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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al hydraulic lime (NHL) is produced by burning a form of low-grade limestone containing silica and alumina which, above
certain temperatures, combine with calcium oxide. The resulting silicates and aluminates impart hydraulic properties to the produ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calcined characteristics of NHL using domestic low-grade limestone with maximized hydraulic
properties. Six types of low-grade limestone containing SiO2 were selected and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different burning
temperatures and holding times. The burning temperature and holding time as the most suitable burning conditions were 1,200oC to
1,300oC and 3 to 7 h, respectively, for the manufacturing of NHL from domestic low-grade limeston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NHL using domestic low-grade limestone to produce N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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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에코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친

환경적인 생활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 의복, 생활환경, 주거문화와 같은 실생활에 많은 변

화가 일어났으며, 환경보호와 함께 생활여건이 한 층 더

나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개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다. 건축재료의 발달 또한 이중의 하나인데, 각종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폐기물, 이에

따른 기후변화문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새집

증후군으로부터 발병되는 기관지염, 피부염과 같은 질병

등의 발병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소재의 개발

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석회석은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천연자원으로 가

채광량이 81억 톤에 이르고 있지만, 생성연대의 특성상

중·저품위 석회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석회

석은 철강, 화학공업, 세라믹공업 등 다방면으로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저부가가치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저품위 석회석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연구개발의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연수경성석회 (이하 ‘NHL’로 칭함)는 다른 원료물질

의 첨가 없이 SiO2 및 Al2O3 등 불순물 함량이 높은 저

품위 석회석을 1,000 ~ 1,250
o
C의 비교적 저온에서 소성하

여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재료로서 석회특유의 기

경성에 수경성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1-3)

 NHL

은 C2S, C3S 및 C3A와 같은 시멘트와 유사한 광물상을

가지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시멘트 대체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4-6)

 일반 시멘트에 비해 저온소성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연료비의 절감과 함께 연료에서 발생되는 CO2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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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량을 줄일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탄산화반응으로 대

기 중의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시멘트와 비교하였을 경

우 최대 87% 정도까지 CO2를 절감할 수 있다.
1)

 또한 유

해한 환경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높은 공극률을 가져 습

도조절, 항곰팡이성과 같은 특징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

만 아니라 폐기처리 시에도 토양복원, 수질복원, 비료, 잔

골재와 같은 용도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적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다.
7,8)

 이미 해외에서는 이

러한 특징들을 기본으로 하여 저품위 석회석을 활용한

NHL의 개발 및 실용화가 진행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친

환경 건축재로서 건축물의 내외장재나 보수, 보강 재료로

써 접착재, 마감재와 같은 용도로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저품위 석회석을 활용한

NHL 제조에 있어 수경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소성조건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충북지역 3개의 광산에서 SiO2 함

량에 따른 6종의 석회석을 이용하였으며, 각 석회석의 소

성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바탕으로 제조할 수 있

는 NHL의 종류 (NHL2.0, NHL3.5, NHL5.0)를 예측하여

NHL의 제조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출발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료는 국내 충북 지역 3개 광산

에서 SiO2 함량에 따라 채취한 6종의 저품위 석회석으로

A1, A5, A8, HR, HL, KJ로 명명했다. A1, A5, A8 및

HR과 HL은 각각 같은 시멘트 광산에서 채석한 원석이다.

A1, A5, A8은 SiO2 함량이 3.9%, 7.8%, 13.9%이었으며,

HR 및 HL의 SiO2 함량은 13.5%, 15.1%이었다. KJ은 석

회석 광산에서 발생되는 저품위 석회석으로 SiO2 함량이

21%로 채취한 시료 중 SiO2 함량이 가장 높은 원석이었

다. Table 1에 XRF 화학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화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I. 계수를 계산하여 각 원석을 사

용하여 제조할 수 있는 NHL의 종류를 예측하였다. C.I.

계수 분석결과 KJ의 경우 2.3으로 가장 높은 C.I. 계수를

나타냄에 따라 NHL 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

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원석 내의 높은 SiO2

함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A8의 경우 0.9로 NHL 5

에 부합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이며, A1의 경우 0.4로 가

장 낮은 C.I. 계수로 NHL 2에 부합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C.I. 계수는 단순히 화

학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정의한 것으로 원석 자체의 특

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소성조건에 따라 종류별로

NHL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식 1은 화학분석

결과를 활용한 C.I. 계수 계산식이며, Table 2에서 C.I. 계

수에 따른 NHL 종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개 원석의 XRD 분석 결과 공통

적인 주요 광물상은 CaCO3, SiO2이며 26.5° 부근의 SiO2

피크를 통하여 각 원석의 SiO2 함량 차이를 알 수 있었

다(Fig. 1). KJ의 경우 화학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원석에 비하여 SiO2 함량이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HL, A8, HR, A5, A1의 순으로 SiO2 함량이 높았다. HR

및 HL의 경우 30° 부근에서 돌로마이트(CaMg(CO3)2) 피

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Cementation 

Index = 
2.8 × %SiO2+ 1.1 × %Al2O3+ 0.7 × %Fe2O3

(1)
%CaO + 1.4 × %MgO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Limestone                                                                                                                             (Unit : wt%)

A1 A5 A8 HR HL KJ

CaO 50.707 46.533 41.583 42.585 41.424 42.216

SiO2 3.912 7.890 13.946 13.489 15.128 21.028

Al2O3 0.795 1.960 2.990 1.370 2.274 N.D*

MgO 0.784 1.266 1.344 2.102 1.185 0.127

Fe2O3 0.427 0.942 1.122 0.540 0.937 0.114

Cementation Index 0.356 0.468 0.913 0.439 0.470 2.295

* N.D : Not Detected                    A8 : Eminently hydraulic lime (NHL 5)

 A1 : Feebly hydraulic lime (NHL 2)      HR : Feebly hydraulic lime (NHL 2)

 A5 : Feebly hydraulic lime (NHL 2)      HL : Feebly hydraulic lime (NHL 2)

 Cementation Index values based on limestone analysis.

Table 2. Arbitrarily Classified by Cementation Index

Three groups 
of hydraulic limes

Cementation 
index(C.I.)

Feebly hydraulic (NHL 2) 0.30 ~ 0.50

Moderately hydraulic (NHL 3.5) 0.50 ~ 0.70

Eminently hydraulic (NHL 5) 0.70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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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성 및 분석방법

NHL은 SiO2 함량이 높은 저품위 석회석을 소성, 수화,

건조, 분쇄 과정을 거쳐서 제조하며 1,000 ~ 1,250
o
C의 비

교적 저온소성을 통해서 수경성의 광물상을 합성할 수 있

다. 원석 내의 CaO와 SiO2, Al2O3, Fe2O3와 같은 화합물

들은 고상반응을 통해 C2S, C3A와 같은 광물상을 생성시

키며 액상이 생성되는 온도에서는 CaO와 C2S의 융해 확

산 반응으로 C3S 광물을 생성한다. 이러한 광물상들은 후

에 NHL의 수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6)

본 실험에서 사용한 원석으로 SiO2 함량이 비교적 높

은 6종의 저품위 석회석을 이용하였으며 원석의 소성성

을 고려하여 죠크러셔를 이용해 10 ~ 20 mm 정도로 파쇄

하였다. 수경성 광물상의 생성이 최대가 되는 소성조건을

찾기 위하여 소성온도별, 유지시간별로 소성특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Table 3에 소성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승

온속도 10
o
C/min, 유지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800 ~

1,300
o
C 범위에서 100

o
C 간격으로 온도에 따른 소성을 실

시하였으며, 1, 2, 3, 5, 7, 10, 24시간으로 유지시간에 따

른 소성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2에 소성특성평가 실험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각 소성조건에 제조된 샘플을 이용

하여 NHL의 소성특성규명을 위해 XRD (D/max 2500 V/

P, Rigaku Co.Ltd., Japan), 기공률 (Auto Pore IV 9520,

Micromertics Co. Ltd, USA), 밀도 (Accupyc 1340, Micro-

mertics Co. Ltd, USA), 전자현미경 (S-4300, HITACHI

Co.Ltd., Japan)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물상 분석

Fig. 3에 소성온도에 따른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6종의 석회석 모두 800
o
C에서 소성이 완전히 이

루어지지 않아 다량의 CaCO3가 존재하였으며, 900
o
C 이

상의 온도에서는 CaCO3의 탈탄산이 진행되어 CaO (38
o

부근)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NHL의 수경성의 특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2S (38° 부근)의 생성은

CaO와 SiO2의 고상반응에 의해 1,000
o
C부터 미량으로 생

성되며 소성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성량은 증가하였다.

1,1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C2S 생성량이 급격하게 많아지

며 1,200
o
C에서 SiO2가 C2S 생성에 거의 모두 소진됨을

알 수 있었다. A8의 경우 원석 특성에 따라 1,200
o
C 이상

의 고온에서 부분적인 용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KJ

원석은 SiO2 함량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C2S 생성이 가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natural hydraulic lime.

Fig. 1. XRD patterns of low grade limestone.

Table 3. Burning Condition of Natural Hydraulic Lime

Burning with burning temperature Burning with holding time

Sample name A1, A5, A8, HR, HL, KJ A5, A8

Heating rate (oC/min) 10 

Temperature (oC)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000, 1,100, 1,200

Holding time (h) 2 h 1, 2, 3, 5, 7, 10,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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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6종의 원석 중 SiO2 함량이

가장 낮은 A1과 비슷한 양의 C2S가 생성되었다. Fig. 4(a)

에 육안으로 KJ NHL 제조에 사용된 원석을 살펴보면 백

색입자가 부분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Fig. 4(b)에 XRD 분석결과를 통해 SiO2 임

을 알 수 있었다. SiO2가 부분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경우

이온확산에 의한 고상반응이 어렵기 때문에 C2S 생성량

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에 따른 소성특성 결과 C2S

의 생성은 1,000
o
C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여 1,100 ~ 1,200

o
C

의 온도범위에서 가장 잘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C2S의 생성이 잘 나타나는 소성온도 1,000,

1,100, 1,200
o
C에서 유지시간에 따른 XRD 분석결과를 나

타낸 것이며 유지시간은 1, 2, 3, 5, 7, 10, 24시간으로 하

였다. 대체적으로 유지시간이 길어질수록 C2S의 생성량

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C2S 생성의 최적 유지시

간은 3~7시간 사이였다. A8의 경우 1,200
o
C, 5시간 이상

의 소성조건에서 용융현상과 함께 C3S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8의 용융현상은 원석내의 다량의 SiO2

와 Fe2O3가 결합하여 저융점의 glass 화가 진행되었기 때

문으로 생각되며 원석자체의 특성에 따라 광물상생성 온

도가 다른 원석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C3S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10)

 소성특성에 대한

XRD 분석결과 Lab. scale 전기로에서 NHL을 제조할 경

우 원석내의 완전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적정 소성조건

Fig. 3. XRD patterns of NHL samples with burning temperature using low-grade lim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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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age and XRD pattern of quartz section in KJ limestone.

Fig. 5. XRD patterns of specimens prepared with burning time using low grade limestone A5 and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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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200
o
C, 5시간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3.2. 미세구조분석

국내 저품위 석회석을 활용한 천연수경성석회 제조에

있어 원석특성 및 소성조건에 따른 소성특성 변화거동을

확인하고자 소성샘플의 미세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6는 소성온도 1,200
o
C에서 2시간동안 소성된 6종

의 저품위 석회석 샘플에 대한 밀도측정 결과로서 동일

소성조건하에서 각 샘플의 밀도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측정결과 2.9 ~ 3.2 g/cm
3
 밀도를 나타내어 각 샘플의

밀도 값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순물의 함유

정도 및 CaO와 C2S의 입자성장 진행여부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Fig. 7은 Fig. 6과 동일

소성조건에서 소성한 샘플의 SEM 분석결과로서 동일한

소성조건이지만 원석 특성에 따라 생성되는 광물상 형태

및 소성정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Fig. 6의 각

소성샘플의 밀도 값의 차이와 연관지어 판단할 수 있다.

A1의 경우 소성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C2S 광물상이 거

의 생성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CaO 입자로 존재하였다.

반면에 A5의 경우 CaO 생성과 더불어 C2S 결정생성을

위한 새로운 핵 생성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8, HR, HL, KJ의 경우 표면 용융현상이 발생하면서 소

성이 진행되었으며 A8에서 용융의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이 동일소성조건이라고 하여도 불순물의 함

량정도, CaO와 C2S 결정의 생성정도 및 용융정도 등에

따라 미세구조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A5 및 A8의 소성온도에 따른 기공률 분포도

측정결과이며, Fig. 9는 A5 및 A8의 유지시간에 따른 기

공률 분포도 측정결과이다. Fig. 8의 소성온도에 따른 기

Fig. 6. Apparent density of limestone prepared for 2 h at
1,200oC.

Fig. 7. SEM images with limestone prepared for 2 h at 1,200oC.

Fig. 8. Pore size distributions of specimens prepared with burning temperature using A5 and A8 lim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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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률 분포도 측정결과 아직 탈탄산이 진행되지 않은 800
o
C

에서는 기공분포가 상당히 작게 나타나지만 900
o
C에서는

CaCO3의 탈탄산이 진행됨에 따라 0.5 µm 부근의 기공 크

기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5의 경우

A8에 비하여 큰 기공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대

적으로 A8보다 C2S의 생성과 CaO의 결정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로 소성온도가 높

아짐에 따라 입자의 결정성장이 진행되어 전체적인 기공

분포가 큰 쪽으로 이동하면서 분포범위도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

 

Fig. 9의 1,200
o
C에서 유지시간에 따른 기공률 분포도

측정결과 A5의 경우 유지시간에 따른 기공분포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A8의 경우 유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0.01 µm부터 형성된 기공크기가 점차적으로 큰 쪽

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기공분포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Fig. 5의 XRD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CaO의 결정성장과 C2S

의 생성과 더불어 미량의 C3S가 생성됨에 따른 기공분포

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성이 진행되는 초기에

는 탈탄산에의해 작은 기공들이 생성되지만 소성이 계속

될 경우 광물상의 핵생성과 입자성장에 의해 작은 기공

들은 채워지고 전체적인 기공의 크기는 커지기 때문이다. 

Fig. 10은 A5와 A8의 소성온도에 따른 밀도측정결과이

다. 일정온도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밀도가 증가하였

다. 이는 소성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CaO의 결정성장이

진행되고 C2S의 생성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간 미세공

극을 채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C2S의 핵생성 완료

후에는 입자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밀도 변화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1은 1,200
o
C에서 유지시간에 따른 밀도 값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소성시간에 따른 밀

도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200
o
C에서의

유지시간은 광물상 생성을 위한 고상반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9. Pore size distributions of specimens prepared with burning time at 1,200oC using A5 and A8 limestone.

Fig. 11. Apparent density of specimens prepared with burning

time at 1,200
o
C using A5 and A8 limestone.

Fig. 10. Apparent density of specimens prepared with burning
temperature using A5 and A8 lim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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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상의 결정성장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Fig. 12 및

13의 SEM 분석결과로 나타내었다. Fig. 12는 A5의 소성

온도에 따른 SEM 분석결과이다. Fig. 7의 1,200
o
C에서 2

시간동안 소성 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광물상 생성의 변

화가 가장 뚜렷하게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A5를 이용하

였다. 측정결과 800
o
C에서는 일부만 소성이 진행되어 부

분적인 기공이 생성되었으며 900
o
C이후부터 CaCO3의 전

체적인 분해와 탈탄산이 진행됨에 따라 CO2 배출에 따른

기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둥근모양의 CaO 결정은 소

성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C2S

결정은 1,200
o
C에서 최대로 생성되었다. 1,300

o
C에서는

C2S 결정과 각진 모양의 C3S 결정을 함께 관찰할 수 있

었다. 

Fig. 13은 A5 석회석의 1,100
o
C에서 유지시간에 따른

SEM 분석결과이다. Fig. 12의 소성온도에 따른 SEM 분

석결과에서 1,100
o
C에서 C2S 광물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1,100
o
C 유지시간에 따른 광

물상의 변화 정도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에서

와 같이 유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광물상의 입자성장은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C2S의 경우 유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교적 뚜렷하게 큰 입자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iO2 함량이 다른 국내 저품위 석회석

을 활용하여 천연수경성석회 제조를 위한 소성특성을 조

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1. SiO2 함량이 높은 저품위 석회석에 충분한 열이 가

해지면, 소성이 진행됨에 따라 탈탄산 반응으로 인하여

CaCO3는 CaO로 생성되고, CaO와 SiO2의 고상반응에 의

한 C2S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소성온도에 따른 열처

리 실험결과 900
o
C에서 완전한 탈탄산이 이루어졌으며,

1,000
o
C부터 미량의 C2S 생성이 진행되었다. 1,200

o
C 이

상에서 잔여 SiO2 함량이 가장 적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C2S의 생성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유지시간에 따른 열

처리 실험결과 3~5시간에서 C2S 생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C2S의 생성이 최대가 되었다. 따라서 NHL 제조에 있어

서 C2S의 생성의 최적 소성조건은 1200
o
C이상의 소성온

도에서 유지시간 5시간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2. 미세구조 분석 결과 소성온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소성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CaO의 결정

이 성장되고 C2S의 생성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간 공극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1,200
o
C에서 밀도가 가장 높으며 이

는 광물상의 생성이 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되

며 1,200
o
C 유지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광물상의 생성이 이미 최대이고, 미비한 결정형태의

변화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샘플

은 900
o
C에서 탈탄산이 완전히 진행되어 기공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졌으며 소성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공크기

가 감소하였다. A8의 경우 상대적으로 A5에 비하여 광물

상 생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공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Fig. 12. SEM images of A5 limestone prepared with burning
temperature for 2 h.

Fig. 13. SEM images of A5 limestone prepared with burning
time at 1,1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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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한 화학성분을 가지는 원석이라도 원석내에 존

재하는 불순물의 형태와 조직구조에 따라 소성형태가 상

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석회석 원석의 특성을 고려한

소성방법 및 조건이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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