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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e present work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a geopolymeric ceramic material from a mixture

of mine residue, coal fly ash, blast furnace slag, and alkali activator solution by the geopolymer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ic ceramic material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active filler (blast furnace

slag + coal fly ash) contents and with a reduction of mine residue contents. The geopolymeric ceramic had very high early age

strength.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geopolymeric ceramic depended on the added active filler content. The maximum

compressive strength of the geopolymeric ceramic containing 20 wt.% mine residue was 141.2 MPa. The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ic ceramic manufactured by adding mine residue was higher than that of portland cement mortar, which is 60 MPa,

when cured for 28 days. SEM observation showed the possibility of having amorphous aluminosilicate gel within geopolymeric

ceramic. XRD patterns indicate that the geopolymeric ceramic was composed of amorphous aluminosilicate, calcite, quartz, and

muscovite. The Korea Standard Leaching Test (KSLT) was used to determine the leaching potential of the geopolymeric

ceramic. The amounts of heavy metals were noticeably reduced after the solidification of mine residue with active filler.

Key words geopolymeric ceramic, mine residue, amorphous, aluminosilicate gel, compressive strength.

1. 서  론

국내의 휴·폐 광산들은 광산 활동 시 불가피하게 산

성폐수 유출과 폐석 및 광미 유실 등의 광해를 발생시

켰다. 그 중 폐석과 광미가 많은 양이 적치되어 많은 환

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1) 이에 대하여 국가에서 환

경오염 방지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막

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친환경적

인 지오폴리머 (무기결합재)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3) 

지오폴리머는 Davidovits에 의해서 처음 명명되었으며

시멘트의 대체 소재로서 기대되는 무기소재의 하나로

inorganic polymer cement, alkali bonded ceramic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4-6) 지오폴리머 기술은 산업부산물의 재활

용이 가능하고,5,7-10) 유해중금속의 고정화가 가능하며,11-13)

나노 금속산화물을 합성할 수 있는 3가지 큰 특징이 있

다.14) 중금속 고정화는 중금속 이온이 지오폴리머를 형성

하는 실리카나 알루미나 등과 반응하여 불용성화합물을

형성하거나 지오폴리머 기재 내의 양이온 위치에 치환

되는 등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1-12) 

지오폴리머는 비활성 필러와 활성필러 및 활성화제로

3가지로 크게 나눠진다.15-16) 비활성필러는 산이나 알칼리

성 용액에 노출되어도 쉽게 용출되지 않는 특성의 원료

로서 규석이나 화강석 등과 같은 천연의 광석물질에 해

당되고, 활성필러는 알칼리성 용액에 노출되면 쉽게 내

부의 결합이 파괴되면서 이온이 용출되는 물질로서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는 잠재수경성 원료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활성화제는 활성필러를 자극하여 금속이온을 용출

시키는 역할로 사용되며, 알칼리성 자극에 의해 용해와

축중합 반응에 필요한 실리콘, 알루미늄, 나트륨, 칼륨 이

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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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미의 적치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광미를 이용한 지오폴리머 세라믹 제조에 관

한 연구를 하였다. 광미는 지오폴리머를 구성하는 3가지

중에서 비활성필러로서 첨가되었으며, 광미의 첨가량 변

화에 따른 지오폴리머 소재의 물리적 특성 대하여 연구

를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출발 원료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출발원료는 광미와 고로슬래그, 플

라이 애시 및 활성화제로 강알칼리성 용액을 이용하였으며

광미는 강원도 영월지역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원료들의 화학성분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고로슬

래그와 플라이 애시의 혼합비율 조절을 통하여 SiO2/Al2O3

의 몰비가 2.18로 조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활성화제는

KOH와 NaOH 및 공업용 규산소다를 사용하여 SiO2/M2O

(M = K + Na)의 몰비 1.7, pH = 13.5가 되도록 하였다. 

2.2 지오폴리머 세라믹 제조

지오폴리머 세라믹 제조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

며, 일반적인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제조공정을 이용하였

다. 각각의 원료를 조건에 따라서 칭량한 후, 몰탈 혼합

기의 바울(5L) 내에서 3분간 60 rpm/min으로 건식 혼합

하였다. 혼합한 분말은 미리 제조한 활성화제를 첨가하여

1분간 균일속도로 교반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슬러리는 큐브 몰드(50 mm × 50 mm × 50 mm)에 진동 충

진한 후, 1분간 진동을 가하면서 내부의 기포 제거를 하

여 공시체를 완성하였다. 성형이 완료된 공시체는 항온항

습기내에서 온도 50oC, 습도 90% 이상에서 8시간 양생

하였다. 양생이 완료된 공시체는 탈형하여 3일, 7일, 28

일간 상온 재령하였다.

2.3 지오폴리머의 세라믹의 특성 평가

광미의 첨가량 및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를 KS L 4201

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압축강도 측정이 완료된 시편은

알코올에 3일간 침적하여 geopolymerization 반응을 억제

시킨 후 분쇄하여 XRD (X-ray diffractometer; PHILIPS

XPERT-PRO)로 결정상을 분석하였다. 미세구조는 주사전

자현미경(Scanning Electrion Microscope; LEO 1420 VP)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결합 형태는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Vertex7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광미를 이용하여 제조된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유해성분 용출시험은 폐기물 공정시험법(KSLT)을 사용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원료의 특성

출발원료의 미세구조와 입도분석 결과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비활성 필러인 광미의 평균입자크기(d50)는 102.195

µm, 최대입자크기와 최소입자크기는 각각 209.213 µm와

23.676 µm의 넓은 크기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활성필러

로 사용된 고로슬래그와 플라이 애시는 Fig. 1(b), (c)와

같이 평균 입자크기(d50)가 고로슬래그는 7.281 µm, 최대

입자크기가 20.03 µm 이며 플라이 애시는 평균입자크기

가(d50) 24.269 µm, 최대입자크기가 103.972 µm이었다. 이

러한 활성필러의 입자크기 특성과 비활성입자 크기의 특

성은 제조하고자 하는 지오폴리머 세라믹을 형성함에 있

어서 큰 입자와 작은 입자의 조합이 잘 구성되어 충진

성이 높고 강도발현이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구조는 광미와 고로슬래그의 입자 형상은 불규칙한

괴상을 하고 있으며, 플라이 애시는 전형적인 구형의 입

자임을 알 수가 있다. Fig. 2는 출발원료의 XRD 분석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2(a)의 광미는 결정성이 뚜렷

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주 결정상이 quartz와 mu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unit: wt.%).

SiO2 Al2O3 CaO Fe2O3 MgO Na2O K2O SO3 LOI

Mine Residue 53.9 12.0 12.4 11.9 2.5 0.3 2.9 0.9 3.2

Blast Furnace Slag (BFS) 29.4 13.0 46.2 0.3 3.8 0.2 0.5 5.0 1.6

Coal Fly Ash (CFA) 51.5 26.3 9.2 5.3 2.9 0.7 1.7 0.8 1.6

Activato (AT) 18.5 - - - - 8.5 2.5 -

Table 2. Mixture proportions of geopolymeric ceramics.

Specimen GPB* Mine residue

Curing Conditions

Temp.(oC)
Time 

(hour)

MRGB-1 90 10

50 8

MRGB-2 80 20

MRGB-3 70 30

MRGB-4 60 40

MRGB-5 50 50

MRGB-6 40 60

MRGB-7 20 80

GPB* : BFS + CFA(SiO2/Al2O3 molar ratio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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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te, santaclaraite, hedenbergite로 구성되어 있다. Fig.

2(b)에서 활성필러인 고로슬래그와 플라이 애시는 약한

결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한 결정상은 플라이 애시의

주결정상은 quartz, mullite이었고, 고로슬래그는 gypsum

이다. 

3.2 결정상과 미세구조 특성

Fig. 3은 광미를 첨가하여 제조된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광미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muscovite와 quartz를 나타내는 9o(2θ), 21o(2θ)부

근의 회절피크의 강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광미의 첨가량이 작은 시편은 20~35o(2θ) 부근에

서 halo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 halo 패턴은 광미가

첨가된 모든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광미의 첨가량이

낮은 시편일수록 넓은 범위의 halo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오폴리머는 2θ의 20~30o영역에서 비

정질상을 의미하는 halo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지오폴리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Fig. 1. SEM micrographs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aw materials; (a) mine residures (d50 = 102.195 µm), (b) blast furnace slag

(d50 = 7.281 µm) and (c) coal fly ash (d50 = 24.269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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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osilicate gel의 영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5-7,10-12) 

XRD 분석 결과에서 halo 패턴은 고로슬래그와 플라이

애시의 혼합물인 GPB의 사용량과 관계되며, 고로슬래그

와 플라이 애시에는 다량의 비정질 유리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정질상이 알칼리성 용액의 자극과 열양생에 의한

축중합 반응을 통하여 비정질의 aluminosilicate gel 상을

형성하게 된다. 고로슬래그나 플라이 애시에 존재하는 Si-

O-Al의 공유결합은 과량의 OH−에 의해 결합이 파괴되

어 이온을 용탈하게 되고, 용탈된 이온들 중에서 Si, Al

의 양이온은 K, Na, Ca 등과 축중합에 의해서 비정질의

aluminosilicate gel상이 내부에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9,17)

또한 29o(2θ) 부근에는 calcite 피크와 C-S-H 겔 상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calcite 피크

는 고 알칼리 조건하에서 GPB 및 광미에 존재하는 다

량의 CaO 성분이 알칼리성 용액에 의해서 용출된 후, 공

기 중의 CO2와 반응하여 생성된 것이다.18,19) C-S-H 겔

상은 고로슬래그와 플라이 애시에 포함된 풍부한 CaO 성

분과 활성화제의 SiO2 성분이 반응하여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XRD 분석결과로 지오폴리머 세라믹은 비정질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겔을 나타내는 20~30o의 halo 패턴

과 결정질의 calcite임을 알 수가 있었다.10-12)

Fig. 4는 광미 첨가량에 따른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28

일 재령 시편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광미의 첨가

량이 낮은 시편일수록 파단면이 치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광미의 첨가량이 높은 시편 일수록 시편 내부에

기공과 크랙 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Fig. 4(a)

의 MRGB-2 시편의 경우, 시편 내에 지오폴리머 원료로

사용한 플라이 애시, 고로슬래그, 광미로 예상되는 입자

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나의 거대한 세라믹 덩어리 모

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표면에는 작은 입자

들이 다량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Fig.

4(b)의 MRGB-4 시편은 플라이 애시 입자로 예상되는 구

형의 입자 외에 역시 하나의 덩어리화 되어 있는 치밀

한 미세구조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Fig. 4(c)의

MRGB-6의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와 같은 구형의 입자들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표면에 부정형의 입자들이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Fig. 4(a), (b)에서는 볼수가

없었던 입자들이 Fig. 4(c)에서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광

미의 첨가량이 높아짐에 따라 미반응 광미입자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MRGB-7의

시편에서는 MRGB-6 보다도 많은 입자들이 표면에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 역시 대부분이 광미 입

자로 예상된다. 이러한 입자들은 결합되지 있지 않고 자

유입자로 존재하고 있다. 광미의 첨가량이 높은 시편의

낮은 압축강도는 이러한 입자들이 지오폴리머 반응을 방

Fig. 2. XRD patterns of raw materials; (a) Mine residue and (b)

CFA and BFS. 

Fig. 3. XRD patterns of mine residue-based geopolymeric ceramics

(at 28 days); (a) MRGB-2, (b) MRGB-4, (c) MRGB-6 and (d)

MRG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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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여 치밀화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광미의 첨

가량이 낮은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높은 압축강도는 지오

폴리머 원료 물질의 지오폴리머 화에 기인한 치밀한 세

라믹 덩어리 형성과 더불어 반응에 따른 반응생성물의 생

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10,20) 

 

3.3 FT-IR 특성

Fig. 5는 광미의 첨가에 따른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FT-

IR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오폴리머는

사면체 망목형 결합구조인 Si-O-Si와 Si-O-Al으로 구성되

며, 탄산염과 물이 포함되어 있다.18) 지오폴리머 세라믹 내

의 물 원자의 구조는 O-H 밴드로 나타나며, 3200 cm−1

~3700 cm−1의 영역에서 관찰된 넓은 흡수대가 해당된다.

1649 cm−1와 1654 cm−1의 흡수 밴드는 H-O-H을 나타내

는 것이며, 1436 cm−1과 1443 cm−1의 흡수 밴드는 탄산

염의 C-O 결합을 나타낸다. 약 1440 cm−1의 흡수밴드는 대

기 중의 CO2 이온과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알칼리 금속

염의 반응에 의한 탄산염 형성에 의한 것이다. 460 cm−1

과 1000 cm−1 부근의 신축진동은 Si-O-Si, Al-O-Si의 결

합구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Si-O-Al 가교 형성을 의미하

며, 축중합에 의한 [SiO4]
4−와 [AlO4]

5−의 사면체의 형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Si-O-Si 결합구조는 지오폴리머의 기

본 골격구조인 Mn(-SiO2)z-AlO2)n·wH2O (여기서 z는 1, 2,

3 M은 K+, Na+, Ca++ 등의 양이온, n은 축중합 정도)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690 cm−1 과 783 cm−1의

흡수밴드는 각각 Al-O와 Si-O 결합에 의한 것이다. 

3.4 압축강도 특성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압축강도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광미를 첨가한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압축강도는 43.3 MPa

부터 141.2 MPa의 범위로 나타났다. 재령 3일 시편의 압

축강도는 광미를 10 wt.% 첨가한 시편은 100.4 MPa을 나

타낸 데 반하여 광미를 80% 사용한 시편은 43.3 MPa로

첨가량 대비 43.1% 수준으로 낮은 압축강도를 발현하였

다. 재령 7일에서 시편의 압축강도는 광미를 20 wt.%를 첨

가한 시편이 116.3MPa로 가장 높았으며, 3일과 마찬가지

Fig. 5. FT-IR spectra of the mine residue-based geopolymer

ceramics (at 28 days).

Fig. 4. SEM micrographs of geopolymeric ceramics with the amount of mine residue (at 28 days); (a) MRGB-2, (b) MRGB-4, (c) MRGB-

6 and (d) MRG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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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80 wt.%의 광미가 첨가된 시편의 압축강도가 54.0 MPa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광미를 10~30 wt.%

의 범위로 첨가한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압축강도는 100

MPa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8일 재

령 시편의 압축강도는 광미 20 wt.%를 첨가한 시편에서 가

장 높은 141.2 MPa 이었으며, 80 wt.%를 첨가한 시편의

압축강도는 64.9 MPa로 가장 높은 압축강도에 46% 수준

이었다. 또한 광미를 10~50 wt.%의 범위로 첨가한 시편

모두 100 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였고, 광미의 첨

가량이 높을수록 압축강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압

축강도가 가장 많이 상승된 시편은 30 wt.%의 광미가 첨

가된 MRGB-3 시편이었으며, 152.6% (84.2 → 128.5)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광미가 첨가된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가장 우수한 압축강도는 광미 20 wt.%가 첨가된 MRGB-

2 시편임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재령이 경과할수록 압

축강도는 상승하였는데, 이는 양생시간이 경과할수록 활성

필러의 지속적인 geopolymerization과 지오폴리머 반응으

로 생성된 비정질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겔상들이 광미

입자의 주변으로 확산됨에 따라 치밀한 지오폴리머 세라

믹이 얻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21)

3.5 중금속 용출 시험

Table 3에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를 나타내었다. 용출 대상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

고 있는 Cu, Zn, Pb, Cd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Cd의 경우, 모든 시편에서 ND로 나타났다. 또한 Pb, Cu,

Zn의 경우, 대부분 검출되었지만, 용출양은 각각의 지정

폐기물 유해기준치 Pb 3.0 mg/L(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

유기준), Cu 1.0 mg/L(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 Zn

3.0 mg/L(해양배출폐기물 기준)이내로 현저히 낮음을 알 수

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광미를 다량 함유하는 지

오폴리머 세라믹 소재의 안전성을 알 수가 있었으며, 제

조된 지오폴리머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통하여 다양한 분

야로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4. 결  론
 

1. 광미를 비활성필러로 사용하고 고로슬래그와 플라이

애시의 혼합물을 활성필러로 사용한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압축강도는 광미의 첨가량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가장 높은 압축강도는 MRGB-2 시편이 141.2

MPa이었다. 

2. 광미를 활용하여 제조한 지오폴리머 세라믹의 반응

생성물은 비정질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겔과 calcite 및

C-S-H 상이었으며, 광미의 첨가량이 낮고 압축강도가 높

은 시편일수록 halo 패턴을 보이고 있다. 

3. 지오폴리머 세라믹은 새롭게 생성된 부정형의 입자들

이 존재하면서 치밀한 미세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오

폴리머 세라믹 내에 Si-O와 Al-O의 결합이 중축합에 의

해서 사면체의 [SiO4]
4−와 [AlO4]

5−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지오폴리머 세라믹 내

에 중금속이 안정하게 고정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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