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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posal of fallen leaves in city area has become serious issue because of increasing
amount of the fallen leaves and of decreasing handling amount of daily waste
incinerating facility or landfill. In order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fallen leaves, the
sheet-like composite was prepared through pretreatment processes and manufacturing
processes of fallen leaves. The crushed fallen leaves were fractionated by using 10 mesh
and 40 mesh screen, which could divided the stem and the lamina because the lamina of
the fallen leaves was more breakable than the stem. The effects of fallen leaves particles
size on the properties of the sheet-like composite were evaluated. The fraction between
10~40 mesh of the crushed fallen leaves resulted in the higher strength properties of the
composite than that of the larger size particles or the smaller size particles. The bulkier
structure of the composite made of 10 mesh fraction showed higher water resistance
property and lower water holding capacity. The density and the strength property of the
composite was controlled by addition of red clay as filler. The surface treatment with
rosin resulted in the higher water resistance and the neutralization of alkali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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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olding (VARTM) 방법을 통하여 비교적 저비용의 바
이오 복합소재를 제조해 건축, 장난감, 가구 등에 적용하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심 내 가로수와 도시숲 등의 녹

는 것에 대해 보고한 바 있으며, Jiao Qu 등은12) 포플러

지조성 확대로 도심 내 수목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

낙엽을 연소하여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고 이를 유해성

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미세

물질의 흡착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활엽수 위주의 지자체별 나

이처럼 낙엽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들이 지속적

무심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 내 수목들은

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용화 가능한 활용방안

매년 가을철에 상당량의 낙엽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

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로수로 사용되는 평균 수령의 한 그루 나무에서 약

본 연구에서는 낙엽의 고도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낙엽

100 kg 정도의 낙엽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 전처리와 선별 등을 통해 소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산림청의 시도별 주요수종 가로수 조성 현황에

판상의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857만 본의 가로수가 조성되

이러한 판상의 구조체는 도심 내 정원이나 공원의 조성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도시숲, 도시공원 및 아파트

또는 토목공사 등의 조경현장에서 토양의 수분증발 및

단지 등의 민간도로 가로수들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약

먼지발생 등을 막아주는 멀칭용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될

80만 톤 가량의 낙엽이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 있다. 이의 개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파쇄되는

낙엽의 발생은 기온의 저하에 의해 잎의 광합성이 중단

낙엽의 특성을 고려한 낙엽의 전처리 방법과 다양한 무

되며 엽록소가 파괴되며 다른 색소가 드러나 색상이 바

기소재 기반의 결합제 및 첨가제의 적용조건별 영향성을

뀌며, 탈리층이 분해되며 발생하는데 가을에 집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내구성과 물풀림성 등의 기능성을 강화한

낙엽이 발생되고 발생되는 낙엽들이 수거 및 처리되지

판상의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낙엽의

않는 경우 도심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 또는

소재화를 위한 기반기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수관 등에 축적되어 배수를 막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가을철 낙엽의 수거는

2. 재료 및 방법

주요한 환경관리 업무가 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낙엽은 생활
폐기물로 분리되어 수거와 함께 매립 또는 소각의 방법

2.1 공시 재료

으로 처리되는데 전국적으로 매립장의 감소와 소각폐기

본 연구의 공시재료로는 대전시 유성구 플라타너스 가

물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낙엽의 적절한 처

로수 낙엽을 수집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낙엽의 함

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고 그 처리비용도 크게 증가하

수율은 15.4%로 나타났다. 낙엽의 판상 구조화를 위해

고 있다. 이러한 낙엽의 자원화를 통한 처리기술의 개발

사용한 무기 바인더로서 액상의 규산나트륨(㈜영일화성,

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과 함께 바이오매스 자원의

액상규산나트륨 4호)를 적용하였으며 무기충전제로 분

활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낙

말황토(325 mesh 이하, ㈜황토나라)를 사용하였다. 낙

엽의 부숙도를 증대시켜 퇴비화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활

엽구조체의 개질을 위한 표면처리제로서 에멀션 타입의

2-4)

로진((주)영일화성)을 적용하였다.

용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낙엽의 활용증대방안으로 낙엽의 펠릿화공정 적
용을 통하여 제조된 고밀도제재의 특성변화연구5,6)와 낙

2.2 낙엽의 특성 평가

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낙엽의 성분을 평가하기 위해

낙엽의 열처리에 의하여 제조된 흡착제 제조 및 특성평

TAPPI Standard T 211 om-80와 T 222 om-83에 의

가8) 및 바이오가스 생산9,10)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

거하여 낙엽의 회분, 리그닌 함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Campanella 등은11) 참나

반적으로 낙엽은 잎의 뼈대를 이루는 관다발의 집합체인

무 잎과 식물유 베이스의 레진을 고온의 resin transfer

엽맥(stem)과 그 외의 엽설(lamina)로 구성되어 있는데

moulding (RTM)과 vacuum-assisted resins transfer

기계적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이들의 선별과 분급 등을

엽을 활용하여 기능성이 첨가된 펄프몰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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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vestrength ( g / cm 2 )

Maximum Load Applied
=
( g / cm 2 )
Cross Sec tional Area

통한 소재화의 영향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낙엽의 제맥 과정(green leaf threshing)을 거쳐 엽맥
과 엽설의 분리를 해보았으며 분급 크기에 따라 엽맥과

[1]

엽설의 구성 및 형태를 평가하였다.

2.4.2 낙엽 구조체의 물풀림성 평가

2.3 분급 크기에 따른 낙엽 구조체 제조

낙엽 구조체의 물풀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된 낙엽

각각 10 mesh, 10~40 mesh, 40~60 mesh로 분급된

구조체를 증류수에 침지시키고 500 rpm의 속도로 10분

낙엽 분말을 원료로 하여, 몰비(SiO2/Na2O)가 3.9~4.1,

동안 교반하였다. 이러한 교반과정을 통해 수분에 의한

농도가 20%인 액상 규산나트륨을 적용하여 낙엽의 전건

구조체의 물풀림이 발생되어 구조체의 일부가 부분적으

중량 4 g에 대하여 무게비 50%로 무기바인더로 혼합하

로 떨어져나가게 되는데 이후 남아있는 낙엽 구조체를

여 판상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원료의 균일한 혼합 이후,

건져내어 30분 동안 10 mesh망에 존치시켜 여분의 수분

4 mm의 두께의 판상형태가 되도록 20 kg의 롤을 사용

을 제거한 후 잔여분의 무게와 함수율을 측정하여 식 (2)

하여 성형을 실시하였으며 220℃의 온도에서 열판으로

와 같이 물풀림처리 전후의 무게비를 측정함으로써 물품

2

압착하여 4 분간 0.1 kg/cm 의 압력을 가해 열판 건조를

림성을 평가하였다.

실시함으로써 낙엽 구조체를 제조하였는데 제조과정을

Water Resistance (%)
DryWeight of Residue after Soaking 
=
DryWeight of Composite

Fig. 1에 나타내었다. 분급된 낙엽의 크기별 조건에 따라
각각 제조된 낙엽 구조체의 형태적 특성, 강도, 수분저항
성 및 보수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기능성 강화를 위

[2]

하여 무기 충진재로서 낙엽의 전건 중량에 대하여 황토
를 무게비 50~150%로 배합하여 그 적용 효과와 판상 구

2.4.3 낙엽 구조체의 보수성 평가
낙엽 구조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보수하는 특성을 평가

조체 제조 후 표면특성 개질을 위한 로진의 침지처리 효
과를 평가하였다.

하기 위한 수분 보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된 낙엽 구조체 시료들을 각각 30분간 증류수에 침

2.4 낙엽 구조체의 특성평가

지시킨 후 10 mesh망 위에 30분 동안 존치시켜 여분의

2.4.1 낙엽 구조체의 강도 평가

수분을 제거하였으며 이 후 침지 후 여분의 수분이 제거

제조된 낙엽 구조체의 강도적 특성은 목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인 KS F 2206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제조된
낙엽 구조체를 4 cm×6 cm 크기로 재단한 후 동일한 면
적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여 구조체 파괴되었을 때의 압
력을 구조체의 면적으로 나누어 식 (1)과 같이 계산함으
로써 압축파괴 강도를 평가하였다.

된 구조체의 무게와 함수율을 측정하여 전건중량 대비
수분 보수 정도를 식 (3)과 같이 계산하였다.

Water holding capcity (%)
MoistireContents of Composote after Soaking
=
(%) 
Droed CompositeWeight



[3]

Fig. 1. Schematic Diagram of manufacturing processes for sheet-like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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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낙엽 구조체의 로진 침지 처리 및 개질
특성 평가

특성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형태적 특성의 조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낙엽의 형태적 특성조절을 위

침엽수에서 추출된 천연 소수성 제재인 로진은 제조된

하여 햄머밀 분쇄방식으로 낙엽을 분쇄하고 일정크기의

구조체의 내수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

메쉬망 스트린으로 선별 및 분급하여 각 분급분의 특성

성을 가지는 특성을 통해 무기 바인더인 규산나트륨로부

을 평가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낙엽의 분쇄 처리

터 유래된 알칼리 pH를 중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 상대적으로 강직한 구조와 특성을 가지는 엽맥 부분

로진침지 처리를 통해 판상 구조체의 특성변화를 평가하

에 비해 엽설 부분은 상대적으로 쉽게 분쇄가 되는 것을

였다. 40~60 mesh 크기의 낙엽분과 규산나트륨을 혼합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분쇄분을 메쉬망의 크기별

하여 제조된 낙엽 판상 구조체를 로진 에멀션에 5 초간

로 분급하는 경우 10 mesh 이상의 크기분에서는 대부

침지 후 220℃에서 열판으로 건조하여 침지처리된 시료

분이 엽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를 제조하였다. 이후 로진 처리된 시료들의 물풀림성 변

10 mesh~40 mesh 사이의 크기에서는 엽맥과 엽설이

화와 pH 특성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시료의 pH 특성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형태적인 특성으로 선

표준측정방법 KS M0011:2013(수용액의 pH 측정 방법)

별분리하여 분포를 무게비로 평가해본 결과 엽맥이 약

에 따라 측정하였다.

20%, 엽설이 약 80%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0 mesh 통과분의 경우 미세한 입자들의
낙엽분으로서 대체로 엽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엽맥

3. 결과 및 고찰

분쇄본이 소량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 낙엽 특성 평가
수거한 플라타너스 낙엽의 화학적 조성과 형태적 특성
을 평가하였다.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낙엽은 기
존 목재와 달리 높은 회분 함량과 리그닌 함량을 가지고

3.2 낙엽 분급분별 적용에 따른 낙엽 판상
구조체 특성변화
3.2.1 낙엽 판상 구조체의 구조 및 강도특성 변화
낙엽 분급분별 적용에 따른 제조된 낙엽 구조체의 구조
적 특징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크기가 큰 분급분의 적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엽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균일한

Table 1. Ash and lignin composition of urban
platanus fallen leaves
Chemical compositions

Content, %

Ash

9.90

Lignin

36.29

용에 따라 표면구조가 더욱 거칠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밀도가 낮은 구조를 형성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 mesh 이상 크기의
낙엽분으로 구성된 구조체는 대부분 길이가 긴 엽맥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체 내 공극이 많아 밀도가 낮은 특성
을 보였으며 10~40 mesh 크기의 낙엽분으로 제조된 구
조체는 작은 크기의 엽맥과 엽설이 바인더에 의해 결합

Table 2. Morphological properties of the mesh screen fractions of crushed fallen leaves
>10 mesh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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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mesh

Stem (20%)

<40 mesh

Lamina (80%)

La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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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비교적 조밀한 구조를 보였다. 40 mesh 이하

3.2.2 낙엽 판상 구조체의 물풀림성 변화

의 낙엽분으로 구성된 구조체는 대부분 작은 크기의 엽

낙엽 판상 구조체를 조경용 또는 토목용 자재로 토양

설과 일부 파쇄된 엽맥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조밀한

표면을 보호하는 멀칭용 소재로 적용하는 경우 우수 등

구조를 보였으나 증가된 낙엽입자들의 비표면적에 의해

에 의한 물풀림 저항성은 주요한 품질특성이 된다. 이에

무기 바인더가 적절히 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비접착면이

따라 각각의 낙엽분으로 제조된 낙엽 판상 구조체를 물

존재하면서 구조적인 결함과 구조의 갈라짐 등이 발생하

속에 일정 시간 침지하여 물풀림이 발생하도록 하고 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풀림이 나타나지 않은 잔여물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각 낙엽 분급분으로 제조된 낙엽 구조체의 압축강도를

낙엽 구조체의 물풀림성을 비교 평가하여 Fig. 4에 나타

비교평가하여 Fig.3에 나타내었다. 낙엽 분쇄분의 입자

내었다. 낙엽 구조체를 구성하는 낙엽 입자의 크기가 클

크기가 작은 40 mesh 이하분의 경우 압축강도의 급격한

수록 물풀림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낙엽

데, 이는 상대적으로 강성구조를 가지고 크기가 큰 구조

분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낙엽분 입자들의 비표면적이 커

를 가지는 엽맥분들에 의해 구조체의 물풀림성이 억제

져 바인더의 요구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미접착면이

되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입자 크기가 큰 낙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10 mesh 이

엽분의 경우 결합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분에

상의 크기를 가지는 낙엽분의 경우 입자 간 공극이 크게

의한 결합파괴에 의해 각각의 입자들이 구조체로부터 떨

발생되는 벌크한 구조를 가짐에 따라 강도적 특성이 상

어져 나가는 현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

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되었다.

Table 3. Surface structure of fallen leaves sheet-like composition depending on the size of crushed
fallen leaves
>10 mesh

10~40 mesh

Fig. 2. Density of fallen leaves composite
samples depending on the size of
crushed fallen leaves.

<40 mesh

Fig. 3. Compressive strength properties of
fallen leaves composite depending on
the size of crushed fallen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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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낙엽 판상 구조체의 보수성 변화

각각 첨가하여 판상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Fig. 6에 나타

각각의 낙엽분으로 제조된 낙엽 구조체를 증류수에 일

난 바와 같이 황토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체의

정 시간 침지한 후 표면에 존재하는 여분의 수분을 제거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조체의 형성

하고 구조체가 함유한 수분량을 측정하여 보수성을 평가

시 미세한 황토 입자들이 낙엽 분말들 간에 존재하는 공

하였다. Fig. 5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구조체를 구성하

극을 채우는 충진재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보유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은

또한 황토 첨가량에 따른 낙엽 구조체의 압축강도 변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입자들의 비표면적이

를 평가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는데, 낙엽분 무게비

넓어지고 미세 공극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 보유성이 증

로 100% 무게의 황토를 첨가할 때까지 낙엽 구조체의 압

가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축강도는 황토 첨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황토의 첨가량이 150%가 되는 경우 구조체

3.3 첨가제의 적용을 통한 낙엽 구조체의 개질
특성 평가

의 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적

3.3.1 황토의 첨가에 따른 특성 변화

로 황토 입자 및 낙엽분들 사이에 충분히 바인더가 적용

낙엽 구조체의 구조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양적용성과 결합성, 이온교환성 등이 우수한 점토광물

용된 무기 바인더 양에 비해 과도한 황토 입자의 적용으
되지 않아 미접착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강도의 감
소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 황토를 충진제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여 보았
다. 본 평가를 위하여 10~40 mesh 낙엽분을 적용하였으
며 이를 액상규산나트륨 바인더와 배합하는 과정에서 낙

3.4 로진 침지처리에 의한 낙엽 구조체의 특성
변화

엽분의 전건량 대비 황토무게비로 50%, 100%, 150%를

알칼리성을 가지는 무기 바인더인 규산나트륨을 적용하

Fig. 4. Water resistance of fallen leaves composite depending on the size of crushed
fallen leaves.

Fig. 6. Density of fallen leaves composite depending the addition ratio of red clay.

Fig. 5. Water holding capacity of fallen leaves
composite depending on the size of
crushed fallen leaves.

Fig. 7. Compressive strength of fallen leaves
composite depending on the addition
ratio of re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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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여 제조되는 낙엽 구조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천연원
료로 제조되는 산성 및 소수성의 특성을 가지는 로진 에
멀션의 침지처리효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10~40 mesh

본 연구에서는 도심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어 환경

낙엽분과 규산나트륨 바인더를 적용하여 제조된 판상

문제와 처리비용의 증가로 활용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구조체를 로진 에멀션에 침지처리하여 열판 건조하여

있는 폐기성 바이오매스인 가로수 낙엽의 구조체화를 통

그 특성변화를 평가하였는데 이때 로진의 코팅량은 무

해 소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국내 도심에서

게비로 3.78%였으며 구조체의 pH 및 물풀림성 변화는

발생되는 대표적인 활엽수 가로수 낙엽인 플라타너스 낙

Fig. 8과 같이 나타났다. 로진 처리에 의해 알칼리성를

엽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형태적 특성이 서

나타내는 구조체의 pH가 중화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

로 다른 낙엽들을 햄머밀 방식으로 분쇄하고 분쇄분을

었고, 소수성 표면을 형성함으로써 구조체의 물풀림성

각각 10 mesh와 40 mesh 스크린으로 분급하여 각각의

도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에서

특성을 확인한 결과 10 mesh 이상의 분급분에서는 낙엽

나타나는 것과 같이 로진 침지처리에 의해 구조체의 강

의 엽맥부분이 주로 나타나고 40 mesh 이하의 분급분은

도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구조체의 입자

대부분 엽설로 이루어짐을 통해 낙엽에서 엽맥과 엽설의

들을 결합시키는 규산나트륨 바인더 결합이 로진 에멀

분쇄특성 차이를 활용한 낙엽분의 분급이 가능함을 확인

전 침지 시 부분적으로 파괴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

할 수 있었다. 각각의 분급분과 친환경 무기 바인더인 액

었다.

상 규산나트륨을 사용하여 판상의 구조체를 제조하고 이
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 10~40 mesh 분급분의 적용시
강도적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조대한
엽맥부분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지
만 수분 보수성이 감소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토 분말을 충전재로 적용하는 경우 낙엽 분말 무게대
비 100% 첨가하는 경우 구조체의 밀도 및 강도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첨가에서는 강도 감소가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알칼리성 무기 바인더의 적용
에 따른 영향을 중화하고 수분 저항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된 판상 구조체의 로진에멀션 침지처리를

Fig. 8. Changes in pH and water resistance of
fallen leaves composite by rosin treatment.

실시한 결과 pH가 중성 수준으로 중화되고 물풀림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
반으로 낙엽의 형태조절 전처리를 실시하고 무기 바인더
의 적용을 통해 판상 구조체의 제조가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향후 이러한 낙엽 판상 구조체의 기능성을
보완 및 강화하여 조경용 또는 토목용 친환경 자재로서
적용함으로써 낙엽의 소재화 및 활용가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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