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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basic properties of inorganic coatings hardened by the room temperature reaction with alkalies were examined. The coating
paste was prepared from the powders in the system Al2O3-SiO2-CaO using blast furnace slag, fly ash and amorphous ceramic fiber
after mixing with a solution of sodium hydroxide and water glass. The mineralogical and morphological examin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coatings prepared at room temperature and after heating to 1200

o
C respectively. The binding force of the coating hardened at

room temperature was caused by the formation of fairly dense matrix mainly composed of oyelite-containing amorphous phase formed
by the reaction between blast furnace slag and alkali solution. At the temperature, fly ash and ceramic fiber was not reacted but
imbedded in the binding phase, giving the fluidity to the paste and reinforcing the coating respectively. During heating up to 1200

o
C,

instead of a break in the coating, anorthite and gehlenite was crystallized out by the reaction among the binding phase and unreacted
components in ternary system. The crystallization of these minerals revealed to be a reason that the coating maintains dense
morphology after heating. The maintenance of binding force after heat treatment is seemed to be also caused by the formation of well-
dispersed fiber-like mineral phase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shape of the amorphous ceramic fiber used as a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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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동안의 콘크리트의 결합상(binding phase)은 단순히 시

멘트 페이스트였으나 근래에는 부분적으로 시멘트의 대

체재를 혼합 사용하여 점차 시멘트의 양을 줄임으로서 시

멘트 제조 시 발생하는 CO2의 양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

는 친환경 무기결합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1978년 Davidovits가 지오폴리머(Geopolymer)

라고 명명
3)
한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연구되어지고 있

다.
4-8)

 이는 주로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나 플라이애시

등을 원재료로 함으로서 친환경성의 의미를 배가하며 기

존의 콘크리트에 뒤지지 않는 물성을 발현하기에 이르렀

다. 지오폴리머는 주로 알칼리성 C-S-H gel이 축중합과정

을 거쳐 형성되는 비정질 상태의 고강도 경화체를 뜻하

게 되었으나, 넓게는 알칼리 활성화제에 의해 형성되는

CaO, SiO2, Al2O3 또는 그 밖의 산화물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다성분계의 비정질 무기고분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종류와 응용의 다양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화체의 물성은 NaOH, KOH 및

Na2SiO3와 같은 알칼리성 성분의 종류나 농도 및 혼합량

에 따라서도 폭 넓게 조절될 수 있으므로 수화반응을 이

용한 기존의 시멘트나 콘크리트로는 적용이 힘든 코팅재

등의 용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 예상되며 이때에는 수

화반응을 거치지 않고 페이스트로부터 겔의 생성과 경화

에 의해 직접 막의 강도가 발현되므로 표면의 수분 증발

을 막기 위한 양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지오폴리머를 다양한 용도의 코팅재로 활용

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진공소결로용 흑연판의

코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물을 제조한 후 이를 대상으

로 하여 상온에서 경화된 코팅의 특성과 이를 열처리 한

후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비정질 세라믹섬유를 원료로 하는 Al2O3-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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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3성분계 분말에 가성소다와 물유리로 만든 알칼리

용액을 혼합하여 무기질 코팅재를 제조한 후 상온에서 형

성된 코팅 막과 이를 진공 분위기에서 1200
o
C까지 가열

한 후의 코팅 막의 광물상과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2. 실 험

2.1. 원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시는 각각

광양제철과 삼천포화력에서 발생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세

라믹섬유는 (주)모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원료의 화학조성은 X선 형광분석기(PW 2400, Philips, 네

덜란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고로슬래그의 Blaine 값은 3600 cm
2
/g,

비중은 2.91이었으며 플라이애시는 Blaine 값이 3700 cm
2
/g,

비중이 2.38이었다. 플라이애시와 세라믹섬유의 광물상과

미세구조를 X선 회절분석기(PW 3710, Philips, 네덜란드)

와 주사전자현미경(S-4200, Hitachi, 일본)으로 관찰한 결

과를 Fig. 1부터 Fig. 4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플라이애시는 비정질의 유리와 quartz 및 mullit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aring Raw Materials

Raw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wt%)

SiO2 Al2O3 CaO Fe2O3 SO3 MgO TiO2 ZrO2

Blast Furnace Slag 26.84 9.92 53.36 0.86 5.31 1.47 0.89 -

Fly Ash 53.17 17.54 8.81 13.4 1.29 0.72 1.77 -

Ceramic Fiber 50.8 38.54 - - - - - 10

Fig. 1. XRD pattern of fly ash.

Fig. 2. XRD pattern of ceramic fiber.

Fig. 3. SEM microphotograph of fly ash. 

Fig. 4. SEM microphotograph of cerami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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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있으며, 직경이 약 5~20 µm 크기의 구형입자

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라믹섬유는 비

정질이며 직경이 약 1~5 µm의 섬유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알칼리 활성화제로는 수산화나트륨(NaOH) 수용액과 KS

규격 3급의 물유리(Na2SiO3·nH2O)를 사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원료인 고로슬래그에 코팅재로서의 유

동성 확보에 필요한 플라이애시와
9,10)

 코팅 막의 미세균

열을 억제하기 위한 세라믹섬유를 배합하여 기초실험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Table 2와 같은 고상성분과 액

상성분의 조합비를 결정하였다.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시

는 분말이지만 세라믹섬유는 솜뭉치와 같이 엉킨 상태로

생산되므로 이를 attrition mill로 분쇄하여 섬유 길이를

1 mm 이내의 일정한 크기가 되도록 하여 혼합하였다. 활

성화제인 NaOH 수용액의 농도는 20 wt%로 고정하였고

물유리와의 혼합비도 74:26으로 고정하였으며 액상성분과

분말원료의 비(L/P비)는 0.65로 결정하여 고정 한 후 미

리 혼합한 분말원료에 알칼리 용액을 혼합하여 페이스트

를 만들었다. 이상과 같은 조합 조건은 페이스트의 물성

과 성분조성비를 함께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다. 페이스트

를 사용한 코팅 막은 30 cm×20 cm 넓이의 흑연판 표면

에 붓으로 약 0.5 mm 두께의 막을 도포하는 방법으로 성

형하였다. 한편 상온에서 코팅이 완전히 경화된 흑연판을

진공소결로(VCQ-MF-060912, NICHIMEN, Japan)에서 현

장설비의 온도와 같은 1200
o
C까지 열처리한 후 이 온도

까지의 내열성 여부 및 코팅 막의 결정상과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열처리 전후의 코팅의 내구성과 균열

의 정도는 주로 외관이나 주사전자현미경(S-4200, Hitachi,

Table 2. Mixing Ratio of Samples

Sample

No. 

Powder Composition

(wt%)

Liquid Composition

(wt%)

Blast Furnace 

Slag
Fly Ash

Ceramic 

Fiber
NaOH Na2SiO3

1 50 30 20

74 26
2 60 20 20

3 70 10 20

4 60 10 30

Fig. 5. XRD patterns of hardened coatings prepared from sample (a)1, (b)2, (c)3, and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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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한 시료 간 비교로 판정하였고 미세구조와 광

물상의 변화는 주사전자현미경과 X선 회절분석기(PW

3710, Philips, 네덜란드)로 관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Table 2에 따라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및 세라믹섬유

의 혼합분말에 가성소다와 물유리의 혼합용액을 가하여

만든 페이스트는 모두 5시간 이내에 흑연판의 표면에서

경화하여 피막을 형성하였고 이를 실제 분말야금 진공소

결 공정에 적용한 결과 실용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경도

와 부착 강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5배의 확대경

관찰로는 외관상 전혀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Fig. 5는 충분히 경화된 코팅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XRD pattern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형태

를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정질 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결정상인 quartz는 앞의 분말원료에서 나타낸 플

라이애시 중의 quartz상이 잔존한 것이며, 플라이애시 함

량이 많은 시료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이를 뒷

받침한다. 네 개의 시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결정상은 CaO-SiO2-H2O계 수화물인 oyelite로서 이는 주

로 고로 슬래그가 알칼리 수용액과 반응하여 생성한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잔존된 quartz의 피크로 보아 플라이애

시는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플

라이애시나 세라믹섬유를 따로따로 알칼리 용액과 혼합

한 별도의 실험에서도 oyelite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이다. 한편 경화체의 대체적인 XRD pattern은 세라믹섬

유의 XRD pattern과 유사해보이지만 이보다는 정점이 다

소 높은 각도 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또한

세라믹섬유의 첨가량은 슬래그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이므

로 이러한 XRD pattern의 양상은 슬래그의 알칼리 반응

으로 생성된 비정질 지오폴리머에 소량의 oyelite가 잔존

하는 이 계의 결합상 특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Fig. 6은 역시 충분히 경화된 코팅의 수직방향 파단

면의 미세구조사진을 나타낸 결과로서, 모든 시료에서 세

라믹섬유의 모습이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서 코팅이 충분히 경화되어 적절한 경도

와 강도를 발현하는 시점까지도 비정질의 Al2O3-SiO2계

물질인 세라믹섬유가 지오폴리머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섬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진에서 결합상으로 볼 수 있는 치밀하고 균질한 부분

은 슬래그의 알칼리 반응으로 생성된 비정질 상으로서 이

것이 시료의 대부분을 구성함을 알 수 있으며 oyelite는

여기에 분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특정한 형태를 보

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세라믹섬유는 코팅 막의 파단면 채

취 시에 발생되는 미세균열을 억제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서 코팅의 기계적 물성에도 큰 보강효과를 나타낼 수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들 파단면 사진에서 구형의

플라이애시나, 플라이애시가 박혀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향성은 플라이애시의 함량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플라이애시나 그 자국의 존재는 구형인

플라이애시가 세라믹섬유와 마찬가지로 지오폴리머 반응

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페이스트의 유동성을 향상시키

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시료에서 형성된 코팅의 결합상(binding phase)은 고로슬

래그의 반응에 의한 지오폴리머이며 여기에 플라이애시

와 세라믹섬유가 분산되어 기계적 강도가 보강되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경화된 코팅이 부착된 상태로 흑연판을 진공소

결로에서 1200
o
C까지 가열, 냉각한 후 관찰한 결과, 코팅

은 외관상으로는 균열의 발생이나 강도하락이 없이 가열

전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절취한 코팅의

XRD pattern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처리 전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선명한 특성 피크로 CaO-

Al2O3-SiO2계 결정성 광물인 anorthite(CaAl2SiO8, CAS2)와

gehlenite(Ca2Al2SiO7, C2AS)가 잘 결정화되어 있는 반면

열처리 전의 코팅에서 존재하던 oyelite나 플라이애시 중

에 잔존해있던 quartz의 피크는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광물은 다음과 같이 슬래그에서 기인한 비정질 결

합상과 플라이애시 및 세라믹섬유가 모두 반응하여 생성

된 것이라고 고찰된다. 먼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원료나

이를 가지고 조합한 모든 시료들의 CaO-Al2O3-SiO2 3성

분의 조합비와 이 계의 상태도
11)
를 기초로 고찰해보면 비

정질 결합상의 조성에서는 gehlenite와 2CaO·SiO2(C2S)가

생성 가능하며 실제로 슬래그만을 가지고 만든 별도 실

험의 시료에서는 gehlenite와 C2S가 생성, 공존함이 확인

Fig. 6. SEM microphotographs of hardened coatings prepared

from sample (a)1, (b)2, (c)3, and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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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SiO2의 함량이 더 많은 anorthite는 생성될

수 없으므로 anorthite의 피크는 플라이애시나 세라믹섬유

가 반응에 개입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이 때 SiO2

함량이 높은 플라이애시의 혼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

료에는 gehlenite와 anorthite가 함께 생성되어 있고 상대

적으로 많은 시료에서는 SiO2 함량이 더 많은 anorthite만

생성되어 있는 것은 플라이애시가 이들 광물의 생성에 소

모되었음을 뜻하며, 열처리 후 quartz의 피크가 사라진 것

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슬래그와 플라이애시만의 혼

합으로는 Al2O3 성분의 부족으로 시료의 조성점이 wollastonite

(CaSiO3, CS)의 초정영역에 위치하므로 CS도 함께 생성

되었을 것이지만 anorthite만 생성된 점은 원료 중에서

Al2O3 함량이 가장 많은 세라믹섬유의 조합에 의해 시료

들의 조성점을 anorthite와 gehlenite의 초정영역 가까이 위

치하도록 한 결과 세라믹섬유까지 반응에 참여하였기 때

문이라고 고찰된다. Fig. 8은 열처리 후의 코팅 표면의 미

세구조사진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서 세라믹섬유가 섬

유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열처리 전의 매끄럽던 표면

이 거칠게 변한 것은 이와 같은 결정화 반응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정량적인 반응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는 결정화 가 일어났을 것으로 사

Fig. 7. XRD patterns of hardened and heated(1200
o
C in vacuum furnace) coatings prepared with sample (a)1, (b)2, (c)3, and (d)4.

Fig. 8. SEM microphotographs of hardened and heated(1200
o
C

in vacuum furnace) coatings prepared with sample (a)1,

(b)2, (c)3, and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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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시료의 표면은 열처리 전에 보였던 치밀질의 결

합상과는 달리 약간의 액상이 생성되기 시작한 모습을 보

이나 용융으로 인한 코팅재의 사용 온도 한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아 슬래그 기반 코팅재가 1200
o
C까지는 내열성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료 준비를 위해 코팅

막을 박리할 때 생긴 균열 외에는 결정화에 따른 수축으

로 인한 미소 균열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

는 우선 비정질 지오폴리머와 플라이애시 및 세라믹섬유

의 반응 산물인 anorthite나 gehlenite의 결정과 유리상의

조합물이 코팅 막의 수축을 전혀 야기하지 않은 점과, 원

료 중의 세라믹섬유의 형태가 결정화 후에도 대체적으로

유지됨으로서 균열 방지의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팅의 구성 성분 중 결정수가 분해될 수

있는 oyelite의 함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이의 열분해에

의한 수축과 균열도 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4. 결 론

고로슬래그에 플라이애시와 세라믹섬유를 첨가한 후 가

성소다와 물유리의 혼합용액과 반응시켜 상온에서 스스

로 경화하고 1200
o
C까지의 내열성을 가진 지오폴리머 코

팅을 제조할 수 있었다. 상온에서 경화된 코팅 막의 결합

력은 주로 고로슬래그와 알칼리 용액의 반응으로 생성된

oyelite 함유 비정질 상으로 이루어진 매우 치밀한 기질의

형성에 기인되었으며 플라이애시와 세라믹섬유는 알칼리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결합상 중에 분산됨으로서 각각 페

이스트의 유동성 확보, 코팅 막의 균열 억제 및 강도 향

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200
o
C까지의 가열 과정에서

는 코팅의 파괴 없이 비정질 결합상과 플라이애시 및 세

라믹섬유가 함께 반응하여 anorthite로 결정화하고 조성에

따라서는 gehlenite도 함께 결정화하면서 막의 치밀성이

유지되며 세라믹섬유의 형태에서 기인된 섬유상의 보강

효과로 인하여 코팅은 열처리 전과 유사한 내구성이 유

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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