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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유기계 보온단열재의 장점인 경량성과 연질특성을 갖는 무기계 보온단열재의 제조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무기질 저온 발포 공정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무기질 발포 공정은 섬유상인 해포석 및 규산알루미늄으로 하여금 발
포체의 골격을 형성토록 하고, 저온에서 기체 발생이 가능한 발포제를 사용하여 무기질 섬유상 골격체가 팽창되어 
공동을 형성하게 하며, 이 형성된 공동 속에 낮은 열전도도를 갖는 무기질 다포체인 팽창진주암을 채우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무기질 재료를 고온 용융함이 없이 저온에서 무기질 발포체의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섬유상
인 해포석의 해섬처리과정, 발포를 위한 섬유상 슬러리의 열처리공정 등 다양한 준비공정이 필요하며, 열처리 전 슬러
리의 최적 조성물 조건이 요구된다. 제조된 발포체는 경량, 연질의 보온단열재로서의 겉보기 밀도, 내력 강도, 굽힘 
강도, 고내열성 등의 물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A new concept of an inorganic foaming process at low temperature was demonstrated for the production of inorganic thermal 
insulating materials with the properties of flexible light-weight, the advantages of organic-based thermal insulation material. 
The foaming process was proceeded by establishing a skeleton of the foam body by using inorganic fibrous sepiolite and 
aluminum silicate. A cavity was formed by the expansion of fibrous skeleton body, by the gas which was generated from 
foaming agent at low temperature. Then the multi-vesicular expanded perlite with low thermal conductivity was filled into 
the cavity in a skeleton of the foam body. Finally through these overall process, a new inorganic foamed body could be 
obtained at low temperature without the hot melting of inorganic material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various preparations 
such as fibrous sepiolite fibrillation process, heat treatment process of the fibrous slurry were needed, and the optimal compo-
sitional condition of slurry was required. The foam body produced showed the properties of flexible light-weight thermal in-
sulation materials such as bulk density, yield strength, flexural strength, and high hea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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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보온 단열 기술은 또 다른 형태의 환경친화적 에너지기술이다. 보

온 단열에 의한 10%의 에너지 절감은 10%의 에너지 생산과 같다. 보

온단열 기술에 있어 보온단열재의 성능은 절대적이며 무기계와 유기

계 재료로 구분된다. 무기 단열재의 경우 내열 및 내화성능은 매우 우

수하나, 그 제조과정에서는 다량의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고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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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량이 무겁고 경질이라는 단점을 갖는다. 유기계 보온 단열재는 

무기계 보온 단열재에 비해 높은 단열성과 경량성 및 연질의 특성으

로 시공이 용이하다. 그러나 불연성, 내열성이 낮아 쉽게 발화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연쇄화재가 발생되기 쉬우며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1,2]. 그러므

로 가장 바람직한 보온단열재는 유기계 보온단열재와 같은 경량성, 

연질성 및 높은 단열성을 가지나 유독가스의 발생이 없으며 높은 내

열 및 내화특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기와 무기

계 보온단열재의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은 

무기질 소재를 발포화 시키는 것이다[3-5]. 즉 무기질 소재를 발포화

하는 경우 태생적으로 고내열 및 고내화성이 확보되고 화재 시에도 

유독가스의 발생이 없으며, 유기질의 경량성과 연질 특성 및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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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model of the mechanism for the foaming of fibrous 
sepiolite composite with expanded perlite.

한 작업의 용이성도 확보되며 아울러 단열특성 또한 증대된다. 그러

나 발포유리와 같은 기존의 무기질 발포체의 제조방법은 무기질의 구

성 재료를 용융점 부근까지 가온해야 하므로 막대한 양의 고에너지가 

요구되어 제조단계에서의 경제성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무기질 재료

의 용융에 의한 고온 발포화가 아니라 저온에서 무기질 재료의 발포

공정 개발은 유기 및 무기계 장점만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무기계 세

라믹 보온단열재 제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계 및 무기계 보온단열재의 장점만을 갖는 

신 개념의 보온단열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서 저온에서 

무기질발포체의 제조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본 연구에

서 제안된 방안은 무기질 섬유상으로 하여금 발포체의 골격을 유지토

록 저온에서 기체 발생이 가능한 발포제를 사용하여 무기질 섬유상이 

팽창되어 공동을 형성하게 하고, 이 형성된 공동 속에 낮은 열전도도

를 갖는 기존의 무기질 다포체를 채워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무기질 재료를 고온 용융함이 없이 저온에서 무기질 발포체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보[6]의 연구에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저온에서 제조 가능한 무기질 다포체의 제조를 위한 골격재료로서 무

기질 섬유는 해포석을 이용하며, 섬유상 골격체의 채움재로서 팽창진

주암을 이용하여 이러한 개념에 의한 무기질 보온단열재의 제조가능

성을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보[6] 연구의 공정 완성을 위한 

후속편으로서 각 단계별 공정변수의 영향을 조사하여 완성된 공정을 

제안토록 하며 이러한 공정에서 이루어진 보온단열재의 구조적 열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섬유상 무기재료의 발포 원리

발포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형상체 내에 기체상이 생성되어야 하

며 이것을 기포(bubble)라고 하고 기포사이에 기포막이 형성되어 있는 

기포집단을 일반적으로 포말(foam) 또는 셀(micell or cell)이라고 한

다. 일반적으로 무기질 고상 발포체의 제조방법은 발포제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무기질 입자들이 용융점에서 발포제를 가운데 둔 채 

서로 용융되어 달라붙은 상태로 발포제를 완전히 둘러싸게 되고, 이

와 거의 동시에 용융된 무기질로 둘러싸여 있는 발포제 자체가 분해

하거나 또는 무기질과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하게 되면, 이 기체가 팽

창하면서 발포제를 둘러싼 용융상태의 무기질들이 팽창하게 되고 그 

결과 발포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발포된 상태를 급냉 시키

므로 팽창 용융된 무기질이 안정화되어 무기질 발포체가 제조된다[7].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팽창진주암과 해포석이 복합체를 형상화되지만 

이를 발포하는 공정에서 어느 무기질 성분도 용융되지 않는다. 본 연

구에서 발포체는 무기질 섬유상으로 하여금 발포체의 골격을 유지토

록 하고 이 섬유상의 골격체 내에 존재하는 발포제가 저온에서 기체

를 발생하여 팽창되도록 함으로써 섬유상 무기질이 팽창하고 공동을 

형성하게 되고 이 형성된 공동 속에 팽창 진주암이 충진재 역할을 함

으로서 안정된 형태로 제조한 것이다. 마치, 세면대의 배수구에서 머

리카락이나 섬유뭉치사이가 서로 엉키어 일정한 형태를 치밀하게 되

면 배수가 잘 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러한 효과를 얻

기 위해서는 섬유상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해포석 광물섬유를 수 마

이크론의 직경을 갖는 개개의 섬유 올로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해섬처리 하여야 한다. Figure 1은 해섬과 발포화의 상관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1의 오른쪽에서처럼 해섬처리를 하지 않은 해포석섬

유의 경우로 섬유가 굵으면 기포가 쉽게 빠져나가 발포공정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즉 기포가 빠져나갈 만큼의 공간이 없는 경우 섬유상

내부에 있는 기포의 팽창에 의해 섬유상이 팽창될 수도 있어야 하나 

섬유가 굵은 경우 그 중량으로 인해 팽창이 억제되고 그 결과 발포효

율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Figure 1의 왼쪽의 그림처럼, 해섬이 잘 이루

어진 경우 섬유상이 미세한 섬유 올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지면 섬유상 

내에 존재하는 발포제에서 발생되는 기포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며, 

이 기포의 팽창에 대해 미세한 섬유뭉치는 팽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보[6]에 따라, 해포석 광물 섬유를 해섬처리하여 수 마이

크론의 직경을 갖는 무기질 섬유가 잘 분산된 슬러리 상태로 형성시

킨 다음, 이 슬러리 상태의 해포석섬유상 속으로 낮은 열전도도를 갖

는 팽창진주암 분말과 발포제 및 발포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결합

제, 증점제 등을 함께 혼합함으로써 고점성을 띤 슬러리 상태를 유지

하게 한다. 이 상태에서 열처리를 통해 일차 수분이 증발 제거되어 슬

러리상태의 혼합상은 더욱 고점성의 슬러리 상태의 세라믹 섬유조직

으로 되며, 더욱 온도가 높아져 발포제로부터 기체가 발생되는 단계

에서 기체는 해포석 섬유조직 안에서 밖으로 빠져 나가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기포는 이어지는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기공을 

형성하거나, 섬유 사이로 빠져나가게 되어 폐 기공 또는 개 기공을 형

성하게 되어 발포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해포석 섬유

상 발포체는 그 골격이 섬유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유연성과 연성

을 가지며 또한 폐 기공으로 인한 보온단열 효과와 개 기공으로 인한 

흡음 및 차음효과의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경량성과 유연성을 지닌 연질의 세라

믹 보온단열제의 제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세라믹 소재가 

장섬유의 무기질 섬유가 될 수 있도록 해섬처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20∼200 nm의 직경을 가지고 있어 가늘고 길이가 50 µm의 

장섬유인 석면은 매우 효과적인 무기질 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석

면은 치명적인 환경 규제 물질로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바 권장하

기에는 어렵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기 섬유군으로서 해포석

(Sepiolite)섬유, 규산알루미늄섬유, 산화알루미늄 섬유, 암면, 유리섬

유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해포석(Sepiolite) 섬

유의 경우 석면 섬유보다 10배 이상 굵지만 특유의 결정이 불규칙한 

격자 상으로 연결된 채로 존재하므로 농밀화 능력과, 유연성으로 인

하여 섬유자체의 결합력이 높아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성 있는 무기질 섬유라고 할 수 있다. 

3. 시료 및 실험 

3.1. 재료

3.1.1. 광물시료

실험에 사용된 주 원료물질인 무기질 소재는 무기질 다포체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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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photographs of aluminosilicate. 

Figure 3. Flow diagram for foamed body of expanded perlite by using
sepiolite.

Figure 4. Contribution effects of fibrous materials for foaming process.

되는 경우 골격재료로서 광물 섬유상 물질, 채움재로서 보온단열 기

능을 제공하는 무기질 물질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채움재로서 

팽창진주암, 골격재료로서 무기질 섬유는 해포석 및 규산알루미늄 섬

유(Aluminium silicate fiber)를 이용하였다. 팽창진주암 및 해포석은 

전보[6]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추가로 사용한 것

이 규산알루미늄 섬유(Aluminium silicate fiber)이다. 해포석과 같은 

섬유상 물질인 규산알루미늄을 추가로 도입한 것은 광물 섬유상 물질

인 해포석만을 사용한 전보[6]의 경우 무기질 다포체로서 일정 형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며, 규산알루미늄 섬유 또한 0.05 

W/mK이하의 낮은 열전도도와 섬유들이 뭉칠 경우 특유의 풍성함으

로 인하여 우수한 보온 특성이 보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된 규산

알루미늄 섬유의 평균밀도는 3 g/cm2이고, 섬유상의 직경은 2 µm이

며, 화학적으로는 SiO2가 50 wt%, Al2O3 50 wt%로 구성되어 있는 인

조 섬유이다. Figure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규산알루미늄섬유의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3.1.2. 발포제 및 기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발포제를 비롯한 증점제, 접착제 등, 실험에 소

요되는 모든 재료들은 전보[6]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3.2. 실험

3.2.1. 세라믹 재료의 전처리

본 연구에서 발포 공정 전 전처리 과정이자 발포 공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섬유상 해포석의 해섬처리 과정을 비롯하여, 슬러리 

상의 복합상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슬러리 복합상을 준비된 거푸

집(100 mm × 1000 mm × 50 mm 또는 3000 mm × 3000 mm × 50 

mm)에 담고 일정한 열처리 과정을 통해 경량의 연질 발포체를 얻는 

전 과정은 전보[6]에서 진행한 방법과 동일하다. 터넬키른을 통과하면 

발포체를 거푸집과 분리시킴으로서 세라믹 보온단열 발포체를 얻는

다. 발포를 위한 열처리 공정조건 또한 전보[6]의 결과에 따라 먼저 

50 ℃에서 150 ℃까지 25 ℃/h의 승온 속도로 가열하여 슬러리상내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150 ℃이르면 4 h 동안 일정온도에서 발포가 진

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후 300 ℃까지 50 ℃/h로 가열한 다음 이

후 로냉하였다. Figure 3은 섬유상무기질 재료인 해포석 및 규산알루

미늄과 팽창진주암을 이용하여 괴상의 경량 연질의 세라믹 보온단열

재를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낸 공정도이다. 

3.3. 분석방법

해섬, 발포화, 열처리 공정 등 전체공정의 처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량의 연질 발포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밀도측정, 형상분석, 공극률 

측정, 기계적강도 등의 분석은 전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열분석 및 내화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3.3.1. 열분석

본 실험에서 제조한 세라믹 단열재의 구성 성분이 세라믹 광물인 

만큼 고온 어느 지점에서 산화반응에 의한 분해가 일어날 것이라 예

상된다. 따라서 시차 주사 열량계(DSC)를 이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단

열재 시료에 대한 열적 흐름(Heat flow)과 온도변화에 따른 제조한 세

라믹 단열재 시료의 중량 변화를 관찰하여 세라믹 단열재 시료가 어

느 온도 범위까지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찰하였다. 실험에는 TA 

instrument사의 DSC 2910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GA 

2950 (Thermal Gravimetric Analyzer)를 사용하였다.

3.3.2. 내화 실험

전기로의 온도(시료외부온도)는 600 ℃로 고정시켰다. 시료 내부에 

thermcouple을 삽입하여 시료내부의 온도 변화를 일정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시료 외부의 온도가 일정한 만큼 내부의 온도 상승을 

지켜보면서 시료가 가지는 내화의 한계 시간을 관찰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세라믹 재료의 역할 

전보[6]연구에서 해포석과 팽창진주암을 기준으로 보온단열성 발포

체를 구성한 결과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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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Asbestos Sepiolite

Aluminium 
Silicate fiber

Expanded Perlite
Water content 

in slurry
foaming agent HPMC

wt% wt/ ceramic wt %
7 8 42 35 15 400 2 (DSS) 1.5
8 8 42 35 15 50 2 (DSS) 1.5
9 8 42 35 15 100 2 (DSS) 1.5
10 8 42 35 15 200 2 (DSS) 1.5
11 8 42 35 15 300 2 (DSS) 1.5
12 8 42 35 15 500 2 (DSS) 1.5
21 - 45 40 15 200 2 (DSS) 1.5
22 - 45 40 15 300 2 (DSS) 1.5
23 - 45 40 15 400 2 (DSS) 1.5
24 - 45 40 15 500 2 (DSS) 1.5
25 - 45 40 15 600 2 (DSS) 1.5
26 - 45 40 15 700 2 (DSS) 1.5
35 - 4 (+10) 40 15 300 2 (DSS) 1.5
36 - 45 (+10) 40 15 400 2 (DSS) 1.5
37 - 45 (+10) 40 15 500 2 (DSS) 1.5
38 - 45 (+10) 40 15 600 2 (DSS) 1.5

Table 1. Various Beating Conditions for Effects of Water Contents on Physical Properties of Foamed Body

(a)

 

(b)

 

(c)

Figure 5. (a) Effects of water content in slurry phase mixture on apparent density. (b) Effects of water content in slurry phase mixture on porosity.
(c) Effects of water content in slurry phase mixture on bending strength.

기계 광물섬유인 규산알루미늄을 도입코자 하였다. 먼저 규산알루미

늄섬유의 도입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조사하였다. Figure 4는 규산알

루미늄섬유와 팽창진주암, 해포석과 규산알루미늄 섬유, 해포석과 팽

창진주암 두 성분만을 주원료로 하여 Figure 3의 제조공정에 따라 발

포체를 제조하여 각각 성분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 것이다. 규산알

루미늄섬유와 팽창진주암 두 성분 간에는 휨강도를 측정할 수도 없게

끔 부서져 버렸다. 이 경우 섬유로서의 매개체도 없이 짧은 섬유상인 

규산알루미늄섬유와 팽창진주암은 서로 간 쌓아 있는 듯한 형상이었

다. 해포석과 규산알루미늄섬유로 제조된 발포체의 경우 Figure 4의 

우측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공극률이 우수하여 가볍고 겉보기 밀도 또

한 일정하다. 휨강도는 경향성은 없지만 다른 제조된 제품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기에 해포석이 형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짧고 굵은 규산알루미늄 섬유는 긴 장방형

이며 유연성 있는 해포석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어 해포석의 구조적 

골격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조성 중에서 팽창진주암

이 15∼20%일 때 경량성과 휨강도가 증가한다. 즉, 구형의 팽창진주

암을 해포석이 감싸면서 팽창진주암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지지체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효과는 이미 전보[6]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경제성이 우수하고 열전도도가 0.05 W/mK 이하의 팽창

진주암을 해포석으로 형상화 시켜 잡아주고 이의 기계적 단점을 규산

알루미늄섬유가 보완재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4.2. 슬러리상 중의 수분함량이 발포화에 미치는 영향

해섬 과정은 발포체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발포시 

슬러리(Slurry)상 복합체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슬러리상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의 양은 해포석 섬유의 해섬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열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이 존재하는 경우 수분증발단계에 

많은 에너지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이양은 발포단계에서 점성과

도 상관성이 있는바 최적의 함수율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1은 최적

의 함수율의 결정을 위해, 전보[6]에서 조사된 해섬처리의 최적조건인 

교반속도 1000 rpm, 24 h 동안 해섬처리한 슬러리 복합상의 조성 조

건을 나타낸 것이며, Figure 5는 Table 1의 함수율을 달리하는 다양한 

조성의 슬러리 복합상을 발포시켜 얻어진 발포체의 밀도, 기공도, 굽

힘강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슬러리 복합상의 성분 조성의 차이가 있더라도 함수율은 해포석, 

팽창진주암 그리고 규산알루미늄의 총합 무게에 대해 400%일 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함수율이 400%보다 낮으면 0.15 

g/cm3 이상의 겉보기밀도와 80% 이하의 공극률의 나타내며, 발포가 

일어나지 않고 휨강도는 매우 낮게 형성되었다. 이는 열처리 과정에

서 슬러리가 열을 받아 기포가 형성되고 부풀어 오르는 과정보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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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 No.
Sepiolite

Aluminium 
Silicate 

Expanded 
Perlite

Water 
content 

foaming
agent (DSS)

HP
MC Additive 

(silicone oil)

Apparent 
density

Porosity
Bending 
strenth

wt% wt/ ceramic wt %  g/cm3 % N/cm2

42 45 (+10) 40 15 400 - 1.5 - - -

43 45 (+10) 40 15 400 1 1.5 - - -

44 45 (+10) 40 15 400 2 1.5 0.1255 80.17 1.2760

45 45 (+10) 40 15 400 3 1.5 0.0919 85.49 1.9122

46 45 (+10) 40 15 400 2 1.5 0.5 0.2186 62.90 0.4673 

47 45 (+10) 40 15 400 2 1.5 1.0 0.1833 68.89 0.5033 

Table 2. Effect of Surfactant DSS as Foaming Agent on Physical Properties of Foamed Body  

Sample No.42 Sample No.43 Sample No.44

Sample No.45 Sample No.46 Sample No.47

Figure 6. Foamed bodies from various foaming agent conditions.

러리 내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발포가 형성되

기 전까지 일정 이상의 함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때

의 함수량의 최소 요구량이 400%이며, 이보다 많은 양의 함수율인 경

우는 석면이 함유된 시료의 경우도 공극률이 89%에서 59%로 떨어지

고 휨강도 역시 7.4 N/cm2에서 4.1 N/cm2로 3분의 1로 물리적 성능이 

저하된다. 석면의 포함되지 않은 발포체의 경우에는 일부 함수율 

400%보다 많을 때에 겉보기 밀도가 낮아지고 공극률이 높아지는 경

향을 띄지만 400%의 함수율에서 높은 휨강도의 경향성을 나타내어 

발포체의 제조과정에서는 함수율이 400%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관

찰하였다. 

4.3. 발포체로서 계면활성제 DSS의 영향   

전보[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포석과 팽창진주암으로 이루어진 

슬러리 복합상의 형상화 및 발포화를 위해서 무기계발포제 보다 유기

계 발포제가 적절하며 조사된 대상 발포제 중 DSS가 가장 적절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전보[6]의 연구에서는 해섬 과정에서 SDBS를 사용

한 상태에서 해포석 섬유의 해섬을 마친 후 발포를 위한 열처리과정

에서 별도로 DSS를 첨가 사용하였다. DSS 또한 SDBS와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섬처리단계에서부터 DSS를 사용

하며 이후 별도의 발포제를 가하지 않고 발포를 시도하였다. 그러므

로 DSS는 해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발포과정에서의 발포제로서 작

용하므로 개발코자 하는 연성 발포체의 제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Table 2는 이 DSS의 첨가가 발포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서, 열처리 단계로 도입을 위한 슬러리상 복합물을 구성할 

해포석과 팽창진주암 및 규산알루미늄 섬유로 구성되는 고체상의 총

중량에 대해 DSS의 양을 0 wt%부터 3 wt% 되게 조절한 다양한 조성

의 슬러리 복합상을 열처리 개시 전 함수율 400% 조건으로, Figure 3

의 발포 공정에 따라 발포시켜 얻어진 발포체의 밀도, 기공도, 굽힘강

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Figure 6는 이 Table 2의 조건으로 

얻어진 발포체의 절단면 형상이다. 발포제 DSS를 첨가하지 않았거나 

1 wt%의 조건으로 얻어진 발포체는 Figure 6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이 기계적 물성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양이 으스러졌다. 이는 슬

러리 복합상이 열처리 동안 발포제로 인한 균일한 기포로서 형태를 

잡힌 다른 발포체와는 달리 슬러리 내의 수분만 그대로 증발되고 세

라믹 섬유간 결합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DSS의 함량이 2% 보

다 3%일 때 휨강도가 약 1.27 N/cm2에서 1.9 N/cm2으로 증가하였는

데 이것은 슬러리 상에 더 많은 액적 기포를 형성하여 안정되고 발포 

시 많은 기포의 팽창으로 팽창률이 증가하여 밀도 또한 낮게 형성되

었지만 너무 많은 발포제의 첨가는 열처리 시 탄화가 되거나 과발포

가 생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3%일 때 가장 좋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4.4. 슬러지 복합체 중 해포석의 함량이 발포체에 미치는 영향  

Table 3는 열처리 단계 도입을 위한 슬러지 복합체 중 해포석의 함

량이 발포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슬러리상 중 

해포석의 함량은 45 wt% 기준으로 한 것과 이에 대해 10∼30 wt% 

더 중량을 증가시킨 다양한 조성의 슬러리 복합상을 열처리 개시 전 

함수율 400% 조건으로, Figure 3의 발포공정에 따라 발포시켜 얻어진 

발포체의 밀도, 기공도, 굽힘강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Figure 7은 이 Table 3의 조건으로 얻어진 발포체의 절단면 형상이다. 

발포체 시료들의 물성과 발포체의 절단면 형상이 서로 일치됨을 볼 

수 있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포석 조성의 경우 45%일 때보

다 전체 세라믹 중량 대비 10∼30%의 중량을 더 추가한 경우 예측될 

수 있는 바와 같이 휨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해포석의 섬유가 휨강도를 지탱할 인장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해포석함량의 증가는 진주암의 사용량을 제한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성이 뛰어난 진주암의 함량을 높여야 경

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겉보기밀도, 공극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해포석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굽힘강도는 커지겠으나 전체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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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 No.
Sepiolite

Aluminium 
Silicate fiber

Expanded 
Perlite

Water content 
in slurry

foaming
agent (DSS)

HPMC
Apparent 
density

Porosity
Bending 
strenth

wt% wt/ ceramic wt %   g/cm3 % N/cm2

31 45 40 15 400 2 1.5 0.1000 83.03 0.9634

32 45 (+10) 40 15 400 2 1.5 0.0785 86.41 1.8219

33 45 (+20) 40 15 400 2 1.5 0.0883 86.93 1.9745 

34 45 (+30) 40 15 400 2 1.5 0.0848 87.46 1.9062 

Table 3. Effect of Composition of Sepiolite on Physical Properties of Foamed Body

Samp No.
Sepiolite

Aluminium 
Silicate fiber

Expanded 
Perlite

Water content 
in slurry

foaming
agent (DSS)

HPMC
Apparent 
density

Porosity
Bending 
strenth

wt% wt/ ceramic wt %   g/cm3 % N/cm2

23 45 40 15 400 2 1.5 0.0865 88.80 0.8469 

29 45 40 15(+10) 400 2 1.5 0.1563 73.48 0.5298 

30 45 40 15(+20) 400 2 1.5 0.1347 77.15 0.4908 

Table 4. Effect of Amount of Expanded Perlite on Physical Properties of Foamed Body

Sample No.31 Sample No.32

Sample No.33 Sample No.34

Figure 7. Foamed bodies from foaming with various amount condition 
of sepiolite.

Sample No.23 Sample No.29 Sample No.30

Figure 8. Foamed bodies from foaming with various amount condition 
of expanded perlite. 

성의 측면에서는 10% 정도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5. 슬러지 복합체 중 팽창진주암이 발포에 미치는 영향

Table 4는 슬러지 복합체 중 팽창진주암의 함량이 발포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슬러리상 중 팽창진주암의 함량을 

15 wt% 기준으로 한 것과 이에 대해 10, 20 wt% 더 중량을 증가시킨 

다양한 조성의 슬러리 복합상을 열처리 개시 전 함수율 400% 조건으

로, Figure 3의 발포 공정에 따라 발포시켜 얻어진 발포체의 밀도, 기

공도, 굽힘강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Figure 8은 이 Table 4

의 조건으로 얻어진 발포체의 절단면 형상이다. 10%와 20%를 중량대

비 더 첨가한 결과 겉보기밀도는 2배 이상, 공극률은 10% 이상의 감

소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경량성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휨강도 또

한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Figure 8의 발포체 단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팽창진주암이 더 첨가될수록 재료 간의 결합력이 떨

어져 mm 단위 이상의 큰 기공들이 관찰된다. 팽창진주암 자체가 경

량성이 높은 세라믹 재료이지만 구형의 분말입자 형태로서 그 함량이 

증가 할수록 발포과정에서 기포를 잡아주고 팽창진주암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해포석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기포들이 열처리

과정에서 잘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와 팽창진주암의 함량이 많아질

수록 발포체의 형상과 기계적 특성은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팽창진주암이 15%인 경우 전체 재료의 실질적인 부피

의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와의 결합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팽창진주암의 함량은 15%가 최대의 함량으

로 판단된다. 

                   

4.6. 슬러지 복합체 중 규산알루미늄의 양이 발포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슬러지 복합체 중 규산알루미늄의 함량이 발포체의 물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슬러리상 중 규산알루미늄의 함

량을 40 wt% 기준으로 한 것과 이에 대해 10, 20 wt% 더 중량을 증가

시킨 다양한 조성의 슬러리 복합상을 열처리 개시 전 함수율 400% 조

건으로 Figure 3의 발포 공정에 따라 발포시켜 얻어진 발포체의 밀도, 

기공도, 굽힘강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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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 No.
Sepiolite

Aluminium 
Silicate fiber

Expanded 
Perlite

Water content 
in slurry

foaming
agent (DSS)

HPMC
Apparent 
density

Porosity
Bending 
strenth

wt% wt/ ceramic wt %   g/cm3 % N/cm2

23 45 40 15 400 2 1.5 0.0865 88.80 0.8469 

27 45 40 (+10) 15 400 2 1.5 0.1279 79.80 1.8635 

28 45 40 (+20) 15 400 2 1.5 0.1116 83.40 1.7586 

Table 5. Effect of Amount of Aluminosilicate on Physical Properties of Foamed Body

Figure 9. TGA for various inorganic materials and foamed body in this
study.

Figure 10. DSC for various inorganic materials and foamed body in 
this study.

Figure 11. Phenomena for temperature chang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foamed body in this study.

규산알루미늄의 함량이 증가되는 경우, 해포석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휨강도가 크게 증가되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밀도는 해포

석이 증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과는 달리 규산알루미늄의 함량

이 증가됨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는 해포석이나 규산알루미늄이 공히 섬유상의 형태이지만 발포과

정에서의 기여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즉 해포석은 섬유상이 치밀하게 

역어져 발포과정 중 기포의 배출이 억제되지만 규산알루미늄은 발포

시 기포배출의 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아 규산알루미늄의 증가는 

곧 발포체의 중량증가로 연결되어져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지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더욱 많아져 발포체의 굽힘강도

가 증가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 굽힘강도는 해포석의 증대로 얻

어질 수 있는바 규산알루미늄의 첨가량은 40 wt%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4.7. 제조된 발포체의 보온재로서의 물성

4.7.1. 열적 안정성  

Figures 9 및 10는 제조된 발포체의 열적 안정성 및 내화 안정성 등 

보온재로서의 시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조된 발열체를 대상으로 

열중량분석 및 시차열분석을 한 결과이다. Figure 9의 열중량분석

(TGA) 결과 650 ℃까지 약 5%의 무게 감소가 있었다. 특히 650∼ 

700 ℃ 사이에서 급격이 중량 감소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

의 DSC의 결과도 650 ℃ 부근에서 흡열과정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650 ℃ 부근에서 이러한 변화는 세라믹섬유 중에서 특히 해포석

의 경우 천연 광물로서 650 ℃를 넘기면 열분해를 통하여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급격한 성분의 분해반응으로 인하

여 부착수가 떨어져나가 급격한 무게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열적 안정성의 결과는 제조된 발열체가 기존의 석면 발

포체 만큼 고온에서 견딜 수 있으며, 공장지대나 600 ℃ 이하의 열이 

발생하는 스팀파이프 또는 탱크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4.7.2. 내화 안정성  

Figure 11은 제조된 단열재가 화재로부터 열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내화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포석 45%, 알루미늄실리케이트섬

유 40%, 팽창진주암 15% 성분비로 제조된 발포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단열재가 화재로부터 열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인한 것이다.

Figure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600 ℃의 열을 지속적

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내부의 열 변화를 측정한 결과 고온의 열이 시

료 내부로 전달되기까지 5 min 정도면 100 ℃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

되고, 그 이후부터는 100 ℃를 조금 상회하는 분위기로 약 35 min 지

속이 된다. 그 후 35 min 이후에는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약 

50 min이 경과 되었을 때 외부온도인 600 ℃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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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처음 5 min을 제외하면 약 30 min 정도 시료 내부의 

온도가 100 ℃ 조금 넘는 분위기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것은 발포로 인한 단열재 내부의 기공들로 인하여 단열재의 단

열 성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유기계 보온단열재의 장점인 경량성과 연질특성을 갖는 

무기계 보온재의 제조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무기질 발포체의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기질 섬유상인 해포석 및 규산알

루미늄으로 하여금 발포체의 골격을 유지토록 하고 저온에서 기체 발

생이 가능한 발포제를 사용하여 무기질 섬유상 골격체가 팽창되어 골

격체 내에 공동을 형성하게 하며, 이 형성된 공동 속에 낮은 열전도도

를 갖는 무기질 다포체인 팽창진주암이 채워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무기질 재료를 고온 용융함이 없이 저온에서 무기질 발포체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섬

유상인 해포석의 해섬처리과정, 발포를 위한 열처리공정 등 다양한 

준비공정이 필요하며 조성물의 최적 조건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음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1) 무기질 발포체의 제조를 함에 있어 무기질 물질의 용융점에 이

르지 않고서도 석면 등을 포함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발포체의 제

조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 해섬처리공정을 거친 해포석 섬유, 팽창진주암, 그리고 규산알루

미늄의 혼합한 슬러리를 발포시킨 결과 매우 효과적인 경량의 연질 

세라믹 발포체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작은 해포

석의 해섬 과정이었다.

3) 상기 무기발포체를 효과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열처리전 슬러지

의 조성은 기본 무기질 물질로서 해포석 45∼55%, 팽창진주암 15∼

25%, 규산알루미늄 35∼40%, 발포조제는 이들 슬러지 고형분 원료 

물질량에 대해 dioctyl sodium sulfosuccinate 2%가 적절한 양이며, 증

점제로 사용된 CMC의 양은 3%, 무엇보다도 물의 함량은 슬러지 고

형분 총량의 400%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나타났다.

4) 연질 경량의 세라믹 보온단열재의 제조를 위한 슬러지의 발포화 

열처리 공정은 먼저 50 ℃에서 150 ℃까지 25 ℃/h의 승온속도로 가

열하여 슬러리상 내의 수분이 증발되게 하고, 150 ℃에 이르면 4 h 

동안 일정온도에서 발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후 300 ℃까

지 50 ℃/h로 가열한 다음 이후 로냉하였다. 

5) 제조된 발포체는 겉보기 밀도, 내력강도, 굽힘강도, 고내열성 등

의 물성을 나타내므로 경량, 연질의 보온단열재로서 충분히 그 사용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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