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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결합재로서 플라이애쉬를 100% 사용한 알칼리 활성 콘크리트를 개발할 목적으로

알칼리 활성화제의 화학적 변화에 따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SEM / EDS 및 XRD 등의 미세구조 분석을 검토하

였다. 그 결과, 몰농도가 높을수록 초기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압축강도의 크기에 비례하여 Si4+ 및 Al3+량이

용출되었다. 또한 SEM 및 EDS로 조직을 분석한 결과 모르타르의 조직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Al 및 Si 성분이었고, XRD

분석결과 활성화제 성분차이에 따른 세기(intensity)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플라이애쉬, 알칼리 활성화제, 지오폴리머, 압축강도, 경화메커니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alkali-activated concrete which uses 100% fly ash as a binder without any cemen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mortar was examined depending on the chemical change in alkali-activator through SEM and

SEM/EDS observations and the XRD analysis. It was found from the test that the higher molar concentration induced the greater

effect on the initial strength, and that Si4+ and Al3+ were eluted relative to the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l and Si were determined to be most influential ingredients on the microstructural development of the mortar,

and that the different ingredient of the activator was almost no change in solidity from the XR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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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

서가 채택된 이후,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38개국의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근 2008년 7월에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50년까지 배출가스를 현

재의 50%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

니다.

한편,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는 이산화탄

소 배출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재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 제

로 콘크리트의 주요 반응메커니즘인 중합반응 이론은

1978년에 프랑스의 Davidovits가 카올리나이트(kaolinite :

Al2Si2O5(OH)) 광물질과 알칼리 활성화제(alkaline

activator)를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이론을 정립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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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Davidovits, 1989,  Palomo et al., 1999) 제조상의

문제와 경제성 등의 이유로 그 후 한동안 활발히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

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호주, 일본, 미국, 유럽 등을 중

심으로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

한 알칼리 활성화 콘크리트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일부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Curtin

대학의 Rangan 교수는 플라이애쉬를 이용하여 활성화

시킨 콘크리트의 배합 및 최적의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배합을 제안하였다.(Van Chanh Bui et al., 2008,

Wallah & Rangan, 2006) 국내에서도 플라이애쉬와 고

로슬래그를 사용한 알칼리 활성화 콘크리트 등에 대해

서는 일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보단계

에 있다고 할 수 있다.(양근혁 등, 2007, 문경주 등

2005, 조병환 등 2006)

한편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를 포함한 석탄회(coal ash)의 양은 2009년에 약 835

만 톤으로 2005년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약 936만 톤으로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는 석탄회 중 42 % 정도를 시

멘트 제조용 원료(점토 대체재), 콘크리트용 혼화재

(mineral admixture)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는 해안 및 육상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매립 시 발생되는

침출수와 미세 분말로 구성된 석탄회의 분진 침출에 의

해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결합재로서 플라이애쉬를 100% 사용한 콘크리트를 개

발할 목적으로 시리즈 1은 알칼리 활성화제의 농도에

따른 강도변화, 시리즈 2는 수산화나트륨(NaOH)과 규

산나트륨(sodium silicate)의 혼합비에 따른 강도변화를

분석하였고, 용출시험 및 SEM, EDS, XRD분석 등의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알칼리활성화제의 몰농도, 혼합

배합, 재령과의 상호관계와 경화된 공시체의 강도발현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플라이애쉬를 활용하기 위한 신

개념의 건설소재로써의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반응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결합재로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를 사용하여 물과 반응하는 수화반응(hydration reaction)

에 의해 C-S-H (규산칼슘수화물; 3CaO·2SiO2·3H2O)와

같은 수화생성물을 형성하여 강도가 발현된다. 반면 플

라이애쉬 기반 지오폴리머는 플라이애쉬의 Al 및 Si 성

분을 알칼리 활성화제의 작용에 의해 용해시켜 경화되

는 것으로 중합반응(Geopolymerization)이라 하고 Si-

O-Al-O 삼차원 폴리머 고리 합성체를 만드는 Al-Si 산

화물간의 화학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8년 Davi-

dovits에 의해 제안되었다. 알칼리 활성화제는 MOH 형

태의 가성 알칼리(caustic alkalis)와 R2O·(n)SiO2 형태의

규산염(silicates)이 단독 또는 조합의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M은 Na, K 및 Ca와 같은 알

칼리 금속이온성분을 가진 수산화나트륨(NaOH), 수산

화칼륨(KOH), 탄산나트륨(NaCO3) 및 황산나트륨

(Na2SO4)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칼리 활성화제로

결합제와 반응하여 Al 및 Si를 활성화하여 반응속도를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래의 Fig.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의 두 번째 화학반응에서 수

분이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합반응시 양생에

의하여 촉진되므로써, 불연속의 gel nano-pore를 시멘트

경화체에 제공함으로써 경화체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는 중합반응에 의한 경

화메커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알칼리 활성 플라이애쉬 기반 콘크리트는 SiO2/Al2O3

의 비와 더불어 SiO2/Na2O 및 Al2O3/Na2O 의 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알칼리 활성 플라이애쉬 기반 콘크리

트의 주요 경화 메커니즘의 중합반응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3. 실험개요

3.1. 사용재료

이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이애쉬는 보령 화력발전소에

서 생산되는 플라이애쉬(분말도 = 3,550 cm2/g, 밀도 =

Fig. 1. Reaction mechanism of cementless ge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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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g/cm3로 입자크기는 평균 15µm (57µm이하, 90%)

로 산화규소(SiO2)와 산화알루미나(Al2O3)의 함유량이

81.1 %로 반응성 산화물이 다량 포함하고, 산화칼슘

(CaO) 함량이 6% 미만이고 강열감량(L.O.I)이 최대

5% 미만인 ASTM C 618에서 규정한 F급으로 화학성

분은 Table 1과 같다. Si와 Al의 성분들은 알칼리 활

성화제 사용과 고온양생으로 Al-Si 중합반응이 발생하

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발현시킨다.

이 연구에서 플라이애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약

용 알칼리 활성화제로 순도 98%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NaOH)를 사용하였고, 몰농도는 각각 6, 9 및 12 M로

제조하여 반응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알칼리 활성화제

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Na2O가 9~10%, SiO2가

30%, 고형분량 약 40%, 밀도 1.39 g/cm3인 규산나트륨

(Sodium Silicate)의 혼합사용이 중합반응을 더욱 활성

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수산화나트륨

9 M에 규산나트륨을 25%씩 중량비로 치환하여(NaOH

9 M : Sodium Silicate = 0:100, 25 : 75, 50 : 50, 75 : 25,

100 : 0)여 반응성을 검토하였다.

3.2. 실험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변수 및 배합비는 Table 2

와 같고 Table 3은 배합비에 따른 화학적 구성비를 나

타내었다. 

시리즈 1은 수산화나트륨의 몰농도를 6 M, 9 M,

12 M로 달리한 강도변화로 동일한 SiO2/Al2O3비에서

SiO2/Na2O와 Al2O3/Na2O가 변화할 때 압축강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시리즈 2는 NaOH와 규산나

트륨의 혼합비를 달리한 알칼리 활성화제가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험체 제작방법으로 호바트 믹서를 이용하여 플라이

애쉬와 잔골재를 2분간 건비빔 후 알칼리 활성화제와

물을 첨가하여 3분간 배합하였다. 배합된 모르타르는

50 × 50 × 50 mm의 몰드를 이용하여 타설하고, 고온양

생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이용하여 밀

봉시킨 후 60oC에서 24시간 오븐에서 양생을 실시하였

으며, 그 후 상온(23±2oC, Rh 50 %)에서 24시간 기

건양생 후 탈형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는 50 × 50 × 50 mm의 각주형 공시체를 제작

하여 200 KN 용량의 UTM을 이용하여 KS F 2405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재령별 5개의 각주형 공시체에 대

한 압축시험을 실시하고 가장 편차가 큰 2개의 결과값

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값을 그 재령에서의 압축

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활성화제의 농도에 따른 플라이애쉬의 용출량은

NaOH 6, 9, 12 M에 대해 플라이애쉬/NaOH의 비를

1 : 6의 무게비로 100 rpm의 속도로 30분간 배합한 후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플라이애쉬의 분말부분을 제외한

액상을 채취하여 Si 및 Al 이온성분에 대해 용출시험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플라이애쉬 입자의 반응성을 알

아보기 위해 SEM을 이용하여 플라이애쉬의 표면을 측

정 하였다. 또한 NaOH 9 M에 대해서는 배합 시간에

따른 Si 및 Al 이온성분의 용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Fig. 2. Setting and hardening mechanism of polymerization.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fly ash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 SO3 (%) L.O.I*

fly ash 55.3 25.8 5.5 2.9 0.8 0.3 3.2

* L.O.I : Loss of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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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10분, 20분 및 30분의 배합시간에 대해 용출량을

측정하였다.

XRD는 RINT D/max25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조건은 Cuka(Nikel filter) : 30 kC, 20 mA, Scanning

speed:2 o/min., 2θ : 5~70 o 하였다. SEM/EDS는 FE-SEM

(S-4800-EDS)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10 kV,

WD(Working Distance) 8 mm에서 관찰하였으며, 성

분분석(EDS)은 가속전압 15 kV, WD 15 mm에서 관

Table 2. Mixture proportion

Series Specimen

Mix proportion by Mass (Unit : g)

FA W NaOH 6M NaOH 9M NaOH 12M
Sodium 

Silicate
Sand (#6)

1

FASH6SS50 1600 160 400 400 2400

FASH9SS50 1600 160 400 400 2400

FASH12SS50 1600 160 400 400 2400

2

FASH0SS100 1600 160 - 0 800 2400

FASH25SS75 1600 160 200 600 2400

FASH50SS50 1600 160 400 400 2400

FASH75SS25 1600 160 600 200 2400

FASH100SS0 1600 160 800 0 2400

FA:Fly Ash, SH:Sodium Hydroxide(NaOH), SS:Sodium Silicate

Table 3. Key chemical ratio of mixture

Series Specimen SiO2/Al2O3 SiO2/Na2O Al2O3/Na2O H2O/Na2O Si/Al

1

FASH6SS50 4.13 9.98 2.42 24.39 2.07

FASH9SS50 4.13  8.01 1.94 18.89 2.07

FASH12SS50 4.13  6.83 1.65 15.60 2.07

2

FASH0SS100 4.62 14.50 3.14 27.523 2.312

FASH25SS75 4.38 10.50 2.40 22.190 2.189

FASH50SS50 4.13 8.01 1.94 18.893 2.065

FASH75SS25 3.88 6.32 1.63 16.653 1.942

FASH100SS0 3.76 5.00 1.33 15.329 1.880

Table 4.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Series Specimen Flow (mm)
Compressive Strength (MPa)

1day 3days 7days 14days 28days 56days 91days

1

FASH6SS50 185 0.0 9.9 12.6 18.4 25.9 27.5 28.2 

FASH9SS50 183 17.2 18.2 18.9 27.8 43.1 45.8 47.3 

FASH12SS50 180 28.4 29.5 41.1 42.9 44.8 46.2 47.5 

2

FASH0SS100 175 5.3 8.6 10.1 11.9 13.1 14.8 15.5 

FASH25SS75 180 14.2 14.6 15.3 24.9 32.3 34.3 35.2 

FASH50SS50 183 17.2 18.2 18.9 27.8 43.1 45.8 47.3 

FASH75SS25 180 7.9 8.6 9.3 17.6 22.8 23.2 24.1 

FASH100SS0 193 0.0 2.9 5.5 10.1 13.8 13.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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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강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결합재와 활성화제의 반응으로 판단하여 굵은 골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하였다. 활

성화제의 몰농도와 혼합비가 재령별 압축강도와의 상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세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압축강도

Table 4와 Fig. 3은 알칼리 활성화제의 몰농도가 재

령별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합

재로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경우 NaOH의 몰농도가 증

가할수록 압축강도는 증가되었고, 특히 재령 56일에서

9 M을 사용한 경우 약 45 MPa, 12 M에서 약 46 MPa

이상으로 고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NaOH의 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알칼리도가 높아 플

라이애쉬의 유리질 피막의 파괴속도를 증가시켜 내부의

Si 와 Al 성분과 반응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NaOH의 몰농도가 높을수록 초기강도가 높

은 것은 이러한 반응이 재령 초기 고온양생과정에서 급

속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4는 동일한 SiO2/Al2O3비를 가질 경우 SiO2/

Na2O와 Al2O3/Na2O의 비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이다. SiO2/Na2O와 Al2O3/Na2O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는 감소하였고 재령 28일 이후 SiO2/Na2O는

8.01, Al2O3/Na2O는 1.94를 초과하면 압축강도의 감소

폭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시리즈 1에서 재령 28일에서 NaOH 몰

농도가 6 M일 경우보다 9 M에서는 1.7배이상 강도가

향상되었으나 9 M과 12 M에서는 거의 비슷한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플라이애쉬를 기반으로

하는 알칼리 활성 지오폴리머는 SiO2/Al2O3와 더불어

SiO2/Na2O와 Al2O3/Na2O의 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SiO2/Al2O3의 비를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최적

의 강도발현을 위한 SiO2/Na2O와 Al2O3/Na2O의 비는

각각 8.01, 1.9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와 Fig. 6은 수산화나트륨(NaOH) 9 M에 규

산나트륨과의 혼합비를 달리한 경우의 강도특성을 분석

한 결과이다. 시리즈 1의 결과에서 NaOH의 몰농도가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NaOH의  사용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산나트륨의 구성성분인 Na2O·nSiO2는 플라이

애쉬를 기반으로 하는 알칼리 활성 모르타르의 강도 발

현 및 증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성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리즈 2에서는 수산화나트륨(NaOH)

과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의 혼합비에 따른 SiO2/

Na2O의 비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SiO2/Al2O3, SiO2/Na2O 및 Al2O3/Na2O는 각각

4.13, 8.0, 1.94에서 재령 91일에 47 MPa의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래의 식 (3)과 같이 규산나트륨이

가수분해하여 NaOH가 생성되고 이것은 높은 pH를 유

Fig. 3.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NaOH Mol ratio.

Fig. 4. Compressive Strength vs. SiO2/Na2O (Al2O3/Na2O)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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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된다. 즉 시리즈 1에서와 같이 NaOH의 몰농도

가 높은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pH는 플라

이애쉬 표면의 유리질 피막을 파괴시켜 내부의 실리카

-알루미나와의 활발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알칼리 활성화제는 NaOH만을 단독으로 사

용한 경우보다 규산나트륨을 혼합사용하는 것이 pH를

더욱 높여 반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a2O·nSiO2 + (2n+1)H2O 

                  2NaOH + nSi(OH)4 (3)

4.2. 용출시험

플라이애쉬 표면층은 비결정질의 실리카-알루미나 유

리질 피막(glassy chain)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플라이애쉬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알칼리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표면층을 파괴시키고 플라이애쉬 내부에 주요 반응 물

질인 Si와 Al성분을 용출시켜 Si-O-Al-O 화학적 결합

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알칼리 활성화제의 종

류와 몰농도는 플라이애쉬로 부터 Si와 Al성분의 용출

량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영향인자이고, 이러한 화학적

결합력을 나타내는 Si와 Al성분의 용출량은 중합반응과

경화된 지오폴리머의 역학적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따

라서 이 실험은 몰농도에 따라 플라이애쉬 내부로부터

Si와 Al성분의 용출량이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용출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7은 알칼리 활성화제의 몰농도에 따른 플라이애

쉬 내의 Si 및 Al 이온의 용출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몰농도가 높을수록 Si 및 Al 이온성분의 용출량은 증가

하고 있고 특히 6 M에 비해 9 M에서 많은 양의 Si 및

Al 이온성분이 용출되었고, 9 M과 12 M에서는 용출량

은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몰농도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몰농도가 높을수록 플

라이애쉬의 내부의 Si와 Al이온의 용출량이 증가시키고

반응성을 활성화시켜 Si-O-Al-O와 같은 화학적 결합을

함으로써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배합시간을 5분, 10분, 20분 및 30분에 따

 →

Fig. 7. Si4+ and Al3+ ion concentration with fly. ash/

NaOH = 1 : 6 in 6, 9 and 12 M NaOH.Fig. 5. Compressive Strength vs. SiO2/Al2O3 ratio.

Fig. 6. Compressive Strength vs. SiO2/Al2O3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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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플라이애쉬 내의 Si 및 Al 이온의 용출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배합시간에 따라 Si 및 Al 이온성분

의 용출량 또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배합시간이

길수록 용출량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합시간에 따라 플라이애쉬

의 내부의 Si 및 Al 이온성분의 용출량에 따라 활성화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Ubolluk Rattanasak 등은 Ca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C급 플라이애쉬의 경우 F급 플라이애쉬와 달리

배합시간이 길수록 Si 이온성분의 용출량은 증가하나,

Al 이온성분은 10분에서 가장 많이 용출되고 배합시간

이 증가할수록 Al 성분의 용출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플라이애쉬 종류에 따라 배합시간이 플

라이애쉬 내부의 Si와 Al 이온의 용출량에 미치는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Ubolluk Rattanasak et

al., 2009)

Fig. 9는 알칼리 활성화제의 농도에 따른 플라이애쉬

의 표면구조의 변화를 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나

타낸 결과이다. 알칼리 활성화제와 반응하기 전의 플라

이애쉬는 유리질 피막으로 둘러 싸여 있으나(Fig. 9(a))

NaOH의 몰 농도 변화에 따른 용출시험 후 플라이애쉬

의 표면은 Si와 Al 이온의 용출에 따른 결정구조 양은

6 M<9 M<12 M의 순으로 원형형태의 반응 결정구조

를 생성하였다. 특히 6 M에 비해 9 M에서 결정구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9 M과 12 M에서는 증가폭이

Fig. 9. SEM of fly ash surface leached with NaOH for 30 min.

Fig. 8. Si4+ and Al3+ ion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mix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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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몰농도에 따

른 용출시험과 유사한 결과로 Si와 Al이온의 용출량이

많을수록 플라이애쉬 표면에서 많은 결정구조가 생성되

었고, 9 M과 12 M의 결정구조의 생성양은 소폭 증가하

였다. 6 M과 9 M의 결정구조 형상은 작은크기의 원형

결정이 플라이애쉬 표면에 생성된 반면 12 M의 결정구

조는 작은 원형결정구조가 뭉쳐 큰 결정구조를 형성하

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정구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플라이애쉬에

알칼리 활성화제(NaOH, 규산나트륨)가 반응하여 플라

이애쉬 표면을 음이온화 하는 과정이다. 플라이애쉬 표

면은 Si-OH결합을 이루고, 이 Si-OH의 결합은 알칼리

활성화에 OH-의해 플라이애쉬 표면은 Si-O-의 음이온

으로 대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플라이애쉬의 표면

은 부식되고 플라이애쉬 내부의 반응물이 활동할 수 있

는 알칼리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이 지

속되면 플라이애쉬 내부의 유리질의 알칼리-실리케이트

이온이 분해되고 플라이애쉬 외부의 OH- 이온이 계속

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Si-O-Si와 Si-O-Al 결합이 분

해되어 플라이애쉬에서 유리질의 알칼리 이온들이 용

출된다. 플라이애쉬 표면에서 용출되는 이온들은

[SiO(OH)3]
−, [Al(OH)4]

−와 같은 상태로 용출되는 것이

다.(Sanchezede Rojas, 1993)

4.3. SEM 및 EDS 분석

알칼리 활성화제에 따른 플라이애쉬의 반응생성물을

규명하고 내부의 조직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플라이애쉬

와 알칼리활성화제로 NaOH와 규산나트륨을 혼합 사용

한 시험체에 SEM과 EDS를 통해 반응 생성물 및 조

직구조형태를 분석하였다. 

Fig. 10은 시리즈 2의 FASH50SS50의 재령 14일된

시험체의 조직구조를 SEM 촬영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

으로 모르타르의 조직구조가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경화체 조직에 대한 EDS 분석결과, Al 및

Si가 주성분으로 플라이애쉬 기반 모르타르 경화체의 조

직구조는 매트릭스에서의 Si/Al가 조직구조의 밀실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재령 28일된 FASH50SS50의 미반응한 플

라이애쉬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플라이애쉬

입자는 알칼리 활성화제의 영향으로 중합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의 입자는 플라이애쉬 고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플라이애쉬 고유의 형태

를 나타내는 입자들은 매트릭스 내에 물리적 결합의 형

태로 나타났다. Xu 등에 의하면 반응하지 않은 입자는

필러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입자 표면사이에 복합

반응에 의한 결합력으로 매트릭스의 강도가 재령이 지

날수록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Fig. 12

와 Fig. 13은 각각 미반응한 플라이애쉬와 알칼리 활성

화된 플라이애쉬 내부에 생성된 반응물질을 EDS 분석

한 결과로 Si와 Al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

고 가장 큰 차이점은 미반응 플라이애쉬에는 검출되지

않은 Na 성분이 중합반응에 의한 응축-결정화 과정을

통해 반응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외부의 반응생성물에는

NaOH에서 해리된 나트륨 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물들 사

Fi 10 SEM/EDS l i f FASH50SS50 t 14 d

Fig. 11. SEM/EDS of FASH9SS50 at age 28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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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연결되면서 플라이애쉬 사이의 입자들을 결합해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Xu et al. 2000)

4.4. XRD 분석

플라이애쉬는 대부분의 비결정질과 뮬라이트(mullite),

석영(quartz), CaO와 같은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알칼리 활성화에 따른 플라이애쉬의 반응생성물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XRD분석을 실시

하였다. XRD는 결정체를 분석하는 시험법으로 모래의

석영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페이스트로 시험체

를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14~17는 시리즈 1의 NaOH의 몰비에 따른 플라

이애쉬 기반 페이스트를 제조한 후 60oC에서 24시간 양

생한 시험체를 대상으로 재령 28일에 XRD 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알칼리 활성화로 중합반응에 의해 주로 생

성되는 것은 비결정체 구조를 가지는 알루미나-실리케이

트 물질로 비결정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XRD로 그 생

성물을 패턴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분석결과에서도 결

정질의 mullite(3Al2O3SiO2)와 quartz(SiO2)상의 피크

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은 플라이애쉬의 성

Fig. 14. XRD analysis of fly ash.

Fig. 15. XRD analysis of fly ash paste(6 M NaOH).

Fig. 16. XRD analysis of fly ash paste(9 M NaOH).

Fig. 17. XRD analysis of fly ash paste(12 M NaOH).

Fig. 12. EDS analysis of No.1 in Fig. 11.

Fig. 13. EDS analysis of No.2 in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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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몰농도가 높을

수록 다소 27o에서의 세기(intensity)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Alvarez-Ayuso et al과 같이 압축강도가 증

가할수록 결정체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도

있어 앞으로 XRD 분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XRD 패턴중 낮고 산발적인 띠형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성된 반응생성물 주변에 잔여의 Si, Al,

Ca, Na, K, Fe의 이온들이 결합하여 zeolite와 유사한

형태의 비결정질의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8은 실험결과에 의한 플라이애쉬 기반 알칼리

활성 모르타르의 경화메커니즘을 나타낸 것이다. 화학

적으로 안정된 플라이애쉬에 알칼리 활성화제가 반응하

여 플라이애쉬 표면은 부식되고 내부의 반응물이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된다. 알칼리 환경에서 플라이

애쉬 외부의 OH-이온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면 Si-O-

Si와 Si-O-Al 결합이 분해되어 플라이애쉬의 주성분인

Si와 Al이온이 용출된다. 활성화제로부터의 Na+이온과

플라이애쉬로 부터 용출된 물질이 반응하여 무결정질의

반응생성물을 생성하고 성장하면서 경화되는 것이다 이

러한 반응물은 무결정성의 칼슘실리케이트 수화물과

zeolite와 유사한 형태의 비결정질 화합물로 이런 반응

생성물이 성장하여 더 치밀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결합재로서

플라이애쉬를 100% 사용한 콘크리트 개발을 목적으로

알칼리 활성화제의 화학적 구성비에 따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SEM, EDS 및

XRD 분석을 통해 반응생성물등 등 강도 메커니즘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알칼리 활성화제로 NaOH의 몰비가 높을수록 높

은 압축강도와 함께 초기강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NaOH와 규산나트륨의 혼입비율이

1 : 1(SiO2/Na2O = 8)로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플라이

애쉬의 중합반응을 활성화시켜 약 47 Mpa의 압축강도

를 가지는 것으로 강도발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인 40 Mpa이상으로 시멘

트 대체할 만한 재료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몰농도가 높을수록  및 의 용출량이 증가하였고,

6 M과 비교하여 9 M 및 12 M에서는 약 2배로 용출되

는 것으로  및  이온의 용출량이 많을수록 플라이애쉬

의 표면에는 반응물질은 많이 생성되고 이러한 반응생

성물로 인해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SEM-EDS의 분석으로 알칼리 활성 모르타르의 조

직구조가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알칼리 활성화제

로 플라이애쉬 표면의 유리질 피막이 파괴되어 반응생

성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의 미반응된 플라이애쉬

입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XRD는 결정체를 분석하는 시험법으로 알칼리 활

성화로 중합반응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것은 비결정체

구조를 가지는 알루미나-실리케이트 물질로 비결정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XRD로 그 생성물을 패턴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분석결과에서도 결정질의 mullite

(3Al2O3SiO2)와 quartz(SiO2)상의 피크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은 플라이애쉬의 성분에 의한 영향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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