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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existing environment-friendly method is used in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So, it is necessary that environment-friendly canal method which is stable and quality.

Environment-friendly manufactures which were reflected demand characteristic of drainage and

irrigation canal were developed. This study is focused on quailty, stability for agricultural district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this method has qua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stability and natural characteristic, and will contribute to environment-friendly canal

construction.

서론1.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인간 활동의 편의성과 삶의 질 적인 향상을 요구

하게 되었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어 그“ ”

동안 기능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기반시설로서

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효율적인 친환경 정비 방안 필요하다 우리나.

라의 경우 수리시설의 건설 및 관리는 용수확보 및 이수치수에 기능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세21․
기부터는 생산기반시설에서 친환경 경제사회구조로 변모하면서 친환경적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및 시공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한 형편에서 시.

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목적에 부합되는 소재와 공법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친환경 사업종료 후 오히려 주변의 생태환경에 역효과를 가져오거나 시설

물의 조기노후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시행된 친환경적 정비사업들.

은 공법 및 시공재료가 다양하지 못한 이유로 해서 지역적 특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공법을 적용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 ,

됨과 동시에 보다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이용한 설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 ,

농촌관광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친환경 소재나 공법이 무수히 많으나 특성품질 등이 검증되지 않․
고 사용하고 있어 수명 단기화로 막대한 국고 및 과도한 유지관리비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친환경적 정비와 관련된 국내외 설계 및 시공기술 자료의 수집과 현장사례조사 친환경,

적인 기술이 적용된 지역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농촌종합개발의 친환경적 정비기술

구축과 친환경 공법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선진국에서의 농촌개발 친환경소재공법의 실태조사 및 분석2. ․
일본에서의 농촌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건에 따라 조사한 결과 년대에는 생산성 향상이 주‘80

목적으로 경지정리나 구획정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관개 배수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생활,

환경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였다 년대에는 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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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요구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 년대에는 농촌의 생태계. ‘2000

보전 요구가 있어 친수형성 경관보전 쾌적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는 생산성향상 중심에서 새로, ,

운 환경정비 사업 추진하여 건축과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친환경소재에 대하여 차소재로는 자연그대로의 나무 돌 흙으로 구분하고. 1 , ,

차소재로는 적벽돌 블록 기와인 콘크리트 제품 차소재로는 고도의 가공을 요하는 구조물 목2 , , , 3 (

재칩 고무 플라스틱 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의 친환경제품 중 특히 콘크리트구조물에, , ) .

대하여는 약 년전부터 식생콘크리트 제품을 제작하여 환경성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5 (Green

중의 하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연친화형 제품설계시 구조설계전문action program ) .

가 및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결정하고 설치후 성능확인하고 연구개발 기간은 대략 년이 소4-5

요되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콘크리트 제품.

의 품질관리시 증기양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본에서의 품질관리 기준은 일반적으로 에 규정되JIS

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물 시멘트비는 배합시험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었다 또한 품질확/ .

보를 위해 품질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품질보증서는 약 년 전부터 작성하고 있었다 친환경2 .

제품의 품질조사 항목은 식생성장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었으며 품질관리기준

은 제조업체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발주자로부터의 품질관리 요구기준이 다르.

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에서의 친환경제품의 납품과정은 시공회사를 통해 발주자로부터.

승낙요청이 있은 후 콘크리트 제품의 배합비 철근제조 시방서 혼화제등 시험관련 자료 제출하고, ,

있었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와 다른점은 이러한 시험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향후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친환경소재공법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안 이 정립된다면 행정( )

상 시험관련 자료를 업체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 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독성에 대한.

고려는 설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사례는 아직 없다고 하

였으며 수로구조물의 경우 이음부 처리는 고무재 에폭시 처리 등으로 이음부에 대한 누수처리를,

방지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이고 어도 구조물. 250 kgf/ , 300 kgf/㎠ ㎠
은 유수지 구조물 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발주자가 품질향상을 위해 무300 kgf/ , 420 kgf/ .㎠ ㎠
리한 요구를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에 맞추어 제품제작 하지만 너무 무리한

경우 납품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3. 친환경 소재 및 공법 현장 실태조사 및 분석

기존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지구의 사례를 통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분석을 한 결과 소○○
재 및 공법으로는 용수로 사면에 콘크리트 블록 사용하였으며 제품의 특징은 블록사이에 식재를

통해 사면녹화 가능 하천식생대의 형성을 통한 수서곤충의 서식처 제공 하천생태계의 전반적인, ,

복원이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일부 블럭 표면에 동결융해로 인한 표면부식 발생하

고 있었으며 목적수종의 활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토착수종 활성화가 되고 있었다 또한 식생의 활.

성화로 유지관리 어려움과 수생식물의 활성화로 통수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 1>

은 지구의 친환경소재 공법 현장 시공사례를 나타낸 것이고 표 은 친환경소재공법의 품질 내구성00 , < 1> ,

및 안정성평가에 대한 체계화를 위한 주요 실험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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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구 친환경소재 공법 현장 시공사례< 1> oo

표 친환경소재공법의 품질 내구성 및 안정성 평가< 1> ,

구분 품질시험 내구성 및 안정성 비고

․콘크리트식생블럭계

비중 및 공극률․
압축강도․
휨강도․
투수성․
․외관 및 치수

동결융해․
알칼리골재반응․
화학 약품성․
식생 활착성․

식생 기반재계․

파열인장강도․
․외관 및 치수
지오텍스타일 및관련․
제품 수로건설에 요구되(

는 특성)

부식시험․
식생 활착성․

목재계․
압축강도․
휨강도․
․외관 및 치수
흡수율․

마모저항성․
충격시험․
전단시험․

자연석계․
돌망태 품질․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외관 및 치수

마모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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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내구성 평가 결과에 따른 품질기준 안 정립4. ( )

본 연구는 차년도 년 에 시행한 연구로서 친환경소재 제품 콘크리트 의 사용 기본방향은1 (‘05 ) ( )

친환경 제품은 대부분 비 제품이므로 품질검사 종류를 내하력 안전성 검사 내구성 검사로 구성KS ( ) ,

하여 품질기준 안 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 .

표 친환경 소재 제품 콘크리트 의 품질기준 안< 2> ( ) ( )

검사 구분 내하력검사 내구성검사

검사 방법

휨강도검사

코어강도검사( )

비파괴검사( )

양생품질 검사

배합비품질 검사

재료품질 검사

본 연구에서는 내하력 검사방법으로 친환경 소재의 공법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제시하

고 휨강도검사 코어강도검사 테스트햄머에 의한 비파괴검사 방법 및 기준값 제시하는 것으로 하, ,

였다 또한 휨강도 시험값 휨강도검사인 경우 또는 휨강도 계산값 코어강도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 ) (

인 경우 이 기준값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양생품질 검사방법으로는 친환경 소재공법별 양생품질) ,

검사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여 선진국 일본에서의 품질관리 기준보다 좀더 자세한 기준항목을 실

시하여 품질관리 기준안을 제정 할 것이다.

그리고 배합비 품질 검사방법으로는 배합시험 성적서에 나타난 공기량 물 시멘트비 기록으로, /

부터 제품의 배합비가 검사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배합비품질 검사기준 설정할 예정이다.

재료품질 검사방법은 재료 반입시 받은 재료별 시험성적서가 검사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기준으로 에 규정된 모래 자갈 등 재료 품질기준을 준용하여 친환경 소재 공법별 기KS , ,

준 제시할 것이다.

기대효과5.

1) 농촌 종합개발사업에서 농촌다움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 소재 및 공법의 설계(Amenity)

시공기준으로 활용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실무자들에게 친환경마인드 확산과 사업시행시 자연환경 훼손 및2)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농촌주위의 문화재 및 지역특성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인접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3) ,

활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촌종합개발 사업에 기여

친환경 소재나 공법의 특성품질 등이 검증으로 국고 및 유지관리비 절감4) ․

실용화 추진계획6.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관리자도 손쉽게 농촌종합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친환경소재 및 공1)

법을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기술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

급

친환경소재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체품의 품질검사확인을 한 뒤2)

합격제품에 검사시험서를 첨부하여 공사현장에 반입

농촌공간개발 및 정비에 있어서 개발방식에 대한 정책 입안의 자료로 활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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