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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e-Ni slag, converter slag and dephosphorization slag generated from the steel industry, and fly ash

or bottom ash from a power plant, were mixed at an appropriate mixing ratio and melted in a melting furnace in a mass-

production process for glass ceramics. Then, glass-ceramic products, having a basalt composition with SiO2, Al2O3, CaO, MgO,

and Fe2O3 components, were fabricated through casting and heat treatment process. Comparison was made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the modification of the process conditions. Glass-ceramic samples before and after the process modification

were similar in chemical composition, but Al2O3 and Na2O contents were slightly higher in the samples before the modification.

Before and after the process mod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ample had a melting temperature below 1250 oC, and that

pyroxene and diopside are the primary phases of the product. The crystallization temperature in the sample after modification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in the sample before modification. The activation energy for crystallization was evaluated and

found to be 467 kJ/mol for the sample before the process modification, and 337 kJ/mol for the sample after the process

modification. The degree of crystallinity was evaluated and found to be 82 % before the process change and 87 % after the

process chang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compressive strength and bending strength were evaluated and found to be

excellent for the sample after process modification. In conclusion, the samples after the process modification were evaluated

and found to have superior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ose before the modification.

Key words basalt, slag recycling, Kissinger method, crystallinity, mechanical strength.

1. 서  론

철강제품 생산공정에서는 많은 양의 슬래그가 발생된

다.1) 일반적으로 선철 1톤을 제조할 때 고로 슬래그 약

300 kg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매

년 2500만톤 전후의 철강슬래그가 발생된다.2) 철강슬래

그는 크게 고로(BF) 슬래그, 제강 슬래그로 분류될 수

있는데, 고로슬래그는 전체 철강슬래그의 약 60 %를 차

지하고 있으며, 시멘트원료로 많이 활용되고 토목, 건축의

자재로서 사용되어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되고 있다.3-5) 그

러나 제강슬래그의 경우 염기도가 높아서 수화반응에 의

한 분화거동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재활용율

이 20 %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장내에 쌓여

있거나, 매립되고 있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철강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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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

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용도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Glass-ceramic 소재의 제조는 유리의 특성인 내구성, 방

습성, 내열성 및 성형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결정화에 의한 우수한 물리적 특성, 내마모성, 내식성 등

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계산업, 전자산업, 우주산업 및

주방용 재료와 건축재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금속산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슬래그를 재활용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로슬래

그, 전로슬래그, 전기로슬래그를 이용하여 glass-ceramic

소재를 제조하는 연구를 여러 나라에서 수행하였다.6-19) 

국내에서도 오래전에 슬래그를 이용하여 제조한 glass-

ceramic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20,21) 본 연구

의 저자는 철강산업 및 산업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잘트

성분계의 고강도, 내마모 특성이 우수한 소재의 개발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22) SiO2를 주성분으로 하는 4원계

glass-ceramic 소재에서 크롬산화물과 티타늄산화물 성분

이 결정화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대량생산용 설비를 이용하여 철강산업

및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바잘트 성분을 가

지는 glass-ceramic 제품에 대하여 화학성분, 결정화 거

동,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공정조건에 따

른 특성의 비교를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원료

철강산업에서 발생되는 Fe-Ni 슬래그, 전로 슬래그, 탈

린 슬래그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fly ash 또는 bottom

ash를 원료로서 사용하였으며, 각 원료의 성분을 Table

1에 나타낸다. Fe-Ni 슬래그는 SNNC(Société de Nickel

de Nouvelle Calédonie et Corée)에서 공급되었으며, 전

로 슬래그와 탈린 슬래그는 포스코로부터 제공되었다. Fly

ash와 Bottom ash는 H 화력발전소에서 회수하였으며,

Fly ash는 미분이기 때문에 작업성이 좋지 않아 Bottom

ash를 주로 사용하였다. Fe-Ni 슬래그는 SiO2 성분이 가

장 많으나 MgO 성분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전로 슬

래그는 염기도가 2~3 정도이며 T. Fe 성분이 철산화물

로서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탈린 슬래그는 전로 슬

래그와 유사하나 염기도가 더 낮고 철산화물 성분이 약

간 높은 특징이 있다. 이들 원료의 융점은 Fe-Ni 슬래

그가 1410 oC이고, 다른 원료들은 1400 oC 미만을 나타

내었다. 일부 시료에서 첨가제로 Na2CO3를 사용하였다. 

2.2 바잘트 제품 제조공정

바잘트 소재 제조의 기본공정은 원료배합, 용해, 출탕,

주조 및 열처리로 구성된다. 저장된 4종의 원료를 배합

비에 따라 계량하여 각각의 호퍼로 장입한 후 screw

feeder를 통하여 혼합이 되고 회전용해로의 원료투입구로

장입한다. 배합 조성물이 완전히 용해될 수 있도록 회

전용해로의 온도는 1400~1450 oC로 승온하여 약 4.5시

간 동안 유지하여 균질화하였다. 용해된 용탕은 용해로

를 tilting하여 tundish type의 보온로로 이동된다. 보온

로에서는 용해로에서 출탕된 용탕을 저장하며 온도를 적

절한 주조온도로 맞추고 주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버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1250~1300 oC의 온

도로 조절하였다. 주조작업은 보온로에서 몰드로 용탕을

주입하여 이루어지는데, 몰드를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여

주입하였다. 타일제품을 제조할 때의 타일 몰드는 turn

table위에 몰드가 설치되어 회전하면서 주조작업이 연속

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조된 제품은 냉각이 되면서 응고

가 되어 일정시간 경과후 몰드에서 분리되고 이후 열처

리로로 벨트를 통해 이송되어 열처리로에서 결정화가 이

루어지게 된다. 열처리온도는 핵생성 및 결정성장에 대

한 사전 연구를 통하여 800~850 oC로 도출하였고 열처

리로 처리시간은 3시간으로 설정하였다.

2.3 특성 평가

시료는 용해로에서 출탕중 채취하여 급냉한 유리질 시

료와 열처리까지 끝낸 결정질재를 채취하여 특성의 평

가에 사용하였다. 당초 회전용해로의 내화물로서 알루미

나를 사용하였으나, 공정개선시 내화물을 마그크로 재질

로 변경하였다. 마그크로 내화물은 MgO 58 %, Cr2O3

22 %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사전 침식시험에서 바잘트 용

탕에 대하여 알루미나 대비 침식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시료는 공정개선전에 채취한 3개 시료(A 시료)와

공정개선후에 채취한 2개 종류의 시료(B 시료)를 이용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A 시료와 B 시료는 배합원료

조건 및 용해로 내부 내화물이 다르며, 그 이후의 열처

리 온도 및 패턴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X-Ray Diffraction(XRD, Rigaku Rotaflex 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teel slags and by-products used

in the present work (wt%).

Components
Fe-Ni

slag

BOF

slag

De-P

slag

Fly

ash

Bottom 

ash

MgO 30~35 2~5 2~3 1~3 1~3

Al2O3 2~3 2~6 2~5 20~25 20~25

SiO2 50~58 13~15 15~20 55~65 55~65

CaO 0.1~1.0 30~40 22~28 3~5 4~6

T. Fe 5~10 24~28 25~35 3~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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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500, Japan)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00 μm 이하의

분말을 이용하였고 측정조건은 CuKα 선으로 40 kV 200

mA로 수행하였다. 시료의 성분분석은 X-Ray Fluores-

cence(XRF, Rigaku, Simultix 12, Japan), ICP(Spectro

ARCOS EOP, Spectro Germany) 및 습식분석을 이용하

였다. 열분석(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은

TGA/DSC1(Mettler Toledo, Swiss) 장비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시료는 뚜껑이 있는 알루미나제 팬(용량 70 μl)

에 시료분말을 넣고 승온속도 10 oC/min로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하였으며, 측정온도 범위는 600~1500 oC로 하

였다. 시료의 기계적 특성은 압축강도와 굽힘강도를 측

정하였다. 압축강도는 Zwick Roell Z020(Zwick, Ger-

many) 시험기를 이용하였으며, 시료를 4 × 4 × 6 mm 크

기의 직육면체로 가공하여 측정하였다. 굽힘강도는 만능

시험기(MTS, Sintech 30/G, USA)를 이용하여 3점굽힘시

험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시료는 결정질 소재의 중심부

를 4 × 5 × 30 mm 크기의 봉 형태로 가공하고 표면을 다

이아몬드 슬러리로 연마하였다. 측정시 Span 길이는 15

mm, Loading speed는 0.5 mm/min으로 하였으며, 각 시

료의 분석은 10개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을 평균하여 산

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료의 화학성분

Fe-Ni 슬래그, 전로 슬래그, 탈린 슬래그와 fly ash/

bottom ash의 4가지 원료를 건조, 파쇄, 혼합과정을 통

해 적정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Fly

ash와 bottom ash는 화학성분은 유사하였으며, 주요 화

학성분은 SiO2, Al2O3, CaO, MgO, Fe2O3 등이고 미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 B로 구분

한 2종류의 시료를 채취하여 특성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채취한 시료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성분을 중

심으로 Fig. 1의 4원계 상태도상에 표시하였다. (a) 그

림은 SiO2-Al2O3-CaO 계에서 Fe2O3를 15 wt%로 고정하

여 나타낸 1400 oC에서의 상태도이며, (b)는 SiO2-Al2O3-

Fe2O3 계에서 MgO 성분을 15 wt%로 고정한 1400 oC에

서의 상태도를 나타낸다. 시료는 SiO2 성분이 많고 CaO

(또는 MgO) 성분이 비교적 적어 염기도는 낮은 편이

다. 철산화물은 조핵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24-26) 15 wt% 전후 함유하도록 배합비를 조정하였다.

Fig. 1의 (a), (b) 상태도상에서 보듯이 1400 oC에서 시

료는 모두 액상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공정의 용해로의 온도인 1400~1450 oC의 온도 범위

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A와 B 시료에서 첨가제인

산화나트륨(Na2O) 성분은 A 시료는 3 wt% 정도 함유하

고 있으나, B 시료에서는 0.2 wt% 정도로 미량만 포함

되어 있다. 

3.2 고온현미경 분석

시료의 용융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온현미경 실험

을 수행하였다. 고온현미경 분석은 시료분말을 일정한 압

력을 가하여 일정한 크기의 실린더 형태로 성형한 후 카

메라가 설치된 가열로에서 일정한 승온속도로 가열하면

서 시료형상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해석하는 방

법으로서 DIN이나 ASTM에 측정방법에 대하여 상세하

게 규정되어 있다.27) 

Fig. 2는 시료에 대한 고온현미경 분석시 온도에 따른

시료높이의 변화를 고온부인 1100 oC부터 나타낸다. 시

료형상의 변화에서 Hemisphere 점을 용융점으로 판단한

다면, 시료높이가 처음 높이의 50 %가 되는 점을 용융

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 Fig. 2에서 A-1은 1216 oC, A-

Fig. 1. Composition of specimen: (a) SiO2-Al2O3-CaO-Fe2O315 wt%,

(b) SiO2-Al2O3-Fe2O3-MgO1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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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1230 oC, A-3, B-1, B-2는 공교롭게 1236 oC의 융점

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어 각 시료는 1250 oC 미만에

서 모두 용융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3.3 상분석

Fig. 3은 용해된 시료를 급냉하여 채취한 유리질 시료

의 XRD 패턴을 나타낸다. Fig. 3에 나타낸 4종류의 시

료는 용탕을 급냉하였기 때문에 결정화가 되지 않아 유

리질이 얻어지나, 결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 결정상은 Magnetite(Al2FeO4)로 spinel 구

조를 가지며, 용탕이 급냉되는 과정에서 일부 석출된 것

으로 사료된다.

시료중 결정질 부분의 XRD 패턴을 Fig. 4에 나타내

었으며 (a)는 A 시료, (b)는 B 시료의 패턴을 각각 나

타낸다. A 시료와 B 시료의 각 패턴이 서로 매우 유사

하며 Pyroxene(Mg2Si2O6), Clinopyroxene(CaSi2TiO6), Di-

opside(CaMgSi2O6)의 결정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상들

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들로 Pyroxene 계

통으로서 알려져 있다.21,28) 

3.4 열분석

시료에 대하여 핵생성 및 결정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하여 열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DSC에 의

한 열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결정화온도가 두 개 나타

났으며, 주요 온도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고,

괄호로 표기한 것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나

타낸다. 유리천이온도(Tg)는 660~670 oC 부근에서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결정화온도(Tc)는 840~880 oC와 1050~

1200 oC의 두 지점에서 나타났다. B 시료의 경우 두 번

째 결정화온도를 판단하기가 불명확하였다. 결정화온도는

전반적으로 A 시료가 B 시료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

다. Na2O는 염기성산화물로서 실리콘산화물의 그물구조

를 파괴하여 실리콘산화물 유리의 점도를 낮추는 성질

Fig. 3. XRD patterns for glass samples.

Fig. 2. Change of H/H0 during melting measured by heating

microscope.

Fig. 4. XRD patterns for crystallin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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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따라서 용탕내에서 여러 가지 이온 및 복합이

온의 확산 및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결정이 빠르게 형

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9,30) 따라서 결정

화온도가 Na2O 성분이 약간 첨가된 A 시료가 B 시료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시료에는 SiO2, CaO 성

분이 낮고 Al2O3, Na2O 성분이 약간 높으며, B 시료에

서는 SiO2, CaO 성분이 약간 높고 Al2O3이 낮으며,

Cr2O3 성분이 약간 높게 함유되어 있다. A 시료에는

Na2O 성분이 3 wt% 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염기성 성

분인 CaO 함량이 낮으며, 다양한 성분에 의해 복합적

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Na2O에 의한 효과만으로 용

탕의 점도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다

음의 점도에 대한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FactSage를 이용하여 용탕의 점도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

낸다. A 시료는 Na2O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점도가

B 시료 보다 더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3.5 결정화 거동

결정화 거동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하여 H. E.

Kissinger가 처음으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화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를 측정하였으며,31) 여러 연구자들이

ceramic 재료의 결정화에 대한 고찰에서 이용한 바 있

다.10-12,17,18,32,33) 열분석결과에서 두 개의 결정화 피크중

에서 첫 번째 주피크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7(a)에 여러 가지 승온속도로 측정한 DSC 분석결과를 나

타낸다. 본 측정결과로부터 다음 식을 이용한 해석에 의

해 결정화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Fig. 5. DSC profiles of samples.

Table 2. Transformation temperatures determined by DSC profile.

(
o
C) A-1 A-2 A-3 B-1 B-2

Tg 658 662 666 670 669

Tc1 838 850 853 876 872

Tc2 1051 1065 1062 (1095) (1085)

Tm (1216) (1216) (1226) (1236) (1220)

Fig. 6. Viscosities of sample melts calculated by FactSage.

Fig. 7. Kissinger analysis on B-1 glass sample: (a) DSC profiles

with different scan rate, (b) linear fitting analysis based on the

Kissinger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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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Φ는 DSC 승온속도(K/min), Tp는 결정화 온도

(K), R은 기체상수, Ec는 활성화에너지(J/mol)을 나타낸

다. Fig. 7(b)는 상기 식을 이용하여 좌측의 로그항과 1/

Tp의 관계를 나타낸다. 본 관계에서 기울기로부터 활성

화에너지, Ec를 도출할 수 있다. Fig. 7은 B-1 시료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며, 활성화에너지는 337 kJ/

mol로 구하여졌다. 한편, A-2에 대하여는 이보다 더 큰

467 kJ/mol의 활성화에너지가 구하여졌다. 결정화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값을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값과 비교하

여 Table 3에 사용한 원료 및 생성된 주상과 함께 나타

낸다. Table 3에서 보듯이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한 glass-ceramic 재료에서 확인된 상은 gehlenite, py-

roxene, augite, anorthite, diopside 상 등이며, 활성화에

너지 값은 작은 경우 200 kJ/mol, 큰 경우는 460 kJ/mol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통상 300 kJ/mol 대의 값을

나타내었다. 앞에서 A 시료에는 Na2O 성분이 3 wt% 함

유되어 있었고, B 시료에는 미량만 존재하여, 염기성 산

화물인 Na2O 성분이 많은 A 시료의 점도가 낮을 것으

로 예상되었으나, 계산한 결과 B 시료의 점도가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도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에 비

해 용탕내에 존재하는 이온들의 확산이나 이동이 용이

하여 결정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B

시료의 결정화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가 A 시료보다 작

은 결과와 정성적으로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결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결정화도를 고찰하였다. 결정화도는 비정질 산란법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비정질 산란법은 J. E. Field가 고무

가 연신되었을 때 분자배열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

을 측정하기 위하여 처음 제안된 방법으로 X선회절을 이

용하여 결정화도를 평가하였다.34) 이후 몇몇 연구에서 이

방법을 세라믹재료에 적용하여 Glass-ceramic 재료의 결

정화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20,35)

비정질 산란법에 의한 결정화도는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Crystallinity(%) = (2)

여기서 Ig는 유리질의 산란도를 나타내며, Ix는 시료의

산란도, Ic는 완전히 결정화처리된 시료의 산란도를 나타

내며, 본 연구에서는 유리질 시료를 900 oC에서 24시간

열처리하여 충분히 결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산란도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산란도는 X선회절 패턴

의 주피크 주변에서 일정시간 동안의 background 강도

를 측정하여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2Θ를 28.8과 29.0

deg.에서 고정하여 200초간 X선 산란강도를 측정한 값

을 사용하였다. 장승현과 정현진은 슬래그를 이용하여 제

조한 glass-ceramic 소재의 결정화 거동 연구를 수행하

여 본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결정화도를 산출하여 결정

화 열처리 온도에 따라 결정화도가 변화하며, 850 oC~

925 oC, 6시간의 열처리에 의해 50~80 %의 결정화도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A 시료는 평균

82 %의 결정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시료

에 대하여는 87 %의 결정화도가 얻어져, B 시료에서 더

높은 결정화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위에서 B 시료의 결

정화에 대한 활성화에너지가 더 낮은 값을 나타낸 것과

정성적으로 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6 기계적 특성 

시료의 기계적 강도는 압축강도와 굽힘강도를 측정하

여 평가하였다. 압축강도의 측정결과를 Table 4에, 굽힘

강도 측정결과는 Fig. 8에 나타낸다. 나타낸다. A의 시

료보다 B의 시료가 훨씬 더 큰 압축강도 및 굽힘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측정된 압축강도값은 이전에 본 연구

의 저자들이 보고한 결과22)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

하고 비교하면, A 시료는 약간 낮으며, B 시료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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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activation energy for crystallization with other reports.

Year Researcher Phases Ec (kJ/mol) Raw Materials

2005 A. A. Francis
8)

gehlenite, pyroxene 457.5 BF slag

2005 M. Rezvani et al.33) diopside 253.60 SiO2, Al2O3, MgO, CaO, Cr2O3 Fe2O3, TiO2

2006 A. A. Francis10) pyroxene, magnetite 355, 329 BF slag, BF dust

2009 M. Ma et al.
32)

augite 349.63 Ni residue, TiO2, Cr2O3

2010 Z. Wang et al.11) diopside, hedenbergite 201.28 Ni slag, BF slag, quartz sand

2014 Z. Yang et al.17) anorthite, diopside 316~377 Cu slag

2015 A. Kamusheva et al.
18)

phroxene 324 EAF slag

2017 G.-S. Back et al.23) pyroxene, spinel 320 SiO2, Al2O3, MgO, CaO, Cr2O3

2017 G.-S. Back et al.23) pyroxene 403 SiO2, Al2O3, MgO, CaO, TiO2

2017 present work pyroxene, diopside 337, 467 Fe-Ni slag, BOF slag, de-P slag, bottom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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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결과는 SiO2 성분이 본

연구의 시료보다 약간 더 많으며, diopside와 anorthite

상이 주상으로 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시료는

pyroxene과 diopside 상이 확인되었다. A 시료는 Na2O

성분이 첨가된 것으로서 시료의 파면을 관찰해 보면 기

공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알루미나 성분으로 확

인된 백색의 입자가 관찰되었다. B 시료의 경우는 내부

결정질 부분이 치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A 시료 제조

시 용해로의 내화물은 알루미나 재질로 되어 있었으며

일부 알루미나 입자가 탈락되어 용탕중에 혼입된 것으

로 사료된다. B 시료의 경우 성분에 약간의 Cr2O3 성

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용해로 내화물이 약간 혼입

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용탕중에 입자로 존재하지는 않

았다.

정리하면, 시료 A의 경우 원료배합시 Na2CO3를 첨가

하였고, 용해로 내화물을 알루미나를 사용하였다. 시료 B

에서는 다른 원료의 배합비율은 변화하지 않고 Na2CO3

를 첨가하지 않았으며, 용해로 내화물을 마그크로를 사

용하였다. 시료 A에서 Na2CO3는 용탕중에서 Na2O와

CO2로 분해되므로 주조조직에 약간의 기공이 남는 것으

로 사료된다. 용해로 내화물은 알루미나의 경우 일부 알

루미나 입자가 탈락되어 용탕중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

료되며, 마그크로 내화물의 경우 MgO 성분이 58 %,

Cr2O3 성분이 22 %로서 기공률이 적으며 침식율이 적고,

바잘트소재의 조직이 치밀해 안정적인 조업 및 품질확

보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철강산업에서 발생되는 3종의 슬래그와 화력발전소 부

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Glass-Ceramic 소재의 대량생

산 공정에서 공정조건의 변경전과 변경 후에 채취한 시

료의 특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정조건 변경전과 변경후의 Glass-Ceramic 시료는 화

학성분이 유사하나 변경전 시료에서는 Al2O3와 Na2O 성

분이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공정변경 전/후 시료

는 1250 oC 이하의 용융온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생성상은 주로 pyroxene 및 diopside 계열의 상으

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열분석 결과에서 결정화온도는

공정변경 후의 시료가 약간 높게 관찰되었으며, 결정화

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는 공정변경전 시료가 467 kJ/mol

공정변경후의 시료가 337 kJ/mol로 산출되어 공정변경후

의 시료가 더 작은 값을 가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정화도는 공정변경전이 82 %, 공정변경후의 시료가

87 %로 평가되었다. 기계적 특성은 압축강도 및 굽힘강

도 모두 공정변경 후의 시료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이상을 종합하면 공정변경후의 시료가 변경 전에 비

하여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No.

20145010600040).

 

References

1. P. E. Tsakiridis, G. D. Papadimitriou, S. Tsivilis and C.
Koroneos, J. Hazard. Mater. 152, 805 (2008). 

2. S. W. Choi, V. Kim, W. S. Chang and E. Y. Kim, J.
Concrete 19, 28 (2007). 

3. K. Freidin and E. Erell, Cement Concrete Comp., 17,
289 (1995). 

4. M. Heikal, I. Aiad and I. M. Helmy, Cement Concrete
Res., 32, 1805 (2002). 

5. S. Kourounis, S. Tsivilis, P. E. Tsakiridis, G. D.
Papadimitriou and Z. Tsibouki, Cement Concrete Res., 37,
815 (2007). 

6. P. J. Nel and A. Täuber, J. South African Inst. Mining
Metall., (1970) July, 366. 

7. M. L. Öveço lu, J. Euro. Ceram. Soc., 18, 161 (1998). 
8. A. A. Francis, J. Am. Ceram. Soc., 88, 1859 (2005).
9. M. V. Folgueras, P. N. de Oliveira and O. E. Alarcon,

Am. Ceram. Soc. Bull., (2005) Nov., 9201.
10. A. A. Francis, Mater. Res. Bull., 41, 1146 (2006).

g
o

Fig. 8. Comparison of bending strength.

Table 4. Compressive strength of fabricated products.

(MPa) A-1 A-2 A-3 B-1 B-2

Average 454.9 328.2 226.8 546.2 550.6

Maximum 874.4 668.0 371.7 705.2 808.9

Minimum 134.9 154.2 143.0 346.5 274.0



288 정우광·백구슬·윤미정·이지욱

11. Z. Wang, W. Ni, Y. Jia, L. Zhu and X. Huang, J. Non-
Crys. Solids, 356, 1554 (2010). 

12. G. A. Khater, Ceram. Int., 37, 2193 (2011).
13. K. Zhang, J. Liu, W. Liu and J. Yang, Chemosphere, 85,

689 (2011). 
14. F. He, Y. Fang, J. Xie and J. Xie, Mater. Des., 42, 198

(2012). 
15. Y. Wang, Q. Jiang, G. Luo, W. Yu and Y. Ban, J.

Metall., 954021 (2012).
16. Z. Yang, Q. Lin, J. Xia, Y. He, G. Liao and Y. Ke, J.

Alloys Compd., 574, 354 (2013). 
17. Z. Yang, Q. Lin, S. Lu, Y. He, G. Liao and Y. Ke,

Ceram. Int., 40, 7297 (2014).
18. A. Kamusheva, E. M. A. Hamzawy and A. Karamanov,

J. Chem. Tech. Metall., 50, 512 (2015). 
19. E. Mohamed, P. Shahsavari, B. Eftekhari-Yekta and V.

K. Marghussian, Trans. Ind. Ceram. Soc., 74, 1 (2015).
20. S.-H. Chang and H.-J. Jung, J. Korean Ceram. Soc., 17,

20 (1980) (in Korean).
21. S.-H. Chang and H.-J. Jung, J. Korean Ceram. Soc., 17,

27 (1980) (in Korean).
22. G.-S. Back, H. S. Park, S. M. Seo and W.-G. Jung, Met.

Mater. Int., 21, 1061 (2015).
23. G.-S. Back, M.-J. Yoon and W.-G. Jung, Met. Mater.

Int., (2017) (in press).

24. M. Rezvani, B. Eftekhari-Yekta, M. Solati-Hashjin and
V. K. Marghussian, Ceram. Int., 31, 75 (2005). 

25. S. M. Wang, Environ. Sci. Technol., 44, 4816 (2010). 
26. X. Ren, W. Zhang, Y. Zhang, P. Zhang and J. Liu,

Trans. Nonferrous Met. Soc. China, 25, 137 (2015). 
27. ASTM D1857/D1857M, DIN 51730:1998
28. H. J. Jung, “Controlled Crystallization and Properties of

Glasses in the System CaO-MgO-Al2O3-SiO2” Ph.D.
Thesis, Leed University, United Kingdom (1976).

29. D. U. Tulyaganov, XIX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Glass, Vol. 2 Extended Abstract, Edinburgh,
Scotland, 1-6 July, 198 (2001).

30. I. L. Denry and J. A. Holloway, J. Biomed. Mat. Res.,
63, 48 (2002).

31. H. E. Kissinger, J. Res. Natl. Bur. Stand., (US) 57, 217
(1956). 

32. M. Ma, W. Ni, Y. Wang, X. Li, F. Liu and Z. Wang, J.
Chin. Ceram. Soc., 37, 609 (2009). 

33. M. Rezvani, B. Eftekhari-Yekta, M. Solati-Hashjin and
V. K. Marghussian, Ceram. Int., 31, 75 (2005). 

34. J. E. Field, J. Appl. Phys. 12, 23 (1941). (http://dx.doi.
org/10.1063/1.1712848) 

35. S. M. Ohlberg and D. W. Strickler, J. Am. Ceram. Soc.,
45, 170 (1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