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4:2 (2015) 256~262

http://dx.doi.org/10.7735/ksmte.2015.24.2.256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ISSN 2283-4846(Online) / ISSN 2233-6036(Print)

Technical Papers

친환경 황토타일 생산 제조시스템개발

한재호
a

, 김항우
a*

, 이연신
a

Development of Production System for Eco-friendly Ocher Tiles

Jae-Ho Han
a
, Hang-Woo Kim

a*
, Yeon-Shin Lee

a

a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SongWon University, 

73, Songam-ro, Nam-gu, Gwangju 504-742, Korea

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This study has an innovative improvement of the ocher tiles production system 

that aims to resolve social issue of industrial waste and to meet the customer 

needs for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 materials. By changing a wet type 

cutting method to a dry type of ocher tiles production system, the three processes 

such as cleaning, dehydration, and drying can be removed in existing overall 

process of 17 steps. Accordingly, the application of the wet type cutting method, 

which is proposed in this study, makes an increase in ocher tiles production from 

1,500 to 1,850 pieces per hour. In particular, industrial wastewater that was 

emerging as the biggest problem in environmental pollutants in the wet cutting 

method has been removed. In addition,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noise and 

dust from the operator side, while developing a device for the dry cutting method, 

are elimina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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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자인과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

내인테리어 분야는 다양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기능성과 미려함

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자재는 날로 진보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황토는 돌, 나무와 함께 바닥 및 벽체, 미장재료로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건축재료 중 하나로써, 황토를 뜻하는 Loess(Ocher)

는 독일어에서 비롯되었고, 느슨하게 교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1차 

점토인 Kaolin류의 표층이 산화 및 풍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실리

카 40~50%, 알루미나 20~30%, 석회 8%, 철분 5~6%, 산화마그

네슘 2%, 나트륨 2%, 칼륨 1.5%로 구성된다. 또한 높은 축열성, 

자정력, 탈취 및 항균성능,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방사 등의 장

점을 가진 대표적인 친환경 재료이다
[1-3]

. 또한 황토는 흡습효과 

및 공극이 전 체 부피의 절반에 달하는 벌집모양과 같은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우수한 통기성을 지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나
[4,5]

, 기존 벽돌 두께가 60~80 mm로 공기 통기성의 문제 및 고

압 압축성형에 따른 기공형성이 불충분한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점

을 개선하고자 기존제품을 20 mm 이하로 절단․가공된 황토타일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절단방식은 습식절단 

방식으로 고소음 및 절단시 발생되는 마찰열의 냉각을 위한 다량의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폐수 발생, 탈수 및 건조 과정에 의한 연료비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황토벽돌의 습식절단방식에 따른 문제

점들을 개선하고, 절단 및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식절단기를 

개발하여 습식 절단방식의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제조공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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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ment of the ocher tile manufacturing process Fig. 2 Cutting system configuration

2. 본 론

2.1 황토타일 제조공정 및 개발내용

2.1.1 황토타일 제조공정 개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

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제품인 황토타일의 수요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인 황토타일 생산공정은 원료배합, 원료분쇄, 숙성, 바

인더공급, 압출성형, 절단, 건조, 소성적재, 바인더회수, 소성, 타일

재료입고, 마쇄, 절단, 세척, 탈수, 건조 및 포장 등으로 전체공정이 

17개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대상공정은 하기 Fig. 1의 

좌측의 7개 공정으로 기존 절단과정에서 발생되는 고 소음, 분진 

및 폐수 다량발생 등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성 

저하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공정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습식절단방식의 핵심공정인 Fig. 1의 좌측 7단계 공정 중 

점선으로 표시된 4개의 공정인 절단공정(cutting process), 세척공

정(cleaning process), 탈수공정(dewatering) 및 건조공정(drying 

process)을 건식절단방식으로 개선하여 1개의 공정(dry cutting 

process)으로 단축하여 습식절단방식에서 발생되는 고 소음, 분진 

및 폐수 다량발생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황토타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2.1.2 분진처리 및 폐수처리 기술개발

습식절단 방식에서 건식 절단방식 적용시 발생되는 분진에 대해

서는 별도의 집진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집함과 동시에 절단과정에

서 발생되는 입자인 고운 황토 가루를 건축 마감을 위한 미장재료

로 재활용함과 동시에 습식 절단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진 폐수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2.1.3 에너지 절감

기존 습식절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타일 제품내 수분

침투는 제품의 강도를 현저히 저하시켜 현장에서 사용이 곤란함으

로 절단 공정 후 세척 및 탈수·건조공정을 통해 제품 표면의 습기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 건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료비용 과

다 발생 및 연소가스(매연발생) 등의 대기환경 오염이 발생하였으

나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어진 건식절단시스템은 절삭 시 발생되

는 열에 대한 냉각을 위하여 물을 사용하지 않아 건조공정이 불필

요하여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을 만들 수 있다.

2.1.4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기존 황토벽돌 제조 및 이를 원재료로 하는 황토타일 제조공정에

서 세척공정, 탈수공정 및 건조공정 등을 제거함으로써 17개의 전

체 공정에서 3개의 공정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공정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건식 절단방식 적용시 제품의 수분침

투 우려가 없어 제품의 강도 저하에 따른 파손 및 훼손 등을 방지 

할 수 있어 생산제품의 품질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시스템 설계

건식 절단시스템의 구성은 아래 Fig. 2와 같이 크게 절단부와 

공장외부의 집진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집진시설은 공장 외부로 

위치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장 내부의 활용도가 커지고, 

절단과정에서 발생되는 황토 분말가루(분진)의 공장 유입을 억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단부와 집진부의 연결은 유연 플렉시블 

관을 내부에 설치하여 편리성을 확보하고, 외부는 아연 도금 강관

을 사용함으로써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일정 수명을 보장할 수 있

는 구조로 설계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를 통하여 기존 습식절

단 방식의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제조공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2.2.1 메인프레임 설계

황토타일 생산제조시스템은 다음 Fig. 3과 같이 크게 메인프레

임, 컨베이어장치, 절단장치 및 외부로 통하는 집진연결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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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ust collector designFig. 3 Base frame design

구성되어있다. 메인프레임의 재질은 절단장치의 하중, 절단시 발생

되는 진동 및 컨베이어 길이를 고려하여 H-beam 재질을 선택하였

으며, 제품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절단장치 앞․뒤 컨베이어 윗면

에 가이드라인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다. 가이드라

인을 통해 일정규격의 벽돌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제품규격에 따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메인프레임의 끝단에는 컨베이어 벨트의 

장력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양쪽에 설치하여, 하중에 

따른 컨베이어 벨트의 장력을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절단장치의 구성은 X축 웜기어에 부착되어 좌·우 간격을 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제품 규격별 황토타일을 2개의 

AC모터를 이용 각각 조작부에서 제어 및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절단장치의 절삭날(cutter)은 베벨기어에 의해서 동력

을 전달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절삭날은 좌우 각각 3개를 설치

하여 1회에 8개의 제품이 생산 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또한 절삭날의 간격을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얇은 황토 타일도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모된 절삭날의 교체도 원

활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절삭날은 원통형 덮개에 의해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원통커버 상면에는 절단시 발생되는 먼지 등

을 흡입할 수 있는 원형통로를 구성하였다. 또한 절삭날 측면에는 

플랙시블형(flexible type) 집진 흡입구를 설치하여 절단 덮개에서 

미 흡입된 분진들을 2차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

고, 집진된 황토 분말들은 절단장치의 상면에 설치된 플렉시블형 

집진 흡입구를 통해 흡입한 후 건물 밖으로 운송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절단장치 및 집진장치의 컨트롤은 메인프레임의 황토벽돌 

투입구 쪽에 설치하여 재료를 투입하는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다.

2.2.2 집진장치 설계

집진기는 먼지 입자를 분리하는 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장치로써
[6]

 본 연구에서 집진장치는 크게 집진장치, 나선형 컨

베이어, 공기 배출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Fig. 4와 같이 외부에 

설치된 동력원을 이용하여 절단과정에서 발생된 황토분말을 집진

장치로 운송을 시켜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집진기 동력원 상부에는 

황토분말과 공기를 분리시켜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공기는 외부로 

방출되며, 분리된 황토분말은 나선형 스크류를 통해 집진장치 상부

로 이송하여 집진장치 내부에 설치된 선별장치에 의해서 이물질 

및 일정크기의 황토분말만 하부로 낙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절단과정에서 포집된 황토분말을 황토 미장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진장치의 메인 동력원은 시스템의 하

부에 위치하고 외부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 우천시 전기 누전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였으며, V벨트를 이용한 동력전달 결함시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황토분말을 이송시켜주는 나

선형 스크류의 동력원은 집진장치 상부에 설치하여 황토분말을 이

송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3 소음저감을 위한 커터선정

건식절단시스템의 핵심인 소음 저감을 위해 실험방법을 활용하

여 최적의 커터 구조 및 소재를 검토한 후 이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최종 커터를 선정하였다.

2.3.1 커터
[7,8]

 구조검토

황토타일 절단시 발생되는 열의 방출이 가능하고 컷팅 성능이 

우수한 구조와 내열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커터를 선정하기 위

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Table 1, 2와 3의 다양한 커터를 검토

하였다.

2.3.2 커터 수명 및 소음
[9]

 성능평가

상기 Table 1, 2와 3에서 언급된 커터들을 이용하여 황토타일 

절단시험 결과 시료 ①과 ⑥의 경우 소음은 낮으나 사용시간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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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Samples Life(hours) Noise(dB) Performance

① 22 89 양호

② 27 87 우수

③ 18 93 불량

④ 16 92 불량

⑤ 20 93 불량

⑥ 23 88 양호

Table 4 The test results of cutter life and noise

Fig. 5 Mainframe production process

No. of
Samples

Outer Dia.
(inch)

Tip 
Height(mm)

Thickness
(mm)

No. of Pitches
(ea)

① 11 30 2.5 24

② 11 30 2.5 21

③ 16 40 3.5 28

④ 16 40 3.5 No Pitches

⑤ 20 50 5.0 24

⑥ 20 50 5.0 No Pitches

Table 1 Cutter dimensions

 

No.
Steel
(Fe)

Cobalt
(Co)

Nickel
(Ni)

Tungsten
(W)

Copper
(Cu)

Molyb
-denum
(Mo)

Zinc
(Zn)

Carbon
(C)

Chrome
(Cr)

① 60% 5% 3% 2% 3% 5% 2% 15% 5%

② 70% 3% 5% 2% 5% - 5% 10% -

③ 60% 5% 3% 2% 3% 5% 2% 15% 5%

④ 70% 3% 5% 2% 5% - 5% 10% -

⑤ 60% 5% 3% 2% 3% 5% 2% 15% 5%

⑥ 70% 3% 5% 2% 5% - 5% 10% -

Table 2 Cutter compounds

No. Photo No. Photo No. Photo

① ② ③

④ ⑤ ⑥

Table 3 Cutter shapes

간 정도이며, 시료 ③, ④ 및 ⑤의 경우 사용시간이 짧고 소음도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료 ②의 커터 제품의 경우 수명이 가장 

길고 소음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기술개발에 적합한 

커터로 선정하였다.

2.4 건식절단기 제작

건식절단시스템의 제작은 기초설계와 최종설계에서 확정된 데이

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설계도구로서는 CATIA V5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실시하고 간섭체크 등을 

통한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 각종 제작도면을 완성하였다.

2.4.1 메인프레임 제작

메인프레임의 제작은 외부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완성하

는 방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Fig. 5와 같이 중앙부에는 

2개의 절단기가 위치할 수 있도록 상부에 H-beam이 설치되어 있

고, 절단시 발생되는 황토분진 및 이물질의 흡입 관로(main dust 

suction)가 위치되어 있다. 프레임 끝단에는 컨베이어 장력을 조정

할 수 있는 장치(conveyor belt tension adjusting unit)가 위치하

며, 그 옆으로 컨베어 벨트 내부 관찰 및 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홀(observation and tool slot)을 위치시켜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2.4.2 절단장치 제작

기존 습식절단시스템의 고 소음 발생, 분진 및 폐수 다량발생 등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식절단시

스템의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시스템의 밀폐와 분진의 효과적인 흡

입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시 발생할 수 있는 절삭날의 파손 또

는 절단과정에서 황토분말의 비산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분진의 흡입을 위해서 절삭날의 절반이상을 밀폐할 수 

있는 구조(Fig. 6)로 만들었으며 상면에 흡입할 수 있는 관로를 만

들어 효과적인 분진제거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절삭날 덮개 외부에는 나비너트를 사용하여 절삭날 교체 

및 내부 점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Fig. 7)하였고, 절단모터는 

상부 H-beam에 가이드라인을 설치 웜기어를 통해 좌·우 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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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ust collection equipment assembly

(a) (b)

(c) (d)

Fig. 6 3D cutter modeling for dry cutting M/C

Fig. 7 Cutting equipment assembly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서보모터를 통해 절단시 상·하 정밀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

였으며, 절단 공정시 모터 설치부의 강성이 부족하거나 진동으로 

인한 공구 채터링 형상이 발생하여 생산제품의 불량 또는 절단공구 

파손을 방지하고자 베벨기어박스는 플랜지 커플링을 이용하여 주

축 모터와 결합 하였으며, 박스 공간을 두고서 제작하여 충분한 윤

활유 공급으로 마찰열을 최소화하였다. 

2.4.3 집진장치 제작

집진장치의 제작은 Fig. 8과 같이 프레임은 사각 파이프를 이용

하여 제작하였으며, 황토분말의 밀폐를 위해 용접부 및 그외 공간

을 실링 처리하였으며, 아연도금 도색으로 외부 부식으로부터 설비

를 보호하였다. 집진장치의 메인 모터 및 벨트는 보호판을 설치하

여 안전을 생각하였으며, 특히 모터는 구동시 발생되는 열을 방열

하기 위해 밀폐형이 아닌 상면만 보호판을 설치하여 기능적인 면도 

고려하였다. 또한 흡입된 공기의 출구 및 황토분말의 여과 장치가 

있는 메인시설에 사다리를 각각 설치하고 시설 점검을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으며, 톤백(ton bag)을 집진기 하부에 설치하여 황토분말 

후처리의 편리성을 부여하여 부수적으로 생산된 황토분말의 재활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시스템 성능평가

3.1 소음평가

황토 타일의 건식 절단시스템의 작업환경 중 소음
[10-13]

 성능평

가에 있어 시험기준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55호
[14]

를 기준으로 측정

하였다. 소음측정은 지시소음계를 사용하여, 발생기간을 고려한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소음수준측정은 규정에 따

라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근접한 위치의 귀 높이에서 실시하

였다
[7]

.

또한 측정시간 및 횟수는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

치 변동이 없다고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등 

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 보건협회에 의뢰하여 10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Fig. 9는 황토타일 생산시 발생되는 소음 측정치를 나

타낸 것으로 세계최고수준이 Sassuolo(이태리)사가 개발한 기계로 

평균 130 dB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음측정 결과 평균 87.5 dB

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3.2 분진평가

황토타일 생산제조시스템의 성능평가 중 분진측정은 산업 안전

보건법 제39조 제2항 및 제42조
[15]

에 의거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장착한 후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10회에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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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oise measurements

Fig. 10 Dust measurements

측정을 하였다. 분진은 세계최고수준인 Sassuolo(이태리)사의 시

스템이 평균 3 mg/m
3
으로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Fig. 10과 같

이 평균 0.638 mg/m
3
로 세계수준 보다 분진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유통 절삭날 중 건식절삭이 가능한 제

품을 비교 분석하여 건식 절삭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을 채

택 적용하고, 에어건을 절삭날 상부에 설치하여 고압으로 분사하

여 절삭날을 냉각 함으로써 절삭저항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절단

조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주 분진 흡입구 및 보

조 흡입구를 절삭부 상․하부에 설치하여 분진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소음 및 작업장 내 비산 분진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의 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황토 

타일 생산제조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

과를 얻게 되었다.

(1) 황토 타일 제품생산시스템의 절단방식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함으로서 기존 17개의 전체공정 중 세척공정, 탈수공정 및 건

조공정 등 3개의 공정을 제거하여 전체 공정의 17.6 %를 단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용 습식절단장치(Brick 

Cutting Machine, A3/300 모델, 20마력) 대비 본 연구개발 성과

물인 건식절단장치를 활용함으로서 시간당 1,500개의 황토타일 생

산량을 최대 1,850개 까지 생산하여 23 %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

왔다. 

(2) 특히 습식 절단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환

경오염원인 폐수발생은 건식 절단방식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폐수 

발생이 없고, 기존 생산 제조과정상 제품의 절단면을 통한 수분침

투로 강도저하에 따른 황토타일 제품의 파손 또는 훼손 등의 문제

를 해소함으로서 품질향상 및 불량률 감소가 가능하였다.

(3) 또한, 습식절단방식에서 건식절단방식의 장치를 개발하면서 

작업자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소음과 분진에 대한 문제점은 

부가장치 개발을 통하여 해소하였다.

(4)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치들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시스템성

능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음평가 및 분진평가를 통하여 산업

안전 규정에 맞는 작업환경을 구현하여 본 연구의 유효성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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