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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polymerization을 적용한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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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possible use of indigenous natural loess (Hwangtoh) as a new binding material via geopolymerization

process is examined. Hwangtoh pastes with four different mix proportions of varying alkali liquid concentrations (6 M, 8 M) and

the constituents of the binder as well as the alkali liquid at a constant liquid-to-binder ratio of 0.55 were prepared. Analysis of the

natural loess (Hwangtoh) paste was carried out as follows : 1) Measure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nd weight of cubic specimens

versus curing time; 2) Analysis by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bout reaction product; 3)

Porosity analysis of hardened Hwangtoh paste. The result showed that it is possible to prepare Hwangtoh paste with 29.1 MPa at

the age of 7 day by using alkali solution (made as 1 : 4.5 the mass ratio of liquefied Na2SiO3 and NaOH solution and applying

the curing temperature of 60
o
C).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moisture evaporation from the

paste seems to be independent of curing temperature. Therefore, it seems that higher early strength of the paste specimens cured

at higher temperature can be attributed to both higher rate of reaction and moisture eva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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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의 주요 구성물 중 결합재인 시멘트는 건설현

장에서 요구하는 시공성,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족시키

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400oC의 높은 온도에서 생산

되는 시멘트는 높은 에너지 소비와 그에 따른 막대한 양

의 CO2 발생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

식되면서 대체 재료의 개발과 사용량 절감 등이 요구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사용량 절감과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해 잠재수경성을 가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실리카 퓸)을 콘크리트 혼화재로 활

용하고 있으며, 대체 결합재 개발을 위해 반응성 산화물

(규사, 규산알루미늄, 생석회) 함량이 높은 재료의 경화

를 알칼리 자극제로 유도하는 지오폴리머 반응법

(geopolymerization)이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오폴리머 반응법 관련 연구는 Kuhl, Chassevent,

Feret,1) Fudon2) 등이 슬래그와 알칼리용액의 반응을 고

찰한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Glukhovsky3)
는 알칼리 성

분이 있는 제올라이트를 다량 포함하는 천연광석의 분석

을 통해 알칼리 활성 시멘트(alkali activated cement)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Davidovits4)
는 소성

된 카올리나이트와 석회석을 사용하여 알칼리성 시멘트

(alkaline cement)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지오폴리머

(geopolymer)”라 명명하였다. 이 후의 알칼리성 시멘트

개발을 위한 지오폴리머 반응법 관련 연구는 사용되는

재료의 성분적 특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

지로 구별되었다.5,6)

1) Si + Ca를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와 낮은 알칼리성

자극제를 반응시켜 경화를 유도하는 방법

2) Si + Al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와 높은 알칼리성 자

극제와 반응시키는 방법

첫 번째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가 고로슬래그를 사용7-11)

하여 진행된 것으로 지오폴리머 반응법 관련 연구 
중 가

장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반응생성물은 상온(20oC)에서

40 MPa 이상의 강도발현이 가능하지만 빠른 경화에 의

한 시공성 저하와 건조수축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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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실리카 퓸, 메타카올린 등12-17)

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50oC 이상의 고온양생을

필요로 하지만 60 MPa 이상의 높은 강도발현 및 내구성

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

용되고 있는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실리카퓸, 메타카

올린 등에 의한 콘크리트 성능 향상이 널리 알려지며 최

근 그 수요의 증가와 함께 가격상승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재료를 사용한 알칼리성 시멘트 개발에 있

어 경제성 확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친환경

재료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알칼리성 시멘트 개발

에 Si + Al 성분을 다량 포함하는 카올린(kaolin)계 천연

자원의 활용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카올린계 천연자원인 황토가 국내토양의

15%를 차지하여 그 매장량이 풍부하고 수급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황토 관련 연구는 천연황토를 잔골

재나 시멘트의 혼화재로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18,19)

와 천연황토를 소성하여 제작한 활성황토에 무기재료를

혼합하여 시멘트 혼화재나 대체재로 사용하는 연구20-24)

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천연황토는 건조수축에 의한 균

열 및 낮은 강도특성의 결점이 제기되었고, 활성황토는

600~1,200oC의 소성 온도가 필요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 소비량 및 CO2 발생량 저감이 제한적이라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천연황토의 이러한 한

계점을 극복하고 친환경적인 건설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활용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알칼리 자극제의 사용량과

양생온도를 실험 변수로 하여 지오폴리머 반응법을 적용

한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콘크리트

결합재로서 천연황토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2. 실 험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천연황토

와 알칼리 자극제를 혼합하여 천연황토 페이스트 시험체

를 제조하여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X-ray 회절분석(XRD)을 통해 반응 생성물을 확인하고

그 형상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촬영하였으며, 수

은압입법으로 경화체의 공극률을 분석하였다.

2.1 실험 재료

2.1.1 천연황토의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천연황토는 경남 창원에서 생산된

것이다. 천연황토는 Table 1과 같이 SiO2, Al2O3, Fe2O3

등의 반응성 산화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이 반응성

산화물은 천연황토의 97% 이상을 차지한다. 

천연황토는 구형입자와 부정형입자의 혼합물로서 입자

의 크기는 대부분 직경 3 mm이하이다. 이 연구에서는 알

칼리 자극제와의 반응성 향상을 위해 천연황토를 200 µm

이하로 분쇄하여 사용하였으며, 입도분포는 Table 2와 같다.

분쇄 후 천연황토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거친 표면

을 가지고 있으며 다각형 입자가 모여 다공질의 cluster

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Fig. 2는 천연황토의 XRD 결과

로서 주요 결정상은 Quartz, Kaolinite, Halloysite 및

Gibbsite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8o(2θ)에서 최

대 광학값을 나타낸다.

2.1.2 자극제 및 대체재

지오폴리머 반응법에 의한 천연황토의 잠재수경성 발

현을 위한 자극제로 수산화나트륨(NaOH) 수용액과 액상

규산나트륨(Na2SiO3)을 사용하였으며, 액상 규산나트륨의

화학조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또한, 시험체의 조기강도 증진을 위해 사용된 시멘트

는 KS L 5201에 의거한 A사 제품으로 비중 3.14, 분말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Hwangtoh (mass%)

SiO2 Al2O3 Fe2O3 K2O TiO2 MgO

46.20 42.91 8.39 1.15 0.60 0.41

Fig. 1 SEM micrograph of natural Hwangtoh

Fig. 2 X-ray pattern of natural Hwangtoh

Tabl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Hwangtoh (mass%)

Smaller than

particle size (µm)
1.0 5 10 50 100 150 200

Cumulative rate 

(%)
1.26 11.44 39.31 73.99 97.31 99.6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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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00 cm2/g인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그 화학조성은

Table 4와 같다. 

2.2 실험 방법

2.2.1 천연황토의 유동성

이 실험에서 시험체의 배합을 결정하기 위해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유동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천연황토의 유동

성 파악을 위해 KS F 2574의 플로 값 측정 방법에 따라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플로우를 물-천연황토비 0.45~0.65

범위내에서 0.05단위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Fig.

3과 같다. 

물-천연황토비의 증가에 따라 플로우 값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플로우 실험 결과 천연황토는 시공

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0.55~0.60 이상의 물-천연황토

비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

공성 확보를 위해 혼화제 등이 접목되어질 향후 연구와

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배합에 있어 물-천연황토비 0.55

를 사용하였다.

2.2.2 압축강도 및 중량변화

지오폴리머 반응법을 적용한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변수와 배

합비는 Table 5와 같다. 천연황토의 잠재수경성 발현을

위한 자극제는 수산화나트륨(NaOH)을 6 M과 8 M 수용

액으로 제조한 후, 액상 규산나트륨(Na2SiO3)을 결합재

중량 대비 나트륨산(Na2O)의 중량비를 기준으로 0.0046,

0.0092로 첨가하였으며, 전체 배합의 용액/결합재(liquid/

binder)비는 유동성 실험 결과를 토대로 0.55로 유지하였

다. 또한, 조기강도 증진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IV계열은 결합재로 사용되는 천연황토의 5%를 시멘트로

치환하였다. 

시험체는 KS L 5105에 따라 50 mm × 50 mm × 50 mm

로 성형하였으며, 성형 후 6시간 뒤 탈형하여 7일간 압

축강도 및 중량변화를 재령에 따라 3개씩 측정하였다.

압축강도 측정시점까지 I~IV 시험체는 60 ± 1oC에서 항

온양생(양생조건 A) 하였으며, IV* 
계열은 IV계열과 동

일한 배합으로 시험체를 제작하고 탈형 후 24시간까지

60 ± 1oC에서 항온양생한 후 압축강도 측정시까지 20 ± 1oC

에서 기건양생(양생조건 B) 하였다.

2.2.3 반응생성물 및 공극률 분석

천연황토와 알칼리 자극제에 의해 생성된 반응 생성물

의 확인을 위해 D/Max-2200장비를 사용하여 X-ray 회절

분석(XRD)을 실시하였다. XRD는 상온에서 2θscan을 5o

~80o 범위내에서 측정하였으며, 40 kV의 가속전압과 150 mA

의 전류조건하에서 X-ray source로 Cu/K-alp ha1(λ =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liquefied Na2SiO3 (mass%)

SiO2 Na2O Water (H2O)

28.1 9.2 62.7

Table 4 Chemical properties of cement (mass%)

SiO2 Fe2O3 CaO MgO SO3 Al2O3 Ig-loss

21.95 2.81 60.12 3.32 2.11 6.59 2.58

Table 5 Mixture proportions of Hwangtoh paste

Series

Liquid/

Binder

(L/B)

Binder
Liquid

Curing

condition
NaOH solution Liquefied Na2SiO3

Hwangtoh Cement Molarity NaOH Water Na2O SiO2 Water

I

0.55

100 - 6M 10.20 39.80 0.46 1.405 3.135

A
II 100 - 8M 13.10 36.90 0.46 1.405 3.135

III 100 - 8M 11.79 33.21 0.92 2.81 6.27

IV 95 5 8M 11.79 33.21 0.92 2.81 6.27

IV
*

95 5 8M 11.79 33.21 0.92 2.81 6.27 B

Fig. 3 Average flow of natural Hwangtoh paste Fig. 4 Cur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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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59 Å)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시험체 내의 반응

생성물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Hitachi S-4300 장비를

사용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촬영을 실시하였다. 또

한, 경화된 천연황토 시험체의 다공성 및 누적세공부피

측정을 위해 공극률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극률 분석은

Micrometrics Auto IV 9500 장비를 이용하여 수은압입법

에 의해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

천연황토와 알칼리 자극제에 의해 경화된 I~IV계열 시

험체의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 측정값은 Table 6과 같으

며, 그 평균값은 Fig. 5와 같다. 

결합재 대비 액상 규산나트륨의 나트륨산(Na2O) 중량

비를 0.0046으로 유지한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7일에

수산화나트륨 6 M 수용액을 사용한 I계열에서 11.50 MPa,

8 M 수용액을 사용한 II계열에서 13.23 MPa을 가진다. 그

리고 II 계열과 동일한 수산화나트륨 몰농도에서 나트륨

산(Na2O) 중량비를 0.0092로 증가시킨 III계열의 압축강

도는 재령 7일에 18.02 MPa을 가져 수산화나트륨(NaOH)

에 비해 규산나트륨(Na2SiO3)에 의한 압축강도 발현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령에 따라 규산나

트륨(Na2SiO3)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I, II 계열은 재

령 5일 이후 압축강도 증가율이 감소하는 반면 III계열

은 재령 3일부터 압축강도 증가율이 감소한다. 이것은

수분 증발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합력을 발생시키

는 규산나트륨의 특성이 초기재령의 압축강도 발현에 크

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III계열과 동일한 알칼리 자극제를 사용하면서 결합재인

천연황토의 5%를 시멘트로 치환한 IV계열의 압축강도는

초기재령에 큰 증가율을 가지며 재령 3일에 21.77 MPa을

발현하였다. IV계열은 III계열과 유사하게 재령 3일째부

터 강도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재령 7일에 압축강도

29.10 MPa를 가져 III계열에 비해 61.5% 높은 압축강도

를 보였다.

천연황토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7일에 I계열은 KS

F 4004에 규정된 콘크리트 벽돌의 A종 허용압축강도

82 kgf/cm3 (8.04 MPa)를, II계열은 B종 허용압축강도

122 kgf/cm3 (11.96 MPa)를, III계열은 C종 허용압축강도

163 kgf/cm3(15.98 MPa)를 만족하였다. 특히, IV계열은

29.10 MPa의 압축강도를 나타냄으로서 강도적 측면에서

콘크리트 벽돌과 유사한 강도를 요구하는 건설재료에 지

오폴리머 반응법을 적용한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3 중량 변화에 따른 강도발현에의 영향

지오폴리머 반응법에 의한 천연황토의 경화 과정에서

시험체의 중량은 성형시와 비교하여 Fig. 6과 같이 변화

한다. 모든 계열의 시험체에서 초기 재령에 중량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재령 7일에 모든 계열의 실험체에서

23~27%의 중량 감소가 발생되었다. 이는 배합시 투입한

수분의 대부분이 60oC에서 양생시 재령 7일째까지의 경

화 과정에서 증발함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시험체의 중량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발현하였던 IV계

열의 배합을 사용하여 양생온도를 변화시켜 초기 배합시

Table 6 Compressive strength of Hwangtoh paste

Specimen
Compressive strength (MPa)

1 day 3 days 5 days 7 days

I

a 3.17 5.88 9.37 11.25

b 3.20 6.20 9.89 11.72

c 3.14 6.07 9.78 11.53

II

a 3.13 6.28 11.23 13.50

b 3.39 7.15 11.67 13.22

c 3.18 7.21 11.44 12.96

III

a 4.50 13.88 16.96 17.95

b 5.28 14.09 17.06 18.09

c 4.88 13.65 17.14 18.01

IV

a 9.01 22.08 26.28 30.09

b 9.37 21.79 26.46 29.15

c 9.20 21.45 26.37 28.06

Fig. 5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versus curing time Fig. 6 Normalized specimen weight versus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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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한 총 수분량 대비 수분증발 비율과 이에 따른 압

축강도 변화의 경향을 측정하였다. IV계열의 결과와 비

교할 대조군 시험체인 IV*
계열은

 IV계열과 동일한 배합

으로 성형하여 탈형 후 24시간 동안 60oC에서 양생한 후

상온(20oC)에서 기건양생을 실시하였다. IV계열 실험체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수분이 증발되

는 재령 7일, 상대적으로 수분증발이 늦은 IV*
계열은 재

령 28일까지 수분증발 비율과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수

분증발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의 경향은 Fig. 7과 같다.

Fig. 7에서와 같이 수분증발 비율의 증가에 따라 압축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IV*
계열은 V계열에 비해

수분증발에 필요한 총 양생기간은 증가하지만 수분증발

비율에 따른 압축강도의 변화는 V계열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3.2 반응생성물과 미세구조 분석

지오폴리머 반응법에 의해 경화된 시험체 내 반응 생

성물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한 주사전자현미경(SEM) 촬

영은 결합재로 천연황토 만을 사용한 시험체 중 가장 높

은 강도를 발현한 III계열 시험체와 조기강도 발현을 위

해 천연황토의 일부를 시멘트로 대체한 IV계열의 시험

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8은 재령 7일의 III계열 시험체로서 알칼리 용액

에 의해 천연황토로부터 생성된 반응생성물, 규산나트륨

및 천연황토가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부정형의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던 황토입자는 자극제와의 반응을

통해 거친 표면이 제거되었으며, 하나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입자간 접촉면을 통해 부착 되어있다. III계열 시험

체의 XRD 결과인 Fig. 10을 천연황토의 XRD 분석 결

과인 Fig. 2와 비교했을 때 Halloysite는 대부분 Kaolinite

로 전환되고 Na를 포함하고 있는 알칼리 자극제의 영향

으로 Faujasite-Na가 형성되었다. 다른 반응생성물은 소

량이거나 비결정질로서 XRD 분석 결과에는 확실한 피

크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 Fig. 9는 재령 7일의 IV계열 시험체로서 III

계열보다 입자간 조직이 치밀해지고 다공성이 줄어들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도증진은 Fig. 11의 XRD 결과

를 볼 때 소량 사용된 시멘트의 Ca 성분에 의해 생성된

Ca(OH)2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Ca 성분이 거의

없는 천연황토를 Ca 성분을 다량 포함하는 혼화재로 일

부 치환함으로서 지오폴리머 반응법 적용시 압축강도의

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 다공성 및 평균세공 직경

지오폴리머 반응법에 의한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다공

성 및 누적세공부피은 micromeritrics auto IV 9500을 이

Fig. 7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versus degree of

moisture evaporation

Fig. 8 SEM micrograph of III series at 7 days

Fig. 9 SEM micrograph of IV series at 7 days

Fig. 10 X-ray pattern of III series at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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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수은압입법으로 분석하였다. 다공성 및 평균세공

직경의 측정은 황토를 100% 사용한 III계열과 황토의 5%

를 시멘트로 대체한 IV계열의 시험체 중 재령 3일과 7

일의 시험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III, IV계열 시험체의 평균세공직경과 공극률는 Table 7

과 같으며 세공직경에 따른 누적세공 부피는 Fig. 12와 같다.

III계열은 재령 3일에 누적세공부피 0.312 mL/g 평균 세

공직경 0.091 µm을, 재령 7일에 누적세공부피 0.269 mL/g,

평균 세공직경 0.067 µm을 가지며, 공극률은 42.25%에서

38.90%로 감소하였다. 또한, IV계열은 재령 3일에 누적

세공부피 0.234 mL/g 평균 세공직경 0.055 µm를, 재령 7

일에 누적세공부피 0.202 mL/g, 평균 세공직경 0.047 µm

를 가지며 공극률은 37.25%에서 33.90%로 감소하였다.

또한, 시멘트 페이스트 관련 연구25)
에서 강도저하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50 nm이상의 세

공이 III계열은 재령 3일에 0.274 mL/g에서 재령 7일에

0.223 mL/g으로 감소하였으며, IV계열은 재령 3일에

0.197 mL/g에서 재령 7일에 0.152 mL/g으로 감소하였다. 전

반적으로 재령에 따라 누적세공부피와 평균 세공직경은

감소하고, 계열에 비해 높은 압축강도를 보인 IV계열에서

낮은 공극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지오폴리머 반응법에

의해 황토 입자간 조직이 점차 치밀해지고 다공성이 감소

함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

한 결과는 SEM 관찰 및 XRD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4. 결 론
 

이 연구는 친환경적인 콘크리트 결합재로서 천연황토

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오폴리머 반응법을

적용한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천연황토는 물-천연황토비의 증가에 따라 플로우 값

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혼화제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시공성의 확보를 위해 최소 0.55이상

의 물-천연황토 비가 요구된다. 

2) 양생온도에 따라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수분증발에

요구되는 양생기간은 변화한다. 하지만, 개별 양생

온도에서 수분증발 비율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므로 높은 양생 온도에서 반

응을 유도하는 것이 조기 강도 발현에 유리한 것으

로 보인다. 

3) 지오폴리머 반응법을 적용한 천연황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발현에 있어 알칼리 자극제 중 수산화나

트륨에 비해 규산나트륨에 의한 영향이 크다.

4) 부정형의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던 황토입자는 알

칼리 자극제와의 반응을 통해 거친 표면이 제거된

형태로 변화되고 입자간 접촉면을 통해 부착되면서

압축강도를 발현하였다. 

5) 반응생성물은 대부분 XRD 분석 결과 확실한 피크

가 나타나지 않는 비결정질 또는 낮은 결정질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재령에 따라 반응생성물이 증가하

면서 누적세공부피와 평균 세공직경이 감소함에 따

라 조직이 치밀해지고 다공성이 감소하였다.

6) 이 연구의 시험체 배합을 통해 재령 7일째에 29 MPa

의 압축강도를 가진 천연황토 시험체의 제작이 가

능하였다. 강도적 측면에서 볼 때 지오폴리머 반응

법을 적용한 천연황토 페이스트는 콘크리트 벽돌과

유사한 강도를 요구하는 건설재료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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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X-ray pattern of IV series at 7 days

Table 7 Average pore diameter and porosity

Items III series IV series

Curing time 3 days 7 days 3 days 7 days

Total pore volume (mL/g) 0.312 0.269 0.234 0.202

Average pore diameter (µm) 0.091 0.067 0.055 0.047

Porosity (%) 42.25 38.90 37.25 33.90

Fig. 12 Cumulative pore volume versus pore-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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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친환경적인 콘크리트 결합재로서 천연황토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오폴리머 반응법

(geopolymerization)으로 얻어진 천연황토 경화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천연황토와 알칼리 용액을 1 : 0.55 비

율로 혼합하여 천연황토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60
o
C와 20

o
C에서 양생시켜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와 중량변화를 측정하였

다. 또한, X-ray 회절분석(XRD)을 통해 반응 생성물을 확인하고 그 형상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촬영하였으며 수

은압입법으로 경화체의 공극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오폴리머 반응법으로 얻어진 천연황토 경화체는 액상 규산나

트륨(Na2SiO3)와 8 M 수산화나트륨(NaOH) 수용액을 1:4.5비율로 제조한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고 60
o
C에서 7일간 양생

하였을 때 압축강도 29.1 MPa을 발현하는 천연황토 페이스트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또한, 개별 양생온도(20
o
C, 60

o
C)에

서 압축강도 발현은 수분증발 비율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므로 수분증발에 유리한 높은 양생 온도에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조기 강도 발현에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황토, 지오폴리머 반응법, 알칼리 자극제,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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