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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폴리싱 타일 들뜸하자 방지를 위한

각 재료별 수축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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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research is in order to prevent the defects that occur when the polished tiles construction. For material 

to be used when the polishing tile construction, trying to evaluate the shrinkage characteristics whe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change. Depending on the material used for the shrinkage characteristics evaluation resul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nge values of the length of the drying shrinkage becomes larg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construction method with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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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계획

구분 내용 시험항목

대상재료

▪바탕모르타르

건조수축 길이변화
▪타일 접착제

▪A사(저사양)
▪A사(고사양)
▪B사(고사양)

▪폴리싱 타일

환경조건
▪온도 : 25 ℃, 습도 : 90 %
▪온도 : 20 ℃, 습도 : 60 %
▪온도 : 10 ℃, 습도 : 26 %

1. 서 론

건축 내장재로서 폴리싱 타일의 시공이 증가되고 있다. 폴리싱 타일은 기존의 타일에 비하여 흡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수성이 우수하고, 

외관이 미려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접착제의 종류 및 시공방법에 따라 하자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닥에 시공할 

경우 바탕모르타르, 접착제, 폴리싱 타일 상호간의 건조수축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폴리싱 타일의 들뜸하자 또는 발생응력에 따른 취약부의 

파손하자 발생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싱 타일 시공 시 사용되는 각 재료별 수축특성 평가를 통해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폴리싱 타일 시공 시 사용되는 각 재료별 수축특성 평가를 

위한 실험 계획은 표 1과 같다. 즉, 바탕모르타르, 타일접착

제, 폴리싱 타일에 대한 수축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타일 

접착제의 경우 제조사 및 사양별로 3수준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조건에 따른 수축 및 팽창 특성 평가를 

위하여 환경조건을 3수준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3.1 동일한 환경 조건에 따른 재료별 건조수축 특성

그림 1 및 2는 각 재료별 건조수축 길이변화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환경조건은 온도 20 ℃, 습도 60 %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 폴리싱 타일은 건조수축에 의한 길이변화 값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바탕모르타르의 경우 재령 62일에 약 1680 ㎛의 길이변화 

값을 나타내었다. 접착제 종류별로 살펴보면, A사 저사양 제품과 A사 고사양 제품의 경우 재령 27일에 약 1000 ㎛ 수준의 길이변화 값을 

나타낸 반면 B사 고사양 제품의 경우 약 2500 ㎛의 길이변화 값을 나타내었다. 즉, B사 고사양 제품의 경우 A사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령 초기에 급격한 수축응력이 발생됨에 따라 바탕 모르타르 및 폴리싱 타일과의 부착강도를 저하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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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폴리싱 타일 및 바탕모르타르의 건조수축 측정결과 그림 2. 접착제 종류별 건조수축 측정결과

3.2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른 재료별 건조수축 특성

그림 3~5는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각 재료별 수축/팽창 특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폴리싱 타일의 경우 온·습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바탕모르타르의 경우 온도 25 ℃, 습도 90 % 조건에서는 팽창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온·습도가 낮아짐에 따라 급격히 수축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접착제의 경우 A사 저사양 제품의 경우 바탕모르타르와 유사한 수축/팽창 특성을 

나타낸 반면, A사 고사양 제품 및 B사 고사양 제품은 온·습도 변화에 따른 거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사양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저사양의 접착제에 비해 보수율이 증가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3. 바탕모르타르의 건조수축 길이변화 그림 4. 접착제의 건조수축 측정결과 그림 5. 폴리싱타일의 건조수축 측정결과

4. 결 론

폴리싱 타일 시공 시 사용되는 각 재료별 수축특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폴리싱 타일의 경우 재료적/환경적 요인에 따른 수축/팽창이 미미한 

반면 바탕모르타르 및 접착제의 경우 재료적/환경적 요인에 따른 수축/팽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각 재료별로 

서로 다른 수축/팽창량으로 인해 바닥 폴리싱 타일 시공 시 들뜸 및 파손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컷팅 등의 방법을 통해 발생응력을 저하시키거나, 접착제 사양을 높여주는 방법 등을 통해 허용응력을 높여 주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방안의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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