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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reviewed of developments of Korean earth architecture, earth-made buildings have been dwindled gradually

since "the new community movement" and earth have been recognized as materials which are not so good to

human health and in result, earth-related techniques have been also forgotten. However, recently the earth

architecture has been more attracting back many attentions thanks to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health and

wellbeing and the earth related techniques or skills got keenly required. The present study has investigated and

reproduced earth finishing materials which are based on natural materials as basic stuffs to use them as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modern earth architecture.

For the test, the finishing materials have been divided roughly into sorts of pastes and oils. In case of applying

finishing materials onto earth surfaces, the moisture permeability test was conducted to measure a

water-absorbing speed, and at the case of using finishing materials for interior works moisture adsorption/

desorption 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indoor humidity regulation ability, and further a test to check whether

to be stained when contacted with the finishing materials, was conducted.

If there is not any stain it might be recognized to be high quality of moisture adsorption/desorption and so

seaweed pastes or starches might be used for paste finishing materials and for natural oils, beans are desirable in

practical ways. As low-quantity of moisture adsorption materials, linseed oil is most desirable and also beaned

water over75% are thought to be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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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이에 감사드린다.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친환경건축은 현재 여러 가지 재료와 시공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크게 인공재료와 자연재료로 나눌 수 있

는데 인공재료의 경우 재료의 재활용 가능성과 내구성

증진을 모색하고 내재에너지를 저감 시키는 연구 등 여

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연재료의 경우 우리나라에

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재료인 나무와 흙, 한지 등이

친환경 재료로서 활용 및 범용화를 위해 연구되고 있다.

이중 흙은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벽체 재료, 지붕재

료, 바닥재료, 마감재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어지

고 있으며 건축물의 내외부에서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흙을 건축물의 외부에 아무런 처

리 없이 사용하게 될 경우 비, 눈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훼손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과거에는 외벽 시공시 재료 배합 과정에서 석

회를 혼합하여 시공하거나 외부에 석회를 바르거나 또는

기름을 발라 표면을 마감하여 비나 눈 등의 자연현상으

로부터 벽 표면을 보호해왔다. 다른 방법으로는 흙을 소

성하여 세라믹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흙건축 재료가 실내에 사용될 경우 거주자의 생

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이 옷이나 피부에 묻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마감

재를 시공하여야 하는데 인공마감재이외에도 한지나 천

연기름 등의 마감재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마감재

시공이후에도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흡방습 기능은 재실

자의 실내 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인

공재료가 아닌 자연재료를 선택하여 흙벽의 마감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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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활용 가능한 재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친

환경적인 자연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하 저감에

일조하며, 또한 흙건축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성 및 편의를 제공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흙건축에서 물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활용 가능한 천연 마감 재료의 종류를 검토하고, 이들

재료의 성능을 비교․검토하였다. 마감 재료의 종류는 자

연재료만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된 재료 중 구입 및 제

조가 용이하여 활용가능성이 높은 재료들을 선정하였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해초풀, 느릅나무액 등의 풀 종류

와 콩댐, 들기름, 솔잎 등의 기름류, 그리고 유제품을 실

험하였다. 이와 비교해 구입이 용이한 전분풀, 콩물, 아마

인유 등을 실험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비교를 위해

흙미장 바탕면에 마감재를 시공할 경우 물을 흡수하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투습실험을 실시하였고, 실내에 마

감재를 활용할 경우 실내의 습도 조절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흡방습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흙 마감면에 접촉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묻어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묻어남 실험을 실시하였고, 마감 표면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FE-SEM을 촬영하였다.

2. 예비적 고찰

2.1 물에 의한 흙건축의 파손 현상 및 제어 방안

흙건축은 시공시 물을 필요로 하지만 시공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적정 이상의 물이 흡수될 경우 변형이 발생

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흙건축에서는 흔히 “좋은 모자를 씌우고 장화

를 신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물의 침투경로가 상부와

하부에서 발생할 경우 내구성 저하가 크게 나타나지만,

측면에 대한 내성은 크기 때문이다. 흙건축에서 물의 침

입에 의한 하자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표면침식, 균

열발생, 표면 박리현상이 일차적으로 발생하며 계속될 경

우 벽체의 단면축소로 인해 내구성이 저하되고, 아무런

처리 없이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이 붕괴되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흙벽의 상부가

비나 눈 등의 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상부를

지붕으로 덮어주고, 처마선을 길게 하여 흙벽의 상부에

비가 닿지 않도록 한다. 하부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최

소한 150mm 이상 올라와야 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으며

비가 많이 오는 곳에는 300mm 까지 늘려야 한다. 우리나

라의 경우 한옥에서는 기와를 사용 하여 서까래에 충전

된 흙이 물과 접하는 것을 막았고, 초가집의 경우 볏짚을

사용하여 물과 접하는 것을 막았다. 기초 부분에는 돌로

기단을 세우거나 회다짐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를 높여

물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았다.

다른 방법으로는 흙재료에 고화재를 첨가하여 흙벽체

를강화하거나 외부와 접하는 흙마감면에 발수 또는 방수

처리를 하여 물의 침입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하부 붕괴 상부 붕괴

사진 1. 물의 흡수에 따른 흙벽의 붕괴 현상

a. 자연상태의 흙의 침식 b. 흙벽의 기초

c. 지붕을 이용한 사례 d. 마감재 시공

사진 2. 비에 대한 현상과 보호법

2.2 전통적인 내수성 마감재료

과거에는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마감 표면에 화학적인

안정을 통하여 강도 증진 및 내수성을 확보하였다. 이러

한 재료로서 동물성 재료와 식물성 재료, 광물성 재료가

있다.

1) 동물성재료

동서양에 걸쳐 많이 사용된 재료로서 짐승의 가죽이나

뼈, 피부, 힘줄을 원료로 하며 흔히 아교라고 불린다. 투

명한 색상에 광택을 갖는 재료로서 마감표면에 바를 경

우 광택을 때며 강도를 증진시킨다.

어교는 생선의 껍질, 뼈, 근육, 부레, 내장을 재료로 하

는 재료로 아교 다음으로 많이 쓰였다. 유럽에서는 유유

를 삭힌 카세인이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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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성재료

다양한 마감재료가 있으며 점성을 갖는 풀 종류로서

해초풀, 곡류를 사용한 풀 등이 있고, 식물성 건성유, 기

타 식물성재료가 있다.

해초풀은 도박, 우뭇가사리, 파래, 김, 미역, 톳 등 여러

종류의 해초를 끓여서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 사용한다.

이들 중 도박이 가장 접착력이 좋다고 하며 과거 벽체

제작시 흙과 석회에 섞어 사용했다고 한다.

곡류를 사용한 풀은 대표적으로 찹쌀, 멥쌀, 전분풀 등

다양하게 있으며, 저온 가열하여 사용한다. 이중 멥쌀이

수화성이 좋고 접착력이 우수하다.

식물성 건성유로는 아마인유, 동류, 들기름 등이 있으

며 이들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고화하는 성질을

갖는다. 반건성유로는 참기름, 콩기름, 면실유, 채종유 등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콩댐을 사용하였는데, 콩물과

들기름을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바닥에 바르면 표면이 단

단하고 광택이 난다.

기타 재료로서 송진을 이용한 솔방울마감, 소나무껍질

과 수수가루를 혼합한 솔마루마감, 은행잎을 절구에 찧어

즙을 짜내어 마감하는 은행잎 마감이 있다.

3) 광물성재료

광물성 재료로서는 석회가 있다 한옥의 마감시 외부에

석회 또는 석회와 흙을 혼합하여 벽에 발라 마감하여 강

도증진 및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2.3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감재료

국내 흙건축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지

고 있으며 배합, 공법에 따라 발수제를 바르지 않은 경우

도 있다. 그러나 흙배합에 시멘트나 화학제품을 넣지 않

을 경우 흙벽을 보호하기 위한 발수 처리는 필요하다. 현

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발수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천연 발수제가 있는데 구입 및 관리가 어

려운 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주로 해초풀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구입 및 관리가 용

이한 산업용 발수제 제품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재료는 규산염, 실리콘수지, 에폭시수지, 아크

릴수지 등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으며 환경관련

기준을 충족시켜 친환경발수제로 판매 및 시공되고 있다.

3. 실험

3.1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천연마감재의 내수성능을 측정하여, 흙

건축에서 활용가능한 재료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실험에서는 표면 마감재로써 다양한 천연마감재료를 양

생된 흙배합의 상부에 칠한 후 투습력 측정 실험과 묻어

남 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 결과 활

용 가능성이 낮은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천연마감재료를

흙미장 표면에 칠한 후 흡방습 성능을 검토하였고

FE-SEM을 촬영하여 표면특성을 비교하였다. 실험 인자

및 수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구분 인 자 수 준

1차

실험

솔잎가루 뜨거운물, 찬물 2

해초풀 100%, 75%, 50%, 25% 4

재령별 삭힌 우유 0, 7, 9, 11, 13, 15, 23일 7

콩물 100%, 75%, 50%, 25% 4

들기름 100% 1

콩물(100%):들기름 3:1, 1:1, 1:3 3

전분풀 1%, 2%, 3% 3

느릅나무액 5% 1

마가린 100% 1

아마인유 100% 1

2차

실험

콩물 100%, 50% 2

느릅나무 5% 1

해초풀 100%, 75%, 50%, 25% 4

들기름 100% 1

들기름:콩물 66.6%,50%,33% 3

아마인유 100% 1

전분풀 1%,2%,3% 3

표 1. 실험인자 및 수준

3.2 실험 재료

1) 솔잎

전남 무안에서 채취한 것으로 건조로에서 완전 건조하

여 믹서기로 분쇄하였다. 물 100ml에 솔잎가루를 5g 넣

은 후 6시간 침전 후 사용하였다.

2) 해초풀

물 2000ml에 도박풀 20g, 40g, 60g을 각각 넣고 15분

정도 센 불로 가열한 후 남아있는 해초를 체를 사용하여

제거한 다음 식혀서 사용하였다.

3) 우유

S사의 우유를 사용하였으며, 저온에서 재령 별로 숙성

하여 사용하였다.

4) 콩물

전남 무안산 메주콩을 사용하였으며, 24시간 물에 불린

콩을 믹서기에 습식으로 분쇄한 다음 거즈를 이용하여

즙을 짜내어 사용하였다.

5) 전분풀

M사의 전분풀을 사용하였으며, 물 100ml에 각각 1g,

2g, 3g을 넣고 뭉치지 않게 잘 저어 풀고 30분이 지난 다

음 사용하였다.

6) 들기름

H사의 들기름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산 들깨 100%로

제조되었다.

7) 느릅나무액

물 2000ml에 충북 제천산 느릅나무 줄기 100g을 넣고

15분 정도 센 불에 가열하여 끓인 후 사용하였다.

8) 마가린

우유에 여러 가지 식물성 유지를 넣어 만든 것으로써,

O사의 마가린을 사용하였다.

9) 아마인유

S사의 캐나다산 수입품으로 물리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10) 흙미장재

바탕면을 만드는 재료로써 시멘트 및 화학제품이 첨가

되지 않은 제품으로 C사의 황토미장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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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급 순도 상태 색상 비고

솔입 - 5% 액상 투명 -

해초풀 건축용 1～3% 액상 연갈색 -

우유 식용 100% 액상 흰색 -

콩물 식용 100% 액상 연노랑 -

전분풀 건축용 1～3% 액상 미색 -

들기름 식용 100% 액상 담황색 불용성

느릅나무 식용 5% 액상 갈색 -

마가린 식용 100% 고상 노랑 불용성

아마인유 공업용 100% 액상 노랑 불용성

표 2. 실험재료의 물리적 특성

3.3 실험 방법

1) 시험체의 제작

① 100*100*10mm의 사각 몰드의 내부에 흙미장을 하

여 직사광선이 없는 대기 중에 시험체를 양생시켰다.

② 양생이 완료된 흙미장 표면에 각각의 마감재를 붓

으로 초벌 칠하여 동일한 조건에 양생시켰다.

③ 초벌 마감재가 양생이 완료된 다음 마감재를 재벌

칠하여 동일한 조건에 양생시켰다.

④ 양생이 완료된 흙미장 샘플의 표면을 육안으로 검

사한 후 시험에 적용하였다.

2) 투습실험

시험체인 흙미장 표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0.05g의 물

을 떨어뜨린 후 물이 완전히 흡수되는 시간을 4회 측정

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a. 투습실험:시작 b. 투습실험:중 c. 투습실험:종료

사진 3. 투습 실험

3) 흡방습실험

흡방습 측정은 항온항습챔버에서 실시하였다. 온도를

23℃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습도35%RH에서 24

시간 순응한 후, 95%RH로 습도를 높여 24시간 순응한

후 흡습량을 측정하고, 다시 35%RH로 습도를 낮추고 24

시간 순응한 다음 방습량을 측정하였다. 이 과정을 2회

반복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사진 5. 흡방습 실험

4) 표면 묻어남 실험

마감처리후 흙이 묻어나는지 것을 검토하기 위해 마감

재로 처리한 표면을 흰색종이로 문질렀을 때 흙이 묻어

나는 가를 검토하였다.

5) FE-SEM 촬영

마감처리 후 양생이 완료된 시료의 표면을 FE-SEM을

이용하여 표면의 특성을 촬영한 다음 비교분석하였다.

a. 콩물 100% b. 콩물 50% c. 느릅나무 5%

d. 해초풀 100% e. 해초풀 75% f. 해초풀 50%

g. 해초풀 25% h. 들기름 100% i. 들기름 66%

j. 들기름 50% k. 들기름 25% l. 아마인유

m. 전분풀 1% n. 전분풀 2% o. 전분풀 3%

사진 4. 마감 처리한 흙미장 표면

4. 실험결과

4.1 투습실험

천연 마감재료로 흙표면을 마감시공하여 물에 대한 저

항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풀을 사용한 마감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해초

풀의 경우 농도가 75% 이상일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전분풀이나 느릅나무 풀에 비해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풀의 경우 비율이 올라갈수

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를 초과할 경우에

는 점성이 커져 흙표면이 알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느릅나무액의 경우 물방

울을 떨어뜨렸을 때 바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성능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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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물의 경우 실험 인자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75%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성능을 나타냈으며 다른

인자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성능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50% 이하에서는 20분대로 그 성능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들기름의 경우에는 물의 흡수 속도가 매

우 빨랐으나 콩물과 혼합할 경우 성능이 좋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콩물의 첨가비가 50%일 경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율이 줄거나 늘어도 성능은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의 경우 생우유는 4분정도로 시간이 짧았으나 발

효한 우유의 경우 35분으로 성능이 크게 증진되었다. 또

한 마가린의 경우 물이 전혀 흡수되지 않아 성능은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가린을 흙에 바른 후에도

마가린이 완전히 응고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한 흙과 완전한 접착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용으로 사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재 구분 묻어남
흡수시간

(h:m:s:ms)

솔잎
뜨거운물 ○ 00:00:08:69

차가운물 ○ 00:00:04:76

해초풀

100% × 00:31:21:80

75% × 00:21:57:65

50% × 00:00:27:60

25% × 00:00:04:36

전분풀

1% × 00:01:04:74

2% × 00:03:16:05

3% × 00:08:29:20

느릅나무 액 5% ○ 바로 흡수

콩물

100% × 02:06:59:02

75% × 01:06:25:13

50% × 00:23:10:46

25% × 00:17:37:57

들기름 100% × 00:00:27:60

들기름+콩물(

들기름

함유율)

75% × 00:07:03:57

50% × 00:18:29:20

25% × 00:03:30:12

우유

생우유 × 00:04:09:86

삭힌 우유 ○ 00:35:28:79

삭힌 우유+들기름 ○ 00:28:45:24

마가린 100% × 흡수되지 않음

아마인유 100% × 01:31:05:18

표 3. 투습실험 결과 및 묻어남 실험 결과

실험결과 콩물의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다

음으로 우유가 좋은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에

는 평균 40%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Ca, Mg,

Al 이온과 반응하여 응고 하게 된다. 흙의 성분에는 양이

온으로 있는 Ca, Mg, Al 등이 콩의 단백질과 반응하여

결합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물에 대한 내

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유의 경우에는 카세

인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카세인의 경우 칼슘이온

과 반응하여 응고가 일으키는데 흙속의 Ca 이온과 반응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인유의 경우 1시간 31분으로 콩물 100% 다음으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천연마감재로써의 사용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2 표면 묻어남 실험

실험결과 솔잎가루와 느릅나무 액, 삭힌 우유와 삭힌

우유+들기름의 경우에만 묻어나는 현상에 발생했다. 마가

린의 경우 물이 흡수되지 않아 방수 성능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가린이 완전 경화되지 않아 흙과

함께 묻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실제 사용상에는 문제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마감재의 경우 묻어나는 현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콩물, 아마인유 등이 묻어나는 현

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물이 흡수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도 길게 나타나 좋은 마감재로 판단된다.

4.3 흡방습 실험

풀을 사용한 마감재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마감재에

비해 흡방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초풀 100%가

흡방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풀 종류에서는

풀의 농도가 진할수록 흡방습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풀의 경우 습기를 빨아들리는 성능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콩물의 경우에는 기름류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

며 일부 풀과 비슷한 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콩물의 농도

가 진할수록 흡방습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연

기름을 활용한 마감재의 경우 풀을 활용한 마감재에 비

해 흡방습량이 낮게 나타났다. 들기름, 들기름+콩물, 아마

인유의 경우에는 해초풀 100%의 1/3~1/2 정도의 낮은 흡

방습량을 나타냈다.

이는 콩물이나 풀의 경우 친수성재료이기 때문에 흙마

감면 위에 시공했을 경우도 습기를 잘 흡수하고 방출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름류는 소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름

류로 마감을 하였을 경우 습기의 흡수 및 방출이 어려움

을 겪게 된다. 이는 흙이 갖는 특성이 습도조절 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낫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감재 구분 흡습량(g/㎥) 방습량(g/㎥)

해초풀

100% 9.3 8.9

75% 8.2 8.1

50% 7.2 7.1

25% 7.0 6.8

전분풀

1% 8.5 8.5

2% 8.3 7.95

3% 7.3 6.9

느릅나무 액 5% 7.3 7

콩물
100% 7.33 7.33

50% 6.53 6.27

들기름+콩물

(들기름 함유율)

75% 3.55 3.1

50% 3.81 3.7

25% 4 3.8

들기름 100% 3.7 3.35

아마인유 100% 3.2 3.0

표 4. 흡방습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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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콩물 100% b. 콩물 50% c. 느릅나무 5%

d. 해초풀 100% e. 해초풀 75% f. 해초풀 50%

g. 해초풀 25% h. 들기름 100% i. 들기름 66%

j. 들기름 50% k. 들기름 25% l. 아마인유

m. 전분풀 1% n. 전분풀 2% o. 전분풀 3%

사진 6. FE-SEM 촬영 (30배)

4.4 FE-SEM 촬영

마감재는 흙미장의 표면에 골고루 도포되어 대부분 매

끈한 형태의 막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콩물

과 전분풀의 경우에는 표면에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농도

가 진해질수록 잔 균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농도가 진할수록 강한 점성을 갖고 이에 따른 수축성

균열로 판단된다. 풀 종류의 마감재가 표면이 기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매끈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름 형태의 마

감재가 풀 종류의 마감재에 비해 침투성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흙건축 시공 시 흙벽의 내구성 증진 및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연재료를 활용한 마감재 실험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나타냈다.

1) 내부용 마감재의 경우 거주자가 실내에서 생활하면

서 등을 기대거나 옷을 거는 등 벽면에 직접 접촉하므로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실내의 습도 조절 및 탈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흡습량과 방습량이 높은 마감재

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실험결과 묻어나지 않으며 흡방습

량이 많은 재료 중 전분풀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분풀은 묻어나지 않으며 흡수시간이 빠르고 흡방습량

이 많아 실내의 습도 조절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음으로 해초풀 75% 이상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외부용 마감재의 경우 실외의 노출되어 있으므로 물

을 흡수할 경우 벽면의 파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용 마

감재는 흡습량이 적고 묻어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 아마인유의 경우 흡수시간이 매우 길며 또한 흡수

되는 양이 작아 다른 재료와 비교했을 때 그 성능이 우

수하여 외부마감재로로 사용하기에 가종 좋은 재료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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