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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 슬럼의 팽창은 만성적인 주거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

량이 부족하므로 주거 취약층의 자조적인 접근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가피하면서도 그 중요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

지만 비용 대비 양질의 확보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은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접근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건축재

로써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토속적인 재료와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조립형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을 목

적으로 한 건축 실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지의 건축 NGO와의 협업을 통해서, 도시 개발로 강제이주를 당한 40가

구의 공동체가 직접 친환경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제작 워크숍 형태이다. 흙 성질 조

사분석, 배합 설계, 압축 강도 시험, 경제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는 조립형 흙블록이 기존의 벽돌이나 시

멘트 블록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조명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으로 자조 주택 건축재로 적용되는 경우, 가구나 공

동체 규모에서 건축재 생산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적 효과가 예상되며, 건축 비용 및 물류 비

용이 절감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화하는 경우에 부가 소득이 창출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접근을 통해서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을 촉진하고 정부 주거개선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도네시

아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using issues such as mushrooming slums remain as chronic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Due to the state's restrained

capacity, the housing-vulnerable's self-help approaches have been increasingly inevitable and vital for addressing the hous-

ing issues. However, there are still two challenges: securing good quality with economic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This study aims at doing an architectural experiment by developing and educating the pro-

duction of eco-friendly interlocking stabilized soil

bricks (ISSB) by employing vernacular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housing-vulnerable communities in

Indonesia. In collaboration with a local architectural

NGO, the study features a co-creation worksho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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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40 evicted households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 Soil analysis, mixed design, compression tests, and eco-

nomic analysis are carried out. This paper illustrates that ISSB also has a high potential as an alternative to a burned brick

or a cement block. The application of ISSB to self-help housing is expected to hav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thereby facilitating the housing-vulnerable's self-help approaches and contributing to addressing the housing chal-

lenges in Indonesia.

KEYWORDS: Eco-Architecture, Housing-Vulnerable Communities,  Indonesia, Interlocking Stabilized Soil Block

(ISSB),  Participatory Approach, Self-Help Housing 

Introduction

인도네시아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아시아에

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Roberts et

al., 2019). 현재 전체 인구의 56%인 1억 5,100만 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이 수치는 2045년에 인구의 70% 이상인

2억 2,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요-공

급 간의 격차가 1,350만 호에 달하며, 공공사업주택부

(PUPR)의 연간 40만 호 주택 공급으로는 빠르게 치솟는 도

시 내 주택 수요를 채우는 것이 요원하다. 그 결과, 전체 인

구의 22% 이상이 ‘캄풍(kampung)’이라 불리는 슬럼 등 주

거 취약지대에 노출되어 있다(Roberts et al., 2019)(Figure 1).

주거 취약층은 단순히 협소하고 열악한 건물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강가나 해안에 거주한

다. 이들은 공공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낮은 소득과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가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취약하다. 게다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비합법적(extra-legal)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정

부로부터 대출이나 이주 보상 등 주거(개선) 보조 혜택을 받

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주거 취약층은 시민사회와 손잡

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하

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의 도움 없이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지어 나가는 자조 주택(self-help housing)이다(Turner

and Fichter, 1972). 정부의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 공

급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조 주택은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Tunas

and Peresthu, 2010).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의 약 70%(도시 지역은 60%, 비도시 지역은 78%)가 자조

주택에 거주 중이다(Indones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6) (Figure 1). 

하지만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접근에는 두 가지 과제

가 있다. 먼저 자조 주택 건립을 위한 비용과 품질 사이에

서의 균형 문제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있어

서 건축재료 또는 시공 방법 등의 측면에서 최대한 저렴하

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Bredenoord, 2016; Grubbauer, 2017). 다음으로, 전

세계적인 과제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이다. 건축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18.4% 정도로 산업 부문 다음으로 높으며, 그 중에서

도 특히 시멘트나 강재 등의 건축자재 생산 시에 온실가스

가 다량 발생한다(IPCC, 2014). 따라서 주거 취약층의 자조

적 접근에서도 역시 친환경 적정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자조 주택의 건축재료로서,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흙은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에서 실용적인 대안으로 고려

되었다(Agrawal, 1981; Doat et al., 1991; Houben and Guillaud,

1994). 조적식 흙(earth masonry)은 내연성과 단열성이 우수

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습기에 매우 취약하고

압축·인장 강도가 약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외관적인 측면

에서 가난과 직결되어 사회경제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며 이

때문에 구매·생산이 기피되어 적절한 재료 산업 시장이 조

성되지 않는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Hadjri et al., 2007; Heath

et al., 2012).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조립형 흙블록

(interlocking stabilized soil block, 이하 ISSB)이다. 조적식 흙

이 지닌 환경적·경제적·구조적 장점을 유지하면서, 라임이

나 시멘트 등의 안정제(stabilizing agent)를 혼합하고 조립형

으로 제작하여 단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조립형 흙블Figure 1. Indonesia’s housing need (ⓒ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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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대안적 건축재로 빠르게 주목받

고 있다(Bredenoord et al., 2019; UN-Habitat, 2009, 2014,

2018; UNIDO, 2015). 인도의 Hunnarshala Foundation의 친

환경 건축 실험은 이미 세계적인 건축 채널인 Rethinking

The Future 등을 통해 여러 번 소개된 바가 있다. 반면에 국

내에서는 Hyun et al. (2018)의 연구와 같이 이제 막 관심이

시작된 초기 단계로, 개념적인 접근을 넘어서 실증적인 데

이터를 가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맥락에서 저렴하면서도 친환경

적인 건축재로서 조립형 흙블록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거 취

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다

섯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로써 파리 기후

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향후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중의 벽

돌, 시멘트 블록 등의 건축재들과 가격·품질 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하여 부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거 취약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선순환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Bredenoord, 2016; van Noorloos

et al., 2020).

Literature Review

조립형 흙블록은 흙, 모래 또는 자갈, 라임 또는 시멘트,

물 등을 배합하여 압축 성형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되

어 압축 강도와 규격 안정성, 내구성이 날벽돌이나 흙다짐

보다 높은 압축식 흙블록(compressed earth block)의 한 유

형이다. 주로 벽체에 이용되며, 블록끼리 수평적·수직적으

로 레고처럼 조립해서 맞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반죽

(mortar)이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유형의 압축식 흙블록과

비교할 때 더욱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다(Bredenoored et al.,

2019; UN-Habitat, 2009, 2014, 2018). 

조립형 흙블록의 제작 과정은 ① 흙 성질 분석, ② 흙 채

취, ③ 안정제 준비, ④ 배합, ⑤ 압축, ⑥ 양생의 6단계로

구성된다(UN-Habitat, 2009, 2018). 흙 성질 분석은 흙블록

제작에 사용할 흙의 성질을 파악하고 최적의 배합비를 발

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진흙의 양이 많은 경우

에는 블록에 금이 발생하므로 모래나 자갈 등을 섞어서 밀

도를 높이고 또한 안정제로서 시멘트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흙의 방수성과 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안

정제로는 보통 시멘트나 라임이 많이 쓰인다. 흙블록의 주

조는 수동식 또는 전기 수압식(hydraulic) 압축 성형 기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최대 강도를 얻기 위해서 28일간 양

생을 거친다.

조립형 흙블록의 장점은 구조적·기술적·환경적·경제적·미

관적·보건적·교육적 측면으로 정리된다(Hadjri et al., 2007;

UN-Habitat, 2009, 2018; UNIDO, 2015). 압축 강도, 내수

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누구나 쉽게 제작·건설·유지 보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용 연한이 끝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거주 시에도

우수한 단열성 덕분에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주

위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하여 시멘트 사용량

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 조립형이기 때문

에 블록과 블록 사이에 회반죽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기 때

문에 시공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에서 바로

생산 시에는 운반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가령, 태국과

학기술연구원(TISTR)에 따르면 기존 재료 대비 최종 건설

비용이 20% 이상 저렴하며, Build-up-Nepal의 프로젝트에서

는 최대 40%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Bredenoord

et al., 2019). 

또한, 기존의 날벽돌이나 흙다짐과 비교하면 균질한 규격

으로 제작되어 외부에서 양호하게 보인다. 그리고 조립형 흙

블록으로 지은 집은 통풍과 습도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천

식이나 알레르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조립형 흙

블록 제작·시공 기술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렵지 않

은 적정기술로서 작업 숙련도 향상과 부가 소득 창출로 이

어질 수 있으며,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립형 흙블록을 제작·시공할 때에는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먼저 기대했던 것보다 비용이 상승하는 일

이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처럼 근처의 흙이 적절하지 않

아서 먼 곳의 양질의 흙을 조달하면서 비용이 상승하거나

(UN-Habitat, 2009), 안정제로 사용하는 시멘트나 라임 때문

에 비용이 발생한다(Bredenoord et al., 2019; Euginia et al.,

2019; Gooding and Thomas, 1995). 그리고 압축 성형 기기

의 가격이 아직 비싼 수준이라 외부의 지원 없이는 구매하

기가 어렵다(Euginia et al., 2019). 

다음으로 구조적·기술적인 측면에서, 2006년 정부의 적정

건축재료기술(ABMT) 프로젝트로 성과를 거둔 케냐를 제외

하고는(Euginia et al., 2019), 아직 표준화된 디자인이나 기

술·공법 지침이 부재한 국가가 많다. 그래서 건물 구조가 복

잡할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며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다(Gooding and Thomas, 1995; Hadjri et al., 2007).

그리고 벽체나 물탱크에는 조립형 흙블록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건물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지

붕 또는 건물 기초와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

을지는 알려진 게 많지 않다(Heath et al., 2012; UN-Habitat,

2009). 한편, 현장 제작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무거운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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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기기를 운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조립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기의 발명이 요구된다(UN-Habitat, 2009).

환경적 측면에서, 안정제나 미장재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관해서는 다소 상반된 연

구 결과가 관찰된다. UNIDO (2015)와 Bredenoord et al.

(2019)는 시멘트 성분이 5% 들어간 흙블록을 사용하는 경

우에 기존의 벽돌보다 온실가스를 60~9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와 비교해서도 일반적으로 온실가스가 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Heath et al. (2012)는 시멘트

를 불과 5%만 첨가해도 온실가스 발생량에 있어서 흙블록

과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실험 결과로 보

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수행한 Prastyatama and

Maurina (2018)의 연구는 천연섬유를 안정제로 사용한 조립

형 흙블록과 시멘트 또는 라임을 안정제로 사용한 조립형

시멘트 블록의 압축 강도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을 보

여줌으로써 조립형 흙블록의 안정제로서 천연 섬유의 가능

성을 조명한다. 한편, 다른 환경문제로서 흙을 채굴한 다음

에 남는 구멍을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환경적 저하(de-

gradation)를 일으키는 문제가 지적된다. 여기에 대해서

UN-Habitat (2009)는 해당 구멍을 화장실이나 지하 물탱크

로 사용하는 접근이 환경적으로도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

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문화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 흙블

록으로 지은 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빈곤 낙인 효과 때

문에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

으며(Gooding and Thomas, 1995; Hadjri et al., 2007), 기술

적 용어들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건축 계획이나 평가에서 배

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Euginia et al., 2019). 또한, 아직 제

대로 된 교과과정이나 직업 훈련학교 또는 대학기관에서의

교육이 부재하다(UN-Habitat, 2009). 이 때문에, Gooding

and Thomas (1995)는 흙블록 제작 및 시공이 쉽고 간단하

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흙 성질 분석과 부지 선정 등

에 있어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접

근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UN-Habitat, 2009).

Materials and Methods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yakarta) 시에 소재

한 NGO인 인도네시아커뮤니티건축가재단(Yayasan ARsitek

KOMunitas Indonesia, 이하 ARKOM)과의 협업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해외사례 연구 및 흙 성질 분석부터 개발 및 시

험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동 제작(co-creation) 형태를 지향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구 종료 후에 참여 주민들이 배우고 익힌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거주할 자조 주택 건립에 실제

로 적용하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협동조합 형

태로 조직하여 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겨냥하였다. 

ARKOM은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슬럼 주거 개선, 재

난재해 시 임시 주거지 설치 및 영구 주거지 재건, 주민참

여 디자인, 대나무 등 토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재 활용

교육 등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건축 NGO이다. 또한, 슬

럼 주거 개선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이니셔티브를 운영

중인 국제슬럼거주자연대(Slum/Shack Dwellers International)

나 아시아주거권연대(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와

오랫동안 협력하고 있다. ARKOM은 이처럼 슬럼 거주민 등

주거 취약층과 오랫동안 함께 호흡해왔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업이 기대되었다.

조립형 흙블록 워크숍에 참여할 대상 주민은 ARKOM과

의 사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프링고묵티(Pringgo-

mukti) 공동체는 총 40가구로, 원래 도심에 임대하여 살고

있던 토지의 소유주가 2013년에 호텔 신축을 추진함에 따

라서 가구당 불과 40~8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다.

대다수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

며, 현재 도시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임시방편으로 월

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 일원 모두가

한데 모여 살고자 하는 바람이 강해서 함께 이주할 토지를

찾아 나섰고, 가까스로 도시 외곽에 2,135㎡ 면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ARKOM과의 주민 참여형 설계

를 통해서 자조형 공동주택(collective housing) 시안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현재 모든 구성원이 매일 조금씩 공동체 기

금에 저축하는 중이다. 하지만 가구당 최소 400만 원의 건

축비가 필요한 데 비해 금융권의 손을 빌릴 수 없어서 진

척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연구가 이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1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로 ARKOM의 건축

가들과 프링고묵티 주민 대표들과 함께 내부 연구모임을 가

졌다(Figure 2(a)). 2단계로 프링고묵티 공동체가 이미 매입

한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 안팎의 5개소에서 토양 시료를 채

취하여 흙 성질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흙

을 다양한 골재와 섞는 배합 설계 시험을 하여서 흙블록 샘

플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흙블록 샘플로 욕야카르타

무하마디야대학교(Universitas Muhammadiyah Yogyakarta)

1인도네시아 내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규모 사회 제약

(PSSB) 실시로 이 연구의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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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공학실험실에서 압축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프링고묵티 공동체 주민들이 흙블록 압축 성형 기

기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 실습을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

다(Figure 2(b)).

 

Results and Discussion

1. Soil Selection and Analysis 

흙 성질 분석을 위해서 프링고묵티 공동체가 매입한 토

지뿐만 아니라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였

다. 테갈도워(Tegaldowo, Figure 3에서 A)는 프링고묵티 공

동체가 호텔 개발로 인해서 원래 살던 곳에서 강제이주를

당한 뒤에 십시일반 모아서 매입한 토지이다. 팔랑안

(Palangan, Figure 3에서 B)은 ARKOM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동체 주택 개발 추진

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분석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찬

디 이조(Candi Ijo, Figure 3에서 C)는 힌두사원 유적지 인

근으로, 비도시 지역이라 흙의 채취가 넉넉하게 가능하며

ARKOM의 대나무 연구실이 위치해서 향후 흙 성질 분석 기

기, 흙블록 압축 성형 기기 등을 보관하고 제작·훈련하는 공

방을 지을 계획에 있다. 고데안(Godean, Figure 3에서 D)은

욕야카르타 시의 슬럼 거주민 네트워크인 Kalijawi(프링고

묵티 공동체도 회원임)가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향후 조립형 흙블록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분석 대

상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창크링안 므라피(Cangkringan

Merapi, Figure 3에서 E)는 도시 배후에 있는 므라피 화산

정상 부근으로, 화산 분화 시 거주민이 피난하여 임시로 거

처할 임시 주택의 건립을 염두에 두고 분석 대상에 포함하

였다.

흙 성질 분석은 2020년 3~4월에 ARKOM과 프링고묵티

공동체 주민 대표들, 욕야카르타 슬럼 거주민 네트워크 주

민 대표들과 함께 ARKOM 사무실의 뒤뜰에서 진행하였다

(Figure 4). Table 1에 보이듯이, 흙블록의 제작을 위한 중요

요건인 모래 함량 60% 이상 및 진흙 함량 10% 이하를 만

족하지 못하는 부지들도 몇 군데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모래를 혼합하여 모래 함량을 높

이고 진흙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 Table 2는 문제 해결

을 위하여 간단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도출해낸 배합비를 예

시로 보여준다. 최적 함수량 시험의 경우 흙블록 제작 경험

이 많은 인도의 Hunnarshala Foundation의 조언에 따라

7~8%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다. 

다만 흙의 성질이 같은 도시 내에서도 장소마다 서로 다

르므로, 향후 생산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지속해서 확보하

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부지를 대상으로 흙 성질 분석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처럼 근처의 흙이 적

절하지 않아서 아주 먼 곳에 있는 흙을 조달해야만 하는 정

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UN-Habitat, 2009), 모래의 함량이

Figure 2. (a) Group study (left), (b) Community workshop (right)

(ⓒ Author)

Figure 3. Locations selected for soil analysis (ⓒ Author)

Table 1. Soil analysis results

Site A B C D E

Soil Bulk 

Density 

(g/cm3)

1.086 1.562 1.111 1.282 1.562

Clay (%) 7.6 6.7 19.5 6.7 6.3

pH 6.8 5.4 5.7 6.3 6.5

Sand (%) 30 79.2 26.1 53.1 86.2

Note: A: Pringgomukti, B: Palangan, C: Candi Ijo, D: Godean, E:

Cangkrinagan Merapi

Figure 4. Soil analysis (ⓒ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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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진흙이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

도로 모래를 섞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 Mix Design and Compression Test

흙블록을 제작하고 압축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배합 설

계는 1:6, 1:8, 1:10의 세 가지 배합비를 적용하여 실시하였

다. 흙 성질을 분석한 5개소 모두에 대해서 배합 설계를 진

행하기에는 시간상·재정상으로 제약이 존재하므로, 우선 프

링고묵티 공동체가 자조 주택을 건립하려고 매입한 테갈도

워(Site A)의 흙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배합 설계 내

역은 Table 3과 같다. 먼저 불연재의 기준인 모래 함량 6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흙 1 kg에 모래 800g을 섞은 다음

에, 세 가지의 배합비를 적용하여 총 10개의 흙블록 샘플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이 샘플들을 무하마디야대학교 구조

공학실험실에 의뢰하여 2020년 5월 25일에 압축 강도 시험

을 실시하였다(Figure 5). 샘플의 자세한 내역과 압축 강도

시험의 결과는 Table 4 및 Figure 6에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는 (조립형) 흙블록과 관계된 국가

표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유사한 표준들을

통해서 이 연구의 조립형 흙블록의 압축 강도가 주택 건축

재로 적합한지를 미루어 살펴볼 수 있다. 벽체용 일반형 적

Table 3. Composition for mix design with soil from Tegaldowo

(Site A)

Mix 

Ratio

Cement 

(kg)

Soil 

(kg)

Soil Modification

Original Soil 

(kg)

Added Sand

 (kg)

1:6 1 6 3.3 2.7

1:8 1 8 4.4 3.6

1:10 1 10 5.5 4.5

Table 2. Composition for soil-clay modification

Site

Soil Modification

Sand

(%)

Clay

(%)

Original 

Composition
Added 

Sand

(g)

New Composition

Soil

(g)

Sand

(g)

Clay

(g)

Soil

(g)

Sand

(g)

Clay

(g)

A 1,000 300 76 800 1,800 1,100 76 61 4.2

B 1,000 792 67 0 1,000 792 67 79.2 6.7

C 1,000 261 195 1,000 2,000 1,261 195 63 9.7

D 1,000 531 67 300 1,300 831 67 64 5.1

E 1,000 862 63 0 1,000 862 63 86.2 6.3

Note: A: Pringgomukti, B: Palangan, C: Candi Ijo, D: Godean, E:

Cangkrinagan Merapi

Table 4. Compression test results

Code
Size (cm) Area 

(cm2)

Weight 

(kg)

Maximum

Weight (kg)

Compressive

Power (kg/cm2)

Strength

Coefficient (K)

Displacement

 (mm)W L T

Sample 1 (1:6) 10.3 10.1 5.8 104.03 1.10 4,237 40.73 41 5.40

Sample 2 (1:6) 10.4 10.4 6.1 108.16 1.15 4,814 36.94 45 6.52

Sample 3 (1:6) 10.5 10.2 6.0 107.10 1.13 4,902 37.99 46 6.35

Sample 4 (1:8) 10.4 10.4 6.0 108.16 1.15 4,189 32.15 39 7.52

Sample 5 (1:8) 10.3 10.15 5.9 104.55 1.03 3,932 31.22 38 5.69

Sample 6 (1:8) 10.4 10.2 5.75 106.08 1.06 3,469 27.14 33 6.53

Sample 7 (1:8) 10.25 10.2 6.35 104.55 1.16 5,533 43.93 53 5.77

Sample 8 (1:10) 10.25 10.0 5.8 102.50 1.10 3,406 55.16 33 5.73

Sample 9 (1:10) 10.3 10.15 6.0 104.55 1.09 2,769 21.98 26 7.47

Sample 10 (1:10) 10.25 10.2 6.0 104.55 1.17 2,980 37.85 29 8.36

Figure 5. Compression test of mix-designed soil block samples (

ⓒ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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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solid red brick for wall installation)의 압축 강도 50~150

kg/cm2 (SNI 15-2094-2000)), 일반 벽돌의 압축 강도 25~250

kg/cm2 (SII-0021-1978), 시멘트 블록의 건축재 압축 강도

20~70 kg/cm2 (PUBI, 1982) 또는 25~100 kg/cm2 (SNI 03-

0349-1989) 등의 국가 표준과 비교하였을 때, 압축 강도 시

험을 거쳐 도출해낸 조립형 흙블록 샘플의 압축 강도(21.98

~55.16 kg/cm2)는 이 표준들의 전반적인 압축 강도 범위에

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RKOM의 건축가 및 인도

Hunnarshala Foundation의 건축가들과 압축 강도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조립형 흙블록의 최소

압축 강도(21.98 kg/cm2)는 벽체용 벽돌 또는 블록에 경험

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압축 강도 17 kg/cm2를 충분히 웃도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압축 강도와 비

교해볼 때도 큰 차이가 없다(Bredenoord et al., 2019;

Gooding and Thomas, 1995; Jarju, 2019; Prastyayama and

Maurina, 2018; UN-Habitat, 2009; UNIDO, 2015). 

다만, 압축 성형 기기를 사용하여 조립형 흙블록을 제작

하는 경우에는 샘플 사진에서 보이듯이 일체형(solid)이 아

니라 천공형(perforated)이므로 약간의 강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건축에 보편적으로 사용하

는 대나무 줄기로 구멍 내부를 보강하면, 강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를 아끼고 단

열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발견되었다.

3. Production

조립형 흙블록의 생산은 프링고묵티 주민 공동체가 참여

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가 지

적처럼 실제 생산 시에 문제점이 생기는지를 주민들의 눈

과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안정제로서 시멘

트 혼합 시에 믹서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손으로 섞는 경우

의 생산성을 비교하고, 수동식 압축 성형기를 이용하는 경

우와 직접 손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생산성을 비교하고자 하

였다(Figure 7). 

워크숍을 통해서 가로 240 mm, 세로 120 mm, 높이 120

mm의 조립형 흙블록을 제작하였다(Figure 8). Table 5는 시

멘트 믹서기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흙과 섞는 경우와 손으

로 직접 시멘트를 흙과 섞는 경우의 장단점을 보여준다. 시

멘트 믹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적은 인력으로 신속

하게 흙과 시멘트를 골고루 섞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흙과 시멘트가 골고루 섞인다는 점이 반드시 양질의 흙블

록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멘트 믹서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흙블록은 수제 흙블록보다 더 깨지기 쉽고 표면이

거칠고 오돌토돌해지는 현상이 있었다(Figure 9). 많은 나라

에서 흙블록으로 벽체를 시공한 후에 미장을 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UN-Habitat, 2009). 하지만 인도네

시아의 경우 주민들이 자연적인 외관을 위해서 미장을 하

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주

민들은 시멘트와 흙의 혼합 과정에서 표면 질감과 함께 색

상을 조절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향후 이 부분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한편, 시멘트 믹서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

게 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재료의 낭비가 많으며

믹서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연료를 쓰면서 추가 비용이 발

Figure 6. Compression test graph (ⓒ Author)

Figure 7. (a) Cement mixer (left), (b) Press machine (right) (ⓒ
Author)

Figure 8. ISSB specifications (ⓒ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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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문제도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수동식 압축 성형 기기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

우와 수제작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Table 6). 압축 성형 기

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우

월한 생산성을 보였다. 수제작하는 경우 흙블록 1개당 사람

2~4명이 2~4분 걸렸다. 반면에 압축 성형 기기를 사용하면

소요 인원과 시간이 각각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낭비

되는 재료가 적고 더 강한 힘으로 압축할 수 있으므로 강

도가 높은 흙블록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선행연구가 지적

하듯이 200㎏에 달하는 무거운 압축 성형 기기를 제작 현

장으로 운반하고 사용 후 유지·보관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UN-Habitat, 2009). 이 연구에서는 참여 주

민 한 명이 보유한 트럭으로 ARKOM의 대나무 연구실에

보관 중인 압축 성형 기기를 필요할 때 제작 현장으로 운

반하거나, 또는 ARKOM의 대나무 연구실에서 제작하는 방

안을 주민들이 제안하였다.

4. An Alternative for the Urban Poor?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조립형 흙블록의 경제성은 선행연구들이 공통으로 언급

하는 대표적인 장점으로, 이 연구에서도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먼저, 흙과의 혼합에 안정제로써 사용

되는 시멘트는 40 kg 1포대당 불과 50,000루피아(약 4,250

원)이다. 따라서 시멘트 블록 제작에 필요한 시멘트 비용과

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 다만, 추가적인 비

용 절감이나 환경 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시멘트를 대체하

는 안정제로써 동식물 자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Bredenoord et al., 2019; Minke, 2013). 그리

고 조립형이기 때문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회반죽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기 때문에 시공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에서 바로 생산 시에는 운반 비용도 거의 들지 않

는다. 그 결과 조립형 흙블록의 1개당 가격을 살펴보면

1,400루피아(약 119원)로 구운 벽돌보다 2배 비싸긴 하지만

시멘트 블록 가격의 거의 1/3 수준으로 줄어든다(Table 7).

Figure 9. (a) Block produced by a press machine (left), (b) Block

produced manually (right) (ⓒ Author)

Table 5. Comparison between cement mixer use and manual mix

Aspect Cement Mixer Manual Mix

Time Required 2 – 5 minutes 10 – 15 minutes

Power Required 1 – 2 persons 2 – 4 persons

Materials Wasted High Low

Mix Texture Granular Pluffy

Mix Quality Even Uneven

ISSB Quality Friable Strong

Smoothness Grained Smooth

Diesel Required Y N

Table 6. Comparison between press machine use and manual

production

Aspect Press Machine Manual Production

Time Required

per unit
1 – 2 minutes 2 – 4 minutes

Power Required 1 – 2 persons 2 – 4 persons

Materials Wasted Low Low - Medium

Weight Very High High

Strength Very Strong Strong

Production Condition Always with Machine Anytime/Anywhere

Diesel Required Y N

Table 7. Comparison between burned bricks, cement blocks and

ISSBs

Aspect Burned Brick Cement Block ISSB

Quantity 

Required

for 1 m2

70 13 35

Mason Fee for 

1 m2

IDR 90,000

(KRW 7,650)

IDR 58,000

(KRW 4,930)

IDR 25,000

(KRW 2,125)

Unit Price
IDR 700

(KRW 60)

IDR 4,100

(KRW 349)

IDR 1,400

(KRW 119)

Mortar Required High Medium Low

Cement Required - Large Low

Thermal 

Insulation

Required

High - -

Labor Required High Medium Low

Time Required High Low Medium

Production 

Difficulty
High Low Low

Note: Exchange rate is IDR 100 = KRW 8.50 as of July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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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형 흙블록으로 주택을 지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는 조

립형 흙블록, 구운 벽돌, 시멘트 블록의 규격이 다르므로 벽

체 1 m2 면적당 필요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링고

묵티 공동체의 자조 주택에 적용될 주택 유형은 인도네시

아에서 보편적인 Type 36(가로·세로 6m, 높이 3m)의 단층

주택으로, 총 벽체 면적은 72 m2이다. 여기에 조립형 흙블

록, 구운 벽돌, 시멘트 블록으로 공사할 때 고용하는 석공

의 각기 다른 노임 비용을 고려하면, 주택 1채의 벽체 공사

에 드는 총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조립형 흙블록의 경우

5,328,000루피아(약 45만 원)로 구운 벽돌(약 89만 원) 및 시

멘트 블록(약 68만 원) 대비 많이 감소하게 된다. 대부분 비

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하면서 매월 110~278만 루피아(약

93,000~236,000원)을 벌며 자조 주택 건립을 위하여 매일

5,000 루피아(약 425원)을 저축하는 프링고묵티 공동체 주

민들에게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또한, 시멘트 블록 대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조립형 흙블

록은 건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들이 향후 자조 주택 시공 외에 외부에 판매하여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

도네시아 협동조합법(1992년 제25호)」 및 「협동조합 개

발·실행에 관한 중소기업부 행정령(2018년 제9호)」이 정하

는 형태로서의 협동조합 인가를 획득하여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불량주택(RTLH) 개선사업이나 다른 도시 주거 취

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에 친환경 흙블록 건축재를 광범위

하게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압축 성형 기기의 높은 가격은 앞서 살펴본 조립형

흙블록의 우수한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지원 없이는

주거 취약층이 제작 생산 활동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가

장 큰 장애물이다(Euginia et al., 2019). 이 연구에서도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약 160만 원에 달하는 압축 성

형 기기와 80만 원의 시멘트 믹서기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

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조립형 흙블록으로 주택을 지을 때 정부 기관이나 시중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건설비용 보조·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

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Euginia et al., 2019). 인도네시아

의 경우, 현재 공공사업주택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

영하는 점진적 주택 개량 보조금(BSPS) 제도를 개선하여 압

축 성형 기기 등의 기기 구매 비용과 건축재 자체 생산 비

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민 공동체가 참여한 조립형 흙블록 제작 워

크숍은 기존에 선행연구가 지적하였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

한 몇몇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먼저 흙을 채굴한 다음에 남

겨지는 구멍을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환경적 저하를 일으키

는 문제가 자주 지적되곤 한다. 여기에 대해서 UN-Habitat

(2009)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처럼 해당 구멍을 화장실이나

지하 물탱크로 사용하는 접근이 환경적으로도 주민 편의상

으로도 아주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의 주거 취

약층은 아직 개별 화장실이나 물탱크가 없어서 마을 내에

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들은 흙블

록의 생산을 위한 흙 채취와 공동 화장실 또는 물탱크의 조

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면서도 적절한 방

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벽체 외의 다른 건

물 부위에 조립형 흙블록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

고 지적한 부분을 살펴보았다(Heath et al., 2012; UN-

Habitat, 2009).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은 조립형 흙블록 방

식이 지붕 구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다

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압축 성형 기기의 형태는 적합하지

않고, 지붕 구조를 위한 별도의 압축 성형 기기가 따로 제

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지붕 특성상 방수성

을 고려한 성질 분석 및 배합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

도 향후 과제로 남았다.

Conclusion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도시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

용 절감과 양질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건축재로

써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토속적인 재료와 공법을 활

용한 조립형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

건축 실험 형태로 수행되었다. 현지의 건축 NGO와의 협업

및 도시 개발로 강제이주를 당한 주민 공동체가 전 과정에

참여한 공동제작 워크숍을 통해서, 이 연구는 조립형 흙블

록이 기존의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과 비교하여도 친환경 주

택 건축재로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있음을 조

명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몇 과제들에 관

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주민들 간의 긴밀

한 협력으로 구조적·기술적·환경적·경제적 요건들을 탐색하

여 균형점을 찾아내고, 현지 사정에 맞는 공동체 기반 교육

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기술 표준

화 및 대중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한편, 친환경 조립형 흙

블록 건축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화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잠재적인 구매자를 확인하는 시장조사 지도화

(mapping)가 요구된다. 또한, 조립형 흙블록의 적용을 어렵

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나 시장의 생산자-소비

자 제도, 기업의 시장 독점, 재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 선호도 등 ‘재료의 정치학(politics of materi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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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ity)’에 관한 연구도 고려될 수 있다(Choplin, 2020;

Piló and Jaffe, 2020).

향후 본격적으로 조립형 흙블록을 자조 주택 건축재로 적

용하게 되면, 가구나 공동체 규모에서 건축재 생산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환경적 효과와 함께 건축 비용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부

가 소득이 창출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

을 촉진하고 정부 주거개선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

도네시아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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