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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상온에서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을 통해 제조되는 인산세라믹은 다양한 방면에

서 활용이 기대되는 재료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산세라믹에 대해 현재까지 연

구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특히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의 제조과정과 형

성된 인산세라믹의 특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앞으로 인산세라믹을 이용하

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고화체로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

하는데 있어서 본 자료가 좋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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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hosphate ceramics which is fabricated by means of acid-base reaction is a

new material that may be used in many fields. This report introduces the

technology of phosphate ceramics, especially the process of magnesium

phosphate ceramics fabrication and properties in detail. We expect that

researchers and engineers who are seeking to develop the technology of

wasteform containing spent fuel waste are refered to this document.



3

목 차

요 약 문

SUMMARY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인산세라믹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 ·················································· 3

제 3 장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의 제조 ······························································· 7

제 4 장 인산세라믹의 성능 향상을 위한 fly ash ································ 21

제 5 장 결론 ···················································································································· 29

참고문헌 ······························································································································· 30



표 목 차

Table 1.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에서 발견되는 주요 상 ··············································· 4

Table 2. 인산염을 이용해 만든 마그네슘 인산세라믹 ·············································· 15

Table 3. 실험에 사용된 fly ash의 원소구성( wt%) ··············································· 21

Table 4. 물리/기계적 특성 ························································································· 22



그 림 목 차

Figure 1. 인산세라믹의 형성 모델 ··············································································· 6

Figure 2. (a) uncalcined and (b) calcined MgO 분말의 SEM 사진 ················ 10

Figure 3. Calcination 전후의 X-ray 회절 패턴 ····················································· 11

Figure 4. Calcine 전후 MgO의 용해에 따른 pH의 변화 ······································· 12

Figure 5. 붕산 첨가시 만들어진 MgKPO4⦁6H2O의 DTA 결과 ·························· 13

Figure 6. 세라미크리트 표면의 SEM 사진 ······························································ 19

Figure 7. 세라미크리트의 XRD 결과(단일상 및 반응하지 않은 MgO peak만 관찰됨)

····················································································································· 20

Figure 8. 경화시간에 따른 압축강도의 증가 ···························································· 23

Figure 9. ash, binder, 인산세라믹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 24

Figure 10. ash, binder, 인산세라믹에 대한 DTA 결과 ········································· 26

Figure 11. binder에 대한 TGA 결과 ······································································· 27

Figure 12. binder와 인산세라믹의 SEM 결과 ························································ 28



1

제 1 장   서   론

세라믹과 시멘트는 인류가 발명한 활용도 높은 두 가지의 중요한 무기 재료이

다[1].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분말을 압축하고 대략 700에서 2000도에 이르는 높

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결합구조를 만드는 소결 공정을 통해 제작된다. 이렇게 만

들어진 세라믹 재료는 단단하고 치밀하며 부식 저항성이 매우 뛰어난 특성을 지

닌다.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세라믹은 벽돌, 도자기,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마그

네시아 등으로 만들어진 내화 물질, 그리고 고온 초전도체 등 다양한 용도로 활

용되어 왔다. 대체로 세라믹은 결정구조로 이루어진 상이 대부분이며 유리상이

일정 부분 함유되어 있다. 유리상이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그 물질은 ‘유리-세라

믹’으로 불리게 된다.

시멘트 역시 기술적으로 중요한 물질로서 포틀랜드 시멘트, 칼슘 알루미네이트

시멘트, plaster of Paris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멘트는 분말이 상온에서 물

과 혼합되어 경화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형성된 시멘트는 충분

한 압축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건축재료로 많이 쓰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멘트

는 비결정구조를 가지는 재료이다.

시멘트는 가속화된 화학결합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시멘트 분말이 물과

혼합되면 화학반응에 의해 수소결합이 형성된다. 시멘트에서 나타나는 수소결합

은 세라믹에서 나타나는 고온 조건에서 형성되는 결합과는 구별된다.

화학결합 세라믹은 세라믹처럼 결정구조를 가지면서도 시멘트처럼 상온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된 물질이다. 제조과정에 실리케이트가 사용된 경우 화학결

합 실리케이트 세라믹이라 불리고, 인산염이 사용된 경우 인산세라믹(Chemically

Bonded Phosphate Ceramics : 인산세라믹)이라 불린다. 인산세라믹은 세라믹과

시멘트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 즉, 시멘트처럼 상온이나 그리 높지 않은 온도

에서 제조되지만 온전한 결정구조를 가지거나 유리-결정 화합물 형태를 가지게

된다. 또한 강도는 일반적으로 시멘트보다 좋고 세라믹보다 약하다. 부식저항성

은 세라믹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시멘트처럼 부식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기도 한

다. 화학결합 세라믹은 제조용이성, 빠른 세팅력, 저비용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적

응용이 기대되는 차세대 재료라 할 수 있다.

인산세라믹은 특히 방사성폐기물 관련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

되는 재료이다. 왜냐하면 인산세라믹의 제조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산반응은 대부

분의 독성물질과 핵분열생성물을 침출저항성이 큰 인산반응물로 변환시켜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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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세라믹 자체가 인산반응물 및 대부분의 불용성 초우랄원소 산화물을 고밀도

의 견고한 매트릭스 속에 가두어주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인산세라믹은 상온

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고화체 제작과정에서 폐기물의 휘발 가능성을 걱정할 필

요가 없다.

본 보고서는 차세대 고화매질로 활용될 수 있는 인산세라믹에 관한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로서 지금까지 발표된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인산세라믹의 역사, 종

류, 제조 메커니즘, 인산세라믹을 이용한 고화체 제작 등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

가 방사성폐기물의 고화처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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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인산세라믹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 

인산세라믹은 19세기에 최초로 개발되어 치과치료용으로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아연 인산염을 위주로 한 재료가 개발되었으며, 일부는 규소인산염을 재료

로 한 것도 있었다. 1970년대에 마그네슘 인산염 세라믹이 건축재료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브룩헤이븐 연구소(BNL)에서 주로 연구를 주도하였다. 그

외에 알루미늄 인산염, 철 인산염, 구리 인산염 등이 개발되었으나 실제적인 활

용도는 좋지 않았다. 그 후 1990년대에 아르곤 연구소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산세라믹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마그네늄 인산염을 재료로 하여 제작하

였다.

19세기 말에 출원된 Rostaing의 특허[2]와 Rollin의 논문[3]에 아연 산화물과

인산이 반응하여 시멘트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진 후속 연구의 대부분은 아연 산화물과 인산의 급격한 반응을 억제

하여 실용적인 시멘트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화학반응 속도를

억제하는 방법 중 아연 산화물을 하소(calcination)하거나 인산을 수산화아연 또

는 수산화알루미늄과 반응시켜 부분적으로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할 경우에도 좋은 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멘트에 나타나는 주된 상은 결정상으로서, 작업시간과 수분의 양 그

리고 혼합물에 첨가하는 산화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상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아연산화물과 인산을 섞은 단순한 용액의 경우 수용성의 수

산화인산 아연(Zn(H2PO4)2⦁2H2O, ZnHPO4⦁3H2O)가 형성되고 이것은 점차

hopeite 상으로 바뀐다고 한다[4-10].

20세기 중반 이후 건축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인산 마그네슘에 기반한 다양한

세라믹이 개발되었다. 인산 마그네슘이 세라믹으로 불리는 이유는 시멘트처럼 상

온에서 제조되지만 대부분이 결정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추

운 지방에서의 조속한 도로 복구나 산업화 도로 또는 활주로 복구를 위해 사용

된 인산 마그네슘 암모니아 세라믹이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고형화(안정화)를

위해 사용된 인산 칼륨 마그네슘 세라믹도 포함되어 있다.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은 1939년에서 1940년 사이에 Prosen[11]과 Earnshaw[12]

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유사한 여러 개의 특허가 유럽과 미국에서

출원되었으며, 산화 마그네슘이 인산이나 오산화인과 반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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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다. 그러나 세라믹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 작업이 용이하

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형성된 세라믹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건축재료로 활

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즉, 반응화합물로서 수용성의 이수소

인산염(Mg(H2PO4)2⦁nH2O)이 생기는 것이다. 물에 녹지 않는 실용적인 세라믹은

수용성의 인산을 추가적인 양이온으로 첨가하여 만들 수 있다. 즉, 이렇게 첨가

된 양이온은 Mg(H2PO4)2 속의 수소를 치환하여 화합물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세라믹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하소된 산화 마그네슘(MgO)이 인산용액과 반응

하여 형성된다. 반응 결과 아연 인산세라믹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물질이 생

성되는데, 화학식으로 Mg(X2PO4)2⦁nH2O나 MgXPO4⦁nH2O로 쓸 수 있다. 여기

서 X는 수소(H), 암모니아(NH4), 나트륨(Na), 혹은 칼륨(K)에 해당한다. 반응 결

과 생기는 주요 상을 표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에서 발견되는 주요 상

Formula Name

Mg(H2PO4)2⦁2H2O Magnesium dihydrogen phosphate

Mg(H2PO4)2⦁4H2O Magnesium dihydrogen phosphate

MgHPO4⦁3H2O Newberyite

MgHPO4⦁H2O, MgHPO4⦁2H2O Haysite

Mg(NH4⦁HPO4)2⦁4H2O Schertelite

MgNH4PO4⦁4H2O Struvite

MgNH4PO4⦁H2O Dittmarite

MgK(PO4)2⦁6H2O Magnesium potassium phosphate

Mg3(PO4)2⦁4H2O Magnesium phosphate

표 1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newberyite, struvite, magnesium potassium

phosphate, 그리고 magnesium phosphate가 가장 안정한 상이다. 표 1의 처음 두

가지 상은 물에 녹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산화 마그네슘이 인산과 직접 반응

하여 생성된다. 이 반응은 적은 양의 붕산(MgO 의 1 wt% 이내)을 첨가하면 억

제되며, 처음의 상은 세라믹 제조 과정에서 불용성의 newberyite로 바뀐다. 이

전환 과정은 다음의 대표 반응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Mg(H2PO4)2 + MgO + 5H2O → 2MgHPO4⦁3H2O

이러한 반응은 인산세라믹에서 매우 흔한 반응이다.

Newberyite는 MgO와 Al(H2PO4)3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세라믹에서 가장

안정한 상이다. Finch와 Sharp의 연구에 따르면, MgO와 Al(H2PO4)3의 비율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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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일 때 newberyite의 생성이 최대로 된다고 한다. MgO와 KH2PO4가 반응하

면 MgKPO4⦁6H2O가 생성되며, newberyite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H3PO4가

K2CO3에 의해 부분적으로 중화된 후 MgO와 반응하면 newberyite와 MgKPO4⦁
6H2O가 함께 생성된다. 결국 마그네슘 인산 세라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덜 안

정한 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 가장 안정한 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산세라믹의 형성 기작은 sol-gel을 통한 세라믹 제조 기작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sol-gel법과 달리 인산세라믹 제조과정에서는 산-염기 반응을 통해 생성

된 sol에 열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림 1에 인산세라믹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작을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문헌에서 연구된 바를 종합하여 인산세라믹의 특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얻을 수 있다.

(1) 농축된 인산과 금속 산화물은 세라믹을 형성하지 못한다. 반응 결과 생성되

는 물질은 침전물이 아닌 결정상이다.

(2) 부분적으로 중화된 인산용액이 금속 산화물과 반응하면, 반응생성물

MxBy(PO4)(x+y)/3을 이루며 세라믹이 생성된다. 여기서 M은 금속, B는 수소 혹은

Al 같은 금속이다. 이 반응에서 인산용액은 희석이나 금속산화물과의 반응으로

부분적으로 중화된다.

(3) B가 수소이면 y>1이고, 일반적으로 생성물은 수용성이며, 이것이 금속산화물

과 반응하여 수용성이 약한 세라믹이 생성된다.

(4) 대부분의 인산세라믹 생성물에서 M은 2가의 금속이고, 3가나 4가의 금속 산

화물에 의한 세라믹의 형성은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Mg와 Zn을 이용한 세라

믹은 광범위하게 개발되었다. M이 1가의 금속이면, 수용성의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라믹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B는 1가의 금속이라도 가능하다.

(5) 규산염이나 titanates처럼 2가의 금속을 포함한 미네랄의 경우 산화물을 대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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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인산세라믹의 형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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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의 제조

현재까지 연구된 인산 세라믹 중 마그네슘을 포함한 인산세라믹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MgO와 H3PO4를

반응시켜 세라믹을 제조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이 반응은 매우 속도가 빠르

고 강한 발열반응이며, 균질한 상을 형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한 후속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현재 (NH4)2HPO4,

(NH4)H2PO4, KH2PO4, NaH2PO4, AlH3(PO4)2 등이 MgO와 반응시 비교적 느린

반응속도를 유지시키고 발생하는 열이 적으며, 수용성이 낮은 세라믹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을 통해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의 제조법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3.1 산화마그네슘과 인산반응의 용해도

MgO와 Mg(OH)2의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용해 반응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gO + 2H+ = Mg2+(aq) + H2O

Mg(OH)2 + 2H
+ = Mg2+(aq) + 2H2O

산성 용액에서 Mg2+의 농도는 pH와 다음식으로 관계된다.

log<Mg2+(aq)> = 16.95 - 2pH, for MgO

log<Mg
2+
(aq)> = 21.68 - 2pH, for Mg(OH)2.

위 식에 의하면 수용액 속의 마그네슘의 농도는 pH의 증가에 따라 감소된다. 따

라서 H3PO4와 같은 강산용액에서 마그네슘의 용해도는 매우 높지만 pH가 좀 더

높은 인산염용액을 사용하면 용해도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을 제조할 때 인산염이 사용된다.

3.2 마그네슘 인산세라믹 제조시 반응률 조절

수십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세라믹을 제조할 때는 인산 용액을 사용하

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세라믹의 크기가 커지면 인산 용액에 MgO가 용해되

는 속도가 더 느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크기가 큰 세라믹에서는 산-염기 반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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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하는 열이 잘 방출되지 않아 반응 결과 생긴 슬러리를 가열시키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실용적인 세라믹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MgO를 전처리하거나 다

른 화학적 방법을 통해 MgO의 용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MgO의 전처리의 대

표적인 방법은 높은 온도에서 calcine 하는 것이고, 화학적인 방법은 MgO와 인

산용액의 혼합물에 붕산을 적은 양 첨가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 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3.2.1 MgO의 용해도에 미치는 calcination의 영향

Eubank[13]의 연구에 따르면, 1300 ℃에서 MgO를 calcine하면 grain의 기공도

가 감소하고 입자 사이즈가 커진다고 한다. Wagh와 Jeong[14]는 그들의 논문에

서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 (a)에서 보듯이 calcine하지 않은

technical grade의 MgO 입자 표면에는 상당히 많은 기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1300 ℃에서 3시간 동안 calcine 한 뒤에는 입자의 기공도가 감소하고

입자의 평균 크기가 10 μm 정도로 커졌음을 그림 2 (b)에서 볼 수 있다. 밀도

는 calcination 전후로 3.36에서 3.57 g/cm3로 증가하였으며, 비표면적은 33.73에

서 0.34 m2/g으로 감소하였다. Calcination 과정에서 일어난 비표면적의 감소가

MgO 용해도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X-ray 회절 패턴에 대한 비교 분석을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calcination 이후

MgO peak가 더 크고 뚜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분말의 결정성이

더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MgO 분말을 calcine하면 기공도 감소와 입자 크기

증가로 인해 비표면적이 감소하고, 결정성이 개선되어 결국 MgO의 용해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Wagh와 Jeong은 또한 calcination 전후 MgO의 H3PO4 용액에 대한 용해도를

비교하였다. 50 wt%의 H3PO4 용액에 MgO 분말을 소량 첨가시켜서 주기적으로

산의 중화에 의한 pH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곡선이 보여주듯이 calcination을 하기 전에는 pH가 매우 급하게 상승하다

가 pH가 10 정도 되면 증가가 멈춘다. 반면 calcine을 한 MgO 분말의 경우 pH

는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pH 증가 경향은 마

그네슘 인산세라믹을 큰 규모로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정 제어를 용이하게

한다. 대부분의 상용 MgO는 산성 용액에서 매우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기 때문

에 인산세라믹을 산업 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MgO를 calcine하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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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 할 수 있다.

3.2.2 붕산을 이용한 MgO의 용해도 감소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의 제조에 관한 여러 문헌에 따르면 붕산을 첨가하여

MgO의 용해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Sarkar[15]는 그의 연구를 통해 MgO

와 암모니아 인산염의 반응을 붕산을 이용해 억제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붕산이 MgO 입자 표면에 폴리머 코팅을 형성하여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MgO와 KH2PO4 혼합분말에 단지 1% 정도만 붕산을 첨가하여도 슬러리

의 경화시간이 원래의 1.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림 4는 붕산이 반응억제제로 첨가되었을 경우의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의 X-

선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붕산은 MgO 분말에 대해 1 wt% 정도 첨가되

었다. X-선 분석 결과는 MgO 입자에 코팅된 폴리머는 “lünebergite"라 불리는

용해도가 낮은 마그네슘 붕소 인산염 화합물임을 알려준다. lünebergite의 화학식

은 아래와 같다.

(Mg3B2(PO4)2(OH)6⦁6H2O)

그림 5는 제조된 인산세라믹에 대한 DTA 분석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난 흡열

반응 곡선에서도 newberyite와 lünebergite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ünebergite는 다음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다.

3MgO + 2H3BO3 + 2H3PO4 + 3H2O = Mg3B2(PO4)2⦁(OH)6⦁6H2O

붕산 첨가로 인한 반응 억제 메커니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gO를 포함

한 붕산이 인산용액에 혼합되면 MgO 입자의 표면에 lünebergite가 형성되고, 그

화합물이 MgO 입자를 둘러싸게 된다. 불용성의 lünebergite로 인해 MgO의 용해

가 방해받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pH 상승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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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uncalcined and (b) calcined MgO 분말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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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alcination 전후의 X-ray 회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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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alcine 전후 MgO의 용해에 따른 pH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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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붕산 첨가시 만들어진 MgKPO4⦁6H2O의 DT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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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그네슘 기반 인산세라믹의 제조 및 특성

다양한 종류의 마그네슘 인산세라믹은 기본적으로 Mg(X2PO4)2⦁nH2O 또는

MgXPO4⦁nH2O의 화학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X는 수소(H), 암모니아(NH4),

또는 알칼리 금속이다. 그러나 Mg(X2PO4)2⦁nH2O로 표현되는 화합물은 중간단

계의 생성물로서 수용성을 지닌다. 만약 추가적인 MgO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반

응하여 더욱 안정한 화합물인 MgXPO4⦁nH2O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H3PO4를

반응용액으로 사용할 경우 수용성의 Mg(X2PO4)2⦁nH2O를 포함한 세라믹이 만들

어진다. 이 중간 생성물이 MgO와 다시 반응하면 물에 녹지 않는

newberyite(MgHPO4⦁3H2O) 세라믹이 생성된다. (NH4, Al, K)H2PO4 를 MgO와

반응시켜도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지닌 세라믹을 만들 수 있다.

표 2에 H3PO4나 인산염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마그네슘 인산세라믹

을 정리하였다. 표에 나타난 인산염은 H3PO4를 NH4, Al, K 이온과 중화반응시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인산염 중에서 KH2PO4를 이용할 때 가장 큰 크기의 세라

믹을 제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KH2PO4가 산성 영역에서 pH가 가장 높고 세

라믹 형성 과정에서 가장 적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5

Table 2. 인산염을 이용해 만든 마그네슘 인산세라믹

기본반응

반응시작 pH

(가능한 세라믹

사이즈)

생성물

MgO + Mg(H2PO4)2⦁2H2O =
2MgHPO4⦁3H2O 2.3 (작음) Newberyite

MgO + (NH4)H2PO4 + 5H2O =

MgNH4PO4⦁6H2O 3.8 (무방) struvite

MgO + 2NH4H2PO4 + 3H2O =

Mg(NH4)2(HPO4)2⦁4H2O 3.8 (작음) schertelite

MgO + (NH4)2HPO4 + 5H2O =

MgNH4PO4⦁6H2O + NH3↑ 7.2 (무방) struvite

2MgO + Al(H2PO4)3 + (n+1)H2O =

2MgHPO4⦁3H2O <1 newberyite

MgO + KH2PO4 + 5H2O = MgKPO4⦁6H2O 4.3-8 (무방)

magnesium

potassium

phosphate

hexa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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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마그네슘 인산세라믹

잘 calcined된 MgO와 H3PO4 용액의 반응은 매우 강한 발열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을 통해서는 단지 작은 크기의 세라믹만을 제조할 수 있다. 급속한 반응

이 이루어지면 수용성의 Mg(H2PO4)2가 생성되지만 붕산을 첨가하여 반응속도를

떨어뜨리면 다음의 반응을 통해서 newberyite가 형성된다.

MgO + H3PO4 + 2H2O = MgHPO4⦁3H2O

newberyite 역시 매우 유용한 물질로서 급속 경화를 위한 상업용 시멘트로서 사

용되기도 하지만 공정 중에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제조

하기가 어렵다.

3.3.2 마그네슘 암모니아 인산세라믹

마그네슘 암모니아 인산세라믹은 calcined MgO와 비료의 원료인 (NH4)2HPO4

나 NH4H2PO4와의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이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은 모르타르로

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 물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세라믹 형성 과정과

형성 이후에 암모니아 기체를 방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교적 경제적인 비

용에도 불구하고 활용성은 실외에서 사용되는 세라믹으로만 제한되고 있다.

3.3.2.1 모르타르의 제조

암모니아 제이수소 인산염을 이용한 모르타르와 세라믹의 형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2에 나온 것처럼 calcined MgO와 암모니아

제이수소 인산염의 반응으로 생기는 주된 생성물은 struvite와 schertelite이다.

충분한 물이 존재할 때 암모니아 제이수소 인산염은 아래의 반응을 통해

struvite가 된다.

Mg(NH4)2⦁(HPO4)2⦁4H2O + MgO + 7H2O = 2MgNH4PO4⦁6H2O

이렇게 형성된 물질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압축강도는 수분함량과 작업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수분함량이 적은 모르타르

일수록 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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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초기에는 작업시간에 따라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점차 강도의 증가속도는

낮아진다.

c. 세라믹에 포함된 기공의 부피는 경화 후 1시간이 경과되면 27.4 mm3/g이지만

28일 후에는 20.3 mm3/g으로 감소한다.

3.3.2.2 세라믹의 제조

제이암모니아 수소 인산염의 초기 pH는 3.8이고, 세라믹이 형성되었을 때의

pH는 8이다. (NH4)2HPO4의 용해반응은 다음 화학식으로 설명된다.

(NH4)2HPO4 = 2H
+ + (NH4)PO4

2- + NH3 (major phase)

(NH4)2HPO4 = H
+ + (NH4)HPO4

- + NH3↑ (minor phase)

물에 녹은 MgO는 Mg2+와 OH-를 형성하며 이것은 제이암모니아 인산염 이온과

반응하여 struvite를 만든다.

Mg2+ + OH- + (NH4)PO4
2- + H+ + 5H2O = Mg(NH4)PO4⦁6H2O

3.3.3 마그네슘 칼륨 인산세라믹(세라미크리트)

Wagh와 그의 그룹에서는 대규모의 방사성폐기물 및 독성폐기물을 더 강하고

조밀하게 encapsulate하는 물질인 마그네슘 칼륨 인산세라믹을 calcined MgO와

제일인산수소칼륨과의 반응을 통해 개발하였다[16]. 이 반응식은 표 3의 마지막

에 기술되어 있으며, 반응생성물은 결정성이 아주 좋다. 이 세라믹은 상온에서

콘크리트처럼 굳기 때문에 세라미크리트라고 명명되었다. 세라미크리트는 1몰의

MgO와 1몰의 KH2PO4 분말이 5몰의 물과 반응하여 형성된다. 적은 규모(1 리터

정도)의 반응에서 슬러리는 25분 정도 혼합되어 걸쭉하고 기공이 많은 풀을 형성

한다. 그 후 1시간 정도의 세팅시간 동안 굳어진다. 규모가 커지면 혼합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 생성물이 fly ash나 wollastonite(CaSiO3)와 혼합되면 성질

이 매우 좋아진다. 압축강도는 대략 55-83 MPa 정도이다.

기계적 강도의 우수성 이외에도 세라미크리트는 대규모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라미크리트를 형성하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열을 덜 방출하며

KH2PO4는 암모니아 인산염에 비해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부피가 큰 세라믹을

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세라미크리트는 다른 인산세라믹과 달리 단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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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6과 그림 7에 나타난 SEM 사진과 XRD 결과로부

터 세라미크리트의 단일상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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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세라미크리트 표면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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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세라미크리트의 XRD 결과(단일상 및 반응하지 않은 MgO peak만 관

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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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산세라믹의 성능 향상을 위한 fly ash

인산세라믹 제조시 다양한 첨가제의 첨가를 통해 고화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sand, fly ash, calcium silicate(wollastonite, CaSiO3) 등이 인산

세라믹 제조시 대표적인 첨가제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 fly ash를 첨가할 경우

압축강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장을 통해 fly ash를 첨가

하여 제작한 인산세라믹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4.1 시험용 샘플의 제조

Wagh와 Jeong[17]은 그들의 실험을 위해 Monex 회사에서 제조한 class F fly

ash, American Fly ash 회사에서 제조한 class C fly ash 및 class F 와 C fly

ash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ash의 원소 구성은 표 3와 같다.

Table 3. 실험에 사용된 fly ash의 원소구성( wt%)

원소 Class F Class C Class F + Class C

Al 11.5 9.74 11.6

Ca 1.54 16.8 5.71

Fe 4.16 3.44 5.11

K 2.31 - 0.69

Si 21.8 16.5 21.9

C 8.78 0.08 5.56

class F fly ash를 함유하여 제조된 인산세라믹의 미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x-ray 분석 및 DTA,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4.2 물리/기계적 특성

제조된 인산세라믹의 밀도, 기공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밀도는 샘플의 무

게와 부피측정을 통해 구하였고, 기공도는 수침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압축

강도는 uniaxial mode에서 Instron 기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표 4에 물성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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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물리/기계적 특성

Sample Description Density(g/cm
3
) open porosity(vol%)

Compression

Strength (psi)

Phosphate Binder 1.73 2.87 3337

Class F loading

(wt%)

30 1.67 5.22 5651

40 1.77 4.09 6207

50 1.80 2.31 7503

60 1.63 8.15 5020

70 2177

Class C loading

(wt%)

50 1.966 4.79 8809

60 2.069 3.4 11924

70 2.058 5.34 7608

80 1.918 8.025 4753

Class C+F loading

(wt%)

60 1.78 6.58 9665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class C ash를 포함한 인산세라믹이 class F를 포함한 인

산세라믹에 비해 밀도가 좀 더 높다. 이것은 class F ash 에 탄소가 더 많이 포

함되어 있어서 더 가볍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sh와 binder 분말의 밀도는 거

의 동일하기 때문에 ash loading 차이에 따른 밀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기공도는 세라믹의 수분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물성으로서 대체로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포트랜드 시멘트의 경우 기공도가 대략 20%

정도이나 인산세라믹의 경우 훨신 더 낮은 기공도를 보인다.

인산세라믹의 주된 장점은 압축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binder의 압축강도는 3337 psi이며, 30 wt%의 class F fly ash를 함유한 인산

세라믹의 경우 5651 psi로 증가한다. fly ash 함유량을 늘릴수록 압축강도 역시

커지고 있다. class F와 C를 섞은 ash를 함유한 인산세라믹의 압축강도는 각각

을 함유한 인산세라믹 압축강도의 중간 정도 수치를 나타내며 이것은 일반 시멘

트 압축강도의 두 배 정도이다. 그림 8은 경화시간에 따른 압축강도의 변화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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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경화시간에 따른 압축강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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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 분석

압축강도를 증가시키는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인산세라믹에 대해 X-선 회절

분석, DTA, TGA 및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9은 ash, binder, 그리고 ash를 함유한 인산세라믹에 대한 X-선 회절 분

석결과이다. ash와 binder에서 나타나는 peak은 인산세라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peak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산세라믹의 결과에

서 혹처럼 생긴 peak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산세라믹에 생기는 비정질 상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9. ash, binder, 인산세라믹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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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회절 분석결과 나타난 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TA와 TGA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림 10는 ash, binder, 인산세라믹에 대한 DTA 결과를 나타낸

다. binder에 나타난 120 ℃의 흡열 peak는 세라믹에 구속된 물이 빠져나가며 생

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TGA 분석을 실시하여

질량감소량을 계산한 결과 세라믹에 포함된 수분의 질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다. DTA에서 더 이상의 흡열 peak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X-선 회절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결정상 이외에 또 다른 비결정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존재하더라도 열적으로 안정하여 분석 온도 영역에서는 흡열 peak를 만들어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12는 인산세라믹 표면을 찍은 SEM 사진으로 새로운 비정질상이 생긴 것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cenosphere를 포함한 ash 입자 표면을 코팅하는 유리상이

며, 이것은 인산세라믹의 기공도가 낮아지고 압축강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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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sh, binder, 인산세라믹에 대한 DT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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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inder에 대한 TG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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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binder와 인산세라믹의 SE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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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상온에서 산-염기 반응을 통해 제조되는 새로운 물질인 인산세라믹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인산세라믹은 세라믹처럼 고온에서의 열처리

를 거치지 않는 단순한 공정을 통해 제조되지만 세라믹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

는 물질로서 도로 보수, 내화벽, 산업용 폐기물 고화, 건축, 치과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인산세라믹은 유리고화나 시멘트고화를 대

체할 차세대 고화매질로서 활용성이 크게 기대되는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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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and engineers who are seeking to develop the technology of

wasteform containing spent fuel waste are refered to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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