 속도의 



부에서 비중 및 입자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해 비중이 높거 

나， 굵은 입자는 분급기의 외부에 모여 굵은 입자 집진병에 떨어지게 된다. 반면 

원심력을 덜 받는 가는 입자는 분급기 내부에 모여 집진 장치의 흡인력에 의해 

Cyclone을 통하여 입자의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분급기 내부가 지그 

재그 형태로 되어 굵은 입자가 외부로 배출시 지그재그 형태의 channel의 굴곡된 

면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입자의 흐름 속도는 갑자기 저하되어 이 입자에 부착되 

어 함께 거동하던 가는 입자가 다시 분리되는 효과가 있어 일종의 정선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 1회의 분급으로서도 매우 우수한 분급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Pilot scale의 Turboplex ultrafine classifier로 사용하였다. 본 분급기 의 분 

급 범위는 80-3.5μm 정도이며， 분급 원리는 분급휠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분급기 내 

부에 부압이 형성되어 Air balance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분급공기 흡입구를 통 

하여 공기가 공급되어 Air balance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나선형 급광기를 통하여 

분쇄산물이 투입되면 흡입되는 분급공기에 의해 가는 업자는 부상하게 되어 분급휠 

을 통하여 배출되게 되는 반면， 분급공기의 흡인력보다 자중의 영향을 더 받게 되 

는 굵은 산물은 자연 낙하하여 집진되는 원리이다. 본 실험기기는 정제견운모의 분 

급에 따른 입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 습식 어트라션멀 미립화 질혐결과 

가- 분산채의 첨가량에 따른 져농도 슬러리의 특성 

(1) Sodium hexametaphosphate 

SHP는 대표적인 분산제로서 흔히 칼곤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약이다. 이 시 

약은 6개의 인산이온들이 고리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 금속산화물(metal oxide) 이나 

OH이용과 강하게 흡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일반 옥사이드광물의 

분산제로 잘 이용된다. SHP는 또한 알루미나 실리케이트 판상광물의 능에 잘 흡착 

하여 판상입자의 능대면 결합을 방해하여 입자들을 분산시킨다. 특히 여러 무기입 

자에 흡착하여 전기적 척력을 증가시키지만 그중에서도 양의 극성을 갖는 입자의 

능에 우선 흡착하여 분산성을 향상시킨다. 견운모 능에 인산염의 흡착은 Fig .4- 38 

과 같은 원리이다. 이렇게 인산염이 흡착한 견운모입자의 zeta potential은 급격히 

음의 값으로 증가하게 되어 정전기적 척력이 증가하게 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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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Structure of phosphate sa1t absorbed on edge of kaolin 

Fig. 4-39는 SHP농도에 대해서 전단속도(shear rate)와 shear stress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SHP농도가 0.8%에서 가장 낮은 점도를 갖는다. 그러냐 1.0%와 그 

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SHP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슬러리의 점도는 감 

소하다가 1%이상의 농도에서는 다시 점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Fig. 4-47 

의 zeta potential( t)결과를 보면 0.8%와 1.0%에서 zeta potenti머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HP의 인산염의 흡착은 다른 무기입자뿐만 아니 

라 견운모입자의 zeta potential 절대값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전기적 척력이 증 

가함으로 슬러리의 분산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40은 전단속 

도(shear rate)를 1.22sec - 1로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견운모 슬러 

리의 점도변화를 알아본 그래프이다. 실험은 다음단계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약 2 

시간 동안 행하였다. SHP 0.2%곡선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도가 점점 상승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SHP 0.2%를 넘는 농도에서 점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점도 값 

을 갖게 된다. 시간증가에 대한 슬러리 안정성 현상은 일정 분산제 농도 이상이면 

즉 0.2%이상 농도이면 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Sodium citrate 

Citrate이온은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같은 양의 극성을 가진 표면에 잘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운모의 능 또한 표면에 알루미늄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능 

표면에 잘 흡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citrate이온은 양극의 능입자 표면에 흡착하여 

표면의 극성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분산조제로 선택하였으며， 점도와 zeta potential 

을 측정하였다. citrate이온은 입자중량으로 0.08%-0.1%사이에서 비교적 점도가 낮 

은 슬러리를 얻을 수 있었다.(Fig. 4-41) 점도는 0.1%함량에서 가장 낮았지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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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보면 0.08%에서 가장 분산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Fig. 4-42) 

하지 만 SHP와 비 교하여 볼 때 sodium citrate는 상당히 빠른 시 간동안에 점 도가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점도상승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불안정하게 

분산된 슬러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간 웅집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zeta potential도 -24--28mV 사이에 분포하는데 SHP에 의한 zeta potential값에 

비해 높은 값이다. zeta potenti외을 SHP와 비교하여 볼 때 점도 및 시간에 대한 점 

도안정성은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citrate이온이 인산염에 비해 능의 

홉착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인산이온에 비해 

citrate이온은 크기가 커서 능에 홉착하는 수량이 인산이온에 비해 적기 때문에 

zeta potential절대값도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citrate이온에 의해 분산된 슬러리는 

분산안정성을 고려할 때 불안정한 분산거동을 보이므로 견운모광물에 적합한 분산 

제로 판단되지 않는다. 

(3) Polyacrylic acid sodium salt 

유기폴리머흡착에 의한 분산의 특징은 정전기적 척력효과가 아닌 입자에 흡착된 

폴리머의 부피 및 폴리머정전기적 척력효과에 의해 슬러리의 분산이 발생한다는 것 

이다. Fig. 4-43에서 보면 Polyacrylic acid(P AA)에 의한 분산실험결과 0.5%에서 

가장 낮은 점도를 가졌다.0.5%이상의 농도에서는 점도가 접점 증가하였다. zeta 

potential결과는 분산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zeta potential값이 계속 감소함을 나타내 

고 있다. 슬러리 분산 최적농도인 0.5%를 넘어서면 점도가 다시 상승함을 즉 응집 

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4-44을 보면 유기폴리머의 최적 홉착량에 도달할 때 

까지 점도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시간에 대한 안정성은 점점 나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폴리머농도증가에 따른 응집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직접적으로 점 

도는 상승하지만 시간에 대한 안정성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Amrnonium polyacrylate 

Ammonium polyacrylate(AP A)는 1.02%에서 가장 낮은 점도를 나타내었다. SHP, 

SC, PAA분산제와 비교할 때 SHP와 더불어 분산효과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 

다. (Fig. 4- 45) Fig. 4-47을 보면 APA또한 polyacrylic acid와 마찬가지로z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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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의 절대값은 상승하나 1.02%이상에서 점도가 상숭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폴리머에 의한 응집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4-46에서 

보다시피 시간에 대한 안정성 역시 PAA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zeta potential역 

시 농도증가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나. 분산채의 첨가량애 따른 고농도 슬러리의 특성 

20vol%에서의 최적분산제의 양이 고농도에서도 최적분산제의 양인지 알기 위하 

여 43vol%에서 SHP의 첨가량에 따른 점도를 측정하였다. 분산제의 첨가농도는 입 

자무게기준 %로 나타내었다. Fig. 4-48과 4-49에서 알 수 있듯이 43vol% 슬러리 

에서도 20vol% 슬러리와 마찬가지로 SHP농도 0.8%에서 가장 낮은 점도를 나타내 

었다. Fig. 4-50은 pH변화에 따른 zeta potential을 SHP농도에 따라 나타내 었다. 

중성범위의 pH에서 SHP 0.8%가 가장 낮은 전위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다. 슬러리에 대한 분산성 비교 평가 

분산제 종류별로 농도에 따른 zeta potential의 변화를 보면 SHP는 zeta potential 

이 급격히 감소하고 1%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한다. SC도 zeta potential의 감소범위 

는 SHP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전체적으로 SHP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 

SHP와 SC에 의한 zeta potential이 최적농도이상에서 다시 상승하는 것은 이온농도 

증가에 의한 이중충의 압축효과라고 사료된다. APA와 PAA의 경우， 슬러리의 분산 

원리가 앞의 SHP와 SC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zeta potential감소(절대값증가)에 

의한 정전기적 척력의 증가효과뿐 아니라 폴리머분자의 견운모 고체 입자로의 흡착 

에 의한 steric 안정성 효과의 작용으로 안정한 분산슬러리가 형성된다. 이들 또한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슬러리의 점도를 감소시키다가 다시 증가시키는 양상을 띤 

다.PAA， APA에 의해 안정화된 슬러리는 zeta potential이 음의 절대값으로 커지는 

것에 상관없이 점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한다. 이러한 점도상승의 원인은 단순 

히 폴리머 증가에 따른 약한 bridging효과나 폴리머가 더 이상 입자에 흡착하지 않 

고 액 중에 머무르는 depletion효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산에 사용되는 폴리머 

는 응집을 발생시킬 만큼 길이가 길지 않으므로，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bridging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depletion에 의한 응집효과라고 사료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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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흡착폴리머들 사이의 영킴과 같은 어떤 상호작용 둥에 의한 점도증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입자에 대한 폴리머의 홉착량이 계속 증가하는지 아닌지를 알아 

사료된다. 분산안정성은 것으로 

AP A > SHP > P AA > SC순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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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습식 표면 개질 질혐 

1. 운모 업자의 표면개질 

본 실험에서 중화침전증착법으로의 표면개질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액에서의 

침전 반응식 및 1차 처리공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Ti(OH)4 + 2뀔o p TiOz + 좌{OH 

Fig. 4- 51 The first treatment of Mica surface by TiOz 

가. 흡착 속도의 측정 

용액중의 피흡착물질을 흡착제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소량의 흡착제를 사용 

하여 빨리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해물질의 흡착은 피흡착물질이 유체 중에서 흡 

착제 입자표면으로 이동한 후에 내부로 확산하게 된다. 즉， 

가 ) 흡착제 표면에 피흡착물질이 이동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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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흡착제 세공내부로의 확산속도 

다 ) 흡착제 내부표면으로의 흡착반웅속도 

가 관계되고 이 속도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를 가진 과정에 의해 전체의 속도가 지배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다 )의 내부표면에서의 흡착반웅 속도는 매우 빨라서 가 ), 나 )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분말 활성탄 같은 미분상의 경우에는 가 )이 흡착속도를 지배하는 

것이 많으므로， 흡착제와 피처리수의 접촉을 좋게 하고 접촉시간을 충분히 두도록 유의 

해야한다. 

나. 미량， 마분 홉착제의 흡착속도 측정 

미량， 미분 흡착제에 의한 한 예인 화분접촉에 있어서 접촉시간이 1시간 이내로 한정 

되는 경우에는 평형흡착의 결과로부터 흡착제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흡착제의 효 

과적인 이용을 고려하면 흡착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흡착속도의 측정을 행 

한다. 

다. 흡착제의 표면의 t -potentia1 측정 

가 ) mortar를 사용하여 시료를 마광한 후 침강법으로 311m이하의 업자를 회수한다. 

나 ) 준비한 시료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0.1%( by weight)의 현탁액을 만든다 

다 ) 상기에서 준비한 현탁액을 적당량 채취하여 서로 다른 기질 농도의 용액에 주입 

한다 

라 ) 위 현탁액을 Zeta-전위 측정용 〔농11에 넣은 후 Zeta-me않r를 사용하여 전기 영동도 

(Electric mobility)및 Zeta-전위를 측정한다. 

마 ) 각각의 실험을 각각의 농도에 대하여 실시한 후 기질농도와 Zeta 전위와의 관 

계를 도표로 작성한다. 

라. 채타전위의 측정에 의한 홉착특성 

중화침전반웅식의 기본은 가수분해에 의한 이산화티탄 입자의 생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금속염 용액에 침전제(염기류)를 첨가하여 금속 수산화물을 침전시키는 방법의 일 

종이다. 즉 균일 침전법은 침전제를 외부로부터 직접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반응(가 

수분해)등에 의하여 용액중에서 침전물을 서서히 생성시키는 반응으로서， 이와 같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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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물은 생성 즉시 소비되어 반웅용액의 농도가 시종 낮은 상태로 유지되며 침전입자 역 

시 서서히 성장함에 따라 불순물의 개재가 어렵고 결합수분이 적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순수하고 체적이 작은 입자침전물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같이 생성되는 입자는 앞에서 

설명한 zeta-potenti머 및 DLVO 이론에 의거하여 모입자와의 흡착에 의한 표면개질을 

일으킴을 나타낸다. 

이산화티탄의 운모면에의 흡착특성을 파악코자 계면영동전이현상(Dynarnic Electrica1 

Phenomena of Surface)를 지배하는 주요물성인 제타전위를 측정했다. 이는 표면의 전기 

적특성과 반대되는 전하를 갖는 저분자이온이 흡착되면， 하전표면은 중화되어서 표면 

전하밀도(0")를 감소시킨다. 

표면 전하밀도와 Gouy-chapmamn의 확산전기이중층 이론을 가정하면 제타전위(0와 

의 관계에서 홉착전후의 제타전위를 측정함으로서 표면전하 밀도 및 흡착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운모 및 이산화티탄과의 제타전위 측정 결과는 Fig. 

4-52 에 나타내었다. 

운모입자와 이산화티탄 입자의 표면전하를 측정한 결과 Fig. 4-52에서 나타났듯이 

pH 3부근에서 운모입자의 표면전하 음전하 및 이산화티탄 표면전하 양전하의 활성도가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며，이분위기에서 가장 활발한 정전기적 홉착작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emple C. Patton동의 등전점 비교표에서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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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2 Measurement of Zeta-poten디al between Ti(h and Mica 

마. 시간에 따른 홉착특성 

증류수 500rnl 수용액 내에 고순도화된 운모 입자를 3gr씩 투여하고， 온도를 90 0C로 

맞추어，수용액의 pH값은 3으로 하여， 교반속도를 100rpm으로 중화침전 반응시 생성입 

자의 표면개질실험하여 초기15분 및 매 30분단위로 개질정도를 관찰하였다. 

각각 15, 45, 75분 동안에 흡착된 운모시료를 채취한 후 고착 및 중화시키기 위하여 2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중화시켰다. 다음 Fig. 4-53-56은 각 시간대별 표면개질 운모의 개 

질상태를 SEM사진 판독으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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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3 SEM Image on the Mica Surface 

Fig. 4-54. SEM lmage on the Modified Mica surface such as 15mi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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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5 SEM Image on the Modified 뻐ca surface such as 45min treatment 

Fig. 4-56 SEM lmage on the Modified Mica surface such as 75min σeatr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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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Fig.4-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15분의 SEM사진 상에서는 초기 입자가 생 

성되어 모재 운모입자에 정전기력 흡착이 이루어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생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다음 사 

진들에서는 이 초기 입자를 핵으로 하여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져나가는 형상 및 Fig. 

4-56에서는 점차 고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실험에서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을 판독하기 위하여 각 시간대별로 흡착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EDAX측정을 실시하여 흡착정도를 일점단위면적당 무게비로 측정하여 생성입자의 크기 

에 따른 흡착면적을 무게비로 환산한 값은 다음 Fig.4-57 및 Table 4-8 에 나타내 

었다. 이는 EDTA의 측정특성을 본 연구의 흡착률로 환산한 값으로서 일정한 거리에서 

분석한 일정 분석치는 같은 표면 단면적에 일정한 영역 안에서 각 구성원소들의 구성비 

가 분석됨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험에 의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시료당 3번 이 

상의 분석을 실행하여 평균값을 환산한 평균 표면개질율이다. 

Fig, 4-57 Image Analysis on the Mica Surface as a function of various time 

differences 

Table 4-8 EDAX Analysis on the Mica Surface as a function of various 

time differences 

Time Average Coating Ratio(wt%) 

15Min 14.24 

45Min 22.82 

75Min 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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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able 4-8에서 보듯이 흡착 후 15분， 45분， 75분 후에 각각 14.24wt%, 

22.82wt%, 55.96wt%의 흡착률을 보였으며 ，이를 Van Bemrnelen의 지수함수식을 보정 

한 Freuncllich식인 용액의 농도와 흡착량과의 관계식에 대입한 결과 같은 양상의 표면 

흡착개질 곡선을 나타내었다. 

X: 흡착량 

X = k . cn c 농축도 

k, n : 상 수 

다음 Fig 5-8.는 Freuncllich식에 제시된 표준흡착계수 곡선 및 본 실험식에서 나타난 흡 

착계수를 넣어 지수함수로 Fitting하여 구한 지수함수 흡착 곡선이다. 

。

G) 
L 

<工

ε 
。

-←」

Q 
L 
。

m 
τ〕
<( 

1000.00 

100.00 -내 

10.00 

• experimentol 

fitting line 

Y pow(X.O.674197). 11.6692 

/ • 

1----'--- -1 
0.00 20.00 40.00 6ζ 00 80.00 100.00 120.00 

Time (min) 

Fig. 4- 58 The experimental results of both physical adsorption and 

chenñsorption by expressed of the exponential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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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Fig. 4-58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부착실험에 따른 실험결과를 토대로 함수적으로 

fitting하였을 시 Freundlich 흡착방정 식과 같은 양상의 흡착경 향을 Fitting할 수 있음으 

로 본 실험에서의 흡착양상은 입자의 전위차에 의한 물리적 흡착인 정전기적 흡착이라 

고 고려할 수 있었으며， 다음 Fig.4-58에서 화상분석 값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검정코 

자 다음과 같은 탈착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4- 59 hnage analysis of both physical adsorption 뻐d chemisorption 

바.탈착실험 

본 실험에서의 흡착효과는 정전기력에 의한 흡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검증키 위하여 Capillary condensation이론에서 주어진 물리적 흡착에서 보여주는 양상 

인 복원력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4-60는 전형적인 물리적 흡착의 복원력곡선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흡착시보다 탈착 시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실험실에서는 약 

간의 국한조건을 표면개질된 운모 표면에 주었다. 이는 표면개질시의 용액의분위기가 

산성이었기에 , 탈착 조건에서는 알칼리 분위기로 실험을 행하였고， 이에 부과하여 마그 

네틱바를 이용하여 교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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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0 A hysteresis loop in physical adsorption 

화상분석 표면 개질상태를 다음 Fig. 4-61는 운모표면개질 입자의 탈착실험 전후의 

표면 표면개질 운모 입자의 장치를 이용하여 형상을 얻었고， Table 4-9는 탈착전 후의 

개질 상태를 화상분석장치를 사용하여 값을 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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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1. Cornpare of Adsorption & Desorption Phenornena on the Mica 

surface using Irnage Ana1ysis Apparatus 

Table 4-9 Measurernent of Coated Area when using Irnage Ana1ysis by 

Laplace Method 

~ Coated Mica 
After Desorption 

Mica 

Total coating Rate 213195 99666 

Percent(%) 100 46 

Desorption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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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ig 4-61 및 Table 4-9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표면개질 후의 개질률을 100으 

로 보았을 때 화상영상 분석에서의 픽셀에 의한 계수면적율을 환산하면 46%의 개질률 

로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54%탈착이 일어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운모표면 

의 표면개질은 정전기력에 의한 흡착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사. 화상분석에 의한 표면개질평가 

Fig. 4-61는 운모입자에 이산화티탄을 표면개질한 시료에 대한 화상분석을 실시하 

여， 앞에서 판독한 SEM-EDAX결과와의 정성적 입자 표면개질률을 비교키 위하여， 화 

상분석에 의한 조건시간별 표면개질을 수치화 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오차의 범위를 최 

대한 줄이기 위하여， 일단의 SEM사진에서 택한 동일한 시료를 화상분석장치에서도 사 

용하였으며， 일정면적자동분석이 아닌 최소단위의 일정한 크기의 표면개질입자 이상을 

계수화하는 일점 지정 counting을 실시하여 표면개질률을 계산한 결과를 다음 Table 

4-10에 나타내 었다. 

Table 4- 10 Measurement of Coated Area of Various Time Differences 

when using hnage Analysis 

꿇편ξ~ 15 min 45 min 75 min 

Total pixel Sum. 68306 99888 202269 

Percent(%) 33.7 49.4 100 

상기 표는 표면개질률의 진행상황을 면적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며， 이의 적정성 

은 본 실험에서 75분 후의 pixel개질값 202269와 앞의 탈착 실험에서의 이상적인 표면개 

질상태의 pixel개질값 213195와는 거의 같은 값을 보이므로， 본 표면개질 실험에서의 75 

분 후의 개질상태는 앞의 흡착 방정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1차 변곡점을 지난 1차 표 

면개질의 안정된 상태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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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운모 표면개절 

가. 개질 시간에 따른 백색도 향상 

실험에서 조제 첨가에 따른 백색도 향상은 표면개질 기초 실험의 웅용분야로서 

정밀화학의 화장품용 복합입자 powder의 제조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이다. 이는 

베이비 파우더 및 파운데이션이나 콤팩트 중에서 각 복합인자 첨가물 및 양을 다음 

Table 4-11과 Table 4-12에 나타내 었다. 

Table 4-11 Inorganic Composition of ßaby Powder 

Inorganic 
Remarks 

Material 

Mica 광택원료 

Serisite 무광택원료 

Talc 투명원료 

Table 4- 12 The Main Inorganic Materials of Cosmetic such as Foundation 

& Compact 

Inorganic 

Material 
wt(%) 

Ti02 20% 

Talc 30% 

Sericite 30% 

Mica 20% 

상기 Table 4-1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화장품 원료에서의 이산화 티탄의 양은 

약 20따%첨가됨을 볼 수 있고， 본 실험에서 20wt%의 이산화티탄 첨가량에 관한 

실험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약 4-5%의 백색도 향상을 보았음을 다음 Fig 4-62에 

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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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62 The trends of whiteness effects of various time ground 

나. 조제첨가량에 따른 백색도 향상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백색도 측정장치는 일제 Kett사에서 제작한 Model C- l 

whiteness meter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백색 표준시편의 표준도를 83으로 정하고， 

제조시료에 대한 비교치로서 백색도값을 나타내는 장비이다. 이에 견운모 시료에 

대한 이산화 티탄의 첨가량에 따른 백색도 측정을 행한 결과는 다음 Table 4-13와 

같다. 

Table 4- 13 The result of whiteness as a function of various adding additives 

Additive( wt%) Additive( wt%) 

(Ti02) 
whiteness 

(Ti02) 
whiteness 

0 86 25 91 

5 87 30 91 

10 88 35 91.5 
15 89 40 92 
2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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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Table 4-13에서 보듯이 원광의 상태에서 조제를 5wt%단위로 첨가했을 시 

각 1씩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조제첨가량 30wt%를 넘게 되면서부터 백색도의 

향상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앞에서 설명한 정밀화학 화장품공업에서의 복합인자 혼합에 근거하고， 경제 

성을 고려하여， 백색도의 효과가 많은 20wt%를 지정하여 표면개질 시간에 따른 백 

색도 효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4-14이다. 

Table 4-14 Whiteness effect of various time ground 

product Whiteness 

Raw materia1 86 

lOmin Milling 90 

20min Milling 90.9 

30min Milling 9l.2 

40min Milling 91 

50min Milling 90.9 

60min Milling 9l.3 

상기표에서 보듯이 표면개질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백색도가 증가하며 20분 표면 

개질할때의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그 후로는 서서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분 까지는 혼련， 혼합에 의한 표면개질로의 급속한 백색도증가를 나타남을 

말하며， 이후의 서서히 증가하는 백색도의 향상은 입자의 세립화에 따른 백색도 증 

가라고 사료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표면계질 시간대별 평균입도 및 입도분 

석을 행한 결과를 다음 Table 4-15에 표시하였다. 다음 Table 4-15는 시간에 따 

른 입자의 크기를 D50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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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5 Size Distribution (D50) of various time ground 

Product Dso(때1) 

Raw materia1 2.80 

lOmin material 1.33 

20min materia1 1.36 

30min material 1.24 

40min material 1.41 

50min material 0.81 

60min material 0.89 

다. 첨가조재 변화에 따른 업자의 표면개질 질험 

표면개질 산물의 첨가조제에 따른 견운모 입자의 물성개질 상태를 주사 현미경 사 

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원소별 구성성분 무게비를 EDAX로 확인하였다. 

이는 개질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행한 평가실험으로 그 분석 결과는 

Table 4-16에 나타내었다. 

Table 4-16 EDAX peak area of elements with operation time 

、T\'im、e\M Cionm Wpto%s”) 、tion、 Al Si K Ti 

10 24.62 46.45 13.62 12.51 

20 24.45 41.48 12.30 19.99 

30 21.98 35.11 11.68 29.75 

40 20.83 35.13 9.51 31.없 

상기 Table 4-16의 이산화티탄 첨가제 변화에 따른 견운모의 표면개질 상태를 보 

면 첨가제 변화량이 증가할수록 개질률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제 첨가량 

이 30wt%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첨가제 첨가에 대한 표면개질 변화량이 급격하게 저 

하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표면부착에서 응용되는 Gauy -chapman의 표면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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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 63 Coating Evaluation of Sericite Surface by 10% Titanium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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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64 Coating Evaluation of Sericite Surface by 20% Titanium using 

SEM & 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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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65 Coating Evaluation of Sericite Surface by 30% Titaniurn using 

SEM & 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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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 66 Coating Evaluation of Sericite Surface by 40% Titanium using 

SEM & EDAX 

상기 4개의 SEM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제의 첨가량에 따라， 본 건식법으로 

시행한 표면개질 상태는 견운모 입자에 들어 붙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광시료 EDAX 분석실험 및 첨가제 

20% 시의 각 개질시간별 표면개질에 따른 개질율을 백색도로 환산하여 보면， 경제 

적으로 빠르고 고른 표면개질 상태를 보인 20분의 개질 산물들을 가지고 비교한 결 

과 다음 Table 4-17과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 278-



Table 4- 17 The compare of surface modificaton between grinding 

time and additive added 

Chemical Composition(wt%) 
Product 

AI Si K Ti 

20min Ground 22.67 39.99 13.75 2l.21 

20% Additive 24.45 4l.48 12.30 19.99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첨가량 및 표면개질 시간에 따른 같은 조건의 서로 다 

른 실험이 같은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heta 

composer를 이용한 견운모 입자에 대한 이산화 티탄의 건식 표면개질은 Ball mill 

을 이용한 표면개질 결과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적절한 개질율을 가진 산물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라고 사료된다. 

다음 Fig. 4-67는 견운모 원광 및 Theta composer를 활용한 20분 표면개질산물의 

SEM사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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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 67. SEM Image Analysis of coated Sericite and Raw Sericite & EDAX 

20% 20분 Seri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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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고착화에 의한 표면개질질험 

1.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운모업자의 표면개질 상태 

가- 개시채의 종류에 따른 영향 

현탁중합에 미치는 중합개시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종류의 개시제를 사용 

하여 중합실험을 행하였다. 여기서 개시제는 과황산칼륨(Potassium peroxodisulfate, 

fuS20S)과 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fite, NaHS03)이 사용되 었다. 

Fig.4-68에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서 각각 K2S20S와 N하-IS03를 개시제로 사용한 

현탁중합실험에서 얻어진 운모분의 FT- 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5의 (b)

(e)가 K2S20S를 개시제로 사용한 경우이고 (f) -(h)가 N라-IS03를 개시제로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Fig. 4-68의 (a)에는 표면개질전 운모의 FT-IR 특성피크도 동시에 

나타내어 개질전의 운모의 스펙트럼과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된 운모의 스 

펙트럼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FT-IR 스펙트럼에서 3000cm- 1부근의 피크가 C-H결합의 신축진동에 의한 것이고 

1740cm-1에서의 피크가 C=O결합에 의한 피크로서 PMMA의 특성피크를 나타낸다. 

따라서 현탁중합 후의 운모분에서 PMMA의 특성피크가 나타나면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개시제로 fuS20S를 사용한 경우(Fig. 4-68의 (b)-(e))가 모노머 

첨가량의 변화 및 개면활성제처리의 유무 둥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 대해서 공히 

PMMA의 특성피크가 잘 나타나 있는 반면에 N라IS03를 개시제로 사용한 경우는 

(h)에서 약한 Pl\α，fA 피크를 관찰할 수 있을 뿐 그외에는 PMMA피크를 거의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운모입자의 고분자 마이크로 캡슐화에 의한 표면개질을 위해서 

는 K2S20S를 개시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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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ca 

(c) i피tiator= K2S208, MMA =O.06mol 

--

(e) initiator=K2S208, MMA=O.06mol,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L ... ___ ._. _______ _ 

(b) initiator=K2S208, MMA=O.04mol 

(d) i띠tiator= K2S208, MMA =O.04mol,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i ~ì 
(f) initiator=NaHS03, MMA=O.O뼈101 ，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g) initiator=NaHS03, MMA=O.06mol, (h) initiator=NaHS03, MMA=O.04mol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Fig. 4 - 68. FT-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 

- 281 -



그런데 현탁중합에서 생성된 PMMA미립자 중에는 운모표변에 흡착되는 것과 일 

부 미흡착된 입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중 미흡착된 입자들은 액 중에 현탁되어 

있을 것이다. FT-IR분석의 경우， 시료의 제작 및 분석방법의 특성상 현탁중합에서 

생성된 PMMA 미립자 중에서 운모표면에 부착하지 않고 현탁액 중에 분산되어 있 

던 것들에 의해 PMMA 특성피크가 ，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FT-IR분석에서 PMMA특성피크를 나타낸 것들이 실제로 운모표면에 마 

이크로캡슐체를 형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4-68과 통일한 시료를 

전자현미경 (SEM)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Fig. 4-69에 실었다. 사진에서 밝게 빛 

나는 조각들은 분쇄 시 생성된 미립자들이며 표면에 부착된 구형의 요철이 중합에 

서 생성된 PMMA입자들이다. 

현미경관찰사진을 보면 FT- IR 분석결과에서 각각 PMMA 특성피크가 나타나 있 

는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시료의 운모표면에 PMMA가 부착되어 마이크로캡슐화 되 

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PMMA 특성피크가 강하게 나타난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시료의 경우가 현미경사진상 PMMA의 부착량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들 결과는 FT- IR 스펙트럼의 PMMA 특성피크의 강도가 운모표면에 부착된 

PMMA의 량， 즉 운모표변에의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의 정도와 상관관계 

가 있으며， FT- IR 분석을 통하여 마이크로캡슐화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상의 FT- IR 분석과 전자현미 경 관찰에서 얻어진 결과로부터， 운모입자의 마이 

크로캡슐화를 위한 현탁중합에서 사용하는 개시제는 과황산칼륨 (Potassium 

peroxodisulfate, K2S20S) 이 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fite, NaHS03)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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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ca 

(c) initiator=K2S208, MMA=O.06mol 

(e) initiator=K2S208, MMA=O.06mol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g) initiator=NaHS03, MMA=O.06mol ,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b) initiator=K2S208, MMA=O.04mol 

(d) initiator=K2S208, MMA=O.04mol ,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에 

(f) initiator=NaHS03, MMA=O.04mol, 
pre- treatment with surfactant 

(h) initiator=NaHS03, MMA=O.04mol 

Fig. 4 - 69 Electromicroscopy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using different kinds of init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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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개시채의 첨가량에 따른 영향 

개시제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중합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모노머와 개시제의 첨 

가비를 각기 달리한 중합실험을 행하였다. 

Fig.4-70은 계면활성제 처리전의 운모입자에 PMMA 마이크로캡슐화를 행한 중 

합실험에서 MMA의 량 O.04mol에 대하여 개시제를 각각 O.OO4mol과 O.OO8mol 첨가 

한 실험에서 얻은 운모분의 FT-IR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70의 (a)와 (b)를 비교해 보면 개시제의 첨가량이 많은 (b)의 경우가 (a) 

의 경우보다 PMMA 특성피크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개시 

제의 첨가량이 많으면 운모표면에 PMMA의 마이크로캡슐화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합반웅에서 개시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중합된 폴리머의 분 

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중합에 필요한 개시제의 양에는 제한이 있 

으나 본 연구의 실험조건 내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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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70 FT -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initiato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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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다. 모노머의 첨가량에 따른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 첨가량에 따른 운모입자에의 있어서， MMA의 현탁중합에 

행하였다. 실험을 상태를 보기 위하여 2가지의 

변화시켜 행한 실험이며， lα1A의 첨가량만을 일정한 개시제의 량에 대해 한가지는 

첨가량을 변화시킴에 따라 개시제의 양도 동시에 변화시컴 또 다른 한가지는 MMA의 

행하였다. 중합실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몰비를 MMA와 개 시 제 의 으로써 

첨 가 량을 O.004mol로 일 개시제로 사용하여 과황산칼륨(K2S20S)을 실험은 전자의 

중합 변화시켜 

실었다. 

첨 가 량을 각각 O.04mol. O.06mol 및 O.08mol로 

운모분의 FT-IR 분석결과를 Fig. 4-71에 얻어진 

두고 MMA의 

하였으며，실험에서 

정하게 

’ 
‘ 
T 
r ·n ·” 
’ ’ 

(a) Experirnental conditions : initiator(K2S20s)=O.004rnol, MMA=O.O값nol 

‘ 
Y , • ” ·” 
’ ’ ’ ·” 
c 
• 

(b) Experirnental conditions : initiator(K2S208)=O.OO4rnol , MMA=O.06rnol 

Fig. 4- 71 FT-IR spectra of rnica rn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rnount of rnonorner added.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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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윌>erimental conditions : initiator(&S2Üs)=O.OO강nol， MMA=O.08mol 

Fig. 4-71 FT-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증가할수록 강하게 나타 특성피크는 MMA의 첨가량이 Fig. 4-71에서 Pl'vα1A의 

증가에 따라 폴리머 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노머 (MMA)의 첨가량의 

(PMMA)입자의 생성이 많아져， 운모표면에 다량의 PMMA입자가 부착하여 마이크 

운모입자의 증가시키면 을
 

랴
。
 

모노머의 것이다. 따라서 시사하는 로캡슐화되었음을 

사실은 동일시료에 대해 전자현미경 있다. 이 마이크로캡슐화가 용이하다고 할 수 

으로 관찰한 결과와도 잘 일치하였다. 

운모입자의 전자현미경 관찰사진을 실었으 얻어진 Fig. 4-72에 동일 실험조건에 

증가에 고찰한 바와같이 hα1A의 첨가량의 

따라 운모표면에 다량의 PMMA입자가 부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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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 사진은 FT-IR 분석결과로부터 



~a) initiator(K2S20g) =O.004mol MMA=O.04mol 

(b) initiator(K2S20g) =O.004mol MMA=O.06mol 

(c) initiator(K2S20g)=O.OO4mol MMA=O.08mol 

Fig. 4- 72 Images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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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노머의 첨가량에 따른 운모입자에의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 상태를 보기 

위한 또 다른 한가지의 실험으로서， MMA의 첨가량의 변화에 따라 개시제의 량을 

변화시켜 MMA와 개시제의 몰비 를 일정하게 한 중합실험의 결과를 각각 Fig. 

4-73-74에 실었다. 

Fig.4-73은 MMA의 양을 O.02mol, O.04mol 및 O.06mol로 증가시킴에 따라 개시 

처11 (K2S20 8) 의 양도 각각 O.OO4mol, O.008mol 및 O.012mol로 증가시 켜 MMA와 개 시 

제의 몰비를 5:1로 하여 중합한 시료의 FT- IR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73은 MMA와 개시제의 동일한 몰비에 대해서도 MMA량이 많은 경우에 

PMMA의 특성피크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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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띠tiator(K2S208)=0.004mol. MMA=O.04mol (MMA:i띠tiator=5:1) 

case of PMMA in microcapsulated by Fig. 4- 73 FT-IR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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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또한， 모노머 (}\.α1A)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운모표면에 다량의 PMMA입 

자가 부착하여 마이크로캡슐화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모노머의 량을 증가시 

키면 운모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가 용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실도 동일시료 

에 대한 전자현미경관찰로써 확인되었으며， Fig. 4-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MA 

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운모표면에 다량의 PMMA압자가 부착되었음을 보여줌으 

로써 FT-IR 분석결과로부터의 고찰 내용과 일치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모노머 

의 첨가량이 중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면， 개시제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모노머 

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다량의 PMMA입자가 형성되어 운모입자에 부착함으로써 마 

이크로캡슐화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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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tor(K2S20 s)=O.004mol , MMA=O.02mol (MMA:initiator=5:1) 

(b) initiator(K2S20 g)=O.008mol, MMA=O.04mol (MMA:initiator=5:1) 

(c) initiator(K2S20g)=O.004mol , MMA=O.04mol (MMA:initiator=5:1) 

Fig. 4- 74 Images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in case of different 

amount of monome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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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모노머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운모표면에 마이크로캡슐화된 PMMA입자 

의 양이 증가함을 밝혔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Fig. 4-75에는 MMA의 

첨가량에 대한 운모입자에 부착된 PMMA의 양의 관계를 도시해 보았다. 그래프의 

횡축은 MMA의 첨가량을 나타내고 종축은 운모표면에 부착한 PMMA의 양을 나 

타낸다. 여기서 운모표면에 부착한 PMMA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앞 절 

의 실험장치 및 방법에서 밝혔듯이 현탁중합을 종료한 시료를 메탄올로 세척 · 여과 

하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하여 미반응 모노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진공 건조한 운모 

시료의 질량을 화학저울로 달고， 이 값에서 처음 반응기에 넣은 운모의 질량(20g)을 

뺀 값을 운모표면에 부착한 PMMA의 량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Fig. 4-75에는 본 절에서 언급한 두 가지 실험방법， 즉 1) 일정한 개시제 

의 량에 대해 MMA의 첨가량만을 변화시켜 행한 실험과 2) MMA의 첨가량을 변 

화시킴에 따라 개시제의 량도 동시에 변화시켜 MMA와 개시제의 몰비를 일정하게 

유지한 중합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운모표면에 부착된 PMMA의 양은 두 가지 실험방법에서 공히 

MMA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줌으로써 앞에서의 FT-IR 분석결과 및 

전자현미경관찰로부터 고찰한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 고찰결과의 타당성 

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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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5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monomer added and the 

amount of PMMA capsulated on the surface of , mÏca. (A solid 

line is the case of the same quantity of i띠tiator added and a 

dotted line is the case of the same mole fraction.) 

라. 운모압자의 계면활성채에 의한 표면처리의 영향 

계면활성제에 의한 표면처리의 유무에 따른 운모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 상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중합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운모분을 계면활성제 LAURYL 

SULF A TE (SDS sodium dodecyl sulfate, ClzH2504SNa)로 표면 처 리 한 후 여 러 

가지 실험조건에서 중합반웅을 행하였다. 

Fig. 4-76과 Fig. 4-77는 모노머의 양을 O.04mol 첨가한 경우에 있어서 운모입 

자 그대로 현탁중합에 사용한 경우와 운모입자를 미리 계면활성제로 표면처리하여 

사용한 경우의 마이크로캡슐화된 상태를 각각 FT- IR 분석결과 및 전자현미경관찰 

결과로부터 비교 고찰하였다. 

또한 Fig. 4-78와 Fig. 4-79에 는 모노머 의 양을 O.08mol첨 가한 경 우의 FT- IR 

분석결과 및 전자현미경 관찰결과를 각각 실었다. 통일 모노머의 첨가량에 대하여 

각각 FT- IR 분석결과를 나타낸 Fig. 4-76과 Fig. 4-78에서 계면활성제처리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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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따른 PMMA 특성피크를 비교해 보면， 계면활성제처리를 한 경우(Fig. 

4-76(a) 및 Fig. 4-78(a))의 PMMA 특성피크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강하게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운모입자를 계면활성제로 표면처리하면 운모입 

자표면의 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가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잘 

형 성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러 한 결과는 Fig. 4-77와 Fig. 4-79에 나타낸 전자현 

미경 관찰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운모의 경우의 사 

진에서 더 많은 PMMA입자가 부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장의 이 

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합반응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계면활성제로 운 

모입자를 표면처리하면 개시제가 운모입자 표면의 계면활성제 층에 먼저 홉착함으 

로써 이곳에 중합장이 형성되어 PMMA입자가 성장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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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conditions non-pretreatment, 

initiator(K2S20s)=0.OO4mol, MMA =0 .04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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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erimental conditions :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initiator(K2S20S) =0.00값nol， MMA=0.04mol 

Fig. 4-76 FT - 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a)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not pretreated 

(b)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pretreated with surfactant(MMA=0.04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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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conditions non- pretreatment, 

initiator(K2S20 s)=O.004mol, MMA=O.04mol 

(b) Experimental conditions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initiator(K2S20 S)=O.004mol, MMA=O.04mol 

Fig. 4 - 77 Electromicroscopy of the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a)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not pretreated and 

(b)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pretreated with surfactant(MMA=O.04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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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1 conditions : non-pretreatment, 

initiator(K2S208)=0.OO4mol, MMA =0.08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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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erimenta1 conditions :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initiator(K2S208) =0.00힘nol， MMA=0.08mol 

Fig. 4-78 FT-IR spectra of mica microcapsulated by Pl\뻐..fA， 

(a)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not pretreated and 

(b)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pretreated with surfactant(MMA=0.08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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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conditions non- pretreatment, 

initiator(K2S208) =0 .004mol , MMA =0.08mol 

(b) Experimental conditions pretreatment with surfactant, 

initiator(K2S20 8) =0 .004mol , MMA =0 .08mol 

Fig. 4- 79 Electromicroscopy of the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a)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not pretreated 

(b)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pretreated with surfactant(MMA=0.08m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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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러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시료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4-80에는 계면활성제처리 운모분과 처리하지 않은 운모분에 있어서 각각 다 

양한 MMA의 첨가량에 대한 운모업자에 부착된 PMMA의 양의 관계를 도시해 보 

았다. Fig. 4-80에서도 운모입자에 부착된 PMMA의 양은 Fig. 4-75에서 같은 방 

법으로 산출되었다.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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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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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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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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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e 하nωnt of monoer ad아Kt[m어] 

Fig. 4-80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monomer added and the 

amount of PMMA capsulated on the surface of mica. (A solid 

line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not pretreated and a dotted 

line is the case that the mica is pretreated with surfactantJ 

그림에서 보면 계면활성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노머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운모 

입자에 부착된 PMMA의 양이 증가함은 모노머의 첨가량에 따른 마이크로캡슐화 

상태의 고찰에서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일 모노머의 첨가량에 대 

하여 계면활성제처리 유무에 따른 부착 PMMA의 양은， Fig. 4-76과 Fig. 4-78의 

FT- IR 분석결과에서 계면활성제처리를 한 경우가 더 많은 PMMA입자가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Fig. 4-80상으로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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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실제 실험에서 조작상 계면활성제 처리 시에는 거품의 발생 등으로 반 

웅기를 넘쳐 나온 입자의 손실이 다소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실험오차로 간주되 

며， 실제로는 계면활성제처리를 한 시료의 경우가 부착 PMMA의 양이 더 많은 것 

으로 판단된다. 

2.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운모의 재료물성 변화 

앞에서 지금까지 운모입자의 표면개질을 위하여 현탁중합법을 이용한 PMMA 마 

이크로캡슐화 실험을 행하여 얻어진 재료에 대해서 FT-IR 스펙트럼분석， 운모입자 

표면의 전자현미경관찰 및 마이크로캡슐화 후의 운모분의 질량변화 등을 통하여 마 

이크로캡슐화 상태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탁중합법을 이용하여 운모입자를 고분 

자 마이크로캡슐화， 즉 표면개질 가능함을 밝혔으며， 또한 양호한 마이크로캡슐체를 

얻기 위한 중합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분체재료의 표면개질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료물성 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능성의 부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모입 

자의 표면개질을 통하여 변화된 재료의 물성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하여 개질된 운모입자의 물성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 분채 흐름특성 의 변화 

분립체상 재료의 흐름성은 분체취급공정의 편의상 대단히 중요한 분체물성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운모업자의 표면개질을 통하여 변화된 분체의 흐름성을 조사하였 

다. 본 실험에서 분체의 흐름성은 ABD분체물성측정기(日本倚井理化學器械)를 사용 

하여 측정한 안식각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안식각이라 함은 일정한 높이에서 분 

체를 평면위에 자유낙하시켜 퇴적된 분체층의 사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되 

며 측정방법에 따라 정지안식각과 유동안식각 및 붕괴각으로 부른다. 본 실험에서 

는 이들 정지안식각， 유동안식각 및 붕괴각을 각각 측정하였다. 

Fig. 4-81에 운모입자에 PMMA중합 시 첨가한 모노머(MMA)의 량에 따른 개질 

운모의 안식각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안식각은 분체의 흐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안식각이 작을수록 분체의 흐름성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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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1 Variations of flowability of the mica microcapsulated by PMMA. 

붕괴각 공허 ql 
7Ç 안식각은 정지안식각， 유동안식각 운모의 개질된 Fig. 4-81에서 

증가할 량이 모노머의 감소하였다. 앞에서 u1-。까‘ E 
'cõ늘T속 양이 중합시 첨가한 모노머의 

마이크로캡슐화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식각이 작을수 운모입자에의 로
 
「수

 
’ 

말하면 보여준 결과를 바꾸어 Fig. 4-81에서 흐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록 분체의 

흐름특성이 개선되었다고 할 운모의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표면개질효과로 인하여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운모 가지 흐름성이 개선된 원인은 여러 수 있다. 분체의 

캡슐화에 소수화(hydrophobic)됨 과 동시 에 

의해 입자의 가장자리가 완곡화된 것이 원인이라 생각되어 진다. 

캡슐화에 의해 PMMA의 표면이 입자의 

나. 분채 수분친화성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 기능성 화장품원료로서의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해 개질된 운모분의 

기능성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수분을 기피하 요구되는 보고자 한다. 화장품원료에 

평가하기 위 대한 젖음성을 수분에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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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방법은 운모분체를 성형하고 성형체 위에 액적을 떨어뜨려 액적이 전파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접촉각을 계산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료마 

다 공극률 등이 균일하고 일정하게 성형체를 제작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 얻어진 데 

이터의 변동이 커서 평가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액 중에 운모를 떨어 

뜨린 후 운모입자가 물에 젖어 침강하는 상태와 침강속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Fig. 

4-82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질된 운모와 개질 전의 운모 0.2g씩을 비커의 물위에 

체를 통하여 떨어뜨려 침강되는 상태를 시간에 따라 관찰한 사진을 실었다. 

(a)10sec (b)60sec 

(a) Mica before modification (b) Mica coated with titania 

300sec 2400sec 

(c) Mica modified by PMMA (MMA=O.02moO 

Fig. 4-80 Variation of wettability of the mica according to surface 

modific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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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c 60sec 

300sec 6000sec 

(d) Mica modified by PMMA (MMA二O.08moD

Fig. 4-82 Variation of wettability of the mica according to surface 

modification. 

Fig. 4-82의 (a)는 개질 전의 운모입자의 침강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으로부 

터 개질 전 운모입자는 액 중에 투입 후 10초 내에 모두 침강해버렸음을 볼 수 있 

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운모분체 자체는 친수성 분체임을 확인시키 

는 것이다. 

(c)와 (d)의 사진은 앞에서 고찰한 마이크로캡슐화 실험에서 모노머를 O.02mol 첨 

가한 경우의 시료와 0.08mol첨가한 시료의 침강상태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장시간 

에 걸쳐 서서히 침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운모입자가 PMMA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해서 수분을 기피하는 소수성 분체로 개질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c)와 (d)의 사진으로부터 두 시료의 침강상태의 경시변화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중합실험 시 모노머의 첨가량이 O.08mol인 (d)의 경우가 O.02mol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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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경우보다 침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d)의 시료가 더 우수한 

소수성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0.08mol을 첨 

가한 경우의 캡슐화 상태가 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으로 앞에서의 고찰 

내용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b)에는 참고로 메카노케미컬법에 의해 운모표면에 

티타니아를 피복한 시료의 침강상태를 관찰한 것이다. 티타니아 피복 운모는 지극 

히 순간적으로 10초 이내에 모두 침강하며， 관찰에 의하면 개질전의 운모보다도 빨 

리 침강함으로써 친수성 개질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제 5 절 바이오세라믹으로 응용 

L 운모의 결정 구조 

운모류 광물은 각종의 암석이나 점토 중에 넓게 산출되고 많은 종류가 있으며， 

산출상태도 대괴상의 큰 육각 판상에서 점토 크기까지 있다. 운모족은 삼팔면체형 

운모 아족과 이팔면체형 운모 아족으로 구분된다. 운모중에서 점토 중에 미립의 광 

물로 산출되는 운모는 비교적 소수이며， 이들은 보통 운모점토광물(mica clay 

mineral)이라 부른다. 가장 보편적인 운모점토광물은 Al질의 이팔면체형 운모， 즉， 

일라이트， 세리사이트(견운모) , 해록석 등이 있지만， 그 외에 세리사이트， 토베라이 

트， 3팔면체형 일라이트 등이 있다. 이들을 광물학적으로 격자면에 따른 분류는 

Table 4-18에 나타냈다. 한편 점 토 중에 는 이 팔면 체 형 운모점 토광물은 Fig. 4-83 

과 같이 백운모-세라도이트 파이로필라이트의 3단 성분의 삼각도 상에 나타낼 수 

있다. 

운모족의 층전하는 단위포당 1.0이다. 층전하는 층간 양이온 대부분은 1가 양이 

온으로 K , 드물게는 Na에 의하여 보상되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운모족은 구조 

내에서 다양한 동형 치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운모는 다음의 일반식 

X2Y4-6Zs020(OH, F)4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X는 층간 양이온을， Y는 2가 또는 3 

가의 양이온으로서 이팔면체 아족이냐， 삼팔면체 아족이냐에 따라 네 개 또는 여섯 

개로 달라지며， 2는 사면체 배위를 하는 양이온이다. 

팔면체 양이온은 Al, Mg, Fe3+ 외에 Li , Cr, Ni , Mn , Ti , 2n, Co, Cu, V 등이 있 

으며 층간 양이온은 K가 보통이지만 Na, Rb , Cs, NH4, H30등의 1가의 양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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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다. 층간에 2가의 양이온인 Ca. Ba 등이 들어있는 구조의 광물은 절개성 운 

모(brittle mica) è} 부른다(Table 4-18). 또 운모의 OH기는 F , Cl 동의 1가 음이온 

으로 치환되어 있어 공업용 재료로서 불소 운모가 합성되고 있다. 사면체 양이온은 

Si와 Al로 이루어진다. 

운모의 결정구조에서 하나의 특징은 적중된 2 : 1층의 사변체의 6원환이 층간의 

알칼리 이온을 둘러싸고 중첩되어 있고， 저면 산소가 알칼리 이온에 배위하므로 비 

교적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층간의 활동이 일어나기 힘들다. 한 

편 2 : 1층 내에는 팔면체 시트를 끼워 가진 2매의 사면체 시트는 축 방향으로 이 

상구조로서 전이되어 있다(Fig. 4-84). 이 전이는 층간 구조가 불변인 채 여러 방 

향을 가질 수가 있으므로 적층 전체로서는 다른 여러 폴리타이프를 만든다 Fig. 

4-84에 나타낸 것 같이 가장 간단한 폴리타이프는 전이가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 

고 있는 것으로서 1매의 운모층을 단위포로 하는 단사격자(1M)가 된다. 

Table 4- 18 Kinds of mica minerals 

광물명 화학조성식 저면간격 d(060) 

白雲母* muscovite KA!z(ShAI)O lQ(OH)z 10.0A 1.499A 

펜자이 E * phengite K(Ah 5Mgo s) (ShsAlos)O lQ( OH)z 10.0 1.50 

세 리 사 이 E sericite Ko 85(Ah.9Ro.l강)(Sh sAlo.s)O lQ(OH)z 10.0 1.50 

일라이 E illite Ko.7S(Ah.7sRozs강 ) (Si3sAlos)O lQ( OHh 10.0 1.50 

海綠石 glauconite 
Ko 85(Fej + ,Al , Mg , Fe~+MSi ， 

10.0 1.514(> 1.51) 
AI)401Q(OH)z 

세라도나이 E 
K(Mg , Fe~+) (FeJ+ ，AI)Si401Q(OH)z 10.0 1.508 ( <1.51) 

celadonite 
파라고나이 E 

NaA!z(Si2AI)O \O(OH )z 9.6 1.49 
parpgomte 

토 베 라이 E tobe!ite (NH4 )o.6Ko.2AI2 (Si32Alos)O 1Q( 0 H )z 10.25 1.50 

金雲母* phlogopite KMg3(Si3AI)O lO(OH )z 10.0 1.535 

黑雲母* biotite K(Mg , Fe, Alh(Si, AI)40 lQ(OH)z 10.0 1.54- 1.56 

3八面體型 일라이 E 
Ko.75Mg3( Sb.zsAlo.7S)O lO( OH)z 10.0 1.53 

trioctahedral illite 

* 운모 점토광물과 관계가 깊은 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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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간단한 경우로 120。 씩 좌우로 교호하게 회전하고 있는 2층 단사격자의 

하나(2Ml) 120。 좌(또는 우)로 회전을 반족한 3층 삼방격자(3T) 180。 회전을 반복 

되는 2층 사방격자(2 ür) , 60。 좌와 우로 교호하는 2층 단사의 2번째의 격자(2M2) 

60。 좌(또는 우)로 반복되는 6층 육방격자(6H)가 있다. 이들의 6가지 외에도 복잡한 

조합의 적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수한 폴리타이프를 만든다. 그러나， 보통 널리 인 

정되고 있는 것은 이 6종류의 규칙적인 적층 외에 1Md라 부르는 교란된 적층뿐이 

다. 운모점토광물에서는 1Md가 가장 많고 1M과 2Ml이 다음으로 3T와 2M2가 드물 

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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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3 Chemical composition of 2-octaheadral clay or 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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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4 Diagram of the ordered cumulated plates in mica 

2. 층상형 광물에서의 적외선 흡수 특성 

분자 등의 화합물 중의 원자는 결합상태의 특유한 진동을 하고 있다. 그 진동과 

같은 진동수의 광이 다다르면 진동의 공명이 일어나 광이 흡수된다. 적외선 흡수를 

일으키는 진동 형식은 신축진동과 변각진동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진동에 의한 결 

합의 길이가 변화하고 후자는 결합각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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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광물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에는 결정의 기본구조와 구조의 변형， 구조의 

규칙성， 결정업자의 크기， 동형이온의 치환 등 다수의 인자가 관계되고 있어 진동수 

를 계산에 의해 구해서 흡수의 귀속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주로 화학조 

성 등을 서로 다른 시료의 스펙트롬을 비교하므로 귀속이 행해지지만 아직 불명확 

한 것이 많다. 4,mO~400 cm-l에 흡수를 일으키는 주요 진동은 OH의 O-H 간의 진 

동과 사면체의 Si-O 간의 진동을 주체로 한 사면체 Al 이나 8면체 양이온이 관여 

하는 진동에서 일어나고 있다.OH 신축진동은 3,750-3,300 cm-1, Si-O 신축진동은 

1,200-900 cm-\ OH 변각진동은 950-600 cm-1, Si-O 변각진동(여 타 이 온의 진동 

도 관여한다)은 600-400 cm- 1에 주로 흡수가 일어난다. 

사면체의 AI-O의 진동에 의한 흡수가 850-700 cm-1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들 

진동중에 OH 신축진동에 대하여 많이 조사가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OH가 배위 

하고 있는 팔면체 양이온의 종류나 공석의 유무배치가 반영되지만 주위의 이온이나 

구조에도 영향받아 사면체 양이온 층간 양이온， OH와 저면 산소와 수소결합의 강 

약 둥에 의해 변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흡착수나 층간수 동의 물분자의 진동은 

3,400 cm-1부근에 강하고 1,630 cm- 1부근에 약하며 둘다 폭넓 은 흡수밴드를 만든다. 

1,200-400 cm-1의 영 역 에 서 어 느 광물의 경 우나 1,000 cm-1과 500 cm- 1근방에 주로 

Si-O의 진동에 의한 강한 흡수 밴드를 나타내지만 이상구조에서 변형이 현저한 이 

팔면체형의 광물에서는 500 cm- 1부근의 흡수는 약 540 cm-1과 470 cm-1의 둘로 갈 

라진다. 

층상형 규산염 광물에서 흔히 관찰되는 적외선 흡수의 특성을 납석의 결정구조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납석의 결정구조에서 OH 이온은 각 층의 평면을 

따라 분포되어 있다. 팔면체 내의 Al과 OH 사이의 진동의 결과로 3,675 cm-l에서 

강한 흡수띠를 보인다. 점진적으로 사면체 내에서의 Si를 치환하는 Al의 양이 증가 

할수록 층전하를 보상하는 양이온이 존재하게 되고 3.660과 3.627 cm-1에서 두 개의 

흡수띠를 만든다. 사면체에서 치환이 증가할수록 저진동에서 흡수띠의 강도는 증가 

된다(Fig. 4-85). 이러한 흡수띠의 변위는 스멕타이트의 경우에 흡수띠를 넓게 만 

든다. 일반적으로 팔면체에서의 Al을 치환하는 Mg이나 Fe 이 증가할 때도 흡수띠 

의 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팔면체형 점토광물의 경우에도 수산기의 신축진동은 수산가와 결합되는 팔면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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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 층간양이온의 종류 및 사면체에서의 원자배열이나 층전하의 분포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삼팔면체는 팔면체 양이온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다. 예 

를 들면， 금운모 계열의 광물에서 내부치환 정도에 따라， 즉 팔면체구성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 Mg30H은 3310 cm-1에 , MgzAI0H은 3,665 cm 1, Mg2Fe3+OH은 3,645 

cm-\ MgFe:20H은 3,602 cm-1로 흡수띠가 달리 나타나므로 식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O-H 결합에 의한 3700 cm- 1부근에서의 흡수띠는 수소결합의 강도가 

감소할수록 낮은 파수 쪽으로 이동한다. 규산염광물의 수산기는 3600 - 3700 cm- 1에 

서， 흡착수는 이보다 낮은 파수 영역인 3400 cm-1과 1640 cm- 1에서 나타난다. 몬모 

릴로나이트와 논트로나이트는 3400 cm- 1에서 넓은 흡수띠와 1640 cm-1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홉수띠를 보이는데， 이 흡수띠들은 200.C로 가열하면 모두 사라져버린 

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흡착수에 의한 진동의 결과임을 지시한다. 반대로 3600-

3700 cm-1 영역에서 2oo.C 에서 가열한 후에도 흡착띠의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흡착띠는 격자내의 결정수에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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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5 Infrared absorption spectroscopic bands of 2-octaheadral clay 

minerals: a}pyrophillte, b}baroedel1ite c)hectollite d}muscovite, 

e} marcalte, f)monmoryl1olite, g}와 h}monmoryllolite, j} 

nontrolite, k} cel1radochite-contained iron. 

적외선 분석법은 XRD 방법에 비하여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적외선 흡수는 

X선 회절 다음으로 점토광물의 동정에 유용하며 다음과 같은 특정이 있다. (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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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소량으로도 가능하다. (2) 흡수의 각각의 국소적인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3) 

OH 또는 H20에 관한 정보가 얻어진다. 이외에도 감응도가 매우 높아 XRD로서는 

검출되지 않는， 결정도가 낮은 소량의 광물을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타내는 흡수띠가 적고， 흡수밴드의 폭이 넓어 이들 흡수띠가 흔히 중첩될 

수 있으므로， 점토광물이 혼재 될 때는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시료의 입도에 의한 밴드의 모양이나 파수가 가끔 변한다. 

3. 운모류 광물의 적외션 흡수 특성 

가. 시료의 준비 및 기자재 

사전에 준비된 4가지의 운모시료(BY， SR, MS, YC)를 l00 0C 전기 오븐에서 건조 

후， 각각의 시료를 1.5mg과 200mg의 KBr를 잘 섞어 혼합시킨다. 혼합된 것은 아게 

이트 모타르에서 가능한 미분쇄한다. 시료는 약 5톤의 압력을 가해 직경 13mm의 

압축 디스크로 만들었다. 원적외선 영역(150-600 cm- 1 )에서의 흡과분석을 위한 시 

편의 경우에는 알칼리 할라이드로 KBr 대신에 CsI를 사용하여 디스크로 만들었다. 

시료는 건조기에서 하루 이상 방치한 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적외선 

분광계는 Bio- Rad 사의 FTS- 375 이었다. 이 장비에는 온도에 따른 시료의 원적외 

선 방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가된 시스템이다. 

냐. 국내산 견운모 광물의 적외선 흡수 특성 

삼팔면체 운모를 IR 흡수띠에 의하여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들은 삼팔면 

체형에 해당되며， 흡수띠는 매우 넓은 폭을 가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포나이트의 

흡수띠와 매우 유사하지만， 사포나이트보다는 저 주파수에서 OH신축진동에 의한 

흡수띠를 갖는다. 흑운모의 흡수띠는 질석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단， OH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띠는 격자내의 Fe 치환 정도에 따라 변위된다. 

이팔면체형 운모의 화학조성 또한 매우 다양하며， 그 결과 이들의 흡수스펙트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운모류는 Fe이 풍부한 운모로서 팔면체에서 3가의 양 

이온을 2가의 양이온들 (Mg. Fe2+) 이 치환하여 부전하를 일으키는 광물들이다. 해록 

석은 사면체에서의 치환(Si를 Al이) 때문에 구조적인 변형을 초래하게 된고， 흡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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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을 넓혀주게 된다. 그 결과 아주 약하게 감지된 OH 신축진동인 3601 (AIMgOH), 

3558(Fe3+MgOH) 그리고， 3534 cm- 1 (Fé+Fe2+OH)이 나타난다(Farmer 등， 1967). 셀 

라도나이트는 해록석과 차이를 보이는 3578 cm- 1 (AlFe2+OH)의 흡수띠를 가지며， 해 

록석의 경우 분해되지 않는 812 cm-1 (Fe3+MgOH와 Fé+Fe2+OH)이 셀라도나이트의 

경 우에 는 838(AIMgOH)과 7898 cm-1 (Fe3+MgOH)로 잘 분해 되 어 나타난다.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도 NH4를 포함한 것은 3300, 3150, 3040, 2850, 1430 cm-1에 

흡수가 있다. 2팔면체형 운모의 팔면체 조성은 540-410 cm- 1에 나타나는 3가지의 

흡수에 반영되어 백운모 조성에서는 파수의 약 535, 475, 410 cm-1이 있지만，Al 이 

Mg, Fe 에 의해 일부 치환되어지면 앞의 둘의 파수는 감소하고 후자는 증가하여 

약 10%의 치환에서 529, 471, 415 cm-1을 가진다. 해록석과 세라도나이트의 식별에 

도 적외선 흡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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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모류 광물의 원적외선 방사 특성 

가- 시료의 준벼 및 기자채 

원적외선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운모류 광물의 시료는 인위적 변화를 준 상태에서 

보다 가능한 원광 상태에서의 원적외선 방사율을 측정하기 위해 정제된 시료를 그 

대로 사용하였다. 시료로는 110.C 에서 건조된 것을 200mg을 취해서 5톤의 압력을 

가래， 직경 13mm의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만들었다. 

원적 외 선 측정 기 기 는 Bio-Rad사의 FfS- 375 적 외 선 홉광 분광기 (Fourier Transform 

Interferometric Spectrometer, Ff-IR)의 기본 모델에 원적외선 방출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 챔버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였다 원적외선 검출기로는 MCT를 

사용하고， 분광기의 분해능은 8 cm-1로 고정하였다. 측정영역은 5-20μm로 하였다. 

세라믹 분말에서의 복사는 그 재질의 입도， 입자간 거리 및 시료를 고분자 동에 

분산했을 때는 매체 중에서의 농도， 분산 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시 

료의 두께나 량에 의한 영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적외선 방 

사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시료 표면의 온도와 표면의 거 

칠기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시료의 양은 200mg으로 하고， 표면은 

시료 자체의 거칠기에 의한 것 이외에 다른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았다. 실칠적 

으로 상온이라 함은 25.C를 말하나， 본 연구에서 기기 둥 주위의 재료에서 방사되 

는 것과 구별하고， 노이즈를 가능한 저감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으로 40.C로 약간 

가열한 상태로 측정하였다. 한국건자재시험 연구원에서의 시험에서도 상온 측정은 

40.C로 정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서는 50.C로 하는 경우도 있다. 

상온 원적외선 방출 측정 시험 및 해석에는 아직 많은 이견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건자재 시험 연구소 

의 원적외선 평가센터에 시료 중 일부를 의뢰하여 본 기기로 측정된 것과 비교하였 

다. 원적외선 평가센터에서 사용된 기기의 본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FTS-45 적외선 흡광분광 장치를 이용한 것이고 검출기로는 MCT를 사용하였다. 

기준 흑체로는 WS 143{Electric Optical Industries Inc.)을 사용하고， 분광기의 분해 

능은 2 cm- 1로 조정해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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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운모류 광물의 원적외선 방사 특성 

본 실험에서 사용된 운모류 광물은 국내에서 산출되고 있는 견운모들로， 편의상 

산지에 따라 MS, YC, SR, BY의 기호 표시하였다. 이들 시료들은 안료， 화장품 및 

충전재 동의 원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일차 정제된 시료들이다. 입자의 크기는 광물 

의 본질적인 특성상 10따l 내외이며， 원광 그 자체의 원적외선 분광 방사 특성을 보 

기 위하여 정제 이외의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들 광물의 5-20μm 영역에서의 원적외선 분광방사 스펙트럼은 Fig. 4-90-93 

과 같다.4개 시료 모두 전 영역에 걸쳐서 흑체와 매우 유사한 방사 패턴을 보여주 

고 있다. 40.C 에서의 최대 방사영역은 9-10μm 영역으로 이는 흑체의 방사특성과 

같으며， 최고의 방사강도를 보여주는 지점은 시료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9.1-9.3 

μm에서 다 같이 약 34.2W/m2의 세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흑체 대비 방사율은 최저 

약 0.85에서 최고 약 0.97의 범위 내에서 파장에 따라 방사율의 변화가 있다. 방사 

율의 변화를 관찰해 보면， 4개의 시료 공통적으로 6.6μm 근처에서 방사율 약 0.93 

정도의 뾰족한 봉우리를 형성하고， 13.4 -14μm에서 0.95-0.96, 18-19.5μm에서 0.9 

6-0.97μm의 높은 방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원적외선 방사의 특성은 유사하나， 약 15μm에서 방사율 

이 주위의 파장대에 비해 매우 낮은 날카로운 봉우리가 관찰된다. 시료 BY의 경우 

흑체 대비 방사율이 0.877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SR이 0.899, MS는 0.916 

그리고 YC는 0.919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한 원인 규명은 아직 

원적외선 분광방사에 대한 연구가 초보단계라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좀 더 견운모 

의 결정 구조 및 원적외선 홉수에 대한 특성과 연계하여 원적외선 방사 특성을 연 

구하여야 만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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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40 0C로 가열한 상태에서 원적외선의 전방사율， 즉 5-20μm 영역에서의 흑 

체 대비 방사율은 약 0.92로 얻어졌다. 이는 방사강도 곡선의 영역을 적분하여 얻은 

면적을 비교한 값으로 원적외선 방사체의 방사율을 논의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값이다. Table 4-19에는 견운모를 비롯한 점토광물 등 국내산 천연광물에 대한 3. 

3-25μm 영역에서의 전방사율이 주요 화학 성분과 함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운모류 광물이 갖는 전방사율이 0.7 정도인 것에 비하면 견운모가 갖는 0.88-0.96 

값은 매우 높은 방사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의 경우도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0.92 정도의 방사율은 여타의 천연광물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5. 원적외션 방사체로서의 운모의 산업적 활용 

현재 운모의 주된 활용처는 판상 구조의 특성을 이용한 절연체나 윤활제의 활용 

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원적외선 방사체로서도 그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어， 요즘 

에는 가정생활용품인 전기장판에도 절연성과 함께 원적외선 방사 특성을 이용한 제 

품으로도 개발되어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 분야의 

미숙한 학문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산재해 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운모류 광물이 원적외선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견운모의 경우， 시중에서 세레사이 

트라는 학술용어 그대로 쓰면서 천연광물로는 비교적 높은 원적외션을 방사하는 광 

물로 알려져 맥반석이라 불리는 장석류 광물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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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 4-19 Emissibity of far-infrared radiation of domestic natural minerals 

and their applications 

광물명 주성분 (wt%) 
전방사율 

주용도 
(3.3 - 25JJ11l) 

규석 Si02 97-99 0.65 - 0.83 도자기，유리 

규조토 Si02 94-96, Alz03 5 0.85 - 0.92 단열벽돌， 보온재 

규사 Si0299 0.60 - 0.80 판유리， 병유리 

알루미나 Alz03 99 0.60 - 0.80 

일라이 E Si02 45, AlzÜ3, K20 0.90 - 0.94 경량골재， 벽돌 

견운모 Si02 48, Alz03 32, Na20 0.88 - 0.96 화장품， 충전재 

적점토 Si02 48, A1203 32, Fez03 4 0.85 - 0.92 도자기， 벽돌 

납석 Si02 67, A1203 24 0.85 - 0.90 도가니， 내화 몰타E 

장석류 Si02 67,AlzÜ3 20, Na20 9 0.90 - 0.95 도가니， 정수제 

활석 Si02 55, AlzÜ3 10, MgO 25 0.80 - 0.87 고주파 절연체 

감람석 Si02 43, MgO 57 0.87 - 0.94 내화물 

지 E 콘 Zr02 67, Si02 32 0.88 - 0.92 내화물， 고무첨가제 

불석 Si02 78, Alz03 8 0.87 - 0.92 촉매， 정화제 

고령토 Si02 47, A12Ü3 40 0.85 -0.95 도자기 

석회석 CaO 56, C02 44 0.83 - 0.91 시멘 E 

석고 CaO 32, SÜ3 40 0.86 - 0.88 시벤E 지연제 

화산재 Si02 80, Alz03 15 0.75 - 0.85 몰타르 

도석 Si02 75, AlzÜ3 17 0.87 - 0.92 도자기 

사문석 Si02 44, MgO 43 0.87 - 0.94 내화벽돌 

，λε~ C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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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운모의 경우에는 여타의 운모류 광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인데， 화장품 

과 안료에 그 활용성이 크다. 화장품의 경우 파운데이션 등 주된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인체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원적외선의 웅용분야로 크게 가열 분야와 비가 

열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장품의 경우 바로 비가열분야에서도 생체분야에 직접 

적으로 해당된다. 화장품의 원료로 견운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탈크에 비해 원적외 

선 방사율이 월둥히 높아， 원적외선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인체에 대한 영향 

력이 입증되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화장품의 주된 원료로 

이용되면서도 원적외선에 대한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원료의 원적 

외선 방사체로서의 평가를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견운모가 고부가가치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안료분야이다. 특히 

이산화티탄이 피복 되었을 때 갖는 진주빛 광택으로 장식용구와 고가의 자동차 도 

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안료가 갖는 주요 요인은 광택성과 함께 안료 

입자의 균일성과 용매나 수지 속에서의 균질한 분산성이다. 이외에도 도장 시 수지 

가 얼마나 잘 건조되는 것이다. 건조속도는 피복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 

인일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도 직결되는 분야로 바로 원적외선의 가열분야에 해 

당되는 분야이다. 현재는 안료가 갖는 원적외선 특성의 평가 없이 입자의 형상과 

색도 만으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열분야에서의 원적외선 효과 

는 이미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고 그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안료로 

서의 원자재 평가 시에는 건조효율과 직결되는 고효율의 원적외선 방사 특성을 강 

조하게 되면 상품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식구류 

의 피복기술에 있어서는 세모(주)를 비롯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도료의 경우에는 최근에 최고급 자동차 

에서 유행되고 있는 진주빛 도료의 원료는 주로 독일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견운모에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피복기술과 함께， 원적외선의 산업 

적 활용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도장 분야에서의 안료에 대한 원적외선 평가 

기술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 와서 원적외선 방사체의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건 

축분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적외선 방사체로서 황토는 한국의 주택문화의 정서와 

맞아 그 시장이 지난 몇 년간 급팽창을 거듭해 왔다. 황토는 천연산 고효율 원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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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사체로 장석류 고령토계 광물과 함께 가장 각광을 받는 원자재가 되었다. 그 

러나 황토의 경우에는 그 색상에 있어서 현대인의 취향에는 처지기 때문에 상품의 

개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으면서 고효율의 원적외선 방 

사체로서 견운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닥재， 벽 

지， 타일， 페인트， 벽재 둥은 주택에서 사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6. 결 언 

견운모가 갖는 결정구조와 화학성분에 의한 적외선의 홉수 특성과 원적외선의 방 

사특성과의 근원적인 관련성은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나 아 

직은 학계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가장 어렵게 하 

는 것으로， 적외선 흡수의 경우 학문적인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비교적 흡수 스펙 

트럼들의 분리가 잘 일어나고 있으나 방사의 경우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서로 겹치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4가지의 견운모 광물들 모두 비슷한 적외선 홉수를 보여주었 

으며， 특히 원적외선 방사에서는 전방사율이 0.92 정도로 모두 근사한 차이만을 보 

여주었다. 천연광물로서 흑체 대비 전방사율 0.92는 고효율의 원적외선 방사체로 분 

류될 수가 있다. 특히 5-20μm 전 영역에 걸쳐서 흑체와 매우 유사한 방사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효율의 원적외선 방사 특성을 갖는 견운모의 경우 화장품 둥과 같은 비 

가열분야와 도료와 같은 가열분야 그리고 가열과 비가열의 혼재해 있는 건축재의 

분야에서 좋은 원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몇 가지 분야에서는 

이미 견운모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활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활용처 

에서도 견운모가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 특성을 갖는 것을 규명해 규격화하면 견운 

모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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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5 A J- 갇켠 
c) o::! 

료르 
L-

정밀화학 공업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의 견운모 운모 자원에 대한 현황 

및 정제기술개발을 위하여 견운모 시료와 백운모 시료에 관하여 화학적，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였고， 견운모의 정제기술 및 미립화， 분급화 기술연구와 백운모 시료 

에 대한 정제기술， 미립화 기술 및 분급화 기술 둥에 관하여 3장의 내용 및 4장에 

서의 물성개질 및 분산성향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운모 · 견운모의 정제 및 미립화에서는 공정확립 및 생상성 향상에 따른 결과를 나 

타내었다. 

가. 견운모 시료 중 유천견운모와 횡성견운모， 오산견운모는 토상질시료였으며， 각 

시 료의 화학성 분으로는 16- 22% Alz03, 0.6-1.7% Fez03, 4.7-6.6% K20 정 도였 

다. XRD분석결과를 보면 백운모로 나타나지만 입도가 수마이크론 정도의 견 

운모였으며， 그 밖의 석영， 녹니석， 몬모리나이트， 산화철 등의 광물들이 수반되 

어 있었다. 

나. 백운모 시료 중 부여운모는 장석이 우세한 화강암 중에 수반된 백운모였으며， 

신림 백운모는 백운모가 우세한 편마암류의 시료였으며 새로나 백운모는 견운 

모， 석영， 납석류 둥이 수반된 거정백운모， 세립백운모로 구성되어 있는 시료였다. 

각 시료의 화학성분 특성은 일반적으로 14-25% Alz03, 0.6-5.8% Fez03, 5-6.4% 

K20 정도의 시료였다. 수반광물로는 장석， 흑운모， 전기석， 석류석， 모나스， 석 

영， 녹니석， 고령토 퉁 견운모 시료에 비하여 다양하게 수반되는 특성을 지니 

고 있었다. 

다. 견운모 시료의 정제는 원광석을 수비 -사분-자력선별-농축-탈수-건조 등의 습 

식 처리공정으로 가능할 것이며， 유천견운모는 29.98%, AbÛ3, 9.13% &0, 49.32% 

Si02의 원광석으로부터 약 29.6%의 견운모 정광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그중 

화장품용으로 사용 가능한 32.02% Alz03, 9.54% K20, 48.33% SiÛ2 정제 견운 

모를 약 14.7% 정도의 생산률도 회수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오산견운모는 

16.88% Ab03, 4.45% K20, 54.70% Si02의 원광석으로부터 31.63% Ab03, 

-328-



7.75% K20, 48.62% Si02의 정제견운모를 생산 률이 약 16.1% 정도로 회수가 

능하였다. 횡성견운모의 원광의 품위는 13.96% Al203, 4.51% K20, 77.20% 

Si02로부터 정광의 품위는 33.00% Al203, 10.22% K20, 48.89% Si02정도이며， 

생산률이 약11.2% 정도로 회수가능하였다. 

라. 백운모는 부여 장석의 부산물인 운모의 원광의 품위가 20.81% Al203, 6.36% 

K20, 56.54% Si02 정도이며， 이를 자력선별-사분-z.z비중분리 -CBMS 자력선 

별 등의 건식처리 공정으로， 백운모 정광(32.63% Alz03, 10.35% K20, 46.78% 

Si02)을 약 3.5wt% 정도의 생산률로 회수 가능하였다. 신럼백운모(14.19% 

Al203, 5.76% K20, 65.44% Si02)원광시료는 31.46% Al203, 8.87% K20, 

51.16% Si02의 백운모 정광(+65mesh 산물)을 약 17.1% 생산물로 회수가능하 

였다. 새로나 백운모(16.20% Alz03, 4.65% K20, 75.36% Si02)원광시료는 선별 

처리하여 34.08% Alz03, 9.76% K20, 49.08% Si02의 백운모정광을 약 6.1% 정 

도로 회수할 수 있었으나， 특히 본 시료는 미립의 견운모가 수반되어 있기 때 

문에 이를 별도로 처리하면 정밀화학 및 특수 공업원료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마. 국내의 저품위 운모， 견운모를 정밀화학 공업용 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남 

청하군 유천광업의 견운모광과 충남부여군 부여소재(주)의 백운모광을 가지고 

Pilot 규모의 정제 실험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유천 견운모는 토상질이기 때문에 채광한 원광석 그대로를 Scrubbing 과 수 

비 처리함으로써 불순물의 혼업을 저하시켰고 미럽의 견운모 중에 수반된 불 

순물은 고구배 자력선별기로서 제거하였으며 견운모 정광의 입도조절은 Multi 

Hydro-Cyc1one 분리법을 적용하였다. 부여 소재(주)의 백운모광은 이미 장석 

정광을 회수한 후의 광미 산물이기 때문에 부산물 처리과정에서 공기분급 및 

건식자력선별법의 혼용으로 고품위 정제 백운모의 회수가 가능하였다. 

2) 견운모의 습식정제 방법에서 견운모 정광의 입도조절을 위하여 습식 Multi 

Hydro-Cyc1one 법을 적용하고， 견운모 정광 14wt%에 대한 화학적 품위 

31.91% Al203, 48.19% Si02, 1.45% Fe203, 9.76% K20, 1.57% MgO였으며， 입 

도 측정 결과， O!F산물의 평균입도경은 6.42때였으며， U!F산물은 9.70μm의 산 

물을 각각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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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제 견운모의 자력선별 실험결과， 최종 견운모 정광 96.9wt%의 샌산율과 

이에 대한 철분함유량이 1.06% Fez03 였으나， 2회 정선시 0.96% Fez03, 

95.9wt%의 실수율 및 3회 정선 때 0.88% Fez03로서 1% 미만의 함유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입견운모 정광의 품위(약 2% Fez03) 이하임을 알 수 있 

었다. 

4) 백운모의 Pilot 규모 정제 실험은 예비공정의 실험을 토대로 적용하여 다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8μrn(65#) 이상의 백운모 정광 품위 32.98% 

Al203, 54.75% Si02, 3.71% F，맺03， 1.01% MgO, 5.45%fuO, 0.42% Na20을 생 

산하였다. 정제백운모의 미립화 및 분급 실험결과는 ]et-Mill 고성능 미립 분 

쇄기를 사용하였을 때， 14,000 r.p.ffi.에서 25.05μm이 평균입도가 분쇄물로 이루 

어졌다. 이의 산물에 대한 건식분급결과로 Air Classfier의 Wheel Speed 

r.p.ffi.의 3,000 r.p.ffi.에서 29.5wt%와 D(V, 50)가 38.30μm으로 회수하였으며， 

13,000 r.p.ffi. 일 때는 6.1wt% 및 2.39따l크기로 비교적 미립의 산물만을 각각 

회수하였다. 

2. 유성볼밀 및 Theta -COffiposer을 이용한 혼합흔련조작을 통하여 견운모 표면에 

의 티타니아 입자의 피복에 의한 견운모의 표면개질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 

한 이 방법을 이용하여 견운모/티타니아 분체계로부터 복합분체를 제조하였으 

며， 견운모의 표면개질을 통하여 분체의 흐름특성 및 분산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가. 표면개질 상태는 조작시간 충분히 경과하지 않으면 티타니아 입자가 견운모 

의 표면에 약한 힘에 의하여 단순히 부착된 상태로 존재하며， 조작시간이 충 

분히 경과해야 견운모 표면에 고착화되어 표면개질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티타니아의 업도가 작을수록 개질이 용이함을 알았다. 

나. () -Coffiposer를 이용한 표면개질 효과는 볼밀에 의한 것보다 양호하지 못하 

였으나， 이는 용기와 Rotor간의 간격( Clearence)이 커서 분체에 충분한 전단 

력을 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매체를 사용하거나 용기와 Rotor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Rotor의 교환으로 표면개질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식각에 의한 표면개질 상태의 고찰은 전자현미경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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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X 분석， 원소 Mapping 둥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전자현미경관찰이 어려운 

초미립자의 개질상태는 원소 Mapping 결과로부터 견운모 표면에 티타니아가 

피복된 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개질상태의 평 

가에 있어서 조작중에 채취한 시료를 각각 전자현미경관 찰， EDAX 분석 및 

원소 Mapping 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견운모의 표면에 티타니 아 입자가 

부착된 상태가 단순히 부착된 상태인지 강하게 고착화된 상태인지를 평가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작 초기에는 단순히 부착된 상태로부터 조작시간의 경 

과에 따라 티타니아 입자가 견운모의 표면에 고착화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 운모입자의 분체물성의 개선 및 기능성 부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전중화법 및 건식 메카노 휴폰법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 

고， 현탁중합법을 이용한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관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 

다. 또한 국내에 매장 된 운모광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현재 가행되고 있 

으나， 운모의 효율적 활용을 못하는 광산산물에 대한 정제 기술 적용 연구를 

다음과 같이 결론하였다. 

1) 운모입자와 이산화티탄 입자의 표면전하를 측정한 결과 pH3 부근에서 

운모입자 및 이산화티탄 입자간의 Zeta potential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났음을 확인하고， 이 분위기에서는 활발한 정전기적 홉착작용이 나타남을 

확인함. 

2) EDAX 측정을 실시 흡착정도를 일점 단위 면적당 입자생성업자의 크기 

에 따른 흡착면적을 무게비로 환산하였을 시 15분， 45분， 75분 경과 후 각 

-각 14.25wt%, 22.82wt%, 55.96wt%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정전기력에 의한 물리적 흡착을 검증키 위하여 탈착실험 결과， 극한조건 

에서의 탈착률이 54%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전통적 탈착곡선에서와 동일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4) SEM-EDAX에 의한 정성적 분석과 비교키 위하여 화상분석에 의한 부 

착율을 정성적으로 비교한 결과 75분후의 개질상태는 l차 변독점을 지난 

l차 표면개질의 안정상태 표면개질 산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5) 견운모에 이산화티탄을 첨가하여 정밀화학분야의 색채화장품으로의 적 

용성을 백색도 향상으로 검토한 결과 개질시간 20분 후의 백색도가 9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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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개질률을 보았다. 

6) 강력한 전단력으로 시행한 분체물성변환실험에서 개질시간 20분까지의 

개질률 현상은 선형을 이루고， 이후에는 개질 안정을 보이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7) 개질안정양상 후 개질시간 증가에 따른 백색도 향상은 분쇄로 인한 미 

립자로 변환시 수반되는 완만한 향상 개질로 평가되었다. 

8) 운모입자에 대하여 현탁중합법에 의한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개시제로는 과황산칼륨(K2S208)이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9)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미치는 모노머 (MMA)의 첨가량의 영향을 검 

토한 실험에서는， 모노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운모입자표면에 마이크 

로캡슐체가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운모입자의 고분자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표면개질을 통하여 친수성 

운모입자가 수분을 기피하는 소수성의 기능을 발휘하게 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소수성의 발현은 발수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라. 운모업자의 분체물성의 개선 및 기능성 부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탁중합법을 이용한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 실험을 수행하 

였다. 

1) 실험을 통하여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적당한 반응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운모에 대해 FT-IR 분석과 전 

자현미경관찰 및 개질전후의 운모입자의 질량변화로부터 고분자 마이크로 

캡슐화 상태， 즉 개질상태를 평가하였다. 또한 개질된 운모에 대하여 고급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재료물성의 개선효과 및 발현된 기능성을 평가하 

였다. 여기서 분체물성의 개선효과는 분체 흐름성으로부터， 기대되는 기능 

성 발현은 개질운모의 친수성 또는 소수성의 변화로부터 평가하고자 하였다. 

2) 현탁중합법에 의한 고분자(PMMA) 마이크로캡슐화에 미치는 개시제의 종 

류의 영 향을 고찰하기 위 하여 과황산칼륨(K2S208)과 아황산수소나트륨 

(NaHS03)을 각각 개시제로 채택하여 중함실험을 행한 결과， 운모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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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에 의한 마이크로캡슐화 에는 과황산칼륨(K2S20S)이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개시제의 첨가량은 본 실험에 채택한 범위 내에서는 첨가 

량이 많을수록 양호한 캡슐체가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시제 첨가량 

의 최적조건을 검토 하였다. 

3)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미치는 모노머 (MMA)의 첨가량의 영향을 검토한 

실험에서는， 모노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운모입자표면에 마이크로캡슐체 

가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노머의 첨가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캡슐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모노머 및 개시제 

의 첨가량과 캡슐체의 두 께의 관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jπ이다. 

4) 사용 운모의 표면개질 여부에 따른 마이크로캡슐화 상태를 살펴본 결과， 사 

용 운모의 표면을 계면활성제로 표면처리를 행하면 중합반웅시 계면활성제로 

도포된 운모 입자표면이 중합장이 됨으로써 효과적이며 균일한 캡슐체를 얻 

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개질된 운모입자의 분체물성의 개선효과 및 기능성 발현을 검토한 

평가에서는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해 개질운모의 분체 흐름성이 개선 

되었음을 밝혔으며， 운모입자의 고분자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표면개질을 

통하여 친수성 운모입자가 수분을 기피하는 소수성의 기능을 발휘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소수성의 발현을 발수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견운모 산물에 대한 표면 물성개질 및 박리형 분쇄산물의 제조를 위한 분쇄 

장치의 선택 (Theta-composer)에서 강려간 전단력을 주어 면상의 광물인 견 

운모 산물의 자체 물성을 변환시키지 않고 입자의 편리에 의한 판상의 성질 

을 살린 물리적 표면개질 처리산물의 제조에 관한연구에서는. 

1) 견운모 산물에 대한 물리적 표면개질실험에서 강력한 구심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성밀을 활용하여 복합입자 생성의 효과에 의한 미분쇄 실험을 실시 

하여， 이산화티탄을 분쇄조제로 사용하여 물성개질 효과 실험을 함께한 결 

과 기능성 화합물의 기능을 살린 분쇄조제로의 활용성을 입증하였다. 

2) Theta-composer에 의한 조건실험에서 표면 박리에 따른 입자 편리성향 

표면개질은 아주 우수하게 확인되었으며， 입자 형상에 따른 화상분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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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처리산물이 평편도 l에 가까운 개질산물을 취득하였다. 

3) 유성밀에 의한 미분쇄 효과에서 원광의 평균입도 7 -lOJ.lIß 산물의 미분쇄 

물 생성은 염류 및 기능성 화합물 첨가시 공히 분쇄 시간 10분 이내에 목적 

산물인 각각 평균입도 2-3μm， 0.5-0.6μm의 산물을 취득하였다. 

4)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기능성 재료를 미분쇄 제조시의 분쇄조제 

로 활용함으로서， 단위공정의 개선에 따른 실용화 연구 시 공정을 단순화시 

킬 수 있었다. 

5) 부수적인 결과로서， 나노-사이즈 복합분말 제조의 공정 및 첨가 조제선택 

에 의한 초미분쇄 산물을 취득하였는데 이때 초 미립자의 크기는 100-300 

μm의 산물이 복합분말 형태로 산출되었다. 

6) 정제운모의 전방사율 측정에서 측정범위 5-20μm 영역에서 흑체 대비 

0.914-0.915로 측정 되 었다. 

7) 전방사율 또한 0.92 내외로 천연광물로서는 비교적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 

수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효율의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천연산 

광물의 1차 가공상품이 0.93 -0.95인 것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이들 가공 

상품들이 정제， 분쇄 및 소성 둥을 통해 얻어진 제품인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견운모 시료의 경우도 일련의 가공과정을 통해 최고의 원 

적외선 방사율을 갖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8) 국내의 원적외선 산업은 가열분야를 제외하고는 양대 산맥은 건축자재 시 

장과 섬유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견운모의 경우 그 분말 입자의 구조상 섬 

유에 사용되기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건축 자재의 경우 바닥재， 

벽지， 페인트 등에 충전제나 안료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견운모가 갖 

는 광택성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기존의 고령토나 현재 최고의 

관심을 끌고 있는 황토와는 다른 제품이 시장에 선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바. Attrition mill을 이용하여 분산제 종류에 따른 견운모 입자들의 습식밀령 수 

행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분산효과 결과 2시간의 밀링시 

간이 지난 후 평균입도는 3μm이하가 나왔다. 평균압도 y와 , 시간(minute) x 

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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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180x-O.6 

이 슬러리를 이용하여 4가지 분산제를 이용하여 분산상태를 점도와 제타포 

텐셜 측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1) 견운모 슬러리의 점도의 감소는 점토광물 입자들의 응집체 (aggregate)형성 

속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즉， 초기 슬러리의 점도가 감소하게 되었을 

때 시간경과에 따른 분산 안정성도 향상되었다. 최적 분산제의 농도는 첨가 

한 입자의 질량기준으로 하였으며 Amrnonium polyacrylate(AP A)의 경우 

1.02%, polyacrylate sodium sa1t(P AA)의 경우 0.5%, sodium hexameta 

phosphate( SHP)의 경우 0.8%, sodium citrate(SC)의 경우 0.03%이었다. 

2) 각각의 첨가 분산제의 양에 따른 입자의 제타포텐셜을 측정한 결과， 4개의 

분산제 모두 음이온성 첨가제이기 때문에 pH중성에서 음의 값을 가졌다. 모 

두 분산제 농도가 커질수록 제타포벤셜의 절대값은 커졌으며， 특히 폴리머 

분산제인 APA와 PAA의 경우도 steric 분산메커니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3) 이 두 분산제는 steric 척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정전기적 척력도 증가 

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무기이온 분산제인 SHP나 SC에 비해 슬러리의 분산 

성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가장 분산이 잘 된 분산제는 순서대로 

AP A > SHP > P AA > SC 이었으며， SC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슬러리의 분산제로 적합치 않았은 것으로 사 

료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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