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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e clay, bentonite and zeolite were used as porous materials for humidity controlling ceramic boards. The

specific area and the pore volume of active clay were higher than bentonite and zeolite. The flexible strength of the gypsum

board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amount of porous material, and the flexible strength was lowest when active clay with a

higher specific surface area than others porous materials was added. The specific surface area and total pore volume of ceramic

boards containing porous material were highest at 102.25 m2/g, 0.142 cm3/g, respectively, when the active clay was added. In

addition, as the amount of added porous materials increased, the specific surface area and total pore volume of the ceramic

board increased, but the average pore diameter decreased. The addition of s porous materials with a high specific area and a

large pore volume improved the moisture absorptive and desorptive performance of the ceramic board. Therefore, in this

experiment, the moisture absorptive and desorptive properties were the best when active clay was added. Furthermore, as the

amount of added porous materials increased, the moisture absorptive and desorptive properties improved. When 70 mass% of

active clay was added to α-type gypsum, the hygroscopicity was the highest, about 300 g/m2, in this experiment. 

Key words humidity control, flexible strength, porous material, pore volume moisture absorption and desorption.

1. 서  론

최근 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

됨에 따라 건축 내장재도 변화되고 있다. 특히 건축 내

장재는 인체 유해성 등의 이유로 유기질 소재에서 무기

질 소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무기질 소재는 단

순한 내장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기

능을 발현하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1)

건축 내장재의 다양한 기능 중 최근 대두되는 물성으

로는 조습기능을 들 수 있다. 이는 난방 및 냉방효율 향

상과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일환으로, 건물의 밀폐성이

증가하여 생활환경에서의 습도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

다. 주거환경에서의 적당한 환경 습도는 40-70 % 범위

로, 이보다 높으면 곰팡이나 진드기의 왕성한 번식에 따

라 이들의 배설물이나 유해 미분말에 의해 천식 및 아

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2,3)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기 등의 바이러스 증식, 정전

기의 축적으로 인한 정밀기기의 오동작, 발화 및 미술

품/기타 제품 등의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

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습기나 가습기가 사용되

고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 소비가 크고 장기간 사용 시

제습기/가습기 내부에 곰팡이나 진드기 또는 각종 세균

이 번식하게 되며, 결국에는 이들 세균들이 환경을 오

염시켜 인체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4,5) 따라서 제

습기/가습기의 도움 없이도 주거 환경에 적합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습 패널의 개발이 필요하다.6-8)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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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습도조절용 세라믹 제품들은 1000 oC 이상에서 소성

하여 제조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제조단가가 높은 단점

이 있다. 특히 지하/반지하 및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

약계층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을 줄이

기 위한 저비용의 습도조절용 세라믹소재의 개발이 필

요하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성방법이 아닌 상온에

서 경화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저가보급형의 습도 조

절용 세라믹보드의 제조를 목적으로 고강도의 석고계 바

인더를 활용하고 또한 각종 다공성 원료를 첨가하였을

때의 조습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출발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저가 보급형의 세라믹 보드 제조를 위

해 기존의 소성형이 아닌 비소성형의 무기바인더를 활

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무기바인더로는 6~8기압,

120~140 oC에서 열처리를 통한 고강도의 알파형 반수석

고를 활용하였다. 또한 다공성 원료로는 황성백도, 벤토

나이트,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였다. 출발원료에 대하여

XRD 평가를 하였으며 또한 다공성 원료의 화학적 조성

분석, BET(Model TriStar 3000 V6.02A, Micromeritics

Co., USA)를 이용하여 기공과 비표면적 특성을 이용하

였다. 

2.2 세라믹 보드의 제조

습도조절용 세라믹 보드의 제조는 고강도 알파형석고

를 바인더로 활용하였으며 소량의 감수제, 지연제등을 사

용하였다. 다공성 원료로는 활성백토, 벤토나이트 제올라

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알파형 반수석고에 대해서 각각 내

할로 10~70 % 첨가하였다. 원료분말을 혼합한 후, water/

powder = 0.7의 물비로 혼합하였다. 혼합된 슬러리를 200

mm × 200 mm × 10 mm의 실리콘 몰드에서 25 oC 상온에

서 반응시켜 보드를 제조하였다. 1일 반응 후 탈형하여

측정시료로 사용하였다.

2.3 세라믹 보드의 분석

제조된 패널의 휨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능재료 시

험기(Instron 5544, ITW In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또한 제조된 시료 흡방습 특성은 200 mm × 200 m

크기로 건조된 시편을 23 oC 50 %의 상대습도 조건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안정화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후 상대습도를 75 %로 상승시켜 12시간 동안 유지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12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대

습도를 50 %로 하향조정하여 12시간동안 유지한 후 무

게를 측정하였다. 수분의 흡방습 시험은 총 24시간 동

안 실시하였으며 최조 12시간은 흡습과정, 이후 12시간

은 방습과정으로 하여 KS F 2611의 방법으로 흡·방습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시료의 미세구조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XRD 및 SEM 분석을 하였으며, 기공부피

및 비표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BET 분석을 하였

다. 또한 다공성 물질 첨가량에 따른 열전도율 분석은

평판 열류가압식으로 측정을 하였으며 시료의 크기는

200 × 200 × 10 mm의 것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출발원료의 특성

비소성형의 상온경화형 바인더로 친환경적인 측면 및

제품의 당양한 색상 등을 고려하여 백색계통의 석고계

바인더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탈황석고를 주원료로 하

는 석고계 바인더는 강도특성이 좋지 않아 조습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다공성 물질의 첨가량에 제

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압 열처리 방

법을 사용하여 알파형 반수석고 함량이 90 % 이상의 것

을 사용하였다. Fig.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석고의 XRD

결과를 나타내었다. 거의 대부분 알파형의 반수석고의 회

절피크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공성 원료로 활성백토 벤토나이트 및 제올라이

트를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다공성 원료의 화학분석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SiO2 함량이 가장 많았으

며, Al2O3, Fe2O3 및 CaO 등이 주성분 이였다. 

BET를 사용한 다공성 원료의 비표면적 및 기공부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활성백토의 비표면적은 177.95 m2/

g 으로 가장 높았으며, 벤토나이트 65.36 m2/g, 제올라이

트 53.86 m2/g 이였다. 기공부피의 경우 활성백토는 0.24

cm3/g, 벤토나이트는 0.10 cm3/g, 제올라이트 0.087 cm3/

g 이였다. 비표면적 및 기공부피 모두 활성백토에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1. XRD patterns of starting material(gyp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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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합비에 따른 특성

흡·방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공성 원료의 첨

가량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최대 30 %

이상 첨가가 어려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알파형

석고를 사용함으로써 다량첨가가 가능하였다. Fig. 2에 C-

Type 및 L-Type의 고강도 알파형 석고에 다공성 원료

를 첨가하였을 때의 휨강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C-Type

및 L-Type은 소량의 첨가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조

성으로 주성분은 알파형 반수석고이다. 전체적으로 다공

성원료의 첨가에 따라 휨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휨강도는 제올라이트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활성백토가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비표면적과 관련 있으며 비표면적이 높을수록 휨강

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에 석고계 바인더를 이용한 습도조절 세라믹 보

드에서 고강도 석고계 바인더에 다공성 물질인 활성백

토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를 50 % 첨가하여 습도조절용

보드를 제조하였을 경우의 BET 결과를 나타내었다. 활

성백토를 첨가하였을 경우 비표면적은 102.25 m2/g, total

pore volume은 0.142 cm3/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

면 위의 3종류의 다공성 원료 중 제올라이트를 첨가하였

을 경우 비표면적은 39.30 m2/g, 전체적인 pore volume은

0.083 cm3/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pore

sizes는 활성백토의 경우 55.36 Å, 벤토나이트의 경우

73.11 Å, 제올라이트의 경우 84.67 Å로 활성백토를 첨가

하였을 경우가 평균 pore size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Fig. 4에는 석고계 바인더를 이용한 습도조절 세라믹

Table 1. Chemical omposition of Starting materials(unit : wt%).

Materials SiO2 Al2O3 Fe2O3 CaO K2O Na2O LOI

Active clau 68.36 11.42 2.64 1.43 1.06 1.24 9.02

Bentonite 55.2 14.80 9.74 1.82 1.19 2.38 10.85

Zeolite 67.2 12.40 2.92 2.16 1.48 1.38 9.27

Table 2. Specific Surface Area and Total Pore Volume of Porous

Materials(unit : wt%)

Classification Active Clay Bentonite Zeolite

Specific surface 

area(m2/g)
177.95 65.36 53.86

Pore Vol. (cm
3
/g) 0.24 0.10 0.087

Fig. 2. Flexible strength of ceramic board with content of porous materials (a) C-type gypsum (b) L-type gypsum.

Fig. 3. BET hysteresis curve with porous materials (a) Active clay 50 % (b) Bentonite 50 % (c) Zeolite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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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에서 비표면적 및 total pore volume이 가장 높은

활성백토의 첨가량에 대한 BET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

다. 활성백도 첨가량을 10 %로 하였을 경우의 비표면적

은 32.11 m2/g 이였으나 활성백토를 70 % 첨가를 하면

135.22 m2/g로 활성백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제조된 보

드의 비표면적은 증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otal pore volume 도 활성백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성백토 70 % 첨가하였을

경우 total pore volume은 가장 높은 0.178 cm3/g 이였

다. 그러나 평균 pore size는 활성백토를 10 % 첨가한

경우 82.21 Å, 30 % 첨가한 경우 63.41 Å, 50 % 첨가한

경우 55.36 Å, 70 % 첨가한 경우 52.53 Å으로 활성백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pore size는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에는 다공성 원료의 종류 및 다공성 원료인 활

성백토 첨가량에 따른 pore size 분포와 pore volume을

나타내었다. 활성백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ore volume

은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pore size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에는 석고계 바인더를 이용한 습도조절 세라믹

Fig. 4. BET hysteresis curve with amount of active clay.

Fig. 5. Pore volume and average pore diameter with porous materials (a) Amount of active clay (b) Types of por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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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에서 석고계 바인더에 대해서 활성백토를 내할로

30 %, 50 %, 70 % 첨가하였을 경우의 XRD와 활성백토

를 50 % 첨가하였을 경우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다

공성 물질중의 SiO2 피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반수석고

가 물과 반응을 하여 생성된 이수석고 피크가 대부분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수석고 피크의 강도는 활성백토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피크 높이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M에서는 침상(로드형) 형태의 이수석고가 관

찰되었다.

Fig. 7에는 석고계 바인더에 대해서 다공성물질인 활

성백토,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를 내할로 50 % 첨가하

였을 경우의 습도조절 세라믹 보드의 흡·방습 특성을 나

타내었다. 활성백토를 첨가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흡·방

습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약 230 g/m2의 흡습, 210

g/m2의 방습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벤토나이트의 경우 약

180 g/m2, 제올라이트의 경우 가장 낮은 약 160 g/m2 이

상의 흡습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Figs. 4, 5에 나

타낸 것과 같이 비표면적, pore volume, pore size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Fig. 8에는 습도조절 세라믹 보드에서 Fig. 7에 나타

낸 것과 같이 흡·방습 특성이 가장 우수한 활성백토에

대해서 활성백토의 첨가량을 석고계 바인더에 대해서 내

할로 10 %, 30 %, 50 %, 70 %로 달리하였을 경우의 흡

·방습 특성을 나타 내었다. 활성백토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흡·방습량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성백토

10 % 첨가하였을 경우 약 60 g/m2의 흡습성능을 보여주

고 있으며, 30 % 활성백토를 첨가하였을 경우 약 98 g/

m2, 50 %의 활성백토를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약 230 g/

m2, 활성백토를 70 % 증가 시켰을 경우 흡습 성능이 약

300 g/m2로 가장 높은 흡·방습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다.

세라믹보드의 습도조절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

재의 흡·방습 성능도 중요하지만 소재의 열전도율에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습도조절 및 결로 방지 등을 위

해서는 단열성능이 우수한 소재가 필요하다. Fig. 9에 습

Fig. 6. XRD patterns and SEM photograph with porous materials.

Fig. 7. Moisture absorption and desorption of ceramic board with

porous materials.

Fig. 8. Moisture absorption and desorption of ceramic board with

amount of active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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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절 세라믹 보드에서 흡·방습 특성이 가장 우수한 활

성백토의 첨가량에 따른 열전도율 특성을 나타내었다. 활

성백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이 낮아지고 있으

며 활성백토 70 % 첨가하였을 경우 열전도율 0.088 W/

mK로 단열성능도 우수하였다.

4. 결  론

고강도 알파형 반수석고를 바인더로 활용하여 다량의

다공성 물질을 첨가하였을 경우의 물리적 특성 및 흡·

방습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첨가된 다공성 물질의 비표면적은 제올라이트, 벤

토나이트 활성백토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공부피도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활성백토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활성 백토의 경우 기공 부피는 0.24 cm3/g 이였다.

2) 다공성 물질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휨강도는 감

소하고 있으며, 다공성 물질중 비표면적이 가장 넓은 활

성백토를 첨가하였을 경우 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석고계 바인더를 이용한 습도조절 세라믹 보드에서

고강도 석고계 바인더에 다공성 물질인 활성백토 벤토

나이트 제올라이트를 50 % 첨가하여 습도조절용 보드를

제조하였을 경우의 BET 결과, 활성백토를 첨가하였을 경

우 비표면적은 102.25 m2/g, total pore volume은 0.142

cm3/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올라이트를 첨가

하였을 경우 비표면적은 39.30 m2/g, 전체적인 pore volume

은 0.083 cm3/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 pore sizes

는 활성백토의 경우 55.36 Å, 벤토나이트의 경우 73.11

Å, 제올라이트의 경우 84.67 Å로 활성백토를 첨가하였을

경우가 평균 pore size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4)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활성백토 등의 다공성 물

질을 첨가하였을 경우 비표면적이 가장 높은 활성 백토

를 첨가하였을 경우 흡·방습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고강도 알파형 석고 바인더에 활성 백토를 70 %

첨가하였을 경우 흡습 성능이 약 300 g/m2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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