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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xamine the P.H.C pile raw material using glass forming ceramic. The used materials is ordinary portland cement, waste
TFT-LCD glass powder and reactive agent(Ca(OH)2). The first experiment is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waste TFT-LCD glass
powder, For the second experiment is mortar and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for using of the concrete file raw material
for waste TFT-LCD glass powder. The results of experiment showed that the substitution ratio of 10% waste TFT-LCD glass
powder and 1% reactive agent(Ca(OH)2) was excellent at a point of view for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he study's most
important finding is that the recycling of waste TFT-LCD glass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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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구조물은 다양한 환경과 특성화 된 조건에 발

맞추어 고층화 및 기능적인 다양화가 부각되면서 콘크리

트의 내구성 및 품질의 안정화, 강도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다각도의 측면에서 콘크

리트 및 시멘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

고,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연

구로는 시멘트의 대체재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물성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의 산업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폐기물 발

생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활용 방안과 맞물려 산

업폐기물을 가공 처리하여 콘크리트 및 시멘트 혼합재로

사용하므로써 물성 향상 및 품질 안정성,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1) 
그러나 대

부분의 산업폐기물은 특정한 활용 용도를 찾지 못하거나,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재활용 되지 못해 환경 오염 및 자

원 낭비의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TFT-LCD 유리는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은 배출이 시작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아 아직 충

분한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없으며, 반도체 생산 공정 특

성상 폐기물의 재활용 공정이 쉽지 않아 대부분이 매립

되고 있는 실정이다.

TFT-LCD 유리는 용해공정과 열가공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무기원료에 비하여 매우 안정적인 물질로써 원

료가공에 어려움이 따르며, 가공 후에도 재활용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재활용 가공 처리 및 활용 방안이 시급

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 비정질 세라믹스를 사용한 고

강도 콘크리트 파일용 원료 개발 연구를 위해 폐 TFT-

LCD 유리를 재활용 기술을 확립하므로써 환경오염 감소

및 자원의 유효화 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폐 비정질 세라믹스는 전량 S사에서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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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기판 유리 제조시 용해 및 가공불량으로 발생한 파

유리로 벌크형태로 입하되어, 분쇄공정을 거쳐 비표면적

3000 cm
2
/g 이상 분말도의 분말형태로 분쇄 가공하여 사

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TFT-

LCD 유리분말의 화학조성과 분말도는 X선 형광 분석 및

습식분석법과 분말도 측정기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값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연구된 폐유리 재활용 연구는 일반 유리인

soda-lime 유리를 이용한 연구로써 유리내에 다량의 알칼

리가 포함되어 있어 콘크리트의 부피 팽창 및 알칼리 실

리카 반응에 의해 사용량 제한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험에 중점을 두어 시험하였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TFT-

LCD유리는 유리의 용도상 알칼리가 함유되지 않고 품질

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콘크리트 혼합원료로 사용

하기에 적합하다.
2-7)

 또한, 예전에는 유리의 청징제로 비

소가 사용되어 인체 유해물이 첨가되어 있었지만, 현재에

는 청징제인 비소 대신에 SrO 성분을 대체 사용하므로

인체에도 무해한 원료이다.
2)

 또한, 유리 원료는 수밀성을

증대 시킬수 있는 원료인 규산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8)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의 강도 증진을 위해 실공정에서

소량 첨가되는 천연 무수 석고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천

연 무수 석고는 태국산으로 SO3 함량이 55.0%이며, 분말

도는 4000~4500 cm
2
/g 이다. 각 원료별 입도분포는 입도

분석기(FRIRSCH, analysette 22)을 이용 측정하여 Fig. 1

에 나타내었다. FE-SEM(HITACHI, S-4800)을 이용한

TFT-LCD 유리분말의 입자형태 관찰시에는 유리 특성상

취성이 강하므로 대부분 Fig. 2와 같이 각진 형태로 관찰

되었고, 시차 열분석기(MAC, TG-DTA2000)을 이용해 상

온에서 1000
o
C까지 범위로 재료의 불순물 평가를 위해 측

정 결과 Fig 3과 같이 수분 증발만이 일어나 순수한 재

료로 평가된다.

2.2. 실험방법

위와 같은 TFT-LCD 유리분말을 콘크리트 혼합재로 사

용시 최적의 물성을 나타내기 위한 입자크기 및 첨가량

Table 1.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Sample
Chemical Composition (wt%) Blaine

(cm
2
/g)SiO2 Al2O3 Fe2O3 CaO MgO SO3 B2O3 SrO lg.loss

Cement 20.4 4.1 4.6 62.4 3.2 2.3 - - 2.3 3600

TFT-LCD Powder 62.3 17.2 - 7.5 1.4 - 10.5 0.8 - 3120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aw materials; (a) Portland cement and (b) TFT-LCD glass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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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실험과 TFT-LCD 유리분말 최대 첨가량 평가를

위한 활성화제 및 활성화제 첨가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

험으로 진행하였다.

2.2.1.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

콘크리트 혼합재로 적합한 TFT-LCD 유리분말의 최적

의 입자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TFT-LCD 유리분

말의 평균 입경별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TFT-LCD 유리분말 첨가량은 5%로 고정하고, TFT-LCD

유리분말 입자크기만 달리하여 Table 2와 같이 모르타르

압축강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양생 조건은 콘크리트 파일

제조 공정 조건을 감안하여 Fig. 4와 같이 상온에서 3시

간 전치 양생 후 3시간 30분간 85
o
C의 수증기로 촉진양

생 시키고 양생기 내에서 약 16시간 30분 동안 상온까지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증기 양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로는 TFT-LCD 유리분말의 최적의 첨가량 도출을 위한

평가 실험으로 TFT-LCD 유리분말 첨가량별 모르타르 압

축강도 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배합비는 Table 2에 제

시한바와 같으며 TFT-LCD 유리분말의 첨가량만 5, 10,

15%로 상향 치환하고, Fig. 4의 양생조건으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세 번째로 TFT-LCD 유리분말 배합의 강도 특

성 향상을 위한 최적 활성화제 도출 실험으로 활성화제

종류별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활성화제

는 수용성 알칼리염, 즉 Ca
2+

 이온과 반응하여 칼슘화합

물을 만들 수 있는 음이온이 효과적인 자극제로, 고로 슬

래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응 활성화제인 NaOH,

KOH, Ca(OH)2, Na2SiO3를 첨가량을 1.0%로 일정하게 첨

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는 TFT-LCD 유리

분말이 혼합된 배합에 적절한 활성화의 최적 첨가량을 평

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최적 활성화제의 첨가량에 따른 모

르타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배합비는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양생방법은 위의 실험과 동일하다. 모르타

르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 시험에 의거하여 시험을

하였으며, 시험 결과값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편은

Fig. 2. The FE-SEM picture for TFT-LCD glass powder.

Table 2. Mix Proportions of Specimen

Glass powder

(%)

Cement

(%)

Gypsum

(%)

AD

(%)

Send

(%)

Water

(%)

Standard (Std) 0 90

10 0.87 245 48.5
Below 100 µm Glass powder (A) 5 85

Below 45 µm Glass powder (B) 5 85

Below 20 µm Glass powder (C) 5 85

Fig. 3. TG-DTA of TFT-LCD glass powder.

Fig. 4. Cur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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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당 3개씩 제작하여 평가하고, 양생 기간은 1, 3, 7일

실시하였다.

2.2.2. 콘크리트 파일 압축 강도 시험

상기 모르타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조 공정에 적

용이 가능한 TFT-LCD 유리분말의 최적 배합비 도출을

위한 콘크리트 파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TFT-

LCD 유리분말 첨가량에 따른 콘크리트 파일 압축강도 시

험 배합비는 실공정 콘크리트 배합비에 TFT-LCD 유리분

말은 시멘트 사용량의 5, 10, 15%를 첨가하였고, 활성화

제 첨가량에 따른 콘크리트 파일 압축강도 시험 배합비

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파일 압축강도 시험

의 몰드는 원기둥 모양의 밑면이 지름이 20 cm이고, 높

이가 30 cm인 원심성형용 몰드를 이용하여 배합당 3개씩

제작후 실험 결과값을 측정하였고, 성형조건은 원심력 4G

로 4분, 12G로 2분, 34G로 6분으로 원심 성형하였다.

활성화제로 사용된 Ca(OH)2는 미분말이고 수분 흡수력

이 우수하여 다른 분말들과의 응집이 발생하므로 배합수

에 혼합하여 콘크리트 혼합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모르타르 압축 강도

콘크리트 혼합재로 가장 적합한 TFT-LCD 유리분말의

입자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TFT-LCD 유리분말 입자크

기에 따른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TFT-

LCD 유리를 분쇄하여 대부분이 100 µm 이하 범위를 갖

는 TFT-LCD 유리분말(A)과 45 µm 이하 TFT-LCD 유리

분말(B), 20 µm 이하 TFT-LCD 유리분말를 각각 5%씩

시멘트 치환 첨가한 모르타르 시편과 시멘트 시편(Std)의

압축강도 측정한 결과 재령 1일 강도는 시멘트 시편에 비

하여 A, B, C 시편의 압축강도는 각각 8, 21, 1%가 증가

하였고, 재령 3일 후 강도에서도 B 시편을 제외한 A, C

시편은 시멘트 시편에 비해 Fig.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Table 3. Mix Proportions of Specimens

No.
Glass Powder

(%)

Cement

(%)

Ca(OH)2
(%)

Gypsum

(%)

Agent

(%)

Sand

(%)

Water

(%)

std 0 90 0

10 0.87 245 48.5

1 0 90 1

2 0 90 2

4 5 85 0

5 5 85 1

6 5 85 2

8 10 80 0

9 10 80 1

10 10 80 2

12 15 75 0

13 15 75 1

14 15 75 2

Table 4. Concrete of Mix

Gmax

(mm)

Slump

(cm)

Air Content

(%)

W/C

(%)

S/A

(%)

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kg/m
3
)

W C S1 S2 G C2 C3 AD

25 3.0± 2.5 4.5± 1.5 22.8 41.2 126.7 448.4 536 228 1089 50.0 16.7 5.00

*S1 : crushed sand, S2 : wash send, C2 : gypsum, C3 : glass powder, AD : water reducer

Fig. 5. Mortar compressive strength for kinds of TFT-LCD

glass powder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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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증가된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TFT-LCD 유

리분말 첨가에 따라 포졸란 반응성이 향상되면서 압축강

도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혼합되는 TFT-LCD 유리

분말의 적정한 입자 크기로는 미분말이 다량 함유된 입

도분포가 좁은 유리 입자크기보다는 입도범위가 넓어 충

진도를 높일수 있는 100 µm이하의 TFT-LCD 유리분말이

강도 증진에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9)

TFT-LCD 유리분말의 적정한 첨가량 평가 시험으로 첨

가량에 따른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100

µm 이하 TFT-LCD 유리분말 첨가량을 각각 5, 10, 15%

를 혼합하여 그에 따른 모르타르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

과 Fig. 6와 같이 재령 1일 강도는 시멘트 시편에 비하여

유리분말을 첨가한 시편이 첨가량 5, 10, 15%에 따라 압

축강도가 각각 8, 20, 20% 높게 측정되었지만, 재령 3일

이후에는 5% 첨가 배합시편 만이 시멘트 시편보다 5%

더 높은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TFT-LCD 유

리분말 첨가시 증기 양생에 의한 C-S-H겔 수화물 형성반

응 촉진에 의해 1일 강도는 시멘트 시편에 비해 높은 압

축강도를 나타냈지만, 재령 3일 이후에는 미반응 TFT-

LCD 유리분말로 인하여 TFT-LCD 유리분말 첨가량이 많

을수록 압축강도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실험

결과 시멘트 배합에 유리분말만을 치환 첨가한 배합에서

는 기존의 시멘트 배합보다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

내기 위해선 유리분말 첨가량이 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TFT-LCD 유리분말은 비정질의 안정적인 화학반응성을

지니고 있어 상온에서 물과 접촉시 반응성이 떨어지므로

활성화제를 첨가하여 유리 첨가 배합 시편의 물리적 특

성을 증가시키고자 TFT-LCD 유리분말의 활성화제에 따

른 모르타르 압축강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TFT-LCD 유

리 분말은 구성 성분과 비결정질이라는 면에서 고로 슬

래그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슬래그의 조기 반응성을

증대시키는 활성화제(자극제)를 이용하여 Si나 Al을 함유

하고 있는 이온의 용해를 촉진시켜 유리 구조의 결합을

파괴시키므로써 유리분말의 반응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활성화제(자극제) 종류로는 고로 슬래그의

대표적으로 활성화제로 사용되는 NaOH, KOH, Ca(OH)2,

Na2SiO3를 각각 사용하여 압축강도 결과값을 통한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7와 같이 나타났다.

각 활성화제(자극제)에 따른 재령 1, 3, 7일의 압축강도

측정결과 활성화제(자극제)를 첨가한 배합이 보통 포틀랜

드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보다 압축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중 Ca(OH)2가 가장 높게 나타나, TFT-LCD 유리분말

배합에 최적의 활성화제는 Ca(OH)2로 사료된다.

TFT-LCD 유리분말의 활성화제 첨가량에 따른 모르터

르 압축강도 결과값인 Fig. 8은 시멘트 시편과 TFT-LCD

유리분말 5, 10, 15%에 활성화제를 1% 첨가 배합한 모르

타르 시편의 압축 강도 결과로 활성화제를 1% 첨가한 모

Fig. 6. Mortar compressive strength of TFT-LCD glass powder

for amount of mixing. Fig. 7. Mortar compressive strength for kinds of reactive agent.

Fig. 8. Mortar compressive strength of reactive ag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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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타르 배합에서는 TFT-LCD 유리분말을 5% 첨가한 배

합 시편만이 무첨가한 배합 시편보다 재령 1, 3, 7일에서

모두 높게 측정되었고, TFT-LCD 유리분말 첨가량이 10,

15%인 배합 시편의 경우 활성화제 첨가량이 소량인데 반

해 TFT-LCD 유리분말을 과량 첨가되어 미반응 유리 분

말이 골재로 작용되면서 압축 강도 특성이 낮게 측정되었다.

활성화제를 2% 첨가시 모르타르 압축강도인 Fig. 9에

서 무첨가 시편과 비교시 TFT-LCD 유리분말 첨가량 5,

10, 15%인 시편의 압축강도가 17, 37, 42%가 높았으며,

5% 첨가 시편에 비해 10, 15% 첨가 시편의 압축강도가

두드러지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TFT-LCD 유리분말 첨

가량의 증가에 따라 활성화제 첨가량도 증가시켜 많은 양

의 유리분말의 반응에 의해 압축강도가 증진된 것으로 사

료된다. 이는 활성화제인 Ca(OH)2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적의 물성을 나타낼 수 있는 TFT-LCD 유리분말

의 첨가량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3.2. 콘크리트 파일 압축 강도

위의 모르타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파일 원

료로 적합한 TFT-LCD 유리분말의 최적 배합 도출 실험

으로 첫 번째로, TFT-LCD 유리분말 첨가량에 따른 콘크

리트 파일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

다. 시멘트 시편과 TFT-LCD 유리분말 5, 10, 15% 치환첨

가시 콘크리트 파일의 압축 강도는 시멘트 시편과 TFT-

LCD 유리분말 5% 치환첨가 시에는 비슷한 압축강도가

측정되었는데, 치환율이 10%를 넘어서면서 압축강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TFT-LCD 유리분말 첨가량을 늘

리기 위해서는 활성화제인 Ca(OH)2 첨가가 적절한 것으

로 사료되어 TFT-LCD 유리분말 10% 첨가에 활성화제인

Ca(OH)2 첨가한 콘크리트 파일 시편 압축강도 실험을 실

시하였다.

그 실험결과인 Fig. 11에서 활성화제인 Ca(OH)2를 1%

첨가한 배합의 시편이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고,

활성화제 무첨가 시편인 시멘트 시편의 압축강도에 비하

여 1일 강도는 3.2%, 7일 강도는 1.3% 정도의 강도 상승

율을 나타내었다. 활성화제 2% 첨가시 압축강도는 활성

화제를 1% 첨가한 압축강도와 유사한 강도값을 나타내

었고 오히려 7일 강도에서는 활성화제 1% 첨가 강도에

비해 소폭의 감소된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활성화제

가 탈형강도(초기강도)에서는 압축강도 상승에 영향을 미

쳤지만, 7일강도(중기강도)에서는 과량의 투입으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10)

위의 실험 결과로 유추해보면 콘크리트 파일의 TFT-

LCD 유리분말의 최적 혼합량은 10 %이며, 활성화제로

Ca(OH)2가 1% 첨가시 콘크리트 파일에서 가장 우수한 물

성이 발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3.3. 실제품 콘크리트 파일 적용성 평가

위의 실험결과를 실제품인 콘크리트 파일 제조에 적용

Fig. 9. Mortar compressive strength of reactive agent 2%. Fig. 10. Concrete pile compressive strength of TFT-LCD glass

powder for amount of mixing.

Fig. 11. Concrete pile compressive strength of reactiv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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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물성평가를 통한 실공정 적용성 평가를 위해 위의

실험 결과인 TFT-LCD 유리분말의 최적 첨가량인 10%와

활성화제 Ca(OH)2를 1%를 혼합한 지름이 40 cm이며, 길

이가 10 m인 콘크리트 파일 제품을 제조하였고, 그 실제

품 콘크리트 파일의 물리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압축강

도(7일), 전단강도, 휨강도, 축력휨강도 등의 콘크리트 파

일 제품의 종합적인 물성평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평가

한 결과 Table 5와 같은 평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TFT-

LCD 유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콘크리트 파일의 물

성은 목표치와 포틀랜드 시멘트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기

존 콘크리트 파일 제품이 비해 콘크리트 파일의 물성 성

능면에서 모두 상향하는 결과를 얻어 TFT-LCD 유리분말

을 콘크리트 파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

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 비정질 세라믹스인 TFT-LCD 유리분

말을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

구로써 TFT-LCD 유리분말의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원료

로써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TFT-LCD 유리분말을 콘크리트 파일 원료로 활성화

제 없이 시멘트 대체재로 첨가시에는 5% 이상 첨가하면

압축강도면에서 물성 저하를 일으킨다.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활성화제인 NaOH, KOH,

Ca(OH)2, Na2SiO3 중 TFT-LCD 유리분말이 혼합된 모르

타르 배합에 가장 적합한 활성화제는 Ca(OH)2 이다. 활성

화제인 Ca(OH)2는 다량 첨가시 물성 저하 및 경제성 저

하에 따라 적절한 첨가량은 1~2% 이다.

3) 콘크리트 파일 원료로써 TFT-LCD 유리분말은 10%,

활성화제 Ca(OH)2의 첨가량은 1% 첨가시 가장 우수한 물

리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4) 실제품인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TFT-LCD 유리분

말 10%, 활성화제 Ca(OH)2의 첨가량은 1%로 첨가 배합

으로 제조시,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기준과 기존 제품에 상향하는 우수한 고성능 콘크리트 파

일로 평가되어 TFT-LCD 유리분말은 고강도 콘크리트 파

일 원료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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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crete Pile Product of Physical Characteristic

Unit Target Value Existing Products Actual Product

Compressive Strength N/mm
2

More than 80 85.7 88.1

Shear Strength kN More than 148.1 163.8 165.4

Flexural Strength
Cracking Flexural Moment kN·m More than 53.9 53.7 57.3

Fracture Flexural Moment kN·m More than 81.4 84.7 85.7

Axial Force 
Cracking Flexural Moment kN·m More than 182.4 187.2 188.7

Fracture Flexural Moment kN·m More than 258.9 280.4 2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