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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polymers have many advantages over Portland cement, including energy efficiency,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high strength at early age and improved thermal resistance. Alkali activated geopolymers made from waste materials

such as fly ash or blast furnace slag are particularly advantageous because of thei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low cost.

However, their durability and functionality remain subjects for further study. Geopolymer materials can be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fire and heat resistant fiber composites, sealants, concretes, ceramics, etc., depending o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ource materials and the activator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therm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fly ash and blast furnace slag based geopolymers in order to develop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with excellent energy

efficiency, sound insulation properties and good heat resistance. With different curing times, specimens of various composition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compressive strength, X-ray diffraction, thermal property and microstructure. In addition, we

investigated changes in X-ray diffraction and microstructure for geopolymers exposed to 1,000 oC heat.

Key words geopolymer, fly ash, alkali activation, thermal property, slag.

1. 서  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가속됨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2) 산업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

장 널리 사용 되어온 건설용 재료는 시멘트이며, 20세

기 이후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에 중요

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는 많은 이

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환경과 자연을 파괴

하는 재료로서 인식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시멘트 1톤 생

산 하는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가스의 배출에 대한 비중이 7 %를 차지할 정

도로 심각하다. 21세기는 친환경을 지향하는 미래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산

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시멘트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산업

부산물을 시멘트 대체재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

부산물을 다량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미비한 단점이 있지만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산업 부산물로만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의 무기 결합재인

Geopolymer에 대한 관심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고

조되어 가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콘크리트에 대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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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3-7) 친환경적이며 OPC(포틀랜드

시멘트)를 대체 할 수 있는 Geopolymer의 다른 장점으

로 일반적으로 OPC 보다 내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최근 Geopolymer는 세라믹과 같은 특성과

Aluminosilicate계 원 재료의 알칼리활성에 의한 경화로

뛰어난 내화 성능을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화

재(고온)나 열처리 이후의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는 수

분에 의한 급격한 냉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반면, Geopolymer는 친환경적인 재료이면서 내열성이 우

수한 재료로 화재와 같은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조

건에서도 폭렬 현상을 방지하는데 우수한 특성을 보고

한 바 있다.10) 그러나 Geopolymer의 우수한 내열 특성

에 따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PC를 대체 할 수 있는 플라

이애쉬-고로슬래그 기반의 Geopolymer를 이용한 내열성

이 우수한 내외장재로의 활용을 위하여 플라이애쉬와 고

로슬래그의 혼합 비율에 따른 열충격에 대한 물리적 성

질과 수화생성물의 미세구조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Geopolymer 경화체를 위한 출발원료는 국내의 ST사에

서 사용하는 플라이애시(Fly Ash, 이하FA)와 고로슬래그

(Blast Furnace Slag, 이하 BFS)를 사용하였다. BFS는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주된 화학성분은 SiO2, Al2O3, CaO가 80 wt%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FA는 화력발전소의 미분탄이 연소 후 발

생되는 미세한 분말을 포집한 것으로 주된 화학성분은

SiO2와 Al2O3가 70 wt%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성

분은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Rigaku,

ZSX100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

다. Geopolymer로서 반응을 활성시키기 위한 활성화제

는 K2O/SiO2 몰 비율이 0.8, pH 13이 되는 Potassium

silicate를 제조하여 Geopolymer 반응의 활성화제(중축합

개시제)로 사용하였다.

 

2.2 시험체 제작 및 시험

Geopolymer 시험체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일

반적인 제조공정으로 Fig. 1과 같다. Table 2에 제시한

배합비로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오차범위 ± 0.1 %로 칭량

한 후, 모르타르 혼합기(4.7 L) 내에서 5분간 140 rpm/

min.으로 균일하게 건식 혼합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L/

S(liquid/solid) 비율에 따라 활성화제를 첨가한 후, 5분

간 285 rpm/min으로 균질하게 혼합하였다. 이후 혼합된

슬러리를 몰드(40 × 40 × 160 mm)에 충진한 후, 1분간 진

동을 가하면서 내부의 기포 제거를 하여 제조하였다. 시

편은 온도 30 oC, 습도 90 % 이상의 항온 항습 챔버내

에서 24시간 양생한 후 몰드로 부터 탈형하고 봉합 양

생을 실시하여 시험체 내외의 온도차와 탈수에 의한 건

조 수축 및 크랙을 방지하였다. 시험체는 상온에서 3, 7,

28일 동안 양생하였다. 또한 Geopolymer 시험체의 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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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LOI

Blast Furnace Slag (BFS) 27.18 11.49 0.42 44.89 2.99 2.98 0.41 4.29

Fly Ash (FA) 50.23 20.59 8.42 6.74 0.95 - 1.43 4.68

Table 2. Mixture proportions of Geopolymeric ceramics.

Specimen

Binder Liquefied Activator Curing Conditions

Blast Furnace Slag 

(BFS)
Fly Ash (FA) L/B (%)

K2O/SiO2 

(mole ratio)
Temp. (

o
C) R.H. (%) Time (hour)

BFS80 80 20

0.4 0.8 30 90 24BFS60 60 40

BFS40 40 60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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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열처리시험은 봉합양생 28일 재

령의 시험체를 대상으로 전기로(Lenton, UAF16/5)를 이

용하여 10 oC/min의 승온 속도로 1,000 oC에서 60분 동

안 유지하여 열처리 하였다.

2.3 특성분석

Geopolymer 경화체 수화물의 특성 및 열처리 이후의

미세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체는 3, 7, 28일 재

령 및 28일 후 열처리 시험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화

체의 3, 7, 28일 재령과 28일 열처리 후 시험체에 대한

압축강도는 KS L4201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압축강도의

측정이 완료된 시험체는 알코올에 침적하여 Ggeopoly-

merization 반응을 억제시킨 후 시험체의 결정상과 미세

구조를 조사하였다. Geopolymer 수화물의 결정상 조사

는 XRD(X-ray Diffractometer; Rigaku, D/Max-2500V)

를 이용하였고, Scan range; 5-80o, Acc. Vol.; 40 kV

200 mA, Scan Speed; 2o/min, Target; Cu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수화물의 미세구조 변화는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

6701F) 및 HR-EDS(High Resolution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OXFORD Instrument, X-Max)를

이용하였으며 Pt를 플라즈마 코팅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28일재령 시험체에 대하여 3 × 3 × 10 mm의 크기로 절단

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율을 열팽창 계수 측정기

(Dilatometer; Netzsch, DIL402C)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의 분석조건은 Temp. range; 25-1,300 oC, Heating rate;

10 oC/min, At. gas; HP air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처리에 의한 균열발생 및 압축강도

Fig. 2는 28일 재령의 시험체에 대하여 1,000 oC에서

열처리에 따른 시험체 외관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1,000
oC의 열처리에 의하여 균열의 발생과 색상의 변화가 있

다. 시험체에 대한 균열의 크기 및 깊이는 고로슬래그

의 혼합 비율이 60 wt%인 BFS60 시편에서 열충격에 대

한 저항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관찰 된다. BFS40의

경우 시험체의 표면에서 깊지 않은 균열이 관찰되고 있

으나, BFS80은 시험체의 내부까지 균열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경화체의 경우 고

온에 노출되면 600 oC 이상의 온도에서 균열이 발생하

기 시작하여 약 1,100 oC에서 붕괴 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나, Geopolymer의 경우에는 1,200-1,400 oC에서

도 안정할 정도의 높은 열저항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1-13) Fig. 2와 같이 붕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

만 균열의 발생이 확인되는 것은 BFS의 높은 CaO 함

량에 따라 형성되는 C-S-H gel 수화물의 분해와 CaCO3

의 분해 및 BFS에 포함된 CaSO4(Anhydrite)가 활성화

제에 의해 SO3
−가 용탈되면서 생성된 K2SO4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A의 낮은 반응성을 고려하여 알칼리에 의한 활성이

Fig. 2. Appearance changes of Geopolymeric ceramics after fire at

1,000
o
C.

Fig. 3.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ic ceramics(3, 7 and

28days) and after fired at 1,000 oC (for 28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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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BFS의 첨가에 따른 압축강도 특성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A는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특성

으로 Geopolymer에 활용하게 되면 물리적 특성이 저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재령 3, 7 및 28일에 따른

압축강도의 측정값은 각각 다르지만 BFS의 혼입량이 증

가함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제에 의한 반응에서 FA보다 BFS

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이며, BFS의 성분 중 다량의 CaO

성분에 의한 C-S-H와 같은 수화 생성물로 인하여 시험

체의 물리적 압축강도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다. 1,000 oC의 온도에서 열처리된 시험체의 경우 열처

리 이전의 경향과는 다르게 BFS60에서 가장 높은 압축

강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BFS80의 경우 가장

낮은 잔존 압축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잔존 압

축강도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시험체의 형상에서 관찰

된 각 시험체의 균열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균열의 발

생과 잔존 압축강도는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열팽창특성

Fig. 4는 FA-BFS계 Geopolymer 시험체를 열팽창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선 수축률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

서 BFS40, BFS60, BFS80은 각각 −5 %, −7 %, −10 %

의 선 수축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시편은 600 oC 이

후에 서서히 수축을 시작한 후 800-900 oC 영역에서는

급격한 수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균열의 발생, 탈

탄산반응 및 Aluminosilicate gel의 상전이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3.3 결정상

FA를 BFS로 치환하면 화학적 조성이 변하게 되므

로, Geopolymer의 물성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

Fig. 4. Dilatometer curves of Geopolymeric ceramics with 28days.

Fig. 5. XRD patterns of BFS40, BFS60 and BFS80 Geopolymer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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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혼합비율이 다른 FA-BFS계 Geopolymer의

시편의 결정상은 재령 3, 7, 28일 및 28일후 1,000 oC에

서 열처리된 시험체의 결정상을 조사하였다. Fig. 5는

FA-BFS계 Geopolymer의 재령 및 고온 열처리에 따른

시험체의 결정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A-BFS계 Geo-

polymer의 XRD 패턴에서 20-35o(2theta) 범위의 비정

질인 halo 패턴과 출발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Mullite

(3Al2O3·2SiO2) 피크와 Quartz(SiO2)가 확인 되었다. Halo

패턴은 BFS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넓은 범위의 halo 패

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Geopolymer는 20-

30o(2theta) 영역에서 비정질상을 의미하는 halo 패턴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Geopolymer

중축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Aluminosilicate gel의 영

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5-17) FA와 BFS는 다량의 비정

질 유리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비정질상이 알칼리용액의

자극에 의해 양생과정에서 중축합 반응이 진행되면서 비

Fig. 6. FE-SEM micrographs and EDS point mapping of Geopolymeric ceramics with 3, 7, and 28days.

Fig. 7. FE-SEM micrographs and EDS point mapping of 28days Geopolymeric ceramics after fired at 1,0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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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질의 Aluminosilicate gel 상을 형성하게 된다. FA-BFS

계에 존재하는 Si-O-Al의 공유결합은 과량의 OH−에 의

해 결합이 파괴되어 용탈된 Si, Al 등의 이온이 K, Na,

Ca 등과 중축합에 의해서 비정질의 Aluminosilicate gel

상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Calcite

피크와 C-S-H gel 상의 생성에 의한 피크는 29o(2theta)

부근에서 확인되고 있다. Calcite 피크는 BFS에 다량으

로 존재하는 CaO 성분이 활성화제의 장극에 의해 용출

된 후 공기중의 CO2와의 반응으로 생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20,21) C-S-H gel 상은 BFS에서 용출된 CaO와 활성

화제에 의하여 용출되는 SiO2 성분이 반응함으로서 생성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일반적으로 OPC 경화체의

압축강도 발현에서는 C-S-H와 Ca(OH)2수화물에 기인하

지만 Geopolymer의 경우에는 Calcite의 결정질과 Alumi-

nosilicate gel 비정질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000 oC에서 열처리된 Geopolymer는 상온에서 나타난

비정질 Aluminosilciate gel 상의 halo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며, 열처리 이전의 시험체에서 확인되었던 Quartz와

Mullite의 피크가 크게 감소하고, Calcite 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새로운 상인 Gehlenite, Calcium silicate,

Kyanite, Microcline의 피크가 확인되고 있다. Geopolymer

의 열처리시 생성되는 상은 Quartz가 불균일핵생성의 seed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Kyanite, Microcline의 생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23) 또한 Calcite 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CaCO3가

700-900 oC 사이에서 CaO와 CO2가스로 분해되기 때문

이며,24) CaO성분은 Gehlenite의 결정상 생성 및 성장에

기여한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5) 탈 탄산은 1,000 oC에

노출된 Geopolymer의 압축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

된다.

3.4 미세구조특성

FA-BFS계 Geopolymer의 열처리 전 후 미세구조를 FE-

SEM/HR-EDS으로 분석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편에서 조직은 치밀하며, BFS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내

부의 균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일과 7일의 재

령에서는 표면에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는 HR-EDS 분석과 XRD의 결정상 분석을 통

해 알수 있듯이 K2SO4의 생성으로 생각된다. 28일 재

령에서는 표면의 작은 입자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치밀

화된 Aluminosilciate gel 및 C-S-H gel이 보이고 있다.

Fig. 7은 BFS의 증가에 따라 재령 28일에 열처리된 시

험체의 FE-SEM/HR-EDS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침상

형으로 결정이 성장된 K2SO4가 확인되었으며 그외의 조

직은 Aluminosilicate와 Gehlenite, Calcium silicate상들이

혼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FT-IR 분석결과

Fig. 8은 BFS의 첨가량에 따른 재령 28일 시험체에 대

한 열처리 전 후의 FT-IR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피

크의 패턴은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a영

역에서는 O-H 결합에 의한 흡수밴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수화 반응의 진행에 따라 수화물에 의

해 나타나는 것이며, 1,000 oC에서 열처리된 경우에는 수

화물의 분해로 인한 탈수로 이 영역의 흡수밴드가 약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H-O-H 밴드로 일반적으로 약한 결합력을 가지는 결합

수에 의한 것으로 열처리에 의하여 쉽게 분해되는 것을

알수 있다. C 영역에서는 C-O 결합에 의한 흡수 밴드

로 대기중의 CO2와의 반응으로 인하여 CaCO3의 존재

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BFS80의 경우가 비교적 높은

흡수밴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d와 e 영

역에서 확인되는 흡수밴드는 Polymerization에 의한

Aluminosilicate의 생성에 의한 비대칭 Si-O-Si와 Al-O-

Si 또는 Al-O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26) 이러한

결합기는 Geopolymer 경화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

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열처리 이후 이 부분의 피크강

도 세기가 증가하면서 복잡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BFS60의 경우 열처리 이후 d 영역의 피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XRD의 분

석결과와 같이 열처리 후 생성되는 Gehlenite와 같은 상

이 생성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FA-BFS 기반의 Geopolymer를 열처리 전 후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와 미세구조 변화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Fig. 8. FT-IR spectra of Geopolymer specimens(28days and

1,0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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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 oC에서 열처리된 FA-BFS계 Geopolymer 시

험체의 균열 발생은 FA와 BFS의 혼합비율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데, BFS의 혼입 비율이 60 wt% 일때 균

열발생이 가장 낮으며, 잔존 압축강도의 측정값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2) BFS의 첨가량이 높은 시료일수록 내부의 균열이 증

가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3일 및 7일 재령에서는 표면

에 작은 입자의 K2SO4가 생성되고 28일 재령에서는 치

밀화된 Aluminosilciate gel 및 C-S-H gel이 관찰되었다.

1,000 oC로 열처리한 경우 침상형 K2SO4가 확인되며, 그

외 조직은 Aluminosilicate와 Gehlenite, Calcium silicate

의 결정상이 나타난다.

3) FA-BFS계 Geopolymer 경화체의 주요 수화생성물

은 비정질 형태의 Aluminosilicate로 나타나며, 1,000 oC

로 열처리한 경우 Gehlenite, Calcium silicate, Kyanite,

Microcline와 같은 결정상이 보인다. 또한 IR 분석을 통

해 열처리한 시험체는 O-H 결합이 포함되는 수화물의 분

해가 나타나지만 Al-O-Si 또는 Si-O-Si와 같은 결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결정상의 생성에 기인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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