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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materials were manufactured by hydrothermal treatment of waste bottle glass without foam agent. Factorial design was
applied to analyze data by statistical methods and deal with the important factors for a process. The largest effect for porosity was for
temperature of hydrothermal treatment. Amount of water and temperature-water interaction appeared to have little effect. The particle
size of raw material was also identified as a major factor by one-way ANOVA and the porosity decreased as the size increased. The
sintering temperatu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orosity but was significant for the pore size. The porous material had
compressiv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comparing with those of ALC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although it has higher
porosity than for 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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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산업발전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대로 매

립 부지의 한계와 매립으로 인한 2차 토양오염 등의 문제

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기물의 재자원화 기술과 응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한국 유리공업 협동조합
1)
의 자료에 의하면 폐

병 유리의 재활용률은 2004년 71.8%의 재활용률이 2008년

73%로 소량 증가였지만 일본의 2003년도 재활용률 90.3%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폐유리의 주요활용도

는 단열용 발포유리, 건축과 토목용도로 아스팔트를 혼합

한 glass아스팔트, 점토를 혼합한 glass블록, glass대리석,

glass타일, glass bead, 발포용 경량골재 등이 있다. 하지만

폐유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유리화, Glass-ceramic화, 복합

체화등의 공정에서는 1000℃ 이상의 고온을 요구하므로

중금속이 휘발하여 2차 환경 오염문제를 야기한다. 기존

의 파유리를 재활용한 발포유리는 CaCO3, dolomite

(CaCO3MgCO3), SiC, 그리고 유기고분자 등의 발포제 사

용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가스를 방출하는 문제

점이 있다.

Sigoli 등
2)
은 ≤ 450

o
C에서 초임계 수열조건이 형성되면

유리 내에 기공이 형성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반응은 높은 공정비용 때문에 산업적 이용은 매우 제

한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수열조건

이 아닌 200
o
C 정도의 온도에서 autoclave를 활용한 수열

반응을 일으켜 폐유리에 수분 함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유리에 물의 함유는 유리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3)

 유리내의 수분의 결합상태와

정량을 위해 많은 적외선 분광분석이 행해져 왔다.

Scholze
4)
는 규산염 유리 중의 수분은 3종류의 OH로 함유

되며 2.73-2.95µm, 3.35-3.85µm및 4.25µm에서 각각 free

OH group, 강한 수소결합 OH, 그리고 매우 강한 수소결합

OH에 의한 적외선 흡수 피크를 보고하였다. Ernsberger
5)
는

분자상의 물도 존재하며 2.9µm 부근에서 흡수 피크를 갖는

다고 하였다. 또한 Tomozawa
6)
는 수열반응에 의해 다량의 수

분을 함유하는 유리 중에는 H2O/OH의 비가 매우 크다고 보

고하였다. 기공유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휘발 성분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수열 처리된 유리에 존재하는 수분이 OH

보다는 분자상의 물로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실험계획법을 통하여

수열반응 조건에서 첨가되는 증류수량, 수열반응 온도, 그

리고 수열반응에 투입되는 폐유리 입자 크기를 기공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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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요인과 기공률 간

의 통계적 유의성과 이들 요인들의 최적조건을 통해 기

공률이 높고 균질한 다공질 재료를 제조 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폐병유리를 이용한 다공질 재료의 제조에서 다공질 재

료의 기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열반응을 위해

증류수량, 수열반응 온도, 그리고 수열반응에 투입되는 폐

유리 입자 크기를 설정하고, 이 3가지 인자를 동시에 실

험하면 실험 횟수의 증가와 실험이 복잡해짐으로 먼저 일

정한 입자크기와 소결온도 조건아래 수열반응에 미치는

증류수량과 반응온도의 영향을 요인배치법을 통해 분석

하였다. 또한 폐유리 입자의 크기와 소결온도의 영향은

각각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1. 수열반응 조건 선정

수열반응의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수열반응 조건에서

3
2
요인 배치법으로 수열반응 후 생성된 다공질 재료의 기

공률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인자로는 증류수량과 반응온

도 그리고 수준은 3수준으로 증류수량은 10 wt%, 15 wt%,

20 wt%, 반응온도는 160
o
C, 200

o
C, 240

o
C로 정하고 3회

반복하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인 수열반응에 투입되는 폐

유리 입자 크기는 106 µm 이하로 소결온도는 750
o
C로 고

정하여 만든 다공질 재료의 기공률에 관하여 요인분석 하

였다. 기공률의 측정은 상 중 하로 3등분한 시편을 아르

키메데스 원리로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은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하여 랜덤화의 원리에 따라 순서를 배열하여 행하였다.

2.2. 수열반응에 투입되는 폐유리 입자 크기의 영향

 선정된 수열반응의 최적 조건을 선정한 후 수열반응에

투입되는 원료의 입자 크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

자 크기를 45 µm 이하, 45~75 µm, 그리고 75~106 µm로

3수준으로 하였다. 이때의 수열반응 조건은 본 실험 최적

으로 알려진 조건으로, 소결온도는 750
o
C로 고정하였다.

또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행하여 수열반응 시 투입되는

입자 크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3. 소결온도의 영향

폐유리를 이용한 다공질 재료의 제조 시 소결 온도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된 수열반응 조건과 수

열반응 시 투입되는 폐유리 입자 크기를 고정한 후 소결

온도를 690
o
C, 720

o
C, 750

o
C, 780

o
C의 4수준으로 하여 다

공질 재료를 제조하였다. 또한 기공률과 기공 크기에 관

한 영향을 일원배치 분산분석하였으며, 기공의 크기는

Mercury Porosimetry(Auto Pore 9500, Micromeritics)로 측

정하였다. 

2.4. 폐병유리를 이용한 다공질 재료의 제조 방법 

다공질 재료의 원료는 페병유리와 병유리 공장 바닥의

폐유리를 원료로 하였으며 이들 폐유리를 300 g 넣어 3시

간 볼 밀링하였다. 이 분말을 sieve(45 µm, 75 µm, 106 µm)

를 이용해 체가름한 분말을 autoclave를 이용하여 6시간 수

열 처리한 후 수열 반응한 폐유리를 다시 볼 밀링하여

106 µm의 sieve를 통해 체가름한 분말을 소결온도 750
o
C

에서 30분간 소결하여 다공질 재료를 제조하였다.

2.5. 분석 방법

적외선 분광기 (VERTEX 80 v, Bruker)로 고온의 초임계

수열의 조건보다 낮은 온도에서 폐병유리가 수열 처리 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수열합성 한 폐병유리와 폐

병유리를 KBr pellet 방법을 사용하여 4000 cｍ
-1

~400 cｍ
-1

의 범위에서 4 cｍ
-1
의 분해능으로 측정하였으며, 수열반

응시킨 유리폐기물이 열처리에 따라 함침된 물이 어느 온

도 영역에서 휘발되어 기포를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화는 어느 온도 영역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TG와 DTA를 5
o
C/min의 가열속도로 1000

o
C까지 측정

하였다. XRD (D/max-3C, Rigaku)로 제조한 다공질 재료

의 결정상을 알아 보기 위해 다공질 재료를 45 µm 이하

로 미분쇄 하여 X선 회절분석 하였으며, SEM (JSM-6400,

JEOL)으로 다공질 재료의 표면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열전도도는 Lee’s disk
7)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열 처리된 폐병유리 분말

수열 처리 하지 않은 폐병유리와 autoclave를 이용하여

여러 온도에서 수열 처리된 유리의 물의 함침상태를 분석

하기 위해 미처리 폐병유리와 함께 적외선 분광기로 비교

Fig. 1. FT-IR spectra of parent waste bottle glass and glasses

hydrothermally 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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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듯 수

열처리에 의해 3600 cm
-1

(2.8 µm)영역, 2350 cm
-1

(4.3 µm),

그리고 1645 cm
-1

(6.1 µm)에서 흡수 피크의 큰 변화를 보이

고 있다. 3600 cm
-1
에서의 피크는 낮은 파수까지 넓게 퍼진

폭이 매우 큰 흡수대를 이루고 있다. 이 피크는 3600 cm
-1
의

Si-OH(free OH)에 의한 신축진동
4,8) 
이외에 3300~3500 cm

-1
의

물분자의 O-H 신축진동
5,8,9)

 및 2800 cm
-1
에서의 흡수를 포함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소다 석회 규산염 유리의 경우 수

소결합이 강하면 약 3000 cm
-1 
아래에서 보통 등간격의 2850,

2360, 1870 cm
-1
에서 피크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10)
 그

러나 Uchino 등
9)
은 autoclave로 수화된 유리의 경우 2800

과 2350 cm
-1
의 흡수는 물분자의 O-H 신축진동에 의한 것

이라고 하였다. 수열 처리 전후의 본 시료들의 경우 Fig.

1에서 보이듯 1870 cm
-1
에서 피크가 보이지 않으므로

Uchino 등의 결과에 따라 이들 피크가 물분자에 의한 것

으로 본 시료의 이들 피크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645 cm
-1
에서의 흡수는 물분자의 H-O-H 굽

힘진동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5,8,9)

 이 결과로부터

수열 처리된 폐병유리 내에 물이 주로 물분자로 함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에서 보이듯 수열처

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략 3600 cm
-1
의 흡수대는 그

폭이 저파수 쪽을 희생하여 좁아지고 2350 cm
-1
의 흡수는

작아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iOH 흡수종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200
o
C에서 수열 처리된 폐병유리의 TG와 DTA

의 결과를 보인다. 120
o
C 부근에서의 강한 흡열반응과 이

반응에 의한 급격한 중량감소 및 230
o
C 부근에서 약한 흡

열반응과 이 반응에 의한 다소 급한 중량감소 및 300
o
C

와 400
o
C 영역에서의 발열반응과 이 반응에 의한 다소 완

만한 중량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Uchino 등
9)
은 물을 함

유하는 소다 규산염 유리의 탈수상태에 관한 IR분석을 행

하여 200
o
C 미만의 온도에서 탈수가 일어날 때는 물분자

의 신축진동(3300-3500 cm
-1

)과 굽힘진동(1645 cm
-1

)의 흡

수강도가 감소하고, 200~400
o
C의 온도에서는 3600, 2800,

2350, 1670 cm
-1
에서의 흡수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인용하면 120
o
C 부근에서의 강한 흡열반응과

급격한 중량 감소는 Fig. 1에서 보이듯 수열 처리에 의해

강한 흡수피크를 보이는 3300-3500 cm
-1
과 1645 cm

-1
에서

의 흡수종의 탈수, 230
o
C과 350

o
C 부근에서의 약한 흡열

반응과 다소 급한 중량 감소는 비교적 강하게 수소결합

된 O-H종의 탈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00
o
C

와 400
o
C 영역에서 발열반응과 다소 완만한 중량감소는

폐유리에 함유된 유기물의 탄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730
o
C에서 시작되는 발열반응은 결정화가 일어남을

나타낸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750 cm에서 30분 동안 열처리하여

기공화 열처리를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결정질이 미세하

게 분산된 Glass-ceramic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이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결정도는 유리 응용분야에서 매우 중

요하다. Fig. 3은 제조된 기공재료의 XRD 피크로서 유리

상과 결정상이 혼재해 있으며, 상당한 결정화가 진척되었

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결정상은 Wollastonite(CaSiO3),

devitrite(Na2Ca3Si6O16), 그리고 quartz로 동정되었으며, 이

는 Na2O-CaO-SiO2 상태도
11)
와 잘 일치한다.

3.2. 수열반응 온도와 증류수량

증류수량과 수열반응온도가 수열반응의 중요 인자를 통

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실험점에서 얻어진 기공률에

관해서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기공률의 값으로는 각

시편마다 세 부분으로부터 측정된 것의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Table 1은 Minitab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와 (증류수) 그리고

(온도×증류수)의 인자들의 P값이 모두 0.05 이하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며, 99.97%의 R
2
이 얻어졌다. 여

기서 R
2
은 회귀모델에 의해 설명 되는 변동의 양을 나타

Fig. 2. DTA and TG curves of hydrothermally treated glass.

Fig 3. XRD pattern of porous materials manufactured by

hydrotherm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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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값으로, 99.97%의 R
2
은 기공률에 대한 데이터의 변

동 중 99.97%가 회귀 모델로 설명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수열반응에 증류수와 반응온도 및 이들 인

자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분산분석표로는 명확하지 않은 각 인자

들의 효과 정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증류수량과 수

열반응온도의 조합에 대한 평균 기공율을 이들 인자에 대

해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수열반응온도는 기

공률에 매우 중요한 인자인 반면, 증류수량은 거의 영향

을 미치지 못함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기공률에 대한

(온도×증류수)의 상관효과도 기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증류수량 때문에 상호작용이 크지 못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Fig. 5는 수열반응 온도와 증류수 첨가량을 달리한 수

열처리로 생성한 기공재료의 표면미세구조로 a, b, c는 각

각 증류수량 10 wt%, 15 wt%, 20 wt% 첨가하여 200
o
C 온

도에서 수열 반응시킨 폐유리로 만든 다공질 재료의 표

면 미세구조이며 d, e, f는 각각 증류수량 10 wt%,

15 wt%, 20 wt% 첨가하여 240
o
C 온도에서 수열 반응시킨

폐유리로 만든 다공질 재료의 표면 미세구조이다. 같은

온도에서 증류수량의 증가에 따른 기공의 크기에는 큰 변

화가 없었으나 골격 내에 작은 기공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작은 기공의 생성은 240
o
C에서 더 많이

생성되었다. 이는 앞의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에서 보이듯

200
o
C보다 240

o
C에서 SiOH 결합이 더 많은 것을 고려하

고 Uchinoe 등
9)
의 결과를 인용하면, 수열반응 시 강하게

Table 1. Analysis of Variance for Porosity with Temperature and Distilled Water

Source DF Sep SS Adj SS Adj MS F P

Temp. 2 25666.3 25666.3 12833.2 25167.26 0.000

Water 2 38.0 38.0 19.0 37.96 0.000

Temp Water 4 382.4 382.4 95.6 190.84 0.000

Error 16 8.0 8.0 0.5 - -

Total 26 26095.2 - - - -

S = 0.707784 Rp
2
= 99.97% Ra

2
= 99.95%

DF : Degrees of freedom, SS : Sum of squares, MS : Mean squares, F : Test statistic, P : p-value, 

S = (error mean of squares) Rp
2 

: predicted R
2
,
 
Ra

2
: adjusted R

2
MSE

Fig. 4. Variation of porosity with temperature and amount of

distilled water.

Fig. 5. Surface microstructures by SEM of porous materials sintered at 750
o
C with hydrothermal treatment: (a) 200

o
C 10 wt%

distilled water, (b) 200
o
C 15 wt% distilled water (c) 200

o
C 20 wt% distilled water, (d) 240

o
C 10 wt% distilled water, (e) 240

o
C

15 wt% distilled water, and (f) 240
o
C 20 wt%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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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OH기들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
o
C의 기공크기가 240

o
C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240
o
C의 수열처리보다 200

o
C의 경우가 증발이 용이한 물

분자의 상태로 물이 유리 내에 더 많이 존재해야 하며, 이

는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로부터 수열

처리 조건으로는 200
o
C의 온도와 20 wt%의 증류수량이

높은 기공률을 위한 최적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3.3. 원료의 입자 크기 영향

선정된 수열반응의 최적 조건에서 수열반응에 투입되

는 원료의 입자 크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자 크

기를 45 µm 이하, 45~75 µm, 75~106 µm로 3수준으로 나

누고 소결온도를 750
o
C로 고정하여 제조한 다공질 재료

의 외관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입자 size가 증가 할수록

발포가 잘 일어 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과 8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적용하여 시편의 세 부분

에서 측정된 평균 기공률과 부피밀도를 입자크기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원료의 입자 크기가 증가 할수록 부피

밀도는 증가하고 기공률은 감소 함을 보였다. 이는 Fig. 6

의 외관에서 보여진 것과 잘 일치하며 입자크기가 클수

록 수열반응의 비표면적이 적어 기포를 발생시킬 수분의

양이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2는 기공률과 수열반응 시 투입되는 입자 크기의

영향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로 P값이 0.05 이

하인 0.000이므로 입자크기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
2 
값도 94.27%로 기공률에 대한

데이터의 변동 중 94.27%가 회귀 모델로 설명 될 수 있

음을 나타내어 주므로 입자가 작을수록 기공률이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3.4. 소결 온도의 영향

수열처리조건을 45 µm 이하의 입자크기, 200
o
C의 온도

와 20 wt%의 증류수량으로 고정하고 다공질 재료의 소결

온도를 690
o
C, 720

o
C, 750

o
C, 780

o
C, 810

o
C의 5수준으로

하여 다공질 재료를 제조한 시편의 기공률에 대하여 일

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 P값이 0.05 이하인 0.022으로 유

의 하다는 결과가 얻어졌으나 회귀모델에 의해 설명 되는

변동의 양을 나타내는 R
2
 값이 37.44%만로 매우 낮아, 회

귀 모델로 설명 될 수 없으므로 기공률에 대한 소결온도

의 영향을 유의하다고 할 수 없었다. 반면에 소결온도에

따른 평균 기공 크기는 Fig. 9에서 보이듯 소결온도가 증

가 할수록 기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보였다. 이는 소결

Fig. 6. Appearance of porous materials with particle size.

Fig. 7. Variation of bulk density with particle size for porous

material.

Fig. 8. Variation of porosity with particle size for porous

material.

SS : Sum of squares, MS : Mean squares,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for Porosity with Particle Size

Source DF SS MS F P

Particle 

size
2 677.28 338.64 49.39 0.000

Error 6 41.13 6.86 - -

Total 8 718.71 - - -

S = 2.618 Rp
2 

= 94.27% Ra
2
 = 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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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기공간의 합체가 용이하게 일어

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한 결과

0.000의 P값, 92.19%의 R
2
 값이 얻어졌다. 이로부터 평균

기공크기에 대한 소결온도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할 수 있다. 즉 다공질 재료의 기공크기는 소결온도에

따라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결온도에 따른 다공질 재료의 압축강도의 변동을 Fig. 10

에 나타내었다. 690
o
C에서 가장 높은 74.71±1.11 kgf/cm

2
의

압축강도를 보이며 소결온도가 증가 할수록 압축강도는

낮아졌으며 이는 소결온도에 따라 기공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다공질 재료 내의 평균 기공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과 연관하면 기공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강도 값이 낮

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공크기에 따른 압축강도의 경

향은 다공질 hydroxyapatite 세라믹에서도 나타난다고 알려

져 있다.
12)

 Fig. 11은 소결온도에 따른 다공질 재료의 열전

도도의 변화를 보인다.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

도는 감소하며 780
o
C에서 가장 낮은 0.031±0.003 kcal/Hm

o
C

의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 열전도도는 기공율이 증가할수

록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13)

 앞에서 살펴보았듯 소결

온도는 기공율에 통계적으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열전도도의 감소는 기공의 크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4. 결 론

폐병유리를 CO2가스를 발생시키는 발포제 없이 수열반

응과 열처리 과정을 통해 다공질 재료로 제조할 수 있었

다.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 결과 수열처리의

경우는 온도와 유리원료의 입자크기가 기공률의 가장 중

요한 인자이며, 물의 양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소결시 결정화가 일어났으며, 소결온도는

기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기공의 크기에는 영향

을 미치는 공정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제조된 다공질 재

료는 경량기포콘크리트에 필적하는 압축강도와 열전도도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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