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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ystallization behavior and microstructural change of the glass-ceramics were analyzed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and
etching time of the HF solution in order to enhance the degree of crystallinity induced by heterogeneous nucleation of glass of bottom
ash containing 15 wt% Li2O. The nucleation site seemed to be generated where the Si ion was eluted. The main crystal phases in the
glass-ceramics fabricated in this study were β-spodumene and Li2SiO3. The specimens etched with HF of 0.5 vol% within 0~60
seconds showed increased crystalline peak intensities in XRD pattern with etching time compared to no-etched one. Also the crystal
size and crystal occupancy in the glass matrix observed by SEM were increased with etching time. For the glass-ceramics etched with
1.0 and 2.0 vol% HF solution, the etching time over 10 s was not effective to increase the crystallinity. From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glass-ceramics with the higher crystallinity could be obtained by HF-etching followed by heat treatment process, even though
the nucleating agent or 2-stages thermal treatment process were not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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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양은 연간 6

백만 톤에 이르며,
1)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그런데 석탄 바닥재는 비

산재와 달리 미연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균일하지 못

한 조성 및 형상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았

다. 최근 들어 이러한 바닥재를 점토와 혼합 소결하여 토

목 ·건설재 용으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3,4)

 동시에 바닥재를 용융하여 유리화시키거나 이

를 열처리하여 결정화유리(glass-ceramics)를 제조하는 연

구도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5)

석탄 바닥재로부터 결정화유리를 제조하면 일반적으로

표면결정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2)

 표면결정화가 발

생된 시편은 통상 결정화도가 낮으며, 기계적 강도가 낮

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고 내부결정화(bulk

crystallization)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가장 많이 시도되는 것이 핵형성제를 첨가하

여 결정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결정과정을 제어하는 방법

이다. 또한 핵형성과정과 결정성장과정을 분리하여 열처

리하는 소위 2단계(2-stages) 열처리방법도 쓰이고 있다.
6)

이는 열처리 전에 열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핵형성온도

(TN) 및 결정성장 온도(TP)를 측정한 뒤, 먼저 낮은 온도

의 TN에서 열처리하여 핵형성을 시키고 이후에 더 높은

온도 TP에서 열처리하여 형성된 핵들을 성장시키는 방법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석탄 바닥재를 용융하여 유리를 제

조한 뒤, 별도의 핵형성제를 첨가하거나 2단계 열처리법

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유리 시편에 HF 산처리를 실시

하여 핵형성 자리(site)를 증가시킴으로서 열처리시 시편

의 결정화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석탄 바닥재

에 적절한 양의 수식제를 첨가하여 용융온도를 낮추고,

HF 용액의 농도 및 처리시간을 변수로 결정화 특성을 분

석하고 미세구조를 관찰함으로서 HF 처리가 유리의 결정

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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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XRF를 통하여 분석된 석탄바닥재(coal bottom ash)의 화

학적 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석탄바닥재에는 미연

탄소가 약 18 wt%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0
o
C의 전기로에서 3시간 동안 하소처리를 하였다. 하

소된 석탄바닥재에서 45 µm 크기의 미분만 걸러낸 후

Li2O를 15 wt%로 혼합하여 지르코니아 볼을 이용하여 24

시간 건식볼밀 하였다.

혼합된 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1350
o
C의 전기

로에서 20 min동안 용융한 후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 cm

인 흑연몰드에 붓고 Tg(glass transition temperature)보다

10
o
C 높은 온도인 516

o
C로 가열하여 냉각시 발생하는 열

응력을 제거하여 유리를 제조하였다. 유리의 Tg는 DTA를

통한 예비 실험에서 측정하였다. 유리에 핵형성 자리(site)

를 만들기 위하여 0.5~2.0 vol%의 HF 용액에 0~60초 범

위 내에서 일정시간 유리시편을 에칭(etching)하였다.

제조된 유리 시편을 45 µm로 분쇄한 후 DTA(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STA 409 C/CD, Netzsch Co.)를 통하

여 열적 특성을 분석 하였다. DTA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로부터 유리시편을 결정화시키기 위한 열처리 조건을 정

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X-

ray Diffractometer; D/MAX-C, Rigaku Co.)를, 또한 미세

구조 관찰을 위해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coSM-6500F, JEOL Co.)을 이용하였다. HF 에

칭 과정에서 용출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ICP-AES

(Inductive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photo-

meter, ICP 2070, LEEMAN LABS, Inc.)를 사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출발물질인 하소된 석탄바닥재와 이에 15 wt%의 Li2O

를 첨가하여 유리화된 시편에 대한 XRD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소된 석탄바닥

재의 주상은 quartz(SiO2)와 mullite(3Al2O3·2SiO2)이다. 석

탄바닥재의 mullite 결정상은 석탄의 열처리 시 SiO2와

Al2O3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재의 용융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성/염기성

산화물 비율 및 염기도를 계산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Andrews는 유리 프릿트(frit)가 쉽게 용융되기 위해서는 산

성/염기성 산화물 비율이 1~3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소위

‘frit rule’을 제시하였다.
7)

 석탄바닥재의 산성/염기성 산화

물 비는 11.46로 frit rule 범위를 너무 벗어나 용융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Li2O를 15 wt% 첨가한 조성

의 산성/염기성 산화물 비는 1.47로 frit rule 범위에 들어가

며, 따라서 쉽게 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세라믹스는 조성의 염기도(basicity)가 높을수록 용

융액의 점도가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염기도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8)

Basicity = (R2O+RO)/(SiO2+Al2O3+Fe2O3+TiO2)

여기서 R=1족 또는 2족 원소이다. 

Table 1. Weight Percent of Constitutional Oxides of Calcined Coal Bottom Ash and Glass Specimen

(wt%)

 Oxide groups

Raw Materials

Acids Neutrals Bases Others

SiO2 ZrO2 TiO2 Al2O3 Fe2O3 K2O Na2O MgO CaO MnO Li2O P2O5

Calcined bottom ash 58.6 0.4 1.7 23.9 10.4 0.6 0.3 1.0 2.8 0.1 0.0 0.1

Glass 49.8 0.3 1.4 20.3 8.8 0.5 0.2 0.9 2.4 0.1 15.0 0.1

Fig. 1. XRD patterns of (a) calcined coal bottom ash and (b)

glass containing 85 wt% coal bottom ash and 15 wt%

Li2O. 

Table 2. The Acid/base Oxides Ratio and Basicity Calculated

Based on Mol Fraction of Calcined Coal Bottom Ash

and Glass Specimen

Acid/base oxides ratio* Basicity
†

Calcined bottom ash 11.46 0.07

Glass 1.47 0.52

* Acid/base oxides ratio = (RO2)/(R2O+RO)
†
 Basicity = (R2O+RO)/(SiO2+Al2O3+Fe2O3+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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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스의 내화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조성의 염기도

가 0.01 정도 높아지면 생성된 액상의 점도를 제어하기 용

이한 온도(임계점도온도)가 약 50
o
C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

다.
9)

 석탄바닥재의 염기도는 0.07로서 일반적인 점토 및

소성벽돌조성인 0.03~0.06에 가깝다. 그러나 Li2O를 15 wt%

첨가한 조성의 염기도는 0.52로 크게 높아졌고, 따라서 융

체의 점도가 감소되어 용융과정이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석탄 바닥재는 1600
o
C에서도 거의 용융되지 않았

으나 Li2O를 15 wt% 첨가하였더니 1350
o
C에서 쉽게 용융

되었고, 점도도 제어할 정도로 낮아 실험이 용이하였다.

바닥재에 Li2O를 15 wt% 첨가하여 제조된 유리 시편의

XRD 결과(Fig. 1)를 보면 결정 피크가 전혀 나타나지 않

는 전형적인 비정질(non-crystalline)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

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조된 유리는 완전한 비정질 상태

임을 확인하였다. 

Li2O가 15 wt% 첨가된 바닥재를 용융하고 급냉시킨 유

리시편에 대하여 DTA 실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506
o
C의 흡열피크는 유리 전이(Tg)

를 나타내는 것이고, 668
o
C에서의 발열피크는 결정화가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시편의 결정성

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주 발열피크 온도인 668
o
C가

아닌 발열이 끝나는 온도(732
o
C)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

를 수행하였다.

DTA를 이용한 열분석 기술은 유리의 비등온 결정화

kinetics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넓게 쓰인다. 다음 식 (1)은

유리의 결정성장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Johnson-

Mehl- Avrami(JMA) 식으로 알려져 있다.
10,11)

(1)

여기서 α는 DTA 측정시 가열속도이고, x는 시간 t에서

결정화된 상의 부피분율이며, n은 아브라미(Avrami) 상수

이다. n값이 1에 가까우면 표면결정화가 주로 발생하고

3~4 범위에 있으면 내부결정화 경향이 높아진다고 알려

져 있다.
10)

Choi는 석탄바닥재로 제조된 유리의 n값을 1.97로 계산

하였으며, 이로부터 내부결정화보다 표면 결정화가 우세

하다고 보고하였다.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재 유리

시편의 내부 결정화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리시편에 핵이

쉽게 생성될 수 있는 자리(site)를 만들고자 HF 처리를 수

행하였다. 즉, 불균일 핵생성(heterogeneous nucleation)을

유도하여 결정화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위

하여 유리시편을 열처리하기 전에 0.5, 1.0 그리고 2.0 vol%

HF 용액에 10~60초 간 에칭(etching)하였다.

α 1 x–( )ln– kt
n

=

Fig. 2. DTA curve for glass specimen measured at heating rates

of 20
o
Cmin

−1
.

Fig. 3. XRD peak patterns of glass-ceramics sintered at 732
o
C/

5 hrs as a function of various HF-etching times at

0.5 vol% HF solution.

Fig. 4. XRD peak patterns of glass-ceramics sintered at 732
o
C/

5 hrs as a function of various HF-etching times at

1.0 vol% HF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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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3~5는 유리시편을 농도 및 처리시간을 변수로 HF

용액으로 에칭한 후 열처리하여 결정화된 시편들의 XRD

측정결과이다. 0.5 vol%의 HF로 처리된 시편의 경우(Fig. 3)

유지시간이 길어질수록 결정화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즉, 0.5 vol% HF에 60초간 처리된 시편의 경우, 처

리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β-spodumene 및 Li2SiO3 결정상

피크 강도가 더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0 vol% HF에 10초 처리된 시편들의 경우 (Fig. 4)

전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β-spodumene 피크가 증

가되었으나, 60초 이상이 되면 β-spodumene 및 Li2SiO3

결정피크 강도가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vol%

HF 용액에 10초 처리된 시편(Fig. 5) 역시 HF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결정상 피크들의 강도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처리 시간을 60초로 늘리면 오히려 β-spodumene

및 Li2SiO3의 주피크 강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1.0 내지 2.0 vol% HF 용액으로 처리한 경

우 60초 동안 에칭한 것이 10초에 비해 오히려 결정화도

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정량적 해석은 추가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6은 여러 조건으로 HF 처리한 유리를 결정화시킨

시편의 미세구조 관찰 사진이다. 먼저 HF 처리를 전혀 하

지 않은 결정화 유리의 미세구조를 보면, 0.1 µm 크기의

결정입자들이 생성되었으나 유리 모상(martix)에서의 결정

점유율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농도에 관계없이

HF로 10초간 처리된 시편들의 모상 내 결정 점유율이 HF

처리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높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0.5 vol% HF 용액으로 처리된 경우, 처리시간을 60

초로 늘리면 10초간 처리된 시편에 비해 결정 점유율이

매우 높아졌다. 

1.0 vol% HF 용액으로 10초간 처리된 시편의 미세구조

는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 결정입자의 크기가 증가하

Fig. 5. XRD peak patterns of glass-ceramics sintered at 732
o

C/5 h

as a function of various HF-etching times at 2.0 vol%

HF solution. 

Fig. 6. Microstructures of glass-ceramics observed by SEM as a function of treatment time and concentration of HF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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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리 모상내 면적 점유율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처리

시간을 60초로 늘리면 입자크기가 약간 증가되긴 하였으

나 면적 점유율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2.0 vol% HF로 처리된 시편들에서도 같이 나타났다. 즉

처리시간이 60초인 시편이 10초의 경우에 비해 결정 점

유율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시편 중 유리 모상내 결정점유율

이 가장 높은 것은 0.5 vol% HF로 60초 처리된 것이었다.

즉, 농도에 관계없이 HF로 10초 정도 처리하면 결정점유

율이 증가되지만, 60초로 처리시간을 늘리면 결정점유율

증가 효과는 0.5 vol%에서만 나타났다. HF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장시간 처리하면 미세구조에서의 결정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은 Figs. 3~5의 XRD 결과에서 보여준 피크강

도의 결과와 일치한다.

유리시편을 1.0 vol%의 HF 용액에서 30초 동안 에칭한

뒤 용출된 용액을 ICP 분석을 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가장 많이 용출된 이온은 Si로서 78.8 ppm

이 용출되었다. 반면 유리에 11.84 mol%가 함유된 Al의

용출량은 불과 1.03 ppm 이었다. 여러 원소 중 Si 용출량

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유리시편을 HF 용액에 접촉시키

면 F
-
 이온이 Si 원자에 구핵(nucleophilic) 반응을 일으킴

과 동시에 H
+ 
이온이 O 원자에 구전자(electrophilic) 반응

을 일으켜 ≡Si-O-Si≡ 결합이 쉽게 끊어지기 때문이다.
12,13)

그런데 유리 내 Al 이온이 mole 기준으로 Si 이온의 약

50% 정도이므로(Table 1) 많은 양이 용출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실제 용출량은 Si에 비해 매우 작았다. 이는 4

배위된 Al 이온이 ≡Al-O-Si≡ 결합을 이루면 ≡Si-O-Si≡

결합보다 Al이 에칭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ICP 분석 결과로부터 유리를 HF로 처리하면 주로

Si 이온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핵형성 자리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0.5~2.0 vol%의 HF 용액에 10~60초

범위로 처리한 15 wt%의 Li2O를 함유한 바닥재 유리는

열처리하면 XRD 및 미세구조 관찰 결과로부터 내부 결

정화가 충분히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히 0.5 vol%

의 HF 용액으로 60초간 처리한 시편의 미세구조는 결정

상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됨으로서, 별도의

핵형성제나 2단계 열처리공정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석

탄바닥재 유리를 HF 용액으로 에칭 처리하여 열처리하면

결정화도가 높은 결정화유리(glass-ceramics)를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탄 바닥재에 15 wt% Li2O를 혼합하여

용융온도 및 점도를 낮추어 유리를 제조한 뒤, 0.5~

2.0 vol% HF 용액으로 10~60초 간 에칭하여 핵형성 자리

(site)를 증가시킴으로서 열처리 시 시편의 결정화도를 높

였다. HF로 에칭된 원소 중 가장 많이 용출된 것은 Si 이

었으며 이로 부터 핵형성자리는 주로 Si 이온이 빠져나간

위치에서 발생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열처리된 시편에

서 결정상으로는 β-spodumene 및 Li2SiO3가 생성되었다. 

0.5 vol%의 HF로 처리된 시편의 경우 유지시간이 길어

질수록 β-spodumene 및 Li2SiO3 결정상 피크 강도가 증가

하였다. 한편, 1.0 및 2.0 vol% HF에 10초 처리된 시편들

의 경우 전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β-spodumene 피

크가 증가되었으나, 60초 이상이 되면 β-spodumene 및

Li2SiO3 결정피크 강도가 다시 줄어들었다. 

미세구조 관찰 결과, HF 처리를 하지 않은 결정화 유

리는 0.1 µm 크기의 결정입자들이 생성되었으나 유리 모

상(martix)에서의 결정 점유율은 크지 않았다. 농도에 관

계없이 HF로 10초간 처리된 시편들은 모상 내 결정 점유

율이 HF로 처리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높아졌다. 0.5 vol%

HF 용액으로 처리된 경우, 처리시간을 60초로 늘리면 10

초간 처리된 시편에 비해 결정 점유율이 매우 높아졌으

나, 1.0 및 2.0 vol% HF 용액으로 처리된 시편들은 처리

시간을 60초로 늘려도 결정 점유율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0.5~2.0 vol%의 HF 용액에 10~60초

범위로 처리한 15 wt%의 Li2O를 함유한 바닥재 유리는

별도의 핵형성제나 2단계 열처리공정 등을 사용하지 않

고도 단지 HF 용액으로 에칭 처리하여 열처리함으로서

결정화도가 높은 결정화유리(glass-ceramics)를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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