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5-0004356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C04B 14/0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04356

2005년01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3-0044512

(22) 출원일자 2003년07월02일

(71) 출원인 김종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7리 17-18 현대아파트 103동 1604호

권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44번지 삼성래미안 106동 1501호

최한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25번지

(72) 발명자 김종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7리 17-18 현대아파트 103동 1604호

권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44번지 삼성래미안 106동 1501호

최한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25번지

(74) 대리인 강현석

심사청구 : 있음

(54) 건축용 모르타르

요약

본 발명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야자 껍질을 탄화시킨 활성탄 미세 분말과 목탄 미세 분말을 혼합하여 건물의 미장공사

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멘트 독성을 해소하고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시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

며, 악취 및 곰팡이 등의 세균 증식을 억제시키는 다기능의 건축용 모르타르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시멘트와 건조된 

모래로 구성된 건축용 모르타르에 있어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시키고 시멘트의 독성을 흡착 제거하는 활성탄 

미세 분말과, 음이온을 방출시키고 전자파를 차단시키며 시멘트의 독성을 흡착 제거하는 목탄 미세 분말을 시멘트와 

건조된 모래에 섞어 모르타르로 구성한 특징이 있다.

색인어

활성탄 미세 분말, 목탄 미세 분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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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축용 모르타르(mortar)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활성탄 미세 분말과 목탄 미세 분말을 시멘트

와 건조된 모래에 섞어 모르타르를 제조함으로써, 항균성과 악취 제거성이 우수하여 건물의 미장된 벽면에서 악취 또

는 곰팡이 등의 세균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시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공기정

화 및 전자파 흡수 등의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축용 모르타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건물의 벽, 바닥의 마감공사에 사용된다. 모르타르를 반죽하여 벽이나 바닥에 바른 뒤 벽지 

또는 타일을 부착시켜 마감처리 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건조된 모래로 구성된 것이므로 시멘트가 양생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발산되어 

인체에 해를 주었다. 그리고 시멘트는 양생된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독성을 발산하므로 신축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야자 껍질을 탄화시킨 

활성탄 미세 분말과 목탄 미세 분말을 혼합하여 건물의 미장공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멘트 독성을 해소하고 인체

에 유익한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시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며, 악취 및 곰팡이 등의 세균 증식을 억제시키는 다

기능의 건축용 모르타르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시멘트와 건조된 모래로 구성된 건축용 모르타르에 있어서, 원적외선과 음이

온을 방출시키고 시멘트의 독성을 흡착 제거하는 활성탄 미세 분말과, 음이온을 방출시키고 전자파를 차단시키며 시

멘트의 독성을 흡착 제거하는 목탄 미세 분말을 시멘트와 건조된 모래에 섞어 모르타르로 구성한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모르타르는 야자 껍질을 탄화시킨 활성탄을 미세 분말로 만든 활성탄 미세 분말, 목탄 미세 분말, 시멘트 및

건조된 모래로 구성된다.

미세 분말로 만들어진 활성탄(Activated Carbon)은 탄소물질 또는 탄소를 함유한 이탄(Peat), 목재, 갈탄(Ligniet), 

역청탄(Bibuminous coal), 야자(Coconut) 등의 물질을 활성화시킨 것으로써 내부 표면적이 크고 흡착력이 매우 강한

무정형 탄소의 집합체이다.

활성탄의 탄소원자는 주위의 기체 혹은 액체 물질의 분자에 물리 화학적 친화력을 갖고 있다. 활성탄은 이러한 작용

을 기초하여 혼합물질 제거에 사용된다. 활성탄은 정수, 정제, 탈색, 탈취, 용제회수를 비롯하여 많은 공정에 널리 사

용된다.

이러한 활성탄 미세 분말은 미세 구멍(pore)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온에서

수증기 부활을 하기 때문에 흡착력이 좋고, 활성탄의 탄소원자는 주위의 기체 혹은 액체 물질의 분자에 물리 화학적 

친화력을 갖는다. 또한 용도와 성분에 따라 미세 구멍의 구조를 적합하게 생산하므로 흡착력이 크고 파쇄와 선별작업

으로 입도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

활성탄 미세 분말은 다공성이므로 흡착성이 우수하고 상,하수의 정화 및 유해가스를 흡착 제거해준다. 그리고 원적외

선과 음이온이 방출되므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전자파를 차단시키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값이 비싸므로 많을 량

을 투입하면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값이 저렴한 목탄을 미세 분말화 하여 첨가하였다. 목탄 미세 분말은 활성탄 미세 분

말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반면에, 독성을 흡착하는 기공이 작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목탄 미세 분말을 다량 투입하므

로 독성의 흡착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본 발명 모르타르의 혼합량은 야자 껍질을 탄화시킨 활성탄 미세 분말 1중량%, 목탄 미세 분말 15중량%, 시멘트 24

중량% 및 건조된 모래 60 중량%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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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활성탄 미세 분말, 목탄 미세 분말, 시멘트 및 건조된 모래는 잘 혼합된 뒤 일정 단위로 포장된다. 모르타르는 건

축 현장에서 물로 반죽한 뒤 이를 건물 벽이나 바닥에 바르면 된다.

모르타르가 양생되면 활성탄 미세 분말과 목탄 미세 분말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

출되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덜어준다.

그리고 시멘트의 독성을 흡착 제거하므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현상이 없으며, 곰팡이 등의 유해균 증식을 억제시

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모르타르에 포함된 활성탄 미세 분말과 목탄 미세 분말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되고 전자파를 차단시키므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활성탄 미세 분말과 목탄 미세 분말은 시멘트의 독성을 흡착 제거하고 곰팡이 등의 유해균 증식을 억제시키므

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가격이 저렴한 목탄 미세 분말이 다량으로 첨가되므로 모르타르

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멘트와 건조된 모래로 구성된 건축용 모르타르에 있어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시키고 시멘트의 독성을 흡착 제거하는 활성탄 미세 분말과,

음이온을 방출시키고 전자파를 차단시키며 시멘트의 독성을 흡착 제거하는 목탄 미세 분말을 시멘트와 건조된 모래

에 섞어 모르타르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용 모르타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모르타르의 혼합량은

활성탄 미세 분말 1중량%, 목탄 미세 분말 15중량%, 시멘트 24중량% 및 건조된 모래 60중량%로 구성되고,

활성탄 미세 분말은 야자 껍질을 탄화시킨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용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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