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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제주도의 주 수입원이 관광과 수자원이 되어감에 따라 용천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

나 용천수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논문에서는 용천수 주변지역 원형 복원을 위한 송

이 활용기법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실험을 통해 용천수 관리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송이 시멘트 물

1 407 77.5 26.7

2 523 120 37

3 523 148 51.2

송이 시멘트 물

1 1264 256 100

2 1370 284 105

3 1320 314 110

1. 서론

일반 콘크리트만을 사용한 용천수 정비로 인해 용

천수 내의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이 썩어

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에 대응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박원배, 제주 발전 연구원,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이를활용 하여 물의

순환이 가능한 투수성 콘크리트를 제작하여 용천수

정비의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투수성 콘크리트
투수성 포장재는 우수의 지하 침투, 도시유출에서

용해성 오염 물질과 미세한 오염 물질의 제거 , 지

하수 함양, 제방 세굴 조절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

다.

  2.1.2 송이
화산분출물 중에서 공기구멍이 많고 검정, 갈색,

빨강 등의 암색이며 지름이 4mm 이상인 암석덩어

리를 이른다.

2.2 실험 방법 및 결과
  2.2.1 배합테이블

1) 1차 투수 콘크리트 배합비

2) 2차 투수 콘크리트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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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재료의 물리적 실험
실험 결과 다음 그래프와 같은 입도 분포 곡선이

나타났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0.2 6 1.2 6 0.38 2.15

2.2.3 재료의 화학적 실험
(1) SEM 분석 실험

SEM 분석 실험 결과 표면이 거칠며 조밀한 기공

이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은 송이의 SEM 촬영 사진이다.

(2) XRD 실험

(3) XRF 실험

- 주성분은      로 함량이 약

75%에 달하며 산화물의 조성비를 보면  가 높

은 함량을 보인다.

Table. Chemical composition of scoria

Place

name

(Color)

     

48.60 14.28 2.38 12.30 7.46 8.21

월랑봉

(적갈색)

     Total

3.02 1.63 0.15 0.52 0.83 99.37

2.2.4 제품의 역학적 실험

(1) 1축 압축 강도 실험

1차 일축 압축 강도 실험에서 최소값은 5.5 MPa

가나왔고 최대값은 14MPa이 나왔고 2차 일축 압축

강도 실험에서의 최소값은 5.9MPa가 나왔고 11MPa

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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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변수위 실험

1차 투수성 콘크리트는 산정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수정한 2차 투수성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는 2.665

()가 나왔다.

(3) 공극률 시험

1차 투수성 콘크리트의 공극률 실험의 평균값은

36%가 나왔으며 2차 투수성 콘크리트의 공극률은

24%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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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찰
실험결과 본 제품은 강도부분에서는 5.5~11MPa의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투수

계수에서 2.665() 비교적 높은 값을 갖는다는

결과를 통해 물의 순환이 제한되었던 용천수 개발에

필요한 재료로 적합하다는 자체 결론을 도출하였다.

4. 결론

제주도 시설물 관련 조례 중 용천수에 대한 항목

이없어 실험 결과 얻은 데이터를 용천수 복원 사업

에적용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연구의 실제 적용 시 적합한 근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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