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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탄성포장의 재료 배합비에 따른 결합력과 탄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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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Coherence and Resilience Depending on Materials Mixing 
Ratio in Elastic Landscape Pavement

Park, Won-Kyu

Dept.ofLandscapeArchitecture,Honam University

ABSTRACT

Thedemandforelasticpavement,providingcomfortforpedestriansisexpectedtoincreasecontinuouslybutthelack

ofastandardformaterialsmixingratio,thatis,theoptimalmixingratiobetweenERDMchipandpolyurethanebinder,

isstillinatrialanderrorstage.

Thisstudyaimedatrecommendinganoptimalmixingratioforelasticlandscapepavementthroughacoherenceand

resiliencetestdependingonratio.Thetestresultisoutlinedasfollows.

Inatensilestrengthtest,samplesBandCindicatedaclosepositiverelationshipbetweenthebindermixingratioand

tensilestrength,indicatingthatthehigherthemixingratiothehigherthetensilestrength.

Inahardnesstest,noneofsamplesA,BorCindicatedastatisticalinterrelationshipbetweenthebindermixingratio

andhardness.Thatis,thehardnessoftheelasticpavementmaterialremainedunchanged,irrespectiveofthebindermixing

ratio.

Inaresiliencetest,SamplesAandBindicatedaclosenegativeinterrelationbetweenmixingratioandresilience,indicating

thatthehigherthemixingratio,thelowertheresilience.

Uponanalyzingtheoptimalmixingratiobasedontestresults,anincreaseintensilestrengthbegantoslowata20%

mixingratio,whileresiliencebegantoreducerapidlyat22%,Thustheoptimalrangeforamixingrationappearedto

be20～22%.

Theoutcomeofthisstudycouldtoprovideguidanceforimprovingtheelasticityandstabilityofelasticpavement.

KeyWords:EPDM Chip,PolyurethaneBinder,TensileStrength,Resilience

국문 록

탄성포장은 보행자의만족감이매우높아수요가지속 으로증가할 것으로 상되나,탄성포장의 재료 배합기 즉,

합성고무칩(EPDMchip)과폴리우 탄바인더의 정배합기 이미비하여 시공 시많은시행착오를겪고있는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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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본 연구는 조경용 탄성포장의 폴리우 탄 바인더 배합비에 따른 결합력과 반발탄성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정한 재료배합 비율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장실험에서는 시료 B와 시료 C가 바인더 배합비율과 인장강도 간에 강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합비율이 증가하면 인장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도실험에서는 시료 A,시료 B,시료 C모두 바인더 배합비율과 경도 간에 통계 으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탄성포장재의 경도는 바인더의 배합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반발탄성실험에서는시료A와시료B가배합비율과반발탄성간에강한음의상 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배합비

율이 증가하면 반발탄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정배합비율을 분석해 보면 인장강도의경우,인장강도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배합비율 포인트는 20%이며,반발탄성의 경우,반발탄성이 격하게 감소하는 배합비율 포인트는 22%이다.따라서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정 배합비는 20～22%사이로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경용 탄성포장 시공 시 결합력과 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료배합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합성고무칩,폴리우 탄 바인더,인장강도,반발탄성

Ⅰ.서론

근래들어경제발 에따라자동차도로는 물론 자 거도로,

보도,산책로 등에비포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 보행

로의 포장이 일반화 되고 있다.

한,생활수 의 향상과 안 환경에 한 인식의 고조

로도로포장분야에서도시각 환경 요소가 요하게여겨

지고 있다.이러한 인식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도로포장의

경우,과거와는 달리 자동차의통행만을 한 구조물에서 탈피

하여 쾌 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융화되도록 계획하

고 있다(송재을,2007:1).

이러한 상은 도로포장에서 뿐만 아니라 조경포장에서 더

욱두드러진 상으로나타나고 있다.조경포장은우리가 생활

하는 옥외공간에 필수 인 요소로써,최근에는 친환경 기능

을 부가시킨 새로운 조경포장이 많이 시공되고 있다.이 에

서도 특히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고 안 사고를 방할 수 있

는 조경용 탄성포장재의 개발과 시공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

며,보행자 도로,자 거 도로,공원 산책로,놀이터 바닥재,인

라인스 이트장, 스포츠장 등에조경용 탄성포장시공이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으로 탄성포장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생고무블록을

포설하는고무블록포장과는달리탄성소재인합성고무칩(EPDM

Chip)에 착제인 폴리우 탄 바인더(PolyurethaneBinder)를

장에서 혼합하여 포설하는 포장으로써 고무블록포장보다 탄

성이 강하여 보행자의 발이 포장에 닿는 만족감이 매우 높다.

한다양한칼라와디자인을연출할수있어주 환경과도잘

어울리며미 상우수하여,앞으로 조경용탄성포장에 한수

요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재 공장에서 제작되는 고무블록에 해서는 조경

공사표 시방서에인장강도와신장률 기 등이있으나, 장

에서 재료를 배합하여 포설하는 탄성포장은 아직 통일된 시공

기 이 없다.시공업체마다 각각 상품화하여 내놓는 탄성포장

재의 시방이 일 이지 못하며,시공업체의 자체기 과 경험

에따라시공하고있어시공후에도하자와탄성 하 등의문

제 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탄성포장의 기능에 따른 재료의 배합기 즉,합성고

무칩과 폴리우 탄 바인더의 정배합 기 이 미비하여 업체

마다 경험 기 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시공 후 재료 간의 결합력 부족으로 표면이 박리되거

나 탄성이 히 떨어지는 등의 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과 련한 연구는

매우미진한실정이며,특히 탄성포장재의재료배합에 한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따라서,본 연구는 재 조경공간에

많이 시공되고 있는 탄성포장의 재료 배합비율에 따른 결합력

과 탄성변화를 실험을통해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 합리 인

재료 배합비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Ⅱ.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탄성포장에 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며,특히 인장강도와 탄성 등 탄성포장재의 속성

에 한연구는 없는실정이다.포장재와 련된연구사례

를살펴보면,투수성포장재개발과폐타이어칩과안료에 한

연구그리고조경용투수포장의환경성능평가기법에 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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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조경용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열특성연구등이수행되었다.

엄 길(1998)은 폐타이어를 활용한 탄성포장재의 압축강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무분말 크기,골재 크기 바인

더의 성질이 주요 인자임을 밝히고,고무 아스팔트의 탄성과

투수콘크리트가 갖는 투수성을 연계시켜 탄성과 투수성을 통

시에 갖는 새로운 포장재료를 개발하고자 하 다.

김 일(2008)은 재 사용되고 있는 폐타이어를 활용한 탄

성포장재의원재료인폐타이어칩과안료에 한분석 함유

된 유해성분들의 용출이나 흡착 특성을 조사하여 이후 첨가제

를 혼합하 을 때의 용출과 흡착특성 변화를 분석하 다.

정재균(2003)은 환경친화 조경소재 포장재료에 한

조사를 통해 문제 을제시하고,환경친화 조경소재시장에

한방향과개선방안을제시하 으며,한승호(2007)는조경용

투수포장재의 환경성에 해 환경기능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있는 환경성능평가모델을수립하고,평가모델의 용을

하여 조경용 투수포장재를 분류하여 모델의 용 결과를 포장

재의 유형별로 분석 연구를 제시하 다.

류남형(2004)은옥외환경에서의투수성시멘트 콘크리트포

장의 열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하 으며,민감도 분석을 통해

표면온도에 향을 주는 포장재료의 열물성 변수와 옥외 기상

변수를 도출하고,분석결과를바탕으로 포장재의표면온도

감기능을 가진 포장 재료를 모색하 다.

건설교통부(2007)는 친환경 4S포장 시스템의 재료의 특성

을검증하고, 장시험시공을진행하여 공법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 으며,시험시공에서단면설계,시공기법 장비의선

정과 시공 교통 통제 처리방안을 제시하고,신공법 유지

리 방안을 선정하여 투수기능의 확보방안을 제시하 다. 한

평가모델을개발연구하여친환경4S포장시스템의경제성을

분석 제시하 다.

이상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조경용 투수포장,평

가,개선방안,콘크리트 포장에 한 기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탄성포장에 한구체 인 속성을밝히는연구는 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되며,

탄성포장재의 인장강도,탄성등의 속성과재료배합 간의 계

를 밝히는 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Ⅲ.연구범 방법

1.연구범

본 연구는 조경공간에 많이 시공되고 있는 조경용 탄성포장

의여러가지시공하자원인 에서 요한요인이라고 단되

는 재료의 배합비율에 따른 속성변화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연

구의 내용 범 는 재료의 배합비율 변화에 따른 탄성포장재

의결합력과탄성변화를분석하여합리 인재료배합비를모

색하는 것으로 한정하 다.한편,조경용 탄성포장의 두께(T)

는 보행 용과 자 거 용,보행과 자 거 겸용 등 사용목

에따라12mm부터50mm까지시공하며,보행 용은통상 으

로15mm두께로시공한다. 한,두께20mm이하는단층으로

시공하고,20mm 과는 재활용 고무를 활용한 복층으로 시공

한다.본 연구에서는 보행 용의 두께 15mm단층 탄성포장을

연구 상으로하 으며,구체 인내용은탄성포장재의실험시

료를 제작하고,인장강도와 경도 반발탄성 등 속성을 실험

하여 재료 배합비율과 속성간의 상 계를 통계 분석한 후,

탄성포장재의 합리 인 재료 배합비를 제시하는 것이다.

2.연구방법

1)연구수행과정 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체계 인 수행방법을 취하고 있다.

첫째,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련연구 동향을 분석하고,둘

째,실험의방법과실험변수,실험횟수등을설정하는실험설계

를 한 후 실험시료를 제작한다.셋째,제작된 시료를 공인시험

기 에의뢰하여시험을실시한다.넷째,실험결과를통계처리

하여변수간의상 계를분석한다.다섯째,탄성포장의합리

인 재료 배합비를 제시한다.

한편,본연구는연구범 에서밝힌바와같이탄성포장재의

결합력과 탄성력을실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그러나 재

탄성포장재의 결합력 즉,시공후 재료분리와 박리 상을 종합

으로 실험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결합력 분석

은결합력에가장 향을미칠것으로 단되는인장강도와경

도 시험으로 시행하 으며,탄성분석은 반발탄성 시험으로 시

행하 다.

2)실험설계

실험설계의 기본조건은 실험변수의 조작과 외생변수의 통제

이다.즉,연구의 이되는 상의원인이되는변수를실험

자가 인 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연구의 상이 되는 상과

련된 실험변수와 결과변수 이외의 기타 변수로서,결과변수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는것이다.(김기도와

김희택,2007:18)

본 연구는 재료 배합비율이 변화함에 따른 탄성포장재의 속

성변화 즉,결합력과 탄성의 변화를분석하는 것으로써실험설

계의 기본조건에 맞추어 실험 상과 실험변수 실험횟수를

설정하 다.

(1)실험 상

보행을 한조경용탄성포장은통상 으로15mm의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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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하므로 15mm탄성포장을 실험 상으로 하며,합성고무칩

에 혼합하는 폴리우 탄 바인더의 양을 달리하여 7가지 배합비

율에 따른 실험시료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시료의 바인더 배합비율의 범 는 T-15mm의 보행용

탄성포장에서 재 경험 으로 시공되고 있는 바인더의 평균

배합비가합성고무칩무게의20%내․외임을감안하여20%를

기 으로 하 2%씩 3단계,상 2%씩 3단계 즉,14%,16%,

18%,20%,22%,24%,26%의7단계의변화를주어각각의시

료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2)실험종류에 따른 변수

실험종류는 결합력 변화를 추정하기 해 인장강도 실험과

경도시험을 실시하고,탄성변화를 추정하기 해반발탄성시

험을 실시하는 것으로서,합성고무칩에 한 착제인 폴리우

탄 바인더의 무게 배합비율 (14%,16%,18%,20%,22%,

24%,26%)이독립변수가되며,인장강도,경도,반발탄성의실

험결과가 종속변수가 된다.

(3)실험시행방법 횟수

실험은 공인시험기 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한국산업표 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수행하며,KS표 시험을

3번 시행하여분석하 다.따라서 3번에 걸쳐시료를각각 7개

씩 총 21개의 시료를 제작하여 실험을 시행하 다.

(4)실험시료제작 실험시기

실험시료의제작과실험은1차로2009년6월에A-1～A-7의

7개 시료와 B-1～B-7의 7개 시료 합계 14개 시료를 제작하고

시험을 의뢰하여 2009년 7월 시험성 서를 받았으며,2차로

2009년8월에C-1～C-7의7개시료를제작하고시험을의뢰하

여 2009년 9월 시험성 서를 받았다.

3)실험방법

재 재생고무블록에 한 품질기 (KSM6951)과 인장강

도시험에 한기 (KSM6782)은조경공사표 시방서에명

시되어있으나, 장에서배합․시공하는탄성포장에 한품질

기 과 시험방법에 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본연구에서는가장유사한내용의품질기 인재활용고무어린

이 놀이터 바닥재(M6004)의 기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 다.

M 6004의 기 에 따른 인장강도와 경도시험은 KSM 표

시험방법으로서 가황고무의 인장시험 방법(KSM6782),가황

고무 열가소성 고무의 경도시험 방법(KSM 6784)을 용

하 으며,반발탄성시험은M6004에 명시되어있지않으므로

가장 합한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KSM6578)에의거하여

시행하 다.

(1)인장강도 시험

① 시험장치

시험기는 KSB5521에 따라 시험기는 그림 1과 같이 최

인장력을지시하는장치를갖추고,아령형시험편을자동 으로

죄는 물림구와 시험편을 잡아당기는 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다.

② 시험편

인장강도 시험을 한 시험편의 종류는 아령 1호형부터 7호

형의 7가지와 고리 1호 고리 2호 등 9가지 종류가 있으며,본

시험에 용한시험편은아령형1호로서모양과치수는그림1

표 1과 같다.

시험편의채취는그림2와같이KSM6782의5.4규정에따

르고 고무의 결방향과 평행하게 채취하며,시험편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한다.

③ 측정방법과 인장강도 계산

인장강도의측정은인장속도는 500±50mm/min로시험편이

끊어질 때까지 최 하 을읽으며,시험편의 인장강도계산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TB=FB÷A (식 1)

여기서,TB=인장강도(MPa)

FB=최 하 (N)

A=시험편 단면 (mm
2
)

그림 1.인장시험기

그림 2.시험편 치수
자료:KSM 6782:2009

그림 3.시험편

모양
치수 측정 치

A B C D E F R1 R2

아령

1호형
120 15 25 40+2 10.0±0.1 25.5±0.5 25.5±2.0 21±2.0

표 1.시험편 커트기의 치수(단 :mm)



조경용 탄 포장의 재료 배합 에 따른 결합력과 탄 분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42

한국조경학회지  38권 5 ․상 (2010년 12월)  97

④ 시험결과 측정값의 정리

인장강도는 3개 이상의 시험편에 하여 시험을 하여 인장

강도 계산식에 의해 얻어진 각각의 값의 앙값을 선택한다.

(2)경도 시험

경도시험은 경도의 측정원리,측정범 ,시험기의 종류에 따

라정하 식,스 링식등여러가지시험방법이있으며,본시

험은합성고무이므로 스 링식(듀로미터 경도), 경도용(A20

이하),타입 E듀로미터를 용하여 시험하 다.

① 시험장치

시험기는 그림 4와 같이 시험편 표면을 가압하는 가압면과

스 링에의해튀어나와있는압침그리고압침이고무면에따

라 다시 려지는 거리 즉, 름깊이를 경도로 나타내는

으로 구성된다.

② 시험편

시험편의 두께는 10mm이상으로 하며,시험편의 가로방향

의 치수는 압침 앞 끝이 시험편의 끝에서 12mm이상 떨어진

치에서 측정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③ 측정방법

시험편을 딱딱하고 평평한 면에 놓은 다음,압침이 시험편

측정면에 하여 직각이 되도록 듀로미터를 유지한다.가압면

을충격이가해지지않을정도로되도록신속하게시험편측정

면에 착시켜서 1 이내에 을읽고,그시험편의 경도를

구한다.

④ 시험결과 측정값의 정리

시험결과는5회측정값의 앙값을 KSA3251-1에 따라끝

맺어 정수 값으로 하고 E의 기호를 수치 앞에 붙여 나타낸다.

(3)반발탄성 시험

① 시험장치

시험기는그림5와같이4가닥실에의해수평으로매달린철

그림 4.듀로미터 경도기 그림 5.반발탄성 시험기

과 그리고시험편고정부분으로구성되며,철 의 수

높이는 2,000mm,낙하높이는수직 방향으로100mm로한다.

은수평길이625mm,원호의 반지름2,000mm로 한것이다.

② 시험편

시험편은 두께 12.37±0.13mm,지름 약 29mm의 원기둥형으

로 한다.

③ 측정방법

철 의 지침을 의 100의 치에 맞추어 이 치

에서 자유롭게 떨어뜨려 반발할 때의 높이 을 측정한다.

이 조작을 반복하여 4회째 타격 시 반발 높이를 읽고,이 반발

높이의 수치를 반발탄성(%)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④ 시험결과 측정값의 정리

반발탄성은 3개 이상의 시험편에 하여 시험을 하여 반발

탄성(%)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4)실험시료 제작

(1)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2～4mm의 크기로 쇄된 합성고

무칩(S사,2009)과 착제인폴리우 탄바인더(H정 화학,

2009)의 2가지 재료로써 재 국내에서 생산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 다.

(2)시료크기 재료 량

실험시료의 크기는 200×200×15mm로 제작하 으며,재료

배합비율에의한시료별합성고무칩과바인더의 량은표2와

같다.시료를 성형하는 틀은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치수가 200×200×15mm가 되도록 아크릴로 제작하 다.

(3)시료 제작과정

① 제작 도구 비 재료 배합용 그릇(볼) 량 계량

그림 6.합성고무칩 그림 7.폴리우 탄 바인더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42 박원규

98 한국조경학회지  38권 5 ․상 (2010년 12월)

재료 배합비율(%) 14 16 18 20 22 24 26

총 부피(cm
3
)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합성고무칩 량(g) 535.0 535.0 535.0 535.0 535.0 535.0 535.0

폴리우 탄 바인더

량(g)
74.9 85.6 96.3 107.0 117.7 128.4 139.1

계(g) 609.9 620.6 631.3 642.0 652.7 663.4 674.1

표 2.시료 배합량

시료를 배합할 그릇(볼)과 디지털 울 그리고 고무칩을 담

아서 계량할 비닐 지와 배합그릇에 폴리우 탄 바인드량을

정확하게주입하기 한주사기 등을 비하고,시료를배합할

그릇의 량차이에따른오차를제어하기 해그릇 량을먼

계측하 다.

② 폴리우 탄 바인더 계량 주입

재료 배합비율에 따른 바인더의 계량은 표 3과같으며,배합

그릇에액체바인더를주사기로 량을계측하면서주입하 다.

③ 고무칩 혼합 교반

미리 량을계측하여 비한 고무칩535g(비닐주머니 포함

시 536.6g)을 바인더가 들어 있는 그릇에 투입하고,고무칩과

바인더가 잘 섞이도록 손으로 세 하게 교반하 다.

④ 시료 제작 틀에 성형 후 양생

교반된재료를시료틀에투입하여충진하고틀의모양에맞

그림 8.고무칩 계량 그림 9.고무칩 투입 그림 10.재료교반

그림11.시료틀에재료

투입

그림 12.시료 성형 그림 13.성형 완료

재료 배합비율 단 14% 16% 18% 20% 22% 24% 26%

그릇(볼)NO 1 2 3 4 5 6 7

그릇(볼) 량 g 209.1 209.2 209.4 209.1 209.0 209.2 209.4

바인더 량 g 74.9 85.6 96.3 107.0 117.7 128.4 139.1

계 g 284.0 294.8 305.7 316.1 326.7 337.6 348.5

표 3.재료 배합비율에 따른 그릇 바인더 량

게 성형한 후,그늘진 곳에서 양생 후 시료 틀을 제거하 다.

Ⅳ.결과 고찰

1.인장강도 분석

1)실험결과

A,B,C각각7개시료의인장강도실험결과에따른인장강

도의 변화는 표 4와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험결과를 볼 때 바인더의 배합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장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시료 A의 경우에는 바인더

의 배합비율이 늘어남에도 오히려 인장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2)바인더 배합비율과 인장강도의 상 계분석

시료 번호 배합비율(%) A시료 B시료 C시료

1 14 0.43 0.40 0.28

2 16 0.47 0.47 0.36

3 18 0.56 0.49 0.40

4 20 0.43 0.56 0.42

5 22 0.53 0.53 0.45

6 24 0.37 0.48 0.43

7 26 0.63 0.61 0.44

표 4.인장강도 실험결과(단 :MPa)

그림 14.인장강도 변화 그래
범례: A, B, C

시료 종류

통계항목
A시료 B시료 C시료

시료 수 7 7 7

배합비율과 Pearson상 계수

(유의확률)

0.319

(0.486)

0.782*

(0.038)

0.867*

(0.012)

*: 5% 유의수 에서 양측검정결과 유의성 있음

표 5.재료 배합비율과 인장강도의 상 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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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 배합비율과 인장강도의상 계 분석결과는 표5와

같다.

표5에서보는바와같이시료A는바인더배합비율과인장

강도간에통계 으로상 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시

료B,시료C는바인더배합비율과인장강도간에양의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계수는 유의수 0.05수 에

서 유의하며,피어슨(Pearson)상 계수가 0.7을 넘으면 강한

상 계가 있는 것이므로,이는 배합비율이 증가하면 인장강

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경도 분석

1)실험결과

A,B,C각각 7개 시료의경도 실험 결과에 따른 경도의변

화는 표 6과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험결과를 볼 때 바인더의 배합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경도

의변화가뚜렷한경향치를 보이지않았으며,A,B,C시료모

두 배합비율이 늘어남에도 오히려 경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

가 많아 상 계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2)바인더 배합비율과 경도의 상 계분석

시료

NO

배합비율

(%)
A시료 B시료 C시료

1 14 57 65 65

2 16 60 63 58

3 18 64 60 58

4 20 61 66 63

5 22 63 64 64

6 24 62 64 66

7 26 62 61 64

표 6.경도 실험결과(단 :Hs)

그림 15.경도 변화 그래
범례: A, B, C

시료 종류

통계항목
A시료 B시료 C시료

시료 수 7 7 7

배합비율과 Pearson상 계수

(유의확률)

0.607

(0.149)

—0.217

(0.641)

0.450

(0.311)

표 7.재료 배합비율과 경도의 상 계 분석결과

바인더배합비율과경도의상 계분석결과는표7과같다.

표7에서보는바와같이시료시료A,시료B,시료C모두

바인더 배합비율과 경도 간에 통계 으로 상 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볼 때,탄성포장재의 경도는 고

무칩을 결합하는 재료인 바인더의 함량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

는 것으로 단된다.

3.반발탄성 분석

1)실험결과

A,B,C각각7개시료의반발탄성실험결과에따른반발탄

성의 변화는 표 8과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험결과를 볼 때 바인더의 배합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반발

탄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시료 C의 경우에는 바인더

시료

NO

배합비율

(%)
A시료 B시료 C시료

1 14 39 40 40

2 16 38 39 39

3 18 38 38 38

4 20 38 39 39

5 22 37 39 39

6 24 37 36 38

7 26 36 36 40

표 8.반발탄성 실험결과(단 :%)

그림 16.반발탄성 변화 그래
범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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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종류

통계항목
A시료 B시료 C시료

시료 수 7 7 7

배합비율과 Pearson상 계수

(유의확률)

—0.949*

(0.001)

—0.833**

(0.020)

—0.094

(0.840)

*:1% 유의수 에서 양측검정결과 유의성 있음

**:5% 유의수 에서 양측검정결과 유의성 있음

표 9.재료 배합비율과 반발탄성의 상 계 분석결과

의 배합비율이 늘어남에도 오히려 반발탄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2)바인더 배합비율과 반발탄성의 상 계분석

바인더 배합비율과 반발탄성의상 계 분석결과는 표9와

같다.

표에서보는바와 같이 시료 C는바인더 배합비율과반발탄

성간에 통계 으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바인

더배합비율과시료A,바인더배합비율과시료B는배합비율

과 반발탄성 간에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계수는 유의수 0.01 0.05수 에서 유의하며,Pearson

상 계수가—0.7을넘으면 강한 음의상 계가있는것이므

로 이는 배합비율이 증가하면 반발탄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재료의 정 배합비 분석

1)인장강도 분석에 따른 바인더의 정 배합비

인장강도 실험결과 시료 B와 시료 C가 바인더 배합비율과

인장강도 간에 강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이유의한두가지시료의실험결과를가지고산 도를

그려보면 그림 17과 같다.

바인더 배합비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나,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으며,배합비 20%를 기 으로 인장강도가 오히

려 감소하거나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을 알 수있다.따라서인

장강도 만을 생각할 경우에는 20% 정도를 정 배합수 이라

고 할 수 있으며,이보다 배합비를 높이더라도 인장강도가 효

과 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

2)반발탄성 분석에 따른 바인더의 정 배합비

반발탄성 실험결과,시료 A와 시료 B가 바인더 배합비율과

반발탄성 간에 강한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이유의한두가지시료의실험결과를가지고산 도를

그려보면 그림 18과 같다.

바인더 배합비에 따라 반발탄성이 감소하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지는 않으며,배합비 22%를 기 으로 반발탄성이 격

그림 17.시료 B,C의 인장강도 실험결과 산 도

범례:● 시료 B,▲ 시료 C

그림 18.시료 A,B의 반발탄성 실험결과 산 도

범례:● 시료 A,▲ 시료 B

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반발탄성만을 생각할

경우에는 22% 이하로 배합하는 것이 당하다고 단된다.

3) 정 배합비 제안

술한 바와 같이 인장강도를 고려할 때 바인더의 배합비는

20%정도가 정 수 이며,반발탄성을 고려하면22%이하로

배합하는것이 당하다고 단된다.따라서,본연구결과에따

른 바인더의 정 배합비는 20～22% 사이로 단되며,20%

보다낮을경우반발탄성은좋으나인장강도가낮아재료간의

결합력이낮아질수있으며,22%보다높을경우바인더의소요

량이 많아져 공사비가 증가하는데 반해 인장강도는 그리 높아

지지 않으며,반발탄성이 낮아져 보행 감이 하될 수 있다.

탄성포장시공시 장여건에따라보행 도가다소높아결합

력을강화할필요가있는곳은배합비를22%까지시공하고그

지않은곳은배합비를20%로하는것이 하다고 단된다.

Ⅴ.결론

본 연구는 재 조경공간에 많이 시공되고 있는 탄성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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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배합비율에 따른 결합력과 탄성변화를 실험을 통해 분석

하고,이를바탕으로 정한 재료 배합비를제시하고자수행하

다.

실험결과를 보면,인장강도의 증가가 둔화되는 바인더의 배

합비율은20%이며,이보다배합비율을높이더라도인장강도가

크게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 단된다.한편,반발탄성이 격

하게 감소하는 바인더의 배합비율은 22%이므로 정 배합비

는 20～22% 사이로 단된다.

본연구의결과는조경용탄성포장의시공시탄성과안정성

을 제고하는 재료배합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시공시시행착오를 방하고시공후결합력부족으로표면이

박리되거나 탄성이 낮아져 보행감각이 히 하되는 하자

를 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과정 시료제작 시 수작업으로 인해 배합의 정 성을

유지하는 데다소의제약이있으며,본연구결과는 7가지 배합

비율 별로 3개 씩 총 21개의 시료만을 상으로 한 실험 결과

이므로실험결과의신뢰도를 높이기 해서는보다많은시료

의 실험이 요구된다.

한 장과보행로,산책로등조경시공에서포장이차지하

는 비 이 매우 크므로 탄성포장을 비롯한 각종 조경포장재의

구체 인 속성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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