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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칼슘 알루미네이트 실리케이트 수화물(C-(A)-S-H)의 

열 안정성에 관한 연구

임수민* · 김경률 · 배성철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1. 서 론

콘크리트 주요 결합재인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OPC)

의 가장 중요한 수화생성물은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

(C-S-H)이다. C-S-H의 물리·화학적 성능은 이를 구성하

고 있는 Ca/Si 몰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시멘트 내에서

0.6 부터 2.1까지 다양한 비율로 존재한다. 또한, OPC 생

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양은 전체 배출량의 약 7%

를 차지하며, 시멘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CO2

저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그 중 가장 대표

적인 저감 대책은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등과 같은 산

업부산물을 혼화재로써 사용하여 시멘트 사용량을 감소

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혼화재들은 Al 함유량이

높아 기존 OPC의 주요 수화생성물인 C-S-H에 영향을

주어 칼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수화물(C-(A)-S-H)이 생

성된다. C-(A)-S-H는 비정질 및 다공성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화학적 구조 변화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기존 연구에서 
29

Si 고체 핵자기 공명(
29

Si solid-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29

Si NMR)과 
27

Al 고체 핵자기

공명(
27

Al solid-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27

Al

NMR)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C-(A)-S-H의 Si 사슬 구조

와 Al 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Al 혼입에 의해 C-

S-H 내에 단사슬 형태에 cross linking이 발생하여 이중

사슬로 변형된다. 이로 인해, C-S-H의 Si 사슬 길이와 격

자면간 거리 변화가 발생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NMR 분석 기법과 함께

방사광 가속기 시설의 고 에너지 X-선을 활용하여 비정

질 구조의 C-(A)-S-H의 탄성계수와 같은 기계적 성능,

열 안정성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중

열 안정성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온 가열 (~1000
o
C)

시 C-S-H는 탈수, 분해, 재결정화에 걸쳐 화학적 성분과

구성 원자간 거리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

만 가열 온도에 따른 C-(A)-S-H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

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Al 혼입에 의해 발생하는 C-S-H의 Si

사슬 구조의 변화가 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기 위해 
29

Si NMR, 
27

Al NMR 분석 기법을 활용하

였으며, 이와 더불어 고 에너지 X-선 산란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X-ray diffraction (XRD) 데이터와 Pair

distribution function (PDF) 데이터를 통해 각각 C-(A)-S-

H의 격자면간 거리와 구성 원자간 거리 변화를 도출하

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합성 C-(A)-S-H는 Ca/Si 비율은 1.0으로

고정하고 Al/Si 비율이 각각 0과 0.1이 되도록 Ca(OH)2

(2.21 g/cm
3
, Sigma Aldrich, USA), SiO2 (Fluka silica

gel 60, particle size 40–63 μm, 1.43 g/cm
3
), Al2O3

(Aluminum oxide powder, gamma, 5 nm), 증류수를 이

용하여 Table 1에 표기된 비율로 제작되었으며, 경화체

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량의 유동화제를 첨가하

였다. 합성 C-(A)-S-H 경화체는 60일의 양생 기간이 지

난 후, 전기가열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시

험체를 가열하였다. 1) 10
o
C/분의 속도로 총 5개의 목표

온도 (T = 105, 200, 400, 500, 800
o
C)에 도달, 2) 각

목표 온도에서 2 시간 동안 유지, 3) 가열이 끝난 시험

체는 자연 냉각을 통해 실온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ynthetic C-(A)-S-H

Sample Ca/Si Al/Si W/S (vol.%) W/S (wt.%)

CASH_0 1.0 0 1.1 0.63

CASH_0.1 1.0 0.1 1.1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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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체 핵자기 공명 분석 

본 연구에서 
29

Si NMR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Al 혼입

에 의한 C-S-H의 Si 사슬 구조 변화와 
27

Al NMR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C-(A)-S-H 내에 존재하는 Al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Lorentz 함수를 이용하여 
29

Si NMR과 
27

Al

NMR 스펙트럼의 디컨볼루션(deconvolution)을 진행하였

다. 
29

Si NMR 디컨볼루션을 통해 얻은 Q
1 

(≈79 ppm),

Q
2

b (≈83 ppm), Q
2

p (≈85 ppm) 피크의 상대적 세기를

식(1)에 대입하여 평균 Si 사슬 길이(Mean silicate chain

length, MCL)를 계산할 수 있었다. 

MCL = 2 × (Q
1
+ Q

2

b + Q
2

p)/Q
1

(1)

2.3 고 에너지 X-선 산란 분석

Al 혼입과 가열 온도에 따른 비정질 물질인 C-(A)-S-

H의 격자면간 거리 및 구성 원자간 거리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 SPring8 방사광 가속기 시설의 고 에너지 X-선

(Japan, BL22XU, λ = 0.177602Å)을 이용하였다. 샘플

투과 후, 각각 375, 725 m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검출기

에서 얻은 X-선 산란 데이터는 PDF와 XRD로 변환하였

다. PDF는 식(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산란 구조 함수

S(Q)의 푸리에 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

여기서, Q = (4πsinθ)/λ 이고, 역격자 벡터를 의미한다. 

3. 실험결과

3.1 Al 혼입에 따른 C-S-H의 구조 변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합성 C-(A)-S-H의 대표적

인 XRD 피크에 해당하는 격자면간 거리는 각각 5.3, 3.0,

2.8, 2.1, 1.8, 1.7, 1.4 Å으로 총 7개이며, 이는 Al 이

혼입되지 않은 순수 C-S-H의 피크의 위치와 거의 유사

하다. 또한, Al 혼입으로 인해 격자면간 거리가 미세하

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9

Si NMR 스펙트럼을 통해 Al 혼입으로 인하여 피크

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Fig. 2). 특히, 기존 문헌에서 Al이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것으로 보고된 Q
2
 피크의 폭은 전체적으로 증가하

였다. 이는 Fig. 3에서 60-70 ppm에 위치한 SiO4를 치환

할 수 있는 AlO4와 관련된 두 개의 Al(IV) 피크로 설명

할 수 있다. Al 혼입으로 인해 SiO4 위치에 AlO4가 치환

될 경우, 반발력으로 인해 기존 C-S-H의 Si-O-Si 결합 각

도보다 증가하여 Q
2
 피크의 폭이 전체적으로 넓어지는

동시에 MCL이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Table 2).

Fig. 3의 디컨볼루션 결과에서 30-40 ppm 범위의 Al(V)

피크는 C-(A)-S-H의 interlayer 내에 존재하거나 혹은 Ca

layer에서 층간 Ca
2+
를 대체하여 생성된 AlO5로 인해 발

생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개의 Al(VI) 피크는

Al(V) 피크와 마찬가지로 interlayer에 존재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Al(VI) 피

크의 비율은 다른 문헌과 상이하게 C-S-H 합성과 동시

PDF G r( ),
2

π
--- Q S Q( ) 1–[ ]

Q
min

Q
max

∫ sin Qr( )dQ=

Fig. 1. Al 혼입 여부에 따른 XRD 결과

Fig. 2. (A) Al 혼입 여부에 따른 
29

Si NMR 스펙트럼, (B) CASH_0의 디컨볼루션 결과, (C) CASH_0.1의 디컨볼루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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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l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C-(A)-S-H를 합성함으로 인

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Fig. 4는 Al 혼입 여부에 따른 PDF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XRD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크가 생성되지 않

았고, 피크의 위치 및 폭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Fig. 4에서 초기(~2.0 Å) 피크 부근에서의

기울기 값은 -4πρ0이며, ρ0는 원자 밀도를 의미한다. Al

을 혼입할 경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현상을 통해 원자

밀도가 소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PDF 곡선에서 마지

막 피크가 나타나는 부근을 통해 입자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l 혼입에 의해 C-(A)-S-H의 입자 크기

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i-O와 Al-

O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1.6Å 부근에 위치한 피크의

세기와 Ca-O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2.4Å 부근에 위

치한 피크의 세기의 비율은 C-(A)-S-H의 Ca/(Si+Al) 비

율을 나타내며, Al 혼입으로 인해 CASH_0.1의 Ca/(Si

+Al)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i, Ca-

Ca, Ca-Al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3.6 Å 피크는 Al 혼

입에 의해 피크의 폭이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성 원자간 거리가 더

욱 다양해진 것을 의미한다. 

3.2 가열 온도에 따른 C-(A)-S-H의 구조 변화 

Al 혼입 전의 순수 C-S-H를 1000
o
C까지 가열하면 탈

수, 분해, 재결정화 총 3단계에 걸쳐 구조 변화가 진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4의 XRD 곡선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Al 혼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열 온도에 따

른 성분 변화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

Table 2. 
29

Si NMR and 
27

Al NMR deconvolution results of C-(A)-S-H

Al/Si

29
Si NMR (relative strength, %) 27Al NMR (relative strength, %)

Q
1

Q
2

b Q
2

b MCL Al(IV)b Al(IV)b Al(V) Al(VI)a Al(VI)b

0 16.4 48.7 34.9 12.0 - - - - -

0.1 15.0 51.0 34.0 13.0 13.6 19.4 3.7 29.5 33.8

* MCL: Mean silicate chain length

Fig. 3. CASH_0.1의 
27

Al NM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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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 혼입 여부에 따른 PDF 곡선: (A) r = 0-45 Å, (B) r = 1-8 Å

Fig. 5. 가열 온도에 따른 CASH_0, CASH_0.1의 XRD 곡선: (A)와 (B)의 목표온도 = 20-500
o
C, (C)와 (D)의 목표온도 = 8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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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온도가 증가할수록 C-(A)-S-H의 3.0 Å에 해당하는

피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해당 격자면간 거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열 온도가 200
o
C까지는 탈수 단계로써 XRD 피크 개수

에 변화가 없었으나, 내부 자유수 증발로 인한 결정성

증가로 피크의 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00
o
C까

지 가열하면 3.0 Å에 해당하는 피크의 세기가 감소하고

폭은 증가하였고, 그 외의 피크는 거의 사라진 것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C-(A)-S-H의 층간 구조가 붕괴되면

서 분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Q가 1과

2 Å
-1
 사이에 β-울라스토나이트에 해당하는 연속된 3개

의 피크가 미세하게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C-

(A)-S-H 구조가 붕괴됨과 동시에 비결정성의 울라스토나

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800
o
C까지 가열할 경우, C-(A)-S-

H는 완전히 소멸되고 분해 단계에서 생성되었던 비결정

성의 울라스토나이트가 결정화되면서 Fig. 5의 (C)와 (D)

처럼 XRD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6은 가열 온도에 따른 C-(A)-S-H의 PDF 곡선을

나타내며, Al 혼입 여부와 관계없이 XRD 결과와 마찬

가지로 탈수, 분해, 재결정화 단계에서 PDF 피크의 개수

및 폭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

했듯이 PDF 곡선의 마지막 피크를 통해 가열 온도에 따

른 C-(A)-S-H의 입자 크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탈

수 단계(~200
o
C)에서의 입자 크기는 큰 변화가 없었고,

분해 단계(~500
o
C)에서는 입자 크기가 감소한 후 재결정

화 단계(~800
o
C)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6의 (C)와 (D)를 통해 가열 온도에 따른 Si-O,

Al-O 피크의 세기와 Ca-O 피크의 세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을 혼입하지 않은 순수 C-S-H의 해당 피

크의 세기 비율은 가열 온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반

면, C-(A)-S-H의 경우 Si-O, Al-O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

면서 해당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가열 온도가 800 °C까지 증가할수록 CASH_0

의 Si-O 사이의 거리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CASH_0.1의

Si-O, Al-O 사이의 거리도 가열 온도가 500
o
C까지 증가

할수록 동일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800
o
C

까지 가열할 경우 다시 증가하는 형상이 나타났다. 이는

Fig. 6. 가열 온도(20-800
o
C) 에 따른 CASH_0과 CASH_0.1의 PDF 곡선: (A), (B)의 r = 0-50 Å, (C), (D)의 r = 1-8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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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혼입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해진 Si-O-Si의 연결 구조

와 Ca layer 사이에 존재하는 AlO5로 인해 발생한 것으

로 추측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순수 합성 C-S-H 및 C-(A)-S-H 경화체

를 제작하여 
29

Si NMR, 
27

Al NMR을 이용해서 Al 혼입

여부에 따른 Si 사슬 구조의 변화 및 C-(A)-S-H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Al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

어 방사광 가속기 시설의 고 에너지 X-선 산란 실험을

통해 얻은 XRD와 PDF 데이터를 통해 Al 혼입 여부 및

가열온도에 따른 C-(A)-S-H의 격자면간 거리와 구성 원

자간 거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7

Al NMR 결과를 통해 본 실험에서 합성된 C-(A)-S-

H에는 Al(IV), Al(V), Al(VI)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9

Si NMR 스펙트럼을 통해 C-(A)-S-H 내에 존재하는

AlO4 구조로 인해 Si-O-Si 결합 각도가 다양해지고, Si

사슬 길이는 약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

에너지 X-선 산란 실험을 통해 Al 혼입 여부에 따라 격

자면간 거리와 구성 원자간 거리에 큰 변화가 없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PDF를 통해 Al을 혼입에 따라 Ca/

(Si+Al) 비율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잇었다. 가열

온도에 따른 C-(A)-S-H의 화학적 구조 변화를 확인하였

으며,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탈수, 분해, 재결

정화 총 3단계에 걸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재결정화 단계에서 Al 혼입으로 인해 Si와 Al

과 O 사이의 거리가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l을 혼입하지 않은

C-S-H의 Si-O 거리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C-(A)-S-H의 Si-O, Al-O 거리는 감소한 이후

800
o
C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위에 나열한 결과들을 통해 고 에너지 X-선 및 NMR

분석 기법이 비정질 물질인 C-(A)-S-H의 가열 온도에 따

른 화학적 구조 변화 분석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

다. 추후 본 연구에서 보다 넓은 Ca/Si와 Al/Si 비율의

순수 C-(A)-S-H를 합성하여, 가열 온도에 따른 화학적

구조 변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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