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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기결합재를 이용한 비소성 황토모르타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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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ber of studies on eco-friendly and healthy building materials are being conducted as modern people are 

becoming more conscious about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y live in. Among those materials, studies on Hwangtoh are the most 

prevalent but due to its strength, crack coming from drying shrinkage, and susceptibility to water, the usage of Hwangtoh is 

incomplete and limited to be used as a common building material. Cement concret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building materials, is extensively used in construction because it is economical, easily accessible and moldable and has proper 

compressive strength. Due to carbon dioxide created in the process of making cement concrete, it is recognized as pollution. 

Accordingly, there are a lot of studies on reduction of carbon dioxide in cement concrete industry.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researches as well as developments on Hwangtoh or tradi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used in South Korea to reduce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features of the construction material that can replace cement 

concrete in the future with the non-sindtered cement mixed with non-sintering hwangtoh which is made with the furnace slag and 

multiple stimu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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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건설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

고 있지만 건설재료는 아직까지 시멘트, 콘크리트, 강재, 

및 목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대의 건축 구조물에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 중의 하나인 시멘트 콘크리

트는 경제적이고, 재료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형

상가공의 용이성과 적당한 압축강도가 쉽게 얻어지는 이

유로 건축, 토목 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멘트는 건축재료 중에서도 현대 건축문화 발전에 이

바지 하였으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높은 에너지와 

다량의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환경오염

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

는 공정은 시멘트 클링커 공정으로 알려지고 있다.1,2) 시

멘트제조 시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시멘트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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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멘트 산업에서도 이

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환경문제들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과 건강에 대한 현

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

적인 건축 재료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황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강도적인 측면과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특히 황토의 물

에 약한 성질 등으로 황토의 활용도는 미비하고 한정적

인 실정이다. 최근에 전통적 재료인 황토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 재료도 개발

되고 있다.3) 하지만 생산성, 경제성 등의 성능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재료에만 국한되어 개발이 되고, 효용에 대

한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황토에 첨가물을 혼입하여 압축

강도 및 유동성 증진 등 성능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

한 혼화재료의 혼입과 이에 따른 친환경성능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황토의 가장 큰 

단점인 강도 발현을 충족하기 위해서 높은 에너지를 소

비하는 소성 과정을 통하여 소성 황토를 사용하거나, 시

멘트를 혼입 및 화학접착제를 사용한 환경 친화성이 전

혀 없는 황토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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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non-sintered Hwangtoh (%)

SiO2 Al2O3 Fe2O3 MgO Na2O K2O CaO

52.4 26.1 8.38 0.62 0.29 1.81 0.18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inorganic composite 

material (%)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lg. loss

25.94 9.15 0.59 51.88 3.71 6.55 1.74

Table 3 Mix proportions of NSH mortar

Type OPC Hwangtoh GBFS
Alkali 

activator 

Sulfate

activator

W/B

(%)

OPC 100 52

NSH-40 40.0 37.2 18.0 4.8 63

NSH-35 35.0 40.3 19.5 5.2 62

NSH-30 30.0 43.4 21.0 5.6 61

NSH-25 25.0 46.5 22.5 6.0 60

NSH-20 20.0 49.6 24.0 6.4 60

NSH-0 0.00 62.0 30.0 8.0 52

이 연구에서는 환경 친화적이며 수급이 용이한 천연재료 

본연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비소성 황토와 산업부산물을 

활용하여 현대재료와 동등한 역학적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친환경 무시멘트 비소성 황토 모르타르를 개발하여 

미래에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재료로서 기초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2.1 사용재료 

2.1.1 시멘트 및 잔골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국

내 C사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잔

골재는 크기 0.25～0.6 mm의 주문진산 표준사를 사용하

였다.

2.1.2 비소성 황토

이 연구에서 사용된 황토는 비소성 황토로서 전북 고

창산 황토를 사용하였으며 325mesh 분말도를 가진 적황

토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화화적 성질은 Table 1

와 같다.

2.1.3 자극제를 혼입한 고로슬래그

이 실험에서 사용된 무기 결합재는 산업부산물인 고로

슬래그(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이하GBFS)를 주재료

로 하였으며, 수화반응을 위해 알칼리계 자극제 및 황산

염 자극제의 혼입량을 달리하였다. 무기 결합재의 화학

적 성질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실험방법

2.2.1 배합

이 실험에서는 비소성 황토(non-sintered hwangtoh, 이

하 NSH)의 배합조건을 달리하여 NSH 모르타르의 물리

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황토의 혼입률을 0%, 20%, 

25%, 30%, 35%, 40%까지 하였다. 또한 NSH 모르타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

조 하였다. 물-결합재비(W/B)는 KS L 5111에 의거하여 

플로우값(170±5 mm)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공시체에 달

리 적용하였으며, 시멘트 : 모래 배합비를 1 : 2.45로 고정

하였다. 이 실험의 배합표는 Table 3와 같다.

2.2.2 공시체 제작

NSH 공시체 제작은 KS L ISO 679 규준에 따라 원재

료를 계량 후 혼합수를 가해 저속(140±5 rpm)에서 30초간 

교반 후 30초 동안 모래 전량을 서서히 혼입하고 이어서 

30초간 고속(285±10 rpm)으로 교반하였다. 90초간 혼합기

를 정지하여 처음 15초 동안 스크레이퍼로 용기 벽에 부

착된 모르타르를 용기의 가운데로 모아주고 다시 60초간 

고속 교반하였다. 혼합이 끝난 모르타르는 40×40×160 mm 

강제식 3연 몰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2.2.3 양생방법

양생방법에 따른 NSH 모르타르의 특성을 비교·분석하

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의 배합 및 제조를 통하여 공시체

를 제작하였으며 이는 양생 방법에 따른 NSH 모르타르

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중 및 기건양생을 실시

하였다. 배합 및 제조를 동일한 조건으로 재령 3일, 7일, 

28일 공시체를 제작한 후에, 수중양생과 기건양생을 하

기 전 두 양생법 모두 표준양생(20℃, RH 50%)의 조건으

로 1일간 탈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습윤 양생을 실시한 

다음 수중양생은 20±2℃인 수중에서 27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하였다. 기건양생은 표준양생 후 상대습도 60%, 온

도 20±2℃의 항온, 항습실에서 27일간 실시하였다.

2.2.4 휨강도 및 압축강도

비소성 황토와 무기 결합재의 혼입률에 따른 NSH 모

르타르의 휨강도 및 압축강도는 KS L ISO 679에 의거하

여 재령 별로 3일, 7일, 28일 강도를 측정하였다.

2.2.5 미세조직 관찰

재령에 따른 시편의 결정입자를 관찰하기 위해 NSH 

모르타르를 분쇄하여 획득한 내부 파단면을 아세트산 카

민용액에 1일 간 침지 시킨 후 주사형전자현미경(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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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exural strength of NSH mortar with water curing

Fig. 2 Flexural strength of NSH mortar with air dry curing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2.2.6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은 NSH 모르타르를 28

일간 기건양생 및 수중양생을 실시한 후 10%의 NaCl 용

액에 2주간 공시체를 침지시킨 후 공시체의 중앙부를 절

단하여 염화물 침투 깊이를 측정하였다. 이때 염화물 침

투 깊이 측정은 절단 단면에 질산은(AgNO3) 용액을 분무

하여 색상의 변화가 없는 부분을 염화물 이온 침투 깊이

로 산정하였다.

2.2.7 화학 저항성

화학 저항성 시험은 ASTM C 267, 579에 준하여 내화

학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양생방법에 따라 양생된 NSH 

모르타르의 표면에 존재하는 수분을 습포를 이용해 표면

건조 상태로 만든 다음 중량을 측정하고 5%의 H2SO4 수

용액에 침적하여 NSH 모르타르의 내화학성을 평가하였

다. 내화학성의 비교는 7일, 14일, 28일, 56일, 90일 동안 

침적시킨 시편을 꺼내어 흐르는 물에서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닦아냄으로써 훼손 및 박리된 표면을 제거하였으

며 표면의 수분을 습포를 이용해 제거한 후 중량을 측정

하고 침적에 의한 중량 감소율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중량 감소율(%) = 




 

 ×100

여기서, Wn: 침지전의 공시체 중량, Wo: 침지재령에서의 

공시체 중량

2.2.8 pH 특성

pH 측정은 양생조건별로 양생된 NSH 모르타르를 측

정재령 별로 굳은 페이스트 중 적당량을 때어 내어 분쇄

한 후, 페이스트 10 g에 200 ml의 증류수를 혼합하여 잘 

저은 후 pH을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휨강도

Fig. 1은 수중양생 후 무기 결합재에 첨가한 비소성 황

토의 혼입률에 따른 NSH 모르타르의 재령별 휨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중양생을 실시한 NSH 모르타

르(non-sintered hwangtoh-A water, 이하 NSH-Aw’s) 재령 

3일에서의 휨강도는 비소성 황토를 혼입한 모든 NSH-A 

모르타르가 OPC보다 낮은 휨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령 7일의 휨강도를 살펴보면 NSH-Aw3, 4, 5, 6 모르타

르는 OPC 이상의 휨강도가 발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NSH-Aw의 재령 28일 휨강도에서는 황토 혼입률

이 0%인 NSH-Aw6을 제외하고 OPC가 모든 NSH-A 모

르타르의 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

령 3일에서 7일까지의 초기반응은 높게 나타내고 있으나 

재령 7일 이후부터는 강도 증진 효과는 적게 나타났다.

재령 28일 때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에 따라 강도의 편

차가 발생되었으며, 무기 결합재에 비소성 황토를 혼입

할 경우 초기강도는 높게 나타내고 있지만 7일 이후의 

강도 증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황토의 혼입률을 달리하고 기건양생을 실시한 

NSH 모르타르(non-sintered hwangtoh-A air, 이하 NSH-Aa’s)

의 휨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OPC를 제외한 모든 공시체

가 7일 이후는 강도발현이 거의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

고 있으며, 재령 7일 이후로는 모르타르의 수화반응이 미

비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건양생을 한 NSH- 

Aa’s는 비빔을 한 직후부터 재령 7일까지는 강도의 발현

이 되다가 재령 7일 이후부터 28일로 갈수록 강도는 발

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소성 황토와 무기 결합재

가 충분한 강도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수분이 필

요하나 초기에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반응에 필요

한 수분의 불충분한 공급으로 수화반응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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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ressive strength of NSH mortar with water curing

Fig. 4 Compressive strength of NSH mortar with air dry curing

3.2 압축강도

Fig. 3은 무기 결합재에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에 따라 

제작된 NSH 모르타르의 수중양생 후 재령별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재령 3일에서의 압축강도 특성을 살펴보

면 OPC보다는 모두 낮은 3일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재

령 7일 또한 OPC보다는 낮은 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

은 이유는 GBFS의 표면에 형성된 불투수성 산성피막에 

의해서 초기의 수화반응이 저해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화반응이 촉진되어 

재령이 경과함과 동시에 강도증진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재령 28일 강도에서는 재령의 경과에 

따라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이 감소하면 압축강도는 증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기 결합재에 비소성 황토의 

혼입량이 적을수록 압축강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무기 결합재에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에 따른 

기건양생을 실시한 NSH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 이다. 수중양생을 실시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와 비

교 시, 압축강도의 발현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중양생을 실시한 모르타르와 달리 기건양생을 실시

한 모르타르의 강도 상승률은 OPC와 비슷한 거동을 나

타내고 있으며 재령 3일까지는 활발한 수화반응으로 강

도 발현이 이루어지고 있고 28일까지는 다소 완만한 형

태의 강도발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

화반응에 필요한 수분을 초기에 흡수하여 초기에는 높은 

강도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급격한 초기반응 이후에는 

부족한 수분에 의해서 장기강도 형성에 효과가 떨어져 

강도 저하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또한 잉여의 생성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칼리 자극제의 혼입량을 조절하면 강

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4,5)

3.3 미세조직 관찰

Fig. 5와 6은 NSH 모르타르의 경화체의 수화물 생성정

도를 관찰하기 위한 SEM 사진이다.

Fig. 5은 무기 결합재와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 변화에 

따른 NSH 모르타르의 수중양생 후 재령에 따른 시편의 

미세 구조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3일 재령에서 에

트린자이트는 구조적으로 얇고 긴 침상형태의 구조로 다

량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이고 충분한 수화

반응을 통해서 7일 재령에서는 조금 더 굵어진 에트린자

이트 침상구조와 매우 치밀한 형태로 발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28일에는 밀실한 수화물이 다량 관찰 되

고 있다. 또한 28일에서는 에트린자이트 외에 C-S-H 겔

로 보이는 밀실한 형태의 수화물이 다량 관찰되어 수중

양생은 충분한 수화반응과 강도 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6)

Fig. 6은 무기 결합재와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 변화에 

따른 NSH 모르타르의 기건양생 후 재령에 따른 시편의 

미세 구조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기건양생의 경우 3일 

재령에서는 에트린자이트 조직의 구조가 얇으면서 매우 

적다는 것이 관찰 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기건양생으로 인해 활발한 수화반응의 진행이 이루

어 지지 않아 특히 재령 7일과 재령 28일 에서는 치밀하

고 많은 양의 에트린자이트 미세 조직의 생성은 관찰되

지 못하였다. 또한 GBFS의 입자와 다량의 공극이 존재하

고 이러한 미반응 입자들이 수화 생성물 사이에 응집 상

태로 존재하면서 이들이 결합력을 약화시켜 강도발현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3.4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Fig. 7과 8은 NSH 모르타르를 28일간 수중양생 및 기

건양생을 실시한 뒤 10%의 NaCl 용액에 14일간 공시체

를 침지시킨 후, NSH 모르타르에 침투한 염소 이온의 침

투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수중양생을 실시한 OPC의 염

화물 이온 침투 깊이는 6 mm로 나타났으며 기건양생을 

실시한 OPC는 12.5 mm로써 수중양생을 실시한 OPC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염화물 이온 침투 깊이가 나타났

다. 양생 방법에 따라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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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H-Aw1 3 days NSH-Aw1 7 days NSH-Aw1 28 days

NSH-Aw2 3 days NSH-Aw2 7 days NSH-Aw2 28 days

NSH-Aw3 3 days NSH-Aw3 7 days NSH-Aw3 28 days

NSH-Aw4 3 days NSH-Aw4 7 days NSH-Aw4 28 days

NSH-Aw5 3 days NSH-Aw5 7 days NSH-Aw5 28 days

NSH-Aw6 3 days NSH-Aw6 7 days NSH-Aw6 28 days

Fig. 5 SEM of NSH mortar with water curing (×10,000)

NSH-Aa1 3 days NSH-Aa1 7 days NSH-Aa1 28 days

NSH-Aa2 3 days NSH-Aa2 7 days NSH-Aa2 28 days

NSH-Aa3 3 days NSH-Aa3 7 days NSH-Aa3 28 days

NSH-Aa4 3 days NSH-Aa4 7 days NSH-Aa4 28 days

NSH-Aa5 3 days NSH-Aa5 7 days NSH-Aa5 28 days

NSH-Aa6 3 days NSH-Aa6 7 days NSH-Aa6 28 days

Fig. 6 SEM of NSH mortar with air dry curing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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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 Penetration depth of NSH mortar and OPC with 

water curing

Fig. 8 Cl- Penetration depth of NSH mortar and OPC with 

air dry curing

Fig. 9 Mass change of NSH and OPC mortar during 

immersion in 5% H2SO4 solutions with water curing

Fig. 10 Mass change of NSH and OPC mortar during 

immersion in 5% H2SO4 solutions with air dry curing
이 관찰된다. 수중양생을 실시한 공시체가 우수한 염소 

이온 침투 저항성을 보이는 이유는 OPC에 비하여 치밀

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NSH의 경우 OPC와 

달리 매우 작은 공극들이 다량 생성되어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여 염소 이온이 침투할 수 있는 공극이 OPC에 비

하여 대폭 감소하였다.7,8) 이러한 결과는 재령이 더욱 경

과함에 따라 NSH가 OPC에 비해 더욱 우수한 결과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5 화학 저항성

Fig. 9와 10은 비소성 황토에 혼입률을 달리한 NSH 모

르타르를 HSO 수용액에 침지시킨 후 침지 재령 경과

에 따라 내산성 시험에 의한 중량의 감소율을 나타낸 것

이다. 두 가지 양생방법 모두 OPC에 비하여 우수한 내산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NSH-Aw’s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침지 재령 28일까지

는 비슷한 침지 거동을 보이나 그 이후부터 침지 재령 90

일까지 소폭 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9에서 보면 OPC는 재령 14일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

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OPC의 수화생성물로서 Ca(OH)₂

는 화학적 특성상 산의 침식이 매우 용이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비소성 황토를 20%이상 혼입한 NSH 모르

타르의 경우 각 침지 재령별로 소량의 중량 감소율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이는 NSH 모르타르의 경우 비소성 황토

의 혼입률의 차이에 상관없이 침식이 용이한 Ca(OH)₂를 

거의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OPC보다 높은 내화학성을 

지니고 있어 H2SO4 수용액에 의한 중량 감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9) 

Fig. 10은 기건양생 후의 NSH모르타르의 경우 재령 28

일부터 재령 90일 까지 OPC에 비해 우수한 내산성을 띄

고 있으며 NSH-Aa1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재령 

14일 이후부터 중량의 변화가 크지 않아 침식이 거의 되

지 않음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수중양생과 기건양

생 모두 NSH모르타르가 OPC에 비해서 우수한 내산성 경

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NSH모르타르의 경우 비소성 황

토의 혼입률과 양생방법에 따른 큰 차이 없이 산에 침식

이 용이한 Ca(OH)2를 거의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OPC에 

비해서 높은 내화학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6 pH 특성

Fig. 11과 12는 수중양생과 기건양생으로 제작하고 무

기 결합재에 첨가한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을 달리하여 

제작한 NSH 모르타르의 측정재령 별 pH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OPC의 pH는 12이상으로 매우 강알칼리를 나타

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수중양생을 실시한 NSH 

모르타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OPC보다 낮은 pH 특성을 

보이고 있다. NSH 모르타르의 재령 28일 pH는 OPC 보

다 1정도 저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중양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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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H of NSH mortar with water curing

Fig. 12 pH of NSH mortar with air dry curing

한 NSH 모르타르는 대체적으로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이 

높을수록 pH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재

령에 따른 규칙적인 증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건양생

을 실시한 NSH 모르타르의 경우도 OPC 보다 낮은 pH 

특성을 띄고 있다. 또한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이 감소할

수록 pH는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재령

이 경과함에 따라 pH가 낮아지면서 GBFS로부터 CaO 성

분의 용출이 원활하게 되면 결정성이 좋은 에트린자이트

가 대량 생성되며 동시에 CaO 성분의 농도에 의해 SiO2

의 농도 또한 서서히 증가되어 C-S-H 수화물 생성이 사

료된다.10)

4. 결    론

 

이 연구에서 비소성 황토와 무기 결합재를 이용한 친

환경 무시멘트 비소성 황토 모르타르의 양생방법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내화학성 특성분석을 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무기 결합재 및 비소성 황토의 혼입량과 양생조건

에 따라 수화반응 촉진을 유도한다면 무시멘트 비

소성 황토 모르타르는 OPC와 동등수준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콘크리트 2

차 제품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시멘트 비소성 황토 모르타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양생 조건과 비소성 황토 미분말의 

혼입률에 따라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되며,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이 증가시키면 압축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무시멘트 비소성 황토 모르타르 경화체의 수화물 

생성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SEM 사진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침상형태의 산발적 에트린자이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수화반응을 

통해서 7일 재령에서는 굵은 침상구조 형태로 발달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령 28일로 진행 될수

록 에트린자이트 외에 C-S-H겔등 밀실한 형태의 수

화물이 다량 관찰된다. 에트린자이트 사이의 공극

을 수화반응을 통해 생성된 C-S-H 겔이 채우면서 

망상형 구조가 형성되어 무시멘트 비소성 황토 모

르타르의 강도 발현이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4) 침지재령에서 무시멘트 비소성 황토 모르타르의 염

화물 이온 침투 깊이를 측정한 결과, 황토의 혼입률

이나 양생조건에 따른 모든 경화체가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에 비해서 침투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시멘트 비소성 황토 모르타르

의 해양구조물 적용으로 인해 염해로 인한 철근 부

식에 우수한 내염성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무시멘트 비소성 황토 모르타르의 내화학성은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에 비해 우수한 내화학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소성 황토의 수화반응에

서는 침식에 용이한 Ca(OH)를 거의 생성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6) OPC의 pH는 12이상으로 매우 강알칼리를 나타냄

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수중양생을 실시한 

NSH 모르타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OPC보다 낮은 

pH 특성을 보이고 있다. NSH 모르타르의 재령 28

일 pH는 OPC 보다 1정도 저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중양생을 실시한 NSH 모르타르는 대체적

으로 비소성 황토의 혼입률이 높을수록 pH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재령에 따른 규칙

적인 증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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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황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강도적인 측면과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특히 황토의 

물에 약한 성질 등으로 아직 건축 재료로써 황토의 활용도는 미비하고 한정적인 실정이다. 현재의 건축 구조물에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재료 중의 하나인 시멘트 콘크리트는 경제적이고 재료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형상가공의 용이성과 적당한

압축강도가 쉽게 얻어지는 이유로 건축, 토목 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들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

로 최근에 전통적 재료인 황토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 재료도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수급이 용이하며 천연재료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비소성 황토와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에 각

종 자극제를 혼합한 비소성 시멘트를 이용하여 미래에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 재료의 기초적인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양생방법, 비소성 황토, 내구성, 무시멘트 모르타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