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토벽돌의 기능
점토벽돌은 흙을 주원료로 고온 소성함으로써 기공이 서로 연
결된 개방형 기공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흡음, 단열, 탈취,
습도 조절 기능을 가진 숨쉬는 건축자재입니다.
기공률이란 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중에서 내부의 기공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말하고, 재료 전체에 대한 열린 기공의 비를 겉보기 기공률이라 하며, 열린 기공은 재
료의 표면에 생긴 유체의 침투를 받을 수 있는 기공을 말합니다.
점토벽돌은 황토, 고령토, 장석, 규사 등을 원료로 하여 1,200℃이상의 고온에서 생
산한 제품으로서 흙보다 안정적인 층상 구조로 음전환 능력이 있어 흙의 성질을 그대
로 유지하며 기공이 형성되고 기공의 형태는 기공이 서로 연결된 개방형 기공으로 형
성되어 있습니다.
점토벽돌은 시험결과서와 같이 겉보기 기공률이 2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층의 기공 구조로 친수성 분말 입도가 20~500mesh인 입자크기로 형성된 다공성 벽
돌로서
① 단열과 축열 성능이 뛰어나 20%이상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② 냄새 제거,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흡착하고 분해하여 새집증후군
해소에 탁월합니다.
③ 탁월한 통기성으로 집이 숨을 쉼에 따라 자연적인 습도조절로 곰팡이균 번식
억제와 항균효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④ 재료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반사음을 줄임은 물론
방음과 흡음에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⑤ 다공질 건축자재의 경우 압축강도와 흡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점토벽돌은
고온소성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됨으로써, 건축자재로서의 물성
과 기능성을 겸비한 환경 친화적 자재입니다.
대표적 건축자재는 점토벽돌, 석재, 타일, 콘크리트 벽돌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석재
나 타일 등은 기공이 작고 각각의 기공이 격리된 폐쇄성 기공 구조로 되어 있어 상기
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시멘트 제품은 기공은 많으나 스스로 양생하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과 도심 열섬현상을 배가 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탈취, 향균 기능보다 오히려 곰팡이균 번식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점토벽돌을 외벽 치장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내부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집이 숨을 쉬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 실내 또는 상점 내부에 인테리어 용도로 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표면만 점토벽돌과 유사
할 뿐 시멘트벽돌이 대부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