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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polymers were synthesized using raw materials produced from two different areas: one was from Indonesia and the other was
from Habcheon, Korea. The constituting phases of the Indonesian raw material were quartz and kaolinite, while those of the Habcheon
sample were quartz, halloysite and albite. They were both calcined at 750

o
C for 6 hours, and solution of NaOH and water glass was

added to activate the geopolymeric reactio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 synthesized from the Indonesian raw material
showed a low value of 151 kgf/cm

2
 after curing for 28 days. However, it could be greatly increased by adding blast furnace slag

powders of 1188 kgf/cm
2
 and 1969 kgf/cm

2
 at 20 wt% and 40 wt% additions, respectively.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geopolymer synthesized from the Habcheon raw material was high, at 557 kgf/cm
2
, after 28 days, and the very high early-stage (3

days) strength of 556 kgf/cm
2
 for this sample was remarkable. Commercially available Habcheon metastate raw material, of which

composition showed low CaO and Na2O contents compared to the calcined Habcheon raw material, was also examined. It was found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commercial metastate type was nearly identical to that of the calcined Habcheon raw material
except for the relatively low value at an early curing stage and at a high curing temperature of 6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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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빈도

가 높아져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

으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현재 대부

분의 토목 건설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결합제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틀랜드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에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 증가가 이산화

탄소 농도 증가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서 온실가스인 이

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는 시멘트 제조업의 특성상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며, 석회석이 아닌 다른 물질을

이용한 구조재료 및 기능재료 개발을 통한 시멘트 생산

량 감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친

환경을 지향하는 미래 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

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는 새로운 시멘트, 즉 무기 결

합재에 대한 관심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고조되어 가

고 있고 최근 몇 년에 걸쳐 친환경적인 콘크리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5)

최초에 Davidovits에 의하여 개발된 무기계 수지, 즉 다

른 이름으로 지오폴리머(geopolymer)라고 부르는 재료는

비정질 계 규산염 알루미늄을 알칼리 이온의 도움으로 Si

및 Al 산화물의 4면체로 중합시킴으로써 제조되는데,
6)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원료를 수백 도에서 하소하여 결정구

조를 무정형으로 바꾸어 반응성이 높은 준안정 상태로 변

환시킨 메타카올린(metakaolin)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이용

하게 된다. 이는 화학적으로 광물을 결합시켜 고화시키므

로 수축률이 거의 0에 가깝다.
7)

 지오폴리머는 현재 일반

시멘트의 대체재로 일부 상용화되고 있고, 압축강도는 기

존의 시멘트에 버금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

시 CO2의 발생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요소까

지 갖추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도자기 원료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합천

에서 산출된 원료를 이용하여 물유리 및 NaOH 수용액으

로 이루어진 활성화제를 첨가하여 지오폴리머 반응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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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 후 압축강도 특성을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지오폴

리머 반응은 메타카올린을 원료로 사용하나, 카올린의 산

지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과 화학 조성이 다르므로 이러

한 요인이 지오폴리머 반응 후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각 원료는 하소하여 메타 상태로

전환시킨 후 사용하였는데, 합천 산 원료의 경우는 메타

상으로 판매되는 상용 원료도 구입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고로 슬래그 분말의 첨가가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2. 실험방법

인도네시아 및 합천 산 무기질 원료를 알루미나 도가

니에 담아 전기로에서 승온속도 2
o
C/min로 750

o
C에 6시

간 하소하여 메타 상태로 합성하였다. 상용 메타상태 합

천 산 원료는 ㈜아세아세라텍으로부터 구입하였다. 10 M

농도의 NaOH(Samchun, 96%) 수용액과 25%로 희석시킨

물유리(Showa, 36-38% SiO2)를 1:2의 중량 비로 혼합함으

로써 지오폴리머 반응의 활성화제, 즉 축중합 개시제를

제조하였다. 활성화 용액과 무기질 원료분말을 1:2의 중

량 비로 알루미나 유발에서 30분 간 혼합하였다. 압축강

도 측정용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시료를 몰드에 넣고 일

축가압성형기(3912, Carver, USA)를 사용하여 100 kgf/cm
2

의 압력을 가하여 직경 15 mmφ, 높이 15 mm인 성형물을

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산 원료에 고로슬래그 분말을 중

량비로 20%, 40% 혼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

을 성형하였다. 성형물은 25
o
C 및 60

o
C에서 3일, 7일, 28

일 동안 양생시켰다.

사용한 원료의 상분석은 X-선 회절기(D/max-III C, Rigaku,

Japan)의 Cu-Kα 선을 사용하여 30 kV 및 30 mA의 조건으

로 행하였다. 원료의 화학조성은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

분석기(HP-4500, Hewllet Packard, USA)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압축 강도는 동일한 조건의 시편 5개에 대하여

시편 성형 시 사용한 일축가압성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기질 원료의 화학조성

을 나타내었다. 고로슬래그를 제외한 무기질 카올린 원료

의 화학성분은 대체로 비슷하였는데, 모든 원료의 주 화

학성분은 SiO2로 나타났다. 상용 메타상 합천 산 카올린

원료에는 Fe2O3가 2.21%로 많은 편이어서 붉은 색상을

띠고 있었다. 고로슬래그에는 CaO가 37.8%로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Al2O3

는 매우 낮은 함량을 보였다. 

Fig. 1은 인도네시아 산 원료의 하소 전후의 상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카올리나이트와 석영 상이 관찰되는데,

750
o
C에서 6시간 하소한 후에는 석영 상을 제외한 대부

분의 회절피크가 사라지고 비정질 상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합천 산 원료의 상분석이다. 회절패턴 A

는 상용 메타상 원료이고, B와 C는 각각 도자용 원료의

하소 전 및 후의 회절패턴이다. 하소 전 원료는 석영, 알

바이트, 할로이사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하소

하면 석영과 알바이트의 주 회절 피크를 제외한 피크들

이 사라져서 상용 메타상 원료와 같아짐을 알 수 있다.

Fig. 3은 상온에서 28일간 지오폴리머 반응을 진행시킨

인도네시아 산 및 합천 산 시편의 X-선 회절패턴이다. 인

도네시아 산 원료의 경우 알칼리 활성화 반응이 진행되

어도 특정한 상이 발현되지 않음에 비하여, 합천 산 원료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arting Materials for Geopolymeric Reaction (wt%)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Ig. Loss

Indonesian kaolin 52.6 43.7 0.37 0.26 0.15 0.12 0.22 0.84 0.01 0.56 0.66

Habcheon kaolin 51.6 30.2 0.94 9.1 0.41 0.44 2.80 0.18 0.02 0.01 4.33

Habcheon meta-kaolin 51.5 38.2 2.21 3.55 0.48 0.36 1.11 0.26 0.03 0.01 2.36

Blast furnace slag 37.5 13.2 0.37 37.8 4.25 0.39 0.17 0.72 0.15 0.02 -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s-received and calcined

Indonesian kaolin. The upper pattern A is obtained

from as-received, and the lower one B is from

calcined kaolin at 750
o
C for 6 hours. The peaks with

symbols ● and ■ are the diffraction peaks from
quartz and kaolinit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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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소 전의 원료가 나타냈던 상으로 재 전환됨을 보여

주고 있다.

Fig. 4는 750
o
C에서 6시간 하소한 인도네시아 산 원료

를 각 3일, 7일, 28일 동안 지오폴리머 반응을 진행시킨

시편의 파단면을 관찰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3일

째 시편을 보면 휘스커 형태의 미세구조가 관찰되는데,

이것은 양생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라진다. SEM 관찰

시 EDS 원소분석을 행한 결과 휘스커 부분의 Na 원소

농도는 22.7at%로서 주변의 입자상 부분의 4.0 at%보다

Na의 함량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Fig. 5는 인도네시아 산 원료에 고로슬래그 분말을 20%

및 40% 혼합한 시료를 28일 동안 반응시킨 시편의 미세

구조를 보여준다. Fig. 6은 750
o
C에서 6시간 하소한 합천

산 원료를 각 3일, 7일, 28일 동안 지오폴리머 반응을 진

행시킨 시편의 미세구조이다. 상용 메타상 원료는 하소한

경우와 유사한 미세구조로 관찰되었다. 이들 원료를 사용

한 경우에는 Na 함량이 높은 휘스커 형태의 미세구조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7은 하소한 인도네시아 산 원료, 하소한 합천 산

원료, 메타상 상용 합천 원료 등을 사용하여 28일 간 지

오폴리머 반응을 일으킨 시편의 압축강도를 나타낸다. 모

든 원료에서 60
o
C에서 반응시킨 시편이 상온에서보다 높

은 강도를 나타냈다. 각 원료 별로 비교하면 상온에서 28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aw materials from Habchon.

The peaks with symbols ●,  ■,  and □ are the diffraction
peaks from quartz, albite, and halloysite, respectively.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geopolymerized samples

after curing at 25
o
C for 28 days. The peaks with

symbols ●, ■,  and □ are the diffraction peaks from
quartz, albite, and halloysite, respectively.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hotographs of fractured

surface of calcined Indonesian raw materials after

geopolymeric reaction for (a) 3 days, (b) 7 days, and

(c) 28 days. The scale bar is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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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양생시킨 경우 하소한 합천 산 원료가 557 kgf/cm
2
, 상

용 메타상 합천 산 원료가 583 kgf/cm
2
, 하소한 인도네시

아 산 원료가 151 kgf/cm
2
이었다. 

점토 광물 원료는 수백 도에서 하소하면 결정구조가 무

정형으로 바뀌어 반응성이 높은 준안정 상태로 변하게 되

고,
8)

 이를 이용하여 지오폴리머가 합성되는 과정은 식 (1)

과 식 (2)에서 보듯이 하소 시 탈수된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광물에 알칼리 이온 및 물유리에 포함된 SiO2가 중축합에

참여하여 SiO4 및 AlO4 4면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6)

 인도네시아 산 원료의 경우는 Fig. 3(a)에서

보듯이 중합 개시 초기에 Na 이온이 반응에 참여하지 못

하고 휘스커를 형성하기 때문에 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중

축합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양

생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Na 이온은 식 (2)의 반응에 참

가하여 중축합에 소모되므로 휘스커 상이 사라진다. 이러

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산 원료에 중축합에 필요한 Na2O,

K2O, CaO 등의 물질이 적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hotographs of fractured

surface of calcined Indonesian raw materials that were

mixed with (a) 20 wt% and (b) 40 wt% of blast furnace

slag powders after geopolymeric reactions for 28 days.

The scale bar is 10 µm.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hotographs of fractured

surface of calcined Habchon raw material after

geopolymeric reaction for (a) 3 days, (b) 7 days, and

(c) 28 days. The scale bar is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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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산 원료는 하소한 원료와 상용 메타 원료 모두 상

온에서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서 구조물로서 이용 가능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소한 원료의 경우 3일 양생한

초기 압축강도가 556 kgf/cm
2
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서

조강 제품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소한 합천

산 원료는 상용 메타상 원료와 구성하는 상이 유사하지

만 초기 강도와 60
o
C에서 반응시킨 시편의 강도가 더 높

은데, 이는 Na2O 및 CaO의 함량이 높아서 활성화에 기

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산 원료의 낮은 압축강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로슬래그 분말을 혼합한 결과 Fig. 8에서 보듯이 20 wt%

및 40 wt% 혼합함으로써 압축강도는 각각 1188 kgf/cm
2

와 1969 kgf/cm
2
로 매우 높아졌다. 슬래그 분말이 다른 원

료와 크게 다른 점은 CaO 함량이 높다는 데 있다. 슬래

그는 높은 CaO 함량으로 인하여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

화과정과 유사한 반응성이 높은 비정질 수화 칼슘 실리

케이트 및 수화 칼슘 알루미네이트 상을 생성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9)

 또한 Ca(OH)2의 첨가는 석탄회나 메타

카올린에서 SiO4 및 AlO4의 4면체 구조 생성을 촉진시킨

다.
10)

 따라서 이러한 슬래그 분말이 반응성이 낮은 인도

네시아 산 원료 분말 사이에 충진되어 높은 압축강도를

발현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도자기용 원료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합천에서 산출된

원료를 하소하여 메타 상으로 전환시킨 후 물유리 및

NaOH 수용액을 첨가하여 지오폴리머 반응을 일으킨 후

압축강도 특성을 알아보았다. 인도네시아 산 원료는 석영

및 카올리나이트가 주 상으로서 초기 반응 시 Na 함량이

높은 휘스커 조직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상온에서 28일 반

응시킨 시편이 151 kgf/cm
2
 압축강도를 나타냈는데, 고로슬

래그 분말을 20 wt% 및 40 wt% 혼합함으로써 강도를 각각

1188 kgf/cm
2
와 1969 kgf/cm

2
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합

천 산 원료는 석영, 할로이사이트, 알바이트 등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일 동안 반응시킨 시편이 556 kgf/cm
2
의

높은 초기강도를 나타내었고 28일 반응시킨 후에도 동일

한 강도를 유지하였다. 이 원료와 동일한 상으로 이루어

진 상용 메타상 원료는 초기 강도만 낮을 뿐 28일째 강

도는 583 kgf/cm
2
로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60

o
C에서 반

응시킨 경우는 CaO와 Na2O의 함량이 높은 하소 원료가

상용 메타상 원료보다 높은 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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