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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설제 랩기반 성능평가 방법과 현장 시험방법 제안

Proposal of Laboratory Test and Field Test for performance Qualification
of Anti-ic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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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는 발생되고 있는 염화물계 제설제의 도로 손상, 차량 부식 및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친환경 제설제의 성능

시험 방법은 실내에서 얼음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성능과의 상관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제설제 성능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제설제의 성능 검증을 위한 현장 시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들어, 기존 염화물계 제설제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친환경 제설제의 의무적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제설제는 환경표지 인증기준(EL.610)에 의거한 실내 시험으로 제설제의 유해성과 융빙 성능

등을 검증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실내 시험 방법은 실제 제설제가 살포되는 현장의 강설 조건 및 도로

상태의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노면에서의 융설 성능을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실내 시험을 통한 제설제 성능 시험과 현장에서의 제설제 성능 시험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여

제설제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들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본론

제설제의 융빙 성능 실내시험은 환경표지인증기준인 EL.610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수행하였으며, 별도로 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의 strategic highway research program(SHRP-H-332) SHRP

H-205.1(Test method for ice melting of solid deicing chemicals) 및 SHRP H-205.2(Test method for ice

melting of liquid deicing chemicals)에 따라 수행하였다.

또한, 제설제의 현장 성능 검증은 한국도로공사의 여주시험도로에서 수행하였으며, 연장 40m의 2차선 콘크

리트 포장 도로를 하나의 구간으로 계획하였다. 총 2구간에 조설기를 이용한 인공눈을 제조/살포하여 적설 높

이 3cm의 노면상태를 모사하였다. 제설제 살포 전 노면의 미끄럼 저항치를 초기값으로 하였으며, 계획된 구간

에 습염방식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고상)를 살포한 후 경과 시간대별 미끄럼저항치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각 제설제의 융설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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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설제 현장 성능 시험 전경

3. 결론

그림 2는 각 친환경 제설제 종류별로 염화나트륨(100%) 대비 융빙 효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모든 친

환경 제설제는 성능 기준인 염화나트륨 대비 90% 이상의 융빙 효율을 보였으며, 제설제 살포 후 경과 시간(10

분, 30분, 60분)에 따른 융빙 효율도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3은 인공눈을 이용한 제

설제 현장 시험 결과로써 제설제 살포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미끄럼 저항치를 나타낸 것이다. 습염 제설 방식의

경우, 경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끄럼 저항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한 경우에

는 저조한 미끄럼 저항치를 유지하였다.

그림 2 융빙 성능(실내 시험) 그림 3 미끄럼 저항치(현장 시험)

실내 시험을 통한 제설제의 융빙 성능에서는 염화물계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 사이의 큰 성능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현장 시험을 통한 제설제의 미끄럼 저항 측정치 변화에서는 습염식(염화물계) 제설제와 비교하여

친환경 제설제가 저조한 융설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현장 조건을 반영한 변별력 있는 제설제의 성능 시험 방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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