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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물에서 단열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부분의 바깥쪽을 피복하여 외부로의 열손실이

나 열의 유입을 적게 하기 위한 재료이다. 단열재는 소재(素材) 자체의 열전도율(熱傳導率)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열전도율이 그다지 작지 않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열전도율을 작게 하기 위해서

다공질(多孔質)이 되도록 만들어 기공(氣孔) 속의 공기의 단열성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밀도가

크면 열전도율 값이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량골재인 펄라이트의 입자 크기별 열

전도율을 측정하여 단열재로서 사용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keywords : 단열재, 열전도율, 기공, 경량골재, 펄라이트

1. 서 론

단열재를 이용한 지붕, 바닥, 외벽의 단열은 건물로부터의 열손실을 막아 에너지 절감을 하는 주요 수단

이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단열재의 열특성 중 열전도율은 단열재가 가진 열전달저항 즉

단열성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일반적인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58W/mK 이하인

재료를 말한다. 단열재의 열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단열재의 밀도, 열류의 방향, 수분함습, 공극의

크기, 온도차, 단열재의 설치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량골재인 펄라이트의 입자크기에 따라서 열전

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단열재로서 이용 가능한지 판단하고자 한다.

2. 시험방법

2.1. 열전도율 측정 이론

본 실험 장치는 미국의 ASTM D 5470 규격의 열평형법을 이용해서 각종 재료의 열전도율을 측정하는

기계이다. 장치의 냉각부와 히팅부에는 구리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하부의 열량이 평형이 되는 순간 시

편의 열전도율을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열유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총 열량 Q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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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라이트
(#16)

시편두께 차
(∆)
(mm)

열전도저항
(∆ )

( ∙ )

펄라이트
(#32)

시편두께 차
(∆)
(mm)

열전도저항
(∆ )

( ∙  )
1회 1.20  ×  1회 1.03  × 

2회 0.94  ×  2회 1.15  × 

3회 1.12  ×  3회 0.9  ×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구리의 열전도율이며, A는 구리봉의 면적, 는 구리봉의 거리, ∆는 구리봉에 밀착되어

있는 열전대간의 거리인  사이의 온도차를 나타낸다.

그림 1 ASTM D 5470 열전도율 측정방법

2.2. 실험결과

표 1 펄라이트를 사용한 열전도율 측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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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으로 열저항값을 이용하여 열전도율을 계산하였다. 1회, 2회, 3회 측정값이 #16 펄라이트의 경우

각각 0.20W/mK, 0.21W/mK, 0.19W/mK가 나왔고, #32 펄라이트는 각각 0.18W/mK, 0.17W/mK, 0.14W/mK

가 나왔다. 평균값은 #16 펄라이트는 0.20W/mK, #32 펄라이트는 0.16W/mK이 나왔다.

     그림 2 #16 펄라이트 열전도율 값                    그림 3 #32 펄라이트 열전도율 값 

3. 결론

펄라이트를 사용한 입자 크기에 따른 무기단열재의 열전도율 측정결과, 입자가 클수록 열전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밀도가 크게 되면 열전도율 값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기공이 많은 #32 펄라

이트의 열전도율이 낮게 나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율에 관한 분석만 있었고 결로 현상은 반영하

지 않았기 때문에 결로 현상을 고려한 단열재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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