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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mullite/alumina composites have been fabricated by a freeze casting technique using TBA-based coal fly ash/alumina slurry.
After sintering, unidirectional macropore channels aligned regularly along the TBA ice growth direction were developed;
simultaneously, small sized micropores fromed in the outer walls of the pore channels.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e.g.
poros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the sintered porous composites were roughly dependant of processing condition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factors affecting them. However, with increasing solid loading and sintering temperature, the compressive strength
generally increased and the porosity decreased. After sintering 1500

o
C for 2 h, the porous specimen (porosity: 52.1%) showed a

maximum compressive strength of 70.0 MPa. 

Key words : Porous mullite/alumina composites, TBA-based coal fly ash/alumina slurry, Unidirectional macropore channels, Com-

pressive strength

1. 서 론

급속한 산업화에 수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이는 산업발전의 여건상 환경오염방지를 위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른 해결방법의 하나

로 자원순환기술의 이용, 즉 ‘자원리사이클링’을 들 수 있

다. 최근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개념이 저부가가치

의 단순 이용에서 탈피하여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

효성분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여 적정 수준이

상으로 고급화시키고 일반적인 제조공정에서 적용되는 단

위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을 합성함으로써 고부가가

치의 창출과 부존자원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이

하 ‘석탄회’라 칭함)의 자원화는 발전소 폐기물처리에 있

어서 해결하여야만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석탄회

는 다량의 미연소 잔유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무기물의 미

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회의 화학성분은 원탄

의 종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 성분은

Al2O3와 SiO2이다. 따라서 석탄회의 재활용을 통하여 산

업용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성분계 화합물인 mullite

(3Al2O3·2SiO2)
1)
의 합성이 가능하다. 

오늘날 다공질 세라믹스는 용융금속의 여과, 고온단열

재,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로 부터 입자상의 제거, 촉매담

체, 연료전지의 전극, 여러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온

부식성 가스의 여과 등과 같은 환경 및 산업용 소재로 각

광을 받고 있다.2-4) 다공질 세라믹스의 특성은 주로 기공

률, 기공크기분포, 기공성상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조성 및

미세구조를 제어함으로써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러

한 성질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공질 세라믹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많은 공정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replica,

sacrificial template, direct foaming technique로 대별된다.5)

Sacrificial template method의 일종인 동결주조 (freeze

casting)는 적은 건조수축, 폭넓은 기공제어, 비교적 높은

기계적 강도 등과 우수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형기술로서

미세구조가 제어된 다공질 세라믹스의 제조를 위하여 유

용하게 이용된다. 이 공정은 slip의 조제, mold 내부로 슬

립의 주입 및 동결, 탈형, 승화건조, 소결을 포함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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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용매로서 물6,7)
뿐만 아니라 camphene,8,9) naphthalene-

camphor eutectic,10) tert-butyl alcohol (TBA)11,12)
가 보고

되어 있으며 용매의 종류 및 동결조건에 따라서 소결 후 다

양한 미세구조가 얻어진다. 이들 용매 중에서 TBA는 높은

포화증기압 (6.4 kPa, 40oC)과 낮은 표면장력 (15.15 mN/m,

40oC)을 가지며, 따라서 비교적 낮은 온도 (<40oC)에서 쉽

게 증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회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시키

기 위하여 TBA를 용매로 하는 동결주조기술을 이용하여

기공구조가 제어된 다공질 mullite 복합체를 제조하고, 합

성물질의 미세구조, 기공률, 부피밀도, 압축강도에 미치는

공정변수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사용한 석탄회는 XRF 분석에 의한 화학성분 (wt%) 55.83
SiO2, 23.29 Al2O3, 5.96 Fe2O3, 7.87 CaO, 0.83 MgO,

0.99 K2O, 0.70 Na2O, 0.10 MnO, 11.83 Ig. loss를 함유하

고 있었으며, 비표면적 3.82 m2/g, 응집입자의 크기 42.1 µm

(<90%)을 갖는 구상 및 판상에 가까운 형상의 입자 (Fig. 1)

가 혼합되어 있는 규산염광물 (mullite, sillimanite, quatrz)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XRF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Al2O3/SiO2 (molar ratio)=1.2, 1.5, 1.8이 되게끔 부족한 양

의 Al2O3 (AES-11C, Sumitomo Chemicals)를 첨가하였다.

조합분말을 에탄올을 분산매로 하여 ball milling하였다. 회

전진공증발한 후, 건조분말을 미분쇄하여 200 mesh 분급망

을 통과시켰다. 

40, 50, 60 wt% 고체함량을 갖는 TBA 슬러리를 40oC에

서 24시간 ball milling함으로써 제조하였다. 이때 분말함

량을 기준으로 하여 분산제로 1 wt% citric acid (Sigma-

Aldrich), 결합재로 0.5 wt% PVB (Aldrich Chemical)를 첨

가하였다. Warm slurry를 진공 하에서 자기교반 함으로써

기포를 제거한 후 상부 및 측면이 단열물질로 보호된

cylindrical polyethylene mold 내부로 주입하였다. 주입 즉

시 몰드의 하단 면을 ~0oC로 유지시킴으로써 TBA의 동

결이 하부로부터 상부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동결된 시편을 몰드로부터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동결건

조기 (labconco 77540, Western Medics) 내에서 동결된

TBA를 승화시켰다.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600oC

에서 하소한 후, 1300~1500oC에서 2시p간 최종적으로 소

결하였다. 

반응생성물의 결정상을 XRD (D-MAX II, Rigaku)를 이용

하여 동정하였다. 기공률과 부피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물

을 매체로 하여 Archimedes법을 이용하였다. 만능시험기

(Model 6025, Instron, cross-head speed 1.0 mm/min)를 이용

하여 압축강도와 영률을 구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SEM,

JSM-500, Keol)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XRD 분석에 의하여 동결주조소결체의 결정상을 조사

하였다. 1500oC, 2 h 소결 후의 XRD patterns를 Fig. 2에

나타내었다. Mullite와 corundum (α-Al2O3)의 특성피크의

존재가 확인된 반면에 SiO2 결정상은 출현하지 않았다.

Mullite와 corundum 결정상은 1300oC 및 1400oC 소결에

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따른

적은 양의 액상생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피크강도는 1300oC

소결물질에 있어서 다소 높았다. 석탄회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알카리 산화물, 산화철을 비롯한 기타 산화물의 존

재는 소성할 동안 낮은 용융점을 갖는 액상의 생성을 가

능하게 하며, 그 생성 양은 온도에 의존하여 증가할 것이

다. 이 경우, 석탄회를 구성하는 조성의 복잡성으로 인하

Fig. 1. SEM micrograph of the as-received coal fly ash. Fig. 2. XRD patterns of the freeze cast materials sintered at

1500
o
C for 2 h with different starting Al2O3/SiO2 (molar

ratio): (a) 1.2, (b) 1.5 and (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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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액상을 생성하기 위한 석탄회 중의 산화물 불순물과

반응하는데 필요한 Al2O3와 SiO2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Fig.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발물질의 배치조성

을 mullite의 양론조성 (Al2O3/SiO2=1.5, molar ratio) 및

silica-rich (1.2)로 조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500oC 소결

후 corundum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로

서 주어진 소결조건에서 불충분한 mullite화 반응의 가능

성을 들 수 있다. Schneider 등13)
은 SiO2 glass와 Al2O3

사이에서 mullite의 생성반응은 대부분의 SiO2 glass가

cristobalite로 결정화한 후 ~1550oC에서 Al2O3와 cristobalite

의 고상반응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반응은 석

탄회의 경우처럼 산화철, 알카리 산화물의 존재에 의하여

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만약 mullite의 생성반응이 반드시 SiO2 융체의 결정화를

전제로 하여 일어난다면 mullite화 이전에 고점도의 SiO2-

rich 융체의 생성은 SiO2 결정상의 석출을 어느 정도 억

제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2성분 계 및 3성분 계

공정온도 이상에서 존재하는 Al2O3의 전부와 반응하기 위

한 SiO2의 양이 불충분하게 되어 mullite의 생성반응이 완

료된 후일지라도 여분의 Al2O3가 존재할 수 있다. 

1300~1500oC에서 소결 후 동결주조물질의 SEM 미세구

조를 관찰하였다. 소결온도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미세

구조를 나타내었다. TBA ice의 성장방향을 따라서 규칙

적으로 배열된 상호 연결된 일축 방향성 기공채널이 긴

범위에 걸쳐서 관찰되었다 (Fig. 3(a)). TBA ice의 이러한

응고거동은 수지상 구조 (dendritic structure)로 성장하는

water, camphene 동결용매와는 차이가 있다.6,8) 
기공채널의

외부 벽 (outer walls) (Fig. 3(b-d))은 다량의 미세기공을

함유하는 조밀 (dense)한 정도가 서로 다른 다공질의 골

격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동결방향에 대한 수직 절단면의 미세구조를 Fig. 4에 나

타내었다. 미세기공을 함유하고 있는 다공질의 solid walls

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름 50~100 µm의 크기를 갖는 기공

의 긴 채널이 응고방향에 대하여 평행하게 성장된 것으로

보여 진다. 치밀질 세라믹스의 경우와는 달리 본 연구에

서 얻은 다공질 동결주조물 (기공률 >50%)의 SEM 사진

에서 관찰된 기공크기에 미치는 소결온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높은 배율로 관찰한 현미경

사진 (Fig. 4(d))에서 실리카와 알루미나의 반응으로 생성

된 rod-shaped mullite particles를 확인할 수 있었다. Mullite

의 안정한 결정구조는 격자정수 a=7.545 Å, b=7.689 Å and

c=2.884 Å (JCPDS Card # 15-776)를 갖는 orthorhombic

이고 따라서 결정성장은 c축에 평행한 결정학적 방향으

로 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 결과 mullite는 결정의

성장과정에서 우선 배향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이방성 성

장은 액상의 존재 하에서 더욱 용이하다.14) 

1400oC에서 소결 후, 다공질 미세구조의 발달에 미치는

solid loading (40, 50, 60 wt%)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Fig. 5).

기공채널의 배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용매함량을 갖는

동결주조물 (Fig. 5(a))에서 다소간 저하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높

은 고체함량에 비하여 낮은 고체함량은 상대적으로 불규

칙한 입자배열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주조물의 동결 시

불규칙한 기공채널의 배열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응고

과정은 열전달속도(∆Q/∆t)에 의존하므로 묽은 용액의 경

Fig. 3. SEM micrographs of (a) cross sections parallel to the

macroscopic TBA ice growth direction; sintered at

1500
o
C for 2 h with starting Al2O3/SiO2 (molar ratio) =

1.5 and 50 wt% solid loading; (b) bottom part, (c)

middle part, and (d) top part. 

Fig. 4. SEM micrographs of cross sections perpendicular to the

macroscopic TBA ice growth direction; sintered at (a)

1300, (b) 1400, and (c) 1500
o
C for 2 h with starting

Al2O3/SiO2 (molar ratio) = 1.5 and 50 wt% solid

loading: (a) top part, (b) middle part, (c) bottom part,

and (d) stru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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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응고가 주조물의 하부로부터 상부방향으로 진행될수

록 이의 불균일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 결과적

으로 이방성 기공채널이 생성될 수 있다. Fig.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결 후 다공질 미세구조의 발달에

미치는 출발물질 중의 Al2O3/SiO2 ratio의 영향은 소결물

질의 유사한 구성상 (Fig. 2)으로 인하여 거의 없었다. 

1300~1500oC, 2시간 소결 후, 다공질 동결주조물의 기

공률, 수축률, 부피밀도, 압축강도, 영률을 측정하여 Table 1

에 요약하였다. 일반적으로 solid loading은 다공질 소결체

의 기공 및 압축강도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미세구조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solid loading이 증가할수록 기공률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결온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가지

고 solid loading 이 40 wt%에서 60 wt%로 증가함에 따라

기공률은 13~26%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초기 고체함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치밀한 다공질 소결

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소결

Fig. 5. SEM micrographs of cross sections parallel to the

macroscopic TBA ice growth direction; sintered at

1400
o
C for 2 h with starting Al2O3/SiO2 (molar ratio) =

1.5. (a) 40 wt%, (b) 50 wt%, and (c) 60 wt% solid

loading. 

Fig. 6. SEM micrographs of cross sections parallel to the

macroscopic TBA ice growth direction; sintered at

1400
o
C for 2 h with 50 wt% solid loading; starting

Al2O3/SiO2 (molar ratio) = (a) 1.2, (b) 1.5, and (c) 1.8. 



석탄회의 재활용을 통한 다공질 뮬라이트 복합체의 제조 155

제47권 제2호(2010)

수축은 낮은 40 wt% solid loading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얻은 다공질 동결주조

물은 solid struts 사이의 응고방향에 평행한 긴 기공 (Fig. 7)

과 그 내부의 미세기공 (Fig. 5)을 함유한다. 따라서 slurry

의 농도가 낮을수록 TBA ice의 증발 후 struts 사이의 간

격은 보다 크게 되고 소결할 동안 보다 큰 수축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세구조를 갖는 동결주조

물에 있어서 수축의정도만으로 압축강도의 크기를 예측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주된 이유로

struts의 치밀화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압축강도는

초기 고체함량 뿐만 아니라 소결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정조건에 따라서 4.1~70 MPa 범위 내의

압축강도를 보유하였다. 예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수

Table 1. Porosity, Shrinkage, Bulk Density, Compressiv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of Porous Mullite Composites Obtained by

Sintering Freeze Cast Materials at 1300~1500
o
C

Sintering 

temperature (
o
C)

Specimen* Porosity (%)
Linear Shrinkage

(%)

Bulk density

(g/cm
3
)

Compressive

strength (MPa)

Young's modulus

(GPa)

1300

M1.2-S40 76.5 9.46 0.72 4.10 0.01

M1.2-S50 71.8 6.08 0.87 8.80 0.04

M1.2-S60 61.2 9.80 1.12 6.67 0.14

1400

M1.2-S40 77.2 12.76 0.70 6.47 0.02

M1.2-S50 70.9 7.43 0.86 14.38 0.15

M1.2-S60 56.8 10.14 1.20 8.30 0.19

1500

M1.2-S40 70.6 17.57 0.91 11.40 0.09

M1.2-S50 66.8 11.82 0.98 16.10 0.16

M1.2-S60 51.6 13.18 1.47 22.90 0.22

1300

M1.5-S40 77.5 10.14 0.69 4.84 0.03

M1.5-S50 71.4 7.77 0.89 12.37 0.19

M1.5-S60 61.7 8.78 1.19 16.50 0.13

1400

M1.5-S40 79.0 8.45 0.66 7.73 0.06

M1.5-S50 67.8 11.02 1.00 13.99 0.39

M1.5-S60 59.5 9.12 1.26 19.19 0.44

1500

M1.5-S40 69.9 16.22 0.94 27.27 0.13

M1.5-S50 66.9 10.81 1.04 23.23 0.53

M1.5-S60 54.7 14.19 1.42 29.82 0.34

1300

M1.8-S40 77.4 13.51 0.74 6.60 0.08

M1.8-S50 70.4 9.12 0.93 10.48 0.04

M1.8-S60 58.3 10.14 1.32 23.82 0.30

1400

M1.8-S40 70.8 13.85 0.95 11.00 0.11

M1.8-S50 70.7 9.46 0.94 13.74 0.27

M1.8-S60 56.7 10.81 1.36 39.77 0.59

1500

M1.8-S40 60.1 16.22 1.27 21.60 0.15

M1.8-S50 65.5 10.47 1.07 26.02 0.24

M1.8-S60 52.1 14.86 1.54 70.00 0.66

*Symbol M1.2-S40 means specimen processed with starting Al2O3/SiO2 (molarratio) of 1.2 and 40wt% solid loading. 

Fig. 7. SEM micrograph showing unidirectional, long pore

channels aligned regularly along the TBA ice direction

after subl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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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고체함량 및

소결온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기

공률-압축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압축강도는 외관적으로 보여 지는 기공률뿐만 아니라 여

러 가지의 다른 특성인자에도 복합적으로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기공률 >65%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압축강도의 크

기는 출발물질의 배치조성 (Al2O3/SiO2 ratio)에 어느 정도

의존하였으며, 그 크기의 정도는 1.2<1.5< 1.8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4. 결 론

산업폐기물의 일종인 석탄회의 고부가가치 자원창출을

위하여 TBA-based freeze casting 기술을 도입하여 독특한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질 세라믹복합체의 제조를 시도하

고 특성평가를 행하였다. 

(1)석탄회의 XRF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Al2O3/SiO2

(molar ratio)=1.2, 1.5, 18이 되게끔 부족분의 Al2O3를 첨

가하여 제조한 동결주조물을 1300~1500oC에서 소결한 결

과 배치조합에 관계없이 다공질 mullite/alumina 복합물질

이 얻어졌다. 이때 silicate melts의 존재 하에서 생성된

rod-shaped mullite 입자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동결주조소결체의 기공구조는 TBA ice의 성장방향

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호 연결된 일축 방향성

기공채널과 골격구조에 함유되어 있는 미세기공으로 구

성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공정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범위의 기공률 (79.0~

52.1%)과 압축강도 (4.10~70 MPa)를 보유하는 다공질 소

결물질이 얻어졌으나, 이때 다양한 공정조건 및 공정결함

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계로 공정-미세구조-성

질 상관관계에 대한 일관성이 다소간 결여되어 있었다. 

(4)석탄회는 다공질 세라믹스의 제조를 위한 유용한 출

발원료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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