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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방법에 의한 나노시멘트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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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d industries-IT, BT, NT and ET are rapidly developing in 21 century. And the cement industry is becoming

the principal factor in air pollution because of the creation of CO2 during manufacturing. Also, the cement industry will be faced with

a crisis due to the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is study, nano cement by Bottom-up method of a chemical synthesis was devel-

oped. The generation of CO2 during the plasticization process of cement manufacturing was avoided. The purpose was to produce

building materials that have both high strength and durability as the high value-added growth engine industry of the 21 century. The

nano cement was developed using hydrothermal synthesis. This is a method of mixing after ripening, by manufacturing the high den-

sity gel and low gel, which does not require special test equipment or pressure conditions to produce. Particle size, SEM, EDX, and

porosity tests were conduc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with various compositions. Specimens

were tested for compressive strength at 3, 7, 14 and 28 days. The medium-sized (50% by weight) cement particles created by chemical

synthesis were less than 168 nm.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mortar prepared using this cement was 53.9 MPa. But it was judged

that succeeding study will be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nano building materials with high ability and economical analysis.

Keywords : nano-cement, chemical synthesis, hydrothermal method, alkali activation, compressive strength

1. 서 론

포틀랜드시멘트가 1824년 영국의 Joseph Aspidin에 의

해 발명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시멘트 대국으

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시멘트·콘크리

트에 관련된 주위환경의 변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강도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학계 및 업계가 더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한 ‘도교의정서’가 채택

되면서, CO2등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시급하나, 아직까지

그 결과가 미비하다. 또한 천연자원의 고갈로 인한 환경파

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기능성,

고강도의 재료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선진국에

서는 나노 크기의 실리카 또는 산화철의 입자를 기존의 시

멘트와 혼합하여 강도를 개선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시멘트를 밀링(milling) 또는 사용 재료의 미립화

등 구조체의 치밀화에 성공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1)

이 논문에서는 시멘트 제조과정 중 소성과정에서의

CO2 발생을 방지하고, 나노 크기의 입자를 시멘트화 함

으로써 구조적 치밀성을 유지하여, 고강도 및 내구성에

유리한 건설재료를 개발할 목적으로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화학적 합성 방법을 통하여 나노크기의 신개념 시멘트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나노시멘트 입

자의 기본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실험 개요

이 연구에서는 나노 소재 합성방법 중 수열합성법을

사용하여 나노시멘트 입자를 개발하였다. 수열합성방법

은 고농도 겔과 저농도 겔을 제조하여 각각 숙성한 후

혼합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실험 장치와, 압력 조건을 필

요로 하지 않으며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시작되므로 비

교적 쉽게 합성할 수 있다. 또한 입경을 조절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2,3)

한편, 시멘트 주요 화합물이 SiO2, Al2O3, CaO인 점에

착안하여 저농도 겔(Al-source)은 규산알루미네이트(sodium

aluminate)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고농도 겔(Si-source)

은 나노실리카(nano-silica)를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4)
 합성에

*Corresponding author E-mail : opt506@naver.com

Received February 25, 2009, Revised October 3, 2009

Accepted October 21, 2009

ⓒ2009 by Korea Concrete Institute



71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6호 (2009)

사용된 시료의 몰비는 4.67Na2O:1.0Al2O3:5.25SiO2:454H2O:5TEA

로 설정하였으며, 준비된 알루미나, 실리카 원료를 24시

간 숙성 및 혼합하여 결정화과정을 거친 후 세척 및 여

과를 통해 나노시멘트 입자를 제조하였다.

2.1 사용 재료

2.1.1 주 원료

이 연구에서는 나노실리카와 알루민산나트륨(NaAlO2),

수산화나트륨(NaOH)를 이용하였다. 나노실리카는 국외

D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SiO2 순도 99.8%와 colloidal

입자크기를 만족하는 나노분말(12 nm)을 사용하였으며

물리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알루민산나트륨

(NaAlO2), 수산화나트륨(NaOH)은 pellet 98%의 국외 A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1.2 잔골재

모르타르 제작에 필요한 잔골재로는 나노시멘트 입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입경이 0.6 mm인 골재를 사용

하였다. 물리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2.1.3 알칼리 활성제

이 연구에서 제조한 나노시멘트는 SiO2, Al2O3, Fe2O3

등의 높은 산화물을 함유하고, 표면층은 화학적으로 안

정한 유리질로 이루어졌으며, 실리카-알루미나 유리질체

인(glassy chain이 견고하여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결합을 분해하여 내부의 반응 물질을 노출시켜야 한다.

실리카-알루미나 결합을 분해하기 위해 강알칼리성 물질

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고형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인 알칼리 활성제로 액가상 50% NaOH를 사용하였으

면 화학적 성질은 Table 3과 같다.

2.2 Al-source 제조 과정

2리터 2구짜리 파이렉스플라스크(Pyrex flask)에 준비된

반응물의 조성비(합성몰비)에 따라 넣고 난방덮개(heating

mantle)와 교반기를 이용하여 90
o
C에서 완전히 용해될 때

까지 교반한다. 완전히 녹은 용액이 상온과 비슷하게 되면

TEA를 첨가하여 밀폐된 상태에서 24hrs 숙성기간을 거쳐

Al-source를 완성한다. Al-source 조성비는 Table 4와 같다.

2.3 Si-source 제조 과정

 

실리카원은 증류수에 실리카를 조성비에 따라 마그네

틱바로 교반하면서 수용액이 굳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적가하여 겔 상태의 Si-source를 제조하여 24hrs 정도 숙

성한다. Si-source 조성비는 Table 5와 같다

2.4 결정화 과정

혼합된 나노실리카겔과 알루미나(alumina)겔을 하루정

도 숙성시킨 후, 실리카겔에 알루미나겔을 100 g당 15.468 g

을 100 g/min 속도로 적가하여 터빈믹서를 이용하여 부

드러운 겔이 생성될 때까지 교반한다. 이렇게 얻어진 겔

을 100
o
C 오븐에서 24hrs 동안 건조하여 분말을 얻는다.

2.5 입자의 재료적 특성

수열 합성법에 의하여 제조된 나노시멘트 입자의 재료

적 특성을 알아보자 하였다. 먼저 제조된 입자의 분말의

Fig. 1 Synthesis step of nano cement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nano-silica

Type
Average particle

size (nm)

BET
(m

2
/g)

Specific
gravity

Nano-silica 12 200 0.13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and

Size
(mm)

Specific
gravity (g/cm

3
)

Unit weight
(kg/m

3
)

Fineness
modulus

Absorption
(%)

≤ 0.6 2.63 1,612 2.48 0.1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NaOH (50%)

Type Density
Boiling

point (
o
C)

Melting

point (
o
C)

NaOH (50%) 1.525 145 12

Table 4 Al-source composition (unit: g)

Deionized

water 

Sodium

aluminate

Sodium

hydroxide

Triethanolamine

(TEA)

1,360 52 92 120

Table 5 Si-source composition (unit: g)

Deionized water Nano-silica

3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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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과 비표면적을 알아보기 위해 비중계실험 및 BET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화학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EDX분석을 하였고, 입도분석 및 SEM을 통하여 입자의

입경 및 입도 분포를 파악 하였다.

2.6 모르타르 배합

이 연구에서 개발된 나노시멘트는 Si, Al, Ca의 실리카

-알루미나 유리질체인이 견고하여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서는 이 결합을 분해하여 내부의 반응물질을 노출시켜야

하므로 기존의 수화반응과는 달리 알칼리 활성제를 통하

여 경화시켰다.
5)
 

따라서 이 실험에서 사용된 입자 크기가 극히 미세하

다는 점과 알칼리 활성제를 이용하여 경화시켰으므로 적

정의 배합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배합설정이 필

요하다. 따라서 기존 실험에 의한 설계된 배합비(NC-N3)

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 실험 배합비 도출을 위해서 3단

계의 실험과정을 수행하였다.
6,7)

90
o
C의 건조양생 상태에서 NaOH, 물 및 골재의 양을

변화 시켜가면서 적정의 압축강도를 찾는 배합비를 Table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하였다. 

2.7 실험체 제작

 

나노시멘트 모르타르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0 × 50 × 50 mm의 각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모르

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인 KS L 5109규정에 의거하되

알칼리 활성제와 혼화재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합하였다.

1) 제조된 분말과 잔골재 전량을 혼합 용기 안에 붓고

제1속으로 30초 동안 혼합한다.

2) 제1속으로 혼합하고 있는 동안 30초에 걸쳐 알칼리

활성제 및 혼화수를 서서히 가한다.

3) 혼합기를 정지하고 2속으로 바꾸어 30초 동안 혼합

한다.

4) 혼합기를 정지하고 모르타르를 90초 동안 방치한다.

5) 제2속으로 60초 동안 혼합하고 혼합을 끝마친다.

또한 제작된 공시체는 90
o
C의 건조양생을 통하여 3일,

7일, 14일, 28일의 압축강도, 기공 및 기공률을 측정하여

개발된 나노시멘트의 성능을 확인하고 이의 사용성을 판

단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나노시멘트

 

이 실험에 사용된 나노시멘트는 비중과 비표면적이 각

각 2.11, 3,582,400 cm
2
/g로 측정되었으며,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의 3.15, 3,112 cm
2
/g와 비교하여 비표면적이 1,15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합성된 나노시멘트의 입

자가 작아져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골재 주위에 수화 또

는 경화 생성물이 더 많이 생성될 것이고, 공극의 크기

도 작아져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압축강도 및

역학적 특성의 향상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판단되며, 화

학성분은 Table 7, Fig. 2와 같다.

기존의 포틀랜드시멘트와 화학조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포틀랜드시멘트의 화학분석 방법 KS L 5120에

의거 SiO2, Al2O3, Fe2O3, CaO 등의 함량에 대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Table 8에서 알 수 있듯이 합성된 나노시멘트의 화학

Table 6 Mix proportions of the specimens

Mixture no.
Weight (% per NC)

NC NaOH Water Aggregate

1

NC-N1 100 30 20 314

NC-N2 100 40 20 314

NC-N3 100 50 20 314

NC-N4 100 60 20 314

NC-N5 100 70 20 314

NC-N6 100 80 20 314

NC-N7 100 90 20 314

NC-N8 100 95 20 314

2

NC-W1 100 50 12 314

NC-W2 100 50 16 314

NC-W3 100 50 20 314

NC-W4 100 50 24 314

NC-W5 100 50 29 314

NC-W6 100 50 40 314

NC-W7 100 50 50 314

3

NC-G1 100 50 20 200

NC-G2 100 50 20 245

NC-G3 100 50 20 300

NC-G4 100 50 20 400

Table 7 Chemical composition ingredient using EDX

Type
Chemical composition (weight, %)

O Al Si Ca Na

Nano cement 30.24 25.05 32.62 10.09 2.00

Fig. 2 Chemical composition ingredient using 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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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비율을 살펴보면 SiO2, Al2O3, CaO, Fe2O3 순으로

그 함량이 많으며, 일반 포틀랜드시멘트의 화학성분에 비

하여 CaO성분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학성

분 비율을 살펴 볼 때 SiO2, Al2O3의 성분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이는 포졸란 활성에 기여하는 성분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제조된 분말은 Al2O3의 비율이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C3A가 다소량

생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SEM 측정은 JEOL사의 JSM-6700F 측정기를 이용하여

×30,000의 배율로 측정하였고, M사의 나노트랙(Nanotrac)

입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s. 3과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조된 2주 숙성된

나노시멘트의 평균 입도(D50)는 168 nm로 측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입자들은 120~170 nm를 보이고 있다. 나노시

멘트 분말 합성 시간은 분말 입자의 크기와 생산되는 분

말의 양과 관계가 깊다. 이때 적정량의 분말과 입도를

얻기 위해서는 합성시간을 다르게 하여 섞을 경우 Figs.

5, 6과 같은 입도분포가 좋은 분말을 얻을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나노화된 시멘트는 공극의 크기도

작고, 공극률이 작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된다.

3.2 압축강도

3.2.1 알칼리 활성제의 양에 따른 압축강도

화학적으로 제조된 나노시멘트의 NaOH에 따른 7일 강

도를 측정하였다. 강도측정 결과인 Fig. 7을 보면 알칼리

활성제인 NaOH량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알칼리 활성제를 나노시멘트 중량의 95%를 넣

었을 경우, 53.9 MPa의 가장 큰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NaOH가 나노시멘트의 95% 이상 넣었을 경우,

나노시멘트 모르타르는 강한 점성력과 취약한 워커빌리

티를 보여주었다.

Table 8 Chemical composition of nano cement and portland cement

Type (%)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Cr2O3 TiO2 Na2O

NC 42.8 21.9 2.37 3.71 0.41 - 4.02 - 0.46 5.31

Portland cement 20.36 5.77 2.84 64.33 2.05 2.51 1.3 0.3 0.24 -

Fig. 3 FE-SEM image of nano cement

Fig. 4 Size distribution of nano cement

Fig. 5 FE-SEM image (mix each synthesis cements)

Fig. 6 Size distribution of nano cement (mix each synthesis

cements)



화학적 방법에 의한 나노시멘트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717

3.2.2 혼합수의 양에 따른 압축강도

적정 배합비를 구하기 위하여 혼합수의 양을 달리하여

나노시멘트의 모르타르를 제작하여 7일 압축강도 측정

실험을 수행 하였다. 압축강도 측정 결과는 Fig. 8과 같

다. 압축강도는 W/B가 20%일 때 약 40 MPa로써 가장

큰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알칼리 활성제로 사용되는

NaOH의 경우 50% 수용액 상태로 사용되어지는데, 나노

시멘트의 95%에 해당하는 양의 알칼리 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NaOH에 포함된 용매에 의해서 충분한 양의 수분

이 충당되어 여분의 혼합수를 첨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

라고 판단된다.

3.2.3 골재량에 따른 압축강도

골재량의 변화에 따른 7일 압축강도 결과는 Fig. 9와

같았으며, 나노시멘트와 골재의 비율이 1 : 3일 때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것은

포틀랜드시멘트의 골재비와도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3.2.4 적정배합비

이 실험에 의해서 나노시멘트모르타르의 적정 배합비

는 Table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적정 배합설계에 의하여 제작된 공시체의 3일, 7일 압

축강도는 각각 50.2 MPa, 53.9 MPa을 나타냈으며, 조기

강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2.5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

재령에 대한 압축강도를 각각 3일, 7일, 14일, 28일에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Fig. 10과 같이 나타났다. NC-N3와

압축강도 측정 전에 하루 동안 상온에서 보관한 NC-

N3(*)의 3일 압축강도는 39.3 MPa, 38.3 MPa이었으나 7

일, 14일, 28일의 압축강도는 41.0 MPa, 41.1 MPa, 41.1 MPa

와 40.6 MPa, 41.0 MPa, 41.1 MPa로 증가하였다. 나노시멘

트의 배합설계에 의해 설계된 적정 배합비에 의하여 제

작된 공시체의 3일, 7일, 14일, 28일 압축강도는 50.2 MPa,

53.8 MPa, 53.9 MPa, 54.0 MPa을 나타내었다. 초기의 높

은 압축강도 증가율에 비하여 재령이 증가할수록 압축강

도 증가율이 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실험에서 제

작된 나노시멘트 모르타르의 경화반응은 초기재령에서

약 90% 발현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결정된

배합비의 재령과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결과 도

출된 제안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f는 압축강도, D는 재령 일수이다.

f 50.739D
0.054

=

Fig. 7 Compressive strength with NaOH rates

Fig. 8 Compressive strength with water rates

Fig. 9 Compressive strength with aggregate rates

Table 9 Standard mix proportion of nano cement mortar

Type
Weight (% per NC)

NC NaOH Aggregate Water

NC 100 95 314 0

Fig. 10 Compressive strength with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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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공 및 기공률

기공측정은 M사의 AutoPore IV 9500을 사용하였으며,

기공률 누적곡선은 Fig. 11과 같다. 재령 3일 기공 및 기

공률은 각각 490 nm, 26.4%이며, 재령 7일의 경우 223 nm,

19.3%로 측정되었다. 재령이 3일에서 7일로 가면서 강도

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기공과 기공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알칼리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화물이

조밀해지면서 강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다 우수한 성능의 시멘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노시멘트를 개발하고, 이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화학적 방법 중 수열합성법에 의해 그 입경이 평균

168 nm 정도이며, 비중 2.11, 분말도 358.24 m
2
/g인

나노시멘트를 제조하였다. 합성된 나노 분말의 모

양은 불규칙한 형상의 입자도 있으나 대부분 크기

가 비슷한 팔면체 모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적정 배합비의 도출을 위하여 물/바인더비, 골재량

과 알칼리 활성제의 양을 변화시켜 압축강도를 측

정한 결과 일정한 물/결합재비와 골재량에서 강도

발현에 유리하며, 또한 알칼리 활성제가 증가할수

록 강도 발현이 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배합별 시험체의 압축강도의 측정결과, 90
o
C의 건

조양생에서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는 NaOH가 50
o
C 이상에서 알칼리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50
o
C 이상의 양생이 강

도 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존 시멘트를 제조하는 방법과 달리 화학적 반응

을 통하여 나노 입자를 시멘트화 하여 재료적 특성

을 파악하고, 압축강도 시험을 통해 일반 모르타르

시멘트의 특성과 비교 분석한 결과, 프리캐스트 제

품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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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에 접어들면서 IT, BT, NT, ET 등 첨단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

어 시멘트 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형이며 석회석을 원료로 하고 있

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배출하여, 환경문제로 인해 가까운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 제조과정 중 소성과정에서의 CO2 발생을 방지하고, 나노 크기의 입자를 시멘트화 함으로써 구조적

치밀성을 유지하여, 고강도화내구성에 유리한 건설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소성과정을 통한 시멘트 제조

방식과 달리, 화학적 방법을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나노 크기의 새로운 개념의 건설재료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시멘트 화학성분비에 착안하여 실리카, 알루미나 그리고 Ca 이온을 주재료로, 인공적으로 나노시멘트 분말을 합성

하여 입도분석, SEM, EDX를 통해 그 재료적 특성을 파악하고, 모르타르를 제조하여, 강도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168 nm 크기의 나노 입자를 제조 할 수 있었으며, 적정 배합비의 모르타르의 7일 압축강도가 53.9 MPa로 측정되

는 등 충분히 건설용 재료로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건설 분야로 응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보다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나노시멘트, 화학적 합성, 수열합성법, 알칼리 활성화, 압축강도

Fig. 11 Porosity rate wit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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