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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w mix of molten clinker was fabricated using blast furnace slag as starting material. Raw mix was melted at 1620oC for molten
clinker fabrication. It was found that molten clinker contained alite and belite equivalent to OPC clinker mineral by optical microscope
and SEM. The size of alite was 10~50 µm and that of belite was 20~80 µm. This result thought to be attributed low Al2O3 content
and cooling condition. Interstitial phase increased with blast furnace slag content and gehlenite was formed by the condition of LSF
and SM. So raw mix with 27~41% blast furnace slag could be converted into cement clinker by appropriate choice of melting and
cooling method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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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로 슬래그는 대부분 시멘트 및 콘크리트용 혼합재,

콘크리트용 골재 또는 로반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3)

이외에도 시멘트 클링커의 일부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슬래그가 원료로 혼합되어 이소성성을 발현하기 때

문이다.
4)

 그러나 원료로서 혼합·사용될 수 있는 슬래그

함량은 5% 전후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는 슬래그에 존재

하는 성분 함량으로 인하여, 기존 시멘트 클링커용 혼합원

료 제조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시멘트 클링

커 제조를 위한 품질 계수 (LSF 92, SM 2.5, IM 1.6 수준)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Hideto Yoshida 등은 시멘트 클링커 광물조성인 CaO-SiO2-

Al2O3-Fe2O3계를 용융시킨 후 시멘트 클링커 광물의 생성 여

부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5)

 이들은 시약을 사용하여 CaCO3

66.62%, SiO2 4.38%, Al2O3 11.89%, Fe2O3 16.99% 등으로

혼합원료를 제조한 후 1400에서 1시간 동안 유지·영융

하였다. 이후 용융물은 서냉 (1400
o
C → 1000

o
C, 80/시간)과

공냉 과정 (1000
o
C 이하 대기 중 급냉)을 통해 클링커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클링커에서 1µm 크기인 원형의 belite

(2CaO·SiO2) 핵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Yoshida 등의 배합

비는 일반적 시멘트 혼합원료 조성과는 매우 다른 상태로,

클링커 액상을 구성하는 Al2O3와 Fe2O3 함량이 높고, CaCO3

가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클링커 품질 계수 범위에서만 클링커 광물

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성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클링커 광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아직까지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생성된 클링커 광물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7)

본 연구에서는 CaO 함량이 45% 수준인 고로 슬래그를

사용하여, 클링커의 주원료인 석회석 일부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이때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함량을 증

대시키기 위해서, 기존 OPC 공정 클링커 품질 계수를 벗어

난 범위의 혼합원료를 제조하였다. 고로슬래그의 사용에 따

라 기존 시멘트 제조방법보다 CO2 발생량이 25% 이상 감

소하는 효과가 얻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고로슬래그 사용

량 증대를 위해, Yoshida 등과 다른 클링커 품질계수와 냉

각조건을 도입하였다. 이후 본 실험에 적합하도록 용융·

냉각하여 OPC 클링커 광물인 alite와 belite 등의 생성 여

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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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고로 슬래그를 사용한 시멘트 클링커를 제조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실험하였다. 출발원료로는 고로 슬래그, 석

회석, 규석 및 함철 더스트 등을 사용하였으며, 각 원료의

90µm 잔사 수준을 10 ± 1%로 분말화 하였다. 분말 원료의

화학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고로 슬래그의 주요

성분인 CaO 함량은 45.72%, SiO2 34.48% 및 Al2O3 18.50%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석의 CaO 함량은 49.93%이었다.

Table 2에서와 같이 LSF의 변동에 따른 클링커 특성평

가를 위해 SM을 1.6으로 고정하고, LSF는 85, 90 및 95로

변화시켰다. 또한 LSF를 88로 고정한 후 SM을 1.5와 2.0으

로, 더불어 IM을 2.0과 2.5로 변화시켜 클링커 특성을 관찰

하였다. LSF, SM 및 IM 변동에 따른 혼합원료 (500 g)는

혼합수 함량을 분말대비 25% (125 g)로 혼합하여 성구 제조

하였으며, 성구 1개의 무게는 25 g으로 하였다. 이후 100
o
C

조건에서 항량 건조 하였다. 건조가 완료된 성구는 백금

도가니에 담아 전기로에서 1620
o
C-30분 유지·용융시켰

으며, 이후 1400
o
C까지 분당 1

o
C로 서냉하였다. 1400

o
C에

서는 30분 동안 로 내 존치시킨 후 냉각하였다.

혼합원료의 고온 용융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온현미경

(WETZLAR Type 301-200.301, 라이카사, 독일)을 사용하여

혼합원료의 상온, 반구용융상태, 표면 젖음 상태 등을 관찰

하였다. 냉각이 완료된 클링커는 에폭시수지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성형하고 24시간 유지시켜 고화하였다. 고화가 종

료된 클링커는 연마과정을 통해 표면을 연마하고 1% NH4Cl

용액으로 약 5초 동안 에칭하였다. 이후 광학현미경

(DM2500M, 라이카사, 독일)과 주사전자현미경 (SM300,

탑콘사, 일본)을 사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으며, 클링커

미분말은 X-선 회절분석기 (D5005D, 지멘스사, 독일)를

사용하여 광물 생성여부 및 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혼합원료 설계와 특성분석

클링커 제조를 위한 원료 혼합비는 Table 3에 나타내었

으며, A, B 및 C는 LSF를 변동시킨 혼합비, D와 E는 SM을

변동시킨 혼합비, E와 F는 IM을 변동시킨 혼합비이다. LSF

의 상승에 따라 석회석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고로 슬래그

함량은 감소하였다. 고로 슬래그는 LSF 85에서 40.6%, LSF

95에서는 35.7%가 사용되었다. SM이 상승함에 따라서는

규석 및 석회석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고로 슬래그 함량은

감소하였다. 이때 고로 슬래그 함량의 감량 폭은 9%로,

SM의 변화에 따라 감량 폭이 크게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IM의 변화에 따라서는 석회석과 고로 슬래그 함량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함철 더스트 함량이 소폭

감소하는 특징이 발현되었다. 즉 LSF의 상승에 따라 석회석

Table 1. Chemical Analysis of Starting Materials (Unit : wt%)

Material SiO2 Al2O3 CaO MgO Fe2O3 K2O Na2O Ig-Loss SO3

Limestone 0.41 0.10 49.93 1.41 0.30 0.62 0.49 44.03 0.01 

BF Slag 34.48 18.50 45.72 4.94 1.00 0.70 0.26 0.01 2.33 

Quartzite 95.48 1.18 0.28 0.20 0.24 0.16 0.02 0.47 0.27 

Iron Dust 0.34 1.10 0.28 0.20 106.40 0.06 0.04 -7.60 0.02 

Fig. 1. Experimental process.

Table 2. Clinker Modulus

Modulus A B C D E F

LSF 85 90 95 88 88 88

S M 1.6 1.6 1.6 1.5 2.0 2.0

I M 3.3 3.1 3.0 2.0 2.0 2.5

Table 3. Mix Ratio of Raw Materials (Unit : wt%)

Material A B C D E F

Limestone 56.1 58.7 61.0 59.0 65.0 65.0

BF Slag 40.6 38.0 35.7 36.0 27.0 27.5 

Quartzite 1.7 1.7 1.7 2.4 6.0 6.0 

Iron Dust 1.6 1.6 1.6 2.6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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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증가하며, 고로 슬래그 함량은 감소하였으며, SM

의 상승에 따라서는 석회석 함량 증가 및 고로 슬래그 함

량이 감소하였다. 즉 품질계수의 변동에 따른 석회석 함량

은 최대 65%, 최소 56.1%, 고로 슬래그 함량은 최대 40.6%,

최소 27.0% 사용되었으며, 클링커 품질계수 중 SM은 고

로 슬래그 함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일반 OPC 공정에서의 혼합원료 설계비는 공장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석회석 90%, 규석 2~3%,

점토질 2~5% 및 철질 1~2% 수준이다.
8,9)

 그러므로 기존

OPC 공정보다 석회석 함량을 25~34%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과 같은 원료 혼합비에 따른 최종 혼합원료의

화학조성 (강열감량 제외), 즉 클링커의 화학조성과 품질

계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클링커의 화학조성은 CaO와

SiO2를 고려할 경우 (Fig. 2 (a)), C를 제외한 클링커에서

OPC 클링커 보다 낮은 CaO 함량을 나타내었다. CaO와

Al2O3를 고려할 경우, F를 제외한 조성에서 Al2O3 함량이

OPC 클링커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C를 제

외한 조성에서 OPC 클링커 보다 낮은 CaO 함량을 나타

내었다. 이는 고로슬래그 함량 증가에 따라 최종 클링커

조성 중 CaO는 감소하고, Al2O3와 SiO2 상승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OPC를 포함한 CaO의 평균값은 61.67%, 표준편차

0.79%이었으며, SiO2의 평균 20.24%, 표준편차 0.84%,

Al2O3의 평균 8.37%, 표준편차 1.21%이었다. 즉 각각의

혼합원료별 화학조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표준편차 기

준으로는 2% 이내 수준이었다. 이외 Fe2O3 함량은 3~5%

수준으로 제어하였다.

Fig. 2 (a)와 같은 화학조성을 계산하여, 클링커 품질계

수로 도표화한 그래프를 Fig. 2 (b)에 나타내었다. Fig. 2 (b)

에 표시된 품질계수 중 LSF는 F. M. Lea와 Parker, SM과

IM은 Kühl 등에 의해 제안된, 아래 방정식 (1)과 (2)를 사

용하여 계산하였다.
10)

(1)

(2)

LSF와 SM을 고려할 경우, 모든 제조 클링커에서 OPC

클링커 보다 SM이 낮은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LSF는 C를

제외한 모든 클링커에서 OPC 클링커 보다 낮아졌다. LSF와

IM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모든 클링커에서 OPC 클링커 보

다 IM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LSF 차

이는 85에서 95로 매우 넓어지며, 이는 화학성분의 차이

(LSF 95 ; CaO(%) - LSF 85 ; CaO(%) = 2.21%) 보다 매우

크다. 이러한 클링커 품질계수의 차이는 클링커 결정 생성

량에도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는 시멘트의 물리적 특

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3.2. 클링커 광물 분석

혼합원료의 고온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고온현미경을 사

용하여 혼합원료의 상온, 반구 용융상태, 표면 젖음 상태 등

을 관찰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C 혼합원료는 1360
o
C에서

반구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1375
o
C에서 표면 젖음 상태로

LSF
CaO

2.8SiO2 1.18Al2O3 0.65Fe2O3+ +
------------------------------------------------------------------------------ 100×=

SM
SiO2

Al2O3 Fe2O3+
---------------------------------= IM

Al2O3

Fe2O3

--------------=⁄

Fig. 2. Chemical composition and modulus of clinker (A~F).

Fig. 3. Heating microscope image of “C” cl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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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해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 발표된 일반

OPC 클링커 혼합원료의 고온현미경 용융온도인 1650~1700
o
C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2)

 그러나 상기 고온현미경 관찰

을 위한 혼합원료의 성형체 크기는 3 × 3 × 3 mm
3
로 매우

작다. 즉 시편의 크기 및 전기로 조건 등에 따라 고온용융

상태는 충분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료량을 500 g으로 증량한

후, 고온현미경 관찰시보다 충분히 높은 1620
o
C-30분 조

건에서 용융 실험하였다.

용융 냉각된 클링커는 성형, 연마 및 에칭 과정을 거친 후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Fig. 4 참조)

일반 OPC 공정에서 제조된 클링커 광물상 중 alite

(3CaO·SiO2)는 육각의 형태로, belite (2CaO·SiO2)는 타원형

으로 관찰된다. 공정조건에 따라 결정 크기는 다르나, 대형

킬른의 경우에는 alite 결정 크기가 약 10~70 µm이며, belite

는 20~100 µm 수준이다.
6)

 Fig. 4에서 관찰된 클링커 결정

사진과 같이, 기존 클링커 품질계수와 차이가 크고, 고로

슬래그가 25% 이상 혼합된 혼합원료를 용융 후 냉각·고

화시켜도 클링커 광물이 양호하게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일반 클링커와의 대표적 차이점 중 하나는

액상량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액상이 다량 관찰된

이유는 LSF와 SM을 낮추어 고로슬래그 혼합비를 증대시

켰기 때문이다. 이외 결정상의 특징은 OPC 클링커와 유사

하게, LSF가 증가함에 따라 alite 결정이 증가하여 병합·

성장하는 특징과 SM 증가에 따라서 belite 광물 함량이

대폭 증가 되는 특징도 발현되었다.

A 클링커의 경우, alite 크기는 10~50 µm, belite 크기는

20~80 µm이었으며, C 클링커의 alite 크기는 20~60 µm,

belite 크기는 20~50µm이었다. 즉 LSF 상승에 따라 alite 크

기는 증가하며, belite 크기는 약간 작아지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더불어 LSF 상승에 따라 belite의 함량은 감소되

었다. D 클링커의 alite 크기는 20~50 µm, belite 크기는 20~

60µm, E 클링커의 alite 크기는 20~50µm, belite는 20~80µm

이었다. 이는 SM의 상승에 따라 belite 양이 증가하며, 크

기도 커지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각각의 결정상 크기는

클링커 품질계수에 따라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음을 증

명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OPC 클링커에서도 관찰되는 유

사한 경우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belite 결정면이 분해되어

손가락 형태 (finger type)로 존재하였으며, belite 내부에

는 조선 (striation)도 존재하였다.
13)

 간극상인 aluminate와

ferrite는 대부분 결정화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Fig. 4(f)와

같이 OPC 클링커 내의 belite 결정면 분해 및 간극상 결정화

현상은 서냉 조건의 대표적 현상이며, 본 연구에서도 관

찰된 이유는 클링커가 로내 존치·서냉되었기 때문이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한 클링커 미세구조는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와 같이 서냉에 의한 alite

내부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며, alite 내부에 혼재하는 belite

결정도 관찰되었다.
14)

 대표적 간극상인 결정화 알루미네

이트 이외에도 알카리 알루미네이트 결정 등도 관찰되었

다. 이러한 미세구조적 특징들은 OPC 클링커에서도 관찰되

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Fig. 2 (a) 조성을 벗어

나는 Al2O3 함량 30% 이상에서는 Fig. 6과 같이 Yoshida

등이 주장한 belite 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Al2O3 함량

Fig. 4.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clinkers with different
modulus. Fig. 5. SEM images of clinkers with different modulus.



고로 슬래그를 사용한 용융클링커의 광물학적 특성 593

제48권 제6호(2011)

증가에 따른 액상량 증대에 따라, belite 핵의 병합·성장을

저해하는 확산거리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액

상량을 낮출 경우, 즉 Al2O3가 20% 이하일 경우에는 고로

슬래그 혼합원료의 용융·냉각에 따라서도 시멘트 클링커

결정 생성이 가능하다. 더불어 생성 광물들은 OPC 클링커

광물과 동등 수준의 결정들로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클링커 광물상과 같이 Fig. 7의

XRD로부터 관찰된 결정성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클링커 4대 광물인 Alite, belite, aluminate (3CaO·Al2O3) 및

ferrite (4CaO·Al2O3·Fe2O3) 결정이 생성되었음을 충분히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gehlenite (C2AS)피크도 관찰

되었다. Gehlenite는 다량 혼입된 고로 슬래그의 Al2O3로부

터 생성된 것으로 유추되며, 일반적으로 수화활성도가 발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Fig. 7(a)에서와 같이 LSF가 상

승함에 따라 32.2
o
 부근의 alite 피크가 상향되는 특징이,

(b)에서는 SM의 상승에 따라 alite 피크가 감소하는 특징도

발현되었다. 이러한 상기 현상은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와

도 일치하는 것이다.

4. 결 론

시멘트 클링커와 동등 수준의 용융 클링커를 제조하기

위해 혼합원료로 고로 슬래그를 사용하였다. 또한 혼합원료

를 용융·냉각하여 시멘트 클링커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클링커에서는 Yoshida 등이 발견한 1µm 수준의 단

순 결정핵이 아닌, 기존 OPC 클링커와 동등 수준의 alite 및

belite 결정 등이 생성되었다. 이는 Al2O3 함량이 20% 이

하로 설계되어, 액상량을 효과적으로 제어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광학현미경 관찰시, 고로 슬래그 함량 증대에 따

라 간극상이 증가하였으며, XRD 분석을 통해 gehlenite 결

정이 생성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LSF

와 SM를 낮추어 고로 슬래그 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로 슬래그를 혼합원료 중 27~41% 범위로

혼입하여 용융·냉각시킬 경우에도, 클링커 액상량, 품질

계수 및 냉각조건 제어에 따라 OPC 클링커와 동등 수준

의 클링커 광물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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