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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study that surveyed and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producing loess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 from 2006 to 2011.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More than 70% of loess construction material manufacturers are distributed in the capital area.

Chungcheong-do and Gyeonggi-do are grown by about 20% on the annual average.

2) Shape of loess brick is possessed mostly by a rectangular parallelepiped. A hole shape, which has 1~5 holes

among these things, is possessing a majority.

3) It was indicated to be 42 days as material age for the compressive strength, to be about 2.7Mpa for both

extrusion and compression, and to be about 30% for absorptance.

4) Among the whole loess material manufacturers, it accounts for 87 for loess brick 66% for loess mortar and

more than 39% for loess paint, but within 10%∼15% for other loess products.

5) The main specifications of loess brick are 300×150×150, 300×150×100, 300×200×150, 300×150×200 in order of

the output of 74kinds of loess bricks.

6) In order to improve the strength of building materials, mortar and concrete used loess, it is necessary to

examine closely about the effect of ceramic binder and cement on loes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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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최근 들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친환경 건축재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자재가 경쟁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황토건자재에

대한 관심과 이용 및 개발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어

져 왔고 점점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황토는 매장

자원량 면에서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급이 용이하며 원

적외선을 방출하고 미생물의 작용과 정화작용, 온도와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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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조절, 탈취기능, 단열 등의 기능이 있어 환경오염,

새집증후군, 아토피와 천식 등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친환

경 및 건강재료로써 사용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황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재료로서

그 우수성이 인정된 재료이기는 하나 황토건자재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

부분 제품이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에 의해 무질서

하게 개발되어 생산되고 있다 보니 황토건자재 제품의

특성과 품질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부족한 생태에서 공

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연

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황토

건자재 제품의 종류, 제품별 형상과 규격의 종류, 이용 및

생산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황토건자재

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의 건강 건

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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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06년 2008년 2011년

개수 % 개수 % 개수 %

서울특별시 6 15.0 10 14.3 9 12.2

경기도 5 12.5 13 18.6 22 29.7

강원도 2 5.0 4 5.7 4 5.4

전라도 3 7.5 8 11.4 4 5.4

경상도 11 27.5 12 17.1 9 12.2

충청도 7 17.5 14 20.0 23 31.1

부산광역시 1 2.5 2 2.9 0 0.0

대전광역시 1 2.5 0 0.0 1 1.4

인천광역시 1 2.5 1 1.4 1 1.4

대구광역시 3 7.5 5 7.1 1 1.4

울산광역시 0 0.0 1 1.4 0 0.0

광주광역시 1 2.5 0 0.0 0 0.0

합계 40 100 70 100 74 100

표 1-2. 지역별 연도별 황토 건자재 생산업체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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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연도별 황토 건자재 생산업체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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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도권 황토이용 건자재 생산업체 수

명칭 주최자
참석 및

조사빈도
조사방법

경향하우

징페어
경향신문

2006,

2007~2008,

2009~2011

․전시제품조사

․자재메뉴얼조사

․홈페이지방문조사

․업체방문조사

MBC건

축박람회

MBC방송

(주)
상동 상동

SBS건축

박람회

SBS방송

(주)
상동 상동

표 1-1. 건축박람회명칭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국내에서 황토 건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

세한 소규모 업체들인데다 황토건축자재에 대한 KS규격

이 아직 재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통계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업체에 대한 정보와 이들이 생산

하는 제품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국내에서 매년 개

최되고 있는 건축박람회장에 참석하여 황토건자재 생산

업체 부스의 방문을 통하여 전시제품의 직접조사, 박람회

장에서 입수한 생산업체의 제품 카달로그와 가이드북 및

검색을 통해 조사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하여 전량 조사

하는 방법을 주로 하였고, 직접 현장과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 업체수는 2006년 40개,

2007~2008년 70개, 2009∼2011년 74개 이며 조사된 건축

박람회 명칭과 조사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제품의 규격종류별 생산량 현황은 그 종류에

대한 생산 업체수 및 제품수로 판단하기로 하며 한 제품

의 규격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관계로 상위 6개에 대해

분석하였다.

2. 황토 건자재 생산 현황조사

2.1 생산 업체

2011년 조사된 황토 건자재 생산업체는 총 74개로 조

사되었고 이들 업체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2, 그림 1과 같다. 조사된 총 74개

업체 중에 충청도가 23개로 31.1%, 경기도는 22개로

29.7%, 서울시와 경상도는 각각 9개로 12.2%, 그리고 전

라도와 강원도가 각각 4개로 5.4%씩 분포되어 있는데 서

울 경기와 함께 서울에 가까운 충청 강원 지역을 포함하

여 수도권에 약 80%가 분포되어 있다. 2008년도 조사 황

토 건자재 생산업체수는 총 70개 이고 이 중에서 충청도

가 14개 업체로 20.0%, 경기도가 13개 업체로 18.6%, 경

상도가 12개로 17.1%, 서울시가 10개로 14.3%, 전라도가

8개 업체로 11.4%, 대구광역시가 5개 업체로 7.1%, 강원

도가 4개 업체로 5.7%가 분포되어 있는데 6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생산업체가 40개이고, 경상

도가 11개로 27.5%, 충청도가 7개로 17.5%, 서울시가 6개

로 15.0%, 경기도가 5개로 12.5%, 대구시와 전라도가 각

각 3개로 7.5%, 강원도가 2개로 5.0%씩인데 수도권에

55.0%가 분포되어 있다.

그림2는 수도권 황토이용 건자재 생산업체수 추이인데

2006년 전체 황토건자재 생산업체 40개중 22개, 2008년은

전체 70개중 42개, 2011년은 전체 74개중 60개로 나타나

2006년 이후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매

년 6~10개의 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토를 이용한 건자재의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조창희・김진관・이병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2, No. 3  2012. 06 109

0 5 10 15 20 25 30

300×200×150

300×150×200

300×150×150

300×150×100

200×100×150

190×90×57

2011년

2008년

2006년

그림 5. 황토 벽돌의 규격 종류별 생산현황

명칭 종류 2011년 2008년 2006년

A 직육면체충전형 20 17 14

B 직육면체홀형 32 30 22

C 둥근모서리홀형 14 13 7

D 코너형 11 9 5

E 아치형 3 3 1

F 직육면체무늬형 5 2 1

표 3. 황토 벽돌의 형상종류별 생산업체수현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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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토벽돌의 생산업체 수

규격 2011년 2008년 2006년

300×200×150 10 9 3

300×150×200 5 5 1

300×150×150 23 22 18

300×150×100 14 13 11

200×100×150 7 6 0

190×90×57 5 5 3

2.2 황토 벽돌

2.1.1 종류와 생산현황

황토벽돌의 업체수 조사결과는 그림3과 같다. 2011년도

에는 74개 업체 중에서 65개 업체(87.8%), 2008년도에는

70개 업체 중 61개 업체(87.1%), 2006년도에는 40개 업체

중 35개 업체(87.5%)에서 황토 벽돌을 생산하거나 생산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

고 있는 전체 벽돌 중에 규격과 형상을 달리 하는 벽돌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74가지나 되며 용도까지 감안

하면 그 수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황

토 벽돌의 74가지 종류 중에서 그 일부인 20개 형상 종

류를 발췌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황토 벽돌의 종류와 형상 (74종 중에 20개 발췌)

표 2. 황토 벽돌의 규격 종류별 생산현황(개)

이들 중에서 생산량이 많은 상위 6개의 대표적인 규격

의 연도별 생산업체수 현황의 조사 결과는 표 2 및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상위 6개 규격 중에는 300×150×150 규격을 2011년 현

재 23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고 2008년 22개 업체, 2006년

18개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장 생산 빈도가

높고, 300×150×100 규격은 2011년 현재 14개 업체, 2008

년 13개 업체, 2006년 11개 업체로 두번째로 생산 빈도가

높다. 그 다음으로 생산 빈도가 높은 벽돌규격들의순서는

300×150×150,200×100×150, 300×150×200, 190×90×57의 순

이며 모두 2006년 이후에 생산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생산 빈도는 제품의 형상, 중량, 편리성,

경제성 등이 감안되어 시장수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황토 벽돌 제품의 명칭은 65개 전체 생산업체에서 황

토 벽돌로 명명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블록 제품에서는

일반적으로 5가지 형태로 Hollow load-bearing concrete

block, Solid load-bearing concrete block, Hollow

non-loadbearing concrete block, concrete building tile,

concrete brick 등이 있는데 생산제품 중에서 190×90×57

만 벽돌에 해당하고 그 외 대부분의 제품들의 명칭은 형

태상으로 보면 황토 블록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제품의 형상 종류 중에 생산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6

가지 종류에 대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생산현황은

표 3 및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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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011년 2008년 2006년

13kg/포 1 1 0

20kg/포 5 6 2

25kg/포 37 34 27

30kg/포 3 3 1

40kg/포 2 1 2

1ton 3 2 3

표 5. 황토 모르터의 규격 종류별 생산현황

시험체

명

압축강도

(MPa)

절건밀도

(g/cm3)

흡수율

(%)
비고

J 2.68 1.97 29.5
재령42일

기중양생

H 2.73 1.96 33.4 증기양생

표 4. 황토벽돌의 물리적 성질 및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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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황토벽돌형상 종류와 년도별 생산업체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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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황토 모르터의 생산업체수

직육면체 홀형이 2006년 22개, 2008년 30개, 2011년 32

개 업체로 생산업체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육면체

충전형이 많은데 2006년 14개, 2008년 17개, 2011년 20개

업체이며, 세 번째로 생산업체수가 많은 것은 직육면체

둥근모서리 홀형 인데 2006년에 7개, 2008년에 13개,

2011년에 14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코

너형벽돌, 아치형벽돌, 무뉘형벽돌이 뒤를 있고 있는데

생산빈도가 높은 상위 6개의 종류 모두 생산업체수가 증

가하고 있다.

2.1.2 황토벽돌의 품질

황토제품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생

황토벽돌의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일부 생산업체

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실

험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사용재료

생산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자동화 방식으로 생산되는

직육면체형 벽돌 2종을 선정하여 각 5개씩 채취하였다.

한 종류는 경남 사천시의 J사의 것으로 300×150×150

규격에 생황토와 물을 배합하여 압출식으로 생산하여 42

일간 기중양생한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경남 사천시의

H사의 제품으로 300×200×100 규격에 생황토, 활성화 황

토, 폐각석회를 배합하여 압착식으로 생산하여 증기양생

한 것이다.

(2) 시험방법

압축강도는 KS 시멘트블록 압축강도 시험규격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사용장비는 UTM을 사용하였다.

(3) 시험결과

시험결과 물리적 성질 및 압축강도는 표4와 같다.

생황토를 사용한 압출식 제작에 42일간 기중양생한 제

품은 압축강도 2.68MPa, 흡수율 29.5%, 절건밀도 1.97g/

cm3이었고, 생황토, 활성화 황토, 폐각석회를 배합하여 압

착식으로 제작하여 증기양생한 제품은 압축강도 27.3MPa,

흡수율 33.4%, 절건밀도 1.96g/cm3으로 나타났다.

2.1.3 결합재와 황토벽돌

황토건자재 생산업체 중 일부 업체는 황토에다 무기질

결합재, 시멘트복합체등을 사용하여 일반 생황토 제품의

강도보다 월등히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충북제

천의 C사, 경남 진주시의 O사 등과 같이 콘크리트 벽돌

의 KS강도기준 8.0Mpa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

는 업체도 조사되었다.

2.3 황토 모르터

2.3.1 종류와 생산현황

황토모르터 제품별 생산업체수 조사결과는 표5 및 그

림 7과 같다.

2011년도에는 74개 전체 황토건자재 업체 중에서 51개

업체(68.9%), 2008년도에는 70개 업체 중 47개 업체

(67.14%), 2006년도에는 40개 업체 중 35개 업체(87.5%)

에서 황토 모르터를 생산하고 있다. 2011년도 황토 모르

터 규격은 13kg, 20kg, 25kg, 30kg, 40kg, 1ton, 16ℓ, 18

ℓ 등으로 다양하며 생산빈도가 높은 상위 6개의 대표적

인 규격의 연도별 생산업체수는 표 5 및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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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황토 모르터의 규격 종류별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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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황토 페인트의 규격 종류별 생산현황

황토 페인트 생산규격 2011년 2008년 2006년

액상형

1ℓ 3 3 0

10ℓ 6 4 4

18ℓ 19 16 8

20ℓ 2 2 3

분말형

20kg 5 3 2

25kg 3 2 6

표 6. 황토 페인트의 규격 종류별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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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황토 페인트의 생산업체수(개)

상위 6개 규격은 25kg가 2011년 현재 37개 업체

(72.5%)가 있고, 2008년 34개 업체(72.3%), 2006년 27개

업체(77.1%)로 가장 생산 빈도가 높은 주생산품으로 2006

년도 이후 현재까지 증가 추세이다.

20kg는 2011년 현재 5개 업체, 2008년 6개 업체, 2006

년 2개 업체로 그 다음으로 생산 빈도가 높다. 그 다음의

생산 빈도가 높은 순은 30kg와 1ton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5kg 규격 외에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제품

의 수가 증가되지 않고 있다.

2.3.2 재료의 구성

제품은 황토와 잔골재, 시멘트와 무기질 결합재 등의

결합재로 구성된 드라이 모르터 포장으로 주로 생산되고

있었고 업체 보유 자료에는 결합재에 대해 자세히 기술

되어 있지 않은데다 자료제공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

확한 조사는 어려웠다.

높은 강도의 황토모르터 제품을 제조할 경우는 시멘트와

무기질 결합재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황토 페인트

황토페인트의 생산업체 현황은 그림 9와 같다. 2011년

도에는 74개 전체 황토건자재 생산업체 중에서 29개 업

체(39.0%), 2008년도에는 70개 업체 중 24개 업체(34.0%),

2006년도에는 40개 업체 중 13개 업체(32.5%)에서 황토

페인트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에는 총 29개 업체에서 43개의 제품을 생산하

고 있으며, 전체 황토 페인트 규격의 종류로는 액상형은

총 32가지 종류로 1ℓ, 9ℓ, 10ℓ, 16ℓ, 18ℓ, 20ℓ 등 이

고, 분말형은 총 11개 종류로 8kg, 10kg, 20kg 25kg 등으

로 포장 판매되고 있다. 생산 빈도가 높은 상위 6개의 대

표적인 규격의 연도별 생산업체 수 현황은 표 6 및 그림

10과 같다.

18ℓ 액상형이 2011년 현재 19개 업체(65.5%), 2008년

16개 업체(66.6%), 2006년 8개 업체(61.5%)로 가장 생산

빈도가 높다.

그 다음으로는 10ℓ 액상형이 2011년 현재 6개 업체

(20.7%), 2008년 4개 업체(16.6%), 2006년 4개 업체

(30.7%)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세번째로 생산 빈도가 높은

것은 분말형 20kg인데 이것은 분말형 중에서는 가장 생

산 빈도가 높다. 이상의 3품목들은 모두 2006년 이후 현

재까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순으

로 생산 빈도가 높은 것은 분말형 25kg, 액상형 1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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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보드의 가로 규격 2011년 2008년

900mm 5 2

600mm 2 2

400mm 4 4

300mm 8 6

200mm 4 2

150mm 4 3

표 7. 황토 보드 가로규격별 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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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황토 퍼티의 규격 종류별 생산제품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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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황토 타일의 생산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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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황토 보드의 생산업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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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황토 보드 가로규격별 생산제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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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황토 보드의 생산업체수 현황

황토 퍼티

생산규격
2011년 2008년 2006년

분말형

25kg 13 10 2

20kg 6 7 0

17kg 1 1 3

10kg 3 3 0

액상형 18ℓ 4 4 2

표 8. 황토 퍼티의 규격 종류별 생산제품수 현황

2.5 황토 보드

황토보드의 생산업체 현황은 그림 11과 같다. 2011년도

에는 74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14.9%), 2008년도에는

70개 업체 중 10개 업체(14.3%)에서 황토 보드를 생산하

고 있다.

황토보드는 100×200의 작은 규격에서부터 900×2400의

큰 규격까지 다양한 규격이 생산되고 있으며 두께는 대

체적으로 4mm, 6mm, 8mm, 10mm로 생산되고 있다.

황토보드를 가로길이 규격으로 분류하면 표7 및 그림

12와 같다. 150mm에서 900mm까지 다양한데 그 중에서

300mm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900mm가 많은데 둘다

증가 추세이다.

2.6 황토 퍼티

황토퍼티의 생산업체수 현황은 그림 13과 같다. 2011년

도에는 74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13.5%), 2008년도에

는 70개 업체 중 6개 업체(8.8%), 2006년도에는 40개 업

체 중 8개 업체(20.0%)에서 황토 퍼티를 생산하고 있다.

규격의 종류와 연도별 생산업체수 현황은 표 8 및 그림

14와 같다. 분말형 4종과 액상형 1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분말형 25kg 규격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2011년

현재 13개, 2008년 10개, 2006년 2개 업체에서 제품이 생

산되고 있고, 2006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그 다음 순으

로 분말형 20kg, 액상형 18L, 분말형 10kg의 순으로 생산

되고 있다.

2.7 황토 타일

황토타일의 생산업체수 현황은 그림 15와 같다. 2011년

도에는 74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9.46%), 2008년도에는

70개 업체 중 7개 업체(10.0%)로 조사되었다.

황토 타일의 제조법에 의해 재질은 생황토 타일과 소성

황토 타일이 있다. 2011년 현재 전체 7개 업체 중에 생황

토 타일은 5개 업체, 소성 황토 타일은 2개 업체에서 생

산되며 황토 타일의 규격은 표 9와 같다.



황토를 이용한 건자재의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조창희・김진관・이병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2, No. 3  2012. 06 113

홈형 판재형

그림 17. 난방용 황토바닥재

규격 (mm×mm×mm) 타입

800×125×60 판재형

300×200×70 판재형

230×200×20 홈형

300×200×10 판재형

200×150×10 판재형

300×200×70 홈형

230×220×70 판재형

표 10. 2011년 황토 바닥재 생산규격 현황

생산업체명 규격 타입

G 250×250×12 소성 황토

S
300×200×10 생황토

300×200×12 생황토

A 240×340×10 생황토

H 300×200×6 소성 황토

K 375×280×17.5 생황토

C
400×400×17.5 생황토

400×220×30 생황토

S
200×150×10 생황토

300×200×6 생황토

표 9. 황토 타일의 규격과 재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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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황토 바닥재 생산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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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의 길이는 200∼400mm, 폭은 150∼400mm, 두께는

6∼30mm 범위이다. 7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규격의 수는

10개이며 4개 업체에서 300×200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 빈도가 가장 높다.

2.8 황토 바닥재

황토난방용바닥재 생산 업체수 현황은 그림 16과 같다.

2011년도에는 74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8.5%), 2008년

도에는 70개 업체 중 6개 업체(8.8%), 2006년도에는 40개

업체 중 6개 업체(17.5%)에서 황토 바닥재를 생산하고 있

다. 2011년도 전체 황토 바닥재는 6개 업체에서 총 7개

규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두께 10mm에서부터 70mm까

지 다양하고 길이×폭은 300×200 이 3개로 가장 많이 생

산되고 있다. 2011년 현재 황토 바닥재의 생산업체별 규

격 현황은 표 10과 같다. 또한 엑셀파이프의 시공이 용이

하도록 홈이 있는 홈형과 홈이 없는 판재형 두가지의 형

태로 생산되고 있으며, 바닥재의 형태는 그림 17과 같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황토 바닥재’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모두 난방배관을 위한 것이므로 황토 난방용바닥재 또는

황토 난방용 블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2.9 황토 보도블록

황토 보도블록의 생산업체수 현황은 그림 18과 같다.

2011년도에는 74개 전체 황토 건자재 생산 업체 중에서

4개 업체(5.4%), 2008년도에는 70개 업체 중 3개 업체

(4.3%), 2006년도에는 40개 업체 중 3개 업체(7.5%)에서

황토 보도블록을 생산하고 있다. 전체 황토 보도블록은

총 9개의 모두 다른 규격의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규격의 치수를 보면 길이는 220∼390mm, 폭은 110∼

250mm, 두께는 60∼150mm의 범위이다. 조사된 제품의

용도는 모두 보도 및 차도용인데 조사된 대부분의 업체

에서 황토 블록이라 부르고 있다. 명칭을 황토 보도블록

으로 변경하여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8. 황토보도 블록의 생산업체수

2.10 황토 콘크리트

2.10.1 생산현황

황토콘크리트 생산업체 현황은 그림 20과 같다. 2011년

도에는 74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8.1%), 2008년도에는

70개 업체중 4개 업체(5.7%)에서 황토콘크리트를 생산하

고 있다. 황토콘크리트는 현재 공원길, 인도와 산책로, 건

물의 마당 및 진입로용 포장 콘크리트와 자전거 도로용

투수 콘크리트용도 등이다. 최근에는 활성화황토를 이용

한 구조용 황토콘크리트 생산이 시도 되고 있다.



황토를 이용한 건자재의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조창희・김진관・이병호

Journal of the KIEAE Vol. 12, No. 3  2012. 06114

0 10 20 30 40 50 60 70 80

2008년

2011년

업체수 총업체수

그림 19. 황토콘크리트의 생산업체수

투고(접수)일자: 2012년 2월 1일

수정일자: (1차) 2012년 5월 18일

(2차) 2012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20일

2.10.2 재료의 구성 및 품질

포장 또는 투수콘크리트는 생황토와 골재에 시멘트, 무

기질 결합재등의 결합재로 구성되며 재료의 구성비와 무

기질 결합재의 화학성분과 물리적 성질이 제조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성재료 중에서는

무기질 결합재가 황토건자재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이 무기질 결합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빈약하여 정확한 조사가 불가

능 했다. 현재 압축강도는 15, 18Mpa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 주로 생산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압축강도 규격

도 생산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높은 강도 제품에는

시멘트와 무기질 결합재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우리나라 황토건자재 생산현황

과 제품의 종류, 형상, 규격, 품질 등을 조사하고 분류하

고 분석하여 파악함으로서 향후 품질이 우수한 황토건자

재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진행

되었고,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중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황토건자재

생산업체수는 74개 정도이고, 2008년도에는 70개, 2006년

도에는 40개로 매년 증가되는 현상이고,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업체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

청도, 경기도에서는 매년 2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황토건자재 생산업체의 87% 이상 거의 대부분이

황토벽돌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되는 벽돌의 종류는 2011

년을 기준으로 74가지나 되어 규격, 형상, 용도까지 감안

하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벽돌 규격 중에서 길이 300mm 벽돌이 생산량이 많

은 상위 6개 중에서도 4개나 되며 그 중에서

300×150×150 규격을 가진 벽돌의 생산이 가장 많았고,

300×150×100, 300×200×150, 300×150×200 규격 순으로 생

산되고 있다.

셋째, 황토 벽돌의 형상은 직육면체형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이들 중에서 1∼5개의 구멍을 갖는 구멍형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황토벽돌을 생산하는 거의

전 업체에서 제품카타로그와 매뉴얼에 황토벽돌이라 명

칭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블록의 일반적인 형태와 규격을

비교해 보면 황토블록이라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된다.

넷째, 생황토벽돌의 품질 시험 결과 압축강도는 재령

42일에서 압출식와 압착식 모두 약 2.7MPa, 흡수율은 약

30%로 나타났다. 일부 생산 제품 중에는 시멘트와 무기

질 결합재를 사용하여 압축강도 8.0Mpa 이상의 황토벽돌

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결합재를 사용하지 않는 생황토

블록과는 강도 차이가 크다. 황토벽돌의 유익하고 효율적

인 이용을 위해 시멘트와 무기질 결합재를 사용한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의 구조체 적용시 역학적 특성외에 친

환경적 특성에 대해 서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황토 이용 모르터와 콘크리트 제품은 생황토와

골재, 시멘트와 무기질결합재, 혼화재료로 구성되고 재료

의 구성과 배합비가 업체마다 차이가 있고 이것들에 의

해 생황토벽돌 및 고강도 황토벽돌의 조적용, 미장용, 구

조체 타설용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구성 재료중에

무기질 결합재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데 재질

이 업체마다 다르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부족한 실

정이다. 생황토 제품들의 강도개선에 시멘트와 함께 무기

질 결합재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무기질 결합재의 특성과 이들이 황토건자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규명이 필요하다.

여섯째, 황토건자재 제품들의 규격은 대부분 일반 건자

재 규격을 모방한 제품들이 많고 중요한 것은 황토혼입

량, 제품의 품질, 결합재 사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사

용상의 혼란이 있다. 생산량 재고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성능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규격의 통합 및 국가의 표준

공업규격의 재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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