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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sterite is a crystalline magnesium silicate with chemical formula Mg2SiO4, which has extremely low electrical conductivity that
makes it an ideal substrate material for electronics. In this study, forsterite precursors were synthesized with magnesium silicate gels
from the mixture of magnesium nitrate solution and various sodium silicate solution by the geopolymer technique. Precursors and heat-
treated powders were characterized by thermogravimetrical differential thermal analyzer(TG-DTA), X-ray diffractometer(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Si magic angle spinning nuclear magnetic resonance(MAS-NMR),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As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crystallization behavior by DTA, the synthesized precursors were crystalliz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700

o
C to 900

o
C. The XRD results showed that the gel composition began to crystallize at various

temperature. Also, it was found that the sodium orthosilicate based precursors(named as ‘FO’) began to crystallize at above 550
o
C.

The FO peaks were much stronger than sodium silicate solution based precursors(named as ‘FW’), sodium metasilicate based
precursors(named as ‘FM’) at 800

o
C. TEM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100nm particle sized sample was obtained from FO by

heating up to 8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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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포스테라이트(Mg2SiO4)는 고주파에서 절연 성능이 우

수할 뿐 아니라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유전손실이 낮고,

기계적 강도가 크며, 반복가열에도 그의 전기적 특성이

안정하다. 또 절연저항도 클 뿐 만 아니라 열팽창계수가

커서 전자관외위기, 관내 절연체, 저항기용기판, 집적회로

용 기판 등 그 용도가 다양한 소재이다.
1,2)

 또한 최근, Si

와 Mg를 함유하는 세라믹은 임플란트 재료의 개발 분야

에서도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포스테라이트는 MgO와 SiO2를 이용하여 고

체 반응으로 제조되었다.
3,4)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높은

반응온도와 긴 반응시간 때문에 졸-겔법을 이용하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5)

 졸-겔 법은 매우 높은 균일성과 화학양

론비를 제공할 수 있어 결정화 온도를 감소시키고 열처

리하는 동안에 상의 분리생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가의 알콕시드의 사용과 Si 소스물질과 알콕시드의 종

류에 따른 겔의 불균일한 침전물 생성, 이에 따른 높은

결정화온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오폴리머 기술은 지오폴리머 공정의 하나이며,
6,7)

 나

노크기의 실리케이트 물질을 합성하는 새로운 방법의 하

나로 K. Ikeda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다. 지오폴리머는

(1)무기바인더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2)유해한 중금속의

고정화가 가능하고, (3)졸-겔 법과 유사하게, 낮은 온도에

서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케이트 결정을 합성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8-10)

본 연구는 졸-겔 법과 유사한 지오폴리머 기술을 이용

하여 저온에서 알칼리성 실리케이트 용액과 마그네슘 용

액을 사용하여 포스테라이트 전구체 겔을 합성하고 이를

소정의 온도로 열처리하여 XRD, SEM, TEM, 
29

Si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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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를 통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출발물질은 실리콘 공급원으로 규산나트륨((Na2SiO3(aq),

영일화성)과 메타규산나트륨(Na2O·SiO2 ·5H2O, Wako)과

올소규산나트륨(2Na2O·SiO2 1.1H2O, Wako)을 사용하여

포스테이라트의 전구체 합성시 출발원료의 차이를 검토

하였다. 마그네슘 공급원으로는 질산마그네슘(Mg(NO3)2·

6H2O, Yakuri)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리케이트 용액과 질

산마그네슘 용액의 비율은 체적비로 1:1로 반응시켰으며,

각각의 용액의 농도는 1.0 mol/l로 고정하였다. 실험조건

은 Table 1 나타내었다. Si 공급원, 즉 초기 수소이온농도

의 차이를 통하여 포스테라이트의 전구체의 제조 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주입방법에 따른 전구체의 결정학적 특성

을 조사하였다. 실리콘 공급원의 수소이온농도는 12.7,

13.5, >14.0의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실리케이트 수용액은 공업용 규산나트륨 수용액(SiO2=38%,

Na2O=17%, SiO2/Na2O 몰비 2.2)를 희석하였으며, 이때

제조된 용액의 수소이온농도는 12.7이었다. 수소이온농도

13.5는 공업용 메타규산나트륨을 1.0 mol/l이 되도록 용해

한 것이며, 수소이온농도 14 이상의 조건은 올소규산나트

륨을 1.0 mol/l을 용해 제조한 것이다. 주입방법은 마그네

슘 수용액을 실리케이트 수용액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하

였다. 실험조건으로 얻어진 비정질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겔은 여과, 수세 과정을 거친 후 일반건조기에서 50
o
C로

24시간 건조시켰다. 건조된 겔 상의 전구체는 TGA/

DTA(STD 2960, DSC 2910)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300
o
C

까지 승온하여 열적 거동을 조사하였다.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전구체를 각각 500
o
C, 550

o
C, 700

o
C, 800

o
C,

900
o
C, 1000

o
C 온도로 열처리하여 결정화 거동을 조사하

였다. 또한 열처리 된 분말은 XRD 회절분석기(PHILIPS,

XPERT-PRO)를 이용하여 결정상을 확인하였으며, TEM을

이용하여 결정입자의 크기와 결정성을 조사하였다. 결정화

에 따른 결합구조 변화는 
29

Si MAS-NMR(Unity INOVA600,

Varian)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포스테라이트 전구체를 합성하기 위한 실리콘 원료 물

질 세 가지는 모두 산화나트륨(Na2O)과 이산화규소(SiO2)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업적 사용목적에 따라서 성분비

(SiO2/Na2O)가 0.5, 1.0, 2.2로 구분된다. 또한 이러한 성분

비에 따라서 수소이온농도는 매우 다르게 된다. 성분비가

0.5의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가 14 이상을 나타내며, 성

분비 1.0에서는 13.5를 전후로 나타낸다. 성분비 2.2는 수

소이온농도가 12~13의 범위를 띠는 액상으로 제조 시판

되는 물질이다. 본 연구는 지오폴리머가 고 알칼리영역에

서 축중합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에 따라 알칼리 영역을 보

다 세분화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수소이온농도 차이

에 따른 포스테라이트의 합성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지오폴리머 기술에 의해 합성된 포스테라이트 전구체

의 결정화 온도 및 열적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TGA/DTA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DTA 분석곡선으로부터 규산나트륨(Na2SiO3(aq)) 1.0 mol/l

수용액에 질산마그네슘(Mg(NO3)2·6H2O) 1.0 mol/l 수용액

의 비율을 실리콘과 마그네슘의 원자비 1 :1로 반응시킨

조건(FW), 메타규산나트륨(Na2O·SiO2·5H2O) 1.0 mol/l 수

용액에 질산마그네슘 1.0 mol/l 수용액을 실리콘과 마그네

슘의 원자비 1 :1로 반응시킨 조건(FM), 올소규산나트륨

(2Na2O·SiO2 1.1H2O) 1.0 mol/l 수용액에 질산마그네슘 1.0

mol/l 수용액을 실리콘과 마그네슘의 원자비 1 :1로 반응

시킨 조건(FO)의 전구체에서 100~200
o
C 온도 범위에서

의 흡열피크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FO 조건은 700
o
C

부근에서, FW 조건과 FM 조건은 900
o
C 부근에서 발열

피크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다. 100~200
o
C 부근에서의

흡열피크는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겔의 표면수 탈리에 의

한 것으로 생각되며, 700~900
o
C 부근에서의 발열피크는

전구체의 결정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TG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두 구간에서 무게감량이 일어나는 것

을 알 수가 있었다. 세 가지의 반응 조건의 강열 감량율

은 25~35% 범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유사한 특징을 나

타내는 것은 출발물질이 유사한 화학조성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Fig. 1(a), (b)는 각각 FW 조건과 FM 조건으로 합성된

전구체의 TG/DTA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TG 곡선에서

초기 100~200
o
C의 온도 범위에서 급격한 무게 감량 곡

선을 나타내며, 200~700
o
C의 온도구간에서는 완만한 곡

선을 보이고 있다. 이 때 무게 감소율은 FW와 FM이 각

각 24.9%와 30.6%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FO는 앞의 두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Forsterite Precursors

No. Sample
Start Materials

Si : Mg (vol.)
Reaction

Temp.(
o
C)

Stirring
[Si

4+
] pH [Mg

2+
]

1 FW Sodium silicate solution 12.7

Magnesium Nitrate 1:1 25 Magnetic stirrer2 FM Sodium Metasilicate 13.5

3 FO Sodium Orthosilicat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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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마찬가지로 초기 100~200
o
C의 온도 범위에서 급

격한 무게 감량 곡선을 나타내며, 이 때 무게 감소율은

31%였다. 이후 200~700
o
C의 온도범위에서 완만한 곡선

을 보이다가 700~800
o
C의 구간에서 3.2%의 급격한 무게

감소율을 보였다. FO 조건은 총 34.2%의 무게 감소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은 무게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TGA/D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된 전구체를

500~1000
o
C 범위로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된 분말은 XRD

분석을 통하여 결정화 거동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Fig.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에 정리

한 XRD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Si 공급원에 따라

결정화 온도 뿐 아니라 결정상 또한 달라짐을 확인할 수

가 있었다. FW 조건의 경우, 결정상은 800
o
C부터 나타남

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크리스토발라이트, 엔스테타이트,

포스테라이트가 혼상으로 결정화되었다. FM의 경우에는

결정성의 엔스테타이트 피크와 37°(2θ) 부근에 포스테라

이트로 예상되는 피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

다. 그러나 FO의 경우, 550
o
C에서 결정화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다. XRD 피크에서와 같이 명확한 결정성의 포스

테라이트는 700
o
C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1000

o
C까지 열

처리하여도 단일상의 포스테라이트 피크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의 XRD 회절패턴은 이러한 결과와 잘 일

치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Fig. 2(a)는 FO를 온도별로

열처리된 시료의 XRD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50
o
C까지

는 15~35°(2θ)의 넓은 범위에 걸쳐 할로 패턴(halo pattern)

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1-14)

 이는 지오폴리머

기재가 보이는 전형적인 비정질의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550
o
C의 XRD 패턴에서는 포스테라

이트의 결정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700
o
C로

열처리된 분말의 XRD 피크에서는 단일상의 포스테라이

트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열처리 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서 포스테라이트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특정 X-선 피

크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열처리

Fig. 1. Typical TGA/DTA curves of forsterite precursor gels: (a) FW(sodium silicate solution base); (b) FM(Sodium metasilicate 

base); (c) FO(sodium orthosilicate base).

Am : amorphous phase, C : Cristobalite, E : Enstetite,

F : Forsterite, () : weak phase

Table 2. Crystalline Phase as a Function of Heating Temperature

Sample
Calcination temperature(

o

C)

500 550 700 800 900 1000

FW Am Am Am C, E, F E, F(W) E, F(W)

FM Am Am Am E, F E, F E, F(W)

FO Am (F) F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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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증가에 따른 크리스토발라이트나 엔스테타이트의 생

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Fig. 2(b)의 XRD 패턴의 결과로부

터 FO 조건이 FW와 FM의 경우에 비하여 같은 온도에

서 X-선 피크의 강도가 높은 단일상의 포스테라이트가 생

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오폴리머의

생성거동이 수소이온농도의 영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합성 용액의 수소이온농도가 12.7로 상

대적으로 낮은 FW의 조건에서는 크리스토발라이트와 포

스테라이트, 엔스테타이트가 혼상으로 존재하였다. 여기

에서 크리스토발라이트 피크는 공침법에 의해서 분리 생

성된 자유 실리카의 결정성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1000
o
C까지 열처리된 FW 시편의 XRD 분석결과에서도

단일상의 포스테라이트 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FM

조건(수소이온농도=13.5) 역시 FW 조건에서 보였던 크

리스토발라이트 상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엔스테타이트와

포스테라이트가 혼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FM 조

건에 의해 합성된 전구체는 800
o
C에서 결정화되었다. 

손세구 등
15,16)
은 이전 지오폴리머 기술을 이용한 실리

케이트 화합물의 합성연구에서, 수소이온 영역에 따른 결

정전이 온도가 수소이온농도 조건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단일상을 얻는 것이 용이하며, 낮은 수소이온농도 영역에

서는 실리카가 분리 생성되기 때문에 혼상으로 존재하기

쉬우며, 결정화 온도가 높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뮬

라이트 분말 합성에서 수소이온농도가 알칼리인 실리콘

공급원을 수소이온농도가 산성인 알루미늄 공급원에 주

입할 때에는 뮬라이트가 거의 생성되지 않았고, 크리스토

발라이트만이 생성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수소이온농도 영역이 13.5 이하로 합성한 조건에서는 크

리스토발라이트 결정피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뮬라이트

를 나타내는 XRD 회절 피크의 강도는 1200
o
C에서도 매

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 있어서도 FW(수소이온농도 12.7)는 앞서 설

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 실리카가 분리 생성되었고,

이것이 열처리과정에서 크리스토발라이트를 생성하였으

며,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물질도 단일상이 아닌 포스테라

이트와 엔스테타이트의 혼상으로 얻어졌다. 또한 결정화

온도 역시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조건에 비하여 높은 것

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FM(수소이온농도 13.5)는 FW와

는 달리 크리스토발라이트 피크는 생성되지 않았으나 엔

스테타이트의 피크가 생성되었으며, 포스테라이트로 예상

되는 피크가 37
o
에서 얻어졌다. 그러나 FO(수소이온농도

14.0 이상)는 앞의 두 조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매우 낮

은 온도에서인 550
o
C에서 포스테라이트가 생성되기 시작

하였으며, 온도가 상승하여도 단일상의 포스테라이트가

얻어짐을 XRD 회절분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수소이온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얻어지는 생성물의

결정화 온도가 다른 것은 축중합반응이 수소온도영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높은 수소이온영역에서는 축중합

반응이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유리의 불투명화에서 보여

지는 중합된 상태의 원자배열을 나타낸다.
9)

 또한 지오폴

리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겔은 공침법이나 고상법에 비

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결정화가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FW의 반응의 경우, 단순한 수소이온농도 영역 변

화에 따라 침전물이 생성되는 공침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리카와 마그네슘 수화물이 응집된 상태로 공침된 것이

다. 이것을 열처리하게 되면 침전된 수화물이 건조과정을

거쳐 각각 결정화가 진행되고 산화물형태로 결정화된 실

리카와 마그네슘이 반응소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정화

온도가 높게 되는 것이다.
4)

 수소이온농도가 14.0 이상의

FO 조건으로 생성된 겔은 FW와 FM에 비하여 낮은 온도

인 550
o
C에서 포스테라이트의 결정이 생성되기 시작되어

700
o
C 이상에서 XRD 피크가 명확한 포스테라이트로 성

Fig. 2. X-ray diffractograms of heat-treated samples: (a) FO at various temperature; (b) samples at 8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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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이것은 Fig. 1(c)의 DTA 분석결과에서의 700
o
C

전 ·후에 나타난 발열피크와 Fig. 1(a) FW나 Fig. 1(b)FM

의 900
o
C 전 ·후에 나타난 발열피크가 포스테라이트의 결

정전이 영역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XRD 분석과

도 잘 일치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정

전이 온도의 차이는 FO 조건의 겔이 축합중합(polymerisa-

tion)에 의해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지오폴리머의 축중합반응은 고알칼리 영역의 조건을 만

족해야한다.
10)

 특히 지오폴리머 기재를 이루는 실리케이

트의 이온의 용해성은 고알칼리 영역에서 보다 높기 때

문에 반응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높은 수소이온농

도 영역에서 분리 생성되는 SiO2는 줄어들고 축중합에 의

해서 균일한 실리케이트 조성의 전구체가 얻어지기 때문

에 보다 낮은 온도에서 결정성의 실리케이트의 결정전이

가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수소이온농도가

높을수록 반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FO 조건이 보다 낮

은 온도에서 단일상으로 결정화 된 것이다. K. Ikeda 등
9)

은 낮은 수소이온농도 영역에서 합성되는 겔은 함수 실

리카와 알루미나의 혼합에 의한 입자조합에 기인한 것이

며,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영역에서 합성되는 전구체 겔은

플라이 애시나 메타카올린의 알칼리 활성화에 의해 얻어

지는 겔과 유사하게 축중합된 알루미노실리케이트라고 보

고하고 있다. 전자는 수화물 형태의 실리콘과 알루미늄이

입자간 조합으로 존재하다가 온도가 상승하면서 반응소

결에 의한 스핀넬 상을 생성하고 다시 뮬라이트로 상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반응이 진행되나, 후자는 고온에서도

알루미노실리케이트 겔의 구조를 유지하다가 스핀넬 상

과 같은 2차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뮬라이트로 결

정화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의 결정화가 가능한 것이

라 생각된다. 본 저자의 이전 연구인 지오폴리머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뮬라이트의 결정화 온도는 기존의 방법

으로 제조된 전구체를 열처리하여 얻어지는 온도보다

150~250
o
C 정도 낮았으며, K. Ikeda 등이 보고하고 있는

뮬라이트 생성온도보다도 50
o
C 낮은 결과이었다. 윌레마

이트의 경우에도 100
o
C 정도 낮은 온도에서 결정화되었

다.
16)

Fig. 3은 합성된 포스테라이트 전구체와 800
o
C에서 열

처리된 분말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

(b), (c)에서 알 수가 있듯이, 수소이온농도 영역의 차이에

따라 합성된 전구체는 다른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됨을 알

수가 있다. Fig. 3(a)의 수소이온농도가 낮은 FW(12.7)의

조건은 매우 큰 부정형의 입자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됨

을 알 수가 있고, Fig. 3(b),(c)의 FM(13.5)와 FO(14.0 이

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미세한 입자들이 생성되

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수소이온농도가 가장 높은

FO(14.0 이상)조건의 경우에는 보다 작은 미립의 입자들로

구성됨을 잘 확인할 수 있다. Fig. 3(d)는 전구체와 마찬가

지로 부정형을 띠는 입자가 약 20~50 µm 범위의 크기임

을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Fig. 3(e)는 전구체에서 보이

던 작은 입자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입자크기가 매우

불규칙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Fig. 3(f)에

서는 Fig. 3(c)에서와 마찬가지로 1 µm 이하의 입자들로 구

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Fig. 3(f)(800
o
C로 열처리한 시료)의 TEM 사진

을 나타낸 것이다. Fig. 4(a)에서와 같이 결정성 포스테라

이트 입자의 크기는 약 100 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결정입자가 구형임을 알 수가 있었

다. 또한 Fig. 4(b)에 볼 수 있듯이 포스테라이트 입자는

XRD 결과에서와 같이 800
o
C에서도 명확한 결정성의 입

자들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

오폴리머 공정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케이트 결정을

합성할 수 있다는 보고와도 잘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8,9)

고체상태 물질의 분자구조 해석을 위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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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 of precursors and heat-treated samples: (a)

precursor of FW, (b) precursor of FM, (c) precursor of

FO, (d) heat-treated FW, (e) heat-treated FM, (f) heat-

treated FO.

Fig. 4. The bright-field image (a) and the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b) of the heat-treated magnesium silicate gel at

8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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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합성한 포스테라이트의 구조해석을 위해 분

석을 수행하였다. 합성한 전구체와 800
o
C에서 하소한 시

료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5(a)의 그래프를 보

면 전구체는 각각 -85 ppm, -90 ppm, -92 ppm 피크를 나타

내고 있다. 반면에 Fig. 5(b)의 열처리한 시료의 NMR 피

크결과에서는 전형적인 포스테라이트를 나타내는 −81 ppm

과 엔스터타이트를 나타내는 −83 ppm, 크리스토발라이트

를 나타내는 −90 ppm이 확인되었다. 전구체와 열처리결과

에 따른 NMR 피크의 전이는 FW의 전구체 피크 −90 ppm

을 제외하고 모두 전이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비

정질상의 전구체가 결정화 되면서 포스테라이트와 엔스터

타이트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W에서의 −90 ppm

은 분리 생성된 자유 실리카(SiO2)가 열처리에 의해서 크

리스토발라이트로의 결정전이 된 것에 기인한 NMR 피크

이기 때문에 결정배열의 변화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나타

내는 결과이다. FM의 NMR 피크는 −81 ppm와 −83 ppm로

각각 포스테라이트와 엔스테타이트를 나타내는 것이다.

FO의 NMR 피크는 FW와 FM의 혼상에 의한 결과와는

달리 −81 ppm의 단독 피크만이 나타난 것으로 단일상인

포스테라이트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Fig. 2(a)의 XRD 분석과 잘 일치하는 결

과임을 알 수가 있다. 

4. 결 론

포스테라이트 전구체와 저온형의 포스테라이트의 합성

은 지오폴리머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DTA를 통한

전구체의 결정성 거동 조사에서, 합성된 전구체는 700
o
C

~900
o
C의 온도범위에서 결정화되었다. XRD 분석결과, 합

성된 전구체는 결정화 온도가 수소이온농도의 차이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수소이온농도가 14.0 이

상의 조건 FO는 550
o
C부터 포스테라이트로 결정화가 시

작되었으며, 단일상의 포스테라이트가 800
o
C에서 얻어졌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졸-겔법이나 고체반응법에 의

해서 합성된 분말의 결정화 온도보다 150
o
C 정도 낮은 결

과이었다. 그러나 수소이온농도가 12.7인 조건 FW와 수

소이온농도가 13.5인 조건 FM은 900
o
C에서도 단일상의

포스테라이트는 얻어지지 않았다. TEM 분석 결과, 800
o
C

에서 열처리된 단일상의 포스테라이트 입자는 결정성을

띠며, 100 nm 이하의 입자임을 확인하였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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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분석결과, FO 조건 만이 단일상의 포스테라이트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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