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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용암석상의 무기물인 퍼라이트의 팽창에 관한 전산 모사 및 실험을 실시하여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산 모사는 등온 상태를 가정하여 실시하였고 초기 온도 및 수분 함량을 변화시켜 보았다. 초기 온도보다는 수분 

함량이 팽창에 더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퍼라이트의 점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와 비교를 

위하여 시료의 충전 밀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원석의 충전 밀도와 비교하여 내부 동공을 가지는 팽창 퍼라이트의 밀도를 

계산하였다. 이의 결과를 전산 모사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등온 상태의 전산 모사가 실험 결과와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차이는 열의 일로의 변환과 이에 따른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With the aiming to improve the comprehension of an expansion process of perlite, a numerical study has been carried 

out, concerning a water vapor bubble growth in a softened perlite melt. Isothermal case of the model is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Water content is an intrinsic parameter in a perlite expansion. With increasing 

water content, the expansion time is faster. But it can not be changed easily in an industrial process. Initial temperature 

is a changeable parameter in an industrial process. Higher initial temperature hastens the expansion time and this can 

be a key parameter in an industrial process. Experimental results are observed by SEM. Increasing initial temperature, 

perlite shape becomes close to sphere. Calculated bubble growth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Packing 

density is measured and compared with simulated resul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me other factors are applied on 

the model during heat transformation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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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퍼라이트는 용암석상의 물질로 열에 의해 쉽게 팽창하는 무기 재료

이다. 이의 팽창은 암석에 포함된 2∼6%의 결합수에 기인하는데 원석

을 800∼1100 ℃ 사이의 연화 온도로 급속 가열하면 결합수의 결합이 

깨어지고 수분이 재형성되어 증기화된다. 증기화된 수분의 부피 팽창

으로 연화된 물질이 팽창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팽창된 퍼라이

트는 내부가 비어 있는 형태를 가지며 팽창전과 비교하여 밀도가 낮

아지게 된다[1].

  이렇게 팽창된 퍼라이트를 이용하여 단열재나 흡음재를 만드는 것

이 일반적인데 근래에 들어 새로운 용도의 개발을 통하여 이를 이용

하려는 시도가 되고 있다[2]. 이는 팽창 퍼라이트의 우수한 경량성, 단

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용도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팽창된 형태는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며 크기 제어가 쉽지 않다는 단

점을 지니고 있어 이의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의 개선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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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팽창 현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버블의 형태, 크기, 숫자 등의 여러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모델이 너무 복잡해져 모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

기 버블의 생성단계는 논외로 하고 버블 내로 수분이 확산되어 버블

이 성장하는 버블-분산체 모델에 대한 전산 모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팽창 공정의 이해를 돕고 이를 개

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    론

  본 연구에 이용한 모델은 먼저 퍼라이트 내의 결합수가 형성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퍼라이트와 수분의 평형 관계를 모델링한 

후 확산에 기인한 버블의 성장을 모사하는 것이다. 모델은 등온 상태

로 증발 및 팽창에 기인한 열효과는 없다고 가정하였고 이에 모든 물

성은 상수로 취급하였다. 또한 미세 균열, 버블 응집 및 분쇄는 감안

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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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결합수 형성

  NaAlSi3O8 내에 결합수가 형성되는 과정은 하이드록실기 형성 반

응과 양이온 교환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1a)

   
 

→ 
   

 (1b)

  식 (1)는 하이드록실기 형성 반응으로 1개의 H2O와 결합하여 공유 

O
2-
 이온이 2개의 OH

-
 이온으로 형성되고 결합이 깨어지게 된다. 이로

써 중합도는 낮아지게 되며 점도 또한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의 반응

식을 단순화하면 식 (2)와 같다[3].

    → (2)

  1몰 이상의 반응(식 (1b))에서는 1몰의 H2O와 결합하여 1개의 OH
-
 

이온이 형성되며 총 8개의 O
2-

 이온과 반응하여 9개의 OH
-
 이온이 형

성되게 된다. 이때 이미 Na+ 이온은 H
+
 이온과 교환되어 반응이 진행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를 활동도와 수분 몰함량 간의 관계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제시하고 있다[4].

  
 

 


 ≤ 


 
   (3a)

  
 

 


  



  (3b)

  식 (3)을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 


 × 
×  

×   ×  

×  × 


 (4)

  식 (4)에서의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Henry 유사 상수를 구하였다

[5].

  
  

 

 (5)

  2.2. 버블 팽창

  버블 팽창 모델은 단일한 구형 버블이 한정 부피 내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기존의 연구[6,7]에서 의해 고분자 

물질의 팽창 모사에 이용되었으며 Proussevitch [8-11] 등 이후의 연구

자들이 이를 화산의 용암 분출 예측에 사용하였다.

  Figure 1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모델을 간략하게 도시한 것으로 버

블에 영향을 주는 영역 내에서 구대칭성을 가지며 버블은 한정 부피

의 용융 퍼라이트 내에 있다. 수분의 확산은 용융 퍼라이트 내의 수분

이 과포화 상태로서 버블과의 농도차에 기인하며 버블의 팽창은 수분

의 확산에 의한 버블 내의 질량 증가와 이에 따른 압력 증가와 팽창에 

의해 압력이 감소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Figure 1. The physical model. The perlite melt is regarded as a pack 

of spherical cells, each composed of a gas bubble with radius R 

centered in a spherical melt with outer radius S.

  2.3. 모델식

  2.3.1. 퍼라이트 내의 버블 분산

  버블은 비압축성 뉴튼 유체 내에 균일한 크기로 단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분산체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버블의 반지름은 R

이며 분산체의 반지름은 S이다. 이들의 가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5)

  비압축성 뉴튼 유체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이의 부피

(

)는 보존된다. 각각의 분산체는 닫힌계로 취급되며 계와 외부

와의 질량의 이동은 없고 수분은 분산체 내의 용융 퍼라이트에서 버

블로 확산된다.

  2.3.2. 연속방정식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6)

  비압축성 유체이며 구형계에서 구대칭성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7a)

    



 (7b)

   







 (7c)

  2.3.3. 운동방정식

  운동방정식은 구형계이고 구대칭성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여기서 응력 텐서는 Landau와 Lifshitz가 제시한 것으로 표현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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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a)

    



 (9b)

  또한 버블 성장에 관련되어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at   (10a)

      



at   (10b)

     at     (11a)

      at     (11b)

  응력 텐서와 경계 조건을 적용한 후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

을 수 있다.

    



 
























 





















 (12)

  여기서 유체의 점도가 매우 높고 레이놀드 수가 1보다 작으므로 다

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3)

  또한 등온 상태를 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다.

    



















 (14)

  즉 버블의 압력은 외부압력(),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 

그리고 동적 압력(  













 )의 합으로 나타난다.

      (15)

  2.3.4. 버블/용융 퍼라이트 계면의 질량수지

  과포화된 수분의 버블 내로의 확산은 버블의 성장에 일차적인 구동 

메커니즘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여야 한다. 즉 버블과 용융 

퍼라이트 내 수분의 전체 질량은 보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버블과 용융 퍼라이트 계면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16a)

  







  








  (16b)

  




∣  

 (16c)

  이러한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상미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17)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도입하고 등온 상태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

은 결과식을 얻을 수 있다.

  





  


ℝ







∣  

 (18)

  2.3.5. 확산 방정식

  용융 퍼라이트 내에서의 수분의 확산을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  (19)

  구형계이며 구대칭이고 비등온 상태로 가정하였으므로 결과식은 

다음과 같다.

  


















 (20)

  이 식에서의 초기 및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at   and    (21a)

  



  

 at   (21b)

     

 


 

 at   and   (21c)

  초기 조건은 버블이 성장하기 전에 전 영역에서 수분 함량은 일정

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첫 번째 경계 조건은 분산체 표면을 통하여서

는 수분 플럭스가 없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경계 조건은 버블과 용융 

퍼라이트 계면에서 수분 함량은 헨리의 법칙을 따르며 항상 평형을 

이루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된 용융 퍼라이트 내의 수

분 생성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식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2.4. 퍼라이트의 물리적 특성

  퍼라이트의 팽창에 관한 수치 해석을 위해서는 퍼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물리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퍼라이트 자체

의 물성을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어 퍼라이트와 유사한 조성을 가지

는 화산암이나 용융 실리케이트의 물성 중 적용 가능한 물성값을 이

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 제시된 조성을 가지는 

퍼라이트를 기준으로 물리량을 계산하고 팽창의 조건 및 중요한 파라

미터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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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overning Equation of Complete System

Process Equation No.

Hydrodynamics of melt surrounding the bubble

Combined equation of momentum and continuity
  




 














 (14)

Mass balance at the bubble interface

Diffusive bubble growth




  


ℝ







∣ 

(18)

Volatile Diffusion in the melt



 













 (20)

Initially uniform volatile distribution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at    and    (21a)

No permeation of outer cell border 



  

   at     (21b)

Henry’s law of gas solubility on the bubble interface
    

 



  

           at     and   
(21c)

Table 2. Typical Composition of Perlite

Component SiO2 Al2O3 Na2O K2O Fe2O3 MgO CaO etc*

wt% 70∼75 12∼15 3∼4 3∼5 0.55∼2 0.2∼0.7 0.5∼1.5 3∼5

* Loss on ignition

  2.4.1. 점 도

  기존의 팽창에 관한 연구에서 점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결론짓고 

있다. 온도와 조성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결과 값이 매우 크게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온도 및 조성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Shaw[12]가 제시한 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용융 실리

케이트의 점도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 및 온도의 영향을 살펴

보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합물의 점도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22)

  온도의 영향은 다음의 아레니우스 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ℝ


 (23)

  이를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24)

  는 기울기로 퍼라이트를 이루는 물질의 개별 기울기와 분율을 가

지고 계산할 수 있다. 이의 개별 기울기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상수값은 


=1.50K
-1

, =.6.40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식 (24)로는 조

성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계산하였으며 식 (23)을 통해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2.4.2. 표면 장력

  Murase와 McBirney[13]는 퍼라이트와 조성이 비슷한 흑요석의 온

도에 따른 표면 장력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Partial Slope Values for Viscosity Calculations

Metal oxide-silica pairs  
 [K]

Corresponding molar activation

energy [kcal/mol]

H2O- 2.0 40

K2O-, Na2O-, Li2O- 2.8 56

MgO-, FeO- 3.4 68

CaO-, TiO2- 4.5 89

AlO2- 6.7 134

    × 
℃ (25)

  이 식으로 계산된 값은 800∼1500 ℃에서 0.25∼0.39 N/m 정도의 

값을 가진다.

  2.4.3. 확산 계수

  수분 확산 계수는 퍼라이트와 조성이 비슷한 유문암 계열의 암석에

서 673∼1123 K 범위에서 측정하여 Zhang[14] 등이 제시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
ℝ

±
 (26)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등온상태로 퍼라이트 팽창을 전산 모사함과 동시에 

실험을 통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산 모사는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봄으로써 변수들 간의 관계성과 유효인자들을 살펴보았고 실

험은 퍼라이트의 팽창이 길어야 수초내로 이루어지므로 정상상태 조

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초기 버블

  초기 버블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버블의 모양은 구형이라고 단순화시켰다. 이의 결과를 Figure 2에 나

타내었는데 초기 버블의 크기는 버블의 최종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고 버블의 성장 시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 µm 크기의 초기 버블과 17 µm 크기의 초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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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ubble radius changes with various initial bubble radius 

(1200 K).

Figure 3. The evolution of concentration profile across the normalized 

perlite wall (1200 K, 3 wt% water).

산체를 기준으로 전산 모사를 실시하였다.

  3.2. 버블 팽창

  Figure 3은 1200 K에서 기준 크기의 분산체 내에서의 수분 확산을 

나타낸 것으로 유한 부피 내에서의 팽창이 약 0.02 s까지 진행되며 이

후 분산체 외부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무한 부피 내에서의 팽창으

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ure 4에서와 같이 약 15%의 

팽창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되는데 전환되는 시점에서 

Figure 5에서와 같이 평균 수분 함량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ure 6은 버블 압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한 

부피 내에서의 수분의 확산은 버블 압력을 증가시키고 점진적으로 팽

창한다. 그러나 무한 부피 내에서의 팽창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버블의 압력이 감소하면서 수분이 버블 내로 매우 빠르게 유입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팽창이 진행됨에 따라 버블과 용융 퍼라이트 간의 계

면 면적이 충분히 넓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즉 계면 면

Figure 4. Radius ratio changes with time (1200 K, 3 wt% water).

Figure 5. Average mole fraction change with time (1200 K, 3 wt% 

water).

적이 커짐에 따라 수분의 유입 플럭스가 증가하므로 수분의 유입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팽창 활성화 단계와 주 팽

창 단계로 해석하였다.

  또한 버블의 압력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부압력, 표면장력에 

의한 압력 그리고 동적 압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적 압력이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이는 버블의 압력에 용융 퍼라이트의 점도가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3. 버블 팽창시 초기 온도의 영향

  Figure 7은 초기 온도의 변화에 따른 버블 및 분산체의 팽창 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온도의 증가에 따라 팽창 시간은 감소한다. 또한 최종 

반지름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

도가 높아질수록 용융 퍼라이트의 점도가 감소한 결과이며 Figure 8

에서는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버블 압력의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온

도가 증가할수록 최고 압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온도가 증가

할수록 용융 퍼라이트의 점도는 감소하고 확산계수는 증가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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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volution of dynamic, surface tension and total pressure 

terms within growing bubble (1200 K, 3 wt% water).

Figure 7. Bubble and shell radius changes with various initial tem- 

perature (3 wt% water).

기인한다.

  앞서 설명한 유한 부피까지의 변화를 팽창 활성화 단계, 즉 팽창 곡

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할 시점까지로 하면 Figure 9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초기 온도의 증가에 따라 팽창 활성화 시간이 감소하며 

이는 주 팽창이 진행되기 위한 점도와 압력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즉 낮은 점도에서는 낮은 압력하에서 팽창이 진행되며 높은 점도에서

는 높은 압력에서 팽창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ℝ


 (27a)

    × 
ℝ


 (27b)

  식 (27)은 팽창 활성화 시간의 초기 온도 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8. Bubble pressure changes with various initial temperature (3 

wt% water).

Figure 9. Expansion activated times vs. initial temperature (3 wt% 

water).

주 팽창 시간은 팽창 활성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전체 팽창 시간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수분 함량의 팽창에 미치는 영향

  앞선 결과에서 팽창은 점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Shaw의 방법 및 수분 혼합 모델에서 설명하였듯이 점도는 수분의 함

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Figure 10는 수분의 함량에 따른 팽창을 도시

한 것으로 수분의 함량이 커질수록 팽창 시간은 감소하며 최종 팽창 

반지름은 수분의 함량의 증가에 따라 매우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보다 수분의 함량이 더욱 큰 것

을 알 수 있다.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 퍼라이트의 중합도는 감소하며 점도가 낮아

지게 되며 이로써 팽창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농도차의 증가로 

인하여 유입 플럭스가 증가하여 버블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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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ubble and shell radius changes with various initial water 

contents (1200 K).

(a)

(b)

Figure 11. SEM photograph of perlite. (a) raw perlite (b) expanded at 

1050 ℃.

  3.5. 퍼라이트의 팽창 실험

  팽창 실험은 동적 관찰이 불가능한데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팽

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미세 부피에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온도에서 충분히 팽창을 시키고 이를 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1은 퍼라이트 원석 및 1050 ℃에서의 팽창 정도를 보여주

는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퍼라이트 원석은 매우 다양한 크기와 형태

를 가지고 있는데 원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퍼라이트 원석의 구형도를 깨어진 고체(0.63)로 

적용하였다. 팽창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형도는 증가하는데 1050 

(a)

(b)

Figure 12. SEM photograph of perlite surface. (a) heated at 500 ℃ (b) 

heated at 600 ℃.

℃에서는 거의 구형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구형도는 1에 접

근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ure 12은 각 온도에서 팽창된 퍼라이트의 표면을 나타낸 것으로 

500 ℃ 부근에서 그레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초기 버블

은 이미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600 ℃에서는 그레인 간의 균열

이 발생하여 이미 버블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레인

의 반지름은 15∼20 µm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기준 분산체 반지름인 

17 µm와 비슷하였다. 그레인의 형성과 버블 형성은 퍼라이트의 중합

도와 관련이 있는데 중합도가 클수록 그레인의 크기는 증가하고 수분

의 함량은 감소한다. 버블은 재결합된 수분이 분리되어 형성되고 퍼

라이트의 중합도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수분의 함량이 초기 그레인

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Figure 13는 각 온도에서 팽창된 퍼라이트의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버블사이의 벽 두께는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며 1000 ℃ 이상에서 

버블이 합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버블간의 간섭이 없다고 가정

한 모델과 차이를 보여 모델과의 비교시 감안해야 하는 요소로 파악

되었다.

  3.6. 전산 모사와 실험 결과 비교

  전산모사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를 모두 충전 밀

도로 환산하였다. 퍼라이트 원석의 공극율은 원석의 충전 밀도와 진

밀도의 비로 계산하였으며 이는 약 0.45∼0.49이다. Figure 14는 각 온

도에서 원석의 충진 밀도가 1.063 g/cm
3
 및 1.140 g/cm

3
일때 팽창된 

퍼라이트의 충전 밀도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앞선 결과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구형도는 증가

하며 내부 버블의 크기와 공극의 크기가 거의 같아 높은 온도에서 충

진 밀도는 팽창 퍼라이트의 밀도와 같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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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13. SEM photograph of cross-section of expanded perlite. (a) heated at 600 ℃, (b) heated at 700 ℃, (c) heated at 825 ℃, (d) heated at 

900 ℃, (e) heated at 1000 ℃, (f) heated at 1100 ℃.

Figure 14. Packing density of expanded perlite at various temperature 

(3 wt% water).

에 최종 밀도는 약 0.17에 접근하며 공극율은 1에 접근할 것으로 보았

다. Figure 15은 전산 모사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험값

이 약 0.2∼0.3 g/cm
3
 정도 높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피 팽창에 

의한 버블 온도 감소와 이에 따른 점도, 확산 계수 등의 감소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의 연구에서 감안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

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15. Comparison of packing density of simulation and ex- 

perimental results (3 wt% water).

  1) 퍼라이트의 팽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는 점도이며 

점도가 작을수록 팽창 시간은 감소한다.

  2) 점도는 팽창 온도보다 수분 함량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수분 함

량이 증가할수록 점도는 증가하는데 이는 수분 함량이 클수록 중합도

가 떨어지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3) 500 ℃에서 그레인이 형성되었으며 이때 초기 버블이 생성된 것

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그레인의 크기는 중합도에 영향을 받고 중합

도는 수분 함량에 기인하므로 수분의 함량이 그레인의 크기를 결정하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전산 모사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시 차이를 보였으며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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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사 용 기 호


 : Activity of water in silicate melt


 : Henry’s law analogue constant for water in silicate melt


 : Water mole fraction in silicate melt


 : Henry’s law analogue constant for water in substance 



 : Number of hydroxyl-aluminate complexes per 8-oxygen mole 

of substance 

 : Volume fraction of a bubble

 : Radius of bubble

 : Radius of shell

 : Density of perlite melt

 : Expansion velocity vector of perlite melt




: bubble growth rate

 : Ambient pressure

 : Bubble pressure

 : Surface tension of perlite

 : Viscosity of perlite

 : Mass of water vapor in bubble

 : Mass flux of vapor through bubble/melt interface

 : Volume of bubble

 : Density of bubble

 : Diffusivity of water in perlite melt

 : Water mole fraction in perlite melt




: Water mole fraction at bubble/melt interface


 : Henry’s law analogue constant for perlite melt

 : Viscosity of substance 

 : viscosity of silicate melt at standard condition

 : activ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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