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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ut resistance and moisture susceptibility of warm mix asphalt(WMA) 
mixture. The deformation strength (SD), which is known to have high correlations with the high-temperature 
deformation resistance of dense grade mixture, was used as a tool, together with wheel tacking (WT) test, for 
evaluating warm mix asphalt mixture's rut resistance.

1. 서론

건설산업의 중요분야 중 하나인 아스팔트 포장 분야에서는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가열아

스팔트 혼합물(Hot-mix asphalt mixture: HMA) 생산온도를 30-40℃ 정도를 낮추어서 준고온으로 아

스팔트 (Warm-mix asphalt: WMA) 포장을 건설하는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이산화탄소발생 억제, 조기교통개방, 장기 공용성의 

확보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HMA가 생산되는 165℃ 전후의 온도를 30-40℃ 낮추기 위해서는 준고온화 재료제의 첨

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첨가제중 대표적인 2가지 (Evotherm, 

Sasobit)중 Evotherm을 사용하였다. 이의 사용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을 준고온인 130℃ 전후로 제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아스팔트 혼합물은 소성변형, 균열,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

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중요

한 손상인 소성변형(rutting)을 발생억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을 줄이고 탄성거동 향상을 위해 폴리머를 첨가해야 한다. 

HMA의 경우 여기에 사용되는 폴리머의 종류는 LDPE, SBS, SBR, HDPE, EVA, CRM 등 다양하다. 하

지만 준고온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용융온도가 120℃ 이하로 낮어야 하며, 이를 만족하는 재료중 하나

인 LDPE를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HMA를 상기 두 재료로 WMA로 

생산하고 이를 LDPE로 개질한 개질 준고온 아스팔트 (Modified WMA: MWMA)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

항특성을 HMA와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2. 사용재료 및 방법

2.1 준고온 아스팔트 첨가제 및 개질제의 특성

아스팔트 바인더는 침입도 60～80의 것을 기본 바인더로 선정하였으며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

조를 위한 화학 첨가제로는 액체 형태인 Evotherm 사용하였다. Evotherm의 첨가량은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의 0.5%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를 위한 화학첨가제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여주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는 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인장력을 가지는 수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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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개질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파우더 형태의 LDPE를 가열된 골재와 바

인더가 혼합될 때 믹서에 직접 넣는 건식 방법을 사용하여 플랜트에서의 혼합 방법과 같게 하였다. 

         

그림1. Warm-mix additives        그림2.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2.2 골재의 특성

골재의 품질이나 입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생산지 별로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 규정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검토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서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강암의 쇄석 골재를 굵은골재와 부순 잔골재(Screenings)로, 채움재(Mineral 

filler)는 석회 석분을 사용하였다.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장에 널

리 쓰이는 13㎜와 19㎜로 하여 2종류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화강암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3과 4는 본 연구에 사용된 13㎜와 19㎜의 합성 입도를 보여준다.

도표 1. 화강암 쇄석 골재의 물리적 특성

Classification
Apparent 

specific gravity
Absorption Abrasion

Specification > 2.45 < 3.0% < 35%

Granite

19㎜ 2.68 0.62 16.82

13㎜ 2.66 0.82 22.26
screening 2.63 0.94 -

Filler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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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Gradation of 13㎜ granite agg.      그림4. Gradation of 19㎜ granite agg.

2.3 시험 

2.3.1 배합설계

본 연구에서는 한 종류의 골재와 2 가지의 골재 합성입도, 첨가량에 따른 4 종류의 바인더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적 아스팔트 함량 (Optimum asphalt content: OAC)은 국토해양부 지침(아스팔트 혼합

물 생산 및 시공 지침 2009)의 표층용 배합 설계법에 따라 수행 하였다.  별도의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

물에 대한 배합설계 기준은 없으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유사한 작업성과 다짐특성을 가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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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HMA 배합설계법을 통해 OAC를 결정하였다. 적용된 배합설계 기준치들을 모두 만족하는 함량 중

에서도 공극률이 4%에 가장 근접한 함량을 최적 아스팔트 함량으로 결정하였다. 

2.3.2 변형강도

변형강도는 선행된 연구를 통해 소성변형과의 상관성이 높은 시험법으로 평가된다. 변형강도 시험은 

하중봉의 재하에 의해 혼합물은 소성변형과 유사하게 압축․전단에 의한 변형을 유발시켜 파괴한다. 그림 

5는 각각 변형강도 측정시 하중이 재하되는 Kim Test의 모식도와 그에 따른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낸

다. 

y

Asphalt mixture

rr

Loading head with 
diameter

H+2x

H

D

x
Initial contact 

area

A (투영접촉면적)

P

       
0 1 2 3 54

4000

2000

3000

1000

Pmax

y

Deformation(mm)

0 1 2 3 540 1 2 3 54

4000

2000

3000

1000

Pmax

y

Deformation(mm)

그림5. Load-deformation curve from a Kim Test

변형강도의 계산은 하중봉이 바닥으로부터 y만큼 눌려 들어갈 경우 최대하중(P)과 그때의 변형값(y)

을 구하여 식 (1)로 계산한다.

SD
 y y 

P
         ------------(1)

여기서 SD = 변형강도 (kPa), P = 최대하중(N), y = 변형 값(㎜) 이다. 

2.3.3 반복주행시험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을 측정하기 위한 반복주행(wheel tracking: WT) 시험은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최적아스팔트 함량으로 슬래브 공시체를 제작하여 반복주행에 따른 침하깊이를 측

정 후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림 6은 반복주행시험기의 모식도를 보여

준다.

그림6. Schematics of wheel track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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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아래의 표는 앞에서 수행된 시험인 변형강도시험과 반복주행시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도표 2. 변형강도시험과 반복주행시험 결과 비교 

Aggreg
ate

Mix
type

Addit.
Content
(%)

SGC specimen Slab specimen
Air Void

(%)
SD
(Mpa)

Air Void

(%)
Rut
(㎜)

13㎜

HMA None 0 3.56 3.7 3.47 4.87

WMA
Evot.

0.5%　

0 3.81 3.5 4.38 6.72

3 3.60 4 4.15 3.88

4 3.91 3.8 3.89 3.98

5 3.99 3.7 3.53 3.57

19㎜

HMA None 0 4.40 4.11 3.46 4.55

WMA
Evot.

0.5%　

0 4.31 3 4.66 5.11

3 4.31 3.3 4.57 5.04

4 4.29 3.9 4.64 4.76

5 4.31 3.4 4.56 4.6

3.1 변형강도

  표3는 화강암 쇄석 골재의 굵은 골재최대치수 2종류의 골재 합성입도, 5종류의 아스팔트 바인더

(HMA, E0.5, E0.5L3, E0.5L4, E0.5L5)의 배합설계 후 변형 강도치를 보여준다. 각각의 첨가제 종류와 

개질제 양에 따라 변형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13㎜ 골재의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하여 13㎜ 골재의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E0.5만을 넣은 것 보다 LDPE를 첨가하였을때 소성변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13㎜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모두 변형강도 기준치 3.2MPa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는 E0.5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형강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1.5L3의 혼합물을 제외하고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강도보다 모두 낮은 변형

강도를 나타났다. Evotherm에 LDPE 첨가 시에도 변형강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최적아스팔트함량으로 

제조된 공시체의 포화도가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3. 최적아스팔트 함량에서의 변형강도

Aggregate

size

Mix

type
Designation

OAC

(%)

Air Void

(%)

VMA

(%)

VFA

(%)

SD
(MPa)

13㎜

HMA 60-80 5.3 3.56 15.78 77.47 3.7

WMA

E0.5 5.4 3.81 16.2 76.5 3.5
E0.5L3 5.4 3.60 16.0 77.5 4.0
E0.5L4 5.4 3.91 15.2 74.3 3.8
E0.5L5 5.4 3.99 16.4 75.6 3.7

19㎜

HMA 60-80 4.5 4.40 14.83 70.35 4.11

WMA

E0.5 4.3 4.31 14.33 69.89 3.0
E0.5L3 4.2 4.31 14.05 69.30 3.3
E0.5L4 4.3 4.29 14.31 69.99 3.9
E0.5L5 4.3 4.31 14.32 69.8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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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복주행시험

 표 3은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복주행시험 결과를 나타낸

다. 그리고 그림 7-8은 각각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화학첨가제에 따른 반복주행에 따른 소성변형의 깊

이를 보여준다.

 13㎜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반복주행시험 결과, Evotherm 만을 첨가 시 소성변형이 가열 아스

팔트 혼합물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에 이에 LDPE 첨가는 소성변형 저항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LDPE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들이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해 소성변형이 적게 발생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9㎜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에는 Evotherm 만을 첨가했을 때보다 LDPE를 첨가한 것이 소

성변형 저항성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준고온 혼합물의 반복주행시험에서 굵은골재 최대치수와 화학첨가제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는

데 이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4. 화강암 13㎜, 19㎜의 반복주행시험 결과

Aggregate

size

Mix

type
Designation

OAC

(%)

Air Void

(%)

Rut Depth

(㎜)

Dynamic

stability

13㎜

HMA 60-80 5.3 3.47 4.87 2867

WMA

E0.5 5.4 4.38 6.72 2495
E0.5L3 5.4 4.15 3.88 3518
E0.5L4 5.4 3.89 3.98 3667
E0.5L5 5.4 3.53 3.57 3854

19㎜

HMA 60-80 4.5 3.46 4.55 3254

WMA

E0.5 4.3 4.66 5.11 2623

E0.5L3 4.2 4.57 5.04 2610
E0.5L4 4.3 4.64 4.76 2838
E0.5L5 4.3 4.56 4.60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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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votherm 반복주행시험 결과 (13㎜)       그림 8. Evotherm 반복주행시험 결과 (19㎜)

4. 결론

본 연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13㎜와 19㎜를 가지고 Evotherm 첨가 바인더로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

물을 제조하였으며 변형강도시험과 반복주행시험을 통하여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Evotherm 첨가 아스팔트 바인더에 LDPE 개질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이 소성변형 저항성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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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개질 혼합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LDPE가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개질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복주행시험에서 화강암 13㎜의 Evotherm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LDPE 개질과 비개질에 따

라 소성변형이 3㎜ 정도의 차이를 보여, LDPE 개질이 소성변형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

다. 

3. 19㎜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Evotherm와 LDPE 개질에 따른 소성변형 저항성의 향상을 나타

냈다. 그러나 Evotherm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들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소성변형 저항성이 

낮았다. 이는 공극률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국내의 도로 포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분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 더욱 

많은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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