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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도로 보호길 어깨 포설에 재활용 하는 친

환경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

리하였으나, 임목폐기물의 효율적인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도로 보호길 어깨에 임목폐기물을 파쇄하

여 포설하고자 한다. 포설 방법은 보호길 어깨를 굴착하여 파쇄칩을 포설 및 다짐한 후 친환경성 접착

제를 살포한다. 위 활용 방안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수 침식시험기를 자체 제작 후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침식 시험기를 이용한 시험 결과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1. 서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국토의 환경 보존을 위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효율적이고 재순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

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건설공사 예산절감과 국토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

보호길 어깨에 포설하는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실내 침식시험

실내 시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수에

대한 침식시험을 시험하였다. 우수에 대한 침식시험

은 시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시험에서는

침식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고안하여 적용

하였다.

2.1 시험방법

실내 침식시험을 하기 위해 [표 1] 과 같이 시편

은 아크릴박스(50cm×50cm×10cm)를 제작하여 사용

하였다. 파쇄칩의 크기는 직경 100mm 를 이용하고,

우수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인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재료 수량

아크릴박스

(50cm×50cm×10cm)
2

파쇄칩

(직경 100mm)
0.1㎥

친환경 접착제

(ASP100)
250㎖

[표 1] 실내 침식시험 재료

우수에 대한 침식시험을 하기 위하여 인공강우를

모의할 수 있는 침식시험기를 [그림 1] 과 같이 제

작하였다. 이 침식시험기는 최대 15ℓ/min 로 인공

강우를 모의 할 수 있다. 시편의 크기는 가로·세로

50cm, 높이 10cm이고, 경사는 0°-45° 까지 구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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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침식시험은 인공강우를 5ℓ/min 로 1시간

을 적용하였다.

[그림 1] 강우량을 고려한 침식시험기

우수에 대한 시험은 [표 2] 와 같이 A, B 두 시편

을 제작하여 A 시편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B 시

편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구분

항목
A B

파쇄칩

(100mm)
2,700g 2,700g

친환경접착제

(ASP100)
250㎖ -

물 2,500㎖ -

[표 2] 시험조건

시험방법은 [그림 2] 와 같이 아크릴박스에 파쇄

칩을 다짐하여 가득 채운 후 접착제와 물을 1 : 10

의 비율로 혼합하여 표면에 골고루 살포한다.

[그림 2] 시험 시편에 접착제 살포

살포후 3일 동안 야외에서 자연 건조 후 [그림 3]

과 같이 침식시험기에서 45° 의 경사에서 5ℓ/min

의 물을 1시간 동안 뿌려 시험하였다.

[그림 3] 침식시험

2.2 시험결과

우수에 대한 침식시험 한 결과를 [표 3] 에 나타

내었다. 접착제를 살포한 시편은 파쇄칩의 침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시편

은 153g 침식량이 발생하였다. 이는 도로 길어깨에

파쇄칩을 포설시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항목
A B

침식량 - 153g

[표 3] 침식 시험결과

3. 친환경성 시험

본 논문은 친환경적인 환경 보존을 위한 자원 재

활용이므로 시험에 사용한 접착제의 친환경 시험도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접착제 친환경 시험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증기준인 VOCs,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시험하였다.

3.1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그림 4] 와 같이 소형챔버법으로 시

험하였다. 이 방법은 일정한 크기의 시험편을 챔버

내부에 설치(표면만 노출)한 후 온도, 상대습도, 환

기회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7일 후 챔버의 출구에서 포집한 공기의 농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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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공기유량 및 시험편의 표면적을 계산하여 방출

속도를 산정하여 시험하였다.

[그림 4] 소형챔버법

3.2 시험결과

현재 우리나라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방

출량은 [표 4]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접착제의 시험분석 결과는 기준치보다 현

저히 낮은 양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

다.

구분 기준치 분석치

VOCs 0.400 이하 0.016

톨루엔 0.080 이하 0.001

폼알데하이드 0.020 이하 0.006

[표 4]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결과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재순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

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파쇄칩을 도로 보호길

어깨에 포설하는 친환경적인 재활용 처리를 위한 연

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파쇄칩을 도로 보호길 어깨 포설시 우수 및 바

람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다짐 후 접착

제를 겉표면에 살포하면 침식방지 및 효율적인

공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으로 사용한 ASP100 접

착제의 시험분석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재료

로 판단된다.

(3) 임목폐기물 파쇄칩을 도로 길어깨에 포설하는

재활용 방안은 건설공사 예산절감과 국토의 환

경 보존에 효과적으로 처리 공정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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