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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인조대리석 

미분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홍기영 

 
폐 인조대리석 미분 (AMP; artificial marble powder) 은 아크릴 

수지인 PMMA(Poly (methyl methacrylate)) 와 수산화 알루미늄 

(ATH; aluminum trihydroxide) 으로 이루어진 유/무기물 복합체로 

인조대리석 제조 공정 중에 투입량의 15 wt. % ~ 20 wt. % 가 

폐기물로 발생된다. 현재는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열분해 공정을 이용하여 생성되거나 회수되는 

물질들의 쓰임새가 제한적이다. 또한 열분해 공정을 이용한 

재활용은 높은 온도를 요구하고 생성물의 낮은 품질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여 현재는 이를 통한 재활용보다는 분쇄 및 소성에 

의한 처리가 주를 이뤄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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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재활용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인조대리석 미분의 재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열분해 공정을 이용한 인조대리석의 재활용에서는 기존 PMMA의 

열분해와는 달리, 단열 충진제로 들어가는 수산화 알루미늄 

(Al(OH)3) 이 고온에서 보헤마이트 (AlOOH) 를 거쳐 알루미나 

(Al2O3)로 변환되면서 탈수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생성된 물과 

해중합된 MMA (methyl methacrylate) 단량체는 가수 분해 반응에 

의해 MAA (methacrylic acid)와 메탄올을 생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MMA 의 회수율이 떨어뜨린다. 또한 수산화 알루미늄의 단열 

특성과 생성되는 물이 필요 공정 온도를 증가시켜 높은 공정 온도와 

긴 반응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초임계 수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MMA 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 초임계 

메탄올을 용매로 선택함으로써 에스테르화 반응을 촉진시켜 

MMA가 MAA로 가수 분해되는 반응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초임계 

메탄올로 PMMA를 해중합하는 반응을 유도하였다. 또한 열분해 

공정에 비해 낮은 공정 온도와 반응 시간으로 MMA 회수에 

성공하였으며, 충진제인 수산화 알루미늄의 변환을 억제하거나 단일 

물질화 하면서 재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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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꾸준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기타 물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의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생분해나 자가분해 등의 어려운 플라스틱 특성상 

사용량 증가와 성능 개선은 환경 오염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기 위해 이를 재활용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2010 년 기준으로 2.1 억 톤이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띄고 있다 [1]. 이처럼 플라스틱이 큰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대두되면서 이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폐용 플라스틱들은 회수, 분리, 세정 등의 이유로 

화학적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열경화성 고분자나 첨가 

고분자의 경우는 열만으로는 원료화 하기 어려워 산업적으로 재활용 

되는 분야는 많지 않다. 현재 발생하는 폐 플라스틱의 경우 매립 

(landfill) 이나 소성 (incineration) 등 외에는 별다른 재활용 방법이 없어 

이들의 방법을 처리된다. 또한 이러한 폐용 (disuse) 에 의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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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플라스틱이나 그를 이용한 생산물을 만들 때 생성되는 

부산물이나 제조 공정 폐기물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인조대리석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 인조대리석 미분이 그러하다. 

인조대리석은 후 가공 공정 중에 15 wt. % ~ 20 wt. % 의 미분 형태의 

인조대리석이 발생하는데 현재 이를 재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큰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제조 공정 중에 발생된 실제 폐 인조대리석 

미분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인조대리석에 사용되는 PMMA 는 대표적인 열가소성 고분자로 열에 

의한 해중합으로 쉽게 재활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의 

해중합 반응은 ‘Unzip reaction’이라 불리우며 말단기에서부터 단량체가 

일정하게 이탈하는 반응의 형태를 띄며 대략적으로 493 K ~ 532 K 에서 

높은 수율로 얻어진다 [2–5]. Manring et al. 은 PMMA 가 완전히 

분해되는 온도는 573 K 라고 보고했고, 593 K 이상에서는 라디칼 

생성에 의해 무작위 결합 절단이 일어난다고 보고 했다 [6–8]. 또한 

PMMA 의 해중합이 603 K 에서 673 K 에서 유리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무작위 절단에 의해 다른 유기물을 생성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5,9,10].  

현재 PMMA 의 재활용을 위한 열분해 연구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재활용된 PMMA 를 이용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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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하여 사용되는 연구 또한 수행되어 왔다 [11,12]. 특히 Kaminsky 

그룹은 유동층 반응기와 용용 염조를 이용한 회분식 반응기 실험으로 

MMA 를 회수하는데 성공하였다 [13–15]. 이 그룹은 PMMA 의 열적 

재활용 방법에서 573 K 이상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723 K 에서 최적화에 성공하여 99 % 

이상의 높은 수율의 MMA 를 회수하는데 성공하였다. G. Lopez et al. 

그룹은 유동층 반응기 외에도 conical spouted bed reactor 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이 때의 수행 온도는 673 K ~ 823 K 였으며, MMA 

회수에 가장 효과적인 온도는 673 K 라 언급했다 [16]. 

최근 수십년 동안, 초임계 유체는 독특한 성질에 의해 고분자의 

재활용에 유망한 방법으로 주목 받아 왔다. 초임계 유체의 높은 열 

확산성은 고분자 격자내 열 전달의 효율을 증진시킨다 [17,18]. 

그러므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고분자의 재활용은 낮은 공정 온도나 

짧은 공정 시간 등의 완화된 조건을 기대해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에서 초임계 수와 초임계 메탄올은 이러한 

고분자들에 적합한 용매라 보고 되어 왔다 [1,17,19–23].  폐 

인조대리석 미분의 재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지만 그 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개선된 공정을 제안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PMMA 의 

해중합에 적합한 용매를 선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었고, 그 후 초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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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을 통해 MAA 의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반응 중 무기물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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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2.1. 초임계 유체 

2.1.1. 초임계 유체의 특성 

 

초임계유체 (supercritical fluids) 란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 하에 

있는 비응축성 유체로서, 물질 고유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물질의 

상 상태 중의 하나로, 독특한 성질을 나타낸다. 그림 2-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의 3 가지 

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액체와 고체는 서로 뭉치려는 응집력이 

세고, 기체는 분자들이 흩어지려는 확산성이 크다. 이러한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들은 흩어지려는 성향이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면 뭉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데 이러한 온도와 압력이 함께 

증가할 경우 임계점 (critical point) 이라 일컬어지는 일정 지점을 

지나면 액체와 기체의 중간적 성질을 띄는 네 번째 상을 이룬다. 

이러한 상을 초임계 상이라고 하며 이때의 유체를 초임계 유체라 한다. 

그림 2-2 에서와 같이 초임계 유체는 액체에 가까운 큰 밀도, 기체에 

가까운 낮은 점도와 높은 확산계수, 매우 낮은 표면 장력 등의 우수한 

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초임계 유체는 밀도를 이상기체에 가까운 

희박 상태에서부터 액체 밀도에 가까운 고밀도 상태까지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해도, 점도, 확산 계수, 열전도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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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있는 제어성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초임계 유체는 점도가 

낮아 확산성을 갖으면서 밀도와 열전도도가 높아 물질과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 [18]. 모든 물질에서는 초임계 상태가 

존재하지만, 산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응용되는 

물질은 제한적으로 대표적인 물질로는 물과 이산화탄소, 메탄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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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상평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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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초임계 유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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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대표적 초임계 유체 

 

모든 물질은 임계점이 존재하여 이론적으로는 모든 물질이 초임계 

상으로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열화되어 변성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초임계 유체로써 사용되지는 못한다. 연구나 산업 

분야에서 많은 연구 및 사용되는 대표적인 초임계 유체들과 그들의 

임계 특성은 표 2-1 과 같다. 이들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기존에 유기 용매들의 대체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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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K) Pc (MPa) 

이산화탄소 304 7.4 

물 647 22 

메탄올 513 8.1 

에탄올 517 6.4 

표 2-1. 대표적인 초임계 유체의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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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초임계 수 

물은 주변에서 쉽게 구하기 쉬운 물질로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체에 무해하고 잘 타지 않으며 이온성 물질과 극성 물질들을 잘 

녹이는 능력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 중 하나이다. 반대로 

탄화수소와 같은 비극성 물질에 대한 용해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이런 

물질들의 용매로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물이 초임계 상태가 되면 몇 

가지 독특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전율 상수 

(dielectric constant) 와 이온곱 상수 (ion product constant)이다. 임계점 

근처에서 물성이 크게 변하는 것은 분자간에 존재하던 강력한 수소 

결합이 임계점에서 크게 약화되어 변칙적인 물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4]. 초임계 상태의 물 (Tc = 647 K, Pc = 22 MPa) 은 수소 

결합이 약해지면서 그림 2-1 에서 처럼 유전체 상수 (dielectric constant) 

가 상온·상압의 물에 비해 크게 떨어져서 비극성 용매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분자 간 결합이 약해지면서 기존에 

용해력을 갖던 무기 염은 용해하지 못하는 반면, 벤젠과 같은 

유기화합물과 산소, 수소 등과 같은 기체를 완전히 녹이는 등 

탄화수소 화합물들에 대한 용해력이 생기며 또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초임계 수가 반응 용매로서 뛰어난 특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이온곱 상수 (ionic product constant) 가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2-3 는 온도에 대한 물의 이온곱상수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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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상온·상압 하의 물의 이온곱상수는 1 × 10-14 [mol/L]2 인데 

압력이 34.5 MPa 의 조건 하에서는 573 K 에서 극대의 값을 가지고 이 

때의 이온곱상수는 1 × 10-11 [mol/L]2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초임계 수에서의 이온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아임계 이러한 이온 농도의 증가에 의해 

이온 반응 (가수분해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용매로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층 더 온도를 상승시켰을 경우는 이온곱 상수가 

감소하지만 이것은 밀도가 낮아지는 이유로부터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영역에서는 라디칼 반응 (radical reaction) 이 지배적이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초임계 수와 같은 고밀도의 불활성 물질의 존재로 

인하여 라디칼 반응에 대한 반응 경로나 생성물 분포의 제어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온도, 압력을 적당히 조작하는 

것으로써 미세입자의 제조나 난분해성 물질의 분해 반응, 합성 반응, 

라디칼 반응, 이온 반응의 제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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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물의 유전율 상수 (dielectric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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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물의 이온곱 상수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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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초임계 메탄올 

초임계 메탄올 경우도 초임계 수와 마찬가지로 수소결합 때문에 임계 

온도 및 임계 압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상온-상압에서는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지만, 고온이 되면서 네트워크는 변형되거나 

절단되기 때문에 유전율이나 이온곱 등의 특성이 크게 변한다. 

이러한 물성의 변화는 무기물 유기물의 용해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임계 메탄올은 전반적으로 반응이 고속이며, 또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분해 반응이 촉진되어, 열분해, 산화 분해, 용매와의 

반응인 메타놀리시스 (methanolysis)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초임계 메탄올은 다른 용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반응성이 

우수하여 반응 원료나 용매로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 물에 비해 온화하고 여러 화학 반응에서 초임계 

수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20,25].  하지만 초임계 상태에서 강력한 

산화력을 가져 반응기의 부식을 초래하는 초임계 수와 달리 초임계 

메탄올은 환원력을 갖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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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조대리석 

 

건축용 석재 중 천연대리석은 석회암과 백운석 등이 재결정으로 

사용되는 대리석과 석영과 장석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강석으로 

구분된다. 천연석은 강도가 우수하고 특징적인 질감 때문에 건축이나 

주방 자재로써 사용되지만 충격과 부식에 약하고 오염이 쉽고 

무거우며 그 양이 제한적이고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6].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천연석 질감을 가진 인조대리석의 생산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상업용, 주거용 건축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조대리석은 높은 화학내구성과 충격 부식 등에 강하다는 장점으로 

천연대리석과 함께 인테리어 벽체나 주방 식탁 세면대 등의 상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생산량은 국내에서만 연간 16,000 톤 이상 

제조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조대리석의 종류는 

크게 유기계 인조대리석과 무기계 인조대리석으로 분류되며, 무기계 

인조대리석은 콘크리트, 시멘트와 같은 무기물로만 구성이 된 물질을 

말한다. 

유기계 인조대리석은 유/무기물 복합체로 조성 및 첨가제의 조절로 

대리석 특유의 질감과 문양 등을 구현할 수 있고 무게가 가벼워 

생산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열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우수한 가공성, 열처리를 이용한 곡면 가공, 무 공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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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으로 오염원 차단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급 내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며 가치와 영역을 키워가고 있다. 유기계 

인조대리석은 MMA 가 원료로 들어가는 아크릴계 인조대리석과 

불포화 폴리 에스터 (Unsaturated Poly Ester, UPE) 계열의 

인조대리석으로 구분된다. 아크릴 계열은 충진제 60 % ~ 70 % 정도와 

MMA 이 혼합된 것이고, UPE 계열은 불포화 폴리 에스터와 90 % 

이상의 충진제가 혼합되어 제작된다. 하지만 UPE 계열은 열에 약하고 

내구성이 취약하며 가공 시 이음선 처리가 어려워 자연스러운 질감 

구현이 어렵다. UPE 계는 UPE 계 대리석 외에도 E-stone quartz (Radianz) 

나 E-stone marble 등이 있다. 

유기계 인조대리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크릴계 고분자를 

이용한 인조 대리석이고, 그 중에서도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고분자와 

수산화 알루미늄의 복합체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가장 대표적이다. 

아크릴계 인조대리석은 천연대리석의 좋은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PMMA 는 훌륭한 투명성을 갖고, 내후성이 

우수하고, 변색 저항이 강하며 표면 강도가 강한 고분자이기 때문에 

인조대리석 재료로의 이용이 유리하다. 또한 충전제로 사용되는 

수산화 알루미늄은 탁월한 열 안정성과 난연성 그리고 단열 역할을 

갖는다. 게다가 PMMA 와 수산화 알루미늄 두 물질은 굴절률이 갖아 

여러가지 패턴을 통해 심미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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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 의 가교를 통해 인조대리석의 열 안정성도 크게 증가시켜 사용 

수명을 늘리고 적용, 사용 범위를 늘려가며 고부가가치화 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MMA 계 인조대리석은 가공이 쉽고 설치가 용이하여 

주방 상판, 욕실, 벽체, 카운터, 선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 2-5 에서는 인조대리석의 제조과정과 폐 인조대리석 미분의 생성 

그리고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충진재로 

사용되는 수산화 알루미늄과 MMA 이며 제품 내 비율은 무기물이 약 

65 % ~ 70 %, MMA 가 30 % ~ 35 % 가량이다. 먼저 중합 전의 MMA 와 

점도 조절을 위해 초기에 투입되는 PMMA 가 슬러리 형태의 pre-

polymer 가 만들어진다. 이 때 중합체 PMMA 는 약 20 % 가량 함께 

투입된다. 이는 수산화 알루미늄과 MMA 가 혼합물 상태에서 MMA 의 

중합 반응에 의해 밀도가 2.42 g/cm3 로 상대적으로 높은 무기물의 

침강을 방지하고 혼합물의 균일한 분포를 위하여 PMMA 를 섞어 

점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격적인 캐스팅 공정 전에 

여러 가지 첨가제 및 가교제, 개시제, 염료와 안료 등이 들어가며 

인조대리석 패턴 칩과 충진제가 들어간다. 이 때 투입되는 패턴 칩은 

기본적으로 인조대리석과 조성은 비슷하지만 높은 가교도와 다양한 

염료로 심미성을 위해 투입된다. 준비된 물질들은 캐스팅 공정을 통해 

인조대리석 형태로 제조된다. 그 후 후처리 공정에서는 절단,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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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작업 등을 통해 두께 조절이 시행되는데, 이는 국제 규격을 맞춰 

상품으로 완성되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이는 MMA 의 중합 

과정에서는 수축에 의한 뒤틀림이나 곡면 생성, 부피 변화로 인해 

생성품은 평탄화 작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성된 

인조대리석은 사용면과 배면의 광택과 제단 작업을 거친 후, 

완제품으로 제조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폐 인조대리석 가루가 약 15 

wt % ~ 20 wt % 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두께 가공에 따른 

인조대리석 미분이나 측면 절삭에 따른 스크랩 등에 대한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MMA 원재료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재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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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인조대리석의 제조과정과 폐 인조대리석 재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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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검토 

3.1. 고분자의 재활용 

전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꾸준히 증가하는 요즘, 값 싸고 좋은 

물성을 대표하는 플라스틱은 그 편의가 제공하는 만큼 환경 문제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 구조 및 물성의 개선 및 증가는 결국 환경 오염에 

직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무방비하게 생산,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기 위해 이를 재활용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활용되거나 

하는 곳은 제한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2010 년 기준으로 21 억 톤이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은 여러가지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물질 

재활용, 열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질 재활용은 플라스틱 재료 자체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처리없이 분쇄, 세척 등의 물리적인 처리만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열적 재활용은 열에 의한 소각으로 연료 및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 가용매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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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첨가 분해, 가스화, 초임계 분해와 같은 화학반응을 통해 고분자의 

단량체를 얻거나 다른 화합물로의 재활용을 뜻한다.  

 플라스틱은 열적 특성에 의해 열가소성 고분자와 열경화성 고분자로 

분류된다. 열가소성 고분자는 열처리 만으로 유동성을 갖거나 

해중합되어 재활용에 용이하지만, 열적 안정성이 크게 증가하는 

열경화성 고분자는 재활용에 어렵다.  

 최근 폐 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중요성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재활용과 열분해 장치를 이용한 재활용 등으로 다양한 

고분자들을 이용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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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MMA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고분자 (PMMA; poly (methyl methacrylate)) 는 

MMA 단량체를 주 원료로 하는 아크릴 수지로서 투명성, 내후성, 

착생성 등이 우수하여 산업에서 자동차의 후미등이나 계기판, 전기 

전자의 부품소재, 선글라스 및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분자 

소재이다. 특히 고도의 투명성을 갖는 장점을 갖는데, 가시광선 영역의 

92 % 이상을 투과하며 모든 고분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투명성을 

띈다. 또한 탁월한 내후성을 갖으며, 표면 경도가 90 (로크웰 M) 으로 

높아 스크레치에 강한 장점을 갖는다. 이외에도 내화학성이나 

가공성을 갖는 범용 고분자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열성이나 

내충격성은 다른 물성에 비해 약한 편이며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는 

열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교되거나 충진제와 함께 사용된다. 

PMMA 의 주요한 물성으로는 1.19g/cm3의 밀도를 갖고 650 ~ 730 kg/cm3 

의 인장강도를 갖고 인장신장률은 약 3 % 정도이다. 또한 

인장탄성률도 30,00 kg/cm3 을 갖는다. 광 투과율은 약 1.49 %이고 

열변형 온도는 85 ℃이다.  

 이러한 PMMA 는 MMA 의 중합으로부터 제조된다. 중합법으로는 

에멀전 중합 (emulsion polymerization), 용액 중합 (solution polymerization), 

현탁 중합 (suspension polymerization), 벌크 중합 (bulk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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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 중 범용적인 중합법은 현탁 중합법으로 

중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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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열분해를 이용한 PMMA 의 재활용 

열분해 반응에 의한 고분자 재활용은 주로 올레핀, 방향족, 지방족 

화합물 같은 탄화수소 화합물로 분해된다. 주로 우수한 열 및 물질 

전달 특성을 가진 유동층 반응기로 분해되지만, 폴리 에틸렌이나 폴리 

프로필렌 등의 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단량체로 회수되는 수율이 최대 

60 % 를 넘지 않는다. 고온 열분해를 이용한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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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PMMA 는 다른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열분해로 단량체인 MMA 로 

쉽게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중 하나이다. PMMA 는 일정 

온도 이상을 가열하면 그림 3-1의 메커니즘을 통해 해중합이 일어난다. 

열분해 반응기로는 주로 용융 염조 (Molten salt bath) 를 이용한 고온 

배치 반응기와 유동층 반응기 (fluidized bed reactor), 원뿔형 분출 

반응기 (conical spouted bed reactor) 등을 이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KCl/MgCl2 로 구성된 용융 염조를 이용하여 823 K ~ 973 K 에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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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의하면 생성된 MMA 의 수율이 유동층에서의 수율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높은 공정 온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해서는 이보다 좋은 수율로 단량체가 회수 되었다. W. 

Kaminsky 와 J. Franck 는 이같은 조건으로 약 98 % 의 MMA 를 

회수했다 [15]. 이산화규소와 화강암와 PMMA 의 복합체를 이용한 

열분해 실험에서는 MMA 회수율은 최대 96 wt % 였고 753 K 이상의 

공정 온도에서는  기상의 분율이 증가하고 MMA 수율이 감소하였다 

[13]. D.S. Achilias 는 723 K 에서 PMMA 를 해중합하여 98.3 wt %의 

MMA 를 회수하였고 이를 다시 재중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PMMA 신재와의 물성 비교를 통해 재중합을 통한 재활용 연구 

결과를 보였다 [9].  

PMMA 에 가교 결합이 다량 존재하는 경우 부산물로 여러 

탄소화합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odiya et al.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MA 분해 메커니즘 중 발생하는 2,3-butanedione 물질에 의해 

냄새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27]. 또한, PMMA 를 열분해 한 뒤 

생성된 MMA 를 이용해 재중합하여 만든 PMMA 의 물성을 비교하는 

선행 연구도 있다 [12,28]. 이처럼 PMMA 의 열분해 연구는 다양하며 

공통적으로는 열분해 온도 673 K ~ 823 K 에서 MMA 의 최대 회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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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PMMA 분해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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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MMA 계 인조대리석 미분의 재활용 

인조대리석의 재활용은 PMMA 의 열분해와 양상이 조금 다르다. 

종전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PMMA 는 약 523 K ~ 623 K 에서 

열에 의해 쉽게 단량체화 되고 수율 99 % 이상 상회하며 상당히 높다 

[15]. 또한 화학적 재활용된 MMA 의 재-중합으로 재활용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조대리석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인조대리석에 사용되는 PMMA 는 제품의 열적 안정성과 물성 강화를 

가교되고,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인 충진제로 들어가는 

수산화 알루미늄의 단열 물성 때문에 열 전달 효율을 떨어뜨린다.  

인조대리석에서 PMMA 는 열적 특성의 개선을 위해 가교되어 

열경화성이 된다. 또한 알루미늄계 무기물은 단열 물질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13,29]. 이러한 결과로 수산화 알루미늄이 존재하는 

인조대리석의 재활용에서는 기존의 PMMA 열분해 공정보다 더 높은 

온도와 긴 반응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 인조대리석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물은 기브사이트로 수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를 갖는다. 열분해 과정에서 수산화 알루미늄은 673 K 에서 873 

K 사이의 온도에서 보헤마이트를 거쳐 알루미나로 변환되면서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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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일으킨다. 이 때 생성된 물은 해중합되어 생성된 MMA 와 

가수 분해 반응을 일으키고 MAA 와 메탄올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MMA 의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30]. 

G. Grause et al. 은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인조대리석에서 MMA 를 

회수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림 3-2 은 TIC 를 통한 생성물의 

조건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반응에 사용된 

유동층 반응기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였으며 

경향을 보여주는데 사용되었다. 그래프 로부터 반응온도가 올라갈수록 

MAA 과 메탄올의 양이 증가했고 MMA 의 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다량의 물과 메탄올이 발생하였다. 이는 MMA 의 가수 

분해 반응과 수산화 알루미늄의 탈수 반응 때문이었다. 그림 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열분해를 진행하였을 

때 MMA 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응온도를 723 K 에서 673 K 로 

낮추었고, 투입 속도를 낮추는 등의 공정 조건을 변화로 MMA 의 

수율을 최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Grause 는 액상 내의 MMA 의 

분율로 부터 수율을 계산하였는데, 이 때의 분율과 수율은 각각 58 % 

에서 86 %, 41 % 에서 80 % 였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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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oo 는 전분을 이용한 폐 인조대리석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에서 

인조대리석 내 열 전달이 매우 낮다고 보고하면서 전분이 상대적으로 

열 전달 속도를 높혀 이를 극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열분해 공정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31]. 이 외에도 Kim et al. 은 열분해 

처리된 인조대리석에는 PMMA 고분자가 잔존해 무기물의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언급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1000 K 이상의 더 높은 

공정 온도가 요구되었으며, 얻어진 생성물은 잔존했던 PMMA 의 

열화에 의해 검은색을 띄어 품질이 저하된다고 보고 했다. [32].  

이렇게 열분해를 이용하여 MMA 를 회수하거나 무기물을 회수하는 

연구 외에도 시멘트의 접착제나 Filler 로 재활용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33,34]. 하지만 현재로는 인조대리석을 열분해를 이용하여 

MMA 회수하였을 때,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원료로의 재사용 

불가하다. 이는 가교 PMMA 분해 메커니즘 중 발생하는 2,3-

butanedione 물질에 의해 냄새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7]. 또한 

인조대리석을 제조할 때 라디칼 생성제로 들어가는 Dodecyl mercaptan 

에 의한 생성물이나 2,3-butanedione 등의 물질에 의한 냄새때문에 

열분해 및 응축 공정에 의해 생성된 MMA 는 현재 인조대리석 

원료로의 재이용은 불가능하고 시멘트 충진제 및 접착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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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열분해를 이용하여 인조대리석을 재활용하는 연구들에서는 

기존 PMMA 의 열분해에 비해 공정 온도가 높고, 수산화 알루미늄의 

탈수 반응의 영향으로 MMA 가 가수 분해되어 MMA 를 생성하여 

수율이 낮아지고, 수산화 알루미늄이 알루미나로 전환되며, 이때 

잔존한 PMMA 로부터 발생하는 품질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고자 연구 목표를 잡게 되었다.  

 인조대리석을 구성하는 주 원료는 PMMA 와 ATH 이다. 이 둘의 

조성은 제조시 3:7 정도의 무게비로 투입된다. 2020 년을 기준으로 

MMA 단량체의 공급 가격은 1700~1800 won/kg 이며, 2018 년에는 약 

2700 won/k 에 공급된 바 있다.. MMA의 가격은 원유의 가격 등에 의해 

가격의 변동성을 갖지만 대체적으로 무기물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ATH 는 550 ~ 600 won/kg 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단위 당 

가격은 MMA 비해 저렴하지만, 인조대리석의 65 wt % 이상이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물의 재활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열분해 공정을 이용한 인조대리석의 재활용 연구에서는 

무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고, 잔존해있는 

PMMA 에 의해 추가적인 공정을 필요로 했다. 또한 탄화에 의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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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이 저하되는 등의 결과를 통해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았다. 기존의 

한계점을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극복한다면 무기물의 재활용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인조대리석의 생산량이 매우 크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두 물질의 가격과 조성을 고려한다면 ATH 와 PMMA 모두 

재활용의 가치가 있고 이를 재활용 한다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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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반응온도에 따른 생성물의 변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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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AMP 열분해 반응 실험에서  

공정 조건 별 MMA 수율 [30] 

 

 

 

 

Reaction Temperature    450 °C     450 °C    400 °C    450 °C    4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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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분석 

4.1. 원료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인조대리석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 

인조대리석 미분 (Waste artificial marble powder; AMP) 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인조대리석 미분은 롯데 케미칼 (Lotte Chemical, 

Korea) 에서 제공받았다. 일반적으로 인조대리석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인조대리석 표면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으로써 

아크릴계 고분자 30 % ~ 35 %, 알루미늄계 무기물 65 % ~ 70 %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계 무기물은 기브사이트 (Gibbsite) 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입도가 40 μm 와 80 μm 크기의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샘플의 입도는 약 1~40 μm 정도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 여 

종의 인조대리석에서 발생한 고체상의 미분들의 혼합물을 제공받아 

실험이 진행되었다. 

폐 인조대리석 분진(AMP)은 유기물/무기물 복합체가 사용되었다. 

무기물은 수산화알루미늄 (Aluminum trihydroxide; ATH, Al(OH)3) 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기물은 폴리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 poly 

methyl methacrylate)와 각종 개시제, 가교제, 첨가제, 라디칼 생성제, 



 

 36 

염료와 안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반응 용매로는 물 (HPLC 급, 

삼전 화학, 한국) 과 메탄올 (99.9 %, 삼전 화학, 한국) 이 사용되었다. 

회수 용매는 MC (Dimethylchloride, 99.9 %, 삼전 화학, 한국) 가 

사용되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내부 스탠다드에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MMA; Methyl methacrylate, 99 %, 반응 억제제 MEHQ 

포함, 시그마 알드리치, 미국) 와 메타크릴산 (MAA; Methacrlic acid 99 %, 

반응 억제제 MEHQ 포함, 시그마 알드리치, 미국) 이 사용되었다. 

  



 

 37 

그림 4-1 제공된 인조대리석 내 수산화 알루미늄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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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장치  

이 연구는 고온, 고압용으로 제작된 배치 반응기와 용융 염조로 

진행되었다. 반응기의 부피는 46 ml 였으며 SUS 316 grade 로 

제작되었다. 열원으로 사용된 용융 염조는 KNO3, NaNO3, Ca(NO3)2 로 

제조 되었고, 그 비율은 7:45:48 로 조성되었다. 본 조성은 반응온도 

523 K ~ 703 K 의 범위를 수행하기 위한 조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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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용융 염조와 고압 배치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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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방법 

5 g 의 폐 인조대리석 미분과 10 g 의 용매를 고압 회분식 반응기에 

투입한다. 이 실험은 523 K, 573 K, 623 K, 633 K, 653 K, 673 K 의 온도에서 

진행되었다. 용매로 사용된 메탄올과 물의 투입양은 NIST Reference 

Fluid Thermodynamic and Transport Properties Database 에서 실험 조건의 

온도와 반응기 내의 밀도에 의해 투입되었다. 이 때의 가정은 반응기 

내에서 무기물의 부피는 변하지 않고, 유기물은 초임계 상으로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용매와 샘플이 담겨 잘 잠긴 

반응기는 각 온도로 설정 되어 있는 용융 염조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왕복 교반기에 의해 교반되었다. 반응시간은 승온 

시간이 포함된 채 측정되었다. 이 때의 승온 시간은 종전 실험의 

결과로부터 2 분으로 예상하였다 [21].  

반응 후 반응기는 미리 준비 되어있던 냉각수로 즉시 급속 냉각되었고 

약 10 분 이상 흐르는 물로 냉각되었다. 냉각 과정이 끝난 후 MC 를 

이용하여 생성물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생성물은 3 회에 걸친 

볼텍싱과 원심 분리 과정을 거친 후 액상과 고상의 생성물로 

분리되었다. 분리된 샘플은 각각 액상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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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와 MS 로 분석되었고 고상은 XRD, FT-IR 그리고 TGA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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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실험  및 분석 방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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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  

4.4.1.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 Gas Chromatograph) 

 

액상 생성물의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GC-FID 분석과 

GC-MS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 샘플은 도입부에서 가스화 되어 

개별의 성분들로 분리된 후 GC 컬럼에 주입되었다. 분리된 성분들은 

Splitter 를 통해 GC-FID 와 GC-MS 로 나뉘어 투입되었다. 질량 

분석기로 측정되어 얻은 질량 스펙트럼을 표준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하여 성분을 확인하였다. 분석은 Thermo Fisher scientific 社 (미국) 

의 ISQ LT 모델의 Sing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가 장착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모델 Trace 1310 로 수행되었다. 컬럼은 DB-5MS (60 m 

× 0.25 mm × 0.25 μm, Agilent technologies, USA) 가 사용되었다.  초기 

inlet 과 검출기의 온도는 573 K 으로 설정되었고 오븐의 온도는 313 K. 

부터 493 K 까지 분당 7 K 의 속도로 승온되었고, 1 분의 대기 시간을 

거친 후 다시 분당 15 K 의 속도로 573 K 까지 승온되면서 분석되었다. 

Split 비율은 5 로 설정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솔루션에서 물은 

황화나트륨 (Na2S) 으로 제거되었다. 용액은 MMA 와 MC 으로 만든 

표준품으로 정량 분석되었고, 정성적인 분석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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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푸리에 변환 적외분광법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PerkinElmer 社 Frontier, USA) 

분석은 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 모드로 진행되었다. 분석은 

초임계 반응 이 후 잔존 PMMA 의 경향을 확인하고, 유기 물질의 

작용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각각의 측정방법은 2 cm-1 

의 해상도로 100 회 진행되었고 스캔 범위는 3800 cm-1 에서 700 cm-1 

이었다.  

4.4.3. X선 회절 (XRD; X-ray diffraction) 

아임계 및 초임계 수와 초임계 메탄올 반응 전 / 후의 시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XRD X-ray diffraction (XRD, D MAX-2500H, RIGACU 社, 

일본) 분석이 진행되었다. 분석은 Cu 방사선으로 수행되었으며 200 

mA 와 50 kV 로 진행되었다. 측정 각도는 10 °에서 90 °로 스캔 

속도는 10 °/min 였다. 측정 후 XRD 패턴은 JCPDS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비교되었다. 

4.4.4. 열중량 분석기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AMP 의 열적 분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TGA 분석이 실행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Discovery Thermo Gravimetric Analyzer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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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社, 미국) 였으며 질소 분위기에서 분당 10 K 으로 승온 

되었으며 313 K 부터 873 K 까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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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5.1. 원료 조성  

실험에 사용된 폐 인조대리석 미분 (AMP) 는 유기물과 무기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조 공정 중에 발생되었다. 이러한 

AMP 의 대략적인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TGA 분석이 진행되었다.  

순수 PMMA의 열적 분해는 593 K 에서 시작되며 703 K 완전 분해되고 

잔여량이 없었다. 최대 분해 속도는 670 K 에서 이루어졌다. 수산화 

알루미늄 (ATH) 의 질량 변화는 493 K 에서 시작되었고 화학 흡착되어 

있던 물의 탈수와 수산화 알루미늄이 보헤마이트를 거쳐 알루미나로 

변환되면서 생기는 탈수에 의한 질량 변화로 생성되었다. 수산화 

알루미늄 원료의 무게 변화는 초기에서부터 603 K 온도까지 약 28 % 

정도로 나타났고 이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보헤마이트로 변환되면서 1 

몰의 물을 생성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온도가 더 증가하여 873 

K 에 도달하면서 보헤마이트는 점진적으로 알루미나로 변환된다. 이 

때 분석에 사용된 수산화 알루미늄 샘플에는 PMMA 가 존재하지 

않았다. 수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적 변환에 대한 식은 다음을 따른다. 

(1)    Al(OH)3  AlOOH + H2O 

(2)   AlOOH   Al2O3 +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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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ATH, PMMA, AMP 의 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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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 5-1 에서 TGA 곡선을 기반으로 ATH 와 PMMA 그리고 

AMP 의 열적 거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TH 를 100 g 이라 

가정하였을 때, 약 1.8 g 의 화학 흡착된 물을 함유하고 있고, 

보헤마이트로 변환되었을 때의 무게는 75.5 g 이였으며, 최종 생성물인 

알루미나일 때의 무게는 64.2 g 이였다. 이 때 생성된 물의 양은 

구조로부터 생성된 34 g 과 화학 흡착에서 생성된 물 1.8 g 의 

합이었다.  

AMP 의 경우, 온도가 올라갈 때 무게 변화는 4 가지 단계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무게 감소는 화학적 흡착된 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2 번째 단계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알루미나로 

변환되면서 탈수 반응에 의해 기인된다. 세번째 무게 변화는 PMMA 

고분자가 열분해 되면서 생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단계에서는 

보헤마이트가 알루미나로 변환되면서 무게 변화가 관측되었다. 다음 

네 단계의 결과는 TGA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원 

시료에서의 PMMA 의 함량을 계산 할 수 있었고, 화학양론적으로 

계산된 유기물의 함량은 10.2 % 였으며 이를 토대로 PMMA 의 양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인조대리석 제조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구성비는 

유기물이 20 ~ 30 % 정도지만, 실제로 제공된 인조대리석의 미분의 

유기물 함량은 이보다 낮은 약 10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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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에서는 주사 전자 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으로 관측된 원시료의 사진이다. 샘플의 크기는 2 µm ~ 10 µm 이하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원시료에 투입되는 ATH 는 그림 5-2 에서 볼 

수 있듯 주로 40 µm 였으며 구형 입자는 80 µm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제공된 폐 인조대리석 미분은 인조대리석 생산 과정에서 후 가공 

공정 중에 마찰과 분쇄로 인해 입자가 작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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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측한 인조대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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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용매의 선택 

폐인조대리석의 재활용을 위한 실험이 초임계 물과 초임계 메탄올을 

용매로 진행되었다. 초임계 수와 초임계 메탄올은 PMMA 고분자와 

단열 물질인 ATH 로 구성되어 있는 AMP 복합체 가루에 열 전달이 

증진시키기 위한 반응 용매로 적합하였다. 또한 두 용매 모두 기존의 

문헌을 통해 고분자의 열화 반응이나 분해 반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매였으며 이 실험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9-23,35–38] 

이러한 용매의 사용은 종전 연구 결과를 통해 인조대리석의 열분해 

연구에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인조대리석 내에 존재할 때 열분해 

효율을 떨어뜨리고, 공정 온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생성된 

MMA 의 수율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30].  

또한, 실험 후 생성물에서 물은 MMA 와 끓는 점이 거의 같아 증류에 

의해 분류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분리 공정이 필요하나, 메탄올은 

MMA 와 끓는점 차에 의해 분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먼저 초임계 수를 이용한 인조대리석 미분의 실험 결과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임계 수 실험 결과에서 523 K에서 PMMA의 해중합 

전화율이 상당히 낮았다. 생성물 MMA 최고 수율은 673 K 와 5 분일 

때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응온도가 증가하거나 반응시간이 진행될수록 

MMA 는 MAA (메타 크릴산, Methacrylic acid) 로 변환되었다. 먼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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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에서는 MMA 와 MAA 모두 매우 적은 양이 발견되었고 MMA 에 

비해 MAA 의 증가세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623 K 에서 5 분 

이후로는 MMA보다 MAA 의 양이 많아졌다. MMA는 반응 온도 623 K, 

반응 시간 10 분 이후 그 양이 천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MAA 는 반응 시간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PMMA 가 해중합되어 생성된 MMA 단량체가 용매인 

물과 가수분해를 일으켜 MAA 와 메탄올 생성하는 series reaction 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반응 시간 673 K 에서도 나타났다. 

623 K 에서 MMA 는 반응 시간 5 분이 후 꾸준히 감소하였고 반응 

시간 30 분에서는 대부분 분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MMA 의 경우 반응시간 10 분까지 그 양이 증가하였고, 30 분까지 

천천히 감소하지만 그 농도를 유지하였다. 723 K 에서는 MMA 와 MAA 

모두 반응 시간 5 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열에 의한 

열화 반응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그림 5-3 에서 MMA 가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MAA 로 

변환되는 가역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AMP 와 초임계 

수는 PMMA 의 해중합에 의해 생성된 MMA 와 수산화 알루미늄이 

보헤마이트로 변환되면서 물을 생성하게 된다. 두 생성물은 서로 

반응하여 MAA 와 메탄올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 

초임계 수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MAA 의 수율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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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열분해를 이용한 AMP 의 

재활용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보고되었다. 초임계 수가 용매로 

진행되었을 때의 XRD 패턴 결과는 그림 5-13 과 5-14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산화 알루미늄은 모든 실험 조건에서 보헤마이트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초임계 메탄올로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는 메탄올을 

과량으로 넣어줌으로써 MMA 의 가수분해 반응을 비가역화하여 

MMA 의 수율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5-3 은 억제된 MMA 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MAA 생성을 억제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후속 

토론에서는 초임계 메탄올을 용매로 한 실험 결과에 집중하여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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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a) MMA의 가수 분해 반응 MAA 의 에스테르화 반응 (b) 억제된 MMA 가수 분해 반응



 

 55 

5.3. 초임계 메탄올 실험 결과 

5.3.1 액상 분석 결과 

5.3.1.1. GC-FID  

GC-FID 를 통해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된 액상 

생성물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MMA 의 

수율이 계산되었다. 다음은 그 계산 근거이다. AMP 내의 총 유기물의 

함량은 TGA 분석을 통해 10.2 % 로 밝혀졌으며, 이는 모두 

PMMA 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PMMA 외에 인조대리석 내에 포함되는 

개시제, 염료, 안료, 가교제 등의 함량이 PMMA 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계산에서 무시할 만한 값이었다. 다음의 가정으로부터 MMA 의 

수율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MA 의 수율은 총 생성될 수 있는 PMMA 의 양과 생성된 MMA 의 

양으로 계산되었다. 이 때 생성된 MMA 의 양은 외부 표준 물질과의 

정량을 통해 얻어진 용액의 농도로부터 계산되었다. 여기서, 용액의 총 

합은 회수에 쓰인 용매 MC 와 반응 용매로 사용된 메탄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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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후에 생성된 액상 내 유기물의 총합이었다. 이 용액에는 

전화율에 따라 0 에서 최대 0.5 g 의 MMA 가 존재할 수 있고, ATH 의 

변환에 의해 생성되는 물의 양이 0 ~ 최대 1.5 g 존재할 수 있다. 이 

양은 PMMA 전화율이나 ATH 전화율에 의해 유변한 값이나 그 양이 

크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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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반응 조건에 따른 MMA 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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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는 각각의 실험 조건에서의 MMA 의 수율이다. 523 K 에서는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율이 천천히 증가하지만 최대점을 찍지 

않았다. 이는 반응시간 20 분 내에서 원활한 PMMA 의 해중합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573 K 에서는 초기 5 분이 후까지 

MMA 의 수율이 증가하다가 10 분에서 최고 수율을 기록하고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523 K 와 573 K 에서는 MMA 의 생성에 유리했으며 

이는 수율이 증가하였지만 그 후 수율은 다시 감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생성된 MMA 가 다른 물질로 전환되거나 열에 의해 열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23 K 와 633 K 에서는 반응시간 5 분 이후부터 꾸준히 

수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653 K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MMA의 분해는 더욱 빨랐으며 이는 MMA의 생성 속도보다 MMA 분해 

속도가 확연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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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액상 내에서의 MMA의 피크 면적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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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에서는 액상 내에서의 MMA 의 피크 면적 분율 (용매 

제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열분해와는 달리 회수된 

액상에 용매로 사용된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실험 후 모든 

회수 과정에서 MC 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AMP 에서 생성된 유기 

물질 중 MMA 의 정확한 분율을 확인하기 위해 용매 피크는 

제거되었다. 따라서 액상 생성물 중의 MMA 피크 면적 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때의 MMA 피크 면적 분율은 MMA 피크 면적을 총 생성물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었다. 이 때 총 생성물의 면적 값은 전체 

피크 면적 값에서 용매 면적 값을 제거한 값으로 지정하였다.  

 MMA 분율은 523 K 와 573 K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두 

온도에서 MMA 의 분율은 약 74 % ~ 78 % 정도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523 K 에서는 액상 생성물 내에서의 MMA 함량이 높았지만 PMMA 

해중합 전화율이 현저히 낮아 수율은 573 K 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 때의 수율은 10 % ~ 20 % 내외였다. 이는 523 K 는 

AMP 내에서의 PMMA 를 해중합 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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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하지만 낮은 전화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MMA 분율은 

해중합에 의해 생성된 MMA 가 다른 물질로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523 K 와 573 K 에서는 반응시간이 진행되어도 

급격한 MMA 분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623 K 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MMA 의 분율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는 MMA 의 회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액상 내의 MMA 의 분율은 다른 열분해를 이용한 

실험에서 보고 되었던 값 (77 % ~ 86 % [30], 85 % [39], 64 % ~ 80 % [40]), 

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다. 하지만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진행된 

연구에서는 열분해에 비해 반응온도가 100 K 이상 낮았으며, 

반응시간도 현저히 짧았다. 이는 비슷한 결과를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과였다. Grause et al. 는 열분해를 이용한 실험에서 약 

2 % 에서 5 % 정도의 메탄올이 액상 내에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메탄올이 반응 용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MMA 

분율을 정의할 때에는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양 실험 간의 

수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값이 크지 않아 경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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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 FID 결과를 기반으로 계산된 최고 수율 조건은 온도 573 K 에서 

10 분간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였으며, 이 때의 수율은 약 31 % 

정도였다. 반응시간과 반응온도가 길어질수록 PMMA 의 해중합이 더 

진행되더라도 MMA 의 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생성된 MMA 가 

다른 화합물로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분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GC – MS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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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GC-MS  

표 5-1 은 GC – MS 로 분석된 16 개의 상위 생성물을 나타내었다. 

초임계 반응 후의 주된 생성물은 MMA 와 메틸 에스터계 화합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때, 초임계 수와 열분해에서 가수 분해로 인해 

생성되었던 메타크릴 산 (MAA) 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인조대리석의 제조 공정 중에 첨가되는 각종 가교제 및 첨가제 

등으로부터 기인된 물질들도 발견되었다. MS 분석 결과 발견된 Fatty 

acid methyl ester (FAMEs) 는 제조 공정 중 첨가된 개시제로부터 

생성되었다. 또한 Dodecyl methyl sulfide 는 라디칼 생성제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고 수율 조건 (573 K, 10 분) 

에서의 상위 5 개 물질은 다음과 같다. methyl methacrylate (77.62 %), 

methyl butyrolactone (3.44 %), hexadecanoic acid, methyl ester (2.45 %), 

propanoic acid, 2-methyl-, 1-(1,1-dimethylethyl)-2-methyl-1,3-propanediyl ester 

(2.27 %) and propanoic acid, 3-methoxy-2-methyl-, methyl ester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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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GC-MS로 분석된 16개의 상위 생성물  

  

No. 
Retention 

time 
Materials 

1 6.14 Propa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D) 

2 6.49 Methyl Methacrylate  (A) 

3 7.46 Buta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4 9.25 
Propanoic acid, 3-methoxy-2-methyl-, methyl 

ester 

5 10.31 2-Cyclopenten-1-one,3,4-dimethyl- 

6 10.56 Methyl Butyrolactone  (B) 

7 10.31 3-Hex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8 10.91 Penta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C) 

9 11.99 tert-Butyl isobutyl ether 

10 14.54 Pentanedioic acid, 2,4-dimethyl-, dimethyl ester 

11 18.13 Dimethyl phthalate 

12 19.8 
Propanoic acid, 2-methyl-, 1-(1,1-dimethylethyl)-

2-methyl-1,3-propanediyl ester 

13 20.38 Dodecyl methyl sulfide 

14 23.32 Hexadecanoic acid, methyl ester 

15 24.86 8,11-Octadecadienoic acid, methyl ester 

16 25.08 Octadecanoic acid, methyl ester (Methyl Sre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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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에서는 온도 조건에 따른 주요 생성물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물질들의 함량은 상위 50 개 물질의 총 합에 비례한 분율로 

계산되었다. 523 K 에서 573 K 까지는 PMMA 의 해중합이 주요한 구간 

임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주요 생성물은 MMA 였으며 다른 생성물은 

수 퍼센트 이내로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PMMA 의 해중합에 의해 

생성된 모노머로 인한 것이다.  PMMA 는 열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에 

의해 말단기가 일정하게 이탈되는  ‘Unzip reaction’ 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MMA 로 전환된다 [2,6,7]. 

이렇게 unzip 반응이 유리한 구간에서는 MMA 의 생성 반응이 다른 

화학 반응에 비해 현저히 빠르고, 낮은 온도로 인해 다른 생성물로의 

전환이 억제되어 MMA 의 분율이 높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PMMA 의 unzip 반응에 적합한 온도는 573 K 로 알려져 있으나, 

열분해를 이용한 인조대리석의 재활용 실험에서는 673 K 에서 723 K 

가 필요하다고 보고 되어왔다 [30].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이번 

실험에서는 MMA 회수에 적합한 온도는 523 K 에서 573 K 사이였다. 

하지만 낮은 온도로 인해 PMMA 의 전화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낮은 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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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반응시간 20 분 일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최상위 5개 생성물의 피크 넓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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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K 이상에서는 라디칼 생성이 활성화 될수록, 말단기의 이탈 반응 

외의 다른 반응들도 촉진되기 시작한다. PMMA 의 해중합에 의한 

MMA 생성 외에도 다른 화학 반응에 의한 생성물들이 생성되었고, 

열에 의해 분해되는 경향도 보였다. 573 K 이 후의 구간에서의 주요 

생성물은 MMA 와 그 유래 물질과 메틸 에스터계 화합물들이었다. 623 

K 온도 이상에서는 random homolytic scission 에 의해 메톡시카보닐 

라디칼 (methoxycarbonyl radical) 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6]. 또한 

methyl carbonyl radical 이 생성된 후 라디칼에 의한  불균형 

(disproportionation) 반응이나 재조합 (recombination) 반응에 의해 메틸 

에스터계 유도체들이 생성된다 [6–8].  그리고 해중합에 의해 생성된 

MMA 모노머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되는 2 차 반응이 생겨났다 

[30,39–41]. 이 구간에서의 주요 생성물들은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던 생성물과 결과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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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MMA의 2차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대표적인 화합물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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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에서는 MMA 의 2 차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대표적인 

화합물과 구조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b) Methyl butyrolactone 은 MMA 의 

폐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화합물로 반응이 진행될수록 꾸준히 

증가한다. (c) Penta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의 양은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지만, 653 K, 20 분 이상에서는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열에 의해 분해되기 시작하거나 다른 물질로 

변환되기 시작하는 중간물 (intermediate) 형태였다. (d) Isobutyric acid, 

methyl ester 는 623 K 이상에서 생성되는 2 차 라디칼에 의한 불균형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합물이었다 [7].  

그림 5-8 에서는 반응의 진행에 따른 MMA 선택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때의 선택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이 때, A: Methyl methacrylate, B: Methyl buthyrolactone C: Pentanoic acid, 2-

methyl-, methyl ester D: Propanoic acid, 2-methly, methyl ester)  

 선택도를 계산할 때 사용된 몰 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peak 

면적과 각 물질의 분자량으로 계산되었다. 523 K 에서는 높은 

선택도에도 불구하고 PMMA 의 해중합 전화율이 낮았기 때문에 

MMA 의 수율은 적었다.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AMP 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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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MMA 의 회수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623 K 였으며, 반응시간 

10 분일 때 가장 높은 수율과 선택도를 기록했다. 623 K 이상의 

온도에서는 MMA 의 회수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었을 때에는 MMA 나 다른 유기 화합물의 분해에 유리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MP 내의 유기물의 제거 관점에서는 

높은 온도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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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반응 조건에 따른 2차 생성물과 MMA의 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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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고상 분석 결과 

5.3.2.1. FT-IR 결과 

분광학적인 분석으로 초임계 반응 후 고상에 남아있는 PMMA 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FT-IR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원시료와 

PMMA, ATH 의 분석을 통해 그 스펙트럼들의 경향을 먼저 확인한 

결과가 그림 5-9 에서 나타냈다. 먼저 PMMA 의 대표적인 4 개의 피크 

파장은 다음과 같다. 2935 cm-1 에서 2984 cm-1 에서의 피크는 C-H 

stretching 에 의한 파장이다. 1439 cm-1 은 CH2 와 CH3 stretching 에 의해 

나타나며, 1146 cm-1 에서 1192 cm-1 는 C-O stretching 에 의해, 1739 cm-1 

는 C=O stretching 에 의한 피크들이다 [38]. 이 실험에서 PMMA 의 

잔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기물의 FT-IR 피크와 간섭이 가장 

적고, 강한 피크 강도를 나타내는 카보닐 스트레칭 (carbonyl stretching, 

C=O) 을 이용하였다.  

무기물의 변화 또한 FT-IR 결과로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수산화 

알루미늄의 대표적인 피크는 대략적으로 2500 cm-1 에서 3500 cm-1, 1000 

cm-1, 그리고 700 cm-1 에서 나타난다. 보헤마이트는 2500 cm-1 에서  

3500 cm-1 그리고 1000 cm-1 이하에서 확인된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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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AMP, ATH 와 PMMA 의 분광학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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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5-11, 5-12 에서는 각 반응시간과 반응온도에 따른 FT-IR 

결과를 보여준다. 본 그래프에서는 반응시간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PMMA 의 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시간이 5 분일 

때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PMMA 의 잔존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이는 PMMA 의 해중합 및 

분해가 충분히 이뤄지기에는 반응시간이 부족했고 완전 분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응시간 10 분부터는 AMP 내의 

PMMA 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653 K 이상에서는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MP 의 재활용에서 무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잔존해 있는 PMMA 는 열효율을 

떨어뜨리고 char 등을 발생시키 색을 검게 만드는 등의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두 제거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우 653 

K 이상의 온도가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유기물의 회수 관점에서는 

앞서 분석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정성 분석에서 이러한 

조건들은 다른 유기물로의 변환을 일으키거나 열에 의해 열화 되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다. MMA 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523 K 

에서 573 K 의 낮은 온도 조건에서의 실험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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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반응시간 5 분일 때 FT-I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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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반응시간 10 분일 때 FT-I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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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반응시간 20 분일 때 FT-I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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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XRD 결과 

FT-IR 결과로부터 개략적인 무기물의 변화는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XRD 분석이 진행되었다. 수산화 

알루미늄 (Al(OH)3) 은 고온에서 보헤마이트 (AlOOH) 로 변환되었다가 

알루미나 (Al2O3) 로 변환되면서 탈수 반응이 진행된다 (식 (1), (2) 

참조) AMP 의 열분해에서는 공정 온도가 723 K 보다 높고 반응시간 

또한 4 시간 이상으로 매우 길었다. 이 때 무기물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산화 알루미늄은 고온에 의해 알루미나로 변환된다. 하지만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공정에서는 반응온도가 열분해에 비해 낮게 진행되었고 

반응시간 또한 짧았다.  

 초임계 수를 이용했을 경우는 그림 5-13, 5-14 에서 확인할 수 있듯, 

524 K 이상 673 K 의 모든 반응온도, 반응시간 조건에서 보헤마이트로 

변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 초임계 조건의 

물은 수산화 알루미늄을 보헤마이트로 변환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알루미나와 초임계 수는 보헤마이트를 생성시킨다는 각각의 연구 

결과들과 부합되는 결과였다 [43]. 또한 만약 초임계 수를 이용하여 

Al2O3 얻기 위해서는 683 K 이상의 온도에서 30 MPa 이상의 압력을 

주면 급격하게 얻을 수 있다 [44]. 이러한 조건들은 AMP 에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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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무기물을 얻어내는데 유리하며, 가혹한 조건에서 PMMA 의 

잔존 또한 없어서 무기물의 회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80 

 

 

 

 

 

그림 5-13 초임계 수를 이용한 각 반응온도별 XRD 결과 (반응시간 5 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2 theta (degrees)

(a) ATH

(b) Raw AMP

(c) 523 K Water

(d) 573 K Water

(e) 623 K Water

(f) 633 K Water

(g) 653 K Water

(h) 673 K Water

○ : Al(OH)3 (JADE #33-0018)

● : AlO(OH)  (JADE #2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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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반응온도 673 K, 각 반응시간에서의 초임계 수 XRD 결과 

 

 

 
  

10 20 30 40 50 60 70 80 90

2 theta (degrees)

○ : Al(OH)3 (JADE #33-0018)

● : AlO(OH)  (JADE #21-1307)

(a) Raw AMP

(b) 673 K 20 min

(c) 673 K 40 min

(d) 673 K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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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메탄올의 경우 탈수화 반응 속도가 초임계 수에 비해 느린 

경향을 보였지만, 반응이 보헤마이트에서 종결되었던 초임계 수와는 

달리 복합 반응 (series reaction) 에 의해 알루미나로 전환이 일어났고 

혼재 되어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5-15 은 각 반응온도에서 5 분 

동안 일어난 수산화 알루미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원시료와 

비교해 볼 때 573 K 부터 633 K 까지는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산화 

알루미늄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헤마이트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653 K 에 이르렀을 때는 수산화 

알루미늄은 대부분 없어지고 보헤마이트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초임계 수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반응온도 673 K, 

반응시간 5 분일 때는 보헤마이트 외에 알루미나의 형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림 5-16 과 그림 5-17 은 각각 반응시간 10 분과 20 분일 

때의 XRD 결과 그래프이다. 반응온도 523 K, 반응시간 20 분의 경우 

적은 양의 보헤마이트 피크가 관측되었지만, 대부분 수산화 

알루미늄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573 K 에서는 10 분과 20 분에서 

천천히 보헤마이트로의 전환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반응온도 623 K 

반응시간 5 분 실험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수산화 알루미늄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반응시간 10 분과 20 분에서는 이전 반응시간 5 

분과는 다르게 633 K 이상에서 수산화 알루미늄의 패턴은 관측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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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두 반응시간 모두 633 K 부터 보헤마이트와 알루미나가 

생성되었고,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알루미나의 함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고 수율 조건으로 MMA 의 회수에 적합한 조건 

이였던 573 K 온도 조건에서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유지되었고, 소량의 

보헤마이트가 생성되었다. 이는 물 생성을 최소화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623 K 이상의 온도에서는 무기물의 변환이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알루미나와 보헤마이트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산화 

알루미늄과 보헤마이트는 알루미나에 비해 작은 표면적을 갖고 흡착 

사이트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기물 흡착은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XRD 분석을 통해 초임계 수와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 생성된 

무기물을 예측해 보았지만, 무정형 무기물의 경우 XRD 패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정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TGA 와 복합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84 

 

 

 

 

 

그림 5-15 반응온도 5 분, 각 온도에서의 초임계 메탄올 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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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반응온도 10 분, 각 온도에서의 초임계 메탄올 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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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반응온도 20 분, 각 온도에서의 초임계 메탄올 XRD 결과 

  



 

 87 

5.3.2.3. TGA 결과 

TGA 분석이 PMMA 해중합과 무기물의 변화에 따른 무게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 식의 반응에서 수산화 알루미늄은 493 

K 부터 603 K 사이에서 보헤마이트로 변환된다 [45]. 그 후 생성된 

보헤마이트는 (2) 번 식에 의해 473 K 에서 793 K 에서 변환된다 [46]. 

이 때 PMMA 는 약 593 K 에서 703 K 에서 열분해 된다. 이 때 

보헤마이트가 알루미나로 변환되는 최대 분해 속도 온도와 PMMA 의 

최대 분해 속도 온도는 각각 663 K 와 671 K 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림 5-18 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응시간 5 분에서 

반응온도에 따른 수산화 알루미늄의 변환은 DTG 곡선으로 가늠 할 

수 있다. 먼저 반응온도 523 K 와 573 K 같은 경우 473 K 에서 573 K 

구간에서 무게 변화가 급격하고 크게 일어나는데 이 때의 무게 변화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보헤마이트로 변환되면서 생성되는 물에 의해 

발생하는 무게 변화이다. 이는 이 때의 반응온도에서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보헤마이트로 변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수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반응온도 623 K 

의 경우 이전 두 온도에 비해 무게 변화가 줄어드는데 이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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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반응 중에 무기물의 전환에 의해 물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 온도 조건 모두 653 K 부근에서 PMMA 의 열분해에 의해 

나타나는 무게 변화가 관측되는데, 이는 무기물의 변화에 비해 

고분자의 전화율은 낮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반응시간 5 

분에서는 PMMA 가 충분히 해중합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반응온도 673 K 에서의 실험 결과는 다른 온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때는 보헤마이트로의 변환으로 인한 

무게 변화도 적었고, PMMA 의 최대 분해 속도 구간인 663 K 근처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PMMA 의 열분해가 상당수 

진행됐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헤마이트는 알루미나로 변환될 때 

급격히 무게가 변하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초임계 반응 후의 무게 변화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673 K 에서는 PMMA 는 대부분 열분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19 와 그림 5-20 은 각각 반응온도 별로 반응시간 10 분과 

20 분일 때의 무게 변화를 TGA 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반응시간 

10 분 일 때의 양상은 반응시간이 5 분일 때와 조금 다르다. 

반응온도가 523 K 대와 573 K 분에서는 수산화 알루미늄의 변화에 

의한 무게 변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623 K 부터는 그 때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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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관측되지 않는다. 이는 무기물이 더이상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623 K 와 673 K 에서는 PMMA 의 

피크가 급격히 나타나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데 이는 

보헤마이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무게 변화는 

보헤마이트에서 알루미나로 변환되면서 생기는 무게 변화일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 양론식에 의한 보헤마이트의 탈수 반응에 의한 무게 

변화는 약 15 % 정도인데 623 K 와 673 K 의 TGA 열분해 실험 후 

무게 변화 값이 12 % 와 9.76 % 였다. 이는 각 조건에서의 초임계 

반응에서 PMMA 의 열분해외에도 보헤마이트가 이미 알루미나로 

일정량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반응온도 623 K 와 673 K 에서 반응시간 10 분이 경과하였을 때 

대부분의 수산화 알루미늄은 보헤마이트나 알루미나로 변환되었지만, 

여전히 PMMA 가 남아있는 경우가 존재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탈수 

반응과 해중합 반응에 의한 무게 변화는 증가했다. 하지만 두 반응의 

발생 온도 범위나 최대 분해 속도 온도가 비슷하여 정확히 두 반응의 

반응 척도를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추 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반응시간이 5 분일 때 각 실험 온도에서 

수산화 알루미늄은 잘 유지되었다, 하지만 반응온도 623 K, 반응시간 

10 분 이상의 가혹한 조건에서는 보헤마이트로 변환되었다. 또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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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 의 양은 초임계 반응이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고상에는 아직 남아 있었다.  

PMMA 의 완전 분해는 반응온도 673 K, 반응시간 20 분에서 

관측되었다. 또한 이 때 얻어진 가루의 색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열분해와는 달리 높은 분자량의 방향족 화합물 (High molecular 

weight aromatic compound) 나 차르 (char) 등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조건에서는 PMMA 의 잔존양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생성된 

무기물의 조성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화학양론적으로 

보헤마이트가 알루미나로 변환될 때 생성되는 물에 의한 무게 감소는 

15 % 정도인데, 약 10 % 의 무게 변화만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약 

초임계 반응 이후 약 33 % 정도의 알루미나와 67 % 의 보헤마이트로 

구성된 무기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TGA 에서 

PMMA 의 잔존양과 무기물의 변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무기물의 정량화에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는 추후 PMMA 의 

전화율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초임계 수와 초임계 메탄올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기물의 

회수 관점에서는 초임계 수는 모두 보헤마이트로 전환되어 단일 

물질로의 회수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 초임계 수를 이용해서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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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정없이 보헤마이트로 회수가 가능했으며 이는 재활용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보헤마이트는 알루미늄계 

촉매의 전구체로 사용되거나 촉매, 흡습제, 코팅제, 화재 지연제 

등으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여 재활용의 가치가 매우 높다. 초임계 

수를 이용한 급격한 보헤마이트 합성법은 일반적인 SAS (Steam-

Assisted Synthesis), SAC (Steam-Assisted Crystallization) 방법 에서 필요로 

하는 약 4 ~ 12 시간의 공정 시간을 비해 적은 공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많은 측면에서 유리하다.  

 초임계 메탄올을 용매로 이용했을 때, 무기물은 각 반응 조건에 따라 

다른 조성의 수산화 알루미늄, 보헤마이트와 알루미나의 혼합 형태로 

회수되었다.  초임계 메탄올의 경우 MMA 의 회수에 유리한 조건에서 

수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를 유지한 경향을 보였으며, 회수 후 

원재료로의 재활용이나 다른 형태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무기물 간의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초임계 수가 재활용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92 

 

 

 

 

그림 5-18 반응시간 5 분일 때 각 온도 별 TG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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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반응시간 10 분일 때 각 온도 별 TG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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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반응시간 20 분일 때 각 온도 별 TG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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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폐 인조대리석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고분자 PMMA (poly methyl methacrylate)의 

해중합과 무기물 수산화 알루미늄 (ATH; aluminum trihydroxide)의 탈수 

반응 (dehydration)이 같은 회분식 반응기 내에서 이루어졌다.  

초임계 수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해중합으로 주 

생성물인 MMA (methyl metacrylate monomer)가 생성되었다. 하지만 반응 

시간이 가혹해질수록 MMA 의 열화 반응이 진행되어 MMA 가 

분해되거나 부 반응인 가수 분해로 인해 MMA 가 MAA (methacrylic 

acid)와 메탄올을 생성하는 반응이 진행되었다. MAA 의 생성은 초임계 

수를 이용한 반응과 기존 열분해를 이용한 반응에서 MMA 의 수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임계 수를 이용한 실험에서 진행된 모든 

반응 조건에서 수산화 알루미늄 (Al(OH)3)은 보헤마이트 (AlOOH)로 

변환되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무기물의 변화는 없었지만, 잔존해있던 

PMMA 의 양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응 온도 673 K, 

반응 시간 60 분에서는 XRD 상으로 유기물의 함량은 매우 줄어들었다. 

이는 보헤마이트 단일 물질로의 회수로 인해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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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계 메탄올은 초임계 수에서 MMA 가 가수분해되는 부반응을 

억제하고자 용매를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MAA 의 생성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여 진행된 폐인조대리석 미분의 

실험에서도 PMMA 는 용매에 의해 해중합되어 MMA 를 생성하고 

수산화 알루미늄의 변환이 진행되었다. 먼저 해중합에 의해 주 

생성물인 MMA 는 생성되었지만 반응 조건이 가혹해질수록 

분해되거나 2 차 반응에 의해 다른 생성물로 변환되었다. 하지만 MMA 

와 수산화 알루미늄의 탈수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의 가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MAA 는 역반응인 에스테르화 반응의 반응 속도를 

높혀 억제하였고, 생성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초임계 수에 비해 높은 

수율로 MMA 의 회수가 가능하였다. 초임계 메탄올 반응에서 생성된 

MMA 의 최고 수율 조건은 반응온도 573 K 일때 반응시간 10 

분이었으며, 이 때의 수율은 31 % 였다.  

 무기물의 변화는 초임계 수 결과와는 달리 수산화 알루미늄, 

보헤마이트, 알루미나 (alumina; Al2O3)가 모두 발견되었지만, 초임계 

수에서 보다 변환 반응속도는 느렸다. 하지만 최고 수율 조건인 573 K, 

반응시간 10 분에서는 대부분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존재하였고 소량이 

보헤마이트로 변하였다. 이러한 무기물의 변화는 초임계 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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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폐 인조대리석 미분을 

재활용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초임계 메탄올은 

기존의 열분해 방법에서 MMA 의 수율을 낮추던 가수 분해 반응을 

억제하였고, 반응온도나 반응시간 또한 현저히 완화시켰다. 이로써 

초임계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유기물 MMA 의 재활용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분식 반응기의 특성상 

복합 반응으로 진행되는 유기물의 변환 때문에 MMA 의 수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연속식 반응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무기물의 재활용 관점에서도 초임계 메탄올은 MMA 의 회수를 위한 

조건에서의 무기물의 변화가 원 재료와 차이가 적어서 이를 이용한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유리하였다. 또한 초임계 수에서는 523 K 

에서부터 673 K 의 모든 온도 조건에서 보헤마이트 형태의 단일 

무기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높은 공정 온도와 

반응시간을 이용하면 잔존 PMMA 없이 보헤마이트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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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ycling of waste artificial 

marble powder using supercritical 

methanol 
 

Giyoung Hong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te artificial marble powder (AMP), which is a composite 

material of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and aluminum tri 

hydroxide (ATH; Al(OH)3) was investigated to be recycled using 

supercritical fluids. In supercritical fluids, the depolymerization and 

thermal decomposition of organic materials and the dehydration of 

inorganic substances occur simultaneously. Higher temperatures 

for PMMA depolymerization is required due to the ATH in the AMP 

than PMMA without ATH. Moreover, as Al(OH)3 transforms to 

alumina (Al2O3), water is generated; this influences the yield of 

methyl methacrylate (MMA). It is found that MMA is produc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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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 product in supercritical methanol, while methacrylic acid 

(MAA) is the main product in supercritical water. The highest yield 

was obtained at 573 K, which is a milder condition compared to that 

of conventional pyrolysis. In supercritical methanol, the hydrolysis 

of MMA to MAA, which lowers the yield of MMA in supercritical 

water or pyrolysis, was suppressed due to the excess of methanol. 

MMA was produced in methanol, but the amount decreased due to 

further thermal decomposition and/or other chemical reactions. 

While ATH was converted to boehmite (AlOOH) in supercritical 

water, the transformation of ATH was minimized in supercritical 

methanol, which is beneficial for the regeneration of the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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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초임계 수를 이용한 폐인조대리석 실험 결과 (weight ratio 5:1 (Water:AMP)) 

MMA (methyl metacrylate) 

MAA (methacr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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