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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y-based membranes with submicron pore size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a simple pressing process using low-cost starting
materials(e.g., kaolin (K), bentonite (B), talc (T), and sodium borate). The green bodies were sintered at 1000

o
C for 2 h in air. The

effect of clay-mineral composition on the flexural strength of clay-based membranes was investigated. The porosity of the clay-based
membranes could be controlled within the range of 34 - 42% by adjusting the starting composition.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low-
cost membranes depended on both the porosity and the α-quartz content. In turn, the porosity and α-quartz content were affected by
the (B+T) /(K+B+T) ratio. The plot of strength relative to this ratio, showed a maximum when the ratio was 0.4. The typical flexural
strength of these clay-based membranes (with ratio 0.4) was 28 MPa at 34%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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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 등의 이상 기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

계적으로 물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대체수자원 개발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대체수자원들 중에서도 하수재

이용은 그 접근성이 용이하고 일정한 공급량과 수질을 얻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수원으로 인식되고 있

다. 이에 기존 재이용을 위한 공정은 생물처리 및 응집/

침전과 같은 화학처리 등의 다양한 수처리 기술들을 조

합한 시스템이었으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멤브레

인 공정의 적용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고분자

분리막의 산성과 염기성에 약한 화학적 특성의 단점이 보

완된 세라믹 분리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공질 세라믹

스는 기존의 치밀한 재료가 갖지 못하는 저장, 단열, 경

량, 통기성, 높은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등의 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처리용 분리막으로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다공질 세라믹스의 물성은 기공의 형상, 크기,

기공률, 배향성 및 기공벽의 미세조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특성의 제어는 수처리용 세라믹 분리막

의 물성 향상 및 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

이다.
1-10)

일반적으로 세라믹 분리막은 지르코니아, 알루미나 및

티타니아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되었고, 이와 관련하

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1-13)

 하지만, 세라믹 분리

막의 우수한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원료비용 및 제조와 관련된 공정으로 그 응용은 제한되

었다. 이에 경제적인 세라믹 분리막을 개발하기 위해 경

제적인 자연 친화적 소재인 카올린을 주원료 활용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4-16)

 멤브레인 시장은 2017년 76억

달러로 연평균 9%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17-19)

 전 세

계적으로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 기후변화 등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수처리 분야의 성장이 가장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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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으로 전망되어 비용효율이 높은 자연친화적 세라믹

스 멤브레인의 특성과 성능을 제어하는 제조공정의 연구

는 미래 산업발전에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듐보레이트를 첨가제로 사용하고,

비용 효율이 높고 자연친화적인 점토기반 분리막에서 벤

토나이트와 활석의 조성이 분리막의 곡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세라믹 분리막의 단점

인 고비용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수처리 산업 분야

에 저가의 점토질 기반 분리막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향후 연관 산업분야에도 기술적 배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출발원료로 카올린 (Al2O3·2Si2·2H2O, extra pure, Sam-

chun Pure Chemical Co. Ltd., Pyongtak, Korea), 벤토나

이트 (chemical pure, Yakuri Pure Chemicals C. Ltd., Kyoto,

Japan), 활석 (3MgO·4SiO2.H2O, chemical pure,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Pyongtak, Korea), 소듐보레이트

(Na2B4O7·10H2O,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Pyong-

tak, Korea)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원

료의 화학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소듐보레이트는

결합제 역할로 점토기반 멤브레인의 기계적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 2 wt% 첨가하였다.
20)

 성형공정의 결합제로

polyethylene glycol (PEG)을 추가로 첨가하였다. 각각의

원료 조합은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여 습식으로 혼합하

였다. 혼합은 Al2O3 볼과 폴리프로필렌 용기를 사용하여

3시간 동안 볼 밀링 (ball milling) 한 후, 완전히 건조시켰

다. 혼합된 분말은 35 mm × 8 mm × 4 mm 크기의 시편으

로 상온에서 50 MPa의 압력으로 일축가압성형 하였다. 제

조된 성형체는 전기로를 사용하여 3
o
C/min의 승온속도로

1000
o
C에서 공기 분위기를 사용하여 2시간 동안 소결하

였다. 제조된 시편의 부피밀도 (bulk density, Db)는 질량

(M) 대 부피(V)비로부터 계산하였고, 시편의 기공률은

Archimede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시편의 개기공률

과 기공 크기의 분포는 수은 함침법을 이용한 Porosimetry

(AutoPore IV 9500, Micromeritics, Norcross, G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미세조직은 주사전자

현미경 (SEM, S-4300, Hitachi Co., Japan)을 사용하여 관

찰하였고, 시편의 결정상은 CuKα선을 사용하여 X-선 회

절 분석 (XRD, D8 Discover, Bruker AXS GmbH,

Germany)을 수행하였다. 곡강도 측정을 위한 시편은 2000

번 연마지를 사용하여 시편의 표면을 연마하여 준비하였

고, 만능시험기 (Instron 4461, Norwood Co., USA)를 사

용하여 30 mm span의 치구를 사용하여 0.5 mm/min의

cross-head 속도로 3점 곡강도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1000
o
C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소결 제조된 시

편의 XRD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벤토나이트와 활석이

첨가되지 않은 B0T0 시편은 카올린과 첨가제인 소듐보레

Table 1. Sample Designation and Batch Composition of Clay-based Membranes

Sample Designation
Batch Composition (wt%)

(B+T)/(K+B+T)
Kaolin

†
Bentonite

‡
Talc* Sodium Borate

§

B0T0 98 0 0 2 0

B5T5 88 5 5 2 0.1

B10T10 78 10 10 2 0.2

B20T20 58 20 20 2 0.4

B40T40 18 40 40 2 0.8

B49T49 0 49 49 2 1
†
Kaolin: extra pure,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Pyongtak, Korea.
‡
Bentonite: chemical pure, Yakuri Pure Chemicals C. Ltd., Kyoto, Japan. 

*Talc: chemical pure,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Pyongtak, Korea.
§
Sodium borate: Na2B4O7·10H2O,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Pyongtak, Korea. 

Fig. 1. XRD patterns of clay-based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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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만으로 제조하여 열처리 하였기 때문에, silimanite와

kaolinite로 이루어져있고, 벤토나이트와 활석이 20 wt% 이

하로 첨가된 시편은 siliminite, α-qurtz, β-croistobalite로

이루어져 있다.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함량이 40 wt% 이

상인 시편의 경우, silimanite, α-qurtz, β-croistobalite, albite,

enstatite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출발원료로 사용된 카올

린, 벤토나이트 및 활석이 열처리되면서 카올린의 알루미

늄과 벤토나이트의 나트륨 성분 등이 반응하여 albite

(NaAlSi3O8)상이 나타났다. 한편,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함

량이 증가하고, 카올린의 함량이 감소됨에 따라 전반적으

로 silimanite 결정상의 peak intensity가 작아지는 반면에

α-quartz의 양이 증가되는 것을 B40T40 시편과 B49T49

시편에서 관찰하였다. 

Fig. 2는 점토기반 분리막에서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조

성 비율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조성의 시편들은 ~1.0 μm의 미세기공으로 이루어진 균일

한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벤토나이트와 활석이 포함되지

않은 B0T0 시편에서는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진 미세조

직이 얻어졌다. 반면에, B49T49 시편에서는 조대한 입자

들로 이루어진 미세조직이 얻어졌다. 이는 출발원료로 사

용한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입자가 카올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조대하기 때문에 ~ 10 μm 크기의 입자들로 이루어

진 미세조직이 얻어졌다. Fig. 3는 점토기반 세라믹 분리

막의 고배율 미세조직을 보여준다. 벤토나이트와 활석이

포함되지 않은 B0T0 시편은 카올린 입자들이 견고한 결

합을 형성시키지 못한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카올린과 첨

가제인 소듐보레이트만을 사용하여 소결한 시편은 판상

의 카올린 입자들과 소듐보레이트로 인해 형성된 유리상

이 점토입자에 견고한 결합을 형성시키지 못하여 입계파

괴를 보이고, 기공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 기공벽에 잔류

기공이 남아 있어 다른 시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간 기공이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벤토나이트와 활

석의 조성이 각각 5 wt% 이상 첨가된 시편에서는 판상

형상의 점토 입자들이 견고하게 결합된 미세구조를 보여

준다. 결합제로 첨가한 소듐보레이트는 750
o
C에서 녹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의 1000
o
C 열처리는 첨가제를 충분히 녹

일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용해된 소듐보레이트는 카올린

입자들을 접합하는 결합제 역할을 하였다.
14) 
소결시 용융된

소듐보레이트 및 카올린 원료내에 존재하는 0.04 wt%의 염

소, 0.05 wt%의 철, 0.005 wt%의 중금속 및 0.0002 wt%의

비소와 같은 불순물에 의해 형성된 유리상이 점토 입자

들간의 결합력을 강하게 하였으며, 결합제로 첨가한 소듐

보레이트는 소결시 작은 부피의 수축을 하면서 점성의 액

상으로 변화되어 점토 입자들을 견고하게 결합시켰다.
14,20)

용융된 소듐보레이트로 인해 점토 입자들이 강하게 결합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시편의 입내파괴를 관찰 할 수 있

다.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함량을 10 ~ 80% 범위로 첨가한

경우 (B5T5 ~ B40T40), 점토광물들이 소듐보레이트로 잘

Fig. 2. Typical fracture surfaces of clay-based membranes

sintered at 1000
o
C for 2 h in air: (a) B0T0, (b) B5T5,

(c) B10T10, (d) B20T20, (e) B40T40, and (f) B49T49

(refer to Table 1).

Fig. 3.  Pore structures of clay-based membranes sintered at

1000
o
C for 2 h in air: (a) B0T0, (b) B5T5, (c) B10T10,

(d) B20T20, (e) B40T40, and (f) B49T49 (refer to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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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 이루어져 입내파괴를 보여준다. 반면에, 벤토나이

트와 활석의 함량을 98% 첨가하였을 때 (B49T49)는 결

합제로 사용된 소듐보레이트가 대립 점토광물을 충분히

결합시키지 못하여 입계파괴를 보여준다. 

Fig. 4는 1000
o
C에서 2시간 동안 소결 제조한 점토기반

분리막의 점토조성 변화에 따른 기공률과 곡강도 변화를

보여준다. (B + T) / (K + B + T)의 비율이 0에서 0.4로 증가

함에 따라 기공률은 42.0%에서 33.5%로 감소하고, 곡강

도는 2.8 MPa에서 28.3 MPa로 증가하였다. 또한, (B + T) /

(K + B + T)의 비율이 0.4에서 1.0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

공률은 33.5%에서 37.6%로 증가하였고, 곡강도는 28.3

MPa에서 22.5 MPa로 감소하였다. 기공률이 증가하면 곡

강도가 감소하고, 기공률이 감소하면 곡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다공질 세라믹스의 곡강도가 기공률에 주로 의존

하기 때문이다.
2,6,8,10)

 (B + T) / (K + B + T)의 비율이 0인 시

편에서는 기공률이 42.0%로 점토기반 멤브레인에서 가장

높은 기공률을 나타냈다. 한편, (B + T) / (K + B + T)의 비

율이 0.4인 시편에서는 33.5%로 가장 낮은 기공률을 나

타냈다. 이는 첨가제로 넣은 소듐보레이트와 출발원료인

카올린에 포함된 SiO2로 인해 소결온도에서 형성된 액상

이 점성유동 (viscous flow)에 의해 입자들 사이 및 내부

의 기공을 부분적으로 채우면서 치밀화가 일어났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조성을 변화하

여 점토기반 분리막의 기공률을 33.5 ~ 42.0% 범위 내에

서 제어할 수 있었다.

한편, 곡강도는 일반적으로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21)

 본 연구

에서는 (B + T) / (K + B + T)의 비율이 0.4에서 28.3 MPa의

최고 높은 곡강도 값을 보이다가 (B + T)/(K + B + T)의 비

율이 0.4를 넘어선 시편들 (B40T40, B49T49)에서 강도값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B + T) / (K + B + T)

의 비율이 0.4 이상인 시편에서 강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1) 카올린의 함량이 감소하므로 이에 따른 SiO2의 함량

이 감소되어 점성유동 (viscous flow)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 치밀화가 충분치 못하여 기공률이 증가하였기 때문

이고, (2) Fig. 1의 XRD에서 보듯이 (B + T) / (K + B + T)

의 비율이 0.1에서 1.0 으로 증가할수록, β-cristobalite:α-

quartz의 비율이 9 : 1에서 6 : 4로 변화하면서, α-quartz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분율의 변화가

강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B + T) /

(K + B + T)의 비율이 0.4에서는 28.3 MPa의 가장 높은 곡

강도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Fig. 3의 (d)에서 보듯이 카

올린에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함량이 각각 20 wt%씩 포함

된 시편 (B20T20)은 다른 시편보다 소듐보레이트와 카올

린에 포함된 SiO2로 인해 소결온도에서 형성된 액상이 점

성유동 (viscous flow)에 의해 입자들의 기공을 감소

시켜 시편의 치밀화에 기여하였고, 유리상이 점토 입

자들을 강하게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B + T) /(K + B + T)의 비율이 0.4일 때, 33.5%의 기공

률에서 28.3 MPa의 가장 높은 곡강도 값을 얻었다. 

Fig. 5는 1000
o
C에서 2시간동안 소결하여 제조한 점토

기반 분리막의 기공률에 따른 곡강도를 보여준다. 제조된

점토기반 분리막은 33.5 ~ 42.0% 기공률 범위에서 2.8 ~

28.3 MPa 범위의 곡강도 값을 갖는다. 벤토나이트와 활석

이 첨가되지 않은 B0T0은 42.0%의 기공률에서 2.8 MPa

의 곡강도를 보여주는 반면, 카올린에 벤토나이트와 활석

을 첨가하여 제어한 점토기반 분리막은 33.5 ~ 37.6% 범

위의 기공률에서 17.2 ~ 28.3 MPa 범위의 곡강도 값을 갖

는다. 다른 세라믹 분리막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

조된 분리막도 기공율이 증가함에 따라 곡강도가 낮아지

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2,6,8,10)

 이는 세라믹 분리막

의 곡강도는 기공률에 의해 주된 영향을 받음을 나타낸

다. Saffaj
22)

 등은 Moroccan 점토를 원료로 사용하여 세라

Fig. 4. Effect of (B + T) / (K + B + T) ratio on porosity and

flexural strength of clay-based membranes (K, B, and

T denote kaolin, bentonite, and talc, respectively.). Fig. 5. Flexural strength as a function of porosity for the clay-

based membranes sintered at 1000
 o
C in for 2 h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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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분리막을 제조하였고, 기공률 35% 및 42%에서 각각

12 MPa 및 10 MPa의 곡강도를 보고하였다. Emani
23)
등은

카올린을 원료로 사용하여 세라믹 분리막을 제조하였을

때의 곡강도는 기공률 39%에서 11 MPa이었다. 본 연구에

서 고찰한 조성 중에서 (B + T) / (K + B + T)의 비율이 0.4

인 시편이 34%의 기공률과 28.3 MPa의 가장 높은 곡강

도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곡강도보다 우수한

값으로, 이러한 우수한 강도는 Fig. 2의 미세조직 관찰에

서 보듯이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비율을 제어함으로써

~ 1 μm의 미세 기공을 갖는 균일한 미세구조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비용효율이 높은 점토기반 분

리막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향상하고 기공률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조성을 제어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다. 결국, 점토기반 분리막에 저

비용의 점토 광물조성을 최적화 함으로서 추가적인 곡강

도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카올린, 벤토나이트, 활석을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첨가

제로 소듐보레이트를 첨가하여 1000
o
C의 온도에서 제조한

점토기반 분리막의 곡강도를 고찰하였다. 점토기반 분리

막에 벤토나이트와 활석을 첨가 제조한 시편은 ~ 1.0 μm의

기공크기를 갖는 균일한 미세구조를 나타냈고, 벤토나이

트와 활석의 조성을 제어함으로써 기공율을 34 ~ 42% 범

위에서 제어할 수 있었다.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함량이

증가할 때, 기공률이 감소하면 곡강도가 증가하고, 기공

률이 증가하면 곡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본 연구에서 보

였는데, 이는 다공질 세라믹스의 곡강도가 기공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조성 중에서 (B + T) / (K + B + T)의

비율이 0.4인 시편이 34%의 기공률과 28.3 MPa의 곡강

도를 나타냈다. 출발원료에서 벤토나이트와 활석의 조성

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용효율이 우수하고 친자연적인 점

토기반 분리막의 곡강도를 추가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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