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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단열재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지속성 단열재 연구

The Study of Energy-Efficient Insulation Continuity an

Inorganic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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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열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대부분 유기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다. 커튼윌 시스템은 경제적이면서 성능

이 우수하지만 불연성이지 않다. 따라서 근래에 안전사고가 많아지고 있어서 타지 않는 무기 단열재가 필요

하다. 또한 안전과 단열효과 및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무기단열재가 필요하므로 불연성 무기단열재

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무기단열재의 문제인 흡수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가습기를 이용하여 흡수성

실험을 하였고 경량골재인 펄라이트와 바인더를 섞고 흡수방지제로 처리한 샘플과 그렇지 않은 샘플의 흡수

율을 측정하여 에너지 효율 지속성 단열재의 기술연구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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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약 40년 전 커튼윌 시스템이 상용화 된 후에 대부분의 대형 건물들의 외벽은 커튼윌로 시공되었다. 최근

경제성을 갖춘 성능이 우수하고 환경적인 것을 고려한 커튼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복합 패널은 패널 내부

에 단열재로 미네랄울과 글라스울 등의 무기계통의 재료를 이용하여 단열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기계통 재료의 큰 문제는 수분에 취약하며 단열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유기계통의 재료들은 화재의 취약하

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하여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기재료의 경량골재를 이용하여 단열

재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기단열재의 단점인 강한 흡수성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중량비를 고려한 경량

골재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펄라이트와 바인더 등을 이용하여 경량 무기 단열재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2. 무기단열재의 흡수성 실험

현실적인 실험사항을 고려하여 펄라이트를 이용하여 만든 단열재 샘플을 이용하여 흡수에 따른 열전도 계

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물 대신 습기를 공급하고 습기 공급 방법은 가습기를 이용하였다. 가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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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흡수방지재 처리를

하지않은 샘플무게 (g)

흡수방지재 처리한

샘플 무게 (g)

가습 전 28.75 29.5

가습 후 30.5 30.25

수분 함수량 (g) 1.75 0.75

수분 함수율 (%) 6.16 2.56

높이 500mm 아크릴 박스에 가습기를 넣고 습도계로 습도가 90% 이상일 때 4시간 샘플을 방치하는 방법

으로 습기를 공급하였다. 각 8개 중 4개씩 흡수방지제 처리가 된 4개와 처리하지 않은 4개를 이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3. 흡수성 실험분석

3.1 흡수성 실험 분석결과

흡수 방지제를 처리한 샘플과 그렇지 않은 샘플의 실험 결과를 표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무기단열재의 흡수성 실험

표 1 흡수방지제 처리한 샘플과 안한 샘플의 수분 흡수량

4.결론

흡수 방지제가 처리되지 않은 펄라이트 시험편의 경우 6.167%의 물을 흡수한 반면에 흡수 방지제가 처리

된 펄라이트 단열재의 경우 2.56% 정도만 물을 흡수하였다. 흡수 방지제가 처리된 펄라이트의 경우 흡수율

을 눈에 보이게 줄일 수 있어 열전도율이 더 좋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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