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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율이 1% 이하인 자기질 타일의 타일 착제를 사용한 벽체 개량 

떠붙임 공법의 부착안정성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Adhesive Stability of the Improved Direct Setting 

Method using Tile Bond for Application of Porcelain Tile under 1 percent absorptance

○ 정 양 희3)     정 은 혜         서 신 석        김 욱 종          이 도 범

 Jung, Yang-Hee   Jung, Eun-Hye    Seo, Sin-Seok    Kim, Ook-Jong     Lee, Do-Bum  

Abstract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erformance data for improved direct setting method using tile bond for application

of porcelain tile under 1 percent absorptance. For this purpose, improved direct setting method type 1 & 2(tile 

bond curing time 0, 24H) were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etting methods(including direct setting method

and improved pressure setting method) in the sight of the adhesive stability of porcelain tile. It tested for tiles 

after 14, 28days under standard condition and severe conditions. The severe conditions were water immersion, 

heat ageing(70℃) and freeze-thaw cycle. On the basis of test results, the adhesive strength of direct setting 

method was lowest for the conventional setting methods. But improved direct setting method using tile bonds(A,

B) came close to the result of improved pressure setting method using til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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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질 타일은 기존의 도기질 타일에 비해 미관과 색상, 디
자인이 우수하고 다양한 질감과 색상으로 제조할 수 있어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 도심지 백

화점, 오피스 및 주상복합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건축 내장재

로서 자기질 타일의 시공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에서도 그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기질 타일 중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가공한 폴

리싱 타일이나 석재의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진 타일의 경우 

기존 타일에 비해 흡수율이 1% 이하로 매우 낮고 사이즈가 

커서 중량이 많이 나가므로 벽체에 시공할 경우 타일 자중에 

의한 흘러내림 및 박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흡수율이 낮은 타일의 부착에 사용되는 타일접착제로 

유기질 재료인 아크릴 에멀젼과 무기질 재료인 시멘트, 탄산칼

슘 필러 등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액상형, 분말형 타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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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제가 개발되어 건식벽체를 주로 사용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압착공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습식벽

체에 기존의 떠붙임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많아 

박리 및 탈락 등의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태이며, 
이는 타일의 흡수율이 매우 낮아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기계적 부착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습식벽체에 흡수율이 낮은 자기질 타일을 시

공함에 있어 유기․무기 혼합형 접착제와 떠붙임 공법의 복합 

시공법의 부착성능을 평가하고, 사용상 작용하는 환경부화(열, 
수분 및 온도변화)에 한 부착안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흡수율

이 낮은 자기질 타일의 습식벽체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2.1 실험계획

본 연구에의 실험요인 및 항목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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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요인 수   항목

시험체 

종류

타일  300× 600, 자기질 타일 1종

붙임공법

 1. 무처리 + 떠붙임공법

 2. 배면처리 직후 + 떠붙임공법

 3. 배면처리24H양생 + 떠붙임공법

 4. 개량압착공법

타일 착제
 1. 유․무기질 복합2성분계 A사 착제

 2. 고성능 2성분계 B사 착제

실험

내용

흡수율

KS L 1001
 타일  배면처리 완료 후 

표 조건

KS L 1592

양생온도 23℃

RH 50% 

재령 14, 28일

항온항습

가혹조건

EN 1348

7일 : 23℃, RH50%

21일 : 침수
항온항습 + 침수

14일 : 23℃, RH50%

14일 : 70℃ 건조

1일 : 23℃, RH50%

항온항습 + 고온건조

7일 : 23℃, RH50%

21일 : 침수

7일 : 25F/T cycles

(1F/T=-15~20℃/6H)

항온항습 + 동결융해

표 1. 실험요인  항목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화장실 벽체에 주로 

적용하는 떠붙임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흡수율이 낮아 기계적 

부착 매커니즘 생성이 어려운 자기질 타일의 뒷면에 유․무기질 

복합2성분 타일접착제를 두께 3mm 정도 도포하여 배면처리

한 후 떠붙임한 것과 타일접착제를 사용하여 개량압착공법으

로 시공한 것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사용상 작용하는 환경부하 조건이 장기 부착강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열, 수분 및 동결융해 등의 가혹조

건을 두어 그 부착성능을 검토하였다. 

2.2 사용재료

타일은 현재 공동주택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 벽체

용 자기질 타일 300×600mm을 3둥분하여 사용하였으며, 붙
임모르타르는 타일 붙임용 건조 레미탈을 사용하였다. 타일 배

면처리 및 개량압착공법에 사용한 타일접착제는 현장 사용 빈

도수가 가장 많은 A, B사의 아크릴수지 에멀젼과 무기필러를 

혼합한 2액형 제품을 사용하였다. 

2.3 시험체 제작

타일 시공 바탕면은 현장의 조적벽체와 유사한 조건인 콘크

리트 블록에 붙임 방법을 달리하여 타일을 부착하였으며, 1회 

부착강도 시험에 해 3개의 시험체를 그림1과 같이 제작하였

다. 흡수율이 낮아 떠붙임 모르타르와의 기계적 부착이 어려운 

자기질 타일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3의 (b)와 같이 타

일 뒷면에 A, B 타일접착제를 두께 3mm로 균일하게 도포하

여 배면처리를 하였으며, 접착제의 경화상태가 타일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배면처리 직후 모르타르로 떠붙

임 시공을 한 것과 24시간 양생 후 떠붙임 시공한 시험체로 

각각 제작하였다. 

(a) 무처리 떠붙임 (b) 타일 배면처리

(c) 시험체 제작 (d) 표 조건 양생

그림 1. 시험체 제작

2.4 실험방법

타일의 흡수율 시험은 KS L 1001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으

며, 무처리한 타일과 A, B사의 타일 접착제로 배면처리한 타

일을 24시간 양생한 후의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타일의 부착강도 평가는 온도 23℃, 상 습도 50%의 항온

항습에서 양생한 표준조건에 해서는 타일 시공 후 재령 14, 
28일에 실시하였으며, EN 1348에 제시된 가혹 조건별로 침

수, 고온건조 및 동결융해 시험 완료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였다. 
가혹조건에 따른 시험방법으로는 먼저 7일 동안 표준조건에 

따라 양생한 시험체를 21일동안 20℃의 물에 정치시킨 후 부

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되

는 환경에서의 부착강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온의 사용 환경에 한 조건으로 14일간 표준조건으로 양생

한 시험체를 70℃ 고온 챔버에 14일간 정치시킨 후 다시 1일 

동안 표준조건으로 안정화시켜 부착강도를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부착강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7일

간 표준조건에 양생한 시험체를 21일 동안 침수시켜 붙임 모

르타르 및 타일접착제 내부로 충분한 수분을 침투시킨 후 2시

간동안 상온에서 -15℃로 냉각시키고 2시간동안 -15℃ 정

치시킨 후 다시 2시간동안 20℃의 물에 침지시키는 것을 

1F/T cycle로 하여 동결융해 25F/T cycle을 반복한 후 부착

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떠붙임 모르타르가 모두 충진되어 있는 시험체의 중앙에 그

라인더를 사용하여 40×40mm 각형으로 커팅하여 어테치먼트 

부착면을 확보하였으며, 커팅 깊이는 타일, 타일접착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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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자기질 타일
A 착제

배면처리 타일

B 착제

배면처리 타일

흡수율(%) 0.2 2.8 3.0

표 2. 타일의 흡수율 시험결과

모르타르 및 바탕면까지 커팅되도록 하였다. 최 하중 30KN
의 부착강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어테치먼트 인발시 최 하중

을 측정하였으며, 각 조건별로 1회당 3개의 시험체를 측정하

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타일의 부착강도를 측정한 후 탈락된 부위에 한 바탕면, 

붙임모르타르 계면, 타일접착제 탈락면 등의 평가를 육안관찰

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탈락면에 해서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흡수율 시험결과

본 시험에 사용된 자기질 타일과 A, B 타일접착제를 사용

하여 배면처리한 후 24양생시킨 타일의 흡수율 시험 결과는 

표2와 같다. 

자기질 타일의 경우 흡수율이 0.2%이지만 타일접착제를 타

일 뒷면에 발라 양생한 경우에는 흡수율이 각각 2.8, 3.0%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흡수율이 낮아 타일 뒷면

에서 붙임 모르타르와의 기계적 부착 매커니즘이 생성되지 않

았던 문제점을 타일접착제 배면처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부착강도 시험결과

그림 2는 시험체 종류별 부착강도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떠붙임공법(DS)으로 제작한 시험체의 경우 표준조건에서 

양생한 경우 재령 14, 28일에서 부착강도 품질관리 기준인 

4kg/㎠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가혹조건인 경우에도 침수를 

시킨 시험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값 이하의 부착강도를 나

타내었다. 침수조건에서 부착강도가 향상된 이유는 붙임 모르

타르에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되어 붙임 모르타르 강도를 향

상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타일접착제를 사용한 개량압착공법(PS)에서는 

표준조건 및 가혹조건에서 양생한 모든 시험체가 최저 6.9kg/

㎠, 최고 13.2kg/㎠의 부착강도 값을 보임으로써 장․단기 부착

강도에 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떠붙임공법을 개선하기 위해 타일 뒷면에 타일접착제 A, B

로 배면처리를 한 시험체(A+DS, B+DS)의 경우 모든 항목에

서 떠붙임공법의 부착강도 수준보다 향상되었으며, 특히 70℃

의 고온 챔버에 14일간 정치시켰을 경우 B 타일 접착제를 사

용한 시험체가 부착강도 품질기준 값 이상을 상회하여 모든 

조건에서 부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배면처리 후 즉시 떠붙임을 한 경우(A(B)+DS(0H))와 

24시간 양생 후 떠붙임한 경우(A(B)+DS(24H)) 타일접착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생을 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 시험체의 부

착강도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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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험체별 부착강도 시험결과

3.3 탈락형상 육안 찰 결과

그림 3은 부착강도 시험 후 시험체별 탈락형상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일부 시험체의 경우 붙임 모르타르 중앙 및 

바탕면 동반 탈락이 발생하여 단순히 부착강도 값으로 평가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탈락형상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타일 계면 탈락 (b) 착제 계면 탈락

(c) 붙임 모르타르 탈락 (d) 바탕면 동반 탈락

그림 3. 부착강도 시험 후 탈락형상

일반 떠붙임 공법을 적용한 시험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그림3-(a)와 같이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계면에서 탈락하였으

며, 탈락면이 매우 깨끗하여 붙임 모르타르와의 접착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타일접착제를 사용하여 

개량압착공법을 적용한 시험체의 경우 그림3-(d)와 같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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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종류

표 조건 가혹조건

재령28일 70℃건조 침수 동결융해

DS 타일 계면 탈락(그림3-(a))

A+DS(24H) 착제 계면 탈락(그림3-(b))
착제

동반탈락

A+DS(0H) 붙임 모르타르 탈락(그림3-(c))

B+DS(24H)
붙임모르타르 

탈락
착제 동반 탈락

붙임모르타

르 탈락

B+DS(0H)
착제

동반탈락

바탕면 

계면 탈락
착제 동반탈락

A-PS 바탕면 동반탈락(그림3-(d))

B-PS 바탕면 동반탈락
착제 

동반탈락

표 3. 시험체별 탈락형상

체의 바탕면인 블록이 동반되어 탈락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

서 흡수율이 매우 낮은 자기질 타일을 습식벽체에 적용할 경

우 일반적인 떠붙임 공법에서는 박리 및 탈락의 하자 발생율

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일접착제를 사용하여 개량떠

붙임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장․단기의 부착강

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공동주택현장에서 습식벽체에 적용하는 떠붙임공법

을 개량떠붙임공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바탕면의 평활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벌미장작업을 추가로 시공해야 하며, 특히 

형타일일 경우에는 바탕 평활도의 정밀시공이 필수적이므로 

공기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타일 뒷면에 A, B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떠붙임으로 제작

한 시험체의 경우 타일 접착제를 동반하여 탈락하거나 붙임 모

르타르 중앙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타일 계면과 

접착제 사이의 부착성능은 모두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 B 타일접착제 모두 배면처리 후 24시간 양생한 시험

체보다 바로 떠붙임을 한 경우 타일접착제와 붙임 모르타르의 

부착성능이 더 우수하였으며, 이는 5% 이상의 수지가 함유되

어 있는 타일접착제의 특성 상 24시간 양생시켰을 경우 경화 

후 표면에 수지 코팅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붙임 모르타르의 기

계적 부착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착강도 시험결과 및 탈락형상 육안관찰에서 습식벽체에 

흡수율이 낮은 자기질 타일을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표준양생 및 가혹 양생조건에서 모두 품질관리기준 이하의 부

착강도를 보였으며 탈락 형상도 모두 타일과 모르타르 계면에

서 발생하였으므로 조기에 박리 및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타일접착제를 사용하여 개량압착공법으

로 습식벽체에 시공한 경우에는 부착강도 시험 및 타일 탈락 

형상에서 모두 가장 안정적인 부착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바탕면의 정밀한 평활도가 요구된다는 것과 접착제 특성 상 

바름두께가 두꺼워질 경우 타일의 미끄러짐에 한 저항성이 

떨어져 벽체 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장․단기의 부착성능을 확보하면서도 현장적용에 부담을 

적은 시공법으로서 타일접착제를 타일 뒷면에 처리한 후 떠붙임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공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흡수율이 1% 이하인 자기질 타일을 공동주택현장 습식벽체

에 적용하기 위한 부착안정성 평가 결과 본 연구의 범위 내에

서 다음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흡수율이 0.2%인 자기질 타일에 일반 떠붙임 공법을 적

용하여 제작한 시험체의 경우 표준 및 가혹 양생조건 모

두에서 품질기준 이하의 부착성능을 보였으며, 탈락형상

이 모두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경계면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타일의 낮은 흡수율로 인해 붙임 모르타르와의 기

계적 부착성능이 불량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성능 타일 접착제를 사용하여 개량압착공법으로 제작

한 시험체의 경우 표준조건에서 떠붙임공법 비 4.5배 

이상의 부착성능을 보였으며, 가혹조건에서도 품질기준 

이상의 부착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 습식벽체 적용 공법

으로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기간, 비용 및 

바탕면 품질확보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공법이다.

3) 자기질 타일의 낮은 흡수율을 보완하기 위해 타일 뒷면

에 타일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 경우 흡수율이 약 

3.0% 이상 확보되었으며, 부착성능 또한 떠붙임공법 

비 1.5~3배까지 향상되었고 70℃ 고온 건조조건에서 부

착강도가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혹조건에서도 

우수한 부착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타일 뒷면에 처리한 타일접착제의 양생 유무에 따른 부

착강도 확인 결과  A, B 접착제 모두 양생시키지 않고 

즉시 떠붙임 시공을 한 시험체가 더 높은 부착강도를 보

였으며, 이는 양생 후 표면에 수지 코팅층이 형성되어 붙

임 모르타르와의 기계적 부착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는 흡수율이 1% 이하인 자기질 타일을 

공동주택현장의 습식벽체에 시공할 경우 안정적인 부착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붙임공법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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