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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organic binders used by the foundry industry produce problems such as  gener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smoke and etc. A water glass binder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casting strength an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the water glass binder has

a serious problem of sand burning. In this study, a commercial  water glass binder was modified to reduce

sand burning during aluminium casting by the addition of Calcium carbonate, activated carbon, and

monosaccharide. The modified water glass binder was characterized by XRF, viscometer and TGA-DTA. We

then evaluated the water glass binder core strength. Casting tests were conducted using Al-Si7Mg alloy to

compare the ability to prevent sand burning in a sand mold. The XRF results of the prepared modified water

glass binder showed a similar molar ratio of SiO2/Na2O to the commercial one. From the TGA-DTA analysis

and gas emission calculation, it was considered that gas generation and corresponding inhibition of sand

burning would be maximized with the monosaccharide-added water glass binder. Casting evaluation showed

reduced sand burning for the water glass binder with mono saccharide. Also, core strength was found to be

similar to the commercial water glass binder. These results prove that the monosaccharide-added  water glass

binder could replace the traditional organic 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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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주조산업은 국내의 조선 사업뿐만 아니라 자

동차부품, 산업기계, 공작기계 등 다양한 모든 산업 발전

에 공헌해온 바는 매우 크다. 주조 산업은 국가 산업 발

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뿌리산업이지만 현재 주조

산업을 둘러싼 환경문제, 원부자재의 가격 변동, 정책적

인 문제, 인력부족 등 그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단연 환경 문제이다. 현재 주조 현

장에서는 금속용해, 중자 ·주형 제조, 주조공정에서 발생

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진기 설

치가 의무화되었고 집진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조

현장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있으나 Muskle법, 교토 의

정서 등에 의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규제를 받고 있기

에 근원적인 오염물질의 배출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에

너지 저감 및 작업환경개선,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1,2].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조용 중자를 제작하는 바인

더로는 점토, 중자 오일, 물-유리 계, 합성수지 등이 있으

나 대량 생산방식에서 비교적 소형 및 다 형상 중자 조형

이 적절하기 때문에 유기바인더를 다년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바인더는 중자 조형 시 포름알데히드와

주형 및 형 해체 때에 벤젠 및 CO2가 발생되어 대기 환

경에 영향을 미친다 [1,2]. 그렇기에 최근에는 중자 생산성

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중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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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바인더가 개발되어 급속하게 주조산업 현장에 응용되

고 있다. 무기바인더의 경우 유해물질을 수반하지 않기 때

문에 작업환경이 양호하고 중자 제조 및 주조 시 가스 발

생량이 적어 주조 결함이 감소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환경 부대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산비용이 절

감될 수 있다 [3,4]. 

그러나 무기바인더로 제조 된 주형은 주조 시 모래가 주

조품 표면에 잔류하는 소착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소착은 주물사가 주물 표면에 융착되는 현상이다. 그림 1은

주조용 무기바인더를 개발하던 중 무기바인더를 이용해 자

동차 엔진을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한 소착 현상을 나타내

었다. 주물사는 고온에 노출 될 시 주물사의 벤토나이트 및

규산염 성분에서 소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소결점에서

소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5-7]. 무기바인더의 경우

물유리(xSiO2-yNa2O)를 기반으로 한 액상으로 이루어져 있

어, 물유리 성분 중 규산염 성분이 주물사의 소결점을 증가

시켜 소착 발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착 현상이 발생하면 주물품 표면의 품위를 저하시키고

절삭가공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주조품의 청정도를 떨

어뜨려 제품 전체의 불량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액상의 무기바인더에 소착 방지 첨가제를 첨가하여 첨

가제 종류에 따른 무기바인더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첨가제를 첨가한 무기바인더 중자의 강도, 내

수성 시험 및 Al-Si7Mg 합금을 이용한 저압 주조를 통해

주조품 표면의 소착여부를 확인하여 무기바인더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무기바인더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기바인더는 SILIFOG SS 3종

(ACENANOCHEM. Co.Lrd,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주조 시 용탕과 무기바인더 중자 사이에서 가스층을

형성할 수 있는 첨가제를 선정하였는데, 소착방지 첨가제

로는 Calcium carbonate(CaCO3, 99%, Aldrich chem

co. Inc. USA), Activated carbon(AC, 4-8mesh, Aldrich

chem co. Inc. USA), Mono saccharide(MS, Dextrose

98%, Daejung chem. Inc. Korea)을 시약으로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무기바인더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공정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반응기에 무기바인더를 첨가하여 75 oC를 유

지시킨 후 무기바인더 대비 10 wt%의 첨가제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교반속도 70 rpm으로 교반하였다. 

2.2. 제조 된 무기바인더의 특성분석

무기바인더의 열적거동 및 수분함량을 관찰하기 위해 DSC

(Perkin-Elmer, USA)와 TGA (Perkin-Elmer, USA) 분석

장치를 각각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공기 분위기에서 승

온 온도 10 oC/min의 속도로 50~900 oC 범위의 온도에서

관찰하였다. 제조 된 무기바인더의 성분 및 SiO2/Na2O 몰

비를 살펴보기 위해 X-선 형광분석기(SHIMADZU, Japan)

을 사용하였다. 또한 점도가 높은 무기바인더는 혼련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모래와 균질하게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바인더의 점도를 확인하기 위해 점도계(Viscometer,

DV2T Viscometer, Brookfield, USA)를 사용하였다 [8].

Fig. 1. Sand burning of Al-Si7Mg alloy casting using inorganic
binder.

Fig. 2. Preparation procedure of inorganic binders with various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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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샘플 온도는 20 oC, Torque range 40~60%에서

SC4-18 Spindle 및 SC4-13R Sample Chamber 을 사용

하여 End condition time 1분, Multiple data internal 10초,

Averaging duration 5초로 고정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무기바인더의 강도 및 주조 특성을 분석 할 시험 중자를

제작하기 위해 AFS(American Foundrymen's Society) 입

도지수 55인 베트남 사를 사용하였다. 베트남 사의 산도는

pH 6.8이며 염분 함유량은 11 ppm, 97.4 %의 SiO2 함량

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사 대비 3 wt%의 무기바인더를

주물사용 믹서기(YOUNGJIN MACHINERY CO., LTD)

를 이용하여 300 rpm에서 150초 혼합하여 혼련사를 제조하

였다. 제조 된 혼련사는 막대바 모양의 시험 중자로 제작하

기 위해 주물용 시험 중자기(YOUNGJIN MACHINERY

CO., LTD)를 사용하여 175 x 22.4 x 22.4 mm(LxWxH)

직사각형 모양의 중자로 성형 하였다. 이때 조형온도를

110 oC, 열풍 챔버 온도는 260 oC, 열풍 온도 150 oC, 열

풍 시간을 70초로 설정하였다. 

혼련사의 유동성은 유동성 테스트(Powder Flow Test,

BROOKFIELD, USA)로 측정하였으며, standard flow

function test mode로 5 kPa의 압력으로 5번의 consolidation

stresses와 3번의 shear stresses를 가하여 혼련사의 무너짐

을 flow function 그래프로 수치화하였다. 일정한 힘으로의

분체 압축을 통해 입자간의 상호 응집력을 알 수 있고, 압

축 된 형태가 부서지는 지점을 통하여 분체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 

제작 된 시험 중자는 상온에서 1분, 2분, 50분 항절강도

(KS A 5304)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조 현장에서 가

열 된 중자를 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50분의 냉

각시간을 확보한 후 최대강도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절대습

도 29.9 g/cm3의 대기상태에서 1시간, 3시간 노출 시킨 후

변화되는 시험 중자의 강도를 확인하였다. 

무기바인더로 제작 된 시험 중자의 소착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시험 중자를 Al-Si7Mg 합금 용탕을 이용하여

주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표 1에 Al-Si7Mg 합금의 구

성 성분을 나타내었다. 완성 된 주조품은 모래를 분리하

는 탈사 공정 후 주조품을 절단하여 주조품 표면의 소착

을 확인하였다. 주조품 표면에서 모래의 소착 상태를 확

인하기 위해 FE-SEM(HITACHI, Japan)을 사용하여 관

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무기바인더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제조 된 무기바인더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무기바인더 주성분인 물유

리를 사용할 경우, 물유리의 SiO2와 Na2O의 몰 비가

1.0~3.4 범위의 값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몰 비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결합제의 점도가 급격히 증

가되어 유동성이 저하 될 뿐만 아니라 중합반응에 필요한

Si 성분이 적어져 장기 강도 발현에 문제가 있고, 몰 비가

3.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Na 이온이 작아져 초기 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8]. 표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무기바인더에 첨가제를 첨가한 경우 색상 변화

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SiO2와 Na2O 몰 비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아 점도 특성 변화 역시 관찰 되지 않았다. 

첨가제별로 제조 된 무기바인더를 승온 온도 10 oC/min

의 속도로 50~900 oC 범위에서 TG-DTA를 사용하여 열

분석한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TGA 분석결과

100~200 oC 사이에서 급격한 질량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

는 무기바인더의 주원료인 물유리 내의 수분 증발에 의한

질량 감소로 판단된다. 200~400 oC 구간에서는 첨가제에

의한 수분 증발이 지연됨으로 인한 완만한 질량 감소를 보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Si7Mg alloy (wt%).

Composition
Si Fe Mn Mg Zn Ti Cu Ni Pd Al

6.9 0.006 0.055 0.37 0.007 0.08 0.004 0.005 0.004 Rem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prepared inorganic binders.

Sample
XRF (%) SiO2/Na2O 

mole ratio
Color

Viscosity

(cps)Si Na K

Inorganic binder 54.1 20.1 25.7 2.7 colorless 30

CaCO3 53.7 19.6 26.7 2.8 colorless 31

Activated carbon (AC) 54.2 19.5 26.3 2.8 colorless 32

Mono saccharide (MS) 55.7 21.6 22.6 2.6 colorles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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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400~800 oC에서는 거의 질량 변화를 확인 할 수 없

다. DTA 분석결과로 100~400 oC 구간에서의 변곡점들은

물유리에서 Si-OH군의 형태로 존재하는 수산화물이 열분

해 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질량감소

를 수반함을 확인하였다 [18]. CaCO3를 첨가한 무기바인

더의 경우 800 oC 이후에서 흡열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CaCO3가 CaO와 CO2로 분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C를 첨가한 바인더의 경우 500 oC 이상의 온도에서 작은

발열 피크를 보이는데, 이는 AC가 자연 발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24].

3.2. 중자 및 주조품의 특성 분석

그림 4는 첨가제별로 제조된 무기바인더를 모래와 혼합

한 혼련사의 유동성 분석 결과이다. 혼련사의 유동성은 중

자와 주형을 생산하는데 있어 주요한 인자 중 하나인데,

유동성이 좋은 혼련사는 중자 및 주형의 충진 밀도를 증가

시켜 강도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유동성이 부

족한 혼련사의 경우 호퍼 내 터널링, 중자 미충진 등의 생

산 불량을 야기 시킨다. 그림 4는 유동성 결과를 나타낸

flow function 그래프이며 쌓여있는 모래에 걸리는 응력에

대해 모래입자가 무너지는 정도로 혼련사의 유동성 결과값

을 나타낸 것이다. Flow function 그래프는 어느 정도의

곡률을 가지며 이것은 consolidating stress가 증가함에 따

라 failure strength가 증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혼련사에

가해주는 consolidating stress가 증가할 때 걸리는 failure

strength가 낮을수록 혼련사는 쉽게 붕괴된다는 의미이며

유동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그림 4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AC와 CaCO3가 첨가 된 무기바인더의 경우

일반 무기바인더와 MS가 첨가 된 무기바인더에 비해

flow function 기울기가 높아 유동 특성이 떨어짐을 확인하

였다. 이때 flow function 기울기 값은 inorganic binder

0.31, CaCO3 0.34, AC 0.36, MS 0.32로 나타났다. 원사

의 경우 flow function 기울기가 0.02로 free flowing 영

역에 속하지만, 액상의 무기바인더와 첨가제가 들어간 모

든 무기바인더는 혼련사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l-Si7Mg 합금을 이용하여 저압 주조를 실시한 뒤 주조

품 표면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MS 첨가제로 제조 된 무기바인더의

주조품 표면에서 소착이 발생하지 않음을 관찰 하였다. 반

면 a), b), c) 무기바인더의 주조품 표면에서 소착을 확인

하였다. FE-SEM 결과를 확인해 보면 a), b), c)에 잔존하

는 모래의 소착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소착 된 모래

입자 일부는 모래에 잔존하는 무기바인더의 영향으로 모래

가 주조품 표면에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조품 표

면을 증류수로 세척할 경우 일부 모래가 제거되는 것을

Fig. 3. TGA-DTA curves of inorganic binders prepared using
various additives: a) TGA and b) DTA.

Fig. 4. Flow function curves of inorganic binders prepared using
various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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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지만, 일부 모래는 알루미늄 용탕이 모래의

입자와 입자 사이로 침투하여 발생한 소착 현상이 관찰

되었다. 

이는 앞선 TG-DTA 결과와 연관 지어 판단할 수 있는

데 CaCO3의 경우 800 oC 이상의 온도에서 CaO과 CO2로

분해되고, 탄소로 이루어진 AC는 약 500 oC 이상의 온도

에서 탈수, 탈산 등의 분해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로 방출

된다 [23,24]. 주조 평가에 사용 된 Al-Si7Mg 합금 용탕

온도가 500~600 oC 임을 고려할 시, 용탕의 온도 내에서

CaCO3와 AC의 열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하는 가스층

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기에 소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MS의 경우 160~180 oC 사이의 온도에서 열분해가

시작되어 CO2와 H2로 분해되기 때문에 용탕의 온도 이내

에서 가스층이 충분히 발현되어 소착을 방지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이상기체 방정식(PV=nRT)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가

스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용탕의 온도인 500 oC에서 모든

재료가 산화된다고 가정할 시, CaCO3 1 g에서 발생되는

CO2의 량은 약 0.63 L이며, AC 1 g의 경우 약 5.2 L의

CO2가 발생함을 계산 할 수 있다. 또한 MS의 분자식은

C6H12O6로 열분해 시 O2, H2O, CO2가 발생하게 되고, MS

1 g이 열분해 될 시 발생되는 총 가스 발생량은 33.2 L로

세 가지 첨가제 중 가장 많은 양의 가스가 발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은 무기바인더로 제작 한 중자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중자의 강도는 주조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강도가 약한 중자는 일차적으로 작

업자가 핸들링 할 수 없으며, 중자와 주형의 조립, 보관,

이송 중에 파손되거나 주조 중 용탕의 온도와 압력을 버티

지 못해 조기붕괴를 일으켜 주물의 결함을 발생시킨다. 그

림 6을 보면 무기바인더의 경우 금형 탈형 직후라 할 수

있는 1분에서의 초기 강도는 90 N/cm3이며, 50분 방치

후 최대강도 230 N/cm3을 확인하였다. 절대습도 29.9 g/m3

에 방치할 시 중자의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

소하여 3시간 흡습 강도는 약 60 N/cm3으로 탈형 후 초

기 강도보다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무기바인더의 경우 주

원료인 물유리는(xSiO2-yNa2O)는 물유리 특유의 흡습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무기바인

더의 결합력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15]. 

첨가제가 첨가된 된 무기바인더의 초기 강도는 일반 무

기바인더와 동일하거나 약 30 N/cm3 정도 높게 관찰되었

으며, 50분 후 최종 강도는 상용 무기바인더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 무기바인더와 CaCO3, AC를

첨가하여 제조한 무기바인더의 흡습 후 강도 저하는 유사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첨가제의 첨가로 인해 무기바

인더의 결합력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MS를 첨

가한 경우 흡습 강도를 비교해 보면 흡습 3시간 후 강도

는 116.7 N/cm3로 일반 무기바인더의 흡습 3시간 후 강

도 67.3 N/cm3에 비해 약 42%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무기바인더에 MS 첨가제를 첨가할 경우 소

착이 발생되지 않으며, 흡습 분위기에서 높은 강도를 가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주조 시 발생하는 소착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빌더 역할

Fig. 5. SEM image of Al-Si7Mg alloy casting prepared using
inorganic binders with various additives: a) inorganic binder, b)
CaCO3, c) AC and d) MS.

Fig. 6. Strength test results of core prepared using inorganic binders
with various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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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첨가제를 선정하여 무기바인더를 제조하였

으며, Al-Si7Mg 합금을 이용하여 실제 저압주조 공정을

거쳐 소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조 된 무기바인더의 SiO2/Na2O 몰비는 2.6~2.8, 색

상은 무색, 점도는 30~32 cps로 물리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열특성 분석 결과로 CaCO3는 800 oC에서 AC는

500 oC, 그리고 MS는 약 180 oC에서 열분해 되어 가스빌

더가 발생함을 확인 하였다.

2) 모래와 제조 된 무기바인더를 혼합한 혼련사의 유동

성은 모두 cohesive로 나타났으며, 이 때 flow function

기울기는 AC 0.36 > CaCO3 0.34 > MS 0.32 > inorganic

binder 0.31 순으로 나타났다. 

3) 첨가제가 첨가 된 무기바인더의 초기 강도는 일반 무

기바인더와 동일하거나 약 30 N/cm3 정도 높게 관찰되었

으나, 50분 후 최종 강도는 상용 무기바인더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절대습도 29.9 g/m3에 방치한 흡습 강도

를 비교할 시 MS를 첨가한 무기바인더의 경우 흡습 3시

간 후 강도는 116.7 N/cm3로 일반 무기바인더의 흡습 3

시간 후 강도 67.3 N/cm3으로 약 42%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4) Al-Si7Mg 합금을 이용하여 저압 주조를 실시한 뒤

주조품 표면을 관찰한 결과 MS 첨가제를 첨가한 무기바

인더의 주조품 표면에서 소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용탕의 온도가 이들 재료에 가해졌을 때 발생한 CO2 등이

용탕과 주조품 사이에 가스층을 형성하여 소착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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