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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3D Sandmold Binder Removal Time Using Electric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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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reviewed the status of binder removal depending on the heating temperature and duration by using the 3D sand mold as an 

electric heating method. In the case of the electric heating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a heating temperature of at least 800°C or higher was 

required to remove the binder of the 3D sand mold, and the heating duration was confirmed to be about 10 minutes. Afterward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further evaluate the additional binder removal method and the utilization of recycling silica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an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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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경제규모의 발전과 IT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구조물의 창조적

이 디자인을 실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한 비정형 건축의 

수요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 건축의 발전은 기존의 금속

으로 제조하기 어려웠던 입체적인 형태의 비정형 디자인의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몰드에서 3D 프린

팅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성을 가진 비정형 3D 샌드몰드의 활용

이 가능해지고 있다(그림 1).

이러한 3D 샌드몰드는 다양한 사이즈의 규사를 수지계 바인더로 

접착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비정형 형상을 제조 후 몰드를 재활용 하

는 전용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생산에 사용한 규사샌드를 재활용

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더욱 부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샌드

몰드의 바인더를 제거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샌드몰드

의 제거방법으로는 전기로 방식 및 샌드리클레이머를 활용 할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전기로를 통해 3D 샌드몰드의 바인더를 제거에 필

요한 시간과 온도 범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보았다. 

2.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3D 샌드몰드의 형태별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하였던 동일한 사이즈의 시제품에 대해서 전기로 온도를 500℃에

서 900℃로 100℃씩 증가시키면서 각 온도별로 5분에서 15분까지 가열함에 따른 샌드몰드의 바인더 제거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

였다. 그림 2는 샌드몰드의 바인더 제거 전 및 제거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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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샌드몰드의 제조모습

바인더 제거 전 샌드몰드 샘플 바인더 제거 후 모습

그림 2. 3D 샌드몰드의 바인더 제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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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표 1은 전기가열로의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바인더 제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500~600℃의 범위에서는 최대 15분까지 가열을 진행

하였음에도 일부 바인더가 제거되지 못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열온도 700℃에서는 10분 가열 시 어느정도 바인더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15분까지 가열시 전체적으로 제거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가열온도 800℃와 900℃에서는 약 10분 경과시 전체적으로 바인더

가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로 가열방식으로 3D 샌드몰드의 바인더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온도는 800℃, 지속시간은 

약 10분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로를 활용한 바인더 제거의 활용성 및 적정 온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전기로 방식을 활용한 3D 샌드몰드의 바인더 제거 방식은 전기로의 사이즈를 고려할 때 1회에 5~6kg의 샌드몰드를 

가열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추후 경제성 측면에서 샌드몰드에 사용되는 규사 원사 및 전기로 사용에 따른 비용과 재활

용 처리에 대한 비교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전기로를 활용한 가열온도 및 시간에 따른 3D 샌드몰드 바인더 제거 현황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D 샌드몰드를 전기가열로 방식으로 가열온도 및 지속시간에 따른 바인더 제거 현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전

기가열로 방식의 경우 3D 샌드몰드의 바인더를 제거를 위해서는 최소 800℃ 이상의 가열온도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

열 지속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후 경제성 및 생산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바인더 제거 방법과 재활용 규사의 활용성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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