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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발포유리는 단열성 및 난연성이 뛰어난 친환경적 무기소재로서 기

존의 유기단열재인 스티로폼을 대체할 재료로 지난 수십 년간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발포유리는 주원료가 유리이기 때문

에 유리자체의 장점에 기공의 특성을 부여한 단열재로서 단열효과와 

압축강도가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고온에서도 타지 않는 특

징이 있으므로 화재 시 유독 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없으므로 일반적

인 건축용 단열재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우수한 특성을 갖

는 발포유리는 기계적, 화학적, 열적 안정성이 스티로폼 보다 월등히 

좋으나,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 제조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크게 실

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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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유리 제조는 지난 80여 년 전부터 유리가루에 기포발생용 각종 

첨가제를 넣어 800 ℃ 이상의 고온에서 녹여 소결(sintering)시키는 방

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용융상태의 유리에 기체를 불어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그 후 최근까지 유리가루를 원료로 

하여 산화제나 분해제 역할을 함으로써 기포를 발생시키는 각종 무기, 

유기 첨가제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소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3]. 소결법은 첨가하는 각종 산화제를 가급적 저렴하고 효과가 큰 

물질로 대체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는데[4-6], 근본적으로 소결온도가 

800 ℃ 이상의 고온을 요구하므로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고 제조시간

이 길므로 스티로폼의 저렴한 가격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각종 유리재료를 이용한 발포유리에 관한 연구가 최근 10

년 전부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7-13] 역시 소결법

을 이용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경제성을 띠기 어려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폐기되고 있는 LCD용 폐유

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소결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제조법인 인덕션 가열법(induction heating method)을 

개발하여 발포유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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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폐유리의 친환경적 재사용을 목적으로 발포유리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덕션 가열
법’을 적용한 결과 제조온도를 300 ℃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며 고가의 각종 무기산화제를 첨가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폐유리가루, 물유리와 소량의 계면활성제와 기포안정제만을 사용하여 발포유리를 제조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의 실험
범위에서 확인한 최적의 조건은 유리가루 110 g, 물유리 80 g, 계면활성제 3 g과 안정제 0.2 g을 사용하여 특수 제작한 
철제용기(100 mm × 100 mm × 20 mm)를 이용하여 인덕션 가열장치에서 비등시켜 4 min간 가열 후 11 min 증발, 건조시킨 
경우, 제조한 발포유리의 이때 밀도는 0.85 g/cm3, 열전도도 0.052 W/hㆍK, 압축 강도도 50 kg/cm2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new method with low energy consumption was studied for the eco-friendly fab-
rication of foamed glasses from waste glasses. As a result, fabricating temperature can be reduced under 300 ℃ without using 
various expensive inorganic oxidants. The foamed glass can be fabricated at a proper mixing ratio of the waste glass powder, 
water glass, little surfactant and bubble stabilizer by induction heating method. In the experimental range, the assured optimal 
condition is 4 min heating on the induction machine with a steel-container (100 mm × 100 mm × 20 mm) and followed 
by evaporating and drying process for 11 min with 110 g of glass powder, 80 g of water glass, 3 g of surfactant and 0.2 
g of bubble stabilizer. When the foamed glass was fabricated at the optimal condition, the density of the glass was 0.85 
g/cm3 and the heat conduction was 0.052 W/hㆍK. In additio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glass was above 50 kg/cm2. 

Keywords: foamed glass, induction heating method, water glass, surfactant, stab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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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 가열법에 의한 발포유리 제조는 발포유리 내부에 기공을 형

성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액상 혼합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온

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화되어 기포를 형성하면서 외부로 배출되며, 

냉각되는 고형화 과정에서 binder에 의해 결합되는 방식으로써 소결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일반 가열법에 비해 인덕션 가열법

은 용기 내의 제조대상물질 전체를 위치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가열시

킬 수 있어 일반 가열법의 단점인 용기 하부 쪽에 상대적으로 기포가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인덕션 가열법은 제조온도

를 300 ℃ 이하로 낮출 수 있고, 고가의 각종 산화제도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2-3가지의 첨가제를 소량 사용하므로 향후 공해를 유

발할 수 있는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에 있어서 각종 원료의 배합 비, 제조온도와 제

조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조성이 일정한 LCD유리를 원료로 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CD용 유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

다석회 유리와는 조성 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Al2O3의 높은 

비율로 융점이 1100-1300 ℃에 이르는데 500 ℃ 정도의 소다회 유리

보다 매우 높으며 바로 이 특징이 소결법에 의한 LCD용 유리의 발포

유리화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1].

LCD 폐유리는 폐유리 가공 전문업체인 유정산업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으며 공급 시 완전히 세척한 후 200~250 mesh의 입자(평균 

12.8 µm) 분쇄 처리된 상태로 구입하였다. 

첨가제로는 유리 입자를 결합시키는 binder로서 액상 규산나트륨을 

사용하였다. 액상 규산나트륨은 일반적으로 ‘물유리’라고 부르는 물질

로서 한국산업규격 KS M 1415의 규격에 따라 국내업체인 신우소재

에서 생산된 제3종 제품으로서 그 조성 및 비중은 Table 2와 같다.

기포발생용 첨가제로 계면활성제는 (주)미원에서 만든 세제용 음이

온 계면활성제인 sodium laureth(3) sulfate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기포의 분산과 억제에 효과가 있는 안정제로써 다우코닝에서 생산

한 실리콘 계열의 안정제를 사용하였다. 

2.2. 실험장치 및 분석 장비

2.2.1. 실험장치

원료 혼합장치로는 servo motor형 auto stirrer를 사용하여 혼합하였

다. 장시간 혼합과정에서 입자간의 충돌로 인하여 유리 입자의 마모 

또는 부서짐 현상이 발생되어 균일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150 rpm의 회전수로 최대 3 min까지만 혼합하였다. 또한 발포유

리 제조용기(거푸집)는 가열용 인덕션 히터의 특성에 따라 철 성분을 

주원료로 한 합금으로 제작하였으며, 시료의 탈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바닥면과 뚜껑부분이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이때 시료의 크기를 가로, 세로 100 mm × 100 mm, 두께 20 mm로 

제조할 수 있도록 용기의 크기를 이보다 약간 크게 제작하였다. 가열 

및 건조에 사용되는 인덕션 히터는 국내 전문업체인 (주)디포전기에

서 생산한 BK26 모델(최대출력 : 2600 w, 출력조절 기능 : 9단계 선택

조절가능)을 사용하였다. 

2.2.2. 분석장치

밀도측정은 겉보기 밀도로서, 무게와 부피를 전자저울과 자로 측정

한 후 무게를 부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압축강도측정은 일본의 

Imada사에서 생산한 analog type의 Pull & Push Scale을 사용하여 제

작한 압축강도 측정기로서 측정 범위는 0~50 kg/cm2이다. 또한 열전

도도측정은 공인 기관인 호서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 의뢰하여 측정하

였으며, 자체 제작한 열전도도 장치[16]로 공인측정기관인 호서대학교

TIC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그에 대한 상대 값으로 활용하였다. 

표면 및 단면의 기공분포와 기공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SEM (Hitachi, Japan, S-4700)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2.3. 실험방법

예비실험의 결과[14]를 토대로 제조용기 내에서 과 발포되어 넘치지 

않으며 적절하게 팽창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폐유리, 물유리, 계면활성

제 및 안정제 성분의 혼합비를 변화시켜가면서 제조실험을 하였다. 또

한 반응온도 및 건조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제조된 발포유리의 상

태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발포유리 제조용기(거푸집) 내부

의 온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인덕션 가열장치의 단수를 

변화시키면서 각 단수에 대한 용기외부온도를 측정하였다[14,15].

온도에 따른 발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덕션 가열장치의 단수

를 3단∼7단으로 변화시켜가면서 발포시켰으며, 발포 후 충분한 건조

를 위해 각각 20 min간 이상 유지시켰다. 예비실험 결과, 약 17 min∼

20 min 정도의 시간 동안 가열시킬 경우, 끓으면서 기포가 형성되고, 

건조과정까지 진행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리성분 량에 따른 영향

예비실험에 따라 적절한 양으로 확인된 물유리 80 mL, 계면활성제 

3 mL 및 0.2 mL의 안정제로 유지한 상태에서 유리의 양을 110 g부터 

125 g까지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발포유리의 밀도, 열전도도 및 강도

SiO2 Al2O3 Na2O MgO P2O5 CaO Fe2O3 SrO BaO others

Waste LCD glass 53.2 17.4 0.017 0.221 0.025 16.4 0.084 10.6 1.55 0.504

Soda lime glass 70.1 1.90 15.4 0.89 - 9.44 0.57 - - 1.70

Table 1. Components of Waste LCD Glass and Ssoda Lime Glass (unit : %)

Component SiO2 Na2O Fe2O3 insoluble water density (g/cm3) 

% 28~30 9~10 0.03 Max 0.2 Max q.s 1.39

Table 2. Components and Density of Liquid Sodium Si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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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가루가 110 g에서 125 g로 상승할

수록 밀도는 0.85 g/cm3로부터 0.90 g/cm3로 증가하였다. 열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유리가루가 증가할수록 0.052 W/hㆍK에서 0.063 

W/hㆍK로 증가하였으며, 발포유리두께도 13.5 mm에서 15.3 mm로 증

가하였다. 참고로 발포시키기 전 액상원료의 두께는 110 g일 때 9.7 

mm, 125 g일 때 11.3 mm로서 발포 후 약 35%~40%의 부피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소성법의 타 연구자들의 결과와도 같은 추세로서 밀

도가 증가하면 열전도도가 커지는 일반적인 추세를 나타내었다[11,12]. 

또한 Figure 2는 Figure 1의 조건에서 제조한 발포유리를 사진으로 

찍어 나타낸 것으로써 유리가루 양이 증가할수록 기포의 크기가 작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물유리 량에 따른 영향 

유리가루를 110, 120, 125 g으로 각각 유지하고 물유리 80 mL, 계

면활성제 3 mL 및 0.2 mL의 안정제로 유지한 상태에서 물유리의 양

을 70 mL부터 100 mL까지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발포유리의 밀도, 열

전도도 및 강도에 대한 영향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리가루 양이 110 g에서 

125 g으로 증가하고, 물유리가 70 mL에서 100 mL로 증가할수록 발

포유리두께는 물유리양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밀도도 증가하

였고, 열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물유리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

로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물유리의 주성분이 유리와 마찬가지로서 

물유리의 양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ure 4에 위의 Figure 3의 조건에서 제조한 발포유리를 사진

으로 찍어 나타낸 것으로써 보는 바와 같이 물유리 양이 증가할수록

Figure 1.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mount of 
glass powder.

Figure 2. Pore dispersion of foamed glass at surface and interface 
(Amount of glass powder, No. 1 : 110 g, No. 2 : 115 g, No. 3 : 120 
g, No. 4 : 125 g).

Figure 3.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olume of 
water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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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번호가 커지는 방향), 기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리가루 양이 125 g인 경우에는 물유리가 증가할수록 표

면에 거의 기포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물유리 속에 10% 정도 포함된 주요성분인 Na2O가 발포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리가루를 120 g하고 물유리 60 mL에 

물 20 mL를 첨가하여 물유리의 Na2O 농도를 희석시킨 것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보았다. 이때 안정제는 사용하지 않고 계면활성제의 양을 0 

mL부터 3 mL까지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발포유리의 밀도, 열전도도 

및 두께에 대한 영향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면활성제가 0 mL에서 3 mL로 상승

할수록 밀도는 1.06로부터 0.89 g/cm3로 감소하였다. 열전도도는 밀도

와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가 감소할수록 0.069에서 0.062 W/hㆍK로 

감소하였으며, 발포유리두께는 이와는 반대로 11.3 mm에서 13.0 mm

로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물유리 원액 60 mL를 물 20 mL로 희석

시킨 물유리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의 밀도가 0.89 g/cm3로써 물유리 

원액 80 mL를 사용한 경우의 결과(Figure 3)와 같게 나왔는데 물유리 

속의 SiO2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Na2O와 같은 알카리 산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발포를 용이

하게 하여 밀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유

리의 망목구조에 첨가되는 수식이온 중 알카리 금속의 양이온(Na2O, 

K2O, CaO, MgO)의 산화물과 같이 알카리도가 큰 양이온이 망목구조

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발포효과를 크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LCD용 유리는 Na2O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는 유리로서 물유리속

의 Na2O가 발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은 앞의 조건에서 제조한 발포유리를 사진으로 찍어 나타

낸 것으로써 물유리에 물을 추가로 첨가한 실험의 결과는 다른 경우

와는 달리 발포표면과 단면에서 볼 때 표면 균열현상이 심하게 나타

나고, 발포가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기포가 잘 형성되지 않음을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3.3. 계면활성제 양에 따른 영향

유리가루를 110, 120, 125 g으로 각각 유지하고, 물유리의 농도를 

80 mL, 안정제를 0.2 mL로 고정한 상태에서 계면활성제의 양을 0 mL

로부터 4 mL까지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발포유리의 밀도, 열전도도 

및 두께에 대한 영향을 Figur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가루 110 g의 경우, 계면활성제가 

0 mL에서 4 mL로 증가할수록 밀도는 0.91로부터 0.84 g/cm3로 감소

하였다. 열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가 증가할수록 

0.058에서 0.052 W/hㆍK로 감소하였으며, 발포유리두께도 12.5 mm

에서 13.6 mm로 증가하였다.

유리가루 120 g의 경우 계면활성제가 0 mL에서 4 mL로 증가할수

록 밀도는 0.91로부터 0.89 g/cm3로 감소하였다. 열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가 증가할수록 0.078에서 0.064 W/hㆍK로 감

소하였으며, 발포유리두께도 13.8 mm에서 14.3 mm로 증가하였다.

또한 125 g의 경우 계면활성제가 1 mL에서 4 mL로 증가할수록 밀

도는 0.93로부터 0.86 g/cm3로 감소하였다. 열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

지로 계면활성제가 감소할수록 0.067에서 0.052 W/hㆍK로 감소하였

으며, 발포유리두께도 11.9 mm에서 15.3 mm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계면활성제 농도에서는 매우 급격한 발포가 이루어져 용기

(거푸집)를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험 조건에 적합지 않

Figure 4. Pore dispersion of foamed glass at surface and interface 
with 110 g (5-8), 120 g (9-12) and 125 g (13-16) glass powder.

Figure 5.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olume of 
water glass and surfactant.

Figure 6. Pore dispersion of foamed glass at surface and interface (17 
: no surfactant, 18 : 1% surfactant, 19 : 2% surfactant, 20 : 3%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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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Figure 8은 위 Figure 7의 조건에서 제조한 발포유리를 사

진으로 찍어 나타낸 것으로써 보는 바와 같이 계면활성제가 상승할수

록 기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계면활성제가 

유리 + 물유리 혼합액의 표면장력을 작게 만들어 기포의 형성을 쉽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유리가루 120 g, 물유리 80 g으로 하고 계면활성제와 안정

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는 Figure 9와 같이 발포가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표면에 큰 발포자국이 남는 현상이 일어났고 단열효과

가 감소되었다. 이때 밀도는 0.82 g/cm3이고, 열전도도는 0.07 W/hㆍ

K로서 계면활성제와 안정제로 조절해 주었을 경우보다 좋지 않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계면활성제와 안정제의 필요성을 갖

게 되었다.

3.4. 기포안정제 량에 따른 영향

유리가루를 110, 120, 125 g으로 고정하고 다른 성분들의 양은 예비

실험을 통해 적절한 농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포안정제의 양을 0 

mL로부터 0.4 mL까지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발포유리의 밀도, 열전도

도 및 두께에 대한 영향을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Figur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가루 양이 110 g인 경우 기포안

정제가 0 mL에서 0.4 mL로 상승할수록 밀도는 0.83로부터 0.91 g/cm3

로 증가하였다. 열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기포안정제가 증가할

수록 0.049에서 0.057 W/hㆍK로 증가하였으며, 발포유리두께도 13.8 

mm에서 12.5 mm로 감소하였다 .

유리가루 양이 120 g인 경우 기포안정제가 0 mL에서 0.4 mL로 상

승할수록 밀도는 0.78로부터 0.93 g/cm3로 증가하였다. 열전도도는 밀

도와 마찬가지로 기포안정제가 증가할수록 0.054에서 0.072 W/hㆍK로 

증가하였으며, 발포유리두께도 14.3 mm에서 13.3 mm로 감소하였다 . 

또한 유리가루 양을 125 g 고정하고 기포안정제를 0 mL에서 0.4 

mL로 증가시킬수록 밀도는 0.85로부터 0.91 g/cm3로 증가하였다. 열

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기포안정제가 증가할수록 0.057에서 

0.069 W/hㆍK로 하였으며, 발포유리두께도 15.5 mm에서 15.0 mm로 

감소하였다.

기포안정제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첨가되면 기포크기가 줄어드는데 

이 현상은 120 g보다 125 g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기포안정제가 기포

의 크기와 밀도 및 열전도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1은 Figure 10의 조건에서 제조한 발포유리를 사진으로 찍

어 나타낸 것으로써 보는 바와 같이 기포안정제가 증가할수록 기포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7.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urfactant 
volume.

Figure 8. Pore dispersion of foamed glass at surface and interface 
with 110 g (21-24), 120 g (25-28) and 125 g (29-32) glass powder.

Figure 9. Foamed glass fabricated without using surfactant and 
stab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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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반응온도가 발포유리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유리의 발포에 있어서 온도가 중요한 인자이다. 성분들의 양은 앞

의 실험들을 통해 확인한 최적의 상태의 조건으로 적절한 농도와 반

응시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발포유리의 

밀도, 열전도도 및 두께에 대한 영향을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반응

온도는 반응기의 안의 발포유리의 온도를 직접 재지 못하였는데 이를 

반응기 외부의 온도를 상하좌우의 온도로 나타냈으며 또한 반응 후 

즉시 용기를 개봉한 후의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온도조절은 반응기

의 조절단자로서 조절하였으며 9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3단에서 

7단까지 변화시켜 가며 20 min씩 실험하였다. Table 3에 각 단에서의 

온도를 나타내었다.

Power Scale (Watts) 3rd (850 W) 5th (1450 W) 7th (2030 W)

Temperature (℃)
(Heater, Bottom surface)

170 220 240

Temperature (℃)
(Heater, Top surface) 

180 230 280

Temperature (℃) 
(Heater, Planimetry surface)

270 340 370

Temperature (℃)
(Foamed glass, Top surface just reaction finished)

110 130 150

Table 3. Corresponding Temperature to the Variation of Power Scales of Induction Heater 

Figure 10.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ubble 
stabilizer volume.

Figure 11. Pore dispersion of foamed glass at surface and interface 
with 110 g (34-38) and 125 g (39-43) glass powder.

Figure 12.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ower scale 
(reac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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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온도가 3단에서 7단으로 상승할

수록 밀도는 1.13로부터 0.89 g/cm3로 감소하였다. 열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0.093에서 0.063 W/hㆍK로 감소

하였으며, 발포유리두께도 12.3에서 15.2 mm로 증가하였다. 특히 3단

의 경우 발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용기를 가득 메우지 못한 

채 쪼그라드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13은 Figure 12의 조건에서 제조한 발포유리를 사진으

로 찍어 나타낸 것으로써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범위에서 반응온도

가 상승할수록 기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6. 반응시간이 발포유리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유리의 발포에 있어서 시간 역시 발포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성분들의 양은 앞의 실험들을 통해 확인한 최적의 상태에서 예비실

험을 통해 확인한 발포가능 시간 범위의 시간대를 택하였는데, 7단으

로 유지하여 4 min 가열한 후 5단으로 1 min∼11 min까지 가열시간

을 변화시켰다. 제조한 발포유리의 밀도, 열전도도 및 두께에 대한 영

향을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Figur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온도와 시간을 7단에서 4 min 

가열하고 5단으로 출력을 낮추어 1 min∼11 min 가열하였을 경우, 반

응시간이 길수록 밀도는 1.26로부터 0.86 g/cm3로 감소하였다. 또한 

열전도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반응시간이 길수록 0.138에서 0.064 

W/hㆍK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발포유리두께는 11.4에서 14.5 mm

로 증가하였다. 

Figure 15에 반응시간변화에 따라 제조한 발포유리를 사진으로 찍

어 나타낸 것으로써 보는 바와 같이 반응시간이 상승할수록 기포의 

크기가 커지며,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

은 출력단수 7단에서는 발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5단에서 수분이 

증발하며 건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발포시간 뿐 아니

라 건조시간에 따라 기포의 형성 및 열전도도와 밀도의 특성이 영향

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여러 가지 실험들로부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제조한 전체 생성물에 대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전체 생성

물에서 50 kg/cm2 이상의 압축강도를 보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내력

이 요구되는 건축자재의 기준(40 kg/cm2)을 초과하는 강도를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3. Pore dispersion of foamed glass at surface and interface.

Number
Composition ＆ Condition

Glass
(g)

Water glass 
(mL)

Surfactant
(mL)

Stabilizer
(mL)

Temperature
& Reaction time

44 120 g 80 (mL) 3 (mL) 0.2 (mL) 3rd scale, 20 min

45 120 g 80 (mL) 3 (mL) 0.2 (mL) 5th scale, 20 min

46 120 g 80 (mL) 3 (mL) 0.2 (mL) 7th scale, 20 min

Figure 14.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action time.

Figure 15. Pore dispersion of foamed glass at surface and interface.

Number

Composition ＆ Reaction Condition

Glass 
(g)

Water   
glass (mL)

Surfactant
(mL)

Stabilizer
(mL)

Power scale ＆ 
Reaction time

47 120 g 80 (mL) 3 (mL) 0.2 (mL) 7th scale, 4 min and 
5th scale, 1 min

48 120 g 80 (mL) 3 (mL) 0.2 (mL)
7th scale, 4 min and 

5th scale, 6 min

49 120 g 80 (mL) 3 (mL) 0.2 (mL)  7th scale, 4 min and 
5th scale, 11 min

Figure 16. Shape of pores formed by boi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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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1∼3.6까지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인덕션 가열법에 

의한 발포유리 제조는 발포유리 내부에 기공을 형성시키는 방법에 있

어서 액상 혼합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화되어 외부로 배출되며 냉각되는 고형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포

를 활용하는 것, 즉 Binder에 의해 결합되는 방식으로써 소결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 첨가제인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물 분자와 계

면활성제 분자 간의 결합이 생겨 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

문에 기포가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기포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형성되는 기포를 가능한 한 작고 균일

하게 분포시켜 closed pore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SEM으로 확인한 바 Figure 16과 같이 유리입자들 간의 결합

에 의해 형성된 미세한 기공과 함께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된 발포에 

의한 기공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들이 대부분이 closed pore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서 물의 불침투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4. 결    론

인덕션 가열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조온도를 300 ℃ 이하로 낮출 수 있고, 고가의 각종 산화제도 

사용하지 않으며, 저렴하고 인체에 무해한 유리가루, 물유리와 소량의 

계면활성제와 기포안정제를 사용한 인덕션 가열법으로 발포유리를 

제조할 수 있었다.

2) 유리가루가 증가할수록 밀도가 증가하여 강도는 좋아지지만 열

전도율이 높아 단열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나타났으며, 물유리가 증가

할수록 밀도가 낮아지며 열전도율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시료의 강도

가 낮아 잘 부서지는 결함이 있었다. 또한 계면활성제가 증가할수록 

발포 성향이 강해져 기포 발생은 촉진되었으나 기포의 크기와 분포가 

고르지 않았고, 안정제가 증가할수록 발포 성향은 낮아지지만 기포의 

크기가 작아지고 고르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3) 본 실험의 실험범위에서 확인한 최적의 조건은 유리가루 110 g, 

물유리 80 g, 계면활성제 3 g과 안정제 0.2 g을 사용하여 인덕션 가열

장치 출력단수(반응온도) 7단에서 4 min, 5단에서 11 min 증발, 건조

시킨 경우였다. 이는 액상의 혼합원료가 끓기 시작하여 기공이 형성

되는 단계와 이후 충분한 건조단계를 거쳐야만 안정적으로 발포유리

가 제조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4) 최적의 조건으로 제조한 발포유리의 이때 밀도는 0.85 g/cm3, 열

전도도 0.052 W/h⋅k, 압축 강도도 50 kg/cm2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판 중인 단열재용 발포유리의 열전도도(0.06 

W/h⋅k)와 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동등 수준 내지 약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열재(열전도도 0.1 W/hㆍk 이하)

로의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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