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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공사장, 시멘트·석탄·골재 공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1]. 한편 최근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열 공급

관등도로하부에매설된지하매설물들의연한이경과되면서

도로포장절단및굴착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런데

기존의도로절단기는도로포장절단과정에서비산먼지와소

음 등 유해환경 요인을 많이 발생하여, 민원 등의 문제를 일

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도로포장 절단기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친환경 도로절단기를 테스트베드에 적

용하여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친환경 도로포장 절단의 핵심 요소기술
도로포장 절단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을 조사한 결과, 청구

항에 기재된 해결목적(objectives)에는 저소음, 방음, 슬러지

비산 방지, 집진성능/효율 향상, 슬러지 발생 최소화, 클리닝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또한 특허들은 해결수단(solutions)으

로 휠커버 구조, 집진 탱크/유로 구조 등을 개선하거나, 신규

냉각방식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 핵심특허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블레이드, 탱크, 커버, 절단, 블로어, 배출, 냉각

수 등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2].

특허동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친환

경 도로절단기의 해결목표는 저소음과 비산먼지방지/슬러지

회수(집진성능/효율 향상)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결수단으

로 휠커버 구조 개선과 슬러지 회수 기능을 적용하였다.

3. 친환경 도로포장 절단의 핵심 요소기술

2장에서 도출된 해결목표와 해결수단을 적용하여 개발 중

인 친환경 도로절단기는 그림 1과 같다. 이 친환경 도로절단

기에는소음저감을위하여밀폐형커버, 흡음재, 방진패드등

이 적용되었다. 또 비산먼지 및 절단슬러지를 흡입하기 위하

여, 절단날 커버측 흡입구, 진공팬, 진공탱크, 슬러지펌프 등

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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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공사장등에서많이발생되는비산먼지, 소음등은환경문제의원인이된다. 본연구에서는도로절단과정에서발생
되는비산먼지, 소음등의환경문제를해결하고자개발중인친환경도로절단기를소개하고, 이를테스트베드에적용하
여 절단성능을 시험하였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30cm이상의 두께로 포장된 테스트베드에서 깊이 15cm, 길이 10m로
2회 절단한결과, 평균 250초가소요되었다. 이를 1m 당절단소요시간으로환산하면, 25초/m가된다. 구축된테스트베드
는실제도로절단현장조건보다매우안정된곳이므로, 향후실제도로절단현장에친환경도로절단기를적용하여실제
현장조건에서의 도로절단 성능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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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된 친환경 도로절단기

4. 친환경 도로포장 절단기의 성능 시험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도로절단기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경기도 연천에 조성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였다(그림 2 참

조). 테스트베드는 30cm이상두께의아스팔트콘크리트로포

장되어 있으며, 길이는 20m이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도로절단기가안정적으로절단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 10m

길이를 15cm 깊이로 절단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리고 절단

조건이동일하도록하기위하여, 다른시험을위해포장덧씌

우기를 한 부위는 제외하고 절단하였다.

[그림 2] 테스트 베드 [그림 3] 절단 결과(깊이)

테스트베드에 친환경 도로절단기를 적용하여 10m를 2회

절단한결과는표 1과 같다. 1회차실험에 283.1초가, 2회차

에는 218.3초가 소요되었다. 이는평균 250.7초가소요된것으

로, 1m 당 절단소요시간으로 환산하면 25초/m가 된다.

[표 1] 친환경 도로절단기 성능시험 결과

회차
절단소요시간(초)

절단길이 10m 절단길이 1m(환산)
1 283.1 28.31
2 218.3 21.83
평균 250.7 25.07

5. 결론

도로하부에매설된상하수도, 도시가스, 열 공급관등의지

하매설물들의 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도로포장 절단 및 굴착

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또한환경문제가이슈가되면

서, 친환경 도로 절단 및 굴착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개발중인친환경도로절단기를소

개하고, 구축된테스트베드에적용하여성능을시험하였다. 2

회 시험절단한결과, 1m 당 절단소요시간이약 25초인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테스트베드라는 안정적인 환경조건

하에서 시험한 것이므로, 실제 도로절단 현장의 환경조건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실제 도로

절단현장에친환경도로절단기를적용하여실제현장조건에

서의 성능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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