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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탄산칼슘은 제조방법에 따라 화학  침 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침강성 탄산칼슘(PCC,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과 결정질의 석회석을 물리 으로 직  쇄  분쇄 

등에 의해 얻어지는 질 탄산칼슘(GCC, Ground Calcium Carbonate)으로 나  수 

있다. 이 까지는 부분 제지용 충 제로 질 탄산칼슘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입자의 

형상과 형태 제어가 쉽고 균일한 입도 유지가 용이하다는 장 으로 기능성이 부여된 

침강성 탄산칼슘이 질 탄산칼슘을 차 체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침강성 

탄산칼슘의 결정 형태는  일반 으로 방해석 결정(Calcite), 침상 결정(Aragonite), 

구형결정(Vaterite)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자의 두 종류는 결정형태가  다른 

입방정계와 사방정계이고, 구형결정은 가장 불안정하여 자연 상태에서의 존재가 

어렵다
1~4

. 실제 제지 공업에서  리 사용되는 침강성 탄산칼슘은 방해석 결정이며, 

합성 방법에 따라 방추형, 입방형, 구형 등의 모양을 가진다. 실험 으로 침강성 

탄산칼슘의 합성방법에는 염화칼슘과 카보네이트 용액을 이용한 소다법(Soda Process) 

는 기체 확산법(Gas Diffusion Techniques)
5~6

과 탄산포화법(Carbonation Process)
7~9

, 

그리고 과포화된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 버블을 이용하는 방법이
10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게 침강성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동안의 결정구조와 형태는 온도, 농도, 

첨가제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그  유기 첨가제에서 카르복실산(Carbox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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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즉, 폴리아크릴산의 경우는 고분자의 길이, 농도, 온도에 

따라 침강성 탄산칼슘의 결정구조와 형태에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4

. 본 실험에서는 제지산업에 용할 수 있는 탄산칼슘과 유기 고분자간의 

독특한 복합체를 합성하기 한 사  실험으로 탄산포화법과 in situ 고분자 합에서 

만들어지는 고분자가 침강성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와 형태에 어떤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한 많이 알려진 형태가 아닌 단량체의 농도를 Ca
2+

 농도보다 

높게 가져가면서 복합체 형상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 다. 단량체의 화학  구조 

차이에 한 비교를 하고자 아크릴산 단량체와 아크릴아마이드 단량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를 비교하 다.

2 .   재 료  방 법

2 . 1  공 시재 료

  공시재료는 수산화칼슘(Ca(OH)2), 아크릴산(Acrylic Acid), 아크릴아마이드 

(Acrylamide) 와 과황산암모늄(Ammonium Persulfate)으로Aldrich사의 일 시약을 

사용하 고, 수산화나트륨(NaOH)은 덕산약품㈜를 사용하 다. 이산화탄소 가스는 

99.5%, 질소는 99.999%의 고순도 품질을 사용하 으며, 실험에 사용한 모든 물은 

탈이온수를 이용하 다. 

2 . 2  탄산칼슘 결정화

  먼  이 자켓 비이커에 22.7 mM 수산화칼슘과 70 mM 아크릴산( 는 

아크릴아마이드)을200 mL용액으로 비하고, 이 용액에 질소가스(N2 gas)를 300 

mL/min 으로 불어 넣어 용액 내에 녹아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여 

폴리머와 탄산칼슘의 합성을 비하 다. 의 용액은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pH 

7.0으로 조 하고, 30분 정도 교반한다. 개시제인 과황산암모늄은 0.5 mM 농도의  1 

mL를 비하 다. 

  비된 30℃의 수산화칼슘과 아크릴 산( 는 아크릴아마이드) 용액에 300 mL/min의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 반응을 시작하 다.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기 시작하면서 

고분자 합성 개시제인 과황산암모늄을 첨가해 반응시작 후10, 30, 60, 120, 1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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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로 샘 을 취하 다. 반응시작 3시간 후 반응 용액의 pH는 5.6이며, 침 이 형성된 

탄산칼슘을 5회 이상 세척하고 실온에서 12시간정도 건조하여 샘 을 비하 다. 

2 . 3  분석 방 법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X선-회 (XRD)을 이용하 으며, 주사 

자 미경 (SEM)을 이용하여 결정 형태를 분석하 다.

3 .  결과   고찰

3 . 1  모 노머  종 류 에 따 른  결정형 태  비교

   본 실험에서는 침강성 탄산칼슘 합성법  탄산포화법과 in situ 고분자 합을 

통해 침강성 탄산칼슘을 만들었다. 실험 결과 단량체의 종류와 계없이 단량체 농도가 

Ca
2+

보다 높은 상태에서 3시간 반응에서는 X-선 회  분석을 통해 부 방해석 결정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결정 형태는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 인 단량체 종류에 따른 반응시간별 결정구조와 형태는 

T a b l e .  1 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폴리아크릴산은 탄산칼슘의 시간별 결정구조의 변화와 

결정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합 반응이 진행되어도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와 형태에 향을 주지 않았다. 침강성 탄산칼슘의 입자 형태는 

개시제나 단량체가 없을 경우는 약 8.0 ~ 12.0 ㎛의 입방형 형태만 만들어지지만, 

단량체를 아크릴산으로 사용한 경우는 2.0 ~ 3.0 ㎛이며, 기 방해석 결정과 침상 결정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방해석 결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형태도 

변화한다. 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한 경우는 약 2.5 ㎛정도로 단량체에 의한 크기 

향은 없으며, 결정구조도 방해석 결정만 기부터 3시간 완료시간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진다.

- 159 -

-  -0123456789



2011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T a b l e  1 .  Formation of Crystal CaCO3 in the Carbonation Process with 

Polymerization of Acrylic acid and Acrylamideat 30 
o

C for 3 hrs
a

 

a
 The synthesis was carried out with purging CO2 (300 mL/min) and N2 (300 

mL/min), 
b

 The addition of initiator (APS) was 2 wt.% per monomer, 
c

 

Polymorphism was characterized by XRD, 
d

 The shape of the particles was 

observed by SEM, 
e

 The size of particles was measured by SEM images, 
f

 The 

monomer s used in synthesis is AM. 
g

 The precipitation of CaCO3 was carried out 

without the addition of monomer, 
h

The precipitation of CaCO3 was carried out 

without the addition of KPS.

3 . 2  반응시간 에 따 른  결정형 태  비교

  단량체로 아크릴산을 사용한 반응에서는 반응시간별 결정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결정구조는 기 방해석 결정과 침상 결정이 혼합된 형태로 보이다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방해석 결정 구조만 보여지게 된다. 하지만 결정 모양은 합 반응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와 결정 형태의 표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한다. 시간에 따른 결정 

모양의 변화는 F igur e .  1 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기에는 상의 구조가 확장되는 

형태로 결정이 자라다가, 유사-입방형 형태로 변화되면서 표면에 굴곡이 발생되고, 120 

min 경과후에는 완 히 계란 모양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가 

형태의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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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ur e  1 .  SEM images of the CaCO3 particles prepared in the carbonation processes 

with in situ polymerization of 421 mM AA (sample #1) at 30oC after (a) 10 min, 

(b) 30 min, (c) 60 min, (d) 120 min, and (e-h) corresponding magnified SEM 

images of the particles at the same time interval.

단량체로 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한 반응에서는 기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구조도 변화가 없이 방해석 형태를 유지하며, 결정 형태도 입방형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진 결정구조가 상호 연결되는 형태는 간혹 

보여지나 구조의 변화나 모양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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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ur e  2 .  SEM images of the CaCO3 particles prepared in the carbonation processes 

with in situ polymerization of 421 mM AM (sample #2) at 30
o

C after (a) 10 min, 

(b) 30 min, (c) 60 min, (d) 120 min, and (e-h) corresponding magnified SEM 

images of the particles at the same time interval.

4 .  결 론

  본 실험에서 탄산포화법과 in situ 고분자 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침강성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 비교와 형태 비교를 하 다. 알려진 바 로 개시제나 단량체는 

결정구조와 모양에 향을 주지 않으나, in situ 고분자 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고분자는 결정 형태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데,  아크릴산처럼 아크릴 그룹이 있는 경우는 탄산칼슘 형태 

변화에 향을 주나, 아크릴아마이드는 형태 변화에 향을 주지 않는다. 한 

아크릴산의 in situ 고분자 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탄산칼슘 형태는 결정 형태가 

구형이 아니라 방해석 결정 구조이며, 모양도 새로운 형태의 계란 모양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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