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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혼합물의 저온변형강도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Low-Temperature deformation strength

Properties of Asphalt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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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스팔트 포장체의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아스팔트 바인더 자체가 부착력과 탄성력 확보는 물

론 저온에서도 충분한 변형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저온에서의 아스팔트 바인더의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에 상용화되고 있는 아스팔트 바인더와 고분자계 GMA 수지(SIS, Styrene Isoprene Styrene)

를 기반으로 제조된 바인더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변형강도시험(Kim Test)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동

절기 취성적인 파괴로 손상을 입은 도로의 보수에 있어서 SIS가 첨가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충분한 보수효

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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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외 아스팔트 포장의 연구는 대부분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의 물성 증진을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불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과 바인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

는 방수기능을 갖는 불투수성 아스팔트는 골재 사이를 부착력과 탄성력이 좋은 아스팔트 바인더 수지로 채

워 필름막을 형성하고, 필름막에 의해 입자 사이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성을 갖는 불투수성 포장체

로서 일반 포설장비를 통해 시공하는 기술이다.

2. 실험

본 연구에서는 SIS수지가 첨가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강도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변형강도 시험

(Kim Test)에 의한 가력방법에 준하여 1000kN 피로시험기에서 실시하였으며, 배합비와 온도를 변수로 하는

변형강도용 시험체를 각 3개씩 36개를 제작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1은 변형강도 시험체 계획 및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험체명에서 ‘AP6’은 AP 6% 함유를 나타내며,

AP8’은 AP 6%와 SIS수지 2% 함유를 나타내고, AP9’은 AP 7%와 SIS수지 2% 함유를 나타낸다. 또한, ‘TP’

는 영상상태를 나타내며, ‘TM’은 영하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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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형강도 시험체 계획 및 결과

시험체명
시험 변수 최대하중

(kN)

변위

연성비

비율

최대하중(kN) 변위연성비

배합 온도(℃) 온도차 배합비 온도차 배합비

AP6-TP25

AP 6%

+25 10.46 1.78 1.00 1.00 1.00 1.00

AP6-TP5 +5 29.40 1.92 2.81 1.00 1.08 1.00

AP6-TM10 -10 38.79 1.64 3.71 1.00 0.92 1.00

AP6-TM25 -25 38.06 1.51 3.64 1.00 0.85 1.00

AP8-TP25
AP 6%

+ SIS 2%

+25 6.83 2.10 1.00 0.65 1.00 1.18

AP8-TP5 +5 14.93 2.24 2.19 0.51 1.07 1.17

AP8-TM10 -10 21.61 2.81 3.16 0.56 1.34 1.71

AP8-TM25 -25 33.70 2.52 4.93 0.89 1.20 1.67

AP9-TP25
AP 7%

+ SIS 2%

+25 5.45 2.55 1.00 0.52 1.00 1.43

AP9-TP5 +5 12.41 2.40 2.28 0.42 0.94 1.25

AP9-TM10 -10 20.73 2.77 3.80 0.53 1.09 1.69

AP9-TM25 -25 27.93 3.17 5.12 0.73 1.24 2.10

 

(a) AP6 (b) AP8 (c) AP9

그림 1 온도변수의 하중-변위 곡선

표 1의 온도차 비율 항목과 그림 1에서 시험온도 차이에 따른 각각의 배합비별로 최대하중을 비교해 보면,

기존 AP6 시험체의 경우 시험온도가 감소할수록 2.81∼3.64배까지 높아지는데 비하여, AP8 시험체는 최대

4.93배, AP9 시험체는 5.12배까지 하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절기 변형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위연성비

에 있어서는 기존 AP6 시험체의 경우 영하 25도에서 0.85배까지 낮아지는데 비하여, AP8 시험체는 1.20배,

AP9 시험체는 1.24배로 안정적인 하중감소가 나타났다.

3. 결론

동절기 취성적인 파괴로 손상을 입은 도로의 보수에 있어서 SIS가 첨가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충분한 변

형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수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저온에서의

다양한 변형강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PG88-34 또는 PG88-40 공용성 등급의 바인더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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