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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 new bonding agent using coal ash is utilized as a substitute for cement, it has the advantages of offering

a reduction in the generation of carbon dioxide and securing the initial mechanical strength such that the agent has attracted

strong interest from recycling and eco-friendly construction industri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production conditions

of new hardening materials using clean bottom ash and an alkali activation process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newly

manufactured hardening materials. The alkali activator for the compression process uses a NaOH solution. This study

concentrated on strength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the NaOH solution, the curing temperature, and the

curing time. The highest compressive strength of a compressed body appeared at 61.24MPa after curing at 60oC for 28 days.

This result indicates that a higher curing temperature is required to obtain a higher strength body. Also, the degree of

geopolymerization was examin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revealing a micro-structure consisting of a glass-like

matrix and crystalized grains. The microstructures generated from the activation reaction of sodium hydroxide were widely

distributed in terms of the factors that exercise an effect o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geopolymer hardening bodies. The

Si/Al ratio of the geopolymer having the maximum strength was about 2.41.

Key words geopolymer, bottom ash, alkali activator, compressive strength.

1. 서  론

국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건설 분야에서도 대규모 초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멘트 소비량

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일반적

으로 포틀랜드시멘트를 결합재로 사용하고 있다. 포틀랜

드시멘트의 제조량은 해마다 3%씩 증가하고 있으며, 제

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약 135

만 톤이 발생되며,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 등 자연재

앙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주요 이산화탄소 발

생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순

으로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

다. 2011년 정부에서 산업별 이산화탄소 감축안이 발표

됨에 따라 건설 분야에서도 시멘트 제조업계가 감축의

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은 친환경을 지향하는 미래 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친환경적인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그 중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발생되

는 석탄회를 이용하여 시멘트 대체 재료를 개발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7) 시멘트 대체 재료의 원료로는 플

라이애시(Fly ash)나 슬래그와 같은 알루미노 규산염광물

을 포함한 무기화합물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원료

와 알칼리 활성화제인 NaOH, KOH, Na2CO3, Na2SiO3

등을 첨가하여 소성반응을 거치지 않고 화학반응에 의

해 결합구조를 갖는 새로운 경화체가 Davidovits 연구팀

에 의하여 처음 발견되었다. 그의 초기 특허에 따르면

가장 간단한 지오폴리머(geopolymer)는 메타카올린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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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실리케이트 용액이 반응한 혼합물로 구성된다고 한

다. 또한 양생온도를 20~150oC 범위로 유지시켰을 때 발

열반응과 함께 Si-O-Al 결합을 한 반응생성물이 나타난

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오폴리머의 구조가 양생온도뿐만

아니라 활성화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도 변화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고농도의 알칼리 활성화와 연속적인 수

열 합성법으로 기공을 조절한 결정질 aluminosilicate를 제

조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solid/liquid의 비가 높은 경

우에는 수열합성 없이도 비정질이고 물리적으로 강한

aluminosilicate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오폴리머

는 화학적으로 silico-aluminates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aluminosilicate를 Inoganic binder 혹은 geopolymer

라고 명명하고 있다.8,9) 위와 같이 알칼리 활성화제의 첨

가량이 낮을 때 S/L 비는 높아지게 되고 물리적으로 강

한 지오폴리머를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

오폴리머 반응은 시멘트 수화 반응에서 갖지 못하는 빠

른 응결시간을 가지고 있어 양생초기에 높은 강도를 구

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오폴리머 주원료의 기반이 되는 플라이애쉬 외

에도 바텀애쉬(Bottom ash), 폐기물로 취급되는 연탄재 등

을 이용해서도 지오폴리머 원료로 사용되는 연구보고가 발

표되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에는 SiO2와 Al2O3의 지오폴

리머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플라이

애쉬의 경우 콘크리트 혼화재로도 활용되고 있는 반면, 바

텀애쉬의 경우 일부 콘크리트 잔골재를 대체한 인공골재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될 뿐 전량이 매

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텀애쉬 내에

는 화력발전소 연소실에서 석탄을 연소할 시 연소온도 및

계절에 따른 습도 변화 등으로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미

연소탄소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입형이 균질하지 못한 이

유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바텀애쉬를 지

오폴리머 원료로 활용할 경우 현재 대부분 매립에 의존

하던 처리방식으로 인해 매립지 부족난 및 토양, 이산화

탄소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이산화탄소 저

감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바텀애쉬를

기반으로 하는 비소성 무기결합재인 지오폴리머를 제작하

였다. 연구과정에서 건설재료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

하여 높은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바텀애쉬와

알칼리 활성화제의 배합조건,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의 조

건에 따라 달라지는 압축강도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2.1 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바텀애쉬는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석

탄을 연소 후 보일러 내부 벽이나 바닥에 떨어지는 바

텀애쉬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바텀애쉬의

입도를 50 µm이하로 조절하였고, 부유선별법을 통해 미

연탄소를 모두 제거한 정제 바텀애쉬(Cleaned bottom

ash, 이하 CBA)를 실험시료로 사용하였다. 알칼리 활성화

제는 수산화나트륨(NaOH)을 사용하였으며, 원료의 배합조

건에 따라 NaOH의 농도를 달리해 지오폴리머 성형체를

제작하고, 상온과 60oC, 80oC로 온도를 변화하여 양생하

였다. 제작조건에 따라 달리지는 지오폴리머 경화체의 압

축강도를 측정하고 CBA와 NaOH의 활성화반응에 의해 생

성된 반응구조물(이하, 미세구조)이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2.2 성형체의 제조

Fig. 1은 지오폴리머 성형체 제작 공정도를 나타내고 있

다. 제작방법은 일반적인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과 유사

하다. 배합수에 해당되는 용액은 증류수에 NaOH를 농도

별로 6,8,10,12 M로 혼합하여 알칼리 활성화 용액(liquid)

으로 사용하였으며, 실험원료인 CBA(solid)를 30 wt% 배

합으로 고정하고 KS L 5109에 따라 기계비빔을 실시하

였다. 앞선 연구에서 지오폴리머 성형체 제조에 가장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NaOH 용액의 첨가량임을 알 수 있

었으며, liquid/solid 가 30 wt%에서 성형체 제작에 적합

Fig. 1. Procedure of experiment.

Table 1. Experimental parameters of the NaOH concentration, cure

time and temperature for compression bodies.

Liquid/Solid

(wt%)

NaOH

(M)

Temperature

(
o

C)

Curing time

(day)

30

6

8

10

12

room temp.

60

80

1

3

7

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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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첨가량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NaOH의 농도변화

에 따라 기계 비빔된 지오폴리머 모르타르를 성형하기 위

해 ∅15 mm의 원기둥형 몰드에 넣고 9.8 MPa의 힘으로

press 하여 성형체를 제작하였다. 성형체는 같은 조건의

방법으로 3개를 제작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양생온도

는 상온과 60oC, 80oC의 조건으로 양생시간에 따라 양

생기에서 고온양생을 실시하였다. 경화체는 양생기일에 꺼

내어 상온에서 경화체 내에 남아있는 잠열을 모두 식힌

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2.3 분석방법

CBA와 NaOH활성화제를 이용해 제작된 경화체는 지

오폴리머 생성척도의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R&B압축강도 측정기(Unitech T., Korea)를 사용하

였다. 지오폴리머 경화체는 0.3 mm/min의 속도로 압축력

을 제하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같은 조건으

로 제작된 경화체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을 데이터로 사

용했다. 경화체 3개의 압축강도 측정결과에서 경화체의

파괴양상이 표준 압축강도 파괴양상에서 벗어날 경우에

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압축강도

가 측정된 경화체는 NaOH 농도, 양생온도, 양생시간의

조건에 따라 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압축강도에 영

향을 미치는 미세구조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학조성

분석이 가능한 EDS (JEM 2300, Jeol Ltd., Japan)가 부

착된 주사전자현미경(JSM 6380, Jeol Ltd., Japan)을 사용

하였다. 분석대상 지오폴리머 경화체는 양생온도에 따라

상온, 60oC, 80oC에서 NaOH 농도에 따라 6 M, 12 M을

분석하였고, 양생시간 경과에 따라 1일과 표준양생 28일

경화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3. 결  과

3.1 실험원료의 기초물성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인 CBA의 특성은 X-선 회절

(XRD:X-Pert MPD, Philips, Netherlands)분석결과 Fig.

2와 같이 결정질 상으로 석영(Quartz, SiO2)와 뮬라이트

(Mullite, 3Al2O3·2SiO2)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험원료는 앞선 실험에서 미연탄소를 모두 선별·분

리된 상태이다. 시료를 SEM/EDS 및 mapping 으로 관

찰한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미연탄소는 존재하지 않고

지오폴리머 반응에 필요한 뮬라이트가 전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석영이 관찰되었다. 

 

3.2 압축강도 특성

CBA와 NaOH 활성화제를 이용해 제작한 지오폴리머

경화체의 압축강도는 NaOH의 농도, 양생온도 및 양생

시간의 제작조건에 따라 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4(a)는 NaOH 농도를 6, 8, 10, 12 M로 변화하여 상온에

서 양생한 경화체의 압축강도 측정결과이다. 압축강도 측

정 시 10 M, 12 M의 1, 3일 양생된 경화체는 외력이 조

금만 가해져도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지는 결과

를 보였다. NaOH는 나트륨 이온(Na+)와 수산화 이온

(OH−)로 존재하는데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대표적

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NaOH 농도가 높았던

10 M, 12 M의 경화체는 양생초기에 대기 중의 수분을 흡

수해 CBA와 NaOH의 활성화반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10 M, 12 M의 높은 NaOH

농도로 제작한 경화체는 양생 7일부터 강도를 형성하며

외력을 저항하는 강도가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준양생 28일에서 NaOH 10 M이 8.26 MPa가 발현되며,

12 M이 10.88 MPa로 상온양생 중 가장 높은 압축강도 발

현되었다. 반면 낮은 NaOH 농도로 제작된 6 M, 8 M 경

화체는 1일에 0.41 MPa, 0.3 MPa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표준양생 28일에 6 M이 10.5 MPa, 8 M이 8.27 MPa

로 강도는 양생시간이 결과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양

한 제작조건의 지오폴리머 경화체 압축강도 측정결과는

전반적으로 양생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서서히 증가

하고 있으며, 28일 이후에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상온양생은 NaOH 농도의

차이 없이 28일 양생 시 약 10 MPa의 강도가 발현되었

다. 따라서 약 10 MPa 정도의 강도에서는 NaOH 농도

의 변화에 대해 강도의 차이를 규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다. Fig. 4(b)는 60oC에서 양생한 지

오폴리머 경화체의 압축강도 결과이다. 상온양생조건과 다

르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생초기인 1일부터 강도가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온에서 양생 시 강도가

증가되는 사실은 Davidovits 연구팀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상온보다는 고온양생 시 초기강도가 확보되고,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 of cleaned bottom ash.



74 안응모·조성백·이수정·미야우치 히로유키·김규용

양생시간이 늘어날수록 강도확보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NaOH 12M 농도로 1일 양생한 경화체가 37.87MPa의

강도가 발현되었으며, 양생시간이 늘어날수록 강도는 지

속적으로 증가되어 표준양생 28일에 61.24MPa의 최대압

축강도가 발현되고 있다. 반면, 12M 보다 낮은 6, 8,

10M의 NaOH 농도에서는 양생 1일에 약 18~26MPa로

낮게 나타나며, 양생28일에도 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0oC의 온도에서는 NaOH 농도가 12M일 때 알

칼리 활성화반응이 최대로 이루어지며, 12M 보다 낮은

NaOH 농도의 경우 활성화반응에 필요한 알칼리 이온의

부족으로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Fig. 4(c)는 80oC의 온도에서 양생한 경화체의 압축강

도결과로서 60oC보다 양생 1일에 낮은 NaOH 농도인 6,

8M을 사용한 경화체의 강도가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6M이 43.41MPa, 8M이 41.40MPa의 강도가 발현되

고, 10M, 12M의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낮은 약 25MPa

의 강도로 나타나고 있다. NaOH 농도가 낮은 경우 양

생초기에 강도가 높게 발현되고 있으나 양생 28일에는

강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80oC의 양생온도에서는 양생초기에 낮

Fig. 4. Compressive strength of compression bodies cured at (a)

room temp. (b) 60oC and (c) 80oC.

Fig. 3. (a) SEM, (b) EDS and (c) mapping analysis results of the

cleaned bottom ash(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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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aOH 농도인 6, 8M에서 활성화 반응이 빠르게 진

행되어 강도확보가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또

한 양생시간이 늘어날수록 강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활성

화 반응이 진행되지 않거나 초기에 종료된 상태로 사료

된다. 그 밖에 높은 NaOH 농도인 10, 12M의 경우에는

과잉 첨가된 NaOH 활성화제가 결정화 되며 강도발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결과

적으로 같은 NaOH 농도로 제작을 실시해도 양생온도, 양

생시간에 따라 경화체의 압축강도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작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지오폴리머

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경

화체의 파단면을 관찰하고 지오폴리머 반응에 의해 생

성된 미세구조의 분포 및 Si/Al 비를 알아보았다.

3.3 SEM/EDS 을 이용한 미세구조 특성 분석

CBA와 NaOH 활성화제의 활성화반응으로 제작된 경

화체 중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게 발현된 상온양생의 6M,

28일 경화체와 12M, 28일 경화체의 파단면의 미세구조

를 SEM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또

한 알칼리 활성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지오폴리머 기질

부분을 EDS spot 분석을 통해 Si/Al 비를 알아보았다.

Fig. 5(a)와 (b)에서 CBA와 NaOH 활성화제에 의해 생

성된 반응생성물이 관찰되지만, 반응 생성물 사이에 빈

틈이 관찰되고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오폴리머 반

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해 압축강도가 낮게 발현된것이라 판단

된다. 또한 반응생성물의 Si/Al 비를 관찰한 결과 (a)가

1.40, (b)가 1.13으로 낮은 값의 합성비를 보이고 있다.

지오폴리머의 선진연구자인 Peter Duxson의 연구결과 의

하면 Si/Al 비가 1.5~2.15사이에서 미세구조와 기계적 강

도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며, 1.40 이상에서 다공성의

미세구조가 관찰되고, 1.65 이상에서 균질하게 형성되며

1.91에서 강도는 극대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10-12) 따라

서 상온에서 제작한 경화체의 미세구조 Si/Al 비는 전

반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미세구조의 활성화가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낮은 강도가 발현된 것이라

판단된다. 

Fig. 6은 60oC에서 양생한 경화체의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로 상온과는 다르게 미세구조가 전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입자간의 조직이 치밀하게 형성되어 강도가 증가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bottom ash treated with 28days at 60oC for (a) 6M and (b) 12M activator.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bottom ash treated with 28days at room temperature for (a) 6M and (b) 12M acti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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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6(a)는 6M, 28일의 경화체로

Si/Al 비가 1.42로 나타나며, Fig. 6(b)는 12M, 28일 경

화체로 Si/Al 비가 2.41로 나타나고 있다. NaOH 농도

차이로는 미세구조의 형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Si/Al 비가 낮은 (a)보다 높았던(b)가 최대압축강도가 발

현되었다. 따라서 미세구조의 형상과 분포가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Si/Al 비가 1.42보

다 2.41로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7은 80oC의 온도에서 양생한 경화체로서 Fig. 7(a)

는 6M, 1일 경화체의 미세구조 Si/Al 비가 2.69를 나타

내며, 60oC와는 달리 미세구조가 전체에 형성되지 못하

였고 입자와 입자사이의 틈이 치밀하지 못함을 알 수 있

었다. Fig. 7(b)는 12M, 28일 경화체로 Si/Al 비 1.86

나타나며 미세조직이 전체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80oC 양생조건에서 6M, 1일 경화체의 강도

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때 미세구조의 분포양도 중

요한 요인이 될수 있지만, Si/Al 비가 2.69로 높게 나타

날 때 압축강도는 높게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작조

건, 양생조건에 따라 알칼리 활성화 반응정도에 의해 미

세구조의 분포 및 Si/Al 비가 달라지며 강도에 차이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경화체의 미세구조가 전체에 넓

게 분포되고 Si/Al 비가 2.41의 경우에서 최대의 압축강

도가 발현되는 경화체를 제작할 수 있었다.

4. 고  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바텀애쉬와 NaOH 활성화제

를 이용해 지오폴리머 경화체를 제작하고 특성을 분석

하였다. 기존 지오폴리머 연구의 기반이 되었던 플라이

애쉬 뿐만 아니라 바텀애쉬도 파쇄장비를 이용해 입도

조절을 실시하고 불순물로 존재하는 미연탄소를 부유선

별로 선별한 시료를 통해 지오폴리머를 제작 할 수 있

었다. 단순히 매립에 의존되던 바텀애쉬의 활용률을 극

대화 할 수 있으며,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의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온에서 양생한 경화체의 압축강

도가 약 10MPa의 낮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어 60oC 이

상의 고온양생이 보다 적합한 지오폴리머 제작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오폴리머 경화체는 제작조건에 의

해 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알칼리 활성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미세구조의 Si/Al 비가 강도발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작조건에 의해 Si/Al 비

가 달라지는 이유와 미세구조의 Si/Al 비에 따른 강도

변화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5. 결  론

화력발전소 바텀애쉬와 같은 무기계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경화체 바인더를 제작할 경우 자원 재활용이 가

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텀애쉬를 재활용하

기 위한 일환으로 정제한 바텀애쉬와 NaOH 활성화제를

농도별로 혼합하여 지오폴리머 경화체를 제조하고 압축

강도 및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경화체의 미세구조가 압

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바텀애쉬의 주성분은 석영과 뮬라이트로 혼합되어

있으며,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Al, Si 성분

이 포함되어 있어 NaOH 활성화제로 화학반응 시켜 지

오폴리머 경화체 제작이 가능하였다.

2) 정제 바텀애쉬와 NaOH 12M를 30wt% 배합비로

기계 비빔을 실시해 성형체를 제작하고, 60oC의 양생온

도에서 28일 표준 양생할 경우 압축강도 61.24MPa로 최

대압축강도가 발현되었으며, 28일 이후에도 강도가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오폴리머의 미세구조는 제작조건 및 양생조건에

Fig. 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bottom ash treated with 80oC at 6M activator for (a) 1day and 12M for (b) 28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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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지며, 60oC의 온도에서 NaOH 농도가 높고 양

생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세구조는 전체에 조밀하고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Si/Al 비 2.41에서 최대압축강도가 발

현되었다.

4) 지오폴리머 경화체의 미세구조는 NaOH의 농도가 높

고 양생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체에 형성되어 있으나 미

세구조가 넓게 분포되었다하여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

니며 Si/Al 비 2.41~2.69 범위에서 높은 압축강도가 발

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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