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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도포장공법 중 현재 많이 시공되는 콘크리트 포장은 하부지반의 침식으로 인해 균열이 많이 발생하며, 경사가 

급한 경우 결빙으로 인하여 임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리고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유해성(6가 크롬 등) 때문에 

산림을 건강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콘크리트 포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시설된 임도 85 m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임도포장의 공

정과 비용, 강도와 다짐도를 조사하였다. 임도포장공정은 요소작업별로 준비작업, 노면 터파기, 노면 고르기, 하부지반 다

짐, 거푸집 설치, 유용토 채취 및 선별, 믹싱, 포설, 다짐, 양생으로 이루어지며, 일위대가를 통한 개략적인 단가산출을 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합한 총 38,681원/m3, 친환경 고화재의 경우 총 합계 

38,245원/m3
으로 시공비용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생기간에 따른 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파괴시험인 슈미

트 해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양생기간 7일은 10.5∼13.5 MPa, 14일은 18.1∼22.7 MPa, 28일은 20.8∼23.0 MPa로 양생기

간 14일에서 강도증가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Among the forest road pavement methods, the majority of current constructions utilize concrete pavements 
but it has disadvantages as follows: many cracked concrete pavements generated by the erosion of underlying soil 
layers,  could not be used as forest roads in steep slope during winter, and cement contains hazardous chemicals 
(hexavalent chromium, etc.).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use of concrete pav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process and cost, the strength and compaction of the experimental forest road 
pavement(85 m) utilizing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at Goryeong-gun, Gyeongsangbuk-do. The work elements 
of experimental forest road paving were classified into: preparation, Roadbed excavation, Roadbed grading, subgrade 
compaction, form work, collection and selection of site soil, mixing site soil and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paving by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compaction by vibrating roller and curing. The result of economic 
analysis using construction cost shows that for concrete costs total to 38,681 won/m3 while for the eco-friendly paving 
material it is 38,245 won/m3. Thus the construction costs for concrete and the eco-friendly paving material are similar. 
And the results of the Schmidt Hammer test for strength analysis by curing period are 10.5-13.5 MPa for 7 days, 
18.1-22.7 MPa for 14 days, and 20.8-23.0 MPa for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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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산림사업 물량의 확

대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등 목재생산량의 증가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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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산림청은 2030년까지 54,000 km 개설을 목표로 매년 많

은 양의 임도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도 개설

은 동결융해에 의한 포장균열, 하부지반 침하에 의한 사

면붕괴 및 2차 피해,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에 의한 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포장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흙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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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trength

Flexural bending strength (kg/cm2) Compressive strength (kg/cm2)

3 days 7 days 28 days 3 days 7 days 28 days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34.3 49.3 62.5 123.7 211.6 331.0

Cement 35.7 52.0 72.7 147.0 219.0 358.5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Type of 
solidification 
materials

SiO2
(g)

Al2O3
(g)

Fe2O3
(g)

CaO
(g)

MgO
(g)

SO3
(g)

I.g.* 
loss
(%)

Specific 
gravity
(cal/g)

Blain
(cm2/g)

Heat of 
hydration

(cal/g)

Condensation
(hr:min)

Initial set Final set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20.07 5.21 2.96 63.08 2.67 2.98 2.67 3.08 3,770 12.59 00:50 01:15

Cement 33.80 12.90 3.20 40.60 4.20 2.60 1.40 2.84 3,929 39.00 04:20 07:45

* I.g. loss (Loss on ignition): Loss on ignition is a test used in inorganic analytical chemistry, particularly in the analysis of minerals.

Table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and cement.

또한 주로 점토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방법과 화강풍화토

에 콘크리트나 혹은 다른 고화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

법으로 점토 포장의 경우 습윤건조의 반복으로 인해 균열

과 팽창현상 등이 발견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강풍화토에 콘크리트를 혼합하는 방법은 6가 크롬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업에서의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보다

는 임업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에서 오랜 역

사를 갖고 있다. 먼저 국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

서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임도 시공 

방법, 유지관리 등 임도 시공 공정작업에 필요한 기술규

정 및 요구사항, 기술적 설계서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

었고(USDA Forest Service, 1996; 2000; 2001; 2006), 일

본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의 복원 및 정비를 위한 

기법에 관한 연구와(Teiji Watanabe, 2008) 제강슬래그를 

이용하여 숲길 시험 포장 적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Yoshizawa et al., 2014). 

국내 사례로써는 일반 토목분야에서 고화재의 개발 측

면에 있어 시멘트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6가 크롬을 저

감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내구성과 균열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액상형 무기질 결합재를 개발하였고(Jeong et al., 

2000; Ju et al., 2003), Oh et al.(2011)은 흙의 전단강도 

상승을 목적으로 단섬유과 석회를 혼합한 재료를 주원료

로 하여 친환경적 흙 포장을 실현할 수 있는 고화재의 개

발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시멘트를 지반에 매립하

는 것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멘

트 혼합량을 낮춘 빈배합 혼합토에 대한 연구(Cho, 1997; 

Kim et al., 2002; Jeon et al., 2004; Kim et al., 2010)와 

시멘트 혼합 흙 포장이나 플라이애쉬, 레드머드를 이용

한 흙 포장의 성능 연구에 관한 연구와(Kang et al., 2015; 

Lee et al., 2008; Lee et al., 2010) 석회석미분말을 함유한 

친환경 시멘트콘크리트의 도로포장 적용을 위한 기초연

구가 수행된 바 있다(Choi et al., 2012). 

그러나 국내 임도를 대상으로 한 흙 포장에 대한 연구

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광릉시험림을 대상으로 소일콘포

장, 소일포설식 고화처리, 표층고화처리 등 3종의 친환경

적인 방법으로 시험포장한 것이 유일하며, 아직 친환경 

임도포장 기준 설정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나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1999). 

따라서,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한 친환경 포장공법을 개

발하였고, 시험 시공을 통하여 임도포장공정을 분석하였

으며, 비파괴 강도분석방법인 슈미트 해머 시험을 통하

여 임도 포장 방법으로써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친환경 고화재

본 연구에 사용된 친환경 고화재는 다공성 실리카계로 

흙의 전단강도를 증가시켜 지반의 지지력과 내구성을 향

상시키며, 침수와 동해를 동시에 방지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일반 시멘트와 유사한 구성성분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실리카(SiO2)와 탄산칼슘(CaO)의 함량이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and 2). 

2. 연구대상지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한 임도시험시공을 위해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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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Goryeong-gun, Gyeongsangbuk-do)

Figure 2. Schmidt hammer test.

Figure 3. Core sampling equipment.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 63 번지에 시공한 간선임도 

중 85 m(D)×3 m(W)×0.2 m(T)를 기준으로 10 m 구간씩 

구분하여 총 85 m를 시공하였다(Figure 1). 

3. 임도포장 공정 및 경제성 분석

1) 임도포장 공정 분석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한 임도포장 공정 조사는 스톱워

치를 이용한 연속작업시간 측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조사자의 과실이나 작업현장의 갑작스런 상황 변화 등의 

요인으로 누락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캠코더를 이용

하여 모든 작업 장면을 촬영하여 실험실에서 녹화된 화

면을 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임도포장 공정은 

요소작업별 소요 작업원의 수, 소요시간, 장비, 공사량을 

조사·분석하였다.

2) 포장 비용 분석

친환경 임도 시험포장과 콘크리트 임도포장의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나눈 일위대가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시

공비용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 강도 및 다짐도 분석 

 

1) 강도 분석

슈미트 해머 시험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반발경

도조사를 통해 현재의 콘크리트강도를 파괴부 없이 측정

하는 시험방법이다. 반발경도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슈미

트 해머 시험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친환경 고화재 임

도포장재의 표면을 타격 시, 반발도(R)와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
′ ) 간에 특정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험적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양생기간을 7일, 14일, 28일로 분류하여 양

생기간별 강도 특성을 분석하였다(Figure 2).

2) 다짐도 분석

임도 포장단면의 다짐도를 분석하기 위해 코어를 채취

하여 밀도를 산출하여 현장토의 밀도와 비교하였다. 사

용된 코어채취기는 전기식으로 비트 직경은 100 mm이

며, 유효관입깊이는 최대 500 mm까지 가능한 것으로 자

체중량 10.3 kg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3). 

  

결과 및 고찰

1. 임도포장 공정 분석

1) 요소작업별 작업 분석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한 임도포장의 공정분석을 위해 

작업이 시작되기 전의 준비작업부터 작업이 완료되는 

총 작업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각 요소작업별 소요 

작업원의 수, 소요시간, 사용장비, 공사량을 분석하였다

(Table 3). 

임도포장공정은 요소작업별로 준비작업, 노면 터파기, 

노면 고르기, 하부지반 다짐, 거푸집 설치, 유용토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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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operation Work amount Equipment Number of operators Time (hr)

Preparation - - - 5

Roadbed excavation 53.4 m3 Excavator (0.2 W) 1 9

Roadbed grading 85 m Excavator (0.2 W) 1 3

Subgrade compaction 85 m Vibrating roller  (3.5 t) 1 3

Formwork 85 m - 4 6

Collection & Selection of Site Soil 75 m3 Excavator (0.2 W) 1 8

Mixing 97 m3 Excavator (0.2 W) 2 14

Paving 97 m3 Excavator (0.2W) 5 14

Compaction 85 m Vibrating roller (3.5 t) 1 4

Curing 85 m - 3 4

Table 3. Pavement process of forest road utilizing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Figure 4. Pavement procedures of forest road utilizing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및 선별, 믹싱, 포설, 다짐, 양생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모든 요소작업기 시작되기 전 장비점검 및 작업원의 휴

식·대기 등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

을 준비작업으로 분류하였다(Figure 4).

친환경 임도포장의 작업구간은 85 m(L)×3 m(W)×0.2 

m(T)로 0.2 W 용량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노면 

터파기 작업을 수행한 후, 하부지반 다짐 작업 이전에 최

대한 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노면 고르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3.5 t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하부지반에 대한 

충분한 다짐작업을 통해 하부지반이 파괴되어 포장단면

에 균열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친환경 고

화재를 이용한 임도 포장공법은 시공 현장의 현장토 사

용으로 레미콘 차량과 같은 중차량이 요구되지 않는 장

점이 있었다. 현장토 믹싱에는 0.2 W 용량의 굴삭기에 

최대 입경 50 mm의 채버킷을 부착하여 이용하였으며, 

현장의 유용토를 채취 · 선별하여 친환경 고화재를 10%

의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 재료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시험시공에서는 Kang et al.(2015)과 같이 

공장에서 미리 혼합한 흙포장재를 현장까지 운반하여 사

용하는 경우와 달리 친환경 고화재를 현장에서 채취 및 

선별한 유용토와 직접 혼합하는 공법으로 타 공법에 비

해 경비를 절감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과 현장토와 유

사한 색을 가지므로 경관적인 측면에도 장점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레믹스를 이용한 파손단면 유지보수작업 

친환경 고화재를 활용한 포장단면의 파손 및 균열 등

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자 임의의 

파손단면에 대하여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유지보

수작업을 위해 직경 10 cm, 높이 20 cm의 크기로 코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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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pair of damaged pavement surfaces.

Curing period
Classification

Average strength (MPa) Strength increase rate (%)

 7 days 12.0 142.9

14 days 19.5 205.3

28 days 22.5 166.7

Table 5. Results of strength increase rate by schmidt hammer test.

(Unit : won/m2, T=20 cm)

Classification
Pavement methods

Eco-friendly solidication material Concrete N.R eco-friendly loess soil concrete 

Labor cost 13,668 16,585  97,957

Material cost 21,921 21,886  33,340

Expenditure 2,565 210   6,307

Total 38,245 38,681 137,604

Table 4. Comparison of construction cost by pavement method.

취 후의 홈을 파손된 단면으로 가정하여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Figure 5).

콘크리트 포장공법의 유지보수작업은 파손단면을 면적

으로 계산하여 주변을 커팅 후 파손단면을 제거하고 유

지보수작업을 수행하므로 많은 보수인력과 시공 장비가 

소요되는 반면, 친환경 고화재를 활용한 파손단면의 유

지보수 작업은 현장토와 친환경고화재의 혼합비율을 

10%로 한 레믹스(Ready Mixed Soil)를 통해 쉽게 유지보

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임도포장 비용 분석 

본 연구는 소규모 시험시공으로 시공단가를 개략적으

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콘크리트 임도포장, 

N.R.친환경 황토흙콘크리트 포장의 단가와 비교하였다. 

시험포장의 개략적인 단가는 38,245원/m2
으로 콘크리트 

포장 단가인 38,681원/m2
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자전거 도로용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N.R.친환경 

황토흙콘크리트 포장 단가 137,604원/m2
와의 비교에서는 

다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 고화재 포장공법과 콘크리트 포장 공법을 

비교하였을 경우 재료비는 거의 동일하게 산출되었으며, 

노무비는 콘크리트 포장이, 경비는 친환경 고화재 포장

이 더 많은 비용이 산출되었다. 이는 친환경 고화재 포장

의 경우 진동롤러의 사용으로 경비 비용이 더 많이 산출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하여 소규모 

시험시공을 수행한 결과이므로, 두 포장 공정간 절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대규모 임도포장시 기초자

료 및 예비조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강도 분석

친환경 고화재 포장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한 슈미트 

해머 시험은 각 단면 구간에 따라 10 m 구간으로 구분하

여 양생기간 7일, 14일, 28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값은 동경도 재료검사소의 제안식을 활용하여 강도를 분

석하였다(Table 5).

시험결과 양생기간 7일인 경우는 10.5∼13.5 MPa, 양

생기간 14일인 경우는 18.1∼22.7 MPa, 그리고 양생기간 

28일의 경우는 20.8∼23.0 MPa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ang et al.(2015)의 알칼리 활성화 흙포장재의 현

장 적용실험 결과인 28일 압축강도 15.32 MPa 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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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traction procedures of core by core sampling equipment.

Location
Classification

Reference density (ton/m3) Core density (ton/m3) Degree of compaction (%)

10 m

1.90

1.70 89.5

30 m 1.73 91.1

50 m 1.71 90.0

70 m 1.71 90.0

Table 6. Density of forest road by packaging section.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양생기간이 14일에서 강도증가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고화재를 혼합한 혼합

토의 효과적인 강도발현 시기는 양생기간 14일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짐도 분석

임도 시험포장단면의 다짐도를 분석하기 위해 85m 구

간을 20m 간격으로 코어를 채취하였으며 코어채취 방법 

및 순서는 Figure 6과 같다.

채취한 코어는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용 비닐을 이용하

여 각 구간에 따라 표기 후 스티로폼으로 구성된 보관함

에 넣어 이동시 파손 및 훼손을 방지하였으며, 실내에서 

자연건조 후 임도포장단면의 밀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6에서 나타나듯이 임도포장단면에 대하여 밀도

를 산정한 결과 1.70∼1.76 ton/m3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현장토의 밀도와 비교한 결과 88.9∼92.6%의 다짐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1.72 ton/m3
의 밀도와 90.5%의 다짐

도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도로의 다짐도 계획기준인 90∼95%에 속하는 바(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임도시험포

장 다짐도는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 임도포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친환경 고화재의 현장 적용성을 연구 평가하였다. 이

를 위해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85 m의 임도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시공공정, 시공비용, 그리고 포장노면의 강도와 

다짐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한 임도포장 공정분석 결과 

요소작업은 준비작업, 노면 터파기, 노면 고르기, 하

부지반 다짐, 거푸집 설치, 유용토 채취 및 선별, 믹

싱, 포설, 양생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시공 현장

의 현장토 사용이 가능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믹싱

하여 포설하므로 레미콘 차량과 같은 중차량이 요

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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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는 소규모 시험시공으로 시공단가를 산출한 

결과 시험포장의 개략적인 단가는 38,245원/m2
으로 

콘크리트 포장 단가인 38,681원/m2
과 비교해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비는 거의 동일하

게 산출되었고, 노무비는 콘크리트 포장이, 경비는 

친환경 고화재 포장이 더 많은 비용이 산출되었다. 

이는 친환경 고화재 포장의 경우 진동롤러의 사용으

로 경비 비용이 더 많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험 포장면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한 슈미트 해머 시

험결과는 양생기간 7일인 경우는 10.5∼13.5 MPa, 양

생기간 14일인 경우는 18.1∼22.7 MPa, 그리고 양생

기간 28일의 경우는 20.8∼23.0 MPa로 나타났다.

4. 시험포장단면의 밀도와 다짐도를 분석한 결과 밀도

는 1.70∼1.76 ton/m3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현장토

와 비교하였을 때 88.9∼92.6%의 다짐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1.72 ton/m3
의 밀도와 90.5%의 다짐도

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

반 도로의 다짐도 계획기준인 90∼95%에 속하는 바 

임도시험포장 다짐도는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소규모 시험시공을 수행한 

결과이므로, 콘크리트 임도포장과의 절대적 비교에는 한

계가 있으나 향후 대규모 임도포장시 기초자료 및 예비

조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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