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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hix인 K2M0Q와 섬유원료물질인 K2CO3i TiO2를 혼합하고 1150°C에서 용융시킨 다음 950°C까지 

서냉하여(서냉속도=5°C/h) 층상구조를 갖는 사티탄산칼륨(K2TLQ9)과 육티탄산칼륨(&戏013)섬유를 합성 

하였다. Flux(F)와 출발원료물질(R)의 혼합비에 따른 최적 섬유성장 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F：R을 변화 

시키면서 반응시킨 결과 섬유의 결정상 및 성장속도가 F：R의 비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실험조건에서는 사티탄산칼륨과 육티탄산칼륨 모두 F : R=7 : 3일 때 섬유의 성장이 가장 양호하였다. F : R= 

7：3이고 출발조성이 &O・4TiO2인 경우 생성물은 I&TiQg과 약간의 K2Ti6O13^ 혼합상이 얻어졌으며 평균 

섬유 길이는 ®4mm 정도의 비교적 장섬유를 얻을 수 있었다. K2O-6TiO2 조성인 경우도 &戏0"과 K2Ti4O9 

의 혼합상이 형성되었고 섬유의 평균길이는 *2 mm 정도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ABSTRACT. Two-dimensional potassium tetratitanate KTiQ) and three-dimensional potassium he
xatitanate (K2Ti60i3)fibers have been prepared by the combined method consisting of the flux melting 
(1150°C)-slow cooling (cooling rate = 5°C/h) process from the starting raw materials of K2CO3 and TiO2 
with the flux of K2MOO4. It was found that the fiber growth reaction is strongly dependent upon the 
mole ratio of flux (F) to raw material (R), which is 7 : 3 (F : R) as for the optimum growth condition. 
Relatively long fibers (average length ~ 4 mm) with a mixture of KJTiqOg (major) and K2TieO13 (minor) 
could be obtained when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for the K2MOO4-K2O - 4TiO2 (F：R = 7：3) system, 
but for the K2M0O4-K2O • 6T1O2 (F : R=7 : 3) one, only the short fibers with ~ 2 mm long could be grown 
as the mixed phase of I&TiQ® and KzTiQ.

서 론

K20wTiC）23 = l〜6）의 화학조성식으로 나타내어 

지는 티탄산칼륨 섬유는 광범위한 응용분야를 갖는 

인공무기질 섬유로서, 특히 육티탄산칼륨OGTiQ”, 

m.p. = 1370± 15°C） 섬유는 내열성, 단열성 및 화학 

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단열재, 건축용 내화피복재, 

마찰재 및 플라스틱이나 세라믹강화 보강재로의 이 

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

사티 탄산칼륨（KWQi）과 육티 탄산칼륨（&匸6。13） 

의 결정구조를 Fzg.l에 나타내었다. 사티탄산칼륨의 

결정구조는 TiO6 팔면체가 연쇄결합을 통해 2차원 

적인 층상골격을 형 성하고 층사이의 공간을 K* 이 

온이 점유하고 있는 층상구조 화합물로 격자사이의 

K* 이온이 다른 양이온으로 쉽게 치환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육티탄산칼륨은 

TiO6 팔면체가 3차원적인 tunnel 형태의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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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aTisOi：,

Fig. 1. Crystal structure of potassium tetratitanate (a) 
and hexatitanate (b) projected on the (010) plane.

형성하며 이 tunnel내의 공간을 K' 이온이 점유하 

므로써 사티탄산칼륨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정할 뿐 

만 아니라 열적, 화학적으로도 더 안정한 특징을 

나타낸다.

티탄산칼륨계 섬유의 합성에서는 섬유수율의 향 

상과 장섬유 성 장을 목표로 여러가지 합성법이 연구, 

개발되었으며 서냉소성법匕 Disk법演, KDC(Knea- 

ding-Drying-Calcination)법;", 수열합성법邮。및 flux 

법 등E"이 대표적인 합성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전의 보고에서 서냉소성법을 이용한 

티탄산칼륨 섬유의 합성조건과 섬유의 성장반응에 

대하여 고찰하였다］4. 서냉소성법을 이용한 합성 결과 

사티 탄산칼륨의 경 우 비 합치녹는점(incongruent 

melting point, 1114± 15°C) 이상의 온도(1150°C)에 

서 소성하면 고상인 KzTiQ/s) 와 KQ의 풍부한 

액상이 형성되고 이를 서냉함으로써 회합 반응의 

진행에 의하여 섬유의 결정성장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서냉속도의 조절이 장섬유 성장 및 단일상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육 

티탄산칼륨의 경우 섬유의 성장속도가 성분원소의 

확산속도에 의존하게 되므로 소성온도 및 소성시간 

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만 서냉속도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얻어진 섬유도 수백 |im의 

침상형 단섬유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냉소성법에 비해 장섬유 

의 성장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flux법을 

이용하여 티탄산칼륨 섬유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티탄산칼륨 섬유의 성장에 이용된 flux로는 초기에 

KC1, KC1-KF 계15, K2O-B2O3, KzO-NaQ-Bm 계 등贖 

이 연구되어졌다. 할로겐류 flux는 flux의 휘발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매능도 우수하지 못하며 붕산염료 

flux인 경우 점성이 높고 반응 후 증류수나 유기용 

매를 이용한 flux의 제거가 곤란하다는 점이 각각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할로겐과 붕산염류 

flux계의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과 더불어 수율이 

높고 장섬유 성장이 가능한 flux로서 K2M0Q와 K2 

WQ가 보고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티 

탄산칼륨 섬유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 외에도 

PbO, Bi2O3, K2CO3-K2P©, &CO3-V2O3, PbO-K2P2O7 
과 같은 flux가 티탄산칼륨 섬유의 합성에 이용되 

었으나 섬유의 성장에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알려진 flux 중에서 K2MoO4 
를 이용하여 티탄산칼륨 장섬유를 합성하고 최적의 

섬유성장 조건 및 성장반응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Flux 용융액으로부터 결정성장의 유무, 성 

장속도 및 결정형태 등은 반응계의 포화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반응계를 적절한 포화상태로 유도하는 방 

법으로는 용매휘발법이나 용융액의 서냉법이 있다e 

그런데 K2MoO4 flux인 경우는 증기압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반응중에 생성되는 섬유가 

용융액과의 비중차이에 의해 용융액의 표면에 형성 

됨으로써 용매의 휘발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용매휘발법보다는 용 

융액의 서냉을 이용하여 계의 포화상태를 조절하고 

자 하였다. 한편 반응계가 과포화상태를 형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결정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용융액의 농도가 결정성장에 적합한 경우에만 성장 

이 진행된다. 따라서 원료물질과 flux의 혼합비를 

변화시킴으로써 섬유성장에 적합한 용융액의 농도를 

결정해 보고자 하였다.

실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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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섬유 원료물질로는 K2CO3(Kishida Chem. 

Co., 99.5%)와 TiOXAldrich, 99+%, rutile)를 사용 

하였으며 flux인 KzMoQ는 시제품 대신 K2CO3와 

MoOs를 K2M0Q에 상응하는 몰비로 혼합한 후 사용 

전에 500°C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K2M0Q를 제조 

한 다음 이것을 flux로 이용하였다. 우선 출발물질인 

&CO3와 TiQ를 IGILOg과 의 조성에 상

옹하는 몰비로 취한 후 agate mortar에서 2시간 동안 

분쇄, 혼합하였다. 이 섬유원료분말(R)과 flux(F)를 

혼합비(F：R=5：5, 7：3, 9 ：1)를 달리 하여 혼합한 

후 전기로를 이용, 소성하였다. 소성온도는 flux인 

K2M0Q의 녹는점 (919°C)보다 높은 1150°C로 하여 

반응물질이 충분히 용융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1150 

°C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950°C까지 서냉하 

였으며 이때 서냉속도는 5°C/h로 하였다. 950°C 까지 

서냉시킨 다음 시료를 공기중으로 급냉시키고 증류 

수에 넣어 flux인 K2M0Q를 용해시켜 섬유만을 분 

리하였다. 분리된 섬유를 증류수로 2〜3회 세척한 

후 110°C의 오븐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하여 최종섬 

유를 얻어내었다.

Flux를 제거한 후 얻어진 섬유상에 대한 결정구 

조는 JEOL社의 분말 X-선 회절분석기 (Cu-Ka ra

diation, X= 1.5418 A, Ni-filtered)를 이용하여 각각 

의 합성조건에서 얻어진 시료에 대한 X-선 회절상을 

얻고 이것을 ASTM상의 자료와 비교하여 조사하였 

다. 또한 섬유의 형태와 길이 및 두께는 주사형 전 

자현미경 (ISI-DS130 Microspec WDX-20A)으로 관 

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티탄산칼륨(K/ILOQ 섬유의 성장조건 및 성장 

결과. 사티탄산칼륨 섬유의 성장조건 및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출발조성이 &0・4卩。2인 

경우 소성온도와 시간은 1150°C, 4시간으로 모두 

동일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미 보고된 바에 의하면12, 

K2MoO4(m.p. = 919°C) flux를 사용하는 경우 반응 

계가 충분한 용융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한 용융액을 서냉하여 과포화상태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서냉속도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요인이 되며 서냉속도0。/冰)의 결정을 위해서는 

용해도의 온도의존성, 즉 용해도 계수(ds/dO)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rGO-TiCb-IGMoQ계에서 

의 용해도 계수에 대한 자료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셔 본 실험에서의 서냉속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5°C/h로 결정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모든 과포화 영역에서 결정성장이 일어 

나는 것은 아니며 용융액 중에서의 성분원소들의 

확산거리, 용융액의 점도 및 핵형성 등의 조건이 

새로운 핵형성이 없이 결정성장에 적합한 영역에서 

만 성장이 일어나며 이것은 용질(KQwTiQ)과 용매 

(K2MoO4) 사이의 양적관계, 즉 용융액의 농도에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용질인 

KQwTiQ와 용매인 K2Mo04 사이의 몰비(F：R)를 

변화시킴으로써 결정성장에 적합한 용융액의 농도 

조건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용융액의 농도, 즉 F：R을 변화시키면서 성장시킨 

결과 생성물의 결정상과 섬유의 성장속도가 flux와 

출발원료물질의 혼합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Table 1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K2O-4TiO2 조성의 

경우 서냉소성법과 마찬가지로 사티탄산칼륨상과 

육티탄산칼륨상이 혼합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X-선 회절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 : R = 5 : 5 (a),

Table 1. Growth conditions of potassium titanate fibers by the flux melting process and the results of reaction 
products obtained from the starting material with nominal composition of K2O-4TiO2

Sample No.
Mole ratio of 
flux: raw mat.

(F：R)

Melting temp? 
high —)low 

(°C)
Products” External form

Average 
fiber length 

(mm)

1 5：5 1150->950 T>H short fiber <1.0
2 7：3 1150 — 950 T》H bunchy fiber 4.0
3 9：1 1150->950 T《H milky gel —

■The every sample was melted at 1150°C for 4 hours and slowly cooled down to 950°C with a cooling rate=59C/h 
and then quenched in air.叮 and H stand for K2TLQ9 and &戏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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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the products pre
pared by flux melting process with the given growth 
conditions in Table 1; the mole ratios of flux to raw 
material (F : R) for (a) (b) and (c) are 5 :5, 7 : 3 and 
9 :1, respectively.

7：3 (b)인 경우는 사티탄산칼륨의 생성이 우세한 

반면 9：1 (c)인 경우는 반대로 육티탄산칼륨의 생 

성이 현저하게 증가함을 Fz£.2로부터 볼 수 있다. 

F谚.2와 Table 1로부터 K2O-4TiO2 조성의 경우 F ： 

R=7：3일 때 사티탄산칼륨의 단일상에 가장 가깝 

고 섬유의 성장 또한 가장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F：R=7：3인 경우에 결정성장에 적합한 

용융액의 농도임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성분원소들의 

확산거리, 용융액의 점도, 핵형성조건 등이 결정의 

성장에 적절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K2Ti4O9 섬유의 

성장과정은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분해용융-회 

합반응 mechanism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4TiO,(s) + K2CO3(s) 而泌1쁙» K2Ti4O9(s) + CO2fe) 
<1114 C

melting
2K2Ti4O9(s) ----------으

>1114°C

(1)

K2Ti6Oi3(s) + K2O-2TiO2(Z)

K2Ti6O13(s)+K2O-2TiO2(Z)

, (2)
slow~coolmg、

* Z&TuOMS) 
association

위 반응식 중 (2)와 (3) 단계의 과정은 가역과정이며 

(3)의 회합반응으로부터 K2Ti4O9 섬유가 성장된다. 

이 회합반응 과정은 서냉속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서냉속도가 느릴수록 효과적인 회합이 진행된다”. 

결국 F：R=7：3이고 서냉속도가 5°C/h인 경우 용 

융액의 용해도 계수(ds/d。)가 섬유성장에 적합하고 

회합반응도 효과적으로 진행되므로 섬유의

단일상 형성 및 장섬유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F：R=5：5인 경우 서냉이전에 이미 반 

응계가 과포화상태를 형성함으로써 냉각개시 이전에 

다핵형성이 일어나거나 용질의 용해가 충분히 진행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F：R=5：5인 경우는 반 

웅계가 과포화 상태로 인한 다핵형성과 섬유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액상내의 虬0의 량(반응계의 염 

기도)의 상대적인 부족에 의해 F：R=7：3인 경우에 

비해 회합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F：R=9：1인 경우는 섬유의 성장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lux를 제거한 

후 남아있는 결정들에 대한 X-선 회절결과도 육티 

탄산칼륨상이 우세함을 보인다. 이것은 F：R=5：5 

인 경우와는 반대로 반응계의 불포화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서냉을 중단하는 온도인 950°C까지도 반응 

계의 과포화 상태 유도에 의한 결정성장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티탄산칼 

륨상이 우세한 것은 육티탄산칼륨은 사티탄산칼륨에 

비해 화학적으로 보다 안정하므로 용해도가 비교적 

낮아 사티탄산칼륨보다는 높은 온도에서도 재결정 

화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반응 

용융액내에는 flux인 K2M0Q로부터 해리된 일부의 

KQ가 존재하게 되고 고상인 육티탄산칼륨과의 회 

합반응에 의한 사티탄산칼륨의 생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5： 5나 7： 3인 경우에 비 해 사티탄산칼륨 

의 생성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이유는 용융액내의 

조성 이 사티 탄산칼륨보다는 이 티탄산칼륨(&»2。5) 

의 형성에 유리한 상황이 되어 실제로 반응생성물 

내에는 이티탄산칼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티탄산칼륨은 흡습성이 커서 

반응 후 flux를 제거하기 위한 수세 과정 중 쉽게 

분해되므로 수세 후 얻어지는 생성물의 X-선 회절 

선의 상대적인 세기로부터 측정되는 생성물의 상대 

적인 양에서는 육티탄산칼륨과 약간의 사티탄산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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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fibers prepared from the mixture of K2MoO4: IGOUTiQ with a mole 
ratio of 7 ： 3 (sample No. 2) by flux melting process; the enlarged morphology of the fibers before (a, b) and 
after (c, d) the flux removal.

륨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F讶. 3은 F ： R=7 ： 3인 경우(sample No. 2) 성장된 

섬유의 모습을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Fzg.3의 (a)와 (b)는 합성 후 flux를 

제거하기 전의 상태로 (a)에서는 성장된 섬유들이 

집합체를 이루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 섬 

유집합체 가운데 하나를 더 확대한 모습을 (b)에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미세섬유들의 집합체 형성 

모습과 집합체내의 섬유들이 일방향으로 잘 성장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讶.3의 (c)와 (d)는 수세하여 

flux를 제거한 후 얻어진 섬유만의 모습을 나타내 

었다. (c)는 섬유의 외형이 리본 형태이면서 각이져 

있음을 보여주며 (d)로부터 이것을 확실히 관찰할 

수 있다. 한편 (d)에서는 미세한 섬유와 여러 개의 

결이 형성되어 있는 섬유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미세한 섬유의 두께가 결의 간격과 유사한 크기(4~ 

5 jim)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개의 층상구조의 집합체가 점차 미분화 

되면서 미세한 섬유가 형성됨을 예측할 수 있었다.

육티탄산칼륨(J&TisOu) 섬유의 성장조건 및 성 

장결과. 육티탄산칼륨 섬유의 성장에 이용된 성장 

조건 및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출발조성이 

晾0・6匸。2인 경우도 K2O-4TiO2 경우와 동일한 소 

성조건을 적용하였으며 결정성장 영역에 대한 고찰 

을 위하여 역시 flux와 섬유원료물질의 혼합비를 

변화시켜 보았다. 성장반응 후 얻어진 생성물에 대한 

X-선 회 절결과(F沮 4) 서냉소성법"과는 달리 F：R에 

따라 육티탄산칼륨과 사티탄산칼륨상이 혼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R=5：5 (a)인 경우는 

육티탄산칼륨의 단일상이 형성되는 반면 7：3 (b), 

9： 1 (c)인 경우는 사티탄산칼륨도 생성됨을 보인다. 

특히 7：3인 경우 X-선 회 절강도의 대략적 인 비교 

로부터 H：T=7：3 정도로 사티탄산칼륨상이 비교 

적 많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950°C까지 서냉시킨 후 공기중으로 급냉시켜 얻 

어낸 시료는 F：R=7：3인 경우 섬유집합체가 형 

성되어 있음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5 ： 5, 9 ： 1인 

경우는 각각 괴상이나 milky겔 형태를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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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wth conditions of potassium titanate fibers by the flux melting process and the results of reaction 
products obtained from the starting material with nominal composition of K2O*6TiO2

Sample No.
Mole ratio of 
flux : raw mat 

(F：R)

Meltin음 temp.*1 
high f low 

(°C)
Products^ External form

Average 
fiber length 

(mm)

4 5：5 1150 — 950 H — —
5 7：3 1150 — 950 H>T bunchy fiber 2.0
6 9：1 1150 t 950 H>T milky gel —

flThe every sample was melted at 1150T for 4 hours and slowly cooled down to 950Y with a cooling rate=5°C/h 
and then quenched in air.叮 and H stand for K2T14O9 and K2TLO13, respectively.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the products pre
pared by flux melting process with the given growth 
conditions in Table 2; the mole ratios of flux to raw 
material (F: R) for (a), (b) and (c) are 5 : 5, 7 :3 and 
9 :1, respectively.

었다. 이로부터 K2O・6Ti(&인 경우도 KQ・4TiO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lux와 원료물질의 흔합비에 따라 

섬유의 결정상과 성장속도가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으며 F：R=7：3일 때 결정성장에 최적조건임 

을 알 수 있었다.

출발조성이 K2O・6TiC>2인 경우의 섬유성장 결과 

로부터 F：R=7：3인 경우가 K2O・4TiC>2의 경우와 

같이 결정성장에 적합한 용융액을 형성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티탄산칼륨상과 육티탄 

산칼륨의 혼합상이 형성되는 것과 섬유의 성장반응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K0 

4TiO2 경우처럼 승온과정에서 flux오］■의 반응전에 

성분금속이온들의 확산반응에 의하여 K2Ti6O13 결 

정이 생성되며 본 실험의 소성온도인 1150°C에서는 

이전의 보고에 의하면 1板1為013의 생성량이 K2Ti4O9 
에 비해 상대적으로 100% 정도가 된다 12. 용융 후 

서냉을 시작하면 용융액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K2Ti6 

Ob의 핵이 형성되고 계속적인 서냉에 의하여 K2Ti6 
013의 재결정화에 의한 결정성장이 촉진되게 된다. 

그런데 반응계의 용융액내에는 flux인 K2M0Q의 

용융에 의하여 해리되는 K20 성분이 다량 존재하게 

되고 이중 일부가 용융액으로부터 석출되는 K2Ti6 

O13와 식 ⑶의 회합반응을 통해 &TiQ9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용융액내에서 서냉시 재결정화 

반응과 회합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K2TUO9 결 

정과 K2Ti6O13 결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5： 5인 경우는 X-선 회절결과 육티탄산칼 

륨의 단일상이지만 섬유의 성장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F：R의 비가 결정성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 

임을 의미하며 이것은 T&TiQm의 용해도를 고려하 

여 고찰할 수 있다. 즉 &1爲013은 K2TLQ9보다 구조 

및 화학적으로 안정하므로 용해도가 작을 뿐만 아 

니라 7： 3에 비해 용매인 UMoQ의 양이 적으므로 

용질인 &匸6。13의 용해가 충분하지 않아 용해-재 

결정에 의한 섬유의 성장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9： 1인 경우는 K2O-4TiO2 조성의 경우처 

럼 역시 반응계가 불포화 상태가 되어 서냉과정에 

서도 섬유성장을 유발하는 과포화 상태가 유도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qCETiQ인 경우 섬유성장은 F：R 

= 7： 3인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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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fibers prepared from the nominal composition of K2O-6TiO2 by flux 
melting process with the given mole ratios of flux to raw material (F : R) ( = 5 : 5 (a), 7 ：3 (b) and 9： 1 (c)); (d) 
represents the enlarged micrographs of (b), where the flux of K2MoO4 heavily aggregated on the surface of the 
crystalline fibers, after leaching out the flux with FLO, the fibers are segregated one another (e).

생성되는 섬유 상은 육티탄산칼륨과 사티탄산칼륨의 

혼합상이 었다. 섬유의 성 장반응은 사티 탄산칼륨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분해용융과 회합반응에 

의해 진행되며 .육티탄산칼륨 섬유의 성장은 과포화 

용융액으로부터의 재결정화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F煎.5의 (a)~(c)는 flux대 원료물질의 비가 다른 

시료로 flux를 제거하기 전의 모습에 대한 전자현 

미경 사진이다. 전자현미경 관찰로부터 flux와 원료 

물질의 비가 섬유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의 F：R = 5：5인 

경우는 일부가 리본 또는 층상형태로 성장되어 있 

음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섬유의 성장은 볼 수 

없다. (c)의 경우는 무정형의 겔과 같은 모습을 보 

이며 역시 섬유의 성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b)는 

F：R = 7：3인 경우로서 (a), (c)와는 달리 확실한 

Vol. 37, No. 8. 1993



772 崔珍鎬•韓良洙-宋丞婉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이 경우 여러 개의 미세섬 

유들이 집합체를 이루고 있으며 일방향으로 잘 성 

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d)는 (b)의 일부를 확대한 

섬유의 집합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미세한 섬 

유상의 집합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F讶.5의 (e)는 

수용액 중에서 flux인 K2M0Q를 제거하고 섬유만을 

분리해 낸 다음의 섬유 모습이다. X-선 회절결과로 

부터 이들 섬유상은 사티탄산칼륨과 육티탄산칼륨의 

혼합물임을 알 수 있지만 섬유의 모습으로부터 이 

둘을 구별할 수는 없었다.

결 론

Flux인 K2M0Q와 섬유원료물질인 K2CO3, TiQ을 

혼합하여 1150°C에서 용융시키고 950°C까지 서냉 

하여(서냉속도 =5°C/h) 사티탄산칼륨과 육티탄산칼 

륨 섬유를 합성하였다. Flux 용융법에서는 flux와 

원료물질의 혼합비가 생성물의 결정상과 섬유의 성 

장속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F：R=7：3일 때 출발조성이 K2O-4 

TiQ와 KQMTiQ인 경우 모두 섬유성장이 가장 

양호하였는데 이것은 이 조건에서 용융액의 농도가 

섬유성장에 최적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섬유성장 

결과 F：R=7：3이고 K2O-4TiO2 조성인 경우 사 

티탄산칼륨 결정상과 약간의 육티탄산칼륨 결정상이 

혼합되어 나타났으며 평균섬유의 길이는 z4mm 

정도의 비교적 장섬유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K2 

O-6TiO2 조성에서는 육티탄산칼륨과 사티탄산칼륨 

의 생성량이 7：3 정도로 혼합되어 생성되었으며 

섬유의 평균길이는 주2 mm 정도였다. 또한 섬유의 

성장반응은 사티탄산칼륨인 경우는 분해용융-회합 

반응에 의해, 육티탄산칼륨인 경우는 과포화 용융 

액으로부터의 재결정화 반응에 의해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2년도 산학협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mat사ling fund로 참여 

하여 준 대원통상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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