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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traint to drying shrinkage is the most common cause of concrete cracking. In many applications, drying shrinkage 

cracks are inevitable. In this paper, the surface cracks of soil concrete caused by drying shrinkage were considered to become 

an one of concrete textures. So, laboratory shrinkage test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pplied to the field 

applications. The study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use of vinyl sheets and concrete polymers helped to 

control the concrete cracking. Second, crack propagation usually started at the interfaces of soil concrete slabs and the cracks 

grew to the inner slabs. Third, surface cracks of soil concrete slabs could be an one of good concrete textures.

Key Words : Soil concrete, Drying shrinkage, Concrete crack, Crack textures 

1. 서 론 1)

흙을 주재료로 사용한 소일콘크리트는 주변에 널

리 분포된 재료를 사용하고, 환경친화적인 질감을 제

공하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풍화작용을 거쳐 원

래의 흙 재질로 환원되는 등의 장점으로 최근에 다양

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Hong, 2009; Hong 등, 

2006a; Hong 등, 2006b). 마사토와 황토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Ju 등, 2003), 풍화토를 주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Jung 등, 2009), 폐 슬러지를 주재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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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Kang 등, 2007), 및 황토를 색상을 나타내

는 보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Jeong 등, 2007) 등이 

있다. 이러한 소일콘크리트의 단점은 흙이 가지고 있

는 소성(plastic) 특성에 의해 균열과 표면마모가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흙의 고유한 성질로서 흙의 

종류, 시멘트의 량, 사용된 물의 량, 시공방법 등에 따

라 균열의 크기, 폭, 깊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 영향

을 준다. 소일콘크리트는 균열발생에 의한 단점으로 

인해 산책로 포장이나 문화재 지역의 보행자 도로 포

장과 같이 경교통로의 특수목적의 포장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콘크리트 폴

리머나 토목섬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균열을 완벽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일콘크

리트에서 가장 많은 체적을 차지하는 흙의 종류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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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volcaniclastic

Test items
Dry basis 
density
(g/cm

3
)

Saturated surface - dry 
basis density

(g/cm
3
)

Water 
absorption

(%)

Liquid 
limit
(%)

Plastic 
limit
(%)

Plasticity 
index

Abrasion
(%)

(GradingC)

Finer than 
0.08 mm (%)

Results 1.73 1.99 14.96 27.6 N.P N.P 44.8 27.0

N.P is the abbreviation for Non-plastic.

질특성이 소일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석산에 분포된 화산쇄

설물을 소일콘크리트의 주재료로 사용한다. 화산쇄설

물은 화산활동을 통해 현무암 사이에 협재된 풍화토

를 의미하는 것으로 암과 흙이 혼재되어 있다. 석산에

서 발생되는 현무암의 경우는 건설골재로 가공 처리

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사용하지만, 화산쇄설물은 대

부분이 매립에 이용되는 등의 활용가치가 낮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발생되며 붉은 적

색의 색상을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건자재와 소일콘

크리트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우수한 디자인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균열과 굳

은 콘크리트의 균열로 구분할 수 있다. 굳지 않은 콘크

리트의 균열은 소성수축균열과 침하균열로 세분화되

고, 굳은 콘크리트의 균열은 구조적 균열과 비구조적 

균열로 세분화되는데, 비구조적 균열에서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본 연구의 주 대상이다.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은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해 체적이 수축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소일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물

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균

열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감 대책이 있으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 무균열의 콘크리트란 실

제 시공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균열을 어떠한 방법으로 최소화 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 발생은 소일콘크리트가 가지

는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인식한다. 즉, 인식의 전환과 

역발상을 통해 균열을 디자인의 한가지로 간주하여 

불규칙한 균열무늬를 콘크리트 표면 질감으로 활용하

는 방법(Jeju Stone Park, 2006; Stanworth, 2009)을 제

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균열의 크기, 깊이, 길이, 패턴

과 같은 특성을 연구하고, 콘크리트 폴리머와 같은 혼

화재를 사용한 균열보수방법(Kim과 Jo, 2007)에 대하

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실 규모에서의 연

구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적용 후 장기관찰을 수행하였

다. 건축물의 실내바닥을 대상으로 시험시공 및 본 시

공 후, 사용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균열 발생을 허용하고, 1.0 mm 이상의 균열은 폴리머

시멘트페이스트로 보수한 후, 웻룩(Wet Look)을 사용

하여 표면을 코팅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소일콘크

리트 포장재를 개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배합설계

실험에 사용된 주재료는 화산쇄설물, 모래, 시멘트

이며, 부재료로 몰탈접착강화제, 콘크리트 폴리머, 콘

크리트 표면강화제, 그리고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

하였다. 화산쇄설물은 Fig. 1에서와 같이 석산에서 채

굴한 후 파쇄공정을 거쳐, 골재의 최대치수가 13 mm 

그리고 3 mm 혼합골재가 되도록 제조 후 사용하였다. 

Fig. 1에서 (a)는 석산에 화산쇄설물이 분포된 전경이

며, (b)는 채굴 후 선별작업 공정이며, (c)는 파쇄공정

이며, (d)는 완제품의 적재 전경을 나타낸다. 화산쇄설

물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래는 해

사를 사용하였고, 시멘트는 한라라파즈시멘트를 사용하

였다. 몰탈접착강화제는 몰그린(MORGREEN M-2000) 

제품을 사용하여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일체화 역할을 

담당하였다. 콘크리트 폴리머는 독일 Wacker에서 생

산한 분산성 분말수지(dispersible polymer powders)

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폴리머는 시멘트와 혼합 

사용되어 인장강도, 휨강도, 접착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표면 강화제는 웻룩(White 

Mountain's Wet Look Lacquer)을 사용하였다. 고성

능AE감수제는 이코넥스(주)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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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Volcaniclastic for concrete-making materials.

콘크리트의 배합은 압축강도가 최소 7 MPa 이상 

발현하고 슬럼프가 210 mm가 되도록 시공성을 고려

하여 물의 사용량을 조절 하였다. 배합방법은, 시멘트

+화산쇄설물(또는 모래)을 1분간 건비빔 후, 물을 추

가하여 2분간 추가 비빔을 실시한 후 거푸집에 투입하

였다. Table 2에 배합설계에 사용된 배합비를 나타내

었다. Series-1은 시험구로서  화산쇄설물을 사용한 소

일콘크리트 배합비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

Table 2. Mixture proportion details for soil concrete

(unit: wt%)

Series Cement Volcaniclastic Sand Polymer Water

Series - 1 100 300   0 0 70

Series - 2 100   0 300 0 50

Series - 3 100   0 300 7 50

성을 확보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의 범위였다. 

Series-2와 Series-3은 대조구로서 보통콘크리트 배합

비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시

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의 범위였다. 

2.2. 실험모델

실험모델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모델의 명칭

은 소일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비닐을 이용하여 소일콘

크리트의 활동을 허용한 시편을 SCV1, SCV2로 정하

고, 소일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몰그린(Morgreen)을 이

용하여 거푸집과 소일콘크리트를 일체화시켜 소일콘

크리트의 활동을 억제한 시편을 SCM1, SCM2로 정

하여 시험구로 설정하였다. 보통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비닐을 이용하여 보통콘크리트의 활동을 허용한 시편

을 PCV1, PCV2로 정하고, 보통콘크리트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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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cracks of soil concrete model (a)SCV1, (b)SCV2, (c)SCM1, (d)SCM2. 

Fig. 2. Soil concrete model and plain concrete model.

몰그린을 이용하여 거푸집과 보통콘크리트를 일체화

시켜 보통콘크리트의 활동을 억제한 시편을 PCM1, 

PCM2로 정하여 대조구로 설정하였다. 한편,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폴리머를 혼화재

로 사용한 시편을 별도의 대조구로 추가 설정하였다. 

거푸집은 합판과 목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내

부공간이 폭 1000 mm, 길이 2000 mm, 두께 10 mm

가 되도록 제조하여, 일반적인 실내공간의 바닥을 기

준으로 대략 1/10 축소모델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SCV1, SCV2, SCM1, SCM2 모델은 Table 2의 

Series-1의 배합비로 제조하였으며, PCV1, PCV2, 

PCM1, PCM2 모델은 Table 2의 Series-2의 배합비로 

제조하였으며, 콘크리트 폴리머를 혼화재로 사용한 

모델은 Table 2의 Series-3의 배합비로 제조하였으며, 

거푸집에 타설 후, 실내에서 온도 20±5
o
C, 습도 

70±10% 양생조건으로 3개월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균열특성

경시변화에 따른 균열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

일콘크리트로 제조된 시험모델에서 SCV1 모델과 

SCV2 모델은 소일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6시간 만에 

우측 하단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화산쇄설물의 미립

분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모세관을 막아주어 조기

에 콘크리트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었다. 양생 1일 경

과 후, 외관상의 변화는 없었으며, 양생 2일 경과 후, 

소일콘크리트 시험체의 상단과 하단 경계면에서 거푸

집과 1 mm의 벌어짐이 발생하여 활동이 진행되는 것

을 관찰하였다. 양생 4일 경과 후, 시험체의 경계면에

서 벌어짐 현상이 가속화 되었고, 시험체의 경계면에

서 0.1 mm의 미세균열들이 관찰되었다. 양생 4일에

서 6일 사이가 시험체의 상단과 하단 경계면에서 벌어

지는 현상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측면에서 0.1 mm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관찰결과 균열은 최초 경계

부위에서 발생하여 내부로 진전되는 것을 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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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face cracks of plain concrete model (a)PCV1, (b)PCV2, (c)PCM1, (d)PCM2.

며, 측면부위에서 최초 발생된 균열은 응력집중에 의

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생 14일 경과 후, 소일

콘크리트의 활동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측면에서의 균열도 더 이상 발생되거나 진전

되지 않았다. SCM1 모델과 SCM2 모델은 소일콘크

리트 타설 후, 양생 3일 경과 후, SCM2 모델의 중앙부

에서 최초 횡균열이 발생한 것을 관찰하였다. 양생 4

일 경과 후에는 SCM1 모델은 중앙에는 횡균열과 상

단에는 경계면에서부터 종균열이 발생되었고, SCM2 

모델은 횡균열이 0.3 mm 까지 확대되었고, 횡균열의 

개체수도 증가하였다. 양생 5일 경과 후, SCM1 모델

은 중앙의 횡균열은 균열폭 0.2 mm로 확대되었고, 종

균열의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SCM2 모델은 횡균열 

폭이 0.4 mm로 확대되었고, 종균열이 발생하기 시작

하였다. 양생 6일부터 양생 10일 까지는 새로운 균열

들이 점진적으로 발생하였고, 양생 14일까지는 균열

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균열의 개체수도 점진

적으로 증가였으며, 양생 15일 경과 후에는 균열의 진

전과 확대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

라서, 대부분의 균열은 15일째에 형성이 완료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균열들은 건조수축에 의한 균

열로서 소일콘크리트 시험편과 거푸집이 일체로 구속

되어 있어서, 소일콘크리트가 자유로이 수축을 하지 

못하는 까닭에 매우 많은 균열들이 발생되었고, 대부

분의 균열은 측면에서 시작되어 내부로 진전되었고, 

내부에서 매우 많은 균열들이 관찰되었다. 보통콘크

리트 모델의 경우, PCV2 모델은 양생 1일 경과 후, 좌

측면 하단에서 균열폭 0.5 mm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양생 2일 후, PCV1 모델에서 하단과 중앙 내부에서 

0.1 mm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관찰하였다. PCV2 모

델은 상단 우측면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관찰하였

다. 양생 4일 경과 후, 보통콘크리트 시험체의 활동으

로 인해 시험체의 상단과 하단에서 거푸집과 1 mm 정

도 벌어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양생 5일부터 양생 

10일 사이에 시험체의 상단과 하단이 거푸집과 벌어

지는 현상이 매우 크게 진행되었다. PCM1 모델은 양

생 3일 후, 시험체를 이등분하는 횡균열이 중간에서 

발생하였다. 양생 4일 경과 후, 균열폭이 0.2 mm로 확

대되었고, PCM2 모델은 시험체를 이등분하는 횡균열

이 발생되었다. 양생 5일 경과 후, PCM1 모델은 횡균

열의 폭이 0.3 mm로 확대되었고, PCM2 모델은 시험

체의 측면에서 균열폭 0.1 mm의 새로운 균열들이 관

찰되었다. 균열은 측면에서 발생하여 내부로 진전되

었으며, 내부에서 먼저 발생되는 경우는 없었다. 양생 

6일부터 양생 11일까지 기존에 발생된 횡균열들의 폭

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이 기간 동안 균열의 형태가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균열도를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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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로 제조된 시험모델에서 SCV1 모델은 건조

수축에 의해 거푸집 상단에서 4.5 mm, 하단에서 2.2 

mm, 좌측면에서 1.8 mm, 우측면에서 1.8 mm의 벌어

짐이 발생하였고, SCV2 모델은 건조수축에 의해 거

푸집 상단에서 4.9 mm, 하단에서 1.8 mm, 좌측면에

서 1.7 mm, 우측면에서 1.8 mm의 벌어짐이 발생하였

다. 그리고, 상하좌우측면에서 균열폭 0.1∼0.2 mm의 

균열이 10∼20 cm의 범위로 발생하였다. 비닐을 이용

하여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분리를 통해 자유로운 활

동에 의해 균열이 매우 적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CM1 모델은 상하좌우측면에서의 벌어짐 현

상은 없었고, 시험체의 중앙부에서 균열이 집중적으

로 발생하였다. 균열의 시작은 좌우측면에서 발생하

여 횡균열을 발생시킨 후, 종균열이 발생하였다. 대부

분의 균열폭이 0.4∼0.6 mm이며, 상하좌우측면에서 

0.1∼0.2 mm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SCM2 모델

은 상하좌우측면에서의 벌어짐 현상은 없었고, 시험

체의 중앙부에서 균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균

열의 시작은 좌우측면에서 발생하여 횡균열을 발생시

킨 후, 종균열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균열폭이 0.4

∼0.8 mm이며, 상하좌우측면에서 0.1∼0.2 mm의 미

세균열이 발생하였다. 보통콘크리트로 제조된 시험모

델에서 PCV1 모델은 건조수축에 의해 거푸집 상단에

서 4.0 mm, 하단에서 1.5 mm, 좌측면에서 1.5 mm, 우

측면에서 1.0 mm의 벌어짐이 발생하였고, PCV2 모

델은 건조수축에 의해 거푸집 상단에서 2.4 mm, 하단

에서 3.4 mm, 좌측면에서 2.0 mm, 우측면에서 1.0 

mm의 벌어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측면에서 균열

폭 0.1∼0.2 mm의 균열이 15∼25 cm의 범위로 발생

하였다. 비닐을 이용하여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분리

를 통한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균열이 매우 적게 발생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CM1 모델은 상하좌우

측면에서의 벌어짐 현상은 없었고, 시험체의 중앙부

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균열의 시작은 좌우측면 주

변에서 횡균열 부터 발생 하였다. 대부분의 균열폭은 

0.5 mm와 0.2 mm로 측정되었다. PCM2 모델은 상하

좌우측면에서의 벌어짐 현상은 없었고, 시험체의 중

앙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균열의 시작은 좌우측

면에서 발생하여 시험체를 이등분하는 횡균열로 진행

되었다. 대부분의 균열폭이 0.2∼0.4 mm로 측정되었

다. 보통콘크리트로 제조된 시험모델은 소일콘크리트

로 제조된 시험모델에 비하여 균열이 현저히 적게 발

생하였다. 이것은 실험에 사용된 재료의 물리적인 특

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균열을 저감시키기 위해

서는 비닐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험체의 활동을 자

유롭게 유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Table 2의 Series-3으로 제조된 시편은 콘크리트 

폴리머를 혼화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장강도의 증

가로 인해 균열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시험결과 관찰된 균열길이와 발생량과 같은 물리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험재료에 따라서 균열의 발

생량이 다르게 관찰되었다. 즉, 화산쇄설물을 사용한 

소일콘크리트가 보통콘크리트에 비하여 균열이 훨씬 

많이 발생되었다. 비닐을 이용하여 활동을 허용한 모

델은 시험체의 측면에서 균열이 시작된 후 균열길이 

10∼20 cm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비닐과 줄눈을 이

용하여 콘크리트의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균열 저감

에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균열은 최초 콘

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양생 15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균열의 진전은 매우 느리게 나타났고, 양

생 1개월 이후에는 균열의 진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3.2. 보수방법

균열이 발생한 경우 균열보수에 있어서 0.5 mm 이

하의 균열은 표면강화제 웻룩을 침투시켜 균열을 보

수하였고, 0.5 mm 이상의 균열은 그 폭이 넓기 때문

에 균열을 보수할 수 있는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를 

제조 사용하였다. 제조방법은 Table 3의 Series-1과 

같이 시멘트 100중량%를 기준으로 콘크리트 폴리머 

10중량%와 무기질 안료 5중량%를 혼합하여 폴리머

시멘트혼합물을 제조하였다. Table 3의 Series-2는 균

열 폭이 매우 넓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배합비를 

나타낸다. Table 3에서 폴리머는 독일 Wacker의 제품

을 사용하였고, 무기질 안료는 중부케미칼의 산화철

안료(Iron oxide pigments)를 사용하였으며, 실리카 

샌드(Silica sand)는 경인소재의 인조규사를 사용하였

다. 균열의 보수방법은 Fig. 5와 같이 ① 균열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수분을 공급하고, ② 폴리머시멘트혼

합물을 균열표면에 올려둔 후,  ③ 균열표면에 문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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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Cement Polymer Inorganic pigment Silica sand Water

Series - 1 100 10 5    0  0

Series - 2 100  8 5 100 55

Table 3. Mixture proportion details for crack repair (unit: wt%)

(a)

  

(b)

Fig. 6. Photographs of concrete crack textures.

서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를 균열속으로 밀어 넣고, 

④ 표면을 정리한 후 건조하여 완성하는 방식이다. 사

용되는 물의 양은 시멘트의 50±10중량%를 사용하였

다. 균열표면에서의 질감을 조절하기 위해 무기질의 

안료를 시멘트의 2중량%에서 20중량%의 범위로 사

용가능하고 다양한 무기안료가 사용될 수 있다. 보수

과정에서 균열주변에 오염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균열을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로 우선 보수한 후 웻

룩을 시공하는 방법(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주입 -> 

웻룩 시공)보다는, 웻룩을 우선 시공 후 폴리머시멘

트페이스트를 주입하는 방법(웻룩 시공 -> 폴리머시

멘트페이스트 주입 -> 웻룩 시공)이 균열 주변의 오염

저감에 효율적이었다. Fig. 6은 Table 3의 Series-1로 

제조된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최대균열

폭 0.8mm의 균열표면을 보수하고 웻룩을 시공한 후 

최종적인 표면 디자인을 나타낸 것이다. 균열이 뛰어

난 질감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 Flow chart for crack repair method. 

3.3. 시험 시공 및 본 시공

시험 시공은 2009년 10월 29일 실시하였고, 시험장

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래리 119번지 소재의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철근콘크리트조, 지하1

층, 지상1-2층, 5907m
2
) 2층 실내바닥을 시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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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Photographs of soil concrete construction.

로 하였다. 온도 20±2
o
C, 습도 65±5%, 풍속 1 m/s 이

하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시공될 실내에 비닐을 깔

고, 망목 100×100의 와이어메쉬를 사용하였다. 배합

비는 Table 2의 Series-1을 참조하여 시멘트와 화산토

를 1 : 3 비율로 설정하고, 물/시멘트비는 70%를 기준

으로 하고 고성능AE감수제를 시멘트의 1%를 사용하

였다. 2회의 시험생산 후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포설하였다. 시공장비는 혼합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스크류타입교반기와 팬타입교반기를 동시에 사용하

였다. 스크류타입교반기는 전장 2000 mm, 스크류의 

지름이 500 mm이며, 팬타입교반기는 직경 1500 mm, 

높이 600 mm로서 1회 1 m
3
의 배합능력을 가지고 있

다. 스크류타입교반기에서 화산쇄설물+시멘트+물+

고성능AE감수제를 1차 혼합하고, 팬타입교반기에서 

2차 혼합한 후 배출하였다. 1회 비빔은 팬타입교반기

의 용량을 고려하여 0.32 m
3
로 정하고, 시멘트 160 kg, 

화산쇄설물 480 kg, 물 96 kg, 고성능AE감수제 0.96 

kg을 투입하였다. 생산된 소일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0±10 mm 범위에서 사용하였다.   

본 시공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작하여 2주간 시

공하였다. 특별전시관의 지하층, 1층, 2층 전체를 시

공하였으며, Fig. 7 (a)와 (b)에 소일콘크리트 제조공

정을 나타내었고, (c)는 포설공정을 나타내었으며, (d)

는 시공 후 비닐과 종이를 이용한 양생공정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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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Photographs of soil concrete slabs.

고 있다. 1개월 정도의 양생기간을 거친 후 표면에 웻

룩을 2회 시공하여 최종 완료하였다. Fig. 8 (a)와 (b)

는 웻룩을 시공하는 공정사진이고, (c)는 발생된 균열

을 디자인으로 간주한 것을 나타내었으며, (d)는 최종 

완료된 소일콘크리트 바닥전경을 나타내었다. 균열은 

발생 및 보수 방법에 따라 디자인 질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시공 후 균열은 1개월 전후 시점에서 

발생 되었고  최대 균열폭은 1 mm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수방법을 적용하였다. 전체적인 

색상은 한국표준(KS) 기준으로 색상 4±1YR, 명도 

4±1, 채도 3±1로 측정되어 중명도 저채도의 질감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1) 소일콘크리트는 산책로나 문화재지역의 도로포

장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건물의 내부 바닥포장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실험실 규모의 축소모델 실험결과, 균열의 발생

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초 6시간 만에 발생하였으며, 

양생 후 2주간은 지속적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발생된 

균열의 폭도 증가하였으며, 2주 이후에는 균열의 발생

과 진전은 둔화되었다. 흙을 사용한 소일콘크리트는 

보통콘크리트에 비하여 훨씬 많은 균열이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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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흙의 물리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3) 균열보수는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경

우 제조, 시공 그리고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4) 소일콘크리트 포장에서 균열이 발생한 경우, 내

구성과 사용성에 문제가 없다면, 균열의 보수를 강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 위주로 보수하면, 균열 

무늬가 자연스러운 질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소일콘크리트를 사용한 옥상지붕재, 벽체의 마

감재, 건자재 등의 분야로 적용 확대에 대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색상의 변화와 내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일콘크리트

의 사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화산쇄설물을 입도조

정한 후, 20 kg 및 40 kg과 같은 포대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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