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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제작중인 광물 필터는 공기의 흡기를 통해 필터를 통과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광물
필터와의 흡착을 통해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광물 필터의 소재로서 원활한 공기의 흐름과 흡
착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일라이트를 볼 형태로 가공하여 사이즈별(1, 2, 3 cm)로 BET분석을 통해
공극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2, 3 cm 사이즈의 일라이트 볼을 물리흡착분석기(BET)를 통해 기공의
크기와 분포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흡탈착 시 각 사이즈 별 일라이트 볼의 기공 크기에 따른 기공
분포는 흡착 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각 사이즈 별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탈착 시
에도 각 사이즈 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흡착 시와 다르게 각 사이즈 별 값의 차이가 크며
그중 R=2cm 사이즈의 일라이트 볼이 두드러지게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서론

현대 들어 에너지 절감과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
축물이 밀폐화 되면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건
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 가스상 물질로 인
해 실내 공기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증세와 아토피, 피부 관련 질병 등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문 및 환풍구를 통
한 환기나 공기 청정기 또는 기계적 환기 시설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국 발 황사와 화석연
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자연 환
기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기청
정기와 기계적 환기 시설의 경우 초기 설치 시 고비용의
소모나 유지관리비로 인한 주기적인 관리 부족 또는 환
기 시설 자체의 오염 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공기질
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
율적인 실내오염물에 대한 저감기능을 개발하고 일라이
트를 활용한 광물 필터를 통한 오염물 제거효율을 증대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광물 필터 제작에 필요한 광물의
소재 도출을 하고자 일라이트 광물을 열처리하여 지름

1cm, 2cm, 3cm의 일라이트 볼을 제작하였다. 셰일이나
사암에서 카올라나이트,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상
광물과 더불어 가장 풍부한 점토 광물인 일라이트는 외
형상 엽편상을 보이며, 두 개의 사면체 레이어 사이에 한
개의 팔면체 레이어가 들어가 결합하는 2:1 구조를 기본
구조로 하며 백운모와 흡사하다. 열수성 광상모암의 변
질광물로서 산출 되며, 물속의 부유물을 흡착하고 대기
중의 중금속 등도 흡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제작중인 광물 필터는 공기의 흡기를 통해 필터를
통과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광물 필터와의 흡착을
통해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광물 필터의 소재로
서 원활한 공기의 흐름과 흡착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일라이트를 볼 형태로 가공하여 사이즈별로 BET분석을
통해 공극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물리흡착분석기를 통한 비표면적과 기공의 크기 및
분포 측정

광물 필터에 투입할 일라이트를 구 형태로 열처리
하여 각각의 사이즈(R=1cm, 2cm, 3cm)별로 일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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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제조.
‚ 3가지 사이즈의 일라이트 볼을 물리흡착분석기
(BET)를 통해 기공의 크기와 분포를 측정.
ƒ 측정 된 결과를 정리하여 각 측정 조건에서의 사이
즈 별 차이를 비교 분석.
„ 비교, 분석을 통해 광물 필터에 가장 효율적인 사이
즈의 일라이트 볼을 선별.

4. 사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과
제번호: 사회이슈해결-421, 초미세먼지(PM2.5) 제거
및 SBS(Sick Building Syndrome) 완화를 위한
Eco-Purification기술개발)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
행되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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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서는 흡착 시 각 사이즈 별 일라이트 볼의
기공 크기에 따른 기공 분포를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가지 사이즈의 일라이트 볼은 흡착
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각 사이즈 별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2에서와 같이 탈착
시 각 사이즈 별 일라이트 볼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흡착 시와 다르게 각 사이즈 별 값의 차이
가 크며 그중 R=2cm 사이즈의 일라이트 볼이 두드러지
게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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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흡착 시 광물필터 사이즈별 기공크기 분포

[그림 2] 탈착 시 광물필터 사이즈별 기공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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