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3, No. 6, 2014, 3-11

≫ 연구논문 ≪

3

http://dx.doi.org/10.7844/kirr.2014.23.6.3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화력발전소 매립 석탄재의 분쇄가 지오폴리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

이수정 · 강남희* · 전철민 · 주형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Grinding Effects of Coal-Fired Pond Ash on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s

Sujeong Lee, Nam-Hee Kang*, Chul-Min Chon and Hyeong-Tae Jou**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305-350, Korea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Daejeon 305-350, Korea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Aansan 426-744, Gyeonggi-do, Korea

요 약

 화력발전소 바닥재는 입자크기의 범위가 넓고 미연탄소 함량이 높아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지오폴리머의 원

료로서 바닥재가 대부분인 매립 석탄재를 대량 재활용하기 위한 가공공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로드밀과 유성볼밀로 분쇄하여 지오

폴리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기계적 분쇄가 바닥재의 비정질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는 석탄재

의 주요 결정질 상인 뮬라이트가 침상으로 존재하는데, 침상의 뮬라이트는 높은 강도와 인성을 갖기 때문에 비정질화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쇄 효과는 입자크기를 감소시켰으며 매립 석탄재 입자의 크기 분포를 보다 균일하게 하여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증가시켰다. 로드밀은 상대적으로 입자크기의 범위를 좁게 만들었지만 입자크기 감소효과는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드밀의 분쇄는 최대 약 37%의 압축강도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유성볼밀의 효과와 동일하였다. 로드밀 분쇄는 매립 석탄재의 반응

성을 증가시켜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대량 재활용하기에 적합한 공정이다.

주제어 : 매립 석탄재, 지오폴리머, 기계적 분쇄, 반응성, 압축강도

Abstract

Bottom ash from coal fired power plants is not widely used due to a broad range of particle sizes and a high carbon content

for producing geopolymers. The effect of mechanical activation on compressive strength of bottom ash- based geopolymers was

examined by rod and planetary-ball milling to encourage full-fledged recycling of bottom ash, the main component of pond ash.

The amount of amorphous component in the milled ash sampl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fter the mechanical activation. It

is presumably because needle-shaped mullite crystals, which is a major crystalline phase and grown in a glassy matrix, possess

high strength and toughness, and therefore, they could endure external shocks and remain almost intact. Milling operation, how-

ever, decreased the particle size and improved the homogeneity of ash, thereby leading to increase reactivity of milled ash with

alkali activators. Rod milling produced a relatively narrow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milled ash particles; however,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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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effective in reducing the particle size. Nevertheless, it was interesting to observe that rod milling had equal effect on improv-

ing the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s up to about 37%, as that of planetary ball milling. Rod milling is believed to be

suitable process for enhancing the reactivity of bottom ash for large-scale recycling of bottom ash and producing geopolymers.

Key words : Bottom ash, Geopolymers, Mechanical activation, Reactivity, Compressive strength

1. 서  론

지오폴리머는 화력발전소 비산재나 메타카올린과 같

이 포졸란 특성을 보이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물질을

알칼리와 반응시켜 저온에서 양생하여 단단하게 굳힐

수 있는 무기 결합재이다1).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멘트 생산과 비교하면 지오폴리머

제조는 훨씬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뿐만 아

니라 내열성, 내화학성, 높은 초기 강도 등 시멘트에서

얻어질 수 없는 특성들로 인해 대체시멘트로서 주목받

고 있다2). 시멘트에 골재를 섞어 만드는 콘크리트는, 수

화반응이 진행된 시멘트와 골재 사이의 ITZ(interfacial

transition zone)에서 공극률이 높은 경우 콘크리트의 장

기강도가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다3). 비산재로 제조된

지오폴리머의 경우 ITZ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바

있어서4) 만약 지오폴리머 콘크리트에서 ITZ가 존재하

지 않거나 공극률이 크게 낮다면 지오폴리머의 경쟁력

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

될 수 있다: (i) 비산재, 보일러의 고온 연소영역에서

생성되어 집진기에 포집되는 구형의 석탄재; (ii) 바닥재

와 보일러 슬래그, 공기나 수중에서 급결되는 굵은 석

탄재로 보일러의 바닥에서 수중으로 배출되는 석탄재;

(iii) 세노스피어, 이산화탄소나 질소가스가 들어있는, 속

이 비어있는 경량의 구형입자.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에

서 재활용률이 높은 석탄재는 직경 45 µm 이하의 미립

비산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연탄소 함량이 높은 굵

은 비산재는 바닥재와 섞여 회처리장에 매립된다. 바닥

재는 극히 일부만이 골재5)나 도로 성토재로 재활용된

다. 바닥재의 재활용률이 낮은 것은 입자의 크기범위가

1 ~ 50 mm로 넓고 비산재보다 미연탄소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닥재의 화학성분은 비산재의 성분

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6-7) 미연탄소 함량을 낮추

어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기계적 분쇄는 바닥재의 대량 재활용에서 중요한데8-9)

바닥재의 입자크기와 반응성을 조절하여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적 에너지,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분쇄 동안에 물질 표면에 가해지는 마찰

력에 의해 촉발되는 화학반응을 마찰화학(triboche-

mistry)10)이라고 한다. 이러한 화학반응의 예로는 입자

크기의 감소, 새로운 표면적의 증가, 결정질 상의 변위

결함 및 점결함의 발생, 상전이, 산화-환원 반응 및 상

분해를 들 수 있다11-12). 상업적인 공정으로 분쇄 에너

지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는 결정질 고체를 고에너지

분쇄기에서 비정질화하여 합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13).

이러한 공정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유해가스 발

생량이 적으며 소규모 시설에서 높은 생산 효율성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14). 이렇게 분쇄에 의해 일

어나는 화학반응은 비산재의 반응성을 증가시켜 지오폴

리머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15-19).

본 연구의 목표는 바닥재가 주 성분인 화력발전소의

매립 석탄재로부터 지오폴리머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기

계적 분쇄가 석탄재의 반응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입자의 크기와 석탄재

의 비정질화 정도, 지오폴리머 젤의 크기와 미세구조,

지오폴리머의 압축강도에 있어서 어떤 분쇄기를 사용하

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매립 석탄재는 서천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에서 수집

하였으며, 상온에서 3일간 건조시켰다. 균질한 샘플링을

위하여 사분법(cone-and-quarter mixing procedure)20)을

반복하여 실험에 사용할 시료 20 kg을 분리하였다. 석

탄재의 미연탄소 함량은 공업분석기(TGA 601, Leco

Corp., US)로 측정하였다. 석탄재의 미연탄소를 제거하

기 위해 1 차례의 조선(roughing)과 2번의 청소부선

(scavenging)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오폴리머를 제조

하기 위한 정제 석탄재를 얻었다. 포집제로 등유 약

600 g/톤, 기포제로 송유 약 500 g/톤을 사용하였다. 부

유선별 후 건조시킨 정제 석탄재의 입자크기는 –

100 µm로 측정되었다. 입자크기는 0.2 wt%의 나트륨 헥

사메타인산을 분산제로 첨가하여 Matersizer 2000

(Malvern Instruments Ltd., UK)에서 측정되었다.



화력발전소 매립 석탄재의 분쇄가 지오폴리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 5

자원리싸이클링 제 23권 제 6호 , 2014

한편, 습식 로드밀 분쇄를 30, 60, 90, 120분 실시

하여 분쇄된 석탄재의 입자크기와 비정질 함량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밀의 높이와 직경은 각각 36.5 cm,

17.3 cm로 L/D 비는 2.1 : 1.0이었으며 로드 장입량은

약 50% 로 하고 시료 500 g을 물 500 g과 섞어 임계

속도의 약 11%로 회전시켜 분쇄하였다. 시료명 MR1은

로드밀에서 1시간, MP1은 유성볼밀에서 1시간 분쇄된

시료임을 의미한다(Table 1). 비정질 함량을 분석하기

위한 정량 X-선회절 분석에는 D8 Advance diffracto-

meter (Bruker-AXS,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회절패

턴은 5-95o구간에서 스텝크기 0.01o, 스캔속도는 스텝

당 1초로 스캔하여 얻었다. 회절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LaB6(SRM660b,

NIST, US)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상동정과 정량분석은

리트벨트법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인 DIFFRACPLUS

TOPAS 4.2 (Bruker-AXS,Germany)를 사용하였다. 석

탄재 3.0000 g과 내부표준 물질인 형석(CaF2, 99.985%,

Alfa) 0.3333 g을 섞어 McCrone micronizer에서 5분간

분쇄하였다. 시료의 화학성분은 X선형광 분광분석기

(Shimadzu Sequential XRF-1800,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얻었다. 시료의 비정질 함량은 Williams and

van Riessen21)이 제한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지오폴리머를 배합하기 위한 배합비는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에서 개발한 “Geopolymer 배합 비율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등C-2012-001621)”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화학성분 분석결과(Table 2)와 정량 X-선회절 분석결

과(Table 3)에서 정제 석탄재의 반응성 Si/Al비가 2.44

로 계산되었으므로, 지오폴리머 젤에서 Si/Al 비 2.0과

Na/Al 비 0.8이 달성되도록 하기위해 알칼리 활성화제

로 알루민산 소다(NaAlO2, Junseichemical, Na2O 35.0 -

39.0 wt%, Al2O3 52.0 - 56.0 wt%)와 가성소다를 사용하

였다. 분쇄에 의한 지오폴리머의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제된 석탄재와 알루민산 소다분말을 섞어 유

성볼밀과 로드밀에서 1, 2시간동안 분쇄한 후 지오폴리

머를 제조하였다. 유성볼밀(Pulverisette 5, Fritsch

GmbH, Germany) 분쇄는 지르코니아 볼 50개를 사용

하고 350 rpm에서 진행하였다. 지오폴리머는 석탄재

68.7 wt%, 알루민산 소다 분말 3.5 wt%, 가성소다

4.8 wt%, 증류수 23 wt%를 배합하여 제조하였다. 분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사용한 시료

(NA) 역시 동일한 배합비로 알칼리와 반응시켜 지오폴

리머를 제조하였다(Table 1). 가성소다((NaOH, Wako

Pure Chemical, 순도 ≥ 97.0%)는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24시간 후에 건비빔한 석탄재와 알루민산 소다의 혼

합물에 섞었다. 혼합은 시멘트 믹서를 사용하여 저속에

서 1분, 고속에서 1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몰드에 부은

후 진동 테이블 위에서 2분간 흔들어 기포를 제거하였

다. 믹스의 흐름성은 고체 질량에 대한 액체의 질량비

로 짐작할 수 있지만 알칼리 용액의 점도와 첨가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의 흐름성은 미니 슬럼프 콘

테스트로부터 평가하였다(Fig. 1). 미니 슬럼프 콘의 하

Table 1. Sample descriptions and target mix ratios for geopolymer samples

Sample denotation Description Si/Al Na/Al Water content (wt%)

NA Non-milled raw ash based mix 2.0 0.8 24

MR1 60 min milled ash by rod mill based mix 2.0 0.8 24

MR2 120 min milled ash by rod mill based mix 2.0 0.8 24

MP1 60 min milled ash by planetary ball mill based-mix 2.0 0.8 24

MP2 120 min milled ash by planetary ball mill based-mix 2.0 0.8 24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purified Seochun pond ash (wt% as oxides)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LOI

50.90 29.80 10.44 1.09 1.25 3.38 0.32 2.02 0.08 0.21 0.52

Table 3. Quantitative data for phase composition of purified

pond ash generated from Seochun Power Station

Phase Wt %

Amorphous 63.34

Quartz (ICSD 174) 8.46

Mullite (ICSD 66447) 22.63

Maghemite (ICSD 87119)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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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직경은 38.1 mm, 상부 직경은 19.0 mm이며 높이는

60.4 mm이다. 신선한 믹스를 미니 슬럼프 콘에 넣은 후

1분 경과 뒤에 서로 주직인 방향의 하부 직경과 높이를

측정하였다. 각 조건별로 지름 29 mm, 높이 58 mm인

실린더 몰드를 사용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70oC의 오븐에서 이틀 동안 양생한 후 상온에서 몰드를

제거하였으며, 5일째의 압축강도를 KS F 2405 기준에

따라 측정하였다. 압축강도 4개 값으로 부터 평균 압축

강도와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지오폴리머의 신선한 파

단면은 주사전자현미경(SEM, JSM6380, Jeol, Japan;

FE-SEM, Quanta 650F, FEI, USA)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분쇄의 비정질화 효과

분쇄하지 않은 원시료(NA)와 로드밀로 분쇄한 시료

(R30, R60, R90, R120)의 로드밀링 시간이 길수록 입

자크기는 감소하였다(Fig. 2). 특히 로드밀링한 시료의

입자크기 범위는 원시료와 비교했을 때 좁아진 것이 확

인되었다(Fig. 2(a)). 즉 5 µm 이하의 입자가 전체의

23%였던 원시료에 비해 2시간 로드밀링 후 전체의

40%로 증가하였고 최대 입자크기는 100 µm에서 50 µm

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소입자의 크기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R120 시료에서도 미립의 양이 크게 늘

지 않아 입자크기의 범위폭이 좁아졌음을 알 수 있다

(Fig. 2(a), (b)). 로드밀링은 큰 입자를 선택적으로 분쇄

하여 시료를 보다 균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알

려져있다20, 22). 분쇄에 의하여 미립의 양이 증가하게 되

면 지오폴리머의 배합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고

압축강도를 낮추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로드

밀링은 입자크기 감소효과는 크지 않지만 큰 입자에 대

한 분쇄효과가 크기 때문에 석탄재를 보다 균질하게 만

들 수 있는 분쇄 공정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로 분쇄하지 않은 시료와 로드밀로 분쇄한 시료로 제조

한 지오폴리머의 흐름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Fig. 1(a)-(c)) 분쇄 후에 물을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미립의 양이 증가했다면 물 함량을 높

여야 비슷한 흐름성을 나타냈을 것이다.

한편, 정제된 석탄재의 결정질 상은 뮬라이트(ICSD#

66447, Al4.64Si1.36O9.68), 석영(ICSD# 174), 마그헤마이

트 C(ICSD# 87119)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정

량 X-선회절 분석결과 비정질 함량은 60분 분쇄한 시

료에서 가장 높은 65.2%, 90분 분쇄한 시료에서 가장

Fig. 1. Mini slump cone test results of (a) Na, (b) MR1, (c) MR2, (d) MP1, and (e) MP2. Two diameters, which are

perpendicular to each other, at the bottom and height of the fresh geopolymer mixes are presented in each photo. Mixes

of (d) and (e) were slightly stiffer than the rest because of the increased water demand of fine particles.

Fig. 2. (a) Normal and (b) cumulative distributions of

particle size of the raw (NA) and milled Seochun

pond ash in a rod mill from 30 minutes to two hours

(R30, R60, R90 and R120). The time of rod milling

is inversely related to the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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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61.1%로 나타나 4.1%의 차이를 보였다(Table 4).

뮬라이트, 석영, 마그헤마이트 함량의 최대 및 최소 함

량차이는 각각 3.1, 1.05, 0.48%였다(Table 4). X-선회

절 분석에서의 검출한계는 회절강도 위로 기록되는 회

절선의 최소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23)

정량 X-선회절 분석에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함량은

일반적으로 1 ~ 5%이고24), 리트벨트법을 사용하는 경우

검출한계는 약 0.5%이다25). 그러나 검출한계는 회절이

일어나는 결정(crystallite) 크기의 균질성과 같이 시료준

비에 관련된 요인과, 특히 석탄재와 같은 시료의 경우,

비정질에 의한 높은 배경강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Table 4에 나타난 비정질 및 결정질 상의 함량

차이가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인공 광물

혼합물의 정량 X-선분석 연구에서 비정질 함량의 편차

는 3 ~ 4%였으며 비정질 함량이 높을수록 편차는 더욱

커졌다26). 또한 고에너지 진동밀을 사용하여 분쇄한 기

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정질 함량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15). 비정질 함량의 증대는 분쇄작용이 석탄재의

주요 결정질 상인 뮬라이트와 석영의 결정구조에 결함

을 유발, 증가시켜 결정격자의 장주기 규칙성(long-range

order)를 크게 감소시켰을 경우에 얻어질 수 있다. 석영

의 강도는 모스 경도계 7로 비교적 강한 광물이기 때문

에 석영의 비정질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뮬라이트의 물리적 특성은 뮬라이트 결정의

형태와 깊게 관련된다. 뮬라이트 결정이 침상 혹은 막

대형인 경우(Fig. 3) 강도와 인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7) 인성이 크다는 것은 외부 충격에 의

해 균열이 잘 생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석탄재에서 뮬

라이트는 Fig. 3에서와 같이 비정질의 알루미노규산염

구형입자에 침상 혹은 가늘고 긴 막대형의 형태로 존재

한다.28) 구형 입자는 분쇄에 의해 입자의 형태가 부서

지기 어렵고 분쇄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의 덩어리로 뭉

쳐지는 경향이 있다.15,18) 따라서 비정질 구형입자의 표

면에 포매되어 있는 뮬라이트 결정은 외부 충격으로부

터 보호되어 분쇄 후에도 비정질로 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뮬라이트와 석영은 2

시간의 분쇄 후에도 비정질로 변하지 않았지만, 석탄재

의 입자크기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표면적이 증

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분쇄가 지오폴리머 반응에 미치는 영향

매립 석탄재와 알루민산 소다를 혼합하여 60분

(MR1), 120분(MR2) 동안 로드밀링한 시료의 입자크기

감소 정도는 동일한 조건에서 석탄재만(R60, R120)을

분쇄했을 때보다 적게 나타났다(Figs. 2, 4). NA 시료

를 120분 분쇄한 경우 (R120, Fig. 2) 5 µm 이하 크

기의 입자는 약 40%였지만 MR2 시료의 경우 32%였

Fig. 3. FE-SEM image of a spherical particle containing

acicular mullite crystals on the surface of Seochun

pond ash. Mullite crystals are grown in a glassy

matrix.

Table 4. Mineralogical compositions of raw and milled ashes in a rod mill for different milling times. Little change in the

amount of amorphous components in the milled ash was observed

Samplea Amorphous (wt%) Mullite (wt%) Quartz (wt%) Maghemite (wt%)

NA 64.4 22.5 8.4 4.7

R30 63.0 22.8 9.2 5.0

R60 65.2 21.6 8.4 4.8

R90 61.1 24.7 9.6 4.6

R120 65.2 21.9 8.1 4.8

aR30: milled ash for 30 min, R60: milled ash for 60 min, R90: milled ash for 90 min, R120: milled ash for 120 min using a rod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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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자크기 분포의 폭이 감소한 정도도 NA와

R120(Fig. 2(a))의 차이보다 NA와 MR2에서의 차이가

더 적었다(Fig. 4(a)). 실험에 사용한 알루미나 소다는

손으로 만지면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립이

기 때문에 분쇄 시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입자크

기를 덜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활제 효과는 큰 입

자에 우선적으로 작용하여 큰 입자가 분쇄되지 못하고

입자크기 분포의 폭 감소정도도 적어진 것이다. 상용화

공정에서 알루민산 소다와 석탄재를 함께 분쇄하여 레

디믹스(ready mix) 제품으로 생산하면, 보통 시멘트를

사용할 때처럼 소비자가 물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석

탄재만을 분쇄하는 것이 입자크기 감소면에서는 다소

유리하다. 한편, NA와 MP1, MP2 시료의 입자크기 비

교에서 볼 수 있듯이 유성볼밀은 로드밀보다 입자크기

를 더 감소시켰지만 동시에 미립의 양이 상대적으로 늘

어나 입자크기 분포가 뚜렷한 양봉 곡선(bimodal

curve)을 나타내었다(Fig. 4(a)). 이러한 뚜렷한 변화는

MR1과 MR2 시료의 입자크기 분포 곡선에서는 관찰되

지 않았다(Fig. 2(a)). 

분쇄한 시료(MP1, MP2, MR1, MR2)로부터 제조

한 지오폴리머는 원시료(NA)로 제조한 지오폴리머보

다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어 지오폴리머 반응이 촉진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5). NA 시료로 제조한 지

오폴리머와 비교했을 때 분쇄방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1시간 분쇄한 시료(MP1, MR1)로부터 제조한 지오폴

리머가 약 37% 증가된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2시간

분쇄한 시료(MP2, MR2)로 제조한 지오폴리머의 압축

강도는 약 26% 증가되었다. 미니 슬럼프 콘으로 측정

한 믹스의 흐름성은 거의 동일하였기 때문에 물함량의

차이에 의한 강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Fig. 1). 흥미롭게도 로드밀과 유성볼밀의 입자크

기 감소효과(Figs. 2, 4)는 다르지만 압축강도의 증가로

알 수 있는 석탄재의 반응성 향상효과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MP1과 MP2 시료의 경우 입자크기가

작아 배합에 필요한 물의 필요량이 커져 믹스가 다른

시료보다 약간 뻑뻑했던 것(Fig. 1(d), (e))을 감안한다

면, 유성볼밀 보다는 로드밀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석탄재로부터 Si/Al 비

가 2.0, 2.5, 3.0인 지오폴리머를 제조한 앞서의 연구29)에

Fig. 4. (a) Normal and (b) cumulative distributions of

particle size of the raw (NA) and milled mixture of

Seochun pond ash and sodium aluminate in rod

(MR1 and MR2) and planetary ball mills (MP1 and

MP2). Planetary ball milling is more efficient in

decreasing particle sizes compared to rod milling

while rod milling results in narrowing down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range.

Fig. 5. Compressive strength of geopolymers produced

from the raw and mechanically-activated ashes

described in Table 1. Geopolymers produced from

milled ashes developed higher compressive

strength. From the standpoint of compressive

strength, rod milling showed the same activation-

related effect on pond ash as planetary ball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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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Si/Al 비가 3.0인 경우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Si/Al 비가 2.0이 되도록 제조

하였으므로, Si/Al 비가 3.0이 되도록 배합한다면 본 연

구 결과에서 보다 높은 압축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제조된 지오폴리머의 신선한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

NA 시료로 제조한 지오폴리머의 겔은 크고 연결성이

좋지 않은 것에 반해(Fig. 6) MR1 시료로 제조한 지

오폴리머의 겔은 연결성이 우수하였다(Fig. 7(a), (b)).

MR1과 MR2 시료로 제조한 지오폴리머의 겔 크기는

거의 유사하였으나(Fig. 7(a) - (d)), MR2 시료로 제조

한 경우 겔의 연결성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

다(Fig. 7(c), (d)). 유성볼밀로 분쇄한 원료로 지오폴리

머를 만든 경우 로드밀링으로 분쇄한 원료로 만든 지

오폴리머보다 겔의 크기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7(e) - (h)). 동시에 겔의 연결성은 Fig. 7(a) - (d)에

서보다 Fig. 7(e) - (h)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겔

의 크기가 석탄재 원료의 입자크기와 관련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로드밀과 유성볼밀에 의한 분쇄는 비슷

한 수준의 압축강도 증가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지오폴리

머 겔의 크기와 연결성 정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로드밀과 유성볼밀을 비교하면, 지오폴리머

를 만들었을 때 압축강도 증가효과와 겔의 미세구조, 배

합에 요구되는 물함량 면에서 로드밀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오폴리머 겔의 미세구조가 항상 압축

강도에 따라 민감하게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30) 겔

의 크기에 따라서 공극의 크기나 연결성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오폴리머의 공극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 밖이지만, 지오폴리머의 기계적 특성,

내구성이나 열 특성에 중요하므로 겔의 크기와 공극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결  론

매립 석탄재를 로드밀과 유성볼밀로 분쇄한 결과 로

드밀은 석탄재의 입자크기 감소효과가 유성볼밀에 비해

적었으며, 로드밀이 큰 입자를 선택적으로 분쇄한 것으

로 판단된다. 로드밀과 유성볼밀은 석탄재의 입자크기

를 감소시켰지만 비정질 함량을 증가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는 비정질 기질(matrix)의 구형입자에 포매되어 성장

한 침상의 뮬라이트 결정이 높은 강도와 인성을 갖기

때문에 외부의 기계적 충격에도 결정구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쇄하지 않은 석탄재로 만든 지오폴

리머와 비교하여, 로드밀과 유성볼밀로 분쇄한 석탄재

로 제조한 지오폴리머의 압축강도는 최대 약 37%까지

증가되었다. 흥미롭게도 로드밀 분쇄는 유성볼밀 분쇄

Fig. 7. SEM micrographs of fresh fracture surface of

geopolymers prepared from (a) - (b) MR1, (c) - (d)

MR2, (e) - (f) MP1 and (g) - (h) MP2. MR1 and

MR2 showed good inter-particle connectivity while

MP1 and MR 2 presented the smaller gel particles

with unfavorable connectivity.

Fig. 6. SEM micrographs of fresh fracture surface of

geopolymers prepared from the raw ash in this

study. Coarse gel particles showed unsatisfactory

connectivity in both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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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압축강도 증대 효과를 나타내었다. 로드밀로

분쇄한 석탄재로 제조한 지오폴리머의 겔은 연결성이

우수한 반면 유성볼밀로 분쇄한 석탄재로 제조한 지오

폴리머의 겔은 작고 다소 미흡한 연결성을 나타내었다.

매립 석탄재와 같이 수 cm의 입자와 미립자가 섞여 있

어 석탄재의 반응성과 균질성을 높여야 하는 경우 로드

밀로 석탄재를 분쇄하는 것이 지오폴리머 제조에 유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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