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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

너지 절약은 물론, 보다 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때다. 이러한 관점에

서 ‘패시브 하우스’나 ‘에너지 제로 하우스’와 같은 에너지 절약 건축물과 여기에 필요한 고효율 단열

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어로젤은 기네스북에 가장 단열성이 높은 물질로 등재되어 있는 초경량 단열 소재이다. 에어로젤은 

거의 기체로만 구성되어 있어 고체보다는 기체의 열전도성을 지니며, 기공의 크기가 평균 공기의 움

직임 반경보다 적어 기체의 문제점인 대류에 의한 열확산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최고의 단열 성능

을 보이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에어로젤이 친환경 고효율 단열재로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국내외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친환경 고효율 에어로젤 
단열재 개발 동향 및 활용 전망
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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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어로젤의 제조 및 특성

일반적으로 에어로젤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입자가 떠 있는 ‘솔’이라는 용액에 특별

한 조건을 맞추어 주어 묵이나 젤라틴과 같은 ‘젤’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솔-젤 합성부터 시작한다. 

합성된 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체를 거의 수축 없이 제거하여 그 부분에 공기가 들어있는 초다공

성 고체를 에어로젤이라고 한다. 젤을 수축 없이 건조하는 방법은 쉽지 않는데 보통 고온, 고압의 초

임계 조건에서 건조하며 최근에는 특별히 표면을 처리하여 상압 조건에서 건조하는 기술이 개발되

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실리카 에어로젤이며 원료로는 실리콘알콕사이드나 물유리

가 이용된다. 원료 가격 면에서 보면 물유리가 당연히 유리하나 간단한 솔-젤 합성을 하는 알콕사이

드 공정에 비하여 추가적인 화학처리가 필요하고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환경 문

제를 포함하여 전체 공정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실리카 이외의 물질도 에어로

젤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며 특히 레소시놀-포름알데히드,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등을 이용한 다양

한 성분의 유기 에어로젤도 제조가 가능하다. 특히 유기 에어로젤은 탄화 과정을 거치면 탄소 에어로

젤이 되는데 이는 특별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지니므로 전극이나 캐패시터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

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에어로젤은 초경량 및 낮은 열전도도와 같은 특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방음성도 지니고 있어 건축 단

열재로서 특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강한 압축 강도에 비해 충격 강도가 매우 

약해 그 자체로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지체를 활용하거나 다른 성분과 복합화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 실리카 에어로젤은 투명성이 높은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므로 단열 채광창에 사용될 수 

있고 고분자 발포재와 같은 유기 단열재와는 달리 불연성이며 폐기시에도 무해하므로 친환경 물질이

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에어로젤의 특성을 요약하였다.

<에어로젤의	특성>

구분 물성 비고

열전도도 	0.02	W/m-K 기네스북	기록	보유

밀도 0.003	~	0.8	g/cm3 공기의	3배까지	가능

기공도 99.9%까지	가능

표면적 2000	m2/g까지	가능

형태 분말,	코팅,	모노리스 다양한	형태	가능

투명도 가시광,	적외선	영역	투명/반투명 실리카	에어로젤의	경우

음속 70	~	1300	m/s 유리	5000	~	6000	m/s

음향	임피던스 104	(kg/m2-s) 유리	107	(kg/m2-s)

환경친화성 불연,	폐기시	무해 실리카	에어로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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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로젤의 개발 및 활용 동향

에어로젤은 1930년대에 Samuel Kistler에 의해 무기염이나 물유리 등으로부터 최초로 합성되었으나 

그 이후 오랫동안 별다른 연구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1940년대에 Samuel Kistler가 에어로젤의 

물성에 대한 연구를 재개하였으며, Monsanto사에서 그의 제조법을 바탕으로 ‘Santocel’이라는 실리

카 에어로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사염화실리콘으로부터 저가의 흄드 실리카 생산 공정이 개발되면

서 이 에어로젤 생산 공정은 더 이상 경제성을 가질 수 없어 운전을 멈추고 말았다. 이때부터 시작된 

에어로젤의 높은 제조 가격 문제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아 에어로젤의 상용화를 막는 가장 큰 걸

림돌이 되고 있다. 물유리를 원료로 하는 합성법은 1962년에 프랑스 리옹대학의 Teichner 교수가 알

콕사이드 원료를 사용하면서 큰 진전을 보게 되었고, 이후 1980년대에 미국 국립연구소와 NASA를 

중심으로 에어로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상용화를 위한 원천 기술들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에너지성(DOE)의 자금 지원 하에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에어로젤 단열재의 상

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스웨덴의 Airglass사가 참여하고 독일, 프랑스, 스

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한 EU HILIT(Highly Insulating and LIght Transmitting 

aerogel glazing for windows)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에어로젤의 물성제어와 상용

화를 위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어로젤은 유리섬유보다 40배의 단열 효과를 가지며 고분자 발포재보다도 2배 이상의 낮은 열전도

도를 보인다. 덴마크기술대학에서 발표한 HILIT결과에 의하면 전형적인 덴마크 주택에서 아르곤을 

넣은 3중창보다도 투명 에어로젤 진공창을 이용하면 연간 1,200kWh, 19%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

고, 패시브 하우스라고 불리는 저에너지 주택에서도 연간 700kWh, 34%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투명	에어로젤	단열창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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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젤은 현재 본격적 상용화가 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나 단열재를 중심으로 특수 용도부터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 화성탐사선 Pathfinder의 화성표면 탐사장비 rover의 전자부품 단열장치에 사용된 

바 있고,  2018년 계획 중인 화성탐사 우주인의 우주복에도 18mm 정도의 에어로젤 층을 넣어 영하 

130도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가 된 바 있다. 우주, 항공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군사용으로도 에어로젤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BASF에서는 ‘Basogel’이라는 입자 또는 분말형의 실리카 에어로젤을 판매한 바 있으며, 

Hoechst에서는 ‘Nanogel’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저가의 에어로젤을 개발하였고, 1998년 캐봇

(Cabot)사가 그들의 기술을 활용한 상용화를 추진하여 현재 단열채광 시스템, 기체 및 오일 단열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Nanogel을 이용하여 Kalwall사가 스카이라이트(skylight)의 대규모 반투명 채광창을 뉴

햄프셔 몇 건물에 설치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른 기업들도 미국 및 유럽의 여러 곳에 에어로젤

을 이용한 반투명 단열 채광 시스템을 시공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Cabot사와 Fluor사

가 공동으로 LNG 파이프라인 단열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스펜 에

어로젤(Aspen Aerogels)사는 NASA와 공동으로 화이버형의 구조 내에 에어로젤이 함유된 초단

열 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하여 블랑켓(blanket)을 제품으로 출시하였으며 Exxon Mobil사와 함께 

화학공장의 파이프라인, 반응기, 용기 등의 단열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활용한 방한 용품

도 소개되고 있다. NanoPore사에서는 에어로젤을 이용한 진공단열패널(VIP: Vacuum Insulation 

Panel)인 NanoPoreTM 및 NanoCoolTM 냉장/냉동 시스템을 제품으로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미국 

Thermablok사는 에어로젤과 화이버를 복합화하여 밴드 형태로 만들어 열손실이 심한 문이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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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단열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판에 나서고 있다. 현재 에어로젤 상용화의 선두 주자는 미국의 캐봇사와 아

스펜 에어로젤사가 있으나 아직은 개발된 에어로젤 제품이 고가로서 그 자체로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봇사의	나노젤과	이를	이용한	에어로젤	스카이라이트	(미국)>

  

<아스펜	에어로젤사	에어로젤	블랑켓과	이를	이용한	파이프라인	단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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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열재와 에어로젤의 단열 성능을 비교해 보려면 주어진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

열재의 두께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다음의 표에 패시브 하우스에 필요한 열관류율 0.15 W/m2-K를 

달성하기 위한 단열재의 두께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면 높은 성능의 스치로폼을 사용하더라도 20 

cm 두께가 필요하나 에어로젤은 10cm 이하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제 높은 단열성이 요

구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단열성이 높은 소재를 이용하지 않고는 단열 두께로 인한 실내 공간의 심각

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 진공 단열 패널은 가장 단열성이 좋으나 고가이고 시공성이 낮으며 건축

물의 수명을 생각할 때 장기간 진공도의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공 패널의 경우

에도 내부에 에어로젤을 넣어두면 더 높은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펜 에

어로젤 블랑켓을 건축물 단열에 사용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열재의	성능	비교>

재질 열전도도 (W/m-K)
열관류율(U) 0.15 W/m2-K 

달성을 위한 두께 (cm)

콘크리트	B50 2.1 14	m

고체	벽돌 0.8 5.3	m

속이	빈	벽돌 0.4 2.7	m

나무 0.13 87

다공성	벽돌 0.11 73

짚 0.055 37

네오폴	(BASF	EPS	폼) 0.032 21.3

국내	EPS	폼 0.027	~	0.031 18.0	~	20.7

그라스울	(화이버그라스) 0.029	~	0.036 19.3	~	24.0

에어로젤	제품 0.012	~	0.015 8	~	10

진공	단열	패널	(VIP) 0.00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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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에서의 에어로젤 개발 및 활용 현황

<에어로젤의	단열성과	투명성	(KIST)>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서강대, 포항공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 에어로젤에 관한 기초 연

구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국내 두 정부출연연구소에서의 저가 에어로젤 생산 기술 개발 및 기업과의 상용

화 계획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세계적으로도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활용

을 위한 제품의 언급이 없이는 성공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아스펜 에어로젤사 제품의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에어로젤 코리아에서 블랑켓 형태의 에어로젤 제품을 제공하고 협력사에서 이를 가

공, 판매, 시공하여 울산, 여천 등지의 화학공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에어로젤애플리케이션그룹(주)에서 아스펜 에어로젤사의 블랑켓을 이용하여 사출기 단열 커

버 소재를 만들어 아미마켓 코리아가 에너밴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일부 시범 사례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에는 적용된 바 없고 에어로젤 스카이라이트도 적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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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용 보냉자재 및 고압가스용기 전문생산기업인 화인텍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분말 및 블랑켓 형태의 

에어로젤 시생산에 성공하고 양산 시스템을 갖췄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고 최근에도 몇 차례 에어로젤 적용과 관련한 보도는 있으나 계획이나 시제품 생산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5. 상용화를 위한 제언

에어로젤은 근본적으로 초다공성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계적 강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를 극복하고 어떤 형태로 고유의 높은 단열성을 유지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가 상용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 에어로젤의 제조나 지지체의 활용 등이 필요한데 현재 구할 수 있는 에어로젤의 물

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제품화를 위한 에어로젤 물성의 조절 연구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kg 당 $20~40 하는 에어로젤 분말 및 m2 당 $30~50 하는 에어로

젤 블랑켓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저가의 원료 사용, 상압 건조 공정의 활용, 공정 최적화, 대량 생산 등도 상

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기술적인 문제의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

지 않지만 제품화 목표를 뚜렷이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선은 특수한 

목적을 중심으로 에어로젤을 상용화하고 적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재 건축 분야에서 바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에어로젤 제품이 아직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활

용 가능한 제품의 장단점과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