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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ldehyde emissions from the construct was harmful to human. Diatomite, bentonite and zeolite were used as porous materials
for fabricating panels. Formaldehyde adsorption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orous materials were investigated and hydrothermal
method was applied to fabricate panels. Formaldehyde adsorption contents of panels with porous materials were higher than that of
panel without porous materials. The panels with Cheolwon diatomite and Pohang zeolite showed excellent characteristics of
Formaldehyde adsorption. These characteristics were caused by higher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of porous materials.
Formaldehyde adsorption contents were influenced by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of panel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urface
area and Formaldehyde adsorption content of panels was 0.87. The panels with porous materials had higher strength than that without
porous materials because of bridging rol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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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및 중금속 등의 다양한 화학

물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포름알데히드는 새집 증

후군(Sick house syndrome) 등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중요한 유해인자로 부각되고 있다.
1)

 포름알데

히드는 인체의 점막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에는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 등의 알레

르기성 질환, 호흡기계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

염 등을 일으키며, 생식기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연 유

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 중독증 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

러한 인체 유해성은 주로 석유화학계 제품의 건축내장재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등은 건축내장재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실내 공

기로 방출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Shim

등은 국내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특성을 분석하여 포

름알데히드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에서 계속적으로 방

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4)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가스를 흡

착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고온소성 패널, 수열합성 패널 및 도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 ·판매 있으며, 이중 소성 제품은 제조

온도가 1100
o
C 이상으로 높으며, 도료 제품은 기공함량이

낮아 기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5,6)

 그러나 수열합

성 제품은 100~200
o
C의 저온에서 제조되어 경제성을 확

보할 수 있으며, 수열합성 반응으로 생성되는 토베모라이

트 결정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흡착기능과 조습특성을

동시에 발현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토베모라이트 결정은 Ca(OH)2층에 SiO4 4면체의 연속

적 구조로서, 실리케이트 이온 층간의 공동 부분에 Ca
2+

이온이나, H2O가 위치한다. Ca(OH)2는 OH
-
 이온이 대개

육방최밀 충전하고, 그 틈 사이에 Ca
2+

 이온이 들어가는

데, OH
-
 이온이 교대로 접하는 면은 결합이 약하고 벽개

하기 쉽다.
7)

 이때 층간 두께가 몇 nm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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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m(11 Å) 혹은 1.4 nm(14 Å)의 토베모라이트라고 명명

한다. 이 층간 부분은 nano size의 미세 기공으로 작용하

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흡착과 더불어 수분의 흡 ·방습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다공성

원료를 사용하여 수열합성 패널을 제조하고, 수열합성 패

널에 생성된 토베모라이트 결정 또는 미반응 다공성 원

료로부터 기인하는 기공으로 인한 포름알데히드 흡착 특

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수열합성 패널의 물리

적 특성도 검토하여 패널의 사용가능성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출발 원료 분석
9)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을 위해 SiO2 source로 규석을,

CaO source로 소석회와 백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다공성 원

료로 규조토,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등을 사용하였으며,

규조토는 철원 규조토(Gray(G), Pink(P) color) 2종, 중국

산 수입 규조토(White(W), Pink(P) color) 2종 등 총 4종

을, 벤토나이트는 포항 및 화순 지역의 벤토나이트 2종,

제올라이트는 경주 및 포항 지역의 제올라이트 2종을 사

용하였다. 이들 다공성 원료를 화학조성 분석, BET(Model

TriStar 3000 V6.02A, Micromeritics Co., USA)를 이용한

기공과 비표면적 특성 등을 실험 ·평가하였다. 

2.2. 패널의 제조 및 평가

다공성 원료를 제외한 규석, 소석회 및 백시멘트를 사

용하여, CaO/SiO2 비(이하 C/S 비로 표기)를 0.5, 0.7, 0.9

및 1.1로 패널을 제조하였으며, 다공성 원료는 CaO/SiO2

비 0.7 조건에서 10%, 20%, 30% 외할 첨가하였다. 특히

패널 제조를 위해 사용한 다공성 원료는 ‘3.1 다공성 원

료 분석’에서와 같이 원료 자체의 비표면적 및 기공량이

많은 철원 규조토, 포항 벤토나이트 및 포항 제올라이트

등을 선정하였다. 배합이 완료된 혼합원료는 10%(혼합수

/혼합원료)의 혼합수와 혼합 후 가압 성형하였다. 가압은

100 kgf/cm2
로 1분 동안 가압한 후 탈형하여 수열합성

(180oC-7시간) 하였으며, 수열합성 후 패널의 두께는

8.0±0.5 mm이었다. 

제조된 패널의 휨강도 값을 측정하기 위해 만능재료 시

험기(Instron 5544, ITW Inc., USA)를 사용하였으며, 휨강

도 측정 시험용 시편의 크기는 패널 형태인 150×50×

7.5 mm로 하였다. 또한 제조된 패널의 흡수율과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 아르키메데스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유체

는 물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KS L 3114의 “내화벽돌

의 겉보기 기공율 ·흡수율 및 비중측정 방법”으로 규정된

시험 방법이다. 

포름알데히드 흡착 특성의 평가는 시편의 포름알데히

드 흡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2 L 용기를 준비하여 패

널을 넣지 않은 blank 상태 및 패널을 투입한 용기에 포

름알데히드 가스(40 ppm)를 투입한 후 곧바로 가스 검지

펌프 및 검지관(GV-100S, Model No. 91, GASTEC Co.,

Japan)을 사용하여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24시간 동안 측

정하였다. 최초 4시간 동안은 30분마다 측정하였으며, 이

후 24시간까지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다공성 원료 분석
9)

규조토, 벤토나이트 및 제올라이트 등의 다공성 원료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규조토의 주

성분인 SiO2 함량은 66.60~91.15%이었으며, 강열감량은

0.22~9.53%이었다. 화순 및 포항 벤토나이트의 SiO2 함량

은 각각 75.0%, 60.6%이었으며, Al2O3 함량은 14.8% 및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arting Materials

 (unit : wt%)

Materials SiO2 Al2O3 Fe2O3 CaO K2O Na2O LOI

Slaked lime 2.12 0.77 0.34 69.50 0.11 0.21 26.90

Quartz 93.80 3.08 1.33 0.06 0.76 0.08 -

White cement 22.80 6.16 0.26 68.42 0.21 - 0.1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Porous Materials

(unit : wt%)

Materials SiO2 Al2O3Fe2O3 CaO K2O Na2O LOI

Diatomite

CW-G 66.60 15.40 3.64 0.36 2.15 0.78 9.53

CW-P 86.70 6.11 2.07 0.09 1.12 0.17 3.17

CH-W 88.01 4.20 1.37 0.23 1.85 1.25 0.22

CH-P 91.15 2.96 1.48 0.25 0.70 0.40 0.24

Bentonite
Hwasoon 75.00 14.80 1.51 0.03 4.94 0.23 3.14

Pohang 60.60 16.30 5.24 2.62 1.99 1.71 8.00

Zeolite
Kyungjoo 70.30 13.60 1.29 2.51 3.17 1.93 5.76

Pohang 63.20 15.70 3.72 2.54 2.15 2.18 7.64

- CW-G : Cheolwon Gray, CW-P : Cheolwon Pink, CH-W : China

White, CH-P : China Pink

Table 3. Specific Surface Area and Pore Vol of Porous Materials

Classification
Diatomite Bentonite Zeolite

CW-G CW-P CH-W CH-P H P P K

Specific surface

area(m
2
/g)

59 68 6 6 6 55 57 50

Pore Vol

(cm
3
/g)

0.21 0.22 0.02 0.03 0.01 0.12 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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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이었다. 제올라이트의 SiO2 함량은 70.3% 및 63.2%,

Al2O3 함량은 13.6% 및 15.73%이었다. 

BET를 사용한 다공성 원료의 비표면적 및 기공특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철원 규조토는 비표면적이 59 m
2
/g

및 68 m
2
/g이었으며, 중국 규조토의 비표면적은 6 m

2
/g이

었다. 포항 벤토나이트는 55 m
2
/g의 비표면적을 나타내었

으나, 화순 벤토나이트는 6 m
2
/g으로 매우 낮은 특성을 나

타내었다.

3.2. 패널의 특성

3.2.1. 패널의 물리적 특성

C/S 비와 다공성 원료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휨강도

특성을 Fig. 1에 나타내었으며, Porosimeter에 의한 기공

측정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1(a)에서와 같이 C/S

비의 증가에 따라 휨강도 값은 약간씩 상승하였으며, 이

는 패널 내부의 마이크로 기공이 C/S 비가 0.5에서 1.1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이

다. 즉 패널의 C/S 비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 기공 감소

및 이에 따른 강도 증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

다. 또한 다공성 원료를 사용한 패널은 다공성 원료를 사

용하지 않은 패널(C/S 비 0.7 조건)보다 좀 더 높은 휨강

도 특성을 발현하였다. 이는 C/S 비 0.7 조건에서 남아있

는 Ca(OH)2가 다공성 원료와 반응하여 C-S-H gel로 생성

되었으며, 생성된 C-S-H gel은 패널 내부에 존재하는 입

자들 사이에서 bridging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졌다(C/S 비 0.7 조건의 패널은 XRD patten 분석에서

Ca(OH)2 피크가 관찰되었으나, 다공성 원료의 사용에 따

라 Ca(OH)2 피크가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 있음
9)

). 그러나

다공성 원료의 첨가량이 30%로 증가함에 따라 20% 강도

값보다 소폭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과도하게 첨

가된 다공성 원료가 토베모라이트 결정 및 C-S-H gel 등

으로 변환되지 않고, 미반응 상태로 남아, 강도 발현에 기

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9)

패널의 흡수율, 겉보기 비중, 부피 비중(모든 기공이 포함

된 부피를 고려한 비중) 및 겉보기 기공율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C/S 비의 변화에 따라 기공율 및 비중 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겉보기 기공율 30.4~

31.0%, 흡수율 17.5~17.8%, 겉보기 비중 2.45~2.52 및 부

피 비중 1.71~1.75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공성 원료의 종

류 및 함량에 따른 패널의 흡수율은 19.7~31.7% 수준이

었으며, C/S 비 0.7 조건에서는 17.8%의 흡수율을 나타내

었다. 즉 다공성 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흡수율은 C/S 비

0.7 조건 보다 약 20.8~78.1%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겉보기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C/S 비 0.7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겉보기 비중은 패널의 개기

공을 제외한 실질 부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

피 비중은 겉보기 비중과 달리 개기공을 포함한 부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공성 원료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게 된

다. 즉 C/S 비 0.7 조건에서 부피 비중은 1.74이었으나, 다

공성 원료의 사용에 따라 1.38에서 1.69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C/S 비 0.7 조건보다 약 2.9~20.7% 감소하는 경향이

다. 규조토 및 제올라이트의 경우(벤토나이트보다 상대적

으로), 부피비중은 다공성 원료의 함량 증가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철원 규조토(P)는 첨가

량 증가에 따라 감소폭이 컸다.

3.2.2. 패널의 포름알데히드 흡착 특성

Fig. 3는 C/S 비 변화에 따른 패널의 포름알데히드 흡

착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C/S 비 0.7, 0.9 및 1.1은 포름

알데히드 흡착량 70~75%로 유사하였으나, C/S 비가 0.5

인 패널은 가장 낮은 흡착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C/S 비

가 0.5인 패널은 토베모라이트 결정의 생성량이 적어 포

름알데히드 흡착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 Flexural strength of panels with the kind and content of

porous materials and C/S ratios.

Fig. 2. Pore distribution of panels with porous materials and C/

S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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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비 0.7 조건에 다공성 원료의 종류와 함량 변화에

따른 패널의 포름알데히드 흡착 특성을 Fig. 4에 나타내

었다. 다공성 원료의 사용에 따라 포름알데히드의 흡착능

력은 향상되었으며, 특히 포름알데히드 흡착속도도 빨라

지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포항 제올라이트, 철원 규

조토 및 포항 벤토나이트 등에서 우수한 흡착 특성을 발

현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수분의 흡착 특성과도 유사한

결과치이며,
9)

 이는 패널의 토베모라이트 결정생성 및 이

에 따른 나노 기공의 증가와도 연관된 것으로 추측되어졌다.

Table 5는 BET를 사용하여 측정한 패널의 비표면적 및

기공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C/S 비 0.7보다 다공성 원료

를 혼합한 패널에서 좀 더 높은 비표면적과 기공부피를

나타내었다.

Figs. 3~4의 포름알데히드 흡착 특성과 Table 5의 기공

부피 및 비표면적의 상관관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수

열합성 패널의 포름알데히드 흡착 특성과의 상관관계계

수(r)를 도출할 경우, 기공부피와의 상관관계계수는 약

0.67 수준이었으며, 또한 비표면적의 상관관계계수(r)도

0.87의 값이 도출되었다(상관관계계수(r)가 1에 가까울수

록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탬). 즉 포름알데히드의 흡착과

패널의 기공부피 및 비표면적과는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

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표면적과 포름알데히드 흡착과

Table 4. Water Absorption and Gravity of Panels with The Kind and Content of Porous Materials and C/S Ratios

(a) C/S ratios

Item

Panels
Apparent Porosity(%) Water Absorption(%) Apparent gravity(%) Bulk gravity

C/S Ratio 0.5 30.6 17.6 2.51 1.74

C/S Ratio 0.7 31.0 17.8 2.52 1.74

C/S Ratio 0.9 30.5 17.5 2.52 1.75

C/S Ratio 1.1 30.4 17.8 2.45 1.71

(b) Porous materials

Item

Panels
Apparent Porosity(%) Water Absorption(%) Apparent gravity(%) Bulk gravity

Diatomite 

CW (P) 10% 38.5 24.6 2.54 1.56

CW (P) 20% 41.4 28.2 2.50 1.46

CW (P) 30% 43.8 31.7 2.46 1.38

CH (W) 10% 37.0 23.5 2.51 1.58

CH (W) 20% 37.3 23.8 2.50 1.57

CH (W) 30% 40.4 27.7 2.46 1.46

Bentonite

Pohang 10% 35.3 21.5 2.54 1.64

Pohang 20% 37.0 22.9 2.56 1.61

Pohang 30% 38.5 24.3 2.59 1.59

Hwasoon 10% 33.3 19.7 2.54 1.69

Hwasoon 20% 36.1 22.2 2.54 1.62

Hwasoon 30% 36.6 22.7 2.54 1.61

Pohang Zeolite 10% 36.4 22.4 2.56 1.62

Pohang Zeolite 20% 37.7 23.6 2.56 1.60

Pohang Zeolite 30% 39.2 26.2 2.50 1.51

Fig. 3. Formaldehyde absorption curve of panels with C/S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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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다공성 원료의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과 기공부피는 감소하며, 이는 토

베모라이트를 생성하고 있는 다공성 원료가 C-S-H gel로

변화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철원 규조토, 포항 제올라이트 등의 원료는 비표면적이

컸으나, 중국 규조토 및 화순 벤토나이트 등은 비표면적

이 낮은 특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표면적이 큰 철원

Fig. 4. Formaldehyde absorption curve of panels with porous materials.

Table 5. Specific Surface Area and Pore Characteristics of Panels

Classification C/S Ratio 0.7
Diatomite-CW (P) Bentonite-Pohang Zeolite-Pohang

10% 20% 30% 10% 20% 30% 10% 20% 30%

Specific surface area(m
2
/g) 8 29 29 17 28 28 26 30 24 24

Pore Vol (cm
3
/g) 0.06 0.11 0.12 0.06 0.13 0.12 0.11 0.14 0.10 0.09

Fig. 5. Correlation between Formaldehyde adsorption and pore

vol/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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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조토 및 포항 제올라이트 등을 첨가하여 패널을 제조

하였다.

C/S 비가 0.5에서 1.1로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 기공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휨강도 값은 약간씩 상

승하였으며, 다공성 원료를 사용한 패널은 좀 더 높은 휨

강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남아있는 Ca(OH)2가 다공

성 원료와 반응하여 C-S-H gel로 생성되었으며, 생성된

C-S-H gel은 패널 내부에 존재하는 입자들 사이에서

bridging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어졌다. 

패널의 포름알데히드 흡착 특성은 C/S 비 0.7 조건에서

흡착량이 약 75% 수준이었다. 그러나 다공성 원료의 혼

합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흡착 특성은 크게 향상되어, 포

항 제올라이트 10% 첨가 패널의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흡착량이 90% 수준이었으며, 흡착 속도도 빠른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패널의 기공부피 및 비표면적과 포름알데

히드 흡착량과는 일정부분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특히 비표면적과의 상관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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