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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dition of a limestone filler(LF) to fill into the voids between cement and aggregate particles can reduce the

cementitious paste volume. In previous studies, it has been found that the addition of LF to reduce the cementitious

paste volume would substantially increase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reduce the heat generation. This paper aim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LF contents on the hydration kinetics and compressive strength. Hydration kinetics were

evaluate using heat of hydration, ignition loss and thermal analysis. The heat of hydration was measured using

Isothermal Calorimetry. The degree of hydration was measured using ignition loss. Hydration product analysis was

carried out by Thermal Gravimetric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addition of LF

reduces not only the initial setting time and heat of hydration peak, also degree of hydration and rate of strength

development at early age increase with the addition of LF. It can be concluded the LF fills the pore between cement

particles due to formation of carboaluminate, which may accelerate the setting of cement p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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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콘크리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축 재

료이지만, 막대한 천연광물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시멘트 

산업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제조를 위한 클링커의 

소성, 분쇄 및 운반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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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전체산업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1톤의 시

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4.9GJ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1]. 시멘트 산업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 시

키기 위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대체재 개발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Class F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의 대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산업부산물로 환

경부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

하며, 콘크리트의 물리·화학적 성능 및 내구성능의 향상에 

기여한다[2].

최근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원재료로 하여 

알칼리 활성화 반응을 통한 알칼리 활성화 시멘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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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대체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알칼리 활성

화 시멘트” 또는 “지오폴리머“로 명명되는 이 재료는 플라

이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성 원

재료와 규산나트륨(Na2SiO3), 수산화나트륨(NaOH) 등의 

알칼리 활성화제의 반응을 통해 경화된다. 

지오폴리머는 산업부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친환경성 재

료이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지오폴리머로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64%까지 절감이 가능하다[3].

Class F 플라이애쉬 기반 지오폴리머 콘크리트는 단기재

령에서 보통 포틀랜드 콘크리트에 비해 우수한 압축 및 휨 

강도특성을 나타내지만, 초기재령에서 원재료와 알칼리 활

성화제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온양생이 불가피하

다. 지오폴리머의 반응성은 플라이애쉬의 화학성분, 비정질 

함량, 알칼리 활성화제의 농도, 양생 온도 등에 의해 결정된

다. 플라이애쉬의 Si, Al 성분은 알칼리 활성화제와 반응하

여 Si-O-Al 구조를 형성하는 주 성분이며, 이 반응은 경화

체의 역학적 특성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또한 플라이애

쉬를 구성하고 있는 비정질 성분에 따라 강도특성 및 반응

도가 달라지며, 양생온도는 플라이애쉬의 반응 속도를 조절

하는 중요한 인자로 구분되고 있다. 

한편,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Ca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재료로, 플라이애쉬와 혼합하여 지오폴리머의 제조에 사용

할 경우 반응성을 증진시키고 경화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응 초기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생성물과 유

사한 C-S-H겔 및 C-(A)-S-H를 생성하고, 플라이애쉬의 알

루미노 실리케이트 겔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빠른 반응성은 유동성능을 저하시키

고, 건조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 작용한다[4].

다수의 연구에서는 알칼리 활성화제의 농도와 양생 조건 

등의 기본적인 요소만을 고려하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원재료의 구성성분 및 Si/Al비, Na/Al비, 물-결합재

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오폴리머의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Na2O, 활성계수(Ms)를 고려해야 한다. %Na2O는 알칼리 

활성화제의 Na2O양과 결합재의 중량비를 의미하고, Ms는 

알칼리 활성화제의 SiO2와 Na2O비를 나타낸다. 알칼리 활

성화제는 지오폴리머의 중합반응 초기에 플라이애쉬의 활

성화를 촉진시키며, Si 및 Al 이온의 생성을 가속화한다. 

Hardjito et al.[5] 외 다수의 연구자들은 수산화나트륨

의 몰 농도를 고려하여 플라이애쉬의 반응성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종(수산화나트륨, 규산나트륨 등)의 활성화제를 동

시에 사용할 경우 Na이온의 반응성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

에 %Na2O와 Ms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Na2O = %Na2O in sodium silicate and NaOH
        / mass of binder ------------- (1)

Ms = SiO2(activator) / Na2O -----------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a2O, Ms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

의 혼입량에 따른 지오폴리머 페이스트의 반응 특성을 분석

하였다. 플라이애쉬의 반응특성의 분석을 위해 상온 및 고

온양생을 실시하였고,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에 따른 특

성분석을 위해 강도, 반응열, 길이변화, 미세구조 분석을 실

시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C사의 Class F 플라이애쉬를 사용

하였고, 산화칼슘 함량은 10% 미만으로 ASTM C618의 

Class F 플라이애쉬의 조건을 충족한다. 고로슬래그 미분

말은 A사의 제품으로, KS F 2563에서 규정하는 MgO 

10%이하, SO3 4%이하, 강열감량 3% 이하를 만족하고, 수

화계수 (HM;hydration modulus)는 1.69, Al2O3/SiO2비

는 0.374, 염기도(basicity coefficient)는 0.99를 나타낸

다. Table 1은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화학조

성을 나타낸다. Figure 1은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미분

말의 SEM을 나타내고, Figure 2는 원재료의 입도분포를 

나타낸다.

Component FA (%) GGBS (%)

SiO2 67.9 35.6

Al2O3 18.9 13.3

Fe2O3 5.9 0.98

CaO 9.8 43.78

MgO 3.0 3.2

K2O 1.61 0.54

SO3 0.49 2.12

LOI 2.3 0.4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fly-ash and GG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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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Na2O Ms GGBS (%) W/B (%) Curing condition

G7-1.0 7 1.0 - 35

Ambient and

High temperature

G10-1.0 10 1.0 - 35

G15-1.0 15 1.0 - 35

G10-1.25 10 1.25 - 35

G10-1.5 10 1.5 - 35

G10-1.0-30 10 1.0 30 35

AmbientG10-1.0-50 10 1.0 50 35

G10-1.0-70 10 1.0 70 35

Table 2. Mix proportions of geopolymer pastes

Figure 1. SEM images of fly-ash(left) and GGBS(right)

Figur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fly-ash and GGBS

알칼리 활성화제는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Na2SiO3) 

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규산나트

륨 수용액의 SiO2/Na2O비는 3.05 (중량비 SiO2 29%,  

Na2O 9.5% 및 H2O 61.5%)이고, 밀도는 2.33g/cm3이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수산화나트륨 고체펠릿을 일반 수돗

물에 용해시켜 10M의 수용액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시험

체의 배합을 위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배합 24시간 전에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지오폴리머는 %Na2O, Ms,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량

을 주요 변수로 하여 배합을 실시하였으며, 미세구조, 강도

특성, 반응열, 수축특성을 평가하였다.

광물조성변화는 수화정지한 샘플을 분쇄하여 75μm체를 

사용하여 통과한 분말을 X선 회절분석용 시편으로 사용하였

다. 3, 7, 28일 재령의 샘플을 PANalytical X’pert-pro 

MPD로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40kV, 30mA, 측정범위는 

5-80도(2θ)이며, X’pert Highscore plus를 사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주요 수화생성물의 분석은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험분석을 위한 샘플은 E-1010(HITACHI)를 

사용하여 백금으로 코팅을 실시한 후, 고분해능 주사 전자현

미경(S-4300/ HITACHI)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현

미경으로 관찰된 특정 부분에 대해 EDS분석을 실시하여 주

요 성분(Si, Al)을 분석하였다. 

수화발열량 측정은 TAM Air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TAM Air의 설정온도를 20℃로 유지하여 약 72시간 

온도안정성을 유지한 후, 각 배합별로 외부 혼합을 실시한 

후 수화열을 측정하였다. 온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결합재와 알칼리 활성화제는 배합 전까지 20℃로 유지

하였으며, 기계적인 혼합을 실시한 후 약 7.2g(열용량 고려)

의 페이스트를 앰퓰에 계량한 직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지오폴리머의 길이변화는 JCI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

였다. 40×40×160mm의 철제 빔몰드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외부 구속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위해 3mm의 

폴리스티렌 보드와, 1mm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몰드 내벽

에 부착하였다. 시험체는 초결 이후의 길이변화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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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RD pattern of class F FA

Figure 4. XRD pattern of GGBS

였으며, 와전류식 센서를 사용하였다. 

지오폴리머의 배합은 다음순서와 같이 진행하였다. 바인

더와 알칼리 활성화제를 약 1분간 핸드 믹싱을 실시한 후 

저속으로 3분간 혼합을 실시하였다. 이후 고속으로 1분간 

혼합을 실시한 후 양생을 실시하였다. 

플라이애쉬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험체를 상온 

및 고온 양생을 실시하였으며,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한 

시험체는 상온양생만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원재료 특성

X-선 회절 분석 결과 Class F 플라이애쉬는 SiO2(Quartz), 알

루미늄 규산염광물인 3Al2O3･2SiO2(mullite)가 관찰되고, 

15-30도(2θ) 구간에서 비정질 구조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험

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결정성의 날카로운 피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크의 형태는 완만한 형태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Figure 5. Setting time of geopolymer pastes with different %Na2O
and Ms

비결정성 칼슘실리케이트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3, 4는 각

각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를 나타낸다.

3.2 응결 특성

플라이애쉬 기반 지오폴리머의 응결시간은 알칼리 활성화

제와 플라이애쉬의 비, 알칼리 활성화제의 화학조성 Ms, 

%Na2O 등의 영향을 받는다. Figure 5는 %Na2O, Ms에 따른 

응결시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응결시간은 %Na2O가 증가할수

록, Ms가 감소할수록 빠른 응결시간을 나타낸다. %Na2O의 

증가는 Na이온의 증가를 의미하고, 반응조건을 강알칼리 조

건으로 조성하여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의 결과로 

응결시간이 촉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Karakoc et al.[6]의 연구는 Ms와 %Na2O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고, %Na2O가 증가할수록, 

Ms가 낮아질수록 응결시간이 빨라지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Silva et 

al.[7]의 연구에서는 SiO2와 Al2O3의 함량에 따른 응결시간

을 분석하였고, SiO2/Al2O3의 비가 2.5-5.01로 증가할수록 

응결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Siyal et al.[8]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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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애쉬 기반 지오폴리머의 응결시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

를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인자들은 물-결합재

비, Si/Al비, 양생온도, Na/Al비의 순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Si/Al비가 1.0-2.0 범위에서는 Si함량이 

증가할수록 응결시간이 지연되고, Na/Al비가 증가할수록 

종결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ype
Molar ratio Setting time (min)

SiO2/Al2O3 Si/Al Na/Al Initial Final

G7-1.0 4.41 2.20 0.33 450 520

G10-1.

0
4.55 2.27 0.47 380 430

G15-1.

0
4.79 2.39 0.71 330 37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oral ratio of geopolymer

pastes and setting time

3.3 압축강도 특성

3.3.1 %Na2O에 따른 강도특성

Figure 6은 60℃에서 양생한 시험체의 %Na2O에 따른 압

축강도 특성을 나타내고, Ms에 상관없이 %Na2O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Jaarsveld et al.[9]의 연구에서는 지오폴리머의 중합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성 원재료의 표면에

서 충분한 가수분해 반응이 가능한 강알칼리성 활성화제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Na2O의 증가는 활성반응 조

건의 알칼리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Na2O가 15 수준의 배합은 강도감소를 가져온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Lee and Van Deventer[10]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알칼리 활성화제의 사용은 Si, Al이온

의 이동을 방해하며, 반응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분석

하였다.

Figure 7은 G10-1.0 시험체의 양생온도에 따른 압축강

도 특성을 나타낸다. 고온양생을 실시한 결과 압축강도는 매

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특히 60, 80℃의 

양생조건에서 3일 재령까지의 압축강도는 매우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lomo et al.[11]의 연구에

서는 플래이애쉬 기반 지오폴리머를 65, 85℃의 조건에서 

양생을 실시하고 강도발현성을 평가하였고, 고온양생을 실

시한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약 60MPa 범위로 나타났다. 특

Figure 6.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with different %Na2O
at 60℃curing condition

Figure 7.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of G10-10 with

different temperature curing condition

히 양생온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초기재령에서 약 2-5

시간을 고온양생을 실시한 결과 85℃의 조건에서는 65℃의 

온도에서 24시간 양생한 시험체에 비해 강도 값이 높게 나

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플라이애쉬 기반 지오폴리머의 초

기반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온도범위는 약 40-95℃ 수준

이고, 양생온도의 상승은 플라이애쉬의 Si, Al 이온의 용출

을 촉진하는 촉매재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반응 생성물이 

증가하여 압축강도가 증진된다고 사료된다. 

3.3.2 활성계수 Ms에 따른 강도특성

Figure 8은 60℃에서 양생한 시험체의 Ms에 따른 압축강

도 결과를 나타내고, Table 3은 플라이애쉬의 화학성분, 알

칼리 활성화제의 화학조성을 고려한 주 요소에 대한 몰비와 

강도의 관계를 나타낸다. Ms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G10-1.5시험체는 G10- 

1.0 시험체에 비해서 높은 SiO/Al2O3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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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iO2/Na2O SiO2/Al2O3 H2O/Na2O
Avg.
strength
(MPa)

G10-1.0 10.88 6.64 12.81 50.3

G10-1.25 11.10 6.77 13.61 45.6

G10-1.5 11.32 6.91 14.42 39.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oral ratio and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 pastes at 28day

Figure 8.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with different Ms
at 60℃ curing condition

즉 중합반응에 사용되는 Si성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압축강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은 Na2O 성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Na2O 성분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플라이애쉬의 

반응성을 증진시키지만, 규산나트륨이 다량 혼입되는 경우 

점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Si, Al 이온의 용출을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강도감소의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3.3.3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에 따른 강도특성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한 경우 초기재령에서 빠른 수

화반응 특성으로 상온양생이 가능하였다. 고로슬래그 미분

말은 플라이애쉬 기반 지오폴리머와 혼합되어 사용될 경우, 

알칼리 활성화제의 수분과 반응하여 반응 초기 C-S-H겔을 

형성한다. 이는 보통 포틀랜드의 수화반응과 유사하며, 이로 

인해 초기재령에서 강도발현이 가능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장기재령으로 갈수록 C-S-H겔 외에도 C-S-A-H 등의 수화

생성물을 형성하여 구조체의 경화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를 나타낸다. 

3.4 반응열 특성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에 따른 반응 특성을 분석하기 

Figure 9.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incorporating GGBS
at ambient curing condition

(a)

(b)

Figure 10. Rate of heat evolution(a) and cumulative heat

evolution(b)

위해 미소수화열 실험을 통한 열량변화를 분석하였다. 

Figure 10은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합한 지오폴리머의 반

응열 분석을 나타낸다.

반응 초기단계(1시간 이내)에서의 발열반응은 모든 배합

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

그 미분말의 용해 및 수분의 흡수작용에 의한 피크이다[12]. 

알칼리 활성화제의 결합재로 고로슬래그 미분말만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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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Length change of geopolymer paste

경우 용해작용에 의한 초기 재령에서의 발열량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플라이애쉬만을 사용한 경우 용해열을 

제외한 발열피크가 관찰되지 않지만,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경우는 10-30시간에서 발열 피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량에 비례하여 2차 피크

가 발생하였고, 혼입량이 줄어들수록 2차 피크의 발생시간

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CaO성분이 알칼리 활성화제의 수분과 반응하여 C-S-H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크로 사료되며, 고로슬래그 미

분말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발열량이 증가하고, 최대피크 

도달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unsheng의 

연구결과는 원재료의 Ca/Si비가 낮은 경우 C-S-H의 형성

이 지연되어 발열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13], 

본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Ca함량이 가장 낮은 플라이애

쉬의 발열량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3.5 길이변화 특성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에 따른 길이변화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자기수축 평가를 실시하였다. Figure 11은 G10 

시험체의 자기수축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는 플라이애쉬만

을 사용한 시험체의 자기수축량은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

입한 시험체에 비해 낮은 수축량을 나타낸다. 반면, 고로슬

래그 미분말을 70% 혼입한 시험체의 자기수축 변화량은 3

일 재령에서 약 1,200μm로 G10-1.0시험체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수축량을 나타낸다. Zheng[14]의 연구에 따르면 고

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자기수축은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기수축 현상은 시험체 내부 공극의 상대습도 저하에 따

른 자기건조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플라이애쉬에 비해 평균

Figure 12. SEM images of geopolymer pastes

입도가 작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은 초기재령에서 빠

른 반응성으로 인해 페이스트 내부에 최대 82%의 미세 공

극(2nm≤r≤50nm)을 형성한다[15].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미세공극 내의 상대습도는 저하되고, 

높은 모세관 응력이 발생하며 이는 높은 표면장력을 발생시

킨다. 따라서 플라이애쉬만을 사용한 시험체에 비해 고로슬

래그 미분말을 혼입한 경우 자기수축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3.6 미세조직 분석

플라이애쉬 지오폴리머의 미세조직 분석을 위해 SEM/ 

EDS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2는 G10-1.0 시험체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

다. 플라이애쉬 입자 주위로 반응에 의한 지오폴리머 gel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반응 플라이애쉬 입자는 

표면 피막의 파괴 없이 원형의 입자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반응 플라이애쉬는 지오폴리머 겔 

사이사이에 위치하여 충진효과에 의한 강도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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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Element (%)

Si/Al ratio
Na Al Si Ca

A 10.86 3.15 8.58 3.46 2.72

(a) GGBS 0%

Spot
Element (%)

Si/Al ratio
Na Al Si Ca

A - 4.72 15.92 24.13 3.37

B 5.74 4.60 19.57 16.50 4.26

(b) GGBS 30%

Spot
Element (%)

Si/Al ratio
Na Al Si Ca

A 5.28 2.65 12.91 7.22 4.87

(c) GGBS 70%

Figure 13. SEM images and EDS spectrum of geopolymaer

pastes.

Figure 12의 B지점에서는 플라이애쉬 입자의 표면 피막

이 알칼리 활성화제의 의해 파괴되어 내부 비정질 성분과 

반응하여 경화체를 형성한 모습으로 사료된다. 플라이애쉬 

피막 내외부로 지오폴리머 겔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플라이

애쉬의 입자크기보다 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3은 지오폴리머의 반응으로 인해 지오폴리머 간

의 겔 형성에 의한 경화체가 생성되고, 경화체가 플라이애쉬 

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다. EDS 

분석결과 Si/Al의 원소비가 증가할수록 높은 압축강도를 발

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uxson et al.[16]의 연구는 Si/Al비의 범위를 

1.15-2.15 범위로 선정하여 지오폴리머의 미세구조 및 강도

특성을 분석하였고, Si/Al비가 1.9이상의 범위에서는 28일 

재령 이후에도 약 30%의 강도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i/Al비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결과 또한 Si/Al비의 증가에 따라 압

축강도는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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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입이 없는 시험체는 Si/Al비가 약 2.72로 나타났으며, 

혼입량이 70%까지 증가한 시험체의 Si/Al비는 약 4.87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라이애쉬 기반 지오폴리머의 반응특

성은 분석하기 위하여 %Na2O, Ms,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량을 변수로 하여 응결특성, 압축강도, 반응열, 길이

변화특성, 미세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범위 내에

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플라이애쉬의 반응은 %Na2O와 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Na2O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는 증가

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알칼리 활성화 용액

의 알칼리성 이온의 증가 따른 반응촉진의 결과로 

사료된다.

2) 고로슬래그 미분말 혼입은 지오폴리머 페이스트의 

상온양생이 가능하였고, 혼입량 증가에 따라 강도

특성을 향상시킨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CaO성

분은 C-S-H겔 및 C-S-A-H 등의 수화생성물을 

형성하여 구조체의 경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지오폴

리머의 반응열은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

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CaO성분이 알칼리 활성화

제의 수분과 반응하여 C-S-H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응열으로 판단된다. 

4)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이 증가할수록 길이변화

는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고로슬래그를 

70% 혼입한 시험체의 자기수축 변화량은 약 1,200

μm로 플라이애쉬만을 사용한 시험체에 비해 약 4

배 정도의 수축량을 나타낸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시험체 내부의 자기건조를 

촉진시키며 이의 결과로 인해 수축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지오폴리머 페이스트의 미세구조 분석결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Si/Al비로 분석되었고, 

플라이애쉬만을 혼입한 지오폴리머 시험체는 Si/Al

비가 2.0~3.0,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한 경우 

3.0~5.0의 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Si/Al비는 

매트릭스 내부의 조직을 치밀하게 형성하며, 비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 특성은 우수해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요 약

지오폴리머의 반응성은 원재료의 구성성분 및 Si/Al비, 

Na/Al비, 물-결합재비, 비정질 요소 등을 고려하여 명확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재

료 및 알칼리 활성화제의 구성성분을 고려한 %Na2O, Ms

는 반응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알칼리 활성화제의 농도와 양생 조건 등의 기

본적인 요소만을 고려하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Na2O, Ms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량에 따른 지오폴리머 페이스트의 강도특성, 반응열, 

길이변화, 미세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 지오폴리머, Na2O농도, 활성계수, 반응열, 길이변화,

미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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