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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폐인조대리석 재활용에 대해, 기존 열분해 기술로 

원료를 회수하는 방법 대신 아임계 및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폐인조대리석에 포함되어 있는 PMMA를 해중합(depolymerization) 

반응 후 MMA를 회수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아임계 및 

초임계 유체로는 물과 메탄올을 사용하였으며 고온 고압 회분식 

반응기와 용융 염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후 회수한 

생성물은 고체 물질과 액체 물질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액체 물질은 

GC-MS와 GC-FID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임계 및 초임계 수 실험 결과, MMA는 반응 온도 360 ℃, 반응 시간 

2 min 일 때 최대 농도가 검출되었고 그 회수율은 약 2.8 %로 나타났다. 

이는 360 ℃ 이상의 고온에서는 PMMA가 random scission에 의해 

MMA가 증가하였지만 용매인 물과 가수분해 반응으로 인해 MAA로 

바뀌어 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초임계 메탄올의 경우, MAA는 

모든 조건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MMA 농도는 온도 300 ℃, 반응 

시간 10 min 일 때 최대였고 그 회수율은 약 6.7 %였다. MAA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며.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높은 회수율을 보인 이유는 메탄올은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초임계 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더 활발한 

PMMA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MMA 

회수율이 두 용매 모두 7 % 미만으로 낮게 확인됨에 따라, 더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위하여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여 온도 250~300 ℃ 

조건에서 20 min 보다 더 긴 시간동안 반응시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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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또. 고체 생성물에 흡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MMA 

또는 MAA를 분석하여 회수율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폐인조대리석 재활용, PMMA, 초임계 수, 초임계 메탄올,  

MMA 분리. 

학  번 : 2018-2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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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다. 생활용품, 전자기기, 

일회용 제품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플라스틱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미래에도 꾸준히 

사용량과 폐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2017년 한해 

폐기된 플라스틱의 양은 476만 톤이다[1]. 폐플라스틱은 주로 매립, 

소각처리 되지만, 지속되는 폐플라스틱의 증가로 인한 매립지의 부족 

현상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이어져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중을 높여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재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으로는 물질 재활용(Material recycling),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ing),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 

기술로 분류된다. 물질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세척, 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가 많지 

않고, 원래의 용도로만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재활용할 

수는 없다. 열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의 직접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열원을 에너지로써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소각 시 발생하는 연소 

가스는 대기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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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반응시키거나 분해해 다른 물질로 

전환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통하여 재활용을 진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적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많은 양을 

재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2]. 따라서 이 3가지 재활용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에 의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MMA와 수산화알루미늄을 충진재로 

사용하는 아크릴계 인조대리석은 천연석과 비교하여 우수한 가공성, 

다양한 표면 패턴, 열처리를 통한 곡면 가공, 무공극의 표면으로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의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방 상판, 욕실, 

벽체, 카운터, 선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인조대리석 폐기물의 양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인조대리석 

폐기물은 주로 매립되고 있으나 매립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일부는 

소각되고 있으나 대기오염의 2차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다. 폐기물 중 소량만이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MMA와 

산화알루미늄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상용화된 기술력을 

이용해 회수된 MMA는 인조대리석의 원료로서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접착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인조대리석 재활용 방법은 

열분해를 이용한 원료 회수 방법이다. 인조대리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PMMA는 400 ℃ 이상의 온도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MMA를 

응축하여 회수할 수 있다[3]. 하지만 PMMA가 열에 의해 분해되는 

메커니즘 과정에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2,3-butanedione 로 

인해 다량의 악취가 발생하여[4] 인조대리석의 원료로는 재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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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또 400 ℃ 이상의 고열을 주어야 하므로 에너지 소모가 

크고 열분해 되는 과정에서 기화되어 손실되는 MMA가 생기기 때문에 

높은 수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아임계 및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폐인조대리석을 분해한 뒤 생성되는 MMA의 수율과 

순도를 최적화하는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초임계유체는 액체의 

응집력과 기체의 확산력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 

용해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추출이 용이하며, 초임계유체의 

선택에 따라 회수되는 물질에 대한 분리가 용이할 수 있고 생성물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임계 및 

초임계유체로 물과 메탄올을 사용하여 폐인조대리석 내의 PMMA를 

분해하여 MMA를 얻고자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과 분석을 

반복하여 MMA를 회수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2. 국내 폐기물 현황  

 

국내에서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뉘며,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은 주로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는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폐기물은 공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슬러지 등의 오물을 포함한다. 그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에 포함이 된다. 2017년 한해 발생된 전체 

폐기량은 157백만톤으로, 그중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 폐기물은 

432만 톤이며 전체의 약 2.8%에 해당한다.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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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연성에 해당하여 소각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는 매립 

혹은 재활용 방법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8년 전과 비교하면 그 

배출량이 약 36% 증가한 수치이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방안이 시급하다[1]. 플라스틱의 생산과 처리 

과정을 [그림 1-1]에 도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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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플라스틱의 생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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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크게 물질 재활용(Material recycling),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ing),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 기술로 분류된다. 물질 

재활용에는 분류와 세척작업을 거쳐 다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분쇄하여 다시 원래 용도의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1차 

재활용(Primary recycling) 방법이 있고, 폐플라스틱의 색상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 1차 재활용에 쓰일 수 없을 때 저가품을 위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재활용(Secondary recycling) 방법이 있다. 열적 

재활용에는 폐플라스틱을 직접 연소시켜 발생되는 열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소각(Incineration) 방법, 그리고 폐기물을 잘게 절단한 뒤 

증기로 압축하여 고체연료로써 활용하는 폐기물 재생 연료(Refuse 

derived fuel, RDF) 재활용 방법이 있다. 화학적 재활용에는 용매를 

가하여 화학적 분해로써 원료를 만드는 가 용매 분해(Solvolysis), 수소 

첨가에 의한 화학적 분해를 이용하는 수소 첨가(Hydrogenation), 열을 

가해 물질을 분해하여 원료를 만드는 열 적 분해(Pyrolysis), 공기나 

수증기를 첨가해 화학반응을 통해 합성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Gasification), 선택적 용해를 위한 용매를 투입하여 원료를 

분리하는 고분자 용해(Polymer dissolution), 그리고 임계 상태의 용매 

특성을 이용하여 선택적 추출/분해를 이용하는 초임계 유체 

추출(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등이 있다. 이 3가지 재활용 

방법에 활용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각이나 매립함으로써 처리하게 된다[6]. 

플라스틱은 가열에 의해 용융 시켜 본래의 물성을 갖는 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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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할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 resin)와 화학반응에 

의해 경화되어 열에 의해 용융되지 않고 가열에 의해 분해되어 탄화되는 

열경화성 수지(Thermosetting resin)로 구분할 수 있다. 열가소성 

수지는 열로 녹여 원료로써 쉽게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열경화성 수지는 그 특성으로 인해 

열적 재활용이나 화학적 재활용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지 중 열가소성 수지로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타이렌 (PS),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 

염화비닐(PVC) 등이 있고, 열경화성 수지로는 초산 비닐(PVAC), 

폴리우레탄(PUR), 페놀수지(PF), 에폭시 수지 등이 있다[6]. 

열가소성 플라스틱 중 폴리올레핀과 폴리에틸렌의 가교 결합을 

초임계 유체 기술을 이용하여 끊은 뒤 다시 재생 가능한 폴리올레핀 

혹은 폴리에틸렌으로 전환하는 연구도 있다. 초임계 용매로 물과 

메탄올을 사용하여 가교 폴리올레핀과 가교 폴리에틸렌의 가교 결합을 

풀어 폴리올레핀과 폴리에틸렌으로 전환하는 기술인데, 가교도의 척도로 

끓는 자일렌을 사용하여 겔 함량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초임계 용매가 

가교 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14,15]. 초임계 

유체 공정 기술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초임계유체의 우수한 특성 때문에 

식품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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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플라스틱 재활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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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자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2.1 기초 자료조사 

 

2.1.1 인조대리석 

 

건축용 석재는 크게 천연석과 인조대리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천연석은 석회암과 백운석 등이 재결정된 대리석, 석영과 장석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강석으로 분류된다. 천연석은 강도가 우수하고 

특징적인 질감 때문에 건축이나 주방 자재로써 사용되었다. 그러나 

충격과 부식에 약하고 오염이 쉽고 무거우며 그 양이 제한적이고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7].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천연석 질감을 

가진 인조대리석의 생산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조대리석의 종류는 

크게 유기계 인조대리석과 무기계 인조대리석으로 분류되며, 무기계 

인조대리석은 콘크리트, 시멘트와 같은 무기물로만 구성이 된 물질을 

말한다. 유기계 인조대리석은 MMA(Methyl Methacrylate)가 원료로 

들어가는 MMA계 인조대리석과 불포화 폴리에스터(Unsaturated Poly 

Ester, UPE) 계열의 인조대리석으로 구분된다. MMA 계열은 충진재 

60~70% 정도를 MMA와 혼합한 것이고 UPE 계열은 90% 이상의 

충진재와 불포화 폴리에스터와 혼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UPE 계열은 

열에 악하고 내구성이 취약하며 가공 시 이음선 처리가 어려워 

자연스러운 질감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MMA 계 

인조대리석은 열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우수한 가공성, 다양한 표면 

패턴, 열처리를 통한 곡면 가공, 무공극의 표면으로 오염원 차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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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선 자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MMA계 인조대리석은 가공이 쉽고 설치가 용이하여 주방 상판, 

욕실, 벽체, 카운터, 선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주원료는 충진재로 사용되는 수산화알루미늄(Aluminium trihydroxide, 

ATH)과 MMA이며 제품 내 비율은 ATH가 65~70 %, MMA가 

30~35 %가량이다. ATH의 화학식은 Al(OH)3 이며, 이는 Gibbsite 

광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MMA는 원유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인조대리석의 원료로 사용될 때에는 MMA의 중합체인 PMMA(Poly 

Methyl Methacrylate)가 약 20 %가량 사용된다. ATH와 MMA가 

혼합물 상태에서 MMA의 중합 반응에 의해 인조대리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밀도가 2.42 g/㎤로 상대적으로 높은 ATH의 침강을 방지하고 

혼합물의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고체상의 PMMA를 섞어 점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조대리석은 생산 규격이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표준 규격은 두께 

12 ㎜ 기준으로 길이와 폭이 각각 3,680 ㎜, 760 ㎜이며 두께가 12 

㎜인 제품의 생산 및 수요가 9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두께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인조대리석 완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는 정확한 규격을 준수하기 위하여 혼합물 중합 시 

표준 규격 대비 더 크게 제작해야 한다. MMA가 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 

수축 현상이 발생하여 중합 후의 크기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합 반응 후 측면 절삭과 두께 가공이 이루어져야 

완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다. 이때 인조대리석 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 

측면 절삭에 따른 스크랩, 두께 가공에 따른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의 방법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폐기물이다. 

폐기물 발생에 따른 손실은 약 15~20 % 이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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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다. 현재는 인조대리석 폐기물을 화학적 재활용의 한 방법으로 

열분해를 통해 MMA를 회수하는 공정이 상용화되어 있으나, 회수된 

MMA의 품질 저하와 높은 운영비용으로 인해 다른 화학적 재활용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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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조대리석의 생산과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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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MMA/PMMA 

 

MMA는 우수한 투명도와 고강성, 내후성, 그리고 뛰어난 성형성과 

가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건축, 간판, 조명, 욕조, 선박, 자동차 램프, 

도료, 렌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메타크릴수지(PMMA, MBS, 

MABS 등)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MMA의 주요 물성으로는 분자량 

100.1 g/mol, 비중 0.943 g/㎤, 끓는점 100 ℃, 어는점 -48 ℃, 물에 

대한 용해도는 1.6 g/100g 등이다. 

MMA의 제조는 에틸렌(Ethylene) 법, 프로필렌(Propylene) 법, 

이소부틸렌(Isobutylene) 법, 시아노히드린(ACH) 법 등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이소부틸렌 법과 시아노히드린 

법이다. 이소부틸렌 법은 이소부틸렌이 공기와의 산화 반응을 통해 

MAA(Methacrylic acid)로 합성되어 세척 탑으로 이송 후 물 세척에 

의해 미반응된 메타크롤레인(Methacrolein)은 다음 반응기로 순환되고 

물과 MAA 혼합 물질은 추출탑으로 이송된다. 추출탑에서는 유기 

용매의 추출에 의해 탑 아래로 물이 배출되고 탑 위로는 용매와 MAA 

혼합물이 배출되어 용매 분리 탑에서 각각 분리된다. 용매 분리 탑에서 

분리된 MMA 성분을 에스터(Ester) 반응기로 이송하여 메탄올과의 

액상 반응을 통해 MMA로 합성되며 추출, 증류를 거치면서 고순도의 

MMA가 생산된다. 시아노히드린 법은 시안화수소 및 아세톤으로부터 

생성된 아세톤 시아노히드린(ACH)을 통해 제조된다. 이 방법은 

처리하는데 매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황산암모늄을 매우 다량 

생성하는 단점을 갖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판알 및 

포름알데히드로부터 메타크롤레인을 제조하고 이를 산화성 에스터화 

반응으로 반응시켜 MMA를 얻고 있다. 

PMMA는 MMA 단량체를 주원료로 하는 아크릴 수지로서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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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성, 착색성 등이 우수하여 자동차, 전기 전자의 부품 소재 및 건축 

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소재이다. PMMA의 주요 

물성으로는 비중 1.19 g/㎤, 수분흡수율 0.3 %, 성형수축률 0.2~0.6 %, 

유전율 3.1 등 이다. PMMA의 제조 방법으로는 벌크(bulk), 

현탁(suspension), 용액(solution), 에멀젼(emulsion) 중합법이 있다. 

이 중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현탁 중합법에 의한 PMMA 합성이다. 

단량체와 비활성 매질, 그리고 현탁 안정제를 투입하여 중합반응을 

진행하면 MMA 단량체가 PMMA로 합성된다. 

 

2.1.3 초임계 유체 공정 

 

초임계유체는 온도와 압력이 기액의 임계점을 넘는 비응축성 

유체라고 정의되는데,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과 마찬가지로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물질의 상(state) 상태의 하나이다. 임계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분자의 열운동이 격렬하며, 상변화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밀도를 이상기체에 가까운 희박한 상태로부터 액체에 가까운 

고밀도 상태까지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밀도의 

함수로 표현되는 용해력, 이온곱 등의 평형 물성이나 확산 계수 등의 

수송 물성으로 대표되는 용매 특성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반응이나 분리, 재료 제조에 적용한 경우에는 액체에 상당하는 

용해력과 기체에 상당하는 확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액체 

용매에서는 볼 수 없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물질의 

상(state) 상태는 열역학적으로는 Gibbs 자유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의 힘(응집력)과 열운동에 따라 

분자가 확산하려는 힘(확산력)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응집력은 분자 

간의 거리에 따라 변화하므로 밀도가 높은 고체나 액체에서는 기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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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훨씬 크며, 기상에서는 고압 조건이 될수록 커진다. 한편 열 

운동에 따른 확산력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여기서 응집력과 

확산력이 거의 같아지는 점이 임계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임계점 

이상의 물질은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갖게 된다. 

초임계유체는 상온 상압에서부터 초임계 상태까지 비등이나 응축을 

동반하지 않은 채로 상의 상태를 조작할 수 있다. 밀도에 의존하는 

물성(용해력, 유전율, 이온곱, 확산 계수 등)이 온도나 압력의 작은 

변화만으로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또 액체에 비해 낮은 점성, 높은 

확산성을 가지므로 다공질 고체나 미세 구조에 대한 침투성이 뛰어나고 

계면 장력이 작으므로 미세 공간에 침투한 경우라도 계면 응력을 억제할 

수 있다. 다른 특징으로, 임계점 부근에서는 열전도율이 액체와 비슷할 

만큼 커지기 때문에 높은 열 이동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용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용질과 용매의 조합에 따라 용질 분자 주변에 용매가 

클러스터링하여 임계점 부근에서 용질의 용해도가 증가하며, 수송 

물성이나 반응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초임계유체로 주로 사용되는 

물, 알코올, 이산화탄소의 임계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초임계유체라 해도 적용되는 분야가 달라진다. 온도가 낮은 

초임계이산화탄소는 합성이나 추출 용매에 적합하며, 온도가 높은 

초임계 수는 분해 반응에 적합하다. 

물이나 알코올의 경우에는 수소결합 때문에 임계온도, 임계 압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상온 상압에서는 수소결합으로 인한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만, 고온에서는 절단, 변형되기 때문에 

초임계유체의 일반적인 성질에 유전율, 이온곱 등의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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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검토 

 

2.2.1 PMMA 열분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에 의해 올레핀, 방향족, 지방족 화합물 같은 

탄화수소 화합물로 분해된다. 주로 우수한 열 및 물질 전달 특성을 가진 

유동층에 열을 가해 분해하지만, 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올레핀으로 

생성되는 수율이 최대 60 % 를 넘지 않는다.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열분해 결과물은 기체 성분이 약 50 % 

내외를 차지하며 주요 성분은 메탄, 에텐, 에탄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이다. 액체 성분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 그리고 다른 

방향족화합물 등이 있다. 하지만 목표하는 물질에 대한 수율이 낮기 

때문에 열분해가 효율적이지 않다[3]. 

PMMA는 다른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열분해로 단량체인 MMA로 

쉽게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중 하나이다. PMMA는 일정 

온도 이상을 가열하면 분해(degradation) 반응이 일어난다. 열분해 

반응기로는 주로 용융 염조(Molten salt bath)와 유동층 

반응기(Fluidized bed reactor)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KCl/MgCl2 로 

구성된 용융 염조를 이용하여 550~700 ℃ 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생성된 MMA의 수율이 유동층에서의 수율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더 많은 양의 단량체를 생성할 수 있는 유동층 반응기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W.Kaminsky와 J.Franck의 연구에서는 

PMMA를 열분해하면 최대 98 wt%의 MMA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3]. 또 W.Kaminsky와 C.Eger의 연구에서 이산화규소와 

화강암을 충진재로 사용한 PMMA 혼합물에서는 최대 96w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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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8]. 

D.S.Achilias는 450 ℃에서 PMMA를 열분해하여 98.3 wt%의 

MMA를 회수 후 다시 재중합하여 순수 PMMA와의 물성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가 비슷함을 도출하였다[9]. 하지만 Kaminsky와 Eger의 

연구에서는 열분해 온도가 더 높아져 480 ℃ 가 되면 기체 분율이 

증가하고 MMA 수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8]. 또 PMMA에 

가교 결합이 다량 존재하는 경우 부산물로 여러 탄소화합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odiya et al.[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MA 분해 

메커니즘 중 발생하는 2,3-butanedione 물질에 의해 냄새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MMA를 열분해 한 뒤 생성된 MMA를 

이용해 다시 중합하여 만든 PMMA의 물성을 비교하는 선행 연구도 

있다[19,20]. 이처럼 PMMA의 열분해 연구는 다양하며 공통적으로는 

열분해 온도 400~450 ℃ 에서 MMA의 최대 회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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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MMA 의 분해 메커니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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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조대리석 열분해 

 

MMA계 인조대리석은 수산화알루미늄을 충진재로 하여 약 

30~35 %의 MMA와 PMMA를 혼합하여 중합한 제품이다. 액체 상태인 

MMA와 고체 상태인 PMMA가 섞여 중합되면 고체상인 가교 PMMA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인조대리석에 포함된 PMMA도 열을 가하게 되면 

PMMA와 유사한 분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Grause 등[10]의 

연구에서는 인조대리석 분말을 유동층 반응기에서 열분해하여 최대 80 

wt% 의 MMA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인조대리석 

성분 중 하나인 수산화알루미늄이 열분해 과정 중에 물을 생성 시켜 

MMA와 반응하여 MMA 수율이 낮아지고 부산물인 MAA와 메탄올의 

양이 많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수산화알루미늄의 열에 의한 탈수 

반응을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김복련 등[16]의 연구에서는 

폐인조대리석을 열분해하여 산화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유건상[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인조대리석 분말의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전도율이 높은 전분을 함께 섞어 

열분해를 진행하였고, 분해 온도 500 ℃, 분해 시간 60 분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MMA를 원료로 한 인조대리석을 열분해하면 

PMMA의 열분해 결과와 유사하게 MMA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조대리석에 투입되는 여러 원료의 영향으로 회수되는 

액체 성분 내 MMA 순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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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산화알루미늄(aluminium trihydroxide)의 

탈수 반응(dehydratio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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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PMMA 초임계 유체 분리 

 

폐 PMMA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열분해를 이용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열분해 대신 초임계유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임계유체는 응집력과 

확산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물질의 추출이나 분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PMMA 분해에 초임계유체를 활용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용매의 선택이 어렵고 고온/고압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오세천 등[12] 의 연구에서는 초임계 유체로 THF 

(tetrahydrofuran)와 톨루엔(toluene)을 초임계 유체 용매로 

사용하였고 온도, 압력, 시간의 변수에 따라 생성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온도, 압력, 시간 모두 MMA 회수율에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용매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F를 용매로 사용하면 PMMA와 그 분해 결과물이 

서로 반응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MMA 단량체는 약 10 % 정도로 적게 

검출되었고, 톨루엔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분해 생성물과 2차 

반응이 진행되어 THF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방향족 화합물을 포함한 

더 많은 종류의 부산물을 생성하였지만 MMA 수율은 최대 80 % 이상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PMMA 분해에 용매의 선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온도, 압력, 시간 조건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한 용매에 대해 최적의 조건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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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실험 재료 및 시약 

 

이 연구의 주재료는 폐인조대리석 분말(waste Artificial marble 

power, AMP)이다. AMP는 롯데첨단소재로부터 직접 공급받았고, 

인조대리석 표면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으로써 아크릴계 고분자 

30~35 %, 알루미늄계 무기물 65~70 %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계 

무기물은 깁사이트(Gibbsite)①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입도가 40 ㎛와 80 

㎛ 크기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샘플의 입도는 약 1~40 ㎛ 

이다. 

반응 용매로는 Avantor Performance Materials, LLC 를 통해 

구입한 HPLC & UHPLC 급 증류수와 삼전화학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Korea)) 에서 구입한 HPLC 급 메탄올이며, 생성물 

회수에 사용된 용매는 삼전화학에서 구입한 HPLC급 Dichloromethane 

(MC, >99.9%)을 사용하였다. 

 

 

  

                                            
① Al(OH)3로, 수산화알루미늄으로서 보크사이트 구성 광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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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장비 

 

3.2.1 회분식 반응기와 용융 염조 

 

이 연구에서의 MMA 회수 실험은 [그림 3-1], [그림 3-2]과 같은 

주문 제작된 고압용 회분식 반응기와 용융 염조를 이용해 수행하였다. 

반응기의 부피는 46㎤ 이고 실험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화학 용제에 의한 부식 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SUS 

316)로 제작되었다. 용융 염조는 반응기의 가열을 위해 NaNO3, KNO3, 

Ca(NO3)2를 각각 7:45:48의 무게비로 혼합한 염을 사용하여 

200~430 ℃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용융 

염조의 물질 조성은 [표 3-1] 에 나타내었다. 염조는 전기를 이용하여 

가열하였으며, 염조의 온도 조절은 PID② 방식의 조절 장치를 이용했고, 

온도 측정은 서로 다른 길이의 thermocouple 3개를 염에 직접 삽입하여 

평균을 내었다. 용융 염조 위에는 직선 왕복 교반기(60 회/분)를 

설치하여 용융 염조 안의 반응기를 좌우로 흔들게 하여 교반 시켰다. 

  

                                            
② 비례-적분-미분 제어기 (Proportional-Integral-Differential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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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융 염조와 회분식 반응기 실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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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용융 염조의 Schematic diagra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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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용융 염조의 조성과 주요 물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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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방법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반응기에 상정된 양의 시료와 

용매를 넣은 후 뚜껑을 닫아 밀폐한다. 이때, 반응기가 용융 염조에서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밀폐한다. 그 다음 정해진 온도로 예열된 

용융 염조에 반응기를 넣고 교반기를 이용해 교반을 시작한다. 일정 

반응 시간이 지난 후 반응기를 용융 염조에서 꺼내고 상온의 물에 넣어 

급속 냉각시킨다. 이때, 반응 시간은 반응기를 용융 염조에 투입한 

시점부터 냉각 순간까지로 정의했으며, [그림 3-3]에 반응기 내부 온도 

개요를 나타내었다[14,15]. 반응기가 냉각된 후, 반응기를 열어 내부의 

시료와 용매를 회수하여 MC를 추가 투입 후 유기물이 MC에 용해될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든 뒤에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고체상과 액체상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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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반응기 내부 온도 개요 

(a) 반응기 내의 온도 개요 (b) 교반이 없을 때 반응기 내 온도 개요 

(c) 교반이 있을 때 반응기 내 온도 개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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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 방법 

 

3.4.1 열적 분석 

 

3.4.1.1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시차 주사 열량 

분석법) 

 

인조대리석 분말과 반응 후 시료의 에너지 입력의 차를 온도 함수로 

측정하여 시료 별 분해 온도 구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시차주사열량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장비는 TA 

Instrument 社의 Q100 DSC를 사용하였으며, 샘플은 폐인조대리석 

분진과 Furnace에서 800℃ 2시간 후 시료, 그리고 초임계 반응 후 

건조한 고체 시료를 사용하였다. 총 2 cycle을 측정하였으며, 1차 조건은 

40 ℃에서 시작하여 10 ℃/min의 속도로 300 ℃까지 온도 상승 후 

20 ℃까지 냉각, 2차 조건은 20 ℃/min의 속도로 500 ℃까지 온도를 

올린 후 40 ℃까지 냉각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2차에 걸쳐 온도 

상승과 냉각을 반복하는 이유는 시료가 후가공에서 받았던 여러 열 

이력을 모두 없애고 시료 고유 성질만 측정하기 위해서다. 시료 내 

PMMA가 존재한다면 PMMA가 비정질(amorphous)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Tm(녹는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나 Tg(유리전이온도) 값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또, PMMA와 ATH가 Decomposition(분해) 

혹은 Dehydration(탈수)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를 열 흐름(heat flow) 

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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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분광학적 분석 

 

3.4.2.1 XRD (X-ray Diffraction, X선 회절)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 전/후 시료의 결정 변화와 탈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X-ray Diffraction, X선 회절)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고체상의 물질인 알루미늄계 화합물과 잔류 PMMA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장비는 독일의 RIGACU 社의 JP/D/MAX-2500H 

모델을 사용하였다. 

 

 

3.4.2.2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발광 분광 

분석) 

 

폐인조대리석 분진 시료의 무기 원소를 분석하여 시료 내 ATH와 

PMMA 함량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발광 분광 분석) 분석을 시행하였다. ICP는 무기 원소 

분석 장비로 수용액시료를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태워서 ppm 수준의 

많은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ICP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반응 전 시료의 ATH와 PMMA 함량을 유추하여 생성물의 

수율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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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정성 및 정량 분석 

 

3.4.3.1 SPME-GC (Solid Phase Micro Extraction Gas 

Chromatography)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 후 회수된 시료를 유기용매를 사용한 

전처리 과정 없이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체상 미세 추출법(Solid 

Phase Micro Extraction, SPM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비극성 또는 극성의 폴리머가 코팅된 fiber를 시료 용액에 담그거나 

시료 용기 내의 헤드 스페이스 부분에 노출해 시료의 매질과 폴리머 

코팅 사이의 분배 현상(partitioning)을 이용하여 분석 물질을 추출, 

흡착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주입구 온도에 의하여 fiber에 흡착된 

화합물을 열 탈착 시킴으로써 분석할 수 있는 전처리 방법이다. 장비는 

미국 Thermoscientific 社의 TSQ 8000 QQQ 모델을 사용하였다. 

 

 

3.4.3.2 GC-FID (Gas Chromatography Flame Ionization Detector)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 후 회수된 액체 시료 내의 유기물질의 

정성/정량 분석을 위해 GC-FID(Gas Chromatography Flame 

Ionization Detector,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하였다. 분석 장비는 Agilent 社의 7890a를 사용하였고 Column은 

HP-5 를 사용하였다. 유기화합물이 수소-공기의 불꽃 속에서 연소할 

때 전하를 띤 입자나 이온이 생성되는데, 시료가 불꽃을 통과할 때 자유 

전자와 함께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성되고 분극 전압을 가지는 전극 쌍이 

이 이온을 모아 그 전류 값이 전위계에 의해 증폭된다. 이 전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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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유기물의 성분과 정량을 파악할 수 있다. 

 

 

3.4.3.3 GC-MS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scopy) 

 

GC-FID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유기물질의 정성/정량 분석을 

위해 GC-MS(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scopy,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계)를 이용하였다. 분석 장비는 미국 

Thermoscientific 社의 TSQ 8000 QQQ과 Agilent 社의 7890a를 

사용하였고 Column은 DB-5MS 를 사용하였다. GC에서 나온 피크를 

질량분석법으로 그 물질의 분자량과 분자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체 상태의 유기화합물 시료를 그 화합물의 이온화 전위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로 충격 시켜 분자로부터 탈락한 전자가 유기 이온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이온의 질량 스펙트럼을 전하 비(mass to 

charge ratio)에 대한 존재 비(abundance)를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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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실험은 용매로 사용된 물과 메탄올 양을 10 g으로 고정하고 시료와 

용매의 비율을 조절하며 계획된 온도별로 진행하였으며, 압력은 NIST의 

Physical property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③  시료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주사전자현미경) 장비로 3,000 

배율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샘플의 크기는 약 

10 ㎛ 이하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TH 입자는 약 40 ㎛ 

정도지만 이처럼 더 작은 입자로 관찰된 이유는 인조대리석 생산 과정 

중에 표면을 가공할 때 분진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입자가 더 작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초임계 수 실험에서 온도는 

250~400 ℃ 범위에서 진행하였고, 용매와 시료의 비율은 10:1, 5:1, 

2:1의 비율로 하였으며 반응 시간은 1~60 min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다. 

반응 후 생성물은 원뿔형 튜브에 회수하였으며, 분리된 MMA 양을 

고려하여 MC (dichloromethane) 용매를 투입하여 원심분리기로 

처리하여 고체층과 액체층으로 분리시켰다. 액체층은 피펫으로 분리한 

후 PTFE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미세 고체 불순물을 제거하여 액체 

성분을 분석하였다.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 조건과 회수된 샘플 

사진을 각각 [표 4-1],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초임계 수를 사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메탄올의 임계점은 239 ℃, 81 bar 

로, 물의 임계점보다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초임계 유체의 

영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실험 온도는 250~400 ℃ 범위에서 

                                            
③ https://webbook.nist.gov/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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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고, 용매와 시료의 비율은 2:1 로 고정하고 반응 시간은 1~20 

min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다. 실험과 생성물 회수의 방법은 초임계 

수를 이용한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액체층 만을 분리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하였고 초임계 수를 사용했을 때의 회수율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단, 회수 과정에서 사용된 MC는 25 g씩 총 3회 투입 후 혼합과 

원심분리기 과정을 거쳐 생성물 내 MMA를 최대한 회수하려고 하였다.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실험 조건은 [표 4-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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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폐인조대리석 분말 시료의 SEM 사진 (×3,000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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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분리 실험 조건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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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 후 회수한 샘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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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초임계 메탄올 분리 실험 조건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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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체성분 분석 

 

4.1.1 XRD 

 

초임계 수 반응 전/후 시료의 결정 변화와 탈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X-ray Diffraction, X선 회절)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조대리석 내 ATH는 수산화알루미늄으로서 Al(OH)3의 구조로 되어 

있다. ATH는 300 ℃ 이상의 열에 의한 탈수 반응으로 AlO(OH) 의 

형태인 Boehmite로 바뀌게 된다. 열을 더 가해 800 ℃ 이상이 되면 

물(H2O) 분자 하나가 더 분리되어 Al2O3인 α-알루미나로 변하고 

1,200 ℃ 이상에서는 γ-알루미나 형태로 바뀐다[13,16]. 실험에서는 

반응 전 시료와 400℃ 조건으로 20 분, 40 분, 60 분 동안 반응시킨 

시료를 건조하여 각각 XRD 결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peak 결과는 

[그림 4-3]에 표시하였다. 그 결과, 반응 전의 시료에서는 ATH인 

Al(OH)3와 PMMA가 확인되었고, 초임계 수를 이용하여 20분, 40분, 

60분 동안 반응시킨 시료에서는 모두 AlO(OH)의 형태인 

보헤마이트(Boehmite) 가 Peak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ATH가 열에 

의한 탈수반응으로 결정상이 깁사이트에서 보헤마이트(AlO(OH))로 

변한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때 생성된 물은 용매로 사용된 

물과 섞여 함께 용매로 작용하게 된다. 또 반응 후 시료에서 PMMA 

peak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시료 건조과정에서 MMA가 고체상에 

흡착되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폐인조대리석 분말을 Furnace에 800 ℃ 조건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한 후 결정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XRD를 

측정하였다. 분석 peak 결과는 [그림 4-4]에 표시하였다. 5 g, 1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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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시료의 XRD 측정 결과, Al2O3인 알루미나 형태로 변환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Al(OH)3에서 탈수에 의해 AlO(OH)로 변한 뒤 물 

분자가 추가로 나오게 되어 α-알루미나(α-Al2O3)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1,200 ℃ 이상의 조건에서 추가로 

처리하게 되면 γ-알루미나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13]. 이렇게 

생성된 알루미나는 전자 재료, 세라믹, 촉매 지지체, 내화물 등의 원료로 

재사용이 가능하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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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초임계 수 반응 후 건조시킨 시료의 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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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Furnace 에서 800 ℃ 2 hr 동안 처리한 시료의 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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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ICP 

 

폐인조대리석 분진 시료의 알루미늄(Al)을 분석하여 시료 내 

ATH와 PMMA 함량 비율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반응 후 유기물의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총 5개 시료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폐인조대리석 분진, Furnace 800℃ 처리 후, 초임계 수 반응 후 

시료이다. 시료별 Al(알루미늄)에 대한 ICP 측정 결과를 [표 4-3]에 

나타내었다. 인조대리석 제조 시 투입되는 원료의 비율은 제품의 

종류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인 ATH 비율은 약 63~67 % 정도이다. 

하지만 ICP 분석 결과, 폐인조대리석 분진 내 Al 함량으로 몰수지로 

환산된 ATH wt% 는 81 %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실제 투입되는 

ATH의 비율과는 다른 값이다.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ATH 함량은 

81 % 라고 생각이 되나, 샘플 발생 과정 중에 함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공받은 폐인조대리석 분진의 입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폐분진 내에 ATH 분진과 PMMA 분진으로 섞여 있을 수 있으며, 밀도 

차에 의해 폐 분진 수집과정에서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ATH 비율이 

높은 폐인조대리석 분진이 이 실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폐인조대리석 분진 시료를 Furnace 에서 800 ℃ 온도에서 2 시간 

동안 처리하면 PMMA는 모두 분해되어 기화되며 ATH는 탈수 반응에 

의해 물이 생성되어 Al2O3의 알루미나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토대로 알루미나 함량 값을 환산한 결과 약 87 %로 확인이 

되었다. 모든 유기물이 기화되어 없어지고 ATH가 모두 Al2O3로 

변환되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함량이 100 %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료로 사용되는 ATH가 전부 수산화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무기불순물을 포함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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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 시료를 초임계 수로 처리하여 단순 건조한 시료의 

Al 함량은 50 %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임계 수 반응 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기물이 수산화알루미늄에 흡착된 상태로 

존재하거나,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다른 유기물의 잔존에 따른 결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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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시료 내 Al(알루미늄)의 ICP 측정 결과 

(폐인조대리석 분말 / Furnace 처리 후 / 초임계 수 반응 후) 

 

 

 

 

 

  

no. Sample Al [㎎/㎏] Al [g/5g] [g/5g] wt% Component

1 AMP raw 281,329 1.41 Al(OH)3 4.06 81% ATH

2 Furnace 800℃ 459,205 2.30 Al2O3 4.34 87% Alumina

3 초임계 400℃ 3min 209,810 1.05 AlO(OH) 2.33 47% Boehmite

4 초임계 400℃ 5min 194,815 0.97 AlO(OH) 2.16 43% Boehmite

5 초임계 400℃ 10min 207,206 1.04 AlO(OH) 2.30 46% Boeh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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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DSC 

 

인조대리석 분말과 반응 후 시료의 에너지 입력의 차를 온도 함수로 

측정하여 시료 별 분해 온도 구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DSC로 

분석하였다. 1차로 300 ℃까지 온도 상승 후 냉각하여 시료의 열 

이력을 없앤 뒤, 2차로 500 ℃까지 온도 상승 후 냉각한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한 시료는 각각 폐인조대리석 분진, Furnace 800 ℃ 2 

시간 처리 후 시료, 초임계 수 반응(400 ℃) 후 시료이다. DSC 결과를 

각각 [그림 4-5],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폐인조대리석 분말 

시료에는 PMM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MMA의 Tg가 DSC 

그래프상에 나타나야 한다. 이에 따라, 세로축인 Heat flow의 스케일을 

확대하여 다시 관찰한 결과, 약 105 ℃에서 Tg로 추정되는 곡선 구간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같은 형태의 곡선이 Furnace 처리 후 시료와 

초임계 수 반응 후 시료에서 함께 발견되었다. Furnace 시료에서는 시료 

내부로의 열전달 속도 때문에 PMMA가 전부 분해되어 기화되지 않았을 

수 있고, 처리시에 시료를 얇게 펼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쪽 부분의 

PMMA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BET(Brunauer, Emmett, Teller, 비 표면적 분석) 분석의 결과로 

Furnace 처리 시료의 비 표면적이 기준 시료보다 약 15 배 커진 것을 

확인하였고 비 표면적이 증가하여 PMMA가 시료 표면에 흡착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초임계 수 반응 후 시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상온에서 단순 건조시킨 시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고체 상인 

알루미나에 흡착되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조대리석 생산에 

사용된 PMMA는 입체 구조가 비정질 구조이기 때문에 Tm(녹는점)은 

DSC 그래프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세 가지 분석 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약 320 ℃ 부근에서의 열 흐름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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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Al(OH)3가 320℃ 부근에서 탈수에 의한 

보헤마이트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13]. Furnace와 초임계 수 반응 

처리 시료는 모두 400 ℃ 이상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320 ℃ 

부근에서의 ATH 탈수 반응은 DSC 결과상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폐인조대리석 분진 시료에서는 Al(OH)3의 탈수에 의한 열 흐름 변화를 

나타냈고, 모든 시료에서 PMMA의 Tg로 추정되는 구간이 발견되었다. 

이는 모든 시료에서의 PMMA 성분이 고체상에 흡착되어 잔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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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폐인조대리석 분진 시료 / Furnace 800 ℃ 처리 후 / 

초임계 수 400 ℃ 5 min 반응 후 시료의 DSC 결과 (5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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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폐인조대리석 분진 시료 / Furnace 800 ℃ 처리 후 / 

초임계 수 400 ℃ 5 min 반응 후 시료의 DSC 결과 (5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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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액체성분 분석 

 

4.2.1 SPME-GC 

 

4.2.1.1 아임계 및 초임계 수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 후 회수한 시료에 분리된 MMA 및 여러 

유기물 성분의 양이 용매로 사용한 물의 양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특정 용매로 처리한 뒤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처리 작업 없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균일하게 섞은 뒤 일정량을 유리병에 채취하여 SPME-GC를 

측정하였다. 시료에 포함된 용매인 물의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염화나트륨(NaCl) 1 g을 섞어 물에 이온화시켰다. 분석은 온도 360 ℃ 

/ 380 ℃ / 400 ℃, 반응시간은 5 분 / 10 분 / 20 분 진행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예열은 70 ℃ 에서 20 분 동안 진행하였고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은 60 분간 시행하였다.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별 

SPME-GC 결과를 [그림 4-7], [그림 4-8], [그림 4-9]과 [표 4-

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반응 조건별로 분석된 MMA의 Peak 면적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표 4-5]에 나타내었다. 절대적인 함량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Peak 면적의 비율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양 만을 

비교하였다. 

우선 반응 온도별 생성물 변화를 비교하면, 360 ℃ 에서의 MMA가 

다른 두 온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검출되었다. 또, 360 ℃ 

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MMA 양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산물인 MAA의 양은 세 온도 모두에서 비슷한 양이 검출되었다. 반응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변화는 반응시간 5분일 때 세 온도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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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양의 MMA가 확인되었다. MAA는 400 ℃ 20 분의 8 % 

결과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반응온도 360 ℃ 5 분의 결과에서 MMA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MMA 

양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PMMA의 해중합(depolymerization) 

반응 중, 반응 시간 5 min 이전부터 MMA가 분리되었음에도 이후 

MMA의 2차 반응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Grause 등[10]의 

연구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과 PMMA가 섞인 분말을 유동층 반응기에서 

열분해할 때, 수산화알루미늄으로부터 생성된 물이 MMA와 반응하여 

MMA 수율을 낮추고 부산물인 MAA와 메탄올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시료와 거의 동일한 시료이며 360 ℃ 

이상으로 온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수산화알루미늄의 탈수 반응으로 

물이 생성되어 함께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탈수 

반응으로부터 기인한 물의 양보다 용매로 사용된 물의 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반응에 의해 생성된 MMA가 용매로 사용되었던 물과 함께 

가수분해(Hydrolysis) ④ 에 의해 MAA와 메탄올 등의 부산물로 2차 

반응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하자면, 온도 360 ℃ 에서 5 분간 반응한 시료에서의 MMA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지만, 용매로 사용된 물과의 2차 

반응으로 인해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PMMA가 random scission에 의해 MMA가 늘어나지만[4,5,9,17],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MMA와 물과의 가수분해로 인해 MMA 양이 

줄어들면서 MAA와 메탄올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10].   

                                            
④ 유의어: 비누화 반응 (Sapo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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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360 ℃ 아임계 수 반응에 대한 SPME-GC 결과 그래프 

(a) 5 min  (b) 10 min  (c)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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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380 ℃ 초임계 수 반응에 대한 SPME-GC 결과 그래프 

(a) 5 min  (b) 10 min  (c)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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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400 ℃ 초임계 수 반응에 대한 SPME-GC 결과 그래프 

(a) 5 min  (b) 10 min  (c)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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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SPME-GC 결과 중 상위 20 종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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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SPME-GC 결과 중 MMA / MAA 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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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GC-FID 

 

4.2.2.1 아임계 및 초임계 수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 후, 반응 조건별 MMA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GC-FID 분석을 진행하였다. 반응 후 회수된 MMA의 양이 적고 

용매로 사용한 물과의 분리가 어려워 MC 50 g을 사용하여 용해해 

회수하였고, MC 희석액의 MMA를 분석해야 하므로 표준 MMA와 MC 

용매를 이용하여 먼저 검량 작업을 진행하였다. 검량선 결과는 [그림 

4-10]에 나타내었다. 검량 작업 후 조건별로 MMA 농도를 분석하였고 

시료와 용매의 비율 5:1과 2:1의 결과를 각각 [그림 4-11], [그림 4-

12]에 나타내었다. 

온도에 따른 MMA 농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50 ℃부터 

400 ℃까지의 같은 반응시간끼리 묶어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SPME 

결과와 마찬가지로 MMA 농도는 360℃ 조건에서 518 ppm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반응 온도가 낮거나 높아질수록 MMA 

발생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응 시간에 따른 영향으로는 시료 

대 용매 비율 2:1 실험의 2 min 조건에서 가장 많은 양의 MMA가 

확인되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MMA 양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응시간 5~30 분의 시료 대 용매 비율 5:1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로는 

350 ℃에서 5 min 동안 반응한 결과의 MMA 농도가 382 ppm으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PMMA는 약 300 ℃ 이상이 되면 분해가 

일어난다[3,8]. 따라서 250 ℃ 온도로 진행했을 때 MMA는 극소량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SPME 분석 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반응 온도가 

360 ℃ 보다 높아지게 되면 PMMA가 random scission에 의한 분해가 

활발하게 되어 MMA가 증가하게 되지만,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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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로 사용된 물과의 가수분해에 의한 반응으로 MMA 농도가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MMA가 가장 많이 

회수될 수 있는지 온도와 시간에 따른 경향은 확인되었지만, 회수율로 

환산 시 약 2.5 %로 너무 적게 검출되어 타 용매로의 추가 실험을 통해 

이 실험과의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임계 유체로 

메탄올을 사용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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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GC-FID 측정 전 MMA / MC 검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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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아임계 및 초임계 수 결과의 MMA 농도 

(250 ℃/300 ℃/350 ℃/400 ℃, 5/10/30 min, ratio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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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아임계 및 초임계 수 결과의 MMA 농도 

(360 ℃/380 ℃/400 ℃, 1/2/3/4 min, rati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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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초임계 메탄올 

 

초임계 수를 이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초임계 유체로 

메탄올을 사용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여 GC-FID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메탄올은 임계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 MMA의 분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G. 

Grause등[10]의 연구 및 앞선 초임계 수 실험에서, 용매로 사용된 물이 

반응 후 생성된 MMA와 가수분해 반응을 하여 MAA와 메탄올이 

생성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가수분해 반응을 억제하고 그 역반응인 

에스터화 반응(Esterification)으로 유도하기 위해 초임계 유체로 

메탄올을 사용한다면 더 높은 비율의 MMA를 얻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MMA와 물, MAA와 메탄올의 가수분해 및 에스터화 반응을 [그림 

4-13]에 나타내었다. 반응 후 ATH로부터 생성된 물의 양이 초임계 

유체로 사용된 메탄올의 양보다 매우 적기 때문에 반응 후에는 MMA가 

MAA의 양보다 커야 한다. 하지만 GC-FID 결과로 측정된 MMA의 

농도는 물을 용매로 사용한 실험과 비교하여 2차 용매로 사용된 MC의 

절대적인 양이 다르기 때문에 농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다음 장에서 설명할 회수율은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 

초임계 메탄올을 용매로 하고 시료와의 비율을 2:1로 고정하였고, 

온도는 250~400 ℃, 반응 시간은 1~20 min으로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실험 후 GC-FID 분석을 통해 검출된 조건별 MMA의 농도 분석 

결과를 [그림 4-14], [그림 4-15]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가장 

많은 MMA가 검출된 조건은 온도 300 ℃에 10 min 간 반응한 

조건으로, 약 749 ppm이 검출되었다. 온도별 MMA 농도의 경향을 

살펴보면, 250~300 ℃에서는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MMA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350~400 ℃에서는 반응 시간에 따라 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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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높아졌다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 모든 실험 조건에서 부산물인 MAA(Methacryl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실험한 아임계 

및 초임계 수 실험에서, 250~350 ℃의 아임계 조건에서는 MMA가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고 부산물인 MAA도 함께 검출되었다. 이는 물과 

MMA의 가수분해 반응 때문인 것으로,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면 

ATH로부터 발생한 물의 양이 극히 적어 메탄올이 양적으로 크게 

우세하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을 억제하여 MMA가 MAA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MMA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250~300 ℃ 

조건에서는 메탄올이 초임계 조건이기 때문에 아임계 수 보다 시료 

내부로의 침투가 쉬워 MMA의 분해를 촉진하였을 것이다. 더 높은 

온도인 350~400 ℃ 조건에서는 PMMA가 random scission에 의한 

반응으로 MMA 양이 늘어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MMA가 열화에 

의해 그 농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아임계 및 초임계 수에서는 물과 MMA의 가수분해 

반응으로 인해 MAA 발생과 함께 낮은 농도의 MMA가 검출되었지만, 

초임계 메탄올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수분해 반응이 억제되고 낮은 

온도에서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의 경우와 비교해 낮은 

온도에서 더 많은 양의 MMA가 검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초임계 

메탄올을 사용하여 이 실험보다 더 많은 MMA 농도를 얻기 위해서는 

250~350 ℃ 사이 조건에서 온도를 세분화하고 더 긴 시간 동안 

반응시킨 조건의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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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MMA 의 가수분해 반응과 MAA 의 에스터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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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초임계 메탄올 결과의 조건별 MMA 농도 

(250 ℃/300 ℃/350 ℃/400 ℃, 1~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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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초임계 메탄올 결과의 조건별 MMA 농도 

(360 ℃/380 ℃/400 ℃, 1~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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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GC-MS 

 

4.2.3.1 아임계 수 

 

반응 후 회수된 물질에 포함된 유기물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해 

GC-MS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선 두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회수된 

유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MC 용매를 이용하여 회수한 뒤 분석하였다. 

시료는 GC-FID 분석에 사용된 샘플 중 가장 많은 MMA가 검출된 

360 ℃ 에서 1, 2 min 동안 반응시킨 샘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60 ℃에서 2분간 반응시킨 샘플의 GC-MS 분석 결과를 [그림 

4-16]에 나타내었다. GC-MS 결과로는 MMA의 정량적 분석은 

어려우며, 회수된 유기물 내 포함된 물질들의 정성 분석을 위해 Peak 

면적 기준 상위 10종 물질과 면적 비율을 [표 4-6]에 표시하였다. 

앞선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MMA와 MAA가 검출되었으며 방향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여러 물질도 함께 검출되었다. 오세천 외[12]의 

연구 결과에서는 초임계 유체로 THF(Tetrahydrofuran)와 

톨루엔(Toluene)을 사용하여 PMMA를 분해했을 때, 톨루엔을 사용한 

결과물에 방향족 화합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톨루엔이 PMMA와 

PMMA 분해 화합물과 2차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다. 이 

실험에서도 GC-MS의 정성 분석 결과로 방향족 화합물이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용매로 사용된 물과 생성된 화합물과의 2차 반응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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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아임계 수 360 ℃ 2 min 의 GC-MS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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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아임계 수 결과의 상위 10 종 물질 (360 ℃,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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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초임계 메탄올 

 

초임계 메탄올 실험에서 얻은 생성물의 GC-MS 결과를 [그림 4-

17]에 나타내었고, 희석 용매로 사용한 MC를 제외한 상위 10개 물질을 

[표 4-7]에 Peak 면적 크기 기준으로 나열하였다. GC-FID 결과와 

마찬가지로 물을 용매로 사용한 실험에서 발생한 MAA는 초임계 메탄올 

실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MMA의 상대 정량은 약 6.2 %로 

나타났다. 또, 물을 용매로 진행한 실험 결과와는 달리 더 적은 종류의 

방향족 화합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메탄올보다 물이 

PMMA 분해 생성물과 2차 반응을 통해 더 많은 부산물을 생성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헥산(Hexane)과 클로로포름 

(Chloroform)도 함께 발생하였는데, PMMA의 분해 과정에서 2차 

반응에 의한 생성물인지, 혹은 희석 용매로 사용된 MC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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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초임계 메탄올 300 ℃ 10 min 의 GC-MS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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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초임계 메탄올 결과의 상위 10 종 물질 (300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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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회수율 계산 

 

실험 후 생성물에 대해 GC-FID 정량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MMA 회수율을 계산하였다.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해 분석 전, 

MMA와 MAA는 검량 작업을 실시하여 검출되는 농도의 정확도를 

높였다. MMA 회수율의 계산은 인조대리석의 이론적인 PMMA 함량인 

약 35 %를 사용하지 않고 ICP 분석 결과로 수산화알루미늄 함량을 

환산하여 얻은 19 %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물 

층에 소량 녹아있는 MMA는 약 1.6 %로, 반응에 의해 분리된 MMA 

양보다 무시할 만큼 적은 수치이므로 회수율에서는 제외했다.  

원 시료 내 포함되어 있는 19 %의 PMMA가 완전히 MMA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였고 분석을 위해 투입한 MC의 양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회수율을 계산하였다. 아임계 및 초임계 수 실험에서는 MC가 

51 g 사용되었으며, 초임계 메탄올 실험에서는 75 g이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두 다른 용매 실험에서 조건별로 사용한 MC 양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농도 비교는 불가능하고 계산된 MMA의 

회수율 비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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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의 회수율 
 

GC-FID 측정의 결과로 얻어진 MMA 농도로부터 사용된 MC 양을 

환산하여 MMA 회수율을 계산하였다. 또, Al 함량을 분석한 ICP 결과로 

얻은 원 시료 내 PMMA 함량인 19 %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GC-FID 

농도를 환산한 MMA 회수율을 [표 4-8]에 나타내었다. 모든 샘플에서 

검출된 MMA 양은 매우 적게 나왔다. 하지만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에 

따라 MMA가 회수되는 양에 변화가 있었고 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회수율은 360 ℃, 2 min의 조건에서 약 2.8 %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회수율은 400 ℃, 30 min의 조건에서 약 

0.07 %로 나타났다. 또, 모든 결과에서 MAA 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는 

물과 MMA의 가수분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수분해 생성물인 

MAA를 메탄올과 에스터화 반응(Esterification)을 시키면 전체 MMA 

수율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MAA도 이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물을 용매로 사용한 실험의 생성물을 메탄올을 

이용하여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MMA 수율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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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아임계 및 초임계 수 반응의 MMA 회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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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초임계 메탄올 반응의 회수율 
 

물을 사용한 반응 결과와 마찬가지로 GC-FID 정량 분석을 통해 

얻은 농도를 투입된 MC량으로 환산하여 MMA 회수율을 산출하였다. 

초임계 메탄올 반응 결과의 MMA 회수율을 [표 4-9]에 나타내었다. 

가장 많은 회수율은 300 ℃, 10 min의 조건에서 약 6.7 %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회수율은 400 ℃, 1 min의 조건에서 약 0.08 %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결과에서 MAA는 검출되지 않았다. 최대 회수율을 보인 

수치는 물을 용매로 사용한 실험의 최대 회수율보다 약 3.9 %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인조대리석의 열분해를 통해 MMA를 회수하였던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보다는 상당히 낮은 값이다. 따라서 초임계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의 농도 변화 경향을 유추하여 더 높은 회수율을 

얻기 위해 250~350 ℃ 사이의 세분화된 온도와 20 min 이상의 긴 

반응 시간 조건을 적용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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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초임계 메탄올 반응의 MMA 회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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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생산 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인조대리석 미분으로부터 원료로 사용되는 PMMA를 아임계 및 

초임계 유체로 해중합하여 MMA를 회수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임계 

및 초임계 유체로는 물과 메탄올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은 반응 온도 

250~400 ℃, 반응 시간 1~60 min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반응 후 시료 내 존재하는 ATH는 열에 의한 탈수 반응으로 결정상이 

보헤마이트로 변환되고, 800 ℃ 에서는 물 분자가 더 분리되어 알루미나 

형태의 결정으로 바뀌는 것을 XRD로부터 확인하였다. 

아임계 및 초임계 수로 반응시킨 뒤 생성된 액체 물질을 MC 

용매로 희석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분해된 주 

물질은 MMA와 MAA 였으며, 그 외 PMMA로부터 생성된 여러 

유기물질이 검출되었다. SPME-GC와 GC-FID의 결과로 반응 온도 

360 ℃, 반응 시간 2~3 min 내에서 최대 MMA 회수율을 보였다. 이 

조건보다 온도가 낮으면 PMMA가 분해는 진행이 되지만 MMA 

회수율이 낮았고, 온도가 높으면 random scission에 의한 PMMA의 

분해로 MMA 생성이 촉진되지만 물과의 가수분해 반응으로 MMA 양이 

줄어들며 MAA와 메탄올이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반응 

시간이 2 min 이내이면 반응기 내부로의 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MMA가 적게 생성되었다. 따라서 MAA가 생성되는 가수분해 

반응을 피하기 위해 메탄올을 초임계 용매로 사용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300 ℃, 10 min 조건에서 가장 많은 MMA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온도 250~300 ℃ 조건에서는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MMA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350~400 ℃ 



 

 
79 

조건에서는 반응 시간이 지날수록 MMA 농도가 높아졌다가 시간이 더 

길어지면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 초임계 메탄올 

실험에서는 MAA가 검출되지 않았다. 최대 MMA 회수율은 용매로 물을 

사용했을 때에는 360 ℃, 2 min 조건에서 약 2.8 %, 메탄올을 사용했을 

때에는 300 ℃, 10 min 조건에서 약 6.7 %로 나타났다. 초임계 

메탄올이 회수율이 더 높은 이유는 MMA와 물의 가수분해 반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며 메탄올이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초임계 상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임계 수 보다 더 높은 용해력과 침투력으로 

MMA를 분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물과 메탄올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회수된 MMA양이 

7 % 미만으로 열분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적은 양이 검출되었다. 이는 

고체 생성물에 흡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MMA 또는 MAA를 

분석하여 회수율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PMMA 분해를 위하여 사용된 THF 

(Tetrahydrofuran)와 톨루엔(Toluene)을 초임계 용매로 하여 

폐인조대리석을 분리하여 MMA가 얼마나 회수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 아임계 및 초임계 수 실험에서, MMA와 함께 

발생한 부산물인 MAA는 메탄올을 이용해 가수분해의 역반응인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MMA로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이 연구에서는 

MAA 농도 또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물의 

에스터화 반응에 관한 추가 실험도 요구된다. 이 연구는 내용 보완과 

추가 실험을 통해 논문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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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MA(Methyl methacrylate) 

separation from waste artificial 

marble using sub- and 

supercritical fluids 
 

Kyungho Song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find the optimal conditions 

for recovering MMA after depolymerization reaction of PMMA 

contained in the waste artificial marbles using the subcritical and 

supercritical fluids, instead of thermal decomposition technique. 

Water and Methanol were used as sub- and supercritical fluids, an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 bath reactor that can endures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and using a molten salt bath. The 

products recovered after the experiment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solid and liquid products, and liquid products were 

conduct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using GC-MS and 

GC-FI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using sub- and supercritical 

water showed that the maximum recovery of MMA was 2.8 % at 360 ℃ 

and 2 min. It is interpreted that the quantity of MMA from PMMA 

increase by random scission at high temperatures above 360 ℃,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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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ield was decreased by transferring to MAA due to the reaction 

of hydrolysis in water. For supercritical methanol, the MAA was not 

detected under all conditions and the maximum recovery of MMA was 

6.7 % at 300 ℃ and 10 min. The absence of MAA was as no 

hydrolysis reaction of MMA occurred and the reason for the higher 

recovery at lower temperatures than the experiment using water is 

that the methanol can be maintained the supercritical phase at 

relatively lower temperatures, which can lead to more active 

degradation of PMMA. However, as the maximum recovery of MMA 

was lower than 7 % for both solvents, it is necessary to react for a 

longer time than 20 min at 250~300 ℃ using supercritical methanol 

to obtain a higher recovery. It is recommended that adsorbed MMA 

or MAA on solid products should be considered to take into account 

precise recovery of MMA. 

 

 

Keywords : Recycle of waste artificial marble, PMMA, Supercritical 

water, Supercritical methanol, MMA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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