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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슬러리 기포탑에서 침강성 탄산칼슘의 평균입도와 모폴로지의 변화에 대한 수산화칼슘의 농도(0.16~0.64 wt%), 총

부피유량(3~6 L/min) 및 이산화탄소의 부피분율(0.3~0.6)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반응기는 높이가 1.0 m,

직경이 0.11 m이고 중앙에는 직경 4 cm인 튜브가 들어있는 슬러리 기포탑이다. 반응 시간에 따른 수산화칼슘의 전화

율을 구하기 위해 FT-IR을 이용하여 수산화칼슘과 탄산칼슘 함량비에 따른 검량곡선을 구하였다. 수산칼슘의 포화농

도인 0.16 wt%에서 이산화탄소의 유량에 따른 침강성 탄산칼슘의 모폴로지를 살펴보면 반응 속도가 증가할수록 결정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정의 형태는 단일 결정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이 많아졌다. 또한 수산화칼슘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결정 크기는 감소하지만 입자들간의 응집에 의해 탄산칼슘의 평균 입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Effects of Ca(OH)
2
 concentration(0.16~0.64 wt%), total volumetric flow rate(3~6 L/min) and CO

2
 volume

fraction(0.3~0.6) on morphology of the precipitated CaCO
3
 and the mean particle size of the precipitated CaCO

3
 were

investigated in the slurry bubble column reacto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acrylic reactor(0.11 m-ID×1.0 m-high) with

a internal tube(0.04 m-ID×1.0 m-high). The calibration curve on the mass ratio of CaCO
3
 to Ca(OH)

2
 was obtained by

FT-IR for the conversion of Ca(OH)
2
 with the reaction time. The reaction rate of Ca(OH)

 2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volumetric flow rate of CO
2
. From SEM images, the crystal size of CaCO

3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reaction rate in

the saturated concentration of Ca(OH)
2
 (0.16 wt%). In addition, the crystal size of precipitated CaCO

3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Ca(OH)
2
, but the mean particle size of precipitated CaCO

3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Ca(OH)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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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탄산칼슘(CaCO
3
)은 종이, 페인트, 충진재, 희석재, 살충

제, 화장품, 플라스틱 그리고 제약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탄산칼슘의 제조방법에 따라서 결정질의 석회석을 물

리적으로 직접 파쇄 및 분쇄 등에 의해 얻어지는 중질 탄산칼슘

(ground calcium carbonate)과 화학적 침전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침

강성 탄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으로 나눌 수 있다.

중질 탄산칼슘은 입자의 형태 제어가 어렵고 입도가 균일하지 않

기 때문에 침강성 탄산칼슘의 수요와 그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양질의 미세입자 또는 초미세입자에 관심을 모

으고 결정의 크기와 결정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 조건과 첨

가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7]. 탄산칼슘은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결정 구조에 따라 calcite, aragonite, 그리고 vaterite로 구

분되며 각각은 동질이상이다[8-10]. Calcite는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이지만 vaterite는 가장 불안정하여 calcite나 aragonite

로 변형된다[11-13]. 일반적으로 침강성 탄산칼슘 합성은 액-액 반

응법과 기-액 반응법이 있다[8,14]. 침강성 탄산칼슘의 제조 방법

에서 액-액 반응법은 염화칼슘(CaCl
2
) 용액과 탄산나트륨(Na

2
CO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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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반응시켜 탄산칼슘을 제조하고 기-액 반응법은 수산화칼슘

(Ca(OH)
2
) 용액에 이산화탄소(CO

2
)의 기체를 주입하여 탄산칼슘을 제

조하고 있다. 기-액 반응법은 교반조 반응기(stirred tank reactor)와

슬러리 기포탑(slurry bubble column)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슬러리 기포탑을 사용하였다. 슬러리 기포탑에서 기-액

반응은 Ca2+ 이온과 CO
3

2
−이온의 빠른 반응에 의해 침강성 탄산칼

슘으로 합성된다. 이러한 모든 반응에서는 핵의 생성(nucleation),

결정 성장(crystal growth), 그리고 응집(aggregation)이 포함된다[14].

고체 입자들은 처음에 핵이 생성되고 그 다음 결정 성장과 응집에

의해 형성된다. 슬러리 기포탑에서 기-액 반응은 먼저 액상에 반응

기체의 이동과 관련된 전달공정과 기포후류에 의한 수력학적인 특

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탄산칼슘의 형태나 입자 크

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12]. Tsutsumi 등[14]은 기포후류운동

에 의한 결정들의 충돌은 성장하고 있는 결정표면에서 작은 결정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며 이러한 결정 조각들은 2차 핵(secondary

nucleation)의 생성메커니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포후

류운동에 의한 결정의 분리는 입자크기분포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준다[14].

최근에 몇몇 문헌들을 보면 탄산칼슘의 정량적 분석에 FT-IR

spectroscopy이나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고 있다[16-18]. Legodi

등[13]은FT-I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시멘트에 포함된 수산화칼

슘과 탄산칼슘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FT-IR spectroscopy의 결과에서

carbonate bands 피크(peak)의 세기(intensity) 차를 이용하여 수산

화칼슘과 탄산칼슘의 함량비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 기포탑을 이용하여 탄산화반응에 의한 침

강성 탄산칼슘을 합성하고, FT-I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수산화칼슘의 전화율(conversion)과 반응 속도(reaction

rate)에 따라 합성된 탄산칼슘의 모포러지(morphology) 변화 및 평

균 입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석회유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침강성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탄

산화 반응은 기체, 액체 및 고체의 3상을 포함하는 불균일반응이다.

Juverkar 등[19]은 석회유의 탄산화반응과정이 식 (1)~(5)와 같은

기본반응들로 진행된다고 보고하였고, 이산화탄소를 과잉으로 함

유한 용액에서는 합성된 탄산칼슘이 탄산수소칼슘으로 재용해된다

[20].

Ca(OH)
2
(s) + H

2
O(l)→Ca

2

+(aq) + 2OH−(aq) + H
2
O(l) (1)

CO
2
(g) + H

2
O(l)→CO

2
(aq) + H

2
O(l) (2)

CO
2
(aq) + OH−(aq)→HCO

3

−(a)  (3)

HCO
3

− (aq) + OH−(aq)→H
2
O(l) + CO

3

2
−(aq)  (4)

Ca2+(aq) + CO
3

2
− (aq)→CaCO

3
(s) (5)

CaCO
3
(s) + CO

2
(g) + H

2
O(l)→(CaHCO

3
)
2
(aq) (6)

이 반응들 중에서 식 (3)~(5)는 순간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전 반

응의 율속 단계는 식 (1)의 수산화칼슘의 용해반응과 식 (2)의 탄

산가스가 물에 흡수되는 반응일 것이다. 

수산화칼슘은 물에 한정된 용해도를 가지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pH 12~13 정도의 액상을 나타내며 이것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면

중화반응이 일어나며 탄산칼슘의 침전이 생기게 된다. 석회유의 탄산

화반응이 진행되면 반응혼합물 속에는 OH−, HCO
3

− , CO
3

2
−, CaHCO

3

+

그리고 OH+ 등의 6종의 전해질 이온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20].

3. 실 험

Fig. 1은 침강성 탄산칼슘을 합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슬러

리 기포탑의 개략도이다. 슬러리 기포탑의 높이는 1.0 m, 직경이

0.11 m이고 중앙에 직경 0.04 m인 튜브가 들어있는 원통형 아크

릴로 제작되었다. 기포탑 하단부로부터 0.15 m까지 직경이 2 mm인

glass beads를 채워 넣어 버블에 의한 입자들의 유동이 균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반응 중에 온도를 25 oC로 유지하기 위해 반응기

중앙의 직경 0.04 m인 튜브 속에 가열기를 설치하여 온도를 일정

하게 유지시켰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pH meter와 전기 전

도도 장치를 이용하여 반응이 진행되는 상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

였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수산화칼슘현탁액 5 L를 슬러리 기포탑에 채우고 이산화탄소기

체와 공기의 유량을 조절한 다음 슬러리 기포탑에 주입시켜 탄산

칼슘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탄산칼슘 수용액은 입도를 측정하기 위

해 사용되며, 입도 측정이 끝난 후에는 거름종이를 사용하여 용액

과 분리한 후 온도가 80 oC인 건조기 내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

였다. 탄산칼슘의 반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pH meter(HANNA,

HI221)와 전기 전도계(HACH, sension5)를 사용하였다. 합성된 탄

산칼슘은 FT-IR(BRUKER, TENSOR27)을 사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EM(JEOL LTD, JSM 890)을 이용하여

탄산칼슘 입자의 형상을 확인하였으며, XRD((BRUKER, D8 FOCUS)

를 이용하여 탄산칼슘의 결정구조를 확인하였다.

수산화칼슘과 탄산칼슘의 함량비는 탄산칼슘의 기준으로 0에서

Fig. 1 Schematic diagram of slurry bubble column system. 

1. CO
2
 gas 7. Conductivity meter

2. Air 8. pH meter and thermometer

3. Regulator 9. Personal computer

4. Gas flowmeter 10. Thermal couple

5. Slurry bubble column 11. Heater

6. Glass beads 12. Temperatur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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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까지 10% 간격으로 변화시켰다. FT-IR 측정에 사용된 펠렛

들(pellets)은 KBr 0.5 g과 시료 0.005 g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다. 또

한 carbonate bands peak 중에 879~711 cm−
1 범위의 peak를 적분

하여 검량선을 그렸다. 

탄산칼슘의 분산제로 음이온 계면활성제인 sodium hexametapho-

sphate(Junsei Chem. Co., Ltd.)를 사용하였으며, 0.21 wt%인 탄산

칼슘 100 ml 용액에 분산제 0.1 g을 사용하였다. 또한 초음파 분

산기(Branson, SONIFIER450)로 30분간 재분산시켰고, 초음파 분

산기의 조사강도는 자체에 내장된 output controller 4로 조절하였

고, duty cycle은 80%으로 고정시켰다. 

합성된 입자의 평균입경은 레이져 입도분석기(OMEC, LS-POP

(VI))를 사용하여 Debroucker의 평균 입경으로 측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반응 온도가 25 oC에서 CO
2
 가스의 유량을 0.9 L/min으로 고정

하고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0.16, 0.32, 0.48, 0.64 wt%로 변화시키

며 탄산화반응을 시킨 결과 Fig. 2와 같이 반응 시간에 따른 pH 및

전기 전도도 변화 곡선이 얻어졌다. 수산화칼슘 용액 초기 pH 값

은 수산화칼슘이 물에 용해되어 OH−
 이온이 증가함에 따라 12~13

을 나타내지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탄산화반응 기본 단계에 의

해 OH− 이온이 반응으로 소모되어 pH 값은 점차 떨어지게 되며,

반응이 끝난 후 pH 값은 6~7을 나타내었다[19]. Fig. 2의 전기 전

도도의 변화 과정으로부터 전기 전도도 변화 과정을 1차 하강구간,

1차 회복구간, 2차 하강구간, 2차 회복구간의 4단계로 나누어 생각

을 하였다. Fig.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0.16 wt%인 포화수용액 상태에서는 1차 하강구간만 나타나지만 수

산화칼슘의 농도가 포화수용액이상일 때는 전기 전도도 곡선 상에

서 1차 하강구간 이후 1차 회복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1차 회복구

간의 시간은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길어지게 된다.

이는 수산화칼슘의 용해도가 25 oC 기준에서 0.160 g/100 ml-water

이므로 아직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던 수산화칼슘이 반응이 진행되

면서 연속적으로 용해되기 때문이다. 1차 회복구간이 끝나면 2차

하강구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남아있던 수산화칼슘이 다 용해

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전도도 최저치 이후 2

차적인 회복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기전도도 최저치 이후의 2

차 회복구간이 나타나는 원인은 생성된 탄산칼슘이 용해도가 높은

탄산수소칼슘으로 재용해하기 때문이다[20]. 탄산화반응에서 pH

meter와 전기 전도도 측정 장치로는 반응 시간에 따른 수산화칼슘

의 전화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반응 시간에 따른 수산화칼슘의 전

화율을 구하기 위해 FT-IR을 사용하였다. 

Fig. 3은 수산화칼슘과 탄산칼슘의 함량비를 달리하여 FT-IR을

측정하여 얻은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930~730 cm−
1, 1,833

~1,782 cm−
1 그리고 2,646~2,423 cm−

1에서 carbonate bands 피크

가 측정이 되며 탄산칼슘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피크의 세기가 크

게 나타난다. 수산화칼슘 스펙트럼에서는 O-H 피크가 강하게 나타

Fig. 2. Variation of pH and conductivity curve with the reaction time; Q=3L/min, CO2=0.9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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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탄산칼슘의 함량비가 커질수록 O-H 피크가 약해지다 100%

탄산칼슘에서는 O-H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탄산칼슘과 수산화칼슘의 함량비를 달리하여 3번의 FT-IR 측정

을 통해 얻은 각각의 CaCO
3
/Ca(OH)

2
 혼합물과 CaCO

3
 fraction에

서 879-711 cm−
1 범위에서의 피크를 적분한 평균값을 사용하여 검

량선을 구하였고 이러한 검량선의 regression equation을 이용하여

각각의 샘플에서 탄산칼슘 및 수산화칼슘의 함량비를 계산하는데

활용되었다.

Fig. 4(a)는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0.2 L/min으로 일정할 때 수산

화칼슘의 농도를 0.14~1.12 wt%로 증가시켜 얻은 수산화칼슘의
 
전

화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전

화율에 도달하는 시간은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길어졌

다. 이러한 결과는 율속 단계가 이산화탄소와 수산화칼슘의 용해

속도이고 수산화칼슘의 용해도가 25 oC 기준에서 0.160 g/100 ml-

water이므로 아직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던 수산화칼슘이 반응이 진

행되면서 연속적으로 용해되기 때문이다. Park[20]의 실험한 결과

에서도 일정 전화율 도달 시간은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길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같은 수산화칼슘의 농도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전화율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Park[20]의 실험

에서 일정 전화율 도달 시간이 더 짧은 이유는 실험에 사용한 증

류수에 포함된 수산화칼슘의 양에 비하여 주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Fig. 4(b)

는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1.12 wt%로 일정할 때 이산화탄소의 유

량을 0.2~1.6 L/min으로 증가시켜 얻은 수산화칼슘의 전화율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화율 도달시간은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짧아졌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유

량이 증가할수록 기포의 발생빈도수와 기액 접촉면적이 증가하여

물에 용해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즉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증가하면 물에 용해되는

CO
3

2
−이온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Ca2+ 이온과의

반응도 빨라지기 때문이다. Park[20]의 결과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른 전화율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증

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여 전화율 도달 시간은 짧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5는 이산화탄소의 부피유량이 0.9 L/min이고 수산화칼슘 농

도가 포화수용액 상태인 0.16 wt%에서 수산화칼슘의 전화율에 따

른 모폴로지를 나타낸 것이다. Fig. 5에 나타난 입자들은 수산화칼

슘의 농도가 포화상태에서 합성하였기 때문에 수산화칼슘의 입자

는 존재하지 않는다. Fig 5(a)에서 (e)는 전화율이 각각 0.2, 0.4,

0.6, 0.8 그리고 1.0에서 합성된 탄산칼슘의 SEM 이미지이다. 수

산화칼슘 전화율에 따른 탄산칼슘의 모폴로지를 살펴보면 수산화

칼슘의 전화율이 0.6일 때까지는 결정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으나

0.6~0.8에서 어느 정도 결정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0.8~1.0 사

이에서 결정 크기가 크게 성장하였고 결정 형태도 분명하게 나타

났다. 결정 형태는 육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결정들이 층

모양으로 응집이 되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포화수용액인 0.16 wt% 수산화칼슘의 농도에서 0.9~3.6

L/min 이산화탄소의 유량에 따라 합성된 탄산칼슘의 SEM 이미지

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용액 속

에 CO
2
가 빨리 용해되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

으며 합성된 탄산칼슘의 모폴로지는 반응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비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유

Fig. 3. FT-IR peak of percentage CaCO3/Ca(OH)2 mixtures. 

Fig. 4. Variation of Ca(OH)2 conversion with the reaction time; (a)

concentration of Ca(OH)2, (b) flow rate of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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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관계없이 같은 이산화탄소의 유량에서 합성된 탄산칼슘은 동

일한 모폴로지를 얻었다. 즉 탄산칼슘의 모폴로지는 총 유량의 영

향보다는 이산화탄소의 용해 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에 더 큰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ig. 6(a)는 여러 결정들이 층 모양을 이루어 응집되어 있으며 Fig.

6(b)와 (c)는 Fig. 6(a)보다 결정의 크기가 더 크지만 여전히 결정

들이 응집되어 성장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6(d)에서는 층 모양

을 이루어 응집된 결정보다 단일 결정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이 더

많았으며 결정의 크기도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탄산칼슘의 결

정 형태는 모두 육면체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

속도가 증가할수록 결정의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정의

형태는 단일 결정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Kang 등[1]은 반응 온도에 따라서 합성된 탄산칼슘의 모폴로지를

관찰하였다. 탄산화반응에서 반응 종결 시간은 반응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종결 시간은 짧아

졌다. 반응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며 결정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그에 따른 결정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따

라서 탄산칼슘의 모폴로지 및 결정 크기는 반응 속도와 연관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포화수용액인 0.16 wt% 수산화칼슘의 농도에서 이산화

탄소의 유량을 달리하여 전화율에 따른 합성된 탄산칼슘의 평균 입

Fig. 5. Morphological changes of CaCO3 with conversion of Ca(OH)2; 0.9 L/min CO2, 0.16 wt% Ca(OH)2; (a) conversion=0.2, (b) conversion=0.4,

(c) conversion=0.6, (d) conversion=0.8, and (e) conversion=1.

Fig. 6. Morphological changes of CaCO3 with CO2 flow rate; 0.16

wt% Ca(OH)2 (a) 0.9 L/min CO2, (b) 1.5 L/min CO2, (c) 2.0

L/min CO2, (d) 3.6 L/min CO2.

Fig. 7. Mean diameter of CaCO3 with conversion of Ca(OH)2; 0.16

wt% Ca(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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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탄산칼슘의

평균 입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6에서 보여진 탄산칼슘

의 SEM 이미지에서도 확인했듯이 반응 속도가 증가할수록 결정

의 크기는 증가하지만 단일 결정 형태로 존재하는 입자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탄산칼슘의 평균 입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이산화탄

소의 유량이0.9과 3.6 L/min에서 전화율에 따른 탄산칼슘의 평균

입도를 살펴보면 전화율이 증가할수록 탄산칼슘의 평균 입도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기에 생성된 탄산칼슘의 결정

들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입자의 비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

게 되며 입자들간의 표면에너지가 증가하여 입자들간 응집이 일어

나고 탄산칼슘의 평균 입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8은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0.9 L/min로 일정할 때 수산화칼

슘의 농도를 0.16~0.64 wt%로 변화시켜 합성한 탄산칼슘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합성된 탄산칼슘의 초기 입자 크기를 비

교해보면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입자 크기는 감소

하지만 입자들끼리 응집되는 현상으로 큰 덩어리들이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sutsumi 등[14]은 기포후류운동에 의한

crystals의 충돌은 성장하는 결정 표면에서 작은 결정 조각들이 떨

어져 나오며 이러한 결정 조각들은 2차 핵생성의 주요한 메커니즘

(mechanism)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핵(nuclei)들의 수가 증가하여 결정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입자들이 작아지면서 비표면적이 증가하게 되

어 입자의 응집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Fig. 9는 수산화칼슘의 농도에 따른 탄산칼슘의 입자 크기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탄산칼슘의 입자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며 Dasgupta 등[21]의 실험에서도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탄산칼슘의 입자 사이즈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의 SEM이미지에서 확인했듯이 초기 입자 크기는 감소하지만 입

자들끼리 응집되는 현상으로 평균 입도는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

나 Wei 등[22]은 이산화탄소의 부피유량이 2.38 L/min으로 일정할

때 합성된 탄산칼슘의 입자 크기는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Wei 등[22]은 총 0.5 L 증류수를 사

용하여 0.16~2.56 wt% 수산화칼슘 농도에 1.43~3.8 L/min 이산화

탄소의 유량 범위에서 실험을 하였고, 수산화칼슘의 농도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유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여 반응

종결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Wei 등[22]은 모든 실험 조건에

서 5분 안에 모든 반응이 종결되었지만, Dasgupta 등[21]과 본 연

구에서는 반응 시간이 최대 15분이 넘는다. 따라서 입자와 입자들

의 응집되는 시간이 길어 응집에 의한 탄산칼슘의 평균 입도가 증

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반응 종결 시간에 따른 합성된 탄산칼슘의 입도 변화

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종결 시간에 따른

합성된 탄산칼슘의 입도 변화는 일정 시간 이상에서 입자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산화칼슘의 농도와 이산

화탄소의 유량의 변화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반응

속도의 차이는 탄산칼슘의 평균 입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즉, 탄산칼슘 합성에 있어 반응 속도가 감소하면 반응 종결 시간이

Fig. 8. SEM images of CaCO3 with concentration of Ca(OH)2; 0.9

L/min CO2 (a) 0.16 wt% Ca(OH)2, (b) 0.32 wt% Ca(OH)2,

(c) 0.48 wt% Ca(OH)2, (d) 0.64 wt% Ca(OH)2. Fig. 9. Mean diameter of CaCO3 with concentration of Ca(OH)2.

Fig. 10. Mean diameter of CaCO3 with 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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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게 되어 입자와 입자간의 응집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탄산칼

슘의 평균 입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5. 결 론

탄산화반응에 의한 침강성 탄산칼슘 합성에 있어 FT-IR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수산화칼슘의 전화율과 반응 속도에

따라 합성된 탄산칼슘의 모폴로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0.16 wt%로 유지시키고 이산화탄소의 부

피유량을 0.9~3.6 L/min으로 변화시켜 합성된 탄산칼슘에서 반응

속도가 증가할수록 결정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정의

형태는 반응 속도가 느릴 때는 여러 결정들이 층 모양으로 응집이

일어났으나 반응 속도가 증가할수록 단일 결정으로 존재하는 입자

들이 많아졌다. 또한 0.9 L/min 이산화탄소의 유량에서 0.16~0.64

wt%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달리하여 합성한 탄산칼슘을 살펴보면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결정들의 충돌에 의해 많은 핵의

생성으로 결정 크기는 감소하지만 입자들끼리 응집으로 평균 입도

는 1에서 4 μm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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