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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비산회를 첨가한 폐 PE의 직접적인 재활용 및 용도 개발을 위하여 재생 폴리에틸렌 수지와 순수 HDPE를

기본으로 비산회(fly ash)와 블렌드하여 비산회/재생 PE 복합재료를 치합형 동방향 회전 이축 압출기(fully inter-

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를 이용하여 각 조성별로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수지

(재생 PE, HDPE)와 비산회의  혼합비를 (0~40) wt.%로 하였고 비산회의 함량 변화에 따른 물성을 비교하였다.

세 종류의 PE 모두 비산회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복인장강도가 감소하고, 파단신율이 감소한다. 내마모성 시험 결과는 

사포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내마모성이 떨어지고 거칠기가 감소할수록 충전제의 함량에 따라 내마모성이 증가한다.

Notched Constant Ligament Stress 시험에서는 신재 PE와 재생 PE의 경우 하중의 변화에 따라 파괴 시간이 짧아지

는 결과를 나타냈고, 비산회가 혼합된 KRPE 복합체는 신재 PE, 폐 PE 그리고 신재 PE 복합체 및 JRPE 복합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파괴 시간은 짧게 나타나지만 매설용 구조물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20% 노치 깊이,

15%의 하중에서 24시간 이상의 저속 균열저항성을 나타내어 지하매설용 구조체로서 하수 이음관/받침대와 옥외구조

물로서 가로수 보호의자와 같은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The virgin and recycled polyethylene composites with various ratio of fly ash were manufactured by using
a fully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for the reuse of fly ash from power plant and post-consumed polyethylene.
Fly ash were blended with virgin HDPE and recycled polyethylene at the weight fraction of 0 to 40 wt.%.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yield strength, abrasion resistance, and slow crack resistance were measured with ISO and ASTM standards.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various composites showed that the elongation at break and the yield stress of the composites
decreased with increasing fly ash contents. Generally, the abrasion resistance of PEs decreased with increasing sandpaper 
grits but the abrasion resistance of the composites increased with fly ash content at finer abrasive surface. The slow crack
growth resistance of virgin HDPE, recycled JRPE and the JRPE composite showed higher slow crack growth resistance
up to 50% of load at notch depth of 20% and 30%, but KRPE and the KRPE composite showed much lower resistance
than virgin HDPE, JRPE and the JRPE composite. Time to break, measured with NCLS test method, of all PEs and the
composites satisfies the regulation of Korean Industrial Specification for sewer pipe and support application.

Keywords：HDPE, fly ash, post-consumer recycled Polyethylene, abrasion resistance, slow crack growth resistance, 
N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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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가 발달함에 있어 대량으로 생산되고 사용되고 버려지

는 생활계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학자나 산업계에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연구는 소각, 단량체(monomer) 회수, 원료화 및 재활용에 초점

이 맞춰지고 있다. 우선 소각의 경우,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다이옥신의 발생 등의 대기 오염 부작

용이 있어 최근 들어 환경론자 등에 의한 많은 논쟁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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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현실이다. 두 번째로 단량체 회수의 경우 그 비용이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다.1,2 단량체의 회수는 원유로부터 생산

되는 단량체의 가격을 상회하는 것이 현실이고, 회수되는 단

량체의 순도가 낮아 다시 정제를 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 번째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화는 폐기물고형연료(Refuse Derived Fuel, RDF)로 만들어진 

폐플라스틱을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석탄이나 벙커 C유 등

을 대신하는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주원료가 아닌 보조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대기 오염이 발생하

는 문제가 있고, 소각에 따른 잔존물(residue)의 발생이 있어 

2차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재활용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를 정착화하고 이에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는 등, 자원순환형 경제를 형성하는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플라스틱도 재활용 및 리사이클

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3,4

  일단 사용한 후 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열화 또는 자외선 등

에 의한 영향으로 원래 신재의 물성보다 매우 열악한 물성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물

성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재활용제품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사용된 연한에 따라 점차 

물성이 낮아지므로 그 사용 범위는 점차 제한 될 것이다. 따라

서 폐플라스틱을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고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4-6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중 가장 높은 

분량을 차지하는 농업용 폴리에틸렌(이하 PE라고 함) 필름의 

물성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폐PE의 용도를 개발하고

자 한다. 농업용 PE 필름은 폐PE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물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하거나 자원재생공

사에서 일부만을 펠렛으로 재생산하고 있으나 그 용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5,6

  신재 PE에 비해 기계적 특성과 내구성 등이 열악한 폐 PE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투입하여 연구7-11

의 일환으로, 폐 PE의 특정 물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산회

를 충전제로 사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특성상, 
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비산회는 야적이나 매립 

외에는 특정한 처리 방법이 없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폐기물이지만, 재활용 실적은 발생량의 약 

15%(32만 톤)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40∼50)%에 이르는 재활

용률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귀중한 자원의 낭비라 

하겠다.4-11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장기내구성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PE 수지의 경우 자

외선에 노출되면 이중결합의 파괴가 발생하면서 물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구조체로써 사용하기에 문

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PE의 경우 

장기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12의 적용과 이에 따른 

많은 연구13-17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되 특정한 용도가 

없어 버려지던 폐 PE와 비산회의 복합체 제조 연구를 수행하

되 폐 PE 수지의 성분간의 비상용성에 의한 물성 저하를 극복

하기 위한 상용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폐 PE 수지에 일정한 

비율의 비산회를 이축 압출기를 이용하여 용융 혼련하여 폐 

PE/비산회 복합체를 제조하였고, 이 복합체의 기본적인 기계

적 물성과 토목용 구조체로 사용하기 위한 내마모성 및 장기 

내구성을 비교하였다. 

Ⅱ. 실    험

1. 재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생 PE는 두 종류이다. KRPE라고 명

명한 수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LDPE, LLDPE, MDPE 등
으로 제작된 농업용 폐비닐을 수거하여 세척 및 용융 압출하

여 생산된 재활용 수지이고, JRPE는 주로 LLDPE, MDPE 등으

로 이루어진 PE 전선 및 전선관 파쇄품과 HDPE로 제작된 하

수관 파쇄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 압출하여 재생산

된 재활용 수지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재활용 수지들은 각각

의 성분 함량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비교의 목

적으로 사용한 신재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는 SK Chemical
의 Yuzex 6100Ⓡ으로써 압력관 및 중력관용 파이프 생산에 사

용하는 수지이다. 또한 물성의 향상을 위해 서천 화력 발전소

에서 입수한 무연탄에서 발생한 비산회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재생 PE와 용융 혼련 하였으며 충전제의 함량에 따른 물성 

비교를 하였다. 각 수지의 자세한 내용은 Table 1에, 무기 충전

제는 서천 화력 발전소에서 공급받은 비산회로 주성분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5,6

Table 1. Materials Used in This Experiment

Material Source Grade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SK Chemical

Yuzex 6100
도 0.952 g/cm3

MI 0.28 g/10min
(5 kg, 190 ℃)

KRPE(Korea 
Recycled 

Polyethylene)

한국 자원
재생 공사

농업용 폐비닐

JRPE(Japan Recycled 
Polyethylene) 장원 수지 하수 , 선  쇄품

Fly Ash 서천화력
발 소

무연탄 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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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Anthracite Fly Ashes 
(unit : %)

종 류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LOI

Anthracite
fly ash 59.1 23.3 10.0 3.1 0.9 1.0 2.6  

2. 압출 가공 공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충전제인 비산회를 투입

하여 재생 PE와의 용융 혼련을 하였다. 각각의 조성에 따라 

원재료와 충전제를 tumble mix 한 후, 이를 이축압출기(twin 
screw extruder)의 투입구를 통하여 투입하였다. 이 때 원료의 

투입 속도는 1 kg/hr 이였고, 사용된 이축 압출기는 Bau-Tech 
사의 BT 19 이축압출기로써 스크류 직경은 19 mm, L/D는 42
인 modular 치합형(intermeshing) 동방향 회전(corotating) 이축

압출기이다.(Figure 1) 
  압출기의 온도 profile은 투입구로부터 각각 200, 210, 220, 
220, 220, 220, 210, 200 ℃로 유지 하였으며, 스크류 회전 속도

는 100 rp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출압출기의 다이(die)
를 통하여 압출된 압출물은 온도가 (25∼35)℃인 냉각 수조를 

거쳐 냉각된 후 pelletizer로 이송되어 펠렛으로 성형하였다. 
성형된 펠렛은 대류식 건조 오븐에서 90℃에서 4 시간 이상 

건조하였다. 각각의 PE에 투입하는 비산회의 함량을 0, 30, 
40 %의 비율로 용융 혼련 하였다. 스크류 조합은 4개의 knead-
ing disc block을 설치하여 수지와 충전제의 분산 및 분배 혼합

이 일정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배열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재생 및 신재 수지의 압출 시 온도 구배를 동일하게 적용하

였으며 스크류의 회전 속도는 100 rpm으로 하여 모든 실험에

서 기계적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Figure 1. Twin screw extruder used in this study.

Figure 2. Screw Configuration used in this study.

3. 시험편의 제조

  압출공정을 통해 각 성분별로 용융 혼련하여 얻어진 펠렛은 

대류식 건조 오븐에서 90 ℃ 이상으로 4 시간 이상 건조 시킨 

후,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니 사출기(Bau-Tech)를 이용하여 

인장 시편은 ASTM D 638, 충격 시편은 ASTM D 256, 마모 

시험 시편은 ISO 4649에 의거하여 제작 하였고, 사출 시 사출 

압력은 6.2 MPa(900 psi), 사출 시간은 (2∼3) 초, 실린더 온도

는 270 ℃, cycle time은 3분으로 하여 각 조성별로 10개 이상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4. 물성 측정 방법

  각 조성별 충전제가 첨가된 수지의 인장 특성은 Testometric
사의 인장 강도시험기(Micro 35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rosshead speed는 12.5 mm/min로 ASTM D 638에 의거하여 

10개의 시편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

한 8개의 측정치의 평균을 취하였다. 
  내마모성은 지하매설용 받침대 구조체와 옥외사용 구조물

에서 매우 중요한 물성으로 재생 수지의 내마모성을 충전제의 

함량에 따라 각각 10개 시편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내마모성 

시험은 ISO 4649를 기준으로 자체 제작한 마모 시험기(Figure 
3)를 사용하였다. 마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마모 표면은 사

포(sand paper) 2000과 1000을 사용하였다. 마모표면 위에 시편

을 올려놓고 10 N의 정하중을 가한 후, 회전 속도는 0.9 m/s로 

하여 40분간 시험을 하였으며 마찰열에 의한 마모를 최소화하

기 위해 물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뿌려 주었다. 
시험편의 크기는 70 x 12.5 x 3 (mm)의 크기를 지녔으며, 초기 

마찰면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사포 1000으로 연마한 후 시험 

측정을 시작하였다. 
  노치가 가해진 시편의 저속균열성장(Slow crack growth, 
SCG) 저항성을 측정하는 NCLS 시험은 ASTM F 2136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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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brasion tester used in this study.

Figure 4. NCLS Tester used in this study.

으로 자체 제작된 NCLS 시험기(Figure 4)를 이용하여 각 함량

별로 5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시험편에 가해지는 

노치는 시험편 두께의 20, 30 %의 깊이로 만들었으며, 시험편

에 가해지는 하중은 신재 수지의 항복인장강도(24.9 MPa)의 

15, 30, 50, 80, 100%를 가한 후, nonylphenoxy poly (ethyleneoxy) 
ethanol (IgepalⓇ CO-630, (C2H4O)n·C15H24O· n=9-10) 10% 수용

액에 침잠시켜  50 ℃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편의 파괴 시간

을 측정함으로써 PE 수지와 복합체의 저속균열성장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비산회 함량(wt.%)의 변화에 따른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

  HDPE, KRPE, JRPE와 비산회를 30, 40 wt.%까지 10 wt.% 
씩 증가시키면서 혼합한 복합체에 대하여 비산회 증가에 따른 

Figure 5. Yield stress behavior of virgin and recycled PEs contain-
ing fly ash.

Figure 6. Elongation at break of virgin and recycled PEs contain-
ing fly ash.

인장항복강도와 파단신율의 측정 결과를 Figure 5와 6에 도시

하였다. 폐비닐에서 재생된 KRPE와 파쇄된 하수관과 전선관

으로 재생된 JRPE와 신재 HDPE와의 항복인장강도를 비교하

면, 신재 HDPE에 비하여 재생 PE는 항복인장강도가 낮고, 비
산회를 함량별로 블랜드한 경우의 항복인장강도는 비산회의 

함량(wt.%)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JRPE 
복합체인 경우 KRPE 복합체보다 그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생 PE의 경우를 살펴보면 KRPE 수지는 LDPE, HDPE, 
LLDPE와 같은 여러 종류의 폐 PE수지와 여러 형상의 폐 PE 
(필름, 포장지, 전선 등)들이 섞여 있고, UV 조사 이력, 즉, 
사용 시간이 다양한 폐필름들이 혼합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적인 기계적 물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반면 JRPE의 경우

는 공장에서 제작 시 발생한 불량품 또는 수거된 LLDPE나 

MDPE 수지로 구성된 전선 파쇄품과 HDPE 하수관 파쇄품을 

사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기계적 물성이 일정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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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복합체의 경우는 신재 및 재생 PE 복합체 모두 충전

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항복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파단신율의 경우(Figure 6)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

여서 신재 HDPE 대비 재생 PE들은 모두 파단신율이 감소하

고, 비산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단신율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수지의 경우 유기 충전제

를 사용한 경우는 충전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항복강도

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무기 충전제의 경우는 인장강

도와 파단 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

는 고분자 수지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에 대하여 무기 충전제

가 poison으로의 작용한다는 일반적인 경향과5,6,8,9 유사한 결

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탄 비산회는 비산회의 형상이 불규칙한 괴상형이라 수

지의 충전제로 사용할 경우 물성의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

는 반면, 국산 무연탄 비산회는 판상의 입자를 지니고 있고 

일부는 판상 가운데 구멍이 있는 중공 도넛 형태로 기계적 

혼련 시 물리적인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지닌 무연탄 비산회를 물성이 많이 떨어지는 

폐 필름과 같은 폐 PE와 혼련하여 폐복합수지의 기계적 물성

을 본 연구의 목표인 신재 PE의 70% 정도까지 올리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시험의 결과에서는 충전제가 투입된 

경우는 충전제가 없는 경우보다 인장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비산회 같은 무기 충전제의 경우 유기 화합물인 

PE와의 호환성(miscibility)이 없으며, 화학적 결합의 발생이 

없이 단지 분배(distributive mixing) 및 분산(dispersive mixing) 
혼련의 효과만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비산회는 

PE의 인장 강도 및 신율 등의 기계적 특성에 대하여 poison으
로 작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여러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았다.9-11

2. 비산회 함량(wt.%)의 변화에 따른 복합재료의 마모 특성

  마모 시험의 결과를 Figure 7과 8에 나타내었다. 사포의 거

칠기에 따라 마모의 경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신재 PE 
및 폐 PE의 경우 사포의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0.5~0.7 mg에
서 1.2~1.4 mg으로 마모의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신재 PE 복합

체의 경우 충전제의 함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포의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0.3 mg에서 1.2~1.3 mg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재생 PE의 경우 신재 PE와 마찬가지로 사포의 거칠기

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충전제

의 함량에 따라 상이한 거동을 보였다. 즉, 충전제의 함량이 

30%인 경우 KRPE, JRPE 복합체는 각각 0.3 mg에서 2.0 mg, 
0.25 mg에서 2.2 mg으로 마모량이 4~6 배 가량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충전제의 함량이 40%인 경우 KRPE, JRPE 복합

체는 각각 0.5 mg에서 1.25 mg, 0.3 mg에서 1.4 mg으로 2.5~4 
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포의 거칠기에 따라 살펴보면,

Figure 7. Abrasion loss behavior of virgin and recycled PEs con-
taining fly ash. The abrasion test was performed with 1000 grit 
sandpaper. 

Figure 8. Abrasion loss behavior of virgin and recycled PEs con-
taining fly ash. The abrasion test was performed with 2000 grit 
sandpaper.

사포의 거칠기가 낮은 경우(Figure 8)에는 비산회의 함량이 

30%인 경우가 40%인 경우보다 마모량이 낮은 경향, 즉, 내마

모성이 향상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PE에 비산회를 일정 

함량 충전할 경우 내마모성이 향상되지만 한계를 넘어가면 

오히려 마모가 더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지하

매설용 구조체나 옥외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슬러리의 입도 

및 거칠기에 따라 마모가 일어나는 현상이 다를 것이다. 

3. 저속균열성장 저항 특성-NCLS

  NCLS 시험은 지하매설용 또는 옥외 사용 PE수지에 지속적

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의한 저속균열성장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내환경 응력균열 저항

[ESCR(Environmental Stress Crack Resistance)]을 측정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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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NCLS test results of virgin PE, recycled PEs, and re-
cycled PEs composite containing 30 wt.% fly ash at various re-
duced stress. The notch depth of the samples was 20%.

Figure 10. NCLS test results of virgin PE, recycled PEs, and re-
cycled PEs composite containing 30 wt.% fly ash at various 
reduced stress. The notch depth of the samples was 30%.

험의 오차율이 300%에 이르는 등 재연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에서 새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시험법이다.18 이 시험법은 PE수지의 장기내구

성을 측정하는 가속 시험법으로 노치가 가해진 PE수지 시험

편을 상온보다 고온(50 ℃)에서 유기 용매(surfactant)에 의한 

저속균열성장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

수관용 HDPE 신재 수지, 재생 수지에 대한 NCLS 시험과 PE 
복합체의 장기내구성에 대한 효과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생 PE 수지에 비산회를 혼합한 복합체에 대한 NCLS시험을 

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9와 10에 나타내었다. 
  신재 HDPE 수지와 재생 수지(JRPE와 KRPE)를 비교할 때, 

노치 깊이에 따른 파괴 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같은 하중이 

가해지는 조건에서는 신재 HDPE와 JRPE의 경우에는 큰 변화

가 없었으나, KRPE의 경우에는 노치의 깊이가 깊을수록 파괴 

시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동일 노치 깊이에서는 

가해지는 하중이 많을수록 파괴 시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보 

였다. 
  복합체의 경우, 무게 중량 30% 비산회를 혼합한 복합체와 

비산회가 투입되지 않은 재생 수지를 동일 노치 깊이에서 동

일한 하중 조건에서 비교하면, 복합체는 동일한 하중에서 파

괴 시간이 짧아지고, 노치의 깊이가 깊을수록 역시 파괴 시간

이 짧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JRPE는 신재 수지와 

비슷한 파괴 시간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JRPE의 구성 성분이 

파이프 공장 혹은 전선관 공장에서 파이프 및 전선관 제작 

시 발생하는 불량 제품을 분쇄한(own recycle) 수지로써, 신재 

수지와 물성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지이므로 상기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KRPE는 농업용 폐 PE의 

재생 용품으로 산업 현장이나 실생활에서 사용되면서 자외선

에 장ᆞ단기간 노출되었던 이력이 있는 수지로, 고분자 수지

의 주쇄(backbone)가 이미 상당부분 환경 응력에 의한 균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파괴 시간이 매우 짧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형 PE하수관에 관한 국가표준인 KS M 
3500 및 PE 관 및 이음관의 단체 표준인 KPPS M 2009에서는 

수지의 장기 내구성 시험을 ASTM F 2136의 NCLS에 의해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노치 깊이 20%, 50 ℃ 조건에서 신재 

수지의 항복인장강도의 15% 하중을 가한 시험편의  파괴 시

간이 24시간 이상이면 수지는 50년 이상 사용하여도 장기내구

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복합체의 경우 비산회를 용융 혼련한 복합체의 경우 장기

내구성은 문제가 없으며 구조체로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4. 폐플라스틱 복합체 적용 구조체 연구

  본 연구의 생성물인 폐 PE 복합체의 실제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폐 PE수지 70%와 비산회 30%의 비율로 압출

기에서 펠렛으로 성형된 폐 PE 복합체를 지하매설용 구조체

와 옥외 사용 구조물로 성형 가공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지하 매설용 구조체 제작의 경우는 본 연구의 복합체를 제

작한 몰드에 투입하여 내경 200 mm의 PE 구조형 하수관 이음

관/받침대를 제작하였고 이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상기의 

이음관/받침대는 지하에 매립되는 PE 하수관의 중간 지지대

와 이음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Figure 12는 상기의 이음관 

및 받침대의 현장적용을 위한 시험 시공 사진으로, 6 m 길이의 

구조형 PE 하수관의 연결을 위하여 6 m 길이의 관말단에 이음

관으로 사용하고, 6 m 관의 중간 부분인 3 m 지점에서는 이음

부가 아닌 관 받침대 용도의 적용을 위하여 본 구조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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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E sewer pipe fitting/support.

         

Figure 12. Field practice of PE sewer pipe fitting/support.

Table 3. Pipe support effect on pipe stiffness

Pipe support Nominal Stiffness (SN)
(kN/m2)

without 11.7

with 24.2

   

Figure 13. Pipe stiffness test by ASTM D 2412.

하였다. 이 경우 관의 받침대가 관의 하부(haunch) 부분을 지지

하기 때문에 하중에 따른 관 변형의 일정부분을 방지하는 것

을 지상에서의 강성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Figure 13) Table 3의 관의 강성(Nominal Stiffness, SN)은 관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대한 관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구조형 하수관의 강성을 측정하는 단위이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관의 받침대를 사용한 경우의 SN 값은 24.2 
kN/m2 이고, 받침대가 없는 경우는 11.7 kN/m2로써 받침대를 

사용한 경우 2배 이상의 하중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다. 
  옥외 구조물의 용도로 Figure 14와 같은 도로변의 가로수를 

보호하는 기능과 행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가로수 보호의자를 성형 가공 하였고, Figure 15와 같이 설치

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로수 보호의자의 상태를 관능검

사를 통하여 확인 하였다. 설치 후 3년 이상이 지난 가로수 

  

Figure 14. Tree safeguard bench.
  

a) t = 0

b) t = 1 year and 3 month

   

c) t = 2 year and 6 month
Figure 15. Tree safeguard bench.

보호의자는 육안에 의한 관능 검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햇

빛에 의한 노화나 균열의 발생, 충격에 의한 균열 및 마모에 

의한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상기의 두 가지 실제 시험 제품의 생산과 적용을 통하여 

살펴본 바, 일반적인 물성이 많이 손상된 폐플라스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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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충전제의 투입에 의한 내마모성의 향상과 굴곡강도의 

향상의 예처럼 특정 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폐플라스틱 

복합체의 응용 범위는 매우 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비산회를 첨가한 폐 PE의 직접적인 재활용 및 

용도 개발을 위한 기본 물성 연구로서 기본적으로 신재 PE와 

재활용 PE의 물성비교와 다양한 무기 충전제 중 비산회를 선

택하여 PE 복합체를 제조하였고 비산회의 함량 변화에 따른 

물성을 비교하였다.
  세 종류의 PE(HDPE, JRPE, KRPE) 모두 비산회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항복인장강도가 감소하고, 파단신율이 감소한다. 또한 

내마모성 시험 결과는 사포의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내마모

성이 떨어지고, 사포의 거칠기가 감소할수록 충전제의 함량에 

따라 내마모성이 증가한다. 비산회가 첨가된 폐 PE 복합체는 

신재 PE에 비해 물성 측면에서 모두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지

만, 신재 PE 대비 80% 정도의 기계적 물성을 유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PE수지의 장기 내구성인 저속균열성장 

저항성을 측정하는 NCLS 시험을 통하여 노치 깊이에 따른 

파괴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바, 신재 PE, JRPE의 경우는 50%
의 하중이 가해지는 조건에서는 120시간 이상의 저항성을 보

이는 등 큰 변화가 없었으나, KRPE의 경우에는 노치의 깊이가 

깊을수록 파괴 시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동일 노

치 깊이에서는 가해지는 하중이 많을수록 파괴 시간이 짧아지

는 결과를 보였다. 신재 PE 복합체와 JRPE 복합체는 파괴 거

동이 유사하였으나 KRPE 복합체는 하중이 증가하고 노치 깊

이가 증가함에 따라 신재 PE복합체 및 JRPE 복합체 보다 상대

적인 파괴 시간이 짧아졌으며, ASTM F 2136의 NCLS 시험에

서 24시간 이상의 저속 균열저항성을 나타냈다. 이를 응용하

여 지하매설용 구조체로써 하수관 이음관/받침대와 옥외 구조

물인 가로수 보호의자를 제작하고 내마모성, 균열저항성 등을 

살펴본 결과, 본 폐플라스틱 복합체를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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