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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let-loess tile bodies are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cullet, loess, hollow microspheres, and sintering additives (borosilicate glass
frit, boric acid, or fumed silica) as starting materials. The effects of the additive composition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the sintered
density and flexural strength of the cullet-loess tile bodies are investigated. The sintered density of the cullet-loess tile bodies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sintering temperature as a result of the enhanced densification of pore walls through the viscous flow of a liquid
phase formed from the glass frit and sintering additives.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cullet-loess tile bodies increases with increases
in the sintering temperature and the cullet content in the starting composition. A maximal flexural strength of 40 MPa is obtained in
cullet-loess tile bodies sintered with glass frit at 800

o
C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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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사무용 빌딩, 아파트, 공장 등의 건축 구조물의 증

가로 각종 유리제품의 사용이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유

리 또한 여러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발생되어 그 처리문

제가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폐유리의 재활용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1,2)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폐유리를

재활용하여 유리원료, 공업용품, 건축재료 등의 다양한 용

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 폐기물 중

폐유리의 재활용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3-6) 

한편, 2000년대 중반에 산업폐기물인 폐유리를 재활용

하여 타일을 제조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7) 
단열효과가 있

고,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친환경 타일을 제조하기 위해

서는 다공질 세라믹스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가 필수

적인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공질 세라믹스의 제조

공정 및 물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8-16)

 

산업폐기물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폐유

리를 재활용한 친환경적 타일은 외장용, 내장용 및 바닥

용으로 그 활용범위가 넓고, 환경문제 해결 및 자원 절약

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존 산업용 타

일은 원료가격이 높고 천연원료 채취에 의한 자연환경 파

괴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재활용 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이면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는

고품질의 친환경적 타일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듯 다

공질 세라믹스의 특성과 성능은 기공의 형상, 크기, 기공

율 등의 기능성과 소재의 강도, 파괴인성, 열충격 저항성

등과 같은 내구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

해 결정되고,
17,18)

 이같은 특성을 제어하는 제조공정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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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다공질 세라믹스의 개발 및 응용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 조성에 따라 폐유리와

점토를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내·외장 타일로 응용 가능

한 친환경적 타일 소지의 미세구조와 밀도변화에 따른 곡

강도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폐기물과 관련

된 세라믹 타일 분야에 폐유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향후 연관 산업분야에도 기술적 배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출발원료로 폐유리 (Namgang Ceramics, Jinju, Korea),

점토 (9.8 µm, Namgang Ceramics, Jinju, Korea)를 주원료

로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원료의 화학조성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첨가제로 붕규산염계 글라스 프릿 (Boro-

silicate glass frit, VA-750, Duklim, Korea), 붕산 (H3BO3,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Pyongtak, Korea), 그

리고 fumed silica (Aerosil 300, Degussa, Germany)를 사

용하였다. 첨가제로 사용된 붕규산염계 프릿의 화학조성

은 Table 2에 나타냈고, 붕규산염계 프릿의 유리전이점은

690
o
C이다. 또한, 경량화를 위한 기공형성제로는 중공형

미세구 (hollow microsphere, 461DE20, Expancel, Sundsvall,

Sweden)를 사용하였다. 중공형 미세구는 풍선같이 안이

비어있는 형태로 poly-methyl methacrylate 성분으로 이루

어져 있다. 원료 조합은 Table 3에 표기 하였는데, 폐유리

(cullet)와 점토(Loess)의 비율을 1:9부터 7:3까지 변화시켜

준비하였으며, 원료 조합은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여 습

식으로 혼합하였다. 혼합은 Al2O3볼과 폴리프로필렌 용기

를 사용하여 3시간 동안 볼 밀링(ball milling) 한 후, 완

전히 건조시켰다. 혼합된 분말은 35 mm × 8 mm × 4 mm

크기의 시편으로 상온에서 50 MPa의 압력으로 일축가압

성형 하였다. 제조된 성형체는 전기로를 사용하여 2
o
C/min

의 승온속도로 700 ~ 800
o
C의 온도범위에서 공기 분위기

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부피

밀도(bulk density, Db)는 질량(M) 대 부피(V)비로부터 계

산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SEM, S-4300,

Hitachi Co.,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고, 곡강도 측정

을 위한 시편은 2000번 연마지를 사용하여 시편의 표면

을 연마하여 준비하였고, 만능시험기(Instron 4461, Norwood

Co., USA)를 사용하여 내부 span 10 mm, 외부 span 20 mm

의 치구를 사용하여 0.5 mm/min의 cross-head 속도로 4점

곡강도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Cullet and Loess Used in This Study (Unit : wt%)

SiO2 Al2O3 Fe2O3 CaO MgO TiO2 K2O Na2O SO3 BaO PbO

Cullet 68.15 18.90 3.76 2.52 0.38 0.4 2.54 2.85 0.13 - -

Loess 63.25 22.66 6.77 0.98 1.84 0.84 2.49 0.95 - - -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Borosilicate Glass Frit Used in This Study (Unit: wt%)

SiO2 Al2O3 CaO Na2O B2O3 ZnO Etc.

Borosilicate-type glass frit 48.7 3.0 4.6 18.2 21.6 2.7 1.0

Table 3. Batch Compositions of Cullet-Loess Tile Bodies

Sample
Batch Composition (wt%) Remark

Cullet Loess Hollow Microsphere Additive Cullet : Loess (weight ratio)

C1F 9.3 83.8 0.7 6.2% Frit 1:9

C1B 9.3 83.8 0.7 6.2% Boric Acid 1:9

C1A 9.3 83.8 0.7 6.2% Fumed Silica 1:9

C3F 27.9 65.2 0.7 6.2% Frit 3:7

C3B 27.9 65.2 0.7 6.2% Boric Acid 3:7

C3A 27.9 65.2 0.7 6.2% Fumed Silica 3:7

C5F 46.6 46.6 0.7 6.2% Frit 5:5

C5B 46.6 46.6 0.7 6.2% Boric Acid 5:5

C5A 46.6 46.6 0.7 6.2% Fumed Silica 5:5

C7F 65.2 27.9 0.7 6.2% Frit 7:3

C7B 65.2 27.9 0.7 6.2% Boric Acid 7:3

C7A 65.2 27.9 0.7 6.2% Fumed Silic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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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소결온도에 따라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

이고, 첨가제로 글라스 프릿이 6.2 wt% 첨가된 타일의 미

세조직 변화를 보여준다. Fig. 1(a)의 미세구조는 상대적

으로 저온에서 소결이 이루어져서 폐유리의 소성상태가

좋지 않아 유리상의 거의 형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유리

상이 입자 사이 및 내부의 기공을 채우지 못해 작은 입

자간 기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b)

의 미세구조를 보면 Fig. 1(a)에서 볼 수 없던 점토 입자

사이에 글라스 프릿과 함께 경량화를 위한 기공형성제로

첨가된 중공형 미세구에 의한 미세 기공이 관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유리상이 형성되어 타일의 표면 및 내부의 기

공을 감소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c)에서 보듯

이 800
o
C에서 소결한 경우에는 700

o
C나 750

o
C보다 유리

상이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글라스 프릿과 폐

유리 분말에 의해 소결온도 800
o
C에서 입자들 표면에 용

융부분이 많아지고 점토 입자 사이의 기공을 감소시켜,

즉, 치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점토 입자 사이에 견고한

결합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유리의 주성분

인 SiO2에 염기성 산화물인 Na2O 및 K2O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융점이 낮아져, 결국 폐유리와 점토를 이용한 타일

소지의 소결은 이러한 폐유리가 형성한 액상이 점성유동

(viscous flow)에 의해 점토의 소결을 일으켜 기공벽(pore

wall) 부분에서는 치밀한 미세조직이 얻어졌다. 

Fig. 2는 소결온도 800
o
C에서 6.2 wt%의 글라스 프릿을

첨가한 시편에서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 변화에 따른 미

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준다. 폐유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유리상이 많이 형성되어 점토 입자 사이의 기공 및 기

공형성제에 의해 형성된 기공을 일부 채워서, 더 치밀화

된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폐유리의 함량이 9.3 wt%인 C1F

시편과 27.9 wt%인 C3F 시편(Fig. 2(a) 및 (b))의 미세구

조는 소결온도가 700
o
C와 750

o
C보다 높은 800

o
C에서 소

결했음에도 점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폐유리의 함

량으로 인해 치밀화를 위해 필요한 유리상이 충분히 형

성되지 않아 유리성분이 점토 입자 사이의 기공을 채우

지 못해서 기공벽에 잔류 기공이 많이 남아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폐유리의 함량이 46.6 wt%로 폐유리:점토의

비율이 1:1인 C5F 시편의 미세구조는 (Fig. 2(c)) 폐유리

의 함량이 더 적게 포함된 시편들(Fig. 2(a) 및 (b)) 보다

는 치밀한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특히 기공벽이 치밀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첨가된 46.6 wt%의

폐유리로부터 형성된 유리상이 소결 도중에 점토 입자간

공간 및 일부 기공형성제로부터 생성된 기공을 채웠기 때

Fig. 1. Typical microstructures of cullet-loess tile bodies

(C7F, refer to Table 3)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in

air: (a) 700
o
C, (b) 750

o
C, and (c) 800

o
C. 

Fig. 2. Effect of cullet:loess ratio on microstructure of cullet-

loess tile bodies sintered at 800
o
C in air: (a) C1F

(cullet:loess = 1:9), (b) C3F (3:7), (c) C5F (5:5), and

(d) C7F (7:3) (refer to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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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폐유리의 함량이 65.2 wt%인 C7F 시편(Fig. 2(d))

은 소결시 충분한 유리상 형성으로 인해 기공벽의 거의

완전 치밀화가 진행되어, 점토입자 사이의 공간에 의해

형성된 1 µm 이하의 미세기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1과 Fig. 2의 미세구조에서 보듯이 중공형 미세구

에 의해 형성된 기공의 크기는 10-30 µm로, 이전 연구에

서
19)

 발표하였던 구형이 아니라 찌그러진 형상을 갖는 것

은 성형압력이 50 MPa로 다소 높았기 때문이며, 폐유리

가 많이 첨가된 시편의 경우는 액상의 점성유동에 의해

구형의 기공이 찌그러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타일의 경량화를 위해 기공형성제인 중공형 미세

구가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결 공정 중 균열등이 발

생되지 않고 건전한 기공 벽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치밀한 기공 형성제인 PMMA와

비교하여 중공형 미세구는 열처리시 적은 양의 기체를 발

생시켜 제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20)

Fig. 3은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인 시편에서 소결

온도를 800
o
C로 고정하고, 첨가제 조성에 따른 미세구조

의 변화를 보여준다. 첨가제로 글라스 프릿을 첨가한 C7F

시편(Fig. 3(a))의 밀도는 1.78 g/cm
3
로 소결시 폐유리와 글

라스 프릿에 의해 충분한 유리상이 형성되어 매우 치밀

한 미세구조를 갖는 기공벽을 보여준다. 하지만, 첨가제

로 붕산을 첨가한 C7B 시편(Fig. 3(b))에서는 기공 크기

가 40-70 µm에 달하는 대형 기공이 관찰되었고, 이는 기

공형성제로 첨가한 중공형 미세구에 의해 형성된 기공이

아니고, 붕산이 아래 반응에 의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수

증기에 의해 형성된 기공으로 판단된다.

H3BO3 → HBO2 + H2O (1)

4 HBO2 → H2B4O7 + H2O (2)

H2B4O7 → 2 B2O3 + H2O (3)

 

따라서 C7B 시편의 밀도는 1.46 g/cm
3
으로 C7F 시편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그러나 C7B 시편의 기공벽은 붕산으

로부터 생성된 B2O3가 폐유리 성분과 반응하여 충분한 유

리상을 형성하여 비교적 치밀한 기공벽을 형성하였다. 한

편, fumed silica를 첨가한 C7A 시편(Fig. 3(c))은 fumed

silica의 주성분이 SiO2로 폐유리 조성에 추가적인 SiO2의

첨가에 기인한 폐유리 융점의 상승으로 소결 온도에서 형

성된 유리상의 점도가 다른 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서 기공벽의 충분한 치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0.5 - 2µm

크기의 미세기공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800
o
C

에서 소결한 C7A 시편의 밀도는 1.48 g/cm
3
로, 같은 조건

에서 소결한 C7F 시편의 밀도 (1.78 g/cm
3
) 보다는 많이 낮

은 값을 보여주었고, C7B 시편의 밀도 (1.46 g/cm
3
)와는 비

슷하였다. 따라서 기공벽의 충분한 치밀화를 위해서는 글

라스 프릿이 효과적인 첨가제이며, 경량 타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붕산이 효과적인 첨가제임을 알 수 있다. 

Fig. 4는 글라스 프릿, 붕산, fumed silica를 첨가제로 사

용하였을 때,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 및 소결 온도 변화에

따른 타일 소지의 밀도 변화를 보여준다. 각 첨가제 조성

에서 소결 온도가 증가할수록 밀도가 증가하였고, 폐유리

와 점토의 비율 변화는 시편의 밀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낮은 연화점을 갖는 글라스 프릿

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결온도가 높은 점토의 특성으로 인

해 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점토에 비해 연화점이 낮은 글

라스 프릿에 의한 유리상이 충분히 형성되어 타일 표면

의 기공을 감소시켜 밀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글라스

프릿을 첨가하고 700
o
C에서 소결한 시편들의 경우는 낮

은 소결 온도로 인해 유리상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치밀

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밀도가 1.31-1.36 g/cm
3

범위로 낮았지만, 소결 온도가 800
o
C로 증가됨에 따라 충

분히 형성된 유리상이 타일의 기공을 감소시켜 밀도가

1.50-1.78 g/cm
3
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글라스 프릿

을 첨가하여 700
o
C에서 소결한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1:9인 시편의 밀도는 낮은 소결 온도와 부족한 유리상으

로 인해 1.31 g/cm
3
의 가장 낮은 밀도 값을 나타냈고, 글

라스 프릿을 첨가하여 800
o
C에서 소결한 폐유리와 점토

의 비율이 7:3인 시편은 밀도가 1.78 g/cm
3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충분한 유리상의 형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글라스 프릿을 첨가하고,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인 시편에서 소결온도가 750
o
C에서 800

o
C 로 증

가함에 따라 타일 소지의 밀도가 1.42 g/cm
3 
에서 1.78 g/cm

3

로 급격하게 (~ 25%)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첨가한 글라스 프릿의 점도가 750-800
o
C 온도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붕산을 첨가한 시편들의 경우도 글라스 프릿을 첨가한

Fig. 3. Effect of additive composition on microstructure of

cullet-loess tile bodies sintered at 800
o
C in air: (a) C7F

(glass frit), (b) C7B (boric acid), and (c) C7A (fume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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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소결 온도가 증가할수록 시편들의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결 온도의

증가로 인해 유리상이 충분히 형성되면서 타일 표면의 기

공을 감소시켜 밀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붕산을

첨가하고 소결 온도 700
o
C에서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5:5인 시편의 밀도는 1.11 g/cm
3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800
o
C에서 소결한 시편들 중에서는 폐유리와 점토의 조

성비가 5:5인 시편의 밀도가 가장 높은 1.58 g/cm
3
을 나타

냈다. 붕산을 첨가하고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5:5인 시

편의 경우 750
o
C에서 800

o
C로 소결 온도가 증가했을 때,

밀도는 1.38 g/cm
3
에서 1.58 g/cm

3
로 약 15% 증가되었다.

하지만, 붕산을 첨가하여 제조한 시편의 최고 밀도가

1.58 g/cm
3
인 반면 글라스 프릿을 첨가하여 제조한 시편

의 최고 밀도는 1.78 g/cm
3
으로 첨가제로서 글라스 프릿

이 시편의 치밀화에는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umed

silica를 첨가한 시편들의 경우도 글라스 프릿 또는 붕산

을 첨가제로 사용한 시편들과 같이 소결 온도가 증가할

수록 시편들의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Fumed silica를 첨가제로 사용하고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 및

소결온도를 변화시킨 시편 중에서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이고 시편으로서 8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이 1.48 g/cm

3
의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냈다. 소결 온도 750
o
C에서 폐유리

와 점토의 비율이 7:3인 상태에서 fumed silica를 첨가한

시편의 밀도 (1.47 g/cm
3
)는 폐유리와 점토를 다른 비율로

제조한 시편들의 밀도 (1.21 - 1.25 g/cm
3
)보다 더 높은 밀

도를 나타냈다. 이는 fumed silica를 첨가한 시편의 경우

폐유리가 주로 치밀화에 기여하며, fumed silica의 치밀화

에 대한 기여는 미미함을 나타낸다. Fumed silica를 첨가

제로 사용하여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5:5인 시편의 경

우 750
o
C에서 800

o
C로 소결 온도가 증가했을 때에 밀도

는 1.31 g/cm
3
에서 1.42 g/cm

3
로 약 8%가 증가되었다. 한

편, 소결 온도 800
o
C에서 fumed silica를 첨가제로 사용하고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인 시편의 밀도는 1.48 g/cm
3
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fumed silica를 첨가한 시

편들의 경우 최고 밀도가 1.48 g/cm
3
인 반면에 글라스 프

릿을 첨가한 시편들의 경우 최고 밀도가 1.78 g/cm
3
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첨가제로서 글라스 프릿이 밀도 향상

에 가장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첨가제 조성

을 변화시킨 상태에서 소결온도 및 폐유리와 점토의 비

율을 제어함으로서 폐유리를 재활용한 친환경적 타일 소

지의 밀도를 1.11-1.78 g/cm
3
 범위에서 제어하는 것이 가

능하였고, 첨가제로 글라스 프릿을 첨가하고 폐유리와 점

토의 비율이 7:3인 시편을 800
o
C에서 소결하는 것이 밀

도가 가장 높은 타일을 제조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Fig. 5는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 및 소결의 온도변화에

서 첨가제 조성에 따른 곡강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곡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

는데 이는 Fig. 4에서 보여주듯이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결밀도가 증가되는 경향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Fig. 5에서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 이고 글라스 프릿

을 첨가한 시편의 경우, 소결 온도가 750
o
C에서 800

o
C로

증가했을 때 곡강도가 4.3 MPa에서 40.1 MPa로 9배 이상 증

가되었고, Fig. 4에서 보듯이 소결밀도는 1.42에서 1.78 g/cm
3

으로 25% 증가되었다. 이는 폐유리-점토 타일용 소지의

곡강도는 소결밀도에 의해 주로 결정됨을 나타낸다. 또한

소결온도가 800
o
C로 동일할 때는 폐유리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곡강도가 증가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글라스

프릿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에 폐유리의 함량

Fig. 4. Effects of cullet-loess ratio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density of cullet-loess tile bodies with various

additives: (a) glass frit, (b) boric acid, and (c) fume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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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소결시 글라스 프릿과 폐유리 분말에 의한

유리상이 충분히 형성되어 입자들의 기공을 감소시키고

입자들간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여 곡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된 조성 중에 폐유리와 점토

의 비율이 7:3이고 글라스 프릿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800
o
C에서 소결한 C7F 시편이 40.1 MPa의 가장 높은 곡

강도를 나타냈다. 이는 Fig. 2(d)에서 보듯이 글라스 프릿

과 폐유리가 반응하여 소결 온도에서 충분한 양의 유리

상을 형성하여 기공 벽의 치밀화가 충분히 일어났기 때

문이며, 실제로 800
o
C에서 소결한 C7F 시편의 밀도가

1.78 g/cm
3
로 가장 높았고,

 
또한, Fig. 3(b)에서 보듯이 붕

산을 첨가한 시편에서 발견되는 대형 기공이 없기 때문

이다. 

붕산을 첨가제로 사용한 시편의 경우에도 글라스 프릿

을 첨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결 온도가 증가할수록,

폐유리 함량이 증가할수록 곡강도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

면 폐유리와 점토의 조성비가 7:3인 시편에서 소결 온도

가 750
o
C에서 800

o
C로 증가함에 따라 곡강도는 8.0 MPa

에서 25.0 MPa로 약 3배 증가되었다. 한편, 폐유리와 점

토의 비율이 7:3이고 800
o
C에서 소결한 C7B 시편의 곡강

도는 25.0 MPa로 붕산을 첨가한 시편 중에 가장 높은 곡

강도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일 온도, 동일한 폐유리와

점토의 조성비에서 글라스 프릿을 첨가한 시편의 곡강도

40.1 MPa 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붕산을 첨가

한 시편에서 발견되는 H2O의 발생에 기인한 대형 기공

(Fig. 3(b)) 의 존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Fumed silica를 첨가제로 사용한 시편에서도 곡강도는

온도와 폐유리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곡강도를 나

타냈다.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이며 800
o
C에서 소결

한 C7A 시편의 곡강도는 15.1 MPa로 fumed silica를 첨가

한 시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글라스 프

릿 및 붕산을 첨가한 시편의 곡강도 보다는 낮은 값을 보

였다. 이는 Fig. 3(c)에서 보듯이 fumed silica를 첨가한

C7A 시편은 글라스 프릿을 첨가한 C7F 시편 및 붕산을

첨가한 C7B 시편 보다 800
o
C에서 유리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형성되어 점토의 입자 사이에 견고한 결합을 형성

시키지 않고, 기공벽에 잔류기공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이면서 글라스

프릿을 첨가하고 소결 온도 800
o
C에서 타일을 제조했을

때 곡강도가 40.1 MPa로 매우 우수한 곡강도를 갖는 친

환경적 타일을 제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곡강도는 Song

등이
20)

 규조토를 이용하고, 중공형 미세구를 첨가하여 소

결 온도 800
o
C에서 제조한 조습타일의 곡강도인 9 MPa

보다 월등히 우수한 값이기에 재활용 타일로서 큰 장점

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Chae등은
21)

 다공질 SiC 세라믹스의 저온 제조 공

정을 통해 결합재로서 글라스 프릿의 함량을 최적화 할

때 추가적인 기계적 강도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

다. 이로부터 폐유리-점토 타일 소지의 경우에 글라스 프

릿의 함량을 최적화 함으로써 추가적인 곡강도 증진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폐유리, 점토, 중공형 미세구를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첨

가제로 글라스 프릿, 붕산 또는 fumed silica를 첨가하여

700 ~ 800
o
C의 온도범위에서 제조한 환경친화적인 타일

Fig. 5. Effects of cullet-loess ratio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flexural strength of cullet-loess tile bodies with

various additives: (a) glass frit, (b) boric acid, and (c)

fume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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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의 곡강도를 고찰하였다. 글라스 프릿, 붕산 그리고

fumed silica를 첨가제로 사용한 모든 시편에서 소결 온도

가 증가할수록 시편의 밀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소결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리상이 충분히 형성됨으로써 기공

벽의 치밀화를 촉진하여 타일 소지의 밀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조성 중에서 글라스 프릿을 첨가

제로 사용하고 폐유리와 점토의 비율이 7:3이면서 800
o
C

에서 소결한 시편이 약 40 MPa의 가장 높은 곡강도를 나

타냈다. 이는 폐유리와 규조토를 사용해서 제조된 타일의

곡강도 (9 MPa)에
20)

 비해 4배 이상 높은 값으로, 폐유리

분말과 첨가제로 사용한 글라스 프릿이 충분한 양의 유

리상을 형성하여 점토 입자를 강하게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글라스 프릿의 조성 및 양을 최적화함으로써 폐유리를

재활용한 친환경적 타일의 곡강도를 추가적으로 향상시

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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