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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mineral phases of natural hydraulic lime (NHL) as a hydraulic lime binderare Ca(OH)2, C2S, C3S, C3A, and SiO2 residues.
Also, NHL has the characteristic of setting and hardening by a hydration reaction with water and by carbonation reactions with carbon
dioxide from the air. In this study, in an effort to investigate changes of the mineral phases by NHL hydration and carbonation
reactions, transitions of mineral phases and the microstructures of hardened pastes were analyzed by XRD, DSC, SEM, and by pore
size distributions using domestic and foreign-sourced NHL pastes after curing at 1, 3, 7, and 28 day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domestic low-grade limestone can be used for the manufacturing of NHL. The main hydration mineral
phases were Ca(OH)2, CaCO3, C2S, and SiO2 residues, while in the case of foreign-sourced NHL, a small amount of an aluminium
hydration phase formed. Also, the CaCO3 content after the carbonation reaction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curing time. After
hydration for 28 days, NHL containing considerable amounts of C2S and C3S showed higher carbonation ratios than others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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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수경성석회 모르타르는 포틀랜드 시

멘트에 적용되어 사용이 증가되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석회 바인더 특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이다.
1)

 석회

바인더는 석회 특유의 기경성에 수경성의 특징이 더해져

복합적인 경화 매커니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

멘트와는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높은 다공성을 보유

하고 있다.
2)

 다공성의 특성은 항온·항습, 단열성, 방음성,

항박테리아성과 같은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산화

탄소의 이동통로로서 탄산화반응에 의한 강도발현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천연수경성석회(NHL)는 SiO2 함량이 높은 저품위 석회

석을 소성·수화하여 제조하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수경성

특징을 나타내는 광물상 비율과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

도에 따라 NHL2, NHL3.5 NHL5로 구분되어 진다.
3)

 C-S-

H와 C-A-H와 같은 수화광물상의 생성과 탄산화반응이 동

시에 진행되며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경화체 내부의 공

극을 채움으로써 강도발현에 기여하게 된다.
3,4)

 시멘트에

비하여 낮은 압축강도와 늦은 응결특성으로 사용에 제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종류의 혼화재 첨가에 따라 보

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발

현할 수 있다.
5,6)

본 실험에서는 국내 저품위 석회석을 활용하여 제조한

NHL의 자체특성을 바탕으로 NHL 종류에 따른 광물상의

차이와 재령에 따른 수화특성 및 탄산화 특성을 관찰하

였다. 또한 해외 NHL과의 특성비교를 통하여 국내 저품

위 석회석을 활용한 NHL 제조 및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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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국내 NHL의 경우 6종의 저품위 석회석

을 활용하여 제조한 A1, A5, A8, HR, HL, KJ NHL을

사용하였으며, 해외제품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NHL2,

NHL3.5, NHL5를 사용하였다. 페이스트는 물비 60% 및

80%로 제조하였으며 온도 20
o
C, 상대습도 95%의 조건에

서 양생하여 재령 1, 3, 7, 28일에서의 특성변화를 조사하

였다. 

2. 실험 방법

2.1. 출발원료

Fig.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NHL 종류별 XRD 분석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 1의 (a)는 국내 저품위 석회석을 활

용하여 제조한 A1, A5, A8, HR, HL, KJ NHL, (b)는 미국

NHL2, NHL3.5, NHL5, (c)는 영국 NHL2, NHL3.5, NHL5

이다. 국내·외 NHL의 광물상 확인을 위하여 XRD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NHL의 경우 주요광물상은 Ca(OH)2,

C2S, 잔여 SiO2로 상대적으로 원석내의 SiO2 함량이 높은

A5, A8, HL NHL에서 C2S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제품의 경우 주요 광물상은

Ca(OH)2, CaCO3, C2S, C3S, 잔여 SiO2로 NHL2에서

NHL5로 갈수록 Ca(OH)2 함량이 적어지며 C2S, C3S와 같

은 광물상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해외제품에서 C3S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국내

NHL에 비하여 제조 소성온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

이며 전체적인 광물상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에

각 시료의 샘플명을 나타내었다.

2.2. 페이스트 제작

각각의 NHL은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재령에 따른 수화

특성을 관찰하였으며 Table 2에 페이스트 제조 물비를 나

타내었다. 대부분의 페이스트는 물비 60%를 기준으로 제

조하였으며 A1, U-NHL2, E-NHL 2는 80%로 제조하였는

데 A1, U-NHL2, E-NHL2의 경우 Ca(OH)2의 함량이 높

Fig. 1. XRD patterns of different NHL.

Table 1. Paste Sample Name of Natural Hydraulic Lime Products

Sample Sample name

A1 NHL 

Made by Korea

A1

A5 NHL A5

A8 NHL A8

HR NHL HR

 HL NHL HL

KJ NHL KJ

NHL2

Made by USA
1)

U-NHL2

NHL3.5 U-NHL3.5

NHL5 U-NHL5

NHL2
Made by 

United Kingdom
2)

E-NHL2

NHL3.5 E-NHL3.5

NHL5 E-NHL5

1) Made by St. Astier, USA

2) Made by Singleton Birch(Secil),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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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른 샘플에 비하여 작은 입도분포를 나타내기 때문

에 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

한 페이스트는 샘플접시에 5 ~ 8 mm의 두께로 나누어 담

아 온도 20
o
C, 상대습도 95%에서 재령 1, 3, 7, 28일 동

안 양생하였다. NHL은 CO2의 흡수로 인한 탄산화반응으

로 강도발현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생

시 샘플의 두께가 너무 두꺼울 경우 샘플 내부까지 CO2

의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비교적 단기간의 광물상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실제 현장적용 두

께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경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께와 면적을 고려하여 준비하였다. 각 재령에 해당하는

페이스트는 아세톤과 혼합 후 건조하여 수화정지 상태로

샘플링을 하였으며 XRD (D/max 2500V/P, Rigaku

Co.Ltd., Japan), TG/DSC (STA 449C Jupiter, NETZSCH

Co, Ltd Germany), SEM (S-4300, HITACHI Co.Ltd., Japan),

밀도 (Accupyc 1340, Micromertics Co. Ltd, USA), 기공률

(Auto Pore IV 9520, Micromertics Co. Ltd, USA) 측정

을 통하여 수화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물상 분석 

Fig. 2와 Fig. 3에 국내·외 NHL 페이스트의 수화재령에

Table 2. Water Ratio for Preparing the NHL Paste

Water ratio Sample name

80% A1, U-NHL 2, E-NHL 2

60%

A5, A8, HR, HL, KJ

U-NHL 3.5, U-NHL 5

E-NHL 3.5, E-NHL 5

Fig. 2. XRD patterns of Korean NHL paste with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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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국내 NHL 페이스트

의 주요광물상은 Ca(OH)2, CaCO3, 잔여 SiO2, 미수화

C2S이며 각 샘플의 종류와 재령에 따른 생성광물상의 차

이를 보였다. CaCO3의 생성은 샘플 내의 Ca(OH)2와 대

기중의 CO2의 탄산화반응에 의한 생성물로 재령이 길어

짐에 따라 18
o
 부근의 Ca(OH)2 피크는 감소하고 30

o
 부

근의 CaCO3 피크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

외 NHL 페이스트의 주요 광물상은 Ca(OH)2, CaCO3, 잔

여 SiO2, 미수화 C2S와 Al계 화합물로 국내 NHL 페이스

트의 주요광물상과는 약간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미국제

품 U-NHL2, U-NHL3.5와 영국제품 E-NHL2, E-NHL3.5에서

C-A-H계 수화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NHL3.5, E-

NHL5에서는 에트린자이트 (Ca6Al2O6(SO4)3·32H2O)의 생

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 NHL 제품에 SO3와 반

응하여 Al계 수화물을 생성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기기분석을 통

해 원인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NHL의 경

우 강도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수화광물상은 C2S로 C-S-

H 수화물 생성에 의한 경화체 내부의 치밀화는 재령 28

일 이후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제품의 경우

C2S, C3S 및 미량의 Al계 화합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C3S와 Al계 화합물의 초기 수화반응과 C2S의 장기적인

수화반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경화체 내부의 치밀도

및 내구성이 국내 NHL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Fig. 3. XRD patterns of foreign NHL paste with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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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결 및 압축강도와 같은 물리적인 특성에서 우수할 것

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NHL 페이스트의 탄산화율을 보면 수경성 광

물상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샘플일수록 더 높은 탄산화

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5와 A8, U-

NHL2와 E-NHL3.5, E-NHL2와 U-NHL3.5의 Ca(OH)2 또

는 CaCO3 피크의 크기변화를 비교함으로부터 알 수 있

는데 비교적 수경성 광물상의 함량이 적은 A5, U-NHL2,

E-NHL2의 경우 더 큰 Ca(OH)2 피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교적 수경성이 높은 A8, U-NHL3.5, E-NHL3.5의 경우

더 큰 CaCO3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

로 수경성 광물상의 함량이 높은 샘플에서 더 우수한 탄

산화율을 보이는 것은 C2S, C3S, C3A와 같은 수화광물상

에 의해 페이스트 내부의 수분 손실이 더 빠르게 발생하

면서 큰 기공들의 생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CO2가

경화체 내부로 빠르게 침투하여 CaCO3의 생성을 촉진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각 샘플의 탄산화율은 Fig. 4

와 Fig. 5의 TG/DSC 분석을 통하여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Fig. 4와 Fig. 5에 국내·외 NHL 페이스트의 재령에 따

른 TG/DSC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국내·외 NHL 페이

스트의 DSC 분석결과 모든 샘플에서 재령이 길어짐에 따

라 800
o
C 부근의 CaCO3의 탈탄산에 의한 흡열피크가 커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Ca(OH)2의 탄산화

Fig. 4. DSC patterns of Korean NHL paste with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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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의한 결과로서 앞서 언급한 XRD 분석결과와 동

일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NHL의 경우 수화초

기인 재령 1일에서는 재령 28일보다 CaCO3의 결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크의 형태가 둥글게 나타나며 재령 28

일을 기준으로 A8과 KJ에서 높은 탈탄산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제품의 경우 국내 NHL에 비하여 전체적으

로 탈탄산에 의한 흡열피크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미

소성 혹은 오랜 운송에 의한 CaCO3와 일부 탄산화반응

에 의한 CaCO3가 공존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CaCO3

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500
o
C 부근

의 결합수 분해에 의한 피크는 국내 NHL보다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국내 NHL보다 C2S, C3S, C3A와 같은 수경

성 광물상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a(OH)2

의 함량이 적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7)

 

3.2. 미세구조 분석

Fig. 6과 Fig. 7에 재령 7일에서 국내·외 NHL 페이스트

의 SEM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SEM 분석결과 국내

NHL A8과 HR 페이스트에서 방추형 형태의 CaCO3가 생

성되고 있으며 다른 샘플들은 다소 결정성이 떨어지는 콜

로이달 형태로 CaCO3가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해외제품 U-NHL2, U-NHL3.5, E-NHL3.5와

유사한 형태의 CaCO3가 생성되는 것으로 XRD와 SEM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NHL은 해외제품 NHL2

내지 NHL3.5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해외제품 U-NHL5, E-NHL5의 경우 수화특성이 크게 나

Fig. 5. DSC patterns of foreign NHL paste with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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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제품으로 U-NHL5 샘플에서 CaCO3외에도 그물망

형태의 C-S-H와 육각판상의 C-S-A 수화생성물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E-NHL5의 경우 침상형의 에트린자이트가 생

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트 XRD 분석결과에서 예

측할 수 있었던 Al계 광물상의 수화로부터 발생한 결과

라고 판단하며 재령이 길어짐에 따라서 다량의 수화 생

성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제품 내의 수

경성 광물상의 수화가 빠르게 일어난 만큼 재령 7일의 수

분 손실도 크게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Fig. 12에서 재

령 7일 이후 기공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과 Fig. 9에 재령 28일의 국내·외 NHL 페이스트

의 SEM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샘플들은 재령 7

일에서 보다 더 뚜렷한 결정성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원

석의 특징에 따라 결정형태가 다르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A1 NHL의 경우 작은 형태의 CaCO3가

생성되며 경화하고 있으며 A5 및 HR은 방추형의 CaCO3

를 A8, HL 및 KJ는 각진 둥근형태의 CaCO3가 생성되며

경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외제품 NHL2와

가장 유사한 수화패턴을 나타낸다. 해외제품의 경우 CaCO3

외에도 다량의 수경성 광물상의 수화물과 Al계 화합물의

생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제품에서는 그물망

형태의 C-S-H, 육간판상의 C-A-H 상이 동시에 관찰되었

으며 영국제품에서는 기본적인 에트린자이트가 생성되었

지만 E-NHL5의 경우 SO3 부족으로 인한 모노설페이트

(Ca4Al2O6(SO4)·12H2O)의 생성으로 침상형의 수화상을 확

인할 수 없었다. 재령 7일의 SEM 분석결과와 비교했을

경우 재령 28일의 경화체 내부는 CaCO3의 입자성장과 수

화광물상의 생성으로 인한 치밀도가 높아졌으며 재령 28

일 이후 재령이 길어짐에 따라 NHL의 주요 수경성 광물

상인 C2S의 수화가 진행되어 밀도 증진과 기공률의 감소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Fig. 10에 국내·외 NHL 페이스트의 재령에 따른 밀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탄산화 반응과 수화생성물의 생성이

진행됨에 따라 경화단계의 밀도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경

화하지 않은 재령 1일의 샘플을 제외한 3, 7, 28일 샘플

의 밀도측정을 실시하였다. NHL의 경우 탄산화가 비교

적 빨리 진행될 경우 밀도의 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

며 경화가 진행되지만 Ca(OH)2의 함량이 높게 되면 전체

적으로 탄산화는 늦게 진행되고 수분손실에 의한 공극의

발생과 이를 채우는 탄산화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전체

적으로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국내외

NHL 페이스트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제품의 경우 NHL 종류에 따른 품질이 확실히 구분되는

만큼 밀도변화에 따른 기공률 변화도 비교적 뚜렷하게 관

찰할 수 있었다. 국내 제품의 경우 해외제품에 비하여

0.1 ~ 0.2 정도 높은 밀도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A8과 HL

의 경우 수화특성이 우수한 샘플로 수분손실이 빠르게 이

루어짐에 따라 재령 7일 이후 밀도가 감소하는 특성을 나

Fig. 6. SEM images of Korean NHL paste at 7 days. Fig. 7. SEM images of foreign NHL paste at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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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해외제품과 유사한 밀도변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Fig. 11과 Fig. 12에 국내·외 NHL 페이스트의 재령에 따

른 기공률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밀도측정과 동일하게

경화한 샘플의 기공률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재령 1일을

제외한 3, 7, 28일 샘플의 기공률 측정을 실시하였다. 기

공률 측정결과 국내 NHL이 해외 NHL에 비하여 대체로

높은 기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외 NHL 페이스트

의 기공률 변화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내 A8, HR,

HL, KJ의 경우 수화초기에는 기공률이 증가하지만 재령

7일 이후 점차적인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재령 7일 이

전의 수화초기에 페이스트 내부의 수분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경화체 내부에 기공이 형성되어 기공률이 증가하지

만 재령 7일 이후 점차적인 탄산화반응과 수화광물상의

생성으로부터 기공이 채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공률

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반대로 해외제품의 경우 재령 3일 이후부터 7일까지 수

화초기에 지속적인 기공률 증가현상을 보이지만 재령 7

일 이후 기공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화초기 C-S-H, C-A-H, 에트린자이트와 같은 수화물의

생성으로부터 공극이 빠르게 채워지기 때문에 일시적으

로 기공률이 감소하지만 재령 7일 이후 장기발현에 기여

하는 수화생성물의 수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수분손실

이 발생함에 따라 기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

분손실로부터 공극이 형성되어 탄산화반응이 진행되고 있

기는 하지만 공극 생성률에 비해 탄산화반응의 속도가 느

리게 작용하는 만큼 공극률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Fig. 2, 3의 XRD 분석결과 및

Fig. 6, 7의 SEM 분석결과와 연결 지어 판단할 수 있었다. 

4. 결  론 

1. 수화광물상분석결과 주요광물상은 Ca(OH)2, CaCO3,

잔여 SiO2, 미수화 C2S이며 해외제품의 경우 Al계 수화

물 및 에트린자이트(Ca6Al2O6(SO4)3·32H2O)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NHL의 경우 C2S 함량이 높

은 A8과 HL은 높은 탄산화율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Ca(OH)2 함량이 높은 A1에서는 높은 입도로 인한 낮은

기공률로 탄산화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열분해 특성 분석결과 탄산화율이 높은 A8은 탈탄

산에 의한 흡열피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수화 활성도가 낮은 시료에서는 작은 흡열피크를 보

였다. 해외제품의 경우 NHL 2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국내 NHL 보다 낮은 Ca(OH)2 함량을 나타내었다. 

2. 모든 시료들은 재령에 따라서 탄산화반응에 의한

CaCO3의 생성률이 높아지며 각 시료 원석의 특성에 따

라 입자의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SEM 분석결과 A8과 HR의 경우 방추형의 CaCO3가 생

성되며 경화가 일어났으며 해외제품의 경우 C3S 및 C3A가

Fig. 9. SEM images of foreign NHL paste at 28 days.Fig. 8. SEM images of Korean NHL paste at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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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되어 그물망 형태의 C-S-H상과 침상형의 에트린자이

트(Ca6Al2O6(SO4)3·32H2O) 수화물이 공존하여 경화되었다.

이러한 광물상들의 입자성장과 생성에 점차적으로 기공률

이 감소하였으며 기공률은 30 ~ 35% 범위로 각 시료들의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3. 국내 저품위 석회석을 활용하여 제조한 국내 NHL과

시판중인 해외 NHL의 수화특성 비교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특성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각 분석항목에서와 확

인할 수 있었던 미비한 차이는 XRD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C3S 및 Al계 수화물에 의한 차이로 보이며 이는 소성조건

변화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Change of porosity of Korean NHL paste prepared

with hydration time.

Fig. 12. Change of porosity of foreign NHL paste prepared

with hydration time.

Fig. 10. Apparent density of NHL paste with curing time.



수경성석회 종류에 따른 수황 및 탄산화 특성 81

제51권 제2호(2014)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2013T

100100021)의 연구비지원을 통하여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S. Pavíia, B. Fitzgerald, and E. Treacy, “An Assessment of

Lime Mortars for Masonry Repair," pp. 101-08, Concr.

Research in Ireland Colloquium, 2006.

2. G. Allen and R. Ball, “Mechanical Properties of Hydraulic

Lime Mortars,” 4th Portuguese Congress on Mortars and

ETICS, 2012. 

3. A. El-Turki, R. J. Ball, and G. C. Allen, “The Influence of

Relative Humidity on Structural and Chemical Change

during Carbonation of Hydraulic Lime,” Cem. Concr. Res.,

37 [8] 1233-40 (2007).

4. J. Válek, J. Hughes, and P. Bartos, “Gas Permeability, Poros-

ity and Carbonation of Modern Conservation Lime Mortar

Mix,” Materials for Buildings and Structures, ISBN:3-527-

30125-9 (2000).

5. A. El-Turki, R. J. Ball, S. Holmes, W. J. Allen, and G. C.

Allen, “Environmental Cycling and Laboratory Testing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Moisture Control for Lime

Mortars,” Const. Build. Mater., 24 [8] 1392-97 (2010).

6. V. B. Bosiljkov, “The Use of Industrial and Traditional

Limes for Lime Mortars,” pp. 343-52, Historical Con-

structions, Ed. by P.B. Lourenco and P. Roca, 2001.

7. L. Paama, I. Pitkanen, H. Ronkkomaki, and R. Peramaki,

“Thermal and Infrared Spectroscopic Characterization of

Historical Mortars,” Thermochim. Acta, 320 [1-2] 127-33

(1998).

8. A. Kalagri, A. Miltiadou-Fezans, and E. Vintzileou, “Design

and Evaluation of Hydraulic Lime Grouts for the Strength-

ening of Stone Masonry Historic Structures,” Mater. Struct.,

43 [8] 1135-46 (2010).

9. E. Bechoux, Dr. B. Naffin, X. Pettiau, Dipl.-Ing. M. Sin-

dram, and M. Tomlinson, “Application Conditions for

Highly Reactive Lime Hydrates in Dry Sorption,” IChemE

Waste Symposium,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