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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odynamic behavior of phenolic resin was investigated to verify the relation between the properties of porous ceramics with
ZrO2-C system for submerged entry nozz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phenolic resin with various relative humidity. The green and the
sintered density were decreased between 25% and 50% relative humidity, whereas they were gradually enhanced above 50% relative
humidity. The highest value of apparent porosity was 20.1% and the minimum compressive strength was 69 MPa in the specimen
using the powder exposed to 50% relative humidity. As a result of thermal analysis for phenolic resin, the shift of endothermic peak
to low temperature and the reduction of exothermic peak were observed, and the peaks corresponded to melting and curing of phenolic
resin, respectively. The melting and the curing of phenolic resin generate the change of green density, and it can affect the properties
of submerged entry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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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속주조 공정 (continuous casting process)은 제선 및

제강 공정을 거친 용강이 래들, 턴디쉬, 몰드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강 제조공정으로 액체상태의 용강을 고체상태의

슬래브 (Slab), 블룸 (Bloom), 빌릿 (Billet) 등으로 반제품화

시키는 공정이다.
1)

 침지노즐은 턴디쉬와 몰드 사이에 위

치하여 용강의 이동통로 및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 용강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또한 공정 중 용강에 녹

아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알루미늄 분말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알루미나 분말을 제거하여 강품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알루미나 분말의 제거는 노즐 외

부에서 Ar gas를 주입하여 노즐 내부에서 기포를 발생시

키고, 알루미나 분말은 기포에 부착된 후 기포의 부상에

의해 제거된다.
3)

만약 공정 중 Ar gas가 불균일하게 주입될 경우 알루미나

분말이 노즐 내부에 부착되어 노즐막힘 현상 (clogging)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입되는 Ar gas의 온도, 침지노즐의

예열온도, 용강의 온도 사이에서의 온도차로 인한 열충격

으로 crack 형성과 같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2,4)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기량과 우수한 내열충격성

이 요구되며, 이러한 성능은 침지노즐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다공성 세라믹스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은

성형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성형밀도는 원료

분말의 입도, 성형압력, 바인더의 종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6)

 또한 상대습도와 같은 대기환경의 변화는 원

료분말의 유동특성, 바인더의 점성 및 변형특성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

 따라서 침지노즐과

같이 원료분말의 입도가 불균일하고, 페놀수지를 바인더로

사용하는 다공성 세라믹스에 미치는 상대습도의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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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공정 중 상대습도의 변화가 침지노

즐용 ZrO2-C 계 다공성 세라믹스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원료분말을 다양한 상대습도 분위기에서

유지시킨 후 성형밀도 및 물성 변화를 확인하였고, 습도

변화에 따른 원료분말의 유동성 평가 및 바인더로 첨가

된 페놀수지의 열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규명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출발원료 및 제조

출발원료로 Fig. 1과 같이 CaO가 첨가된 부분안정화 지

르코니아 조립 (200~300 um), 중립 (100~200 um), 미립

(10 um 이하) 분말을 각각 20, 23, 37 wt%로 칭량하였다.

여기에 graphite 15 wt%, 바인더로 페놀수지 (phenolic novolac

resin) 5 wt%를 첨가한 후 지르코니아 볼과 함께 24시간

동안 볼밀링 (ball-milling)하여 원료를 분쇄 및 혼합하였다.

혼합된 분말을 항온항습기 (Aero Tech, TATC-150)를 이용

하여 온도 50
o
C, 상대습도 25, 50, 75, 95%에서 각각 24시

간 동안 유지시켰다. 각각의 습도 분위기에서 유지된 혼합

분말을 직경 25 mm의 disk형 몰드에 넣고 20 MPa의 압력

으로 일축가압 예비성형 후 1.2 ton의 압력으로 냉간정수압

성형 (Cold Isostatic Pressing, CIP) 하였다.
9)

 성형체를

100
o
C의 dry oven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1000

o
C 질소

분위기에서 3시간 동안 소성하여 침지노즐용 다공성 세

라믹스를 제조하였다.

2.2. 특성평가

상대습도에 따른 원료분말의 유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면 활성제-분말과 과립-안식각의 측정 (KS M ISO 4324)

표준을 참고하여 안식각을 측정하였다. 시편의 겉보기 기

공율 및 부피비중은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만

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5000 kgf load cell, cross head

speed 1.0 mm/min로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겉보기 기공

율과 부피비중의 계산을 위하여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였

으며, 여기에서 m1은 건조된 시편의 질량 (g), m2는 포수

시편의 물속 질량 (g), m3는 포수 시편의 질량 (g), d는 담

금액의 비중 (g/cm
3
)이다.

10)

부피비중 (g/cm
3
) = (1)

겉보기 기공율 (%) = (2)

성형체 파단면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SEM, Hitachi,

S-47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A Instruments Ltd, Q200)를 이용하여

바인더로 첨가된 페놀수지의 열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원료분말을 혼합하기 전 부분안정화 지르코니아 조립,

중립, 미립 분말을 각각 상대습도 25% 와 95%의 조건에서

24시간 유지시킨 후 안식각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중립분말의 안식각은 약 43
o
로 습도가 변

하여도 일정하였으며, 미립분말의 경우 높은 습도 수준에서

각도가 약 52
o
에서 58

o
로 증가한 반면 조립분말은 각도가

약 45
o
에서 42

o
로 감소하였다. 이는 습도 분위기 내의 수

분이 미립분말의 입자간 마찰력 또는 응집력을 증가시켜 유

동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수분에 의한 입자의 응집

이 발생하지 않는 조립분말의 경우 입자들의 유동특성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료분말의 유동성은

분체의 이동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형 공정 중 몰드

m1

m3 m2–
----------------- d×

m3 m1–

m3 m2–
----------------- 100%×

Fig. 1. SEM images of CaO-PSZ powders for submerged entry nozzle. (a) large, (b) medium, and (c) small particles.

Fig. 2. Angle of repose of raw powders with relativ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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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충진되는 경향을 나타내 성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이를 통해 상대습도의 증가는 미

립분말과 조립분말의 유동성 저하 및 증가로 성형밀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Fig. 3은 성형 전 원료분말을 저장한 대기환경의 상대

습도에 따른 성형 및 소결밀도 변화를 보여준다. 성형밀

도는 50%의 상대습도에서 가장 낮은 3.44 g/cm
3
를 보였

으며, 습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3.45 g/cm
3
에서 3.48 g/cm

3

으로 증가하였다. 소결 밀도 또한 성형밀도 변화에 대응

하여 변하였고, 이는 습한 분위기 내의 수분이 원료분말의

유동성 혹은 바인더로 첨가된 페놀수지의 변형특성에 영

향을 미친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상대습도에 따른 성형밀도의 변화가 소성 후 시편의 겉

보기 기공율과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Fig. 4에 나타

내었다. Fig. 3에서 확인 한 성형 및 소결밀도 변화에 대

응하여 50%의 상대습도에서 유지시킨 시편의 경우 기공율

이 가장 높았으며, 습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19.5%까지 기공

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기공율이 가장 높은 50%의 상대

습도에서 압축강도는 가장 낮은 69 MPa의 강도를 보이며,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지노즐의 밀도, 압축강도, 기공율 등의

물성은 내열충격성 및 통기성과 같은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13)

 따라서 상대습도의 변화는 침지

노즐의 성능에 편차를 발생시켜 연속주조 공정 중 노즐

막힘 현상 및 crack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s. 3과 4에서 확인한 침지노즐용 다공성 세라믹스의

물성 변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성형체 파단면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Fig. 5에 나타내었다. 25%의 상대

습도에서 유지한 분말을 이용하였을 경우 (a) 거친 표면

형상을 보이며 graphite로 보이는 침상형 입자들과 지르코

니아 입자들의 packing이 잘되어 있지 않아 치밀하지 못한

미세구조를 보이는 반면, 95%의 경우 (b) graphite나 지르

코니아 입자가 하나의 큰 입자와 같은 치밀한 미세구조를

보였다. 이는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바인더로 첨가된

분말상의 페놀수지의 분산성이 증가되어 원료입자들을

더욱 치밀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물성 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바인

더로 첨가된 페놀수지를 각각의 상대습도에서 유지시킨 후

열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Fig. 6(a)

에서 40~60
o
C 부근의 흡열피크는 페놀수지의 melting에

해당하며,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피크의 크기가 줄어들

며 저온으로 shift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열 피크

의 시작 온도는 각각 47, 40, 27, 24
o
C로 습도 수준이 높

을수록 저온으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상대습도 50%와 75%

사이에서 비교적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다. 또한 50% 이

하의 상대습도에서 유지한 페놀수지는 melting 피크의 시작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체 상태인데 반해 75% 이상

에서는 melting된 페놀수지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상

대습도가 증가할수록 페놀수지의 액화로 인해 바인더의

분산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바인

더의 분산성 증가로 인해 Fig.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성

형밀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Fig. 6(b)에서

140~160
o
C 부근의 발열피크는 페놀수지의 경화와 관련된

Fig. 3. Green and sintered densities of the porous specimens

with various relative humidity.

Fig. 4. Apparent poros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porous

specimen with various relative humidity.

Fig. 5. SEM images of fracture surfaces of green bodies

exposed at (a) 25% and (b) 95% relativ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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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경화열에 해당하며,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피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열피크

의 감소는 페놀수지의 경화정도와 속도가 증가함을 의미

한다.
14)

 페놀수지의 경화는 수분에 의해 응집된 미립 분

말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진 성형압력에서 응집된 분말이

변형을 일으키기 어렵게 만들어 성형밀도를 저하시킬 수 있

다. Fig. 3에서 확인한 50% 이하의 상대습도에서 성형밀도

감소는 페놀수지의 경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 이상

의 습도수준에서는 페놀수지의 액화로 인한 분산성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원료분말의 입

도차로 설명될 수 있으며,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응집

이 발생하는 미립분말의 경우 페놀수지의 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응집이 일어나지 않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조립분말의 경우 페놀수지의 액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습도 증가에 따른 페놀수지의 액화 및 경화는 침지

노즐용 다공성 세라믹스의 성형밀도를 변화시키고, 이로

인한 밀도, 압축강도, 기공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기성 및 내열충격성과 같은 침지노즐의 성능에

대한 편차를 줄여 노즐 막힘현상 및 crack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중 대기환경 조건의 제어가 필수적임

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침지노즐용 ZrO2-C계 다공성 세라믹스 원료 분말의 상

대습도를 제어한 후 성형밀도 및 물성 변화를 확인하였

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고찰하였다.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성형 및 소결밀도가 감소하였고, 50% 이상의 습도수준에서

밀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소성 후 시편의 기공율은

밀도 변화에 대응하여 50%의 상대습도를 기준으로 증가 후

감소, 압축강도는 감소 후 증가하였다. 또한 바인더로 첨

가된 페놀수지의 melting에 해당하는 흡열 피크가 저온으로

shift 되고, 경화에 해당하는 발열 피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50% 이하에서의 물성 변화는

페놀수지의 경화가 응집된 미립분말을 단단하게 만들어

성형밀도를 감소시키고, 50% 이상의 상대습도에서는 페

놀수지의 melting으로 인해 분산성이 증가하여 원료분말을

더욱 치밀하게 붙잡아 성형밀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습도 증가에 따른 페놀수지의 경화

는 응집이 발생하는 미립분말에 영향을 미치며, 페놀수지

의 melting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조립분말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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