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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ated alumina was fabricated with aluminum hydroxide in this study. High-purity alumina gel and boehmite were prepared from
aluminum hydroxide by a hydrothermal process and fired to activate alumina having a surface area of 380 ~ 480 m

2
/g with less loss

of ignition. The aging and drying condition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affected the loss of ignition, the sedimentation time of the
alumina suspension, as well as the surface area of the activated alumina. For pellet-type activated alumina, the pre-fired alumina gel
and boehmite were press-formed and fired at 400

o
C and 550

o
C for 6 h, respectively. The fired pellets showed a low density of 2.0 ~

2.2 g/cm
3
 with 20% firing shrinkage and sufficient handling strength. In this study, a new fabrication process for high-quality activated

alumina with aluminum hydroxide is introduced. The effects of the processing parameters on the activated alumina properties are also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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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활성 알루미나는 산업발전에 따라 흡습제, 탈황촉매, 배

기가스 절감장치 및 촉매담체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

으나, 제조방법이 어렵고 선진국의 특허로 국내생산이 활

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1) 
주로 촉매 또는 촉매지지체로는

활성 알루미나인 감마 알루미나(γ-Al2O3)와 델타 알루미

나(δ-Al2O3)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비표면적이 300 m
2
/g

정도로 큰 값을 보이며, 루이스 산성과 브뢴스테스 산성

을 띄며, 일그러진 입방 밀집 스피넬 구조를 갖거나 금속

이온이 적어 빈 공간이 많으므로 중금속과 쉽게 화합물

을 이루는 특성 때문이다.
2,3)

 이러한 활성 알루미나를 제

조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알루미늄 금속과 이소프로필 알

콜을 혼합하여 가수분해 공정을 거쳐 알루미나 겔을 제

조하고 이를 숙성, 건조 후 열처리하는 공정이 주로 사용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원료가 고가이므로 판매가격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5)

 따라서 기존의 고순도 활성

알루미나에 비해 원료가격이 저렴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품질의 고순도 활성 알루미나를 제조하는 기술이 필요시

되고 있다.
6,7)

깁사이트(gibbsite)나 보헤마이트(boehmite) 결정을 가열

하면 결정수가 증발하면서 결정이 무질서해진다. 1200
o
C

까지 가열하면 밀도가 크고 결정성이 좋은 알파 알루미

나(α-Al2O3)가 생성되는데 가열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타

입의 알루미나 Al2O3·χH2O(0 < χ < 1)를 전이 알루미나라

고 한다.
8,9)

 일반적으로 전이 알루미나 중의 하나인 감마

알루미나를 얻기 위해서는 보헤마이트를 낮은 온도로 소

성하거나, pseudo-boehmite를 300 ~ 400
o
C로 가열하여 제

조하기도 한다.
10.11)

 따라서 감마 알루미나와 델타 알루미

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나 겔 또는 보헤마이트를

제조하여야 하며, 펠릿(pellet) 형태의 활성 알루미나 제조

를 위하여 pseudo-boehmite를 성형 후 열처리하는 공정이

사용되고 있다.
12,13)

 그러나 pseudo-boehmite는 그 제조방

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14,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성 알루미나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조방법과는 달리 일반 수

산화알루미늄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성소다로 용해하고 중

화와 숙성을 거쳐 알루미나 겔과 보헤마이트를 만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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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활성 알루미나를 제조한 후 그 특성을 고찰

하였다. 알루미나 겔과 보헤마이트의 소성 시 발생하는

차이에 의해 구조의 변화가 초래되므로, 이에 따른 비표

면적 차이를 고찰하였다. 특히 겔은 물을 다량 포함하며

겔 내부에 음이온이 상당량 부착되어 있으므로, 겔을 직

접 소성하여 물을 제거함으로써 비표면적이 큰 활성알루

미나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펠릿 형태의 활성 알루

미나를 제조하기 위해 성형 보조제를 가하여 펠릿타입 활

성 알루미나 제조를 시도하여 제품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알루미나 겔 합성

10% 가성소다 용액 5리터를 교반기가 부착된 autoclave

에 넣은 후 일반 수산화알루미늄 1 kg을 넣고 140
o
C, 4기압

하에서 5시간 가열하여 용해시켰다. 일반 수산화알루미늄

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평균입자 크기가 55 µm

이며, 자유수분(free moisture) 8%, 산 용해도(HCl Solu-

bility) 88%를 보이는 일본산 제품(B-52, Nikkei, Japan)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용해된 수산화나트륨알루미늄(sodium

aluminate, (NaAl(OH)4) 용액은 90
o
C로 냉각시킨 후 황산

(H2SO4, CMOS, J. T. Baker)으로 중화하여 여러 조건에서

숙성, 건조하여 알루미나 겔을 제조하였다. 각 공정조건

에서 제조된 알루미나 겔은 결정수 함량에 따른 화학적

조성을 예측하기 위해 강열감량(LOI, Loss on Ignition)을

측정하였고, 입자의 균질성과 미세함을 비교하기 위해 현

탁액을 제조 후 pH 4에서 알루미나 겔의 침강거동을 고

찰하였다. 

 

2.2. 보헤마이트 합성

보헤마이트 제조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가 알려져 있

는데, pseudo-boehmite를 250
o
C에서 소성한 제품이 순도

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나 제조방법이 까다롭다. 일반적

인 순도의 제품은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수를 250
o
C에서

급격히 제거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으나 순도가 낮고 비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성형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

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으로부터 제조된 알루미나 겔 cake

를 수열법을 이용하여 고순도 보헤마이트를 합성하였다.

알루미나 겔 cake 1 kg을 5리터의 물에 분산시킨 후 가성

소다를 이용하여 pH 10으로 조절한 후 autoclave에 넣어

150
o
C에서 4시간 유지하여 보헤마이트를 제조하였고, 제

조 공정변수에 따른 표면적과 강열감량을 고찰하였다. 암

모니아수 대신 가성소다를 사용하면 Na 이온이 존재하는

알칼리 용액에서 전이속도가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일

반적인 조건으로 보헤마이트 제조가 어려워, 겔을 수열반

응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보헤마이트를 제조하였다.

2.3. 활성 알루미나 제조

수산화알루미늄으로부터 제조된 알루미나 겔과 보헤마

이트를 300 ~ 600
o
C로 소성온도를 달리하여 가장 넓은 비

표면적을 보이며 성형성이 우수한 활성 알루미나 제조조

건을 고찰하였다. 이때 최고온도 유지시간은 6시간으로

고정하였고, 소성은 실험용 박스로(W200 mm × D200 mm ×

H100 mm)를 이용하여 공기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불순

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도 99.8% 알루미나질 도가

니에 넣어 소성하였다.

2.4. 활성 알루미나 펠릿 제조

활성 알루미나를 흡습제, 촉매지지체, 촉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

다. 활성 알루미나 성형체를 소성하여 일정한 강도를 갖

는 벌크(bulk) 제작이 어려운 이유는, 활성알루미나 분말

의 성형성이 떨어져 성형밀도가 매우 낮고, 알파 알루미

나 상태로 전이되는 온도가 1250
o
C임에 비해,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는 벌크타입 활성 알루미나 제조 온도가 이

보다 높아 활성화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 알루미나 이전 상태인 알루미나 겔과 보

헤마이트 분말을 가압성형 방법으로 성형체를 제작하여

낮은 온도에서 소성함으로써 활성 알루미나 펠릿을 제조

하였고, 성형압에 따른 성형밀도와 소성 후 밀도를 고찰

하였다. 알루미나 겔은 cake를 상온에서 성형 후 110
o
C에

서 건조하고, 400
o
C에서 6시간 소성하여 펠릿을 제작하였

다. 겔로부터 보헤마이트 합성시, 보헤마이트의 작은 입

자들의 결정화가 가속되어 큰 입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보

헤마이트는 겔보다 성형성이 낮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보

헤마이트에 증류수 15%와 펄프 2%를 넣어 혼합 후 성형

하여 80
o
C에서 48시간 건조 후 550

o
C에서 6시간 소성하

여 펠릿을 제작하였다. 

 

2.5. 특성 분석 

제조된 알루미나 겔의 불순물 분석은 0.5 ~ 1.0 g의 샘플

을 고순도 황산과 초순수를 1 :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과

혼합하여 용해하는 가압 산분해법으로 230
o
C에서 16시간

이상 분해하여 전처리를 실시하고, ICP-OES(PERKINELMER,

OPTIMA 7000DV, GERMANY)로 분석하였다. 침강시간은

500 ml 메스실린더에 pH 4로 조절된 현탁액을 넣고 잘

흔든 다음 정치하여 맑고 투명한 상등액이 100 ml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강열감량은 KS M ISO 806

에 따라 300
o
C로 가열한 분말을 1300

o
C에서 2시간 강열

하여 감량을 측정하였고 이때 덮개가 있는 지름 300 mm

의 백금도가니를 사용하였다. 분말의 비표면적은 200
o
C에

서 12시간 이상 건조 후 비표면적 측정기(Quantachrome,

Autosorb-iQ, USA)를 이용하여 BET법으로 측정하였다. 알

루미나 분말의 결정상 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Philip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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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 Pro, Netherlands)로 주사속도 5
o
/min의 조건으로 분석

하였다. 분말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Hitachi, S-

3500N,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성형체의 밀도는

부피와 중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고, 소성 후 밀도는 아

르키메데스 방법으로 20 mm × 20 mm × 20 mm 크기의 사

각시편을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조된 알루미나 겔의 불순물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산화나트륨알루미늄으로부터 나온 Na 불

순물의 함량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4 N급의 고순

도 알루미나 겔 제조에 있어서는 허용기준 이하의 수치

이고 다른 원소들은 10 ppm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과

포화도의 차이에 의해 CaO등의 흡착제를 넣어 용액 내

의 불순물을 고형화하고 여과한 후, 건조한 분말의 강열

감량은 26%로 측정되었으며, XRD 분석결과에서도 결정

구조가 관찰되지 않아 3수화물 형태인 깁사이트(gibbsite,

Al2O3·3H2O, 이론 강열감량 34.5%)가 아닌 겔 상태로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 황산을 이용하여 pH 4로 조절 후

50 ~ 90
o
C에서 1 ~ 3일 동안 서서히 교반하면서 숙성을 실

시한 결과 pH 6으로 상승하였고, 강열감량이 25 ~ 26%로

감소하였다. pH 4에서 침강시간을 비교한 결과 다른 숙

성조건에 비해 60
o
C로 3일간 숙성한 샘플이 10일 이상

정치하여도 침강하지 않았고, 따라서 가장 안정된 현탁액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적당한 알루미나

겔의 숙성조건을 예측할 수 있었다. 각각의 숙성조건에

따른 강열감량과 침강시간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강열감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숙성온도가 높거나 낮

으면 숙성시간을 증가하여도 침강시간은 증가하지 않으

며, 최적의 숙성온도에서는 3시간 이상으로 숙성시간을

증가하더라도 현탁액의 물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조 조건에 따른 강열감량과 침강시간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나 겔의 건조온도를 60 ~ 140
o
C로 변

화시키면서 건조시간을 측정한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건

조시간이 짧아졌으며, 강열감량은 감소하였다. 건조한 겔

을 다시 물에 현탁하여 pH 4로 조절 후 침강시간을 비교

한 결과, 100 ~ 120
o
C에서 건조한 샘플이 가장 긴 침강시

간인 10일 이상으로 관찰되어 가장 안정된 현탁액을 보

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건조조건이 현탁액의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확실치는 않으나, 입자의 응집

에 영향을 주어 균질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제조된 알루미나 겔의 강열감량은 깁사이트와 보헤마이

트의 강열감량 (15.0%)의 중간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일

정 수화물의 무정형 겔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보헤마이

트 전단계인 pseudo-boehmite 구조로, 가열 시 보헤마이트

와 활성알루미나로 전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에는 제조된 알루미나 겔의 X선 회절 분석결과를 나타내

었다. 약간의 비정질을 보이며, 깁사이트가 아닌 보헤마

이트 결정상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다. 

알루미나 겔 cake로부터 수열합성에 의해 고순도 보헤마

이트를 합성하였으며, 합성된 보헤마이트의 숙성 및 건조

조건에 따른 비표면적과 강열감량 고찰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숙성온도 175
o
C에서 비표면적이 급격히 감소

Table 1. Impurity Content and Loss of Ignition in Alumina Gel

Impurity (ppm)
LOI(%)

Na Ca Fe Mg

15 3 7 0.8 26

Table 2. Loss of Ignition and Sedimentation Time of Alumina

Gel at Each Aging Condition

Aging condition Results

Temp.

(
o
C)

Time

(day)

LOI

(%)

 Sedimentation 

time at pH 4 

(day)

90 1 25.3 1

90 2 26.0 1

90 3 25.7 1

80 1 25.4 1

80 2 25.8 1

80 3 25.1 1

70 1 26.0 4

70 2 25.7 3

70 3 25.3 2

60 1 25.9 3

60 2 25.4 3

60 3 25.4 10 or up

50 1 26.1 1

50 2 25.4 1

50 3 25.8 1

Table 3. Loss of Ignition and Sedimentation Time of Alumina Gel at Each Drying Condition

Temp. (
o
C)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Drying time (h) 96 80 73 48 24 15 10 5 2

LOI (%) 27.3 27.0 26.8 26.5 26.0 25.8 25.7 25.0 25.0

Sedimentation time at pH 4 (day) 1 1 1 3 10 or up 10 or up 10 or up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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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200
o
C에서는 더욱 감소하였다. 비표면적이 높

은 활성 알루미나를 제조하기 위해서 숙성온도를 175
o
C

이하로 유지하며, 강열감량 결과를 참고로 할 때, 150
o
C

근처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반투명한 알루미나 겔은

숙성온도가 65
o
C에서 200

o
C로 높아질수록 투광도가 증가

하며 이론적 보헤마이트 화학식에 가까워진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숙성온도가 높을수록 보헤마이트 이론

강열감량인 15.0%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4의 B-5

샘플에 대한 XRD 결과로 표준 보헤마이트 결정상과 유

사한 회절 피크가 관찰되었다. 강열감량의 결과를 바탕으

로 결정상을 예측한 결과가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었

다. 보헤마이트 형태에 가장 접근된 B-5 샘플을 슬러리

상태로 제조하여 10일 이상 방치시킨 후 슬러리 사진 및

슬러리 내 입자의 미세구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숙성

된 현탁액은 10일이 지나도 침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입자의 미세구조 사진에서 보듯이 약 50 µm의 균질한 구

형을 보이지만 내부에 함침 형태를 보이는 구형 입자도

다수 확인되었다. 확대된 표면의 미세조직을 통하여 나노

크기에 접근하는 미세한 1차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구형입자의 응집이 발생하지 않고, 균질

한 형태를 보여 시간이 지나도 침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된 현탁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 알루미나 제조를 위하여 제조된 알루미나 겔 분

말을 소성하였으며, 소성 온도 변화에 따른 분말의 표면

적과 강열감량의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400
o
C에

서 소성한 샘플의 표면적이 486 m
2
/g으로 가장 높았다. 소

Fig. 1. XRD pattern of alumina gel prepared from aluminum

hydroxide through hydrothermal process.

Table 4. Variation of Surface Area and Loss of Ignition of Synthesized Boehmite according to Aging and Drying Conditions

Sample
Aging condition Drying condition Results

Temp. (
o
C) Time (day) Temp. (

o
C) Time (day) Surface area (m

2
/g) LOI (%)

B-1 65 1 110 1 240 25.1

B-2 125 2 110 1 224 21.8

B-3 150 1 110 1 208 18.0

B-4 175 1 110 1 130 18.2

B-5 200 1 110 1 74 15.8

Fig. 2. (a) Boehmite suspension after 10 days sedimentation,

(b) SEM microstructure of boehmite particles, and (c)

surface scale-up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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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온도가 높을수록 결정수 및 휘발성분이 증발함에 따라

강열감량은 감소하였다. 제조된 보헤마이트 분말도 소성

온도를 변화시키며 표면적과 강열감량의 결과를 관찰하

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550
o
C에서 열처

리한 샘플의 표면적이 386 m
2
/g으로 가장 높았으나 알루

미나 겔에 비해 소성온도에 따른 강열감량의 차이는 거

의 없었다. 이는 깁사이트에 비해 보헤마이트의 결정수

및 휘발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라 판단된다. 비표면적의 고찰에 있어서는 알루미나 겔은

무정형으로 물분자의 급속한 배출로 인해 비표면적이 증

가하나, 보헤마이트는 일정한 규칙구조로 알루미나 겔보

다 1차 입자가 크고 기공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표면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된 보헤마이트 분말을 550
o
C로 소성한 활성 알루

미나의 미세구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현탁액 내의 입

자형상 (Fig. 2(b))과 거의 유사한 구형의 입자형상을 보

였으며, 평균입도는 약 30 µm를 나타내었다. 미세한 1차

입자가 비교적 강한 응집을 보이며 구형의 2차 입자를 형

성하고 있었고, 분말의 성형성은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

서 벌크 상태보다는 분말 상태로 사용하기가 적합한 활

성 알루미나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원활치 못한 성형성으

로 인하여 활성 알루미나의 성형체 제조는 소성 전 분말

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알루미나 겔의 경우, cake를 상

온에서 건조 후 성형하여 110
o
C에서 24시간 건조 후,

400
o
C에서 6시간 소성하여 펠릿을 제작하였다. 1 kg의 분

말을 일축가압 성형하였으며, 각 성형압에 따른 펠릿의

성형, 소성밀도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10 kN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성형밀도와 우수한 소성밀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벌크 제품으로서의 적당한 강도를 보였다. 이 압력

보다 높은 경우 성형밀도는 더 증가하였으나 소성밀도는

10 kN의 결과값과 유사하므로 과다한 성형압력은 최종밀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보헤마이트의 경

우는, 150
o
C에서 1일 숙성한 분말을 증류수 15%와 펄프

2%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1 kg의 분말을 일축가압 성형하

였으며, 각 성형압에 따른 펠릿의 성형, 소성밀도를 Table 8

에 나타내었다. 성형 후 80
o
C에서 48시간 건조하고 550

o
C

에서 6시간 소성하였다. 성형압력이 20 kN 일 때 우수한

성형밀도와 소성밀도를 나타내었다. 이보다 성형압력을

증가하여도 소성밀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두 가지 경우

Table 5. Variation of Surface Area and Loss of Ignition of Fired

Alumina Gel at Each Temperature

Firing temp. 

(
o
C)

Holding time 

(h)

Surface area 

(m
2
/g)

LOI 

(%)

300 6 252 11.5

350 6 344 6.4

400 6 486 5.2

450 6 233 4.1

500 6 153 3.8

550 6 149 3.0

600 6 139 2.8

Table 6. Variation of Surface Area and Loss of Ignition of Fired

Boehmite at Each Temperature

Firing temp. 

(
o
C)

Holding time 

(h)

Surface area 

(m
2
/g)

LOI 

(%)

500 6 221 3.5

500 6 311 3.4

550 6 386 3.2

600 6 332 3.5

650 6 236 3.4

700 6 210 3.4

Fig. 3. SEM microstructure of activated alumina prepared

from boehmite powder fired at 550
o
C.

Table 7. Green and Fired Density of Activated Alumina Pellets Prepared from Alumina Gel at Each Press Forming Load

Press load 

(kN)

Mold inner diameter 

(mm)

Green density 

(g/cm
3
)

Fired density 

(g/cm
3
)

Fired pellet diameter 

(mm)

1 100 0.7-0.8 1.8-2.0 80-85

5 100 0.9-1.0 1.8-2.1 80-83

10 100 1.2-1.3 2.0-2.2 79-80

15 100 1.4-1.5 2.0-2.2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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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성형압이 증가할수록 소성밀도가 증가하였으며, 대

략 20% 전후의 소성 수축률을 보였다.

4. 결  론

범용 수산화알루미늄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용해 후 여

과 및 중화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숙성조건을 변

화하여 활성 알루미나를 제조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산화알루미늄으로부터 수열합성법으로 제조된 알

루미나 겔은 숙성온도와 건조조건이 분말의 현탁액 안정

성과 강열감량에 영향을 미쳤으며, 400
o
C에서 6시간 소성

후 486 m
2
/g의 높은 표면적을 보이는 활성 알루미나 제조

가 가능하였다. 

(2) 알루미나 겔을 이용하여 수열법으로 제조된 보헤마

이트 분말을 사용한 경우, 386 m
2
/g의 표면적을 보이며, 1

차 입자가 강하게 응집된 평균입도 30 µm인 구형의 활성

알루미나가 제조되었다. 

(3) 60
o
C에서 3일 동안 숙성한 알루미나 겔을 100 ~ 120

o
C

에서 10 ~ 24시간 건조하여 10 kN의 압력으로 성형 후

400
o
C에서 6시간 소성하여 2.0 ~ 2.2 g/cm

3
의 밀도를 보이

는 활성 알루미나 펠릿을 제조할 수 있었다.

(4) 150
o
C에서 1일 동안 숙성하여 건조한 보헤마이트

분말은 성형조제인 물과 펄프를 혼합하여 성형 후 550
o
C

에서 6시간동안 소성하여 2.0 ~ 2.2 g/cm
3
의 밀도를 보이는

활성 알루미나 펠릿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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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reen and Fired Density of Activated Alumina Pellets Prepared from Boehmite at Each Press Forming Load

Press load 

(kN)

Mold inner diameter 

(mm)

Green density 

(g/cm
3
)

Fired density 

(g/cm
3
)

Fired Pellet diameter 

(mm)

5 100 0.5-0.6. 1.4-1.6 85-90

10 100 0.6-0.7 1.5-1.7 84-87

20 100 1.2-1.3 2.0-2.2 79-80

30 100 1.4-1.5 2.0-2.2 7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