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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polymer cements and geopolymer resins are newly advanced mineral binders that are used in order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generation that accompanies cement production. The effect of additives o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ized class-F fly ash was investigated. Blast furnace slag, calcium hydroxide(Ca(OH)2), and silica fume powders were

added to fly ash. A geopolymeric reaction was initiated by adding a solution of water glass and sodium hydroxide(NaOH) to

the powder mixtures. The compressive strength of pure fly ash cured at room temperature for 28 days was found to be as low

as 291 kgf/cm−2, which was not a suitable value for use in engineering materials. On the contrary, addition of 20 wt% and

40 wt% of blast furnace slag powders to fly ash increased the compressive strength to 458 kgf/cm−2 and 750 kgf/cm−2,

respectively. 5 wt% addition of Ca(OH)2 increased the compressive strength up to 640 kgf/cm−2; further addition of Ca(OH)2
further increased the compressive strength. When 2 wt% of silica fume was added, the compressive strength increased to 577

kgf/cm−2; the maximum strength was obtained at 6 wt% addition of silica fume. It was confirmed that the addition of CaO and

SiO2 to the fly ash powders was effective at increasing the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ized 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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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데,1,2) 현재 대부분의 토목 건설에서 사용되

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에는 많은 이산화탄소

를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 증가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대량

으로 방출하는 시멘트 제조업의 특성상 이에 대한 대처

가 중요하며, 석회석이 아닌 다른 물질을 이용한 구조재

료 및 기능재료 개발을 통한 시멘트 생산량 감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을 지향

하는 미래 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산화탄소의 배

출이 거의 없는 새로운 시멘트, 즉 무기 결합재에 대한

관심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고 최

근 몇 년에 걸쳐 친환경적인 콘크리트에 대해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5)

J. Davidovits에 의하여 개발된 무기계 수지, 즉 다른

이름으로 지오폴리머(geopolymer)라고 부르는 재료는 비

정질계 규산염 알루미늄을 알칼리 이온의 도움으로 Si 및

Al 산화물의 4면체로 중합시킴으로써 제조된다.6) 여기서

는 원료를 수백 도에서 하소하여 결정구조를 무정형으로

바꾸어 반응성이 높은 준안정 상태로 변환시킨 메타카

올린(metakaolin)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이용하게 된다. 이

는 화학적으로 광물을 결합시켜 고화시키므로 수축률이

거의 0에 가깝다.7) 지오폴리머는 현재 일반 시멘트의 대

체재로 일부 상용화되고 있고, 압축강도는 기존의 시멘

트에 버금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 시 CO2의

발생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갖추

고 있다.3) 

최근에는 폐기물인 석탄회, 슬래그, 연탄재 등을 이용

한 지오폴리머 합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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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11) 그 중에서 석탄회는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고, 현

재 시멘트 등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굵은 입도를 가

진 것은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석탄회를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석탄회를 지오폴리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석탄회는 물과 반응하여 초기에는 빠르게 분해되

나 낮은 용해도를 갖는 분해물질이 원료물질 위에 침적

하여 석탄회의 지속적인 분해반응을 차단하거나 반응속

도를 느리게 하여 지오폴리머 재료로서의 특성을 크게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무기결합재의 특성을 향상시켜

시멘트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석탄회의 중합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활성화 공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회의 압축강도 특성을 향상시키고

자 석탄회에 고로슬래그, 수산화칼슘, 실리카퓸 등의 분

말을 첨가하여 물유리 및 NaOH 수용액으로 이루어진 활

성화제에 의한 지오폴리머 반응을 일으킨 후 압축강도

특성을 알아보았다. 각 첨가제는 석탄회의 압축강도를 크

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험 방법
 

지오폴리머 반응을 위하여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

는 석탄회를 사용하였다. 지오폴리머 반응을 위한 첨가물

로서 고로슬래그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분말을, 수산

화칼슘은 시약급(Shinyo Pure Chem., GR급)을, 실리카퓸

은 Degusa 사의 Aerosil 300을 사용하였다. 

10M 농도의 NaOH(Samchun, 96%) 수용액과 25%로

희석시킨 물유리(Showa, 36-38% SiO2)를 1:2의 중량비로

혼합함으로써 지오폴리머 반응의 활성화제, 즉 중축합 개

시제를 제조하였다. 활성화 용액과 무기질 원료분말을 1:3

의 중량비로 알루미나 유발에서 30분 간 혼합하였다. 압

축강도 측정용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시료를 몰드에 넣

고 일축가압성형기(Carver, 3912)를 사용하여 100 kgf/cm2

의 압력을 가하여 직경 15 mmφ, 높이 15 mm인 성형물

을 제작하였다. 석탄회에 고로슬래그 분말을 20 wt%, 40

wt% 혼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을 성형하였다.

수산화칼슘은 0~20 wt%, 실리카퓸은 0~8 wt% 혼합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성형물은 25oC 및 60oC에서 3일, 7

일, 28일 동안 양생시켰다. 지오폴리머 반응 후 시편의

파단면은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6700F)을 사용하여 관

찰하였다. 압축 강도는 동일한 조건의 시편 5개에 대하

여 시편 성형 시 사용한 일축가압성형기를 사용하여 측

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석탄회에 고로슬래그 분말을 20 wt% 및 40

wt% 첨가하여 상온에서 7일, 28일 간 지오폴리머 반응

을 일으킨 시편의 압축강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슬래

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는 높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8일 양생시켰을 때 20 wt% 및 40

wt% 첨가한 시편의 압축강도는 각각 458 kgf/cm−2와 750

kgf/cm−2이었다. 

Fig. 2는 석탄회 및 슬래그 분말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Fig. 1. Compressive strengths of geopolymerized fly ash with the

addition of blast furnace slag powders.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hotographs of geopolymerized fly ash samples cured at room temperature for 28 days. (a) No slag

addition, (b) 20 wt% of slag added and (c) 20 wt% of slag added sample. The scale bar is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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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간 양생시킨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슬래

그 분말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는 휘스커 형태의 미세조

직이 관찰된다. 슬래그가 20 wt% 첨가되면 휘스커 형태

의 미세구조는 사라지는 대신에 주상 형태의 미세구조가

관찰된다. 40 wt%로 첨가량이 증가하면 이와 같은 미세

구조는 사라지고 석탄회 고유의 구형 입자를 중심으로 한

미세구조만이 관찰된다. 

최초로 지오폴리머 반응에 사용된 점토 광물 원료는 수

백 도에서 하소하면 결정구조가 무정형으로 바뀌어 반응

성이 높은 준안정 상태로 변하게 되고,12) 이를 이용하여

지오폴리머가 합성되는 과정은 식 (1), (2)에서 보듯이 하

소 시 탈수된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광물에 알칼리 이온

및 물유리에 포함된 SiO2가 중축합에 참여하여 SiO4 및

AlO4 4면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중

축합 개시 초기에 Na 이온이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면

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중축합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석탄회 및 고로슬래그 분말의 화

학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석탄회는 CaO의 함량

이 낮은 class-F에 속하는 원료이었으며, 함유된 SiO2 및

Al2O3의 양은 점토광물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석탄회가 고

온에서 생성되는 특성 때문에 지오폴리머 반응성은 점토

광물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2(a)에서 관

찰되는 휘스커 형태의 미세구조는 점토 광물을 이용한 지

오폴리머 합성 시 압축강도가 낮은 시편에서도 관찰되

는데 주변의 다른 입자상 부분에 비하여 Na 함량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석탄회 만으로 지오폴리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Na2O가 지오폴리머 반응에 충분

히 참여하지 못하고 휘스커 상에 집중되어 존재하므로 압

축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반면에 슬래그

가 첨가됨에 따라 알칼리 용액이 지오폴리머 반응에 참

여하면서 소진되어 휘스커 형상이 사라지고 20 wt%의 슬

래그 첨가량에서 주상 형태의 미세구조를 거쳐 40 wt%

의 첨가량에서는 구상의 석탄회 입자 형태만 관찰된다.

슬래그 분말은 다른 산업폐기물 원료와 다르게 CaO 함

량이 매우 높다. 슬래그는 높은 CaO 함량으로 인하여 포

틀랜드 시멘트의 수화과정과 유사한 반응성이 높은 비정

질 수화 칼슘 실리케이트 및 수화 칼슘 알루미네이트 상

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a(OH)2의 첨가

는 석탄회나 메타카올린에서 SiO4 및 AlO4의 4면체 구

조 생성을 촉진시킨다.13) 따라서 이러한 슬래그 분말이 반

응성이 낮은 석탄회 분말 사이에 충진되어 높은 압축강

도를 발현하였다고 판단된다. 

석탄회에 수산화칼슘을 첨가하여 위와 같은 CaO의 영

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Fig. 3에서 보듯이

Ca(OH)2의 첨가량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상온에서 양생한 경우 5 wt%의 첨가만으로 구조용

재료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높은 640 kgf/cm−2의 압축강도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fly ash and blast furnace slag powder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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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ash 51.58 30.25 3.59 5.71 1.21 0.81 0.66 1.52 0.05 1.01 -

Blast furnace slag 37.50 13.21 0.37 37.82 4.25 0.39 0.17 0.72 0.15 0.02 -

Fig. 3. Compressive strengths of geopolymerized fly ash with the

addition of Ca(OH)2. Data obtained from specimens cured at room

temperature (a) and cured at 60o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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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었다. 상온 강도는 Ca(OH)2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에 비하여, 60oC에

서 측정한 값은 상온 강도보다 높으나 5 wt% 및 10 wt%

의 Ca(OH)2 첨가량에서 엇갈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60oC에서 양생할 때 수분의 건조속도가 시편의 부위별

로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의 편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로 슬래그의 화학조성에 의거하여 20 wt% 및 40

wt%의 첨가량에 해당하는 CaO의 양을 계산하면 각각

7.6 wt% 및 15.1 wt%가 되는데, 각 첨가량에 해당하는

압축강도 값을 비교하면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고

로 슬래그는 고온 용융상태에서 급랭되어 유리화 되는

특성 상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고 알칼리 용액에 의

하여 경화되는 잠재수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슬래

그 분말의 경화 만으로 압축강도가 높아졌다고 추측할

수도 있으나, Ca(OH)2의 첨가에 의하여 석탄회의 지오

폴리머 반응이 촉진되었으므로 슬래그에 포함된 CaO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SiO2는 지오플리머 반응에 있어서 실리카퓸, 실리카 미

분(flour), 왕겨재(rice husk ash) 등의 형태로 사용된다. 특

히 나노 분말인 실리카퓸은 나노 복합체를 형성하여 지오

폴리머 반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즉 반응

초기에 폴리실라놀 형태로 입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며, 반

응이 진행됨에 따라 실록소 결합(-Si-O-Si-O-)이나 시알

레이트 결합(-Si-O-Al-O-)으로 상호 연결되어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Fig. 4를 보면 실리카퓸이 첨가됨에 따라 압

축강도가 증가하는데, 고로 슬래그 분말이나 Ca(OH)2의

첨가량에 비하여 적은 양으로 충분히 높은 압축강도가 발

현됨을 알 수 있다. 즉 2 wt% 첨가하여 577 kgf/cm−2의

압축강도를 얻었다. 6 wt%의 실리카퓸 첨가량에서 최대

의 압축강도가 얻어졌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Aerosil 300

분말은 평균입경이 7 nm 이고 비표면적이 300 ± 30 m2/g

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작은 나노 입자가 쉽

게 알칼리 용액에 용해되어 석탄회 입자를 가교하는데 기

여하였다고 생각한다. 

4. 결  론

석탄회에 고로슬래그, 수산화칼슘, 실리카퓸 등의 분말

을 첨가하여 물유리 및 NaOH 수용액으로 이루어진 활

성화제에 의한 지오폴리머 반응을 일으킨 후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석탄회 만으로 지오폴리머 반

응을 일으킨 경우의 압축강도는 291 kgf/cm−2으로 구조용

재료로 사용하기에 낮은 값인데 반하여 석탄회에 고로슬

래그 분말을 20 wt% 및 40 wt% 첨가한 결과 28일 양생

후의 상온 강도는 각각 458 kgf/cm−2와 750 kgf/cm−2로 나

타났다. Ca(OH)2를 5 wt% 첨가하면 압축강도가 640 kgf/

cm−2으로 증가하였다. 석탄회에 나노 분말인 실리카퓸을

2 wt% 첨가하면 압축강도가 577 kgf/cm−2으로 증가하였

으며, 6 wt%의 첨가량에서 최대의 압축강도 값을 나타

내었다. 석탄회의 압축강도 증진에는 CaO와 SiO2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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