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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Heating Temperature on the Alkali-activation Reaction of Calcined Kaoli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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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lkali-activation reaction of two types of typical kaolin calcined at various lower temperatures was investigated at room
temperature and at elevated temperatures. For the assessment of the reactivity, the temperature increase and the setting time of pastes
prepared with calcined kaolin and sodium/potassium hydroxide solution were measured. Unlike raw kaolin, calcined kaolin samples
prepared at various temperature showed an alkali-activation reac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changes in the mineral
phases. The reactivity with alkaline solutions was exceedingly activated in the samples calcined at 600-650

o
C, but the reactivity

gradually decreased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in a higher temperature range, most likely due to the changes in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dehydrated kaolin. The activation effect of the calcination treatment was achieved at reaction temperatures that exceeded 60

o
C

and was enhanced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reactivity of the calcined kaolin with an alkaline solution was more enhanced
with the solution of a higher concentration and with a solution prepared from sodium hydroxide rather than potassium hyd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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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규산알미늄 광물 중 어느 것은 알칼리용액과 쉽게 반

응하여 무기질 고분자를 형성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으

며 1978년 Davidovits는 이를 지오폴리머라고 처음 명명

하였다.
1)

 지오폴리머는 비정질 또는 저 결정성 광물로부터

알칼리에 용해된 성분이 Mn[-(Si-O2)z-A1-O]n·wH2O (M:

Na, K, Ca 등의 알칼리 요소, Z: 1~3, n: 중합도)의 형태로

축중합된 무기질의 고분자 경화체라고 정의된다.
2-4)

 지오폴

리머에 관한 연구는 그러한 반응을 쉽게 일으키는 물질

을 확인하는 것과 그 반응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것에 집

중되다가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토목·건축용 시멘트의 대

체 재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에 이르게 되었다.
4-12)

 이

는 현재의 시멘트가 가진 소성 비용과 CO2 문제를 동시

에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데 아직까지는 알칼리

와의 반응성과 그의 경제적인 실용화 가능성이 확인된 규

산알미늄 광물은 수쇄 고로슬래그(granulated blast furnace

slag)나 플라이애시(fly ash) 등의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들을 사용하는 지오폴리머 관련 연구에서도 일반 시

멘트의 사용 시와 같은 온도 조건(주로 상온)으로 국한되

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상 광물과 반응 온도

의 폭을 넓힌다면 지오폴리머의 용도는 토목·건축용 재

료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상온이나 그다지 높지 않은 온도에서 응결·

경화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비소

결형의 무기질 소재라는 점에서 환경 및 에너지 측면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보이나 그러

한 연구가 활발하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칼리 용액과의 반응에 의한 무기축중합 반응(geo-

polymerization)은 메타카올린(meta kaolin)으로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이때 카올린은 주성분이 kaolinite인

지 halloysite인지보다는 결정수의 탈수로 결정의 안정성이

감소된다는 점과 SiO2/Al2O3의 비가 중요한 반면 알칼리 성

분의 불순물(Ca, Na, K 등)도 필요한 성분이 되므로 저급

카올린의 용도 개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러나 메타카올린이란 매우 막연한 명칭이며, 실제로는 넓

은 열처리 온도 구간에서 매우 다양한 결정화학적 특성

을 가지게 되므로 결정구조나 화학식이 일정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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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따라서 이를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열처리 온도에 따른 특성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으면 효율성이나 재현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카올린 분

말을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결정수의 분해 상태와

이에 따른 결정구조의 규칙성의 소실 정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카올린 분말을 얻은 후 여기에 알칼리 용액을

혼합하여 만든 페이스트의 응결시간을 직접 측정함으로

서 카올린 분말의 알칼리활성화 반응성을 평가하였다. 이

때 카올린의 열처리 온도와 페이스트의 양생 온도 같은

온도 변수가 반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함으

로서 저에너지, 친환경 지오폴리머로서의 카올린의 새로

운 용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수비, 정제과정을 거쳐 건조 분말로 공급되는 카올린

중 고 품위와 저 품위의 것을 선택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페이스트 제조용

분말을 제조하였다. 여기에 몇 가지의 대표적인 알칼리

용액을 가하여 100
o
C 이하의 몇 가지 온도 조건으로 혼

합 및 양생시키는 과정에서 페이스트의 발열 거동과 응

결 시간을 관찰하여 반응성을 평가하였으며 전체적인 실

험 순서는 Fig. 1과 같다.

2.1. 출발 원료

국내 소재의 카올린 정제·공급업체에 의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카올린 중 철분의 함량을 기준으로 고 품

위로 취급되는 상품(white kaolin)과 저 품위로 취급되는

상품(pink kaolin)을 한 가지 씩 선택하여 추가적인 정제

나 분급 또는 분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접수 시료에 대

한 특성 분석만을 행한 후 출발 원료로 사용하였다. 알칼

리활성화제로는 수산화나트륨(NaOH)과 수산화칼륨(KOH)

을 택하여 시약 1급의 것을 사용하였다. NaOH와 KOH의

농도가 각각 3, 6 및 9몰이 되도록 여섯 종류의 수용액을

만들어 페이스트 제조용 액상성분으로 사용하였다. 

2.2. 카올린의 열처리

출발원료인 카올린은 생 원료 상태로는 알칼리용액과

혼합 시 전혀 응결 및 경화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페

이스트 제조용 분말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온도

까지 열처리를 행하였다. 열처리 온도는 생 원료의 열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수가 탈수하기 시작하는

450
o
C부터 Si-Al 스피넬이 생성되는 온도보다 충분히 낮은

온도인 750
o
C 사이에서 50

o
C 간격으로 달리하였다. 열처리

는 직경 12 cm, 높이 2 cm의 dish형 내화물 용기에 1회에

약 100 g의 카올린 분말을 균일한 두께로 펼쳐 담아 회화

용 전기로에서 분당 10
o
C의 속도로 승온하여 소정의 온

도에 이르면 20분간 유지한 후 용기를 로 밖으로 꺼내 공

기 중에서 급랭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3. 페이스트의 제조 및 양생 

분말성분인 열처리 카올린과 액상성분인 알칼리 용액

을 실온(20 ~ 25
o
C)과 오븐 온도(60

o
C 및 90

o
C)에서 막자

사발로 혼합하여 용액/분말 비 0.5 기준의 페이스트를 만

든 후 직경 4 cm, 높이 1.5 cm의 밀폐용기에 주입하고 같

은 온도로 설정된 양생 챔버에 각각 넣어 필요 시간까지

양생하였다. 페이스트 혼합 직후부터 침입법에 의한 초결

과 종결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일부 시료에 대해서는 별

도로 제조한 페이스트로 500 ml 용량의 단열용기를 사용

하여 혼합 직후부터 페이스트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2.4. 분석 및 측정

두 가지 종류의 카올린에 대한 화학분석은 X선 형광분

석기(PW 2400, Philips, 네덜란드)로 실시하였으며 입도 분

석은 입도분석기(PSA, LS230 & N4PLUS, Coulter Corporation,

미국)로, 열분석은 DTA/TG(SDT2960, TA Instruments, 미

국)로 실시하였다.

페이스트의 응결 시간은 KS L 5103에 규정된 길모어

침(Gillmore needles) 장치를 응용하여 시료간의 응결 시

간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때 소정 온도의 양생 챔

버 내에 정치해 둔 열처리 카올린과 알칼리 용액을 혼합

하여 만든 페이스트를 직경 4 cm, 높이 1.5 cm의 밀폐용

기에 표면이 수평을 이루도록 주입한 후 다시 챔버 내에

보관하면서 침입 시험을 하였으며 초결과 종결 시간의 결

정은 KS 방법에 준하였다.
Fig. 1. Diagram for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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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원료인 두 종류의 카올린과 이를 여러 가지 온도

에서 열처리한 열처리 카올린의 광물상은 X선 회절분석

기(PW 3710, Philips, 네덜란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말의 형태는 주사전자현미경(S-4200, Hitachi, 일본)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출발원료의 특성

3.1.1. 화학조성

출발 원료로 사용한 두 가지 카올린의 화학분석 결과

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카올린의 전

형적인 성분과 조성 범위 내에 든다고 할 수 있으며 Al2O3/

SiO2 비로 보아 두 시료 모두에 α-quartz가 혼입되어 있거

나 장석류가 잔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ink kaolin

에는 산화철이, white kaolin에는 회장석 잔류물에서 기인

되는 산화칼슘이 특징적인 불순물로 혼합되어 있다. 따라

서 출발 원료로 사용한 고 품위와 저 품위 두 가지의 대

조 시료가 적절히 선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2. 광물조성

출발 원료로인 pink kaolin과 white kaolin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 2의 (a)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들 결

과로부터 우선 본 실험에서 사용한 pink kaolin은 halloysite

가 주광물이며 white kaolin은 kaolinite를 주광물로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광물 외에 pink kaolin에는 α-quartz, sodium

aluminium silicate 계열인 jadeite(Na(Al,Fe)Si2O6) 및 함수 산

화철인 bernalite(Fe(OH)3·nH2O, n = 0 ~ 0.25)가 불순물로 함유

되어 있고 white kaolin에는 화학 분석치에서 예상되는 바

와 같이 α-quartz와 회장석 계열의 akermanite(Ca2Mg(Si2O7)

가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동정되었다.

3.1.3. 입도특성 

출발 원료로 사용한 두 가지 카올린은 같은 공정으로

정제, 분쇄된 것이므로 입도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Fig. 3은 pink kaolin 분말의 입도분석 결과만을 나

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입자가 10 µm 이하의 크기로서 평

균 입경은 약 8.5 µm, 중앙값은 약 6.32 µm로 측정됨으로

서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 알칼리 용액과의 반응성을 평

가하는 데에는 충분히 작은 입도라고 사료되어 본 연구

에서는 분말의 입자 크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변

수로 채택하지 않았다.

3.1.4. 열분해 특성 

Fig. 4의 (a)와 (b)는 두 가지 카올린 시료의 열분석 곡

선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DTA 곡선에서 약 480
o
C 부근의

결정수 탈수로 인한 흡열 피크는 그 정점 온도가 pink kaolin

보다 white kaolin 쪽이 다소 낮게 나타나나 Si-Al 스피넬의

생성 온도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피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카올린의 열처리 온

도 구간은 이 곡선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TG

곡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정수의 탈수로 기인되

는 중량 감소량은 white kaolin에서 약 6.3%이나 pink

kaolin에서는 약 9.7%로 약 1.5배나 많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층간수의 탈수 때문이 아니고 pink kaolin의 X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Kaolin Used for Starting Raw

Materials (wt%)

Component Pink Kaolin White Kaolin

Na2O 0.25 1.15

MgO 0.68 0.31

Al2O3 41.46 40.04

SiO2 52.73 53.21

K2O 0.36 0.36

CaO 0.91 3.78

TiO2 0.28 0.10

Fe2O3 3.32 1.02

SrO 0.02 0.03

Fig. 2. XRD pattern of (a) pink kaolin and (b) white kaolin used for starting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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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회절 분석 결과(Fig. 2)에서 불순물로 확인된 bernalite

의 결정수가 함께 탈수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사

료되며 다량의 원료를 취급하는 실제 열처리 공정에서는

카올린의 종류와 열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수의 탈수가

열분석 곡선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흡열 피크가 종료된 후

에도 약 700
o
C까지 중량 감소는 계속되므로 결정수의 탈

수분해로 인한 결정성의 변화는 꽤 넓은 온도구간에 걸

쳐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분

석 결과를 감안하여 카올린의 열처리 온도 범위를 결정

하였다.

3.2. 열처리 카올린과 알칼리 용액의 반응성

3.2.1. 열처리에 의한 카올린의 광물상 변화

Fig. 5의 (a)와 (b)는 각각 pink kaolin과 white kaolin의

생 원료 및 이를 몇 가지 온도까지 가열한 열처리 카올린

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pink kaolin

계 시료의 XRD pattern(그림의 (a))에서는 생 원료 중의

halloysite 피크가 가열온도의 상승에 따라 점차 사라지나

그래도 550
o
C까지는 잔존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로부터

열처리에 의한 halloysite 결정이 X선적으로 비활성 상태

가 되는 온도가 Fig. 4의 DTA 곡선에 나타난 흡열 피크

보다 다소 높은 온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ernalite의 피크는 전 온도 구간에서 잔존하는데, halloysite

의 결정수의 탈수 이후에도 TG 곡선 상에 중량 감소가

지속되는 이유는 이의 분해가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 지

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

에 함수 광물이 아닌 α-quartz와 jadeite는 본 연구의 열처

리 온도 범위에서는 XRD pattern 상 별 변화를 보이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열처리 카올린의 알칼리 반응성은 이들

광물 보다는 함수 광물인 halloysite와 bernalite의 분해물

이 알칼리 용액과 반응하기 때문에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white kaolin계 시료의 XRD pattern(그

림의 (b))에서는 pink kaolin에서와 달리 생 원료의 주 광물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ink kaolin used for starting

raw materials.

Fig. 4.  DTA/TG curves of (a) pink kaolin and (b) white kaolin used for starting raw materials (Heating rate: 10
o
C/min, in air). 

Fig. 5.  XRD patterns of (a) calcined pink kaolin and (b) calcined white kaolin prepare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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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kaolinite의 피크가 450
o
C의 열처리만으로도 거의 모

두 사라지는 것이 확인됨으로서 열처리에 의한 결정의 규

칙성의 소실은 halloysite보다 kaolinite 쪽이 훨씬 저온

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도 α-quartz와

akermanite와 같은 무수 광물은 전 열처리 온도 구간에서

그대로 잔존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낮은 열처

리 온도 범위에서는 어떠한 고상반응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white kaolin계 열처리 카올린에서

도 알칼리 반응성은 kaolinite의 탈수물과 알칼리의 반응

으로 인해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3.2.2. 열처리 및 양생온도가 카올린-알칼리 반응에 미치는 영향

3.2.2.1. 페이스트의 발열

Fig. 6의 (a), (b) 및 (c), (d)는 열처리하지 않은 카올린과

600
o
C에서 열처리한 카올린에 알칼리 용액을 혼합하여 60

o
C

에서 만든 페이스트의 온도 상승 곡선을 각각 나타낸 것

이다. 이 결과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생 원료 분말로

만든 페이스트에서는 카올린의 종류에 상관없이 아무런

발열을 일으키지 않는 점이며 이러한 결과는 상온이나

90
o
C에서도 동일하였으므로 열처리하지 않은 카올린은 알

칼리 용액과 전혀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열처리 카올린에서는 정점이 100
o
C를 상회하는 온도곡선

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향은 열처리 온도와 알칼리 용액

의 종류가 다소 바뀌어도 동일하였다. 이로부터 카올린의

열처리가 알칼리활성화 반응성을 유발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열분석 결과나 X선 회절분석 결

과로 미루어 볼 때 카올린의 주광물인 halloysite 및

kaolinite의 결정구조의 규칙성이 결정수의 탈수와 함께 소

실되어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열처리 카올린을 비교하면 온도 곡선

의 정점 온도는 대략 유사하지만 정점에 이르는 시간과

온도 하락 속도는 white kaolin 쪽이 훨씬 빠르고 전체적

인 발열량 면에서는 pink kaolin 쪽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kaolinite 탈수물과 halloysite 탈수물

의 특성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2.2.2. 응결 시간

알칼리활성화 반응에 의한 지오폴리머의 생성은 알칼

리용액으로의 SiO4
4−
와 AlO4

5−
의 용해와 축중합, 그리고

적소에 양이온이 고정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반응의

진행 단계에 따라 페이스트에서는 초결, 종결 및 강도발

현이 순차적으로 관찰된다.
1-4)

 Fig. 7은 여러 가지 온도로

가열하여 얻은 열처리 카올린을 사용하여 몇 가지의 다

른 조건에서 만든 페이스트의 응결 시간 측정 결과들을

Fig. 6. Temperature change of the paste prepared at 60
o
C from 9-mol NaOH solution and (a) raw pink kaolin, (b) raw white kaolin,

(c) pink kaolin heat-treated at 600
o
C, and (d)white kaolin heat-treated at 6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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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먼저 알 수 있는 점은 열

처리 온도가 450
o
C에서부터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응결 시

간은 점차 단축되며, 열처리온도가 650
o
C 이상으로 높아

지면 응결 시간이 다시 지연되는 현상이다. 우선 응결 시

간 곡선이 하향하는 온도 구간은 앞의 XRD 결과(Fig. 5)

로 볼 때 halloysite의 탈수분해가 계속되는 구간과 일치

함으로서 halloysite의 탈수 산물의 양적 증가에 비례하여

페이스트의 응결 시간이 짧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러한 고찰은 halloysite의 열분해가 끝난 온도부터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결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고 대

체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카올린의 열처리 온도가 650
o
C

이상으로 높아질 때 페이스트의 응결 시간이 다시 지연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선 결정수 탈수 후의 불안정한

결정구조가 온도의 상승에 따라 다시 어떤 형태로 안정

성을 회복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선 X선 회절

분석 결과로 볼 때 이 온도구간에서는 광물상에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Fig. 8은 650
o
C에서 열처리한 두 종

류의 카올린과 열처리하지 않은 white kaolin의 SEM 사

진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서도 가열에 의한 입자의 분

화의 정도나 두 종류의 열처리 카올린간의 morphology 차

이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미묘한 결정성의 변화는 관찰하

기 어렵다. 따라서 높은 가열 온도 측에서 응결 시간이

다시 지연되는 현상은 결정수 탈수로 규칙성이 낮아진 카

올린의 결정 구조에 계속된 온도의 상승으로 비표면적 감

소 등의 추가적인 구조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고찰되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결정화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 7

의 (a)에 의하면 white kaolin 열처리물의 응결 시간이

pink kaolin 열처리물의 응결 시간보다 다소 느린 것으로

Fig. 7. Changes in setting time of the pastes according to the calcining temperature: (a) The effect of kinds of kaolin on the final

setting time of the paste prepared with 9-M NaOH solution at 90
o
C, (b) The effect of curing temperature on the final setting

time of the paste prepared  from pink kaolin with 6-M NaOH solution, (c)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NaOH solution on

the final setting time of the paste prepared from pink kaolin at 90
o
C, and (d) The effect of kinds of 9-M alkaline solution on

the initial setting time of the paste prepared from pink kaolin at 90
o
C.

Fig. 8. SEM microphotographs of (a) raw white kaolin, (b) white, and (c) pink kaolin heat treated at 6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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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는 앞의 Fig. 6의 페이스트 온도 곡선에서 정

점이 나타나는 시간이 white kaolin 쪽에서 다소 빨랐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로서, 페이스트의 발열 현상과 응결

현상은 똑같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Fig. 7의 (b)는 양생 온도가 응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60
o
C보다는 90

o
C의 양생

조건에서 응결 시간이 현저히 단축되고, 열처리 온도별로

단축되는 비율도 거의 동일하여 유사한 기울기의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료에서

나타나는 한편 상온 양생의 시료에서는 며칠이 지나도 응

결이 측정되지 않음으로서 양생온도를 높여주는 것 또한

열처리에 못지않게 카올린의 알칼리활성화 반응성을 높

여주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반응 온

도가 높을수록 슬래그 지오폴리머의 응결·경화가 촉진

된다는 연구 결과
14,15)
와 일치한다.

Fig. 7의 (c)와 (d)는 알칼리 용액의 농도와 종류가 페이

스트의 응결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알칼리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응결 시간은 단

축됨으로서 화학종의 농도 증가가 반응을 가속시킴을 알

수 있고 KOH보다는 NaOH 용액을 사용할 때 대체적으

로 응결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것은 K
+
와 Na

+
의 이온반경

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알

칼리 용액의 농도와 종류에 따라 응결 시간이 영향을 받

으면서도 열처리 온도 600
o
C를 중심으로 최저점을 나타

내는 응결 시간 곡선 특유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됨으로

서 열처리 온도의 변화가 카올린의 알칼리활성화에 여하

히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두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카올린을 비교적 저온의 여

러 가지 온도에서 결정수를 탈수시킨 후 알칼리 용액과

혼합하여 제조한 페이스트의 발열 거동과 응결 시간을 관

찰한 결과에 의하면 열처리 온도 및 양생 온도가 카올린

과 알칼리 용액 간의 반응성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열처리하지 않은 카올린 분말은 모든 양생온도에서 모

든 알칼리 용액과 전혀 반응성을 보이지 않으나 열처리

후에는 카올린의 종류나 처리 온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

로 광물상의 변화와 알칼리활성화 반응이 유도된다. 반응

성 부여는 결정수의 전량이 탈수된 직후인 600
o
C에서 열

처리할 때에 가장 효과적이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광

물상에는 별 변화가 없으나 가열에 의해 반응성이 다시

감소한다. 그러나 열처리를 한 시료도 상온에서는 반응성

을 나타내지 않는데 비하여 6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온

도에 비례하여 반응성이 증대됨으로서 양생 온도 또한 중

요한 반응 촉진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처리 및

양생 조건에서 반응성은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산화칼륨보다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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