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년 연구과제 요약문 ※ 당해연도 과제 모두 작성

과제명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사용한 제주형 유동성 채움재의 개발과 

현장적용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19.10.14–2010.01.31.(3.6개월) 사업비 40 백만원

성과산출부분 정책반영( ), 조사연구( ), 기술개발(●), 기타( )

연구목적 
및 목표

◌ 목적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보드와 하수슬러지는 전량 매립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방법을 도출함

 ◌ 목표
 ▸제주도 지역에서만 년간 4,000톤(추정) 발생하는 폐석고보드를 재활용하는 유

동성 채움재의 개발 및 현장적용

 ▸하수슬러지를 일정부분 혼합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

▉ 소재개발
    ①제주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중에서, 유동화 채움재로 활용이 가능한 소재 연구

    ②폐석고보드, 하수슬러지 등등 제주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의 발생량 및 저감량 연구

▉ 기술개발
    ①폐석고보드, 하수슬러지 등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분석

    ②배합설계 분석 : 산업슬러지 재활용 연구 + 급속시공에 따른 배합설계 도출

    ③결합재 연구 : 시멘트, 석회, 고화재, 급결재, 유동화제 등 결합재 연구

    ④현장 배합장비 개발 및 연구

    ⑤제주지역에 적합한 현장시방서 작성 및 적용

 ▉ 현장적용 및 모니터링
    ①제주지역 시범 적용(터파기 및 되메우기 유동성 채움재 시공)

    ②단기 모니터링(차량 통행 개방, 하자발생, 인력 재굴착 등 육안 관찰)

[연구결과]

 ▉ 제주도 폐기물 현황조사 및 파악, 하수슬러지와 폐석고보드 중심으로 재활용 방안 제시
 ▉ 페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성분 분석 및 공인시험성적서 확보
 ▉ 시공여건과 급속시공을 고려한 CLSM 배합설계
 ▉ 시험시공을 통한 가능성 확인 및 현장 조사분석



연구 성과

 ▉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   
 ▉ 관 누수 및 지하수에 의한 유실 방지, 지반함몰 및 공동예방
 ▉ 기존 노후 지하매설물 보수, 보강용으로 활용
 ▉ 조기에 교통개방으로 민원 해소
 ▉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비 저감
연구과제 활용 실적

 ▉ 산업폐기물(폐석고보드, 하수슬러지)의 재활용
 ▉ 특허 출원
    - 2020년 전반기에 유동성채움재(CLSM)에 대한 특허를 출할 계획임 

    - 한국발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우수발명 우선추천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임(중장기)

    - 조달청 벤처나라에 조달제품으로 등록할 계획임(중장기)

 ▉ 학술논문 발표
    2020년 10월 대한토목학회에서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한 유동성 채움재에 대한 논문 발표 계획

임

연구성과 활용사례 및 활용계획

▉ 제주도 지역에서 년간 4000톤(추정) 규모로 발생하는 폐석고보드를 재활용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연계하여 제주도내 하수도관 매설시에 시범적용
▉ 주 활용분야 : 뒤채움재, 바닥재, 채움재, 교량접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