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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n inorganic foaming ceramic by sol-gel reaction in order to overcome weak point of insulator using in 
construction equipment. We shall be able to confirm as the existing product substitute is possible result of this study. The solution 
where the silicate, the ceramic powder and the additive are included which makes foaming ceramic slurry, then the insulator made by 
used CO2 Sol-Gel reaction. There being will be able to manufacture the insulator where the economical efficiency is excellent 
confirmed at the start product which is completed. The recording gel time decreases when the silicate will increase. Uses the hydrogen 
peroxide and fe make foam, when additionally surface preparation the fluorine resin, the water tolerance increases and will be able to 
complement the weak point of the silicate which omits in the water. The case which will use the loess powder with the research 
method which sees specially was environment-friendly product and according to appear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nonflamm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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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오염 문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

하게 두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에 지  자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에서도 환경

규제 강화  자원 약  고부가가치화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에 

한 기술개발도 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주의 국내 산업 정책은 에

지와 자원 감, CO2 배출 감과 같은 친환경

인 개발정책으로 시 히 환되어야 하는 시 에 

있다. 특히, 건축 산업은 국내 체 재료소비의 

40%, 에 지소비의 24%, CO2 배출량의 42%,  

산업폐기물의 30% 그리고 불법폐기물의 60%를 

발생하는 환경 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 연구개발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낙후

된 실정이다. 건설분야에서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열과 보온의 목 으로 쓰여지는 

단열재는 친환경 재료, 공법개발이 증가하고 있

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능 , 구조 으

로 다양화 되고 있는 구조물 변화에 한 응

을 하지 못하며, 화재발생으로 인한 치명 인 인

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해결하기 하여 친환경

인 단열재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재 사용되는 부분의 단열재는 석유화학제

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하고  

생산성이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발생으로 사용

이 제한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연성을 가지며 친환경 인 무

기질 재료만을 사용하여 장에서 필요한 단열성

과 제품 물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새로운 제품

을 한 새로운 공법으로 기공률과 물성 실험을 

수행하여 친환경 단열재를 체할 수 있는 발포

세라믹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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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재료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세라믹 분말은 고창황토의 황토

(700mesh) 물을 이용하 으며, 발포세라믹의 

무기바인더 역할  실리카 졸․겔법을 이용하기 

하여 CO2 gas, 드라이아이스, (주)삼화공업의 

액상용 규산나트륨 3종과 (주)동양제철화학의 Fe 

 과산화수소(H2O2)를 사용하 다.

  발포 성형체의 압축강도를 한 첨가제로 고로

슬래그를 발포 성형체 표면의 내수성 향상을 

한 첨가제로 (주)니카코리아의 불소계수지(Model 

No. KF 77C)를 희석하여 사용하 다. 

  발포 성형체의 굴곡강도를 증가시키기 한 첨

가제로 (주)컴퍼지트솔루션코리아의 carbon fiber

를 사용하 으며, 수분이 포함된 발포성형체는 

(주)성호에서 제작한 극 단 를 이용하여 가열, 

건조시켰다.

2.2 실험방법

  Fig. 1에서는 발포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발포

체에 규산염, 세라믹  첨가제를 포함시켜 기포

슬러리를 만들고, 기포슬러리의 타설을 해 배

출 을 통해 배출될 때 실리카 졸․겔법을 제공

할 수 있는 소스를 공 한다. 소스를 공 함과 

동시에 곧바로 발포시스템의 공 환자체에 의

해 발포슬러리가 몰드에 옮겨지고, 이를 폐된 

용기에 투입시켜 드라이아이스를 같이 투입시켜 

CO2를 발생시키거나 CO2 gas를 강제로 주입하여 

실리카 졸․겔을 제공하기 한 소스의 변화에 

따른 발포세라믹의 무기단열재의 제조 속도  

물리  특성을 확인하 다.

Fig. 1  Processing example of foaming 

ceramic by using silica gel-sol

  본 연구에서는 시편의 체에 균일한 반응을 

유도하기 해 몰드에 일정한 구멍을 내었으며, 

조성물을 첨가하거나 교반하는 과정에서 몰드 외

부로 조성물이 새지 않도록 바깥쪽 면에 마스킹 

한 후 교반을 완성하고 폐된 용기에 시편을 투

입할 때 마스킹을 제거하 다.

  일정한 규산염을 H2O로 희석하여 A용액을 

비하고 세라믹 우더(황토)와 Fe 등을 첨가하여 

B powder를 비하 다.  비된 A용액, B용액

을 혼합하여 mixer를 사용하여 균질하게 혼합 된 

슬러리를 제조하 다. 이후 H2O2를 첨가하여 교

반한 후, 졸․겔 반응을 하여 폐된 용기에 

시편을 넣고 드라이아이스나, CO2 가스를 주입하

여 완성된 발포체를 유도하 다.

  기포 발생을 해 식(1)에 의하여 실험을 진행

하 다.

Fe + H2O2 → FO2 + H2 ....................................(1)

Na2SiO3 + CO2 → Na2CO + SiO2......................(2)

  단열재를 제조하기 해서는 다량의 기공이 존

재해야 하며 제품이 완 건조 될 때까지 제품 내

에 균일한 porosity를 가져야 하며, 이를 해 

졸․겔법을 용하여 실험하 다. 식(2)와 같이 

여러 졸․겔반응 에 Na2SiO3와 CO2를 이용한 

졸․겔법을 용하여 3차원  실리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실험을 하 다. 식(2)를 용한 이유는 

황산이나 다른 조성물을 이용한 졸․겔법을 용

한 결과 제품의 기 물성은 양호하나 시간이 경

과하여 수분이 증발되면서 시편의 표면부터 부스

러지면서 강도가 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

다. 하지만 CO2를 이용한 졸․겔법으로 제조된 

시편은 제품으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강도

를 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황토를 이용한 세라믹 단열재의 

기공 분포를 측정하기 하여 Fig. 1의 SEM 

(HITACHI(Japan). S-2400)을 이용하여 기공의 

분포를 측정하 으며, 압축강도 시험은 Fig. 2의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 SHIMADZU 

UH-300KNI)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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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s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e(HITACHI(Japan). S-2400)

Fig. 3 Photographs of universal testing 

machine

3. 결과  고찰

3.1 겔타임 측정

  Table 1은 규산염의 용 비 변화에 따른 겔타

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규산염의 용 비를 변

화시켰을 때 제조된 세라믹 슬러리의 겔타임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화 규산염이 증가될수록 

겔타임은 짧아짐이 확인되었다.

 

 Table 1 Analysis results of inorganic ceramic 

foam on the unstable silica sol conten

Na2SiO3 

content(%)

Gel time(min)

loess powder

20 68

25 56

30 47

35 34

40 25

Fig. 4 Analysis results of inorganic ceramic 

foam on the unstable silica sol conten

  

  일정한 CO2를 공 하 을때 CO2와 반응하는 

반응물질인 규산염(Na2SiO3)의 량비를 증가시

켰을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므로 겔

화가 되는 시간이 단축되는것을 볼 때 규산염의 

양 조 로 생산공정에 용이하게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2 기공률 측정

  Table. 2～3은 규산염, 세라믹, Fe  첨가제를 

포함시켜 균질하게 혼합 된 슬러리를 제조 후 

H2O2와 Fe첨가량을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기공률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공률을 측정하기 해

서 먼  Table 2에서와 같이 Fe 값을 고정시키

고 H2O2의 값을 변화 시키면서 그 값을 비교하

다. 반 로 Table 3은 H2O2의 값을 고정시킨 후 

Fe 값을 변화시키면서 기공률을 비교하 다.

  완성된 시편의 기공률을 비교한 결과 H2O2값을 

변화시켜 측정한 시편이 Fe 값을 변화시킨 시편 

보다 일정량 이상에 균질하고 많은 기공이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Analysis results and porosity of 

inorganic ceramic foam on the H2O2 content

H2O2 

weight (g)

Fe

powder (g)

loess 

powder 

porosity (%)

0.5 1.0 23

0.75 1.0 28

1.0 1.0 33

1.25 1.0 45

1.5 1.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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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results and porosity of 

inorganic ceramic foam on the Fe content

H2O2 

weight (g)

Fe

powder (g)

loess 

powder 

porosity (%)

1.0 0.5 19

1.0 0.75 26

1.0 1.0 32

1.0 1.25 35

1.0 1.5 37

 Fig. 3 Analysis results and porosity of 

inorganic ceramic foam on the H2O2 content

Fig. 4 Analysis results and porosity of 

inorganic ceramic foam on the Fe content

  Powder로서 구성된 Fe의 조성물보다 액상으로 

존재하는 H2O2의 조성량을 조 함으로서 보다 균

질한 교반이 용이하며 발생되는 다량의 기공 조

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지며 교반 시에 발

생하는 실험오차의 범 를 최소화 할 것으로 사

료된다.

3.3 기공률에 따른 물성 비교

  Table 4는 기공의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 열

도율, 휨강도 등의 변화를 찰하 다. 기공률이 

높을수록 낮은 열 도율을 가지므로 단열성을 기

 할 것으로 단되지만 강도가 반비례 으로 

약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흡수율을 비교하기 해 시편 표면에 불

소코 을 입  비교한 결과 불소코 을 입힌 시

편이 흡수율이 탁월하게 좋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 세라믹(규산염)이 가지는 내수성의 약

을 보완하기 해 시편의 표면에 희석된 불소를 

코 하여 흡수율을 확인 한 결과 코 한 시편에

서는 낮은 흡수율로  충분한 내수성을 가지는 것

으로 단된다.

Table 3 Analysis results of inorganic ceramic 

foam on the foaming agent content 

porosity

(%) 

H2O2 Content

Compres

sive 

strength

(N/Cm
2
)

Thermal

conducti

vity

(W/m.k)

Flexural

strength

(N/Cm
2
)

 Moisture 

absorption content

(㎎/Cm
2
)

Treated 

by

Fluoro 

resin

Untreate 

by 

Fluoro 

resin

23 114 0.042 70 16 88

28 105 0.034 68 14 90

33 93 0.028 66 14 92

45 89 0.022 60 16 90

52 75 0.018 58 18 95

porosity

(%)

Fe content

Compres

sive 

strength

(N/Cm
2
)

Thermal

conducti

vity

(W/m.k)

Flexural

strength

(N/Cm
2
)

Moisture 

absorption content

(㎎/Cm
2
)

Treated 

by

Fluoro 

resin

Untreate 

by 

Fluoro 

resin

19 123 0.046 74 18 89

26 112 0.036 70 15 93

32 96 0.030 69 17 94

35 94 0.026 63 20 94

37 91 0.025 59 21 86

  Fig. 7에서와 같이 기공이 증가하면 단열효과

는 좋아지지만 압축강도와 휨강도가 낮아지는 

상을 볼 수 있었다.



- 373 -

  기공률이 증가하면서 시편의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입자의 얇은 경계면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

서 압축강도나 휨강도 등 기계 인 강도면에서 

약해진다고 고려되어지며 단열재로서 반드시 필

요한 기공률과 강도의 제품이 사용되는 곳의 개

별성을 고려하여 최 조성을 구 하여 할 것으로 

단된다.

  규산염이 물에 용해성이 있으며 분자간의 결합

력이 약한 반응으로 인한 낮은 내수성을 보완하

기 해서 불소코 을 하 을 때 히 내수성이 

증가됨을 볼 때 고분자수지 등으로도 실험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불연성 단열재를 제

조한다는 목 에 부합되기 해서 난연성을 증가

시키는 첨가물이 같이 용되어야 할 것으로 여

겨진다. 

Fig. 4 Analysis results of physical properties 

on H2O2, Fe contents

3.4 단열 시편 분석

  시편의 기공을 찰하기 하여 SEM 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내부에 포함된 기공

으로 시편의 도가 낮아지며 수면에 부상실험을 

했을때 30day 이상 부상됨을 확인하 으며 단열

성과 함께 내수성도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SEM image of porosity

Fig. 6 Floatage foaming ceramic

  본 연구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졸․겔법으

로 제조된 시편을 확 한 결과 기공의 형태가 오

셀로 구성되었으며 시편의 상단부가 내부의 기

공보다는 조  큰 사이즈의 기공이 형성된 것으

로 보아 몰드의 제작 시에 상부에서 일정한 압력

을 가하여 체 으로 균질한 기공을 형성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친환경 인 무기질 재료만을 사용하여 단열성

과 제품 물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졸․겔 공법

으로 기공률과 물성실험을 수행한 결과 H2O2와 

Fe에 의해 기공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었다.

  시험결과 Fe, H2O2 값을 변화하여 실험 한 결

과 Fe, H2O2 모두 성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

률이 증가하는 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Fe의 

성분보다 H2O2의 성분 함량에 따른 변화가 기공

률에 미치는 향이 더 효과 으로 나타났다. 일

정 조성 이상에서 H2O2가 첨가될수록 기공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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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정도가 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

다. 이때 CO2를 이용한 졸․겔반응(sol-gel 

reation)을 이용하여 단열재를 제조함으로서 기공

이 표면으로 표출되어 나오지 않고 시편의 내부

에 남아 있는 상태로 건조되어 자체 으로 가진 

공극으로 단열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공정으로 기존의 발포 단열재를 제조할 

때 복잡한 공정(고온고압을 이용한 오토클 이

)보다 많이 개선됨으로 에 지효율 인 측면에

서 경제  효과도 기 된다.

  기존 건축 단열재의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치명 인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 

개발한 황토를 이용한 무기질 단열재는 불연성을 

가지며 열 도율도 기존 제품 못지않은 충분한 

단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으로서 

개발되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 으로 친환경이 지향되고 있는 시  흐

름에 맞추어 무기질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  가치와 원가 감이라는 효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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