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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lower-temperature preparation of calcium monoaluminate(CA, C:CaO, A:Al2O3) clinker which is hard to synthesize purely
within its melting point, an equimolar hydrate was obtained and then used as a starting raw material of clinker burning. The hydrate
was prepared from a mixture of waste oyster shell and industrial aluminium hydroxide by heating to 1200

o
C, grinding and mixing

with water. The hydrate was composed of amorphous aluminium hydroxide and C3AH6(H:H2O) formed by resolution-precipitation
mechanism of the system C-A-H. By heating the hydrate, nearly pure and porous calcium monoaluminate clinker was formed at
1400

o
C which is fairly lower temperature than that of its melting point. The formation of calcium monoaluminate was performed

mainly by the reaction between amorphous alumina and C12A7 caused by the decomposition of C3AH6. The immediate and earlier
formation of C12A7 seemed to be accelerated by not only high surface area and instability of the thermally decomposed hydrate but
also the catalytic effect of water decomposed from the hydrate. The final calcium monoaluminate clinker was very porou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highly porous shape of the thermally decomposed hydrate.

Key words : Calcium monoaluminate, Hydrate-burning method, Thermal decomposition of hydrate, Clinker burning, Pure and

porous calcium monoaluminate clinker

1. 서 론

 

알루민산칼슘계 광물 중 알루미나시멘트의 주광물로 활

용되어 온 calcium monoaluminate(CA, 이하 C:CaO, A:

Al2O3)는 용융법을 쓰지 않고는 단일상의 합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최근에는 CA의 고부가가치화 용도

개발을 위해 CA2나 C12A7과 같은 광물이 혼합되지 않은

고순도의 클링커를 용융점(~1600
o
C) 이하의 온도에서 제

조하기 위하여 초미분말의 출발원료를 사용하거나 솔-젤

법 또는 유기용액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으

나
2)

 단일상의 합성에는 아직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시멘트 광물의 합성에 있어 수화물을 출

발물질로 하여 합성 온도도 낮추고 수화 활성이 매우 큰

미세구조를 가진 클링커를 제조하는 연구로서, 수화반응

성이 낮은 CA2를 수화소성법으로 활성화하여 알루미나시

멘트의 주광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3-5)
나 hillebrandite

를 활용한 2CaO·SiO2의 합성
6)

 및 CaO/Al2O3 몰 비가 목

적광물과 동일하게 3이 되도록 제조한 수화물을 소성하

여 C3A를 합성한 예
7)

 등이 있다. 이들 방법에서는 수화

물 형성 과정을 통하여 구성 성분이 화학양론적이면서도

고도로 균일화되고, 수화물의 가열 시에는 탈수 분해에

의하여 고 비표면적의 매우 불안정한 상이 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일반적인 클링커 합성법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

서 목적광물의 합성이 용이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중

C3A의 합성 예는 C-A-H계(이하 H:H2O) 수화물 중 가장

안정한 수화물인 C3AH6를 만들고 이를 클링커 소성의 출

발원료로 사용하여 고순도 클링커를 공융점 이하의 저온

에서 성공적으로 합성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고순도 에트

린자이트의 합성
8)
까지도 가능케 한 좋은 예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화물 소성법을 CA의 합성에 적용하

고자 할 때는 목적광물과 동일 몰 비의 수화물인 CAH10

이 불안정 상으로서 C3AH6처럼 순수한 상태로는 쉽게 얻

어지지 않는다는 점
9)
이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O/Al2O3 몰 비가 1인 원료 혼

합물을 1차 가열하여 수경성을 가지는 다광물의 조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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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고 이를 수화시켜 C3AH6와 Al(OH)3가 혼합된 수화

물을 얻어 이것을 클링커 소성의 출발물질로 사용함으로

서 비교적 저온에서의 고순도 CA 클링커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출발원료로서 비교적 순순한 패각과 공업용 수산

화알루미늄을 사용하여 1차 열처리를 한 후 이를 물과 혼

합하여 얻은 수화물을 재가열하여 목적 클링커를 합성하

는 과정에서 주로 온도 변화에 따른 광물상과 미세구조

의 변화를 관찰하여 calcium monoaluminate의 생성 거동

을 구명하였다. 

2. 실험방법

2.1. 원료

본 연구에서는 CaO원으로 양식산업의 부산물인 굴패각

을 사용하고, Al2O3원으로는 공업용 수산화알루미늄

(Al(OH)3)을 사용하였다. 이들 원료의 화학조성과 광물상

을 Table 1과 Fig. 1에 각각 나타내었다. 폐자원인 굴패각

은 방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CaCO3로 환산하여 순도가

약 98%에 달하며 공업용 수산화알루미늄은 gibbsite로서

Al(OH)3로 99% 이상의 순도를 나타내므로 본 실험에서

기타성분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실험방법 

먼저 원료를 CaO/Al2O3 몰 비 1이 되도록 혼합한 후 입

도 100 µm 이하가 되도록 분쇄하여 원료 조합물을 만들

었다. 여기에 소량의 물을 가하여 직경 2 cm정도의 펠릿

을 만든 후 900~1400
o
C 사이의 여러 가지 온도까지 가열

하여 광물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한편 각각의 열처리물이

수경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수경성을 나타내는 시

료 중 열처리 온도가 가장 낮은 시료를 택하여 물/분말

비 0.6이 되도록 물과 혼합한 후 40
o
C에서 24시간 동안

양생하여 클링커 소성의 출발물질인 수화물을 얻었다. 이

수화물을 상온 건조한 후 직경 2~3 cm 정도의 크기로 파

쇄하여 클링커 소성의 출발물질로 사용하였다. 클링커 소

성은 1000~1400
o
C 사이의 다양한 온도까지 가열, 급랭하

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소성 온도에 따른 광물

상과 미세구조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순수한 CA 클링

커가 생성되는 거동을 구명하였다. 이러한 실험에서 화학

조성은 XRF(PW 2400, Philips, 네덜란드)로 분석하였으며

광물상과 미세구조의 확인은 각각 XRD(PW 3710, Philips,

네덜란드)와 SEM(S-4200, Hitachi, 일본)을 사용하여 실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생원료 조합물의 소성반응

CaO/Al2O3 몰 비가 1인 출발 원료 조합물을 여러 가지

온도에서 열처리, 급랭한 시료의 X선 회절분석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굴패각의 CaCO3는

900
o
C 이전에 전량 탈 탄산 되어 CaO로 전환되었으며,

Al2O3성분은 X선 회절곡선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원료

중의 gibbsite가 열분해(분해온도 약 270
o
C)된 후 1000

o
C

까지 전량이 비정질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정질 Al2O3는 1100
o
C를 시작으로 CaO와 반응하여 알

루민산칼슘계 광물을 생성하기 시작하는데, 1100
o
C에서

CA2가 최초로 생성되고 1200
o
C에서는 CA가 생성되며

1300
o
C에서는 C3A까지도 소량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이 온도까지도 다량의 미반응 CaO가 잔존하여 CaO

와 Al2O3 간의 반응은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미반응 알루미나도 단독으로 결정화하지 않고 gibbsite

로부터 분해된 비정질 상태로 잔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소성 온도가 1400
o
C에 이르면 C12A7이 다량

생성되면서 CaO의 peak가 완전히 사라져 CaO와 Al2O3

간의 반응이 완료되지만 원래의 조합비인 CA의 단일 상

이 되지 못하고 시료에는 C12A7, CA 및 CA2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이 온도까지는 소성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CaO 결정 표면에서의 비정질 Al2O3와의 반응으로 CA2,

CA, C3A 및 C12A7이 차례로 생성 또는 소비되면서 최종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arting Raw Materials

Raw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wt%)

SiO2 Al(OH)3 CaCO3 MgO P2O5 Na2O SO3 Cl Fe2O3

Oyster shell 0.22 - 97.89 0.47 0.20 - 0.69 0.31 -

Aluminium hydroxide 0.01 99.7 - - - 0.2 - - 0.01

Fig. 1. XRD pattern of (a) oyster shell and (b) aluminium

hydroxide used for starting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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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인 CA의 생성량이 증대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생원료의 조합으로는 1400
o
C

의 온도에서 순수한 CA를 합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온도 범위에서는 반복소성으로도 순수한 CA 클

링커를 얻을 수가 없었다. 

3.2. 클링커 소성용 수화물의 특성 

본 연구의 핵심은 CA 클링커 소성용 출발물질로서 CaO/

Al2O3 몰 비가 1인 수화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

원료의 조합물은 수화반응성이 없으므로 수화반응성을 부

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온도까지 가열하여 gibbsite의

탈수, calcite의 탈탄산 그리고 이들 간의 반응에 의한 알

루민산칼슘계 광물의 적절한 생성이 순차적으로 일어나

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한 열처리는 앞에서 실시한 생원

료 조합물의 소성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수화 실험 결

과, 소성 온도가 900
o
C부터 1100

o
C까지인 시료는 Ca(OH)2

를 생성하면서 급격히 소화하여 경화체가 형성되지 않았

으므로 클링커 소성용 출발물질로 부적합하였다. 이는 앞

의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시료가 유리(遊離) CaO를 주

광물로 하고 있어 CaO 본연의 수화거동을 나타내었기 때

문이며, 약간의 CA2가 생성되어 있던 1100
o
C 시료로도

CA2의 느린 수화 반응성
9)
으로 인해 적합한 경화체를 얻

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열 온도 1200
o
C부터는 모든 시

료가 수화 반응 후 경화체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Fig. 2

에서와 같이 시료에 생성된 C-A계 광물의 수화에 기인함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C3A, C12A7, CA 및 CA2

는 모두 똑같은 용해-석출 반응에 의해 35
o
C 이상에서

C3AH6로 직접 수화하며 이때 C3A 이외의 광물은 몰 비

에 따라 다른 양의 Al(OH)3가 함께 수화물로 공존하게 된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9)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200
o
C 가열시료의 미세구조와 이를 40

o
C에서 수

화시킨 경화체의 광물상 및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를

Figs. 3 및 4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Fig. 3에서는 크고

Fig. 2. XRD patterns of clinkers prepared from raw material by

normal clinkering method at various temperatures. Fig. 3. SEM microphotograph of clinker prepared from raw

material by normal clinkering method at 1200
o
C.

Fig. 4. XRD pattern and SEM microphotograph of hydrate

prepared for starting material of clinker b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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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진 CaO 결정이 확인되고 그 주위에 다량 분산된 작

은 상들은 CA2와 CA 및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정질 Al2O3가 혼재된 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을

수화시켜 얻은 수화물은 Fig. 4의 XRD 결과와 같이

Ca(OH)2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주 수화상이 C3AH6로 확

인됨으로써 미반응 CaO까지 이 계의 용해-석출 반응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때 동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Al(OH)3는 특성 피크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는

비정질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

자현미경 사진에서 확인된 각이 지고 큰 C3AH6의 입방

정계 결정 주변에 있는 작은 상들이 비정질 또는 잠정질

의 Al(OH)3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Al(OH)3는 엄밀히 보

아 C3AH6의 정출 시에 동반하여 생성된 것 외에도 열처

리물에 존재하던 비정질 Al2O3가 독자적으로 수화하여 생

성된 것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의 구

별은 난해하여 별도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경화체는 CaO/Al2O3 몰 비가 그대로 1이면서

도 용해-석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성분 간의

균질도가 생원료를 조합했을 때보다는 매우 향상된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2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료는 모두 이와 동일한 수화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피분쇄성이 떨어지

고 가열 에너지도 소모되므로 수화성 부여를 위한 열처

리 온도는 1200
o
C가 가장 적당함을 알 수 있다. 

3.3. Calcium monoaluminate 클링커의 생성 반응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수화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CA

클링커를 합성하기에 앞서 실시한 수화물의 열분석 결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열분석 결과는 앞의 Fig. 4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비정질로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Al(OH)3의 열분해 피크(256
o
C)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뒤이어 C3AH6 고유의 열분해

피크(296
o
C)도 잘 나타냄으로서 앞의 Fig. 4에 대한 고찰

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200
o
C 이하에서의 감량으로 보

아 비정질 알루미나 겔이 어느 정도 공존하였으며 여기

에 느슨히 결합되어 있던 물도 탈수되어 총 19.4%의 중

량감소가 야기되는 점이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이들의

분해가 끝난 약 400
o
C부터 약 1200

o
C까지 꾸준히 계속되

는 중량 감소에 대해서는 CA 클링커의 생성 반응을 구

명하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인

다. Fig. 6은 이를 위하여 이 감량구간의 중간 정도의 온

도인 700
o
C까지 가열 후 급랭한 시료의 X선 회절분석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시료 중에는 주 수화상인

C3AH6의 분해산물로 이미 다량의 C12A7이 생성되어 있

으며 조성비의 특성 상 CaO도 함께 공존함을 알 수 있

다. 즉 수화물은 열분해 후 CaO와 비정질 알루미나만으

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온임에도 불구하고 C12A7을 생성

시킴을 알 수 있다. C3AH6의 이러한 열분해 특성과, 이

때 생성된 C12A7의 결정구조 상의 특성은 이미 연구되어

진 것으로서 C3AH6의 분해로 생성된 C12A7은 산소의 위

치에 상당량의 OH
-
가 대체되어 C12A7H1-1.5에 가까운 조

성을 하고 있으며 OH
-
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1300

o
C 이

상의 온도에 이르기까지 점차 산소로 치환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9,10)

 따라서 열분석 결과에 나타난 400
o
C 이상

에서의 지속적인 감량은 OH
-
의 분해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생원료의 조합물을 소성할 때에는

1100
o
C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알루민산칼슘계 광물이 생

성되기 시작한 것에 비하면 수화물의 가열 시에는 분해

된 수분의 촉매 효과로 C12A7이 현저히 낮은 온도에서부

터 생성되어 전체적인 CA 클링커 생성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Fig. 7은 수화물을 1200
o
C부터 1400

o
C까지의 여러 가지

온도까지 가열하였을 때의 광물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여기에서는 먼저, 1200
o
C의 온도에서 이미 미반응 CaO

Fig. 5. DTA/TG curve of hydrate for preparation of CA clinker

by hydrate-burning method.

Fig. 6. XRD pattern of thermally decomposed product obtained

from the hydrate after heating to 7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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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앞에서 생원료 조합물을 소성할

때보다(Fig. 2 참조) 알루민산칼슘계 광물의 생성반응이

많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가 점차 높

아짐에 따라 C12A7의 양이 줄어들고 CA의 생성량이 증

가하므로 CA는 주로 C12A7과 비정질 알루미나의 반응으

로 생성되는 것으로 고찰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클링

커 생성반응이 생원료 조합물을 소성할 때보다 촉진된 결

과 1400
o
C에서는 원래의 조합비인 CA가 거의 순수한 상

태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방법대로 생원료 조합물을 1600
o
C 이상의 온도

에서 용융, 급랭하여 합성한 CA 클링커는 매우 치밀하며

분쇄가 어려운 상태로 얻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

화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합성한 CA 클링커는 원료인 수

화물 경화체의 열분해에 의하여 저온에서 다공성인 상태

를 거쳐서 고상반응으로 합성되므로 클링커의 미세구조

가 다를 것이 예상된다. Fig. 8은 1200
o
C부터 100

o
C 간격

으로 1400
o
C까지 소성한 세 가지 클링커 시료의 전자현

미경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1200
o
C의 시료

에서는 약 100nm 크기의 무수한 연결 기공을 가진 덩어

리들이 수 µm 크기로 분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형태는 당연히 수화물 경화체가 열분해되어 형성된 다

공체의 형태로부터 기인된 형해구조(形骸構造)라고 고찰

할 수 있다. 클링커 소성 온도가 올라가고 고상반응이 진

행됨에 따라 점차 기공의 크기가 커지고 solid 부분이 두

터워지는 solid agglomeration
11)
이 진행되나, 이러한 구조

는 CA의 생성이 완료된 1400
o
C까지 상당량 잔존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본 연구에서 얻은 CA 클링커는 매우

분쇄가 용이하였으며 같은 입도로 분쇄한 일반적인 치밀

Fig. 7. XRD patterns of clinkers prepared by hydrate-burning method at various temperatures.

Fig. 8. SEM microphotographs of clinkers prepared by hydrate-burning metho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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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클링커에 비하여 비표면적이 10배 이상 높은 것이 확

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미세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클링

커 소성 온도를 1400
o
C에서 더 높이지 않고 곧바로 급랭

하였기 때문에 CA의 결정화도도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수화 메커니즘이 용해-석출반응인 CA

클링커의 수화반응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4. 결 론

CaO/Al2O3 몰 비가 1인 원료 혼합물을 1차 가열하여 수

경성을 가지는 다광물의 조합물을 만들고 이를 수화시켜

얻은 C3AH6와 Al(OH)3로 이루어진 경화체를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거의 순수한 calcium

monoaluminate 클링커를 합성하였다. 

알루민산칼슘계 광물의 생성은 저온에서 C3AH6의 열분

해 산물로 생성되는 C12A7을 시작으로 하여 역시 분해산

물인 CaO와 비정질 알루미나의 반응에 의한 CA와 CA2

의 생성, 그리고 C12A7과 비정질 알루미나의 반응에 의한

CA의 증가로 진행되어 1400
o
C에서는 단일상의 CA 클링

커를 얻을 수 있었다. 클링커 생성 반응은 출발 물질인

수화물의 높은 조성 균질성과 화학양론성, 수화물에서 탈

수된 수분의 촉매 역할 및 열분해 산물의 높은 화학적 활

성에 의하여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 클링커는 열분해

로 인한 경화체의 미분화의 영향으로 매우 높은 다공성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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