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슁글 중 함유된 아스팔트 성분의 재활용 기술의 개발은 슁글의 처리 비용의 감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슁글을 도로 포장용 아스콘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순수한 아스팔트분과 재활용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열적 특성, 점성 그리고 침입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DSC 분석에 의하면 처리 조건에 관계없이 분리된 슁글의 열적 특성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슁글에서 분리된 아스팔트분의 멜팅은 170 ℃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분리된 아스팔트분을 중량비로 1∼5% 
까지 혼합한 후에 침입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분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ecycling of asphalt including shingle is much important for economic aspects such as a decrease of treatment cos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process the recycled shingle to asphalt concrete which is a pavement material. Pure 
asphalt and the mixture of recycled asphalt were tested in terms of the thermal characteristics, viscosity, and penetration. DSC 
analysis indicates that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separate shingle showed similar properties regardless of processing 
conditions. Melting of asphalt separated from shingle occurred at 170 ℃. The viscosity and penetration of the 1∼5 wt% 
of mixed recycling asphalt and raw material asphalt are suitable for the pavement material standard.

Keywords: asphalt concrete, penetration, shingle, viscosity

1. 서    론
1)

  지붕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아스팔트 슁글은 생산 공정과 노후 

된 슁글의 교체작업에서 폐기성 물질로 발생한다. 슁글 폐기물은 버

려지는 형태의 폐기물, 생성공정에서 발생하는 파편으로 구분된다. 이
러한 폐기성 슁글은 Hot Mixed Asphalt (HMA) 공정의 새로운 원료 

대체 물질로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 슁글 폐기물을 재활용 하게 되면 

아스팔트 슁글의 scrap 생성에 따른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HMA 공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1-3]. 슁글에 포함되어 있는 아

스팔트분의 농도는 19∼36 wt%로  도로포장용 물질중의 아스팔트분

의 농도 5∼6 wt%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슁글중

에 함유되어 있는 아스팔트분을 재활용 한다면, 처리 비용이 절감되

어 경제적인 가치는 매우 크다[4].
  아스팔트 슁글 폐기물의 87%는 기존에 지붕재로 사용되고 있는 슁

글의 개 ․보수 과정에서 발생되며, 13%는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제조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조사되었다[5]. 기존의 처리공법은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재생하여 처리하고 있다. 매립의 경우 매립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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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매립 후 안정성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

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6,7].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슁글 scrap은 복합재료 형

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슁글 제조 공정에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 국내의 생산 공정에서는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 하고 있다[8]. 슁글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9,10].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슁글을 파쇄하여 재활용하는 공정으로, 파쇄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에 의한 2차적인 오염을 초래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파쇄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슁글을 물리화

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하여, 분리된 아스팔트 성분에 대한 용융특성을 

분석하며, 압축강도 등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여 신재와 비교한 물성 

검토를 통하여 재활용 하였을 경우의 물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슁글을 처리하여 생성된 아스팔트분을 도로 포장용

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스팔트분을 분리하기 

위한 최적의 공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조건에 의하여 분리된 아스

팔트분에 대한 기초 물성 분석을 통하여 도로 포장용으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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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검토를 진행 하였으며,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기준에 따라 침입도 및 점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포장용으로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슁글을 구성하는 각 성분을 개별적으로 분

리하여 재활용 하기 위하여 슁글을 구성성분으로 분리하는 실험을 실

시하였다. 수용액 상태에서 슁글을 분리하기 위하여 산 및 알칼리에 

대한 슁글의 물성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슁글의 분리에 관한 구

체적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리된 아스팔트분에 대한 기초물성 분석 

및 재생성분과 신재성분을 혼합하여 혼합특성에 따른 물성분석을 실

시하여 도로포장용 아스콘으로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였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KS M 2201 (침입도 분류에 

의한 기준)과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11,12].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물성 분석은 침입도, 겉보기 밀도, 인열 특성, 인
장강도, 신율, 모듈러스, 인성, 점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1. 슁글의 분리

  화학적인 방법으로 슁글을 분리하기 위하여 황산, 질산, 염산 등의 

산성물질을 이용하여 5%에서 40% 까지의 농도를 가진 용액을 제조

하여 이를 자체 제작한 반응기에 넣고 여기에 슁글을 넣은 후 교반하

여 용액 중에서 슁글 구성 성분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물질의 물성 분석을 위하여 DSC를 이용하여 물성 분석을 

하였으며, 슁글에서 분리된 아스팔트분의 물성은 점도를 측정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2.2. 물성 분석

  아스팔트분과 분리된 물질의 아스콘으로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이용하여 물성분석을 실시하

였다.

  2.2.1. 재활용 슁글의 물성분석

  산 처리하여 분리한 슁글을 도로포장용 아스콘으로 재활용하기 위

하여 아스팔트분과 슁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아스팔트분에 슁

글에서 분리된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여 혼합율에 따른 아스팔트분의 

기초 물성을 분석하여 도로 포장용으로 재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검

토를 진행하였다.

  2.2.2. 침입도 분석

  침입도는 아스팔트분의 연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아스팔트 침

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준하여 실시하였다[13]. 침입도 시험 조건

은 25 ℃에서 100 g의 하중으로 5 sec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실시하였다. 침입도는 

0.1 mm 단위를 침입도 1로 하여 나타내었다. 즉, 침입도는 항온 수욕

조 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된 시료에 규정된 침이 일정 시간 내에 진입

하는 길이를 0.1 mm 단위로 측정한다.

Figure 1. Weight loss of the shingle against the H2SO4 concent- 
ration.

  2.2.3. 아스팔트 물성 측정

  산으로 처리한 슁글에서 분리한 아스팔트분을 아스콘으로 재활용 

하기위한 물성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0%의 황산용액으로 교

반속도가 1000 RPM인 반응조에서 6일 동안 처리하여 분리된 아스팔

트분을 이용하여 순수한 아스팔트와 처리한 슁글에서 얻어진 아스팔

트분을 중량비로 1%에서 7%까지 혼합하여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성

분의 기초 물성 분석을 통하여 아스콘으로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

토를 진행하였다. 이때 측정된 값으로는 DSC 분석, Strength의 변화, 
침투도의 측정 그리고 점성 등을 비교하여 물성을 비교 검토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아스팔트 슁글의 분리특성

  슁글을 도로포장용으로 재활용 하기 위하여 슁글 구성성분을 분리

하는 공정의 최적화를 위하여 분리조건에 따른 분리 효율을 비교하였

다. 슁글의 분리는 반응기에 산성용액을 넣고 상부에서 교반을 시키

는 형태로 진행하였을 때 조건의 변화에 따른 분리효율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슁글의 분리에는 황산을 이용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14].
  황산용액의 농도 변화가 슁글의 분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무게비로 2%에서 20%까지 황산용액 4 liter 중에 슁글을 

62.5, 125 g 그리고 187.5 g/liter의 비율로 함침시킨 후 황산용액의 농

도변화가 분리효율에 미치는 결과를 무게 변화율로 나타낸 결과가 

Figure 1이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의 농도가 10% 이상에서는 슁글의 

구성성분이 분리 되어 슁글 구성성분 중 약 40% 정도가 황산용액에 

의하여 슁글에서 분리되어짐을 확인 하였다. 이때 분리되는 성분은 

슁글 표면의 착색사 성분으로 슁글을 구성하는 아스팔트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분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슁글의 양에 대

하여는 슁글의 양이 증가할수록 처리 효율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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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SC of asphalt and recycled asphalt.

Figure 3. DSC of various treatment H2SO4 concentration in re-
cycled asphalt.

  3.2. DSC 특성 분석

  황산을 이용하여 슁글을 아스팔트분이 함유된 성분과 착색사 성분

이 함유된 성분으로 분리 하였을 때 생성된 아스팔트분에 대한 DSC 
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ure 2와 3에 나타내었다.
  슁글을 산처리 해서 생성된 slurry 형태의 아스팔트분에 대한 DSC 
분석 특성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DSC 분석 초

기 온도에서 시작과 함께 curve는 deflection을 보인다. 270 ℃ 부근까

지 아스팔트분은 멜팅(melting)현상 없이 유리전이(glass transition)현
상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슁글에서 분리되어진 아스팔트분은 

170 ℃ 부근에서 멜팅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 재 활용시 에

너지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스팔트

분의 분해(decomposition) 온도가 380 ℃ 정도에서 형성되는 것에 비

하여 처리하여 생성된 물질은 430 ℃ 정도에서 분해가 시작되므로 내

열성에서 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슁글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황산으로 처리할 때 사용된 황산의 농도

변화에 따라 생성되는 아스팔트분의 DSC 특성을 아스팔트와 비교하

여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5 wt%의 황

산과 10%의 황산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melting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10 wt%의 황산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150 ℃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melt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5 wt%의 황산으로 처리한 

Figure 4. Strength and Toughness of asphalt with treatment con- 
centration.

물질이 보이는 melting 온도보다도 약 20 ℃ 정도가 낮은 온도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슁글을 도로포장용 아스콘으로 재활용하기 위

하여 Hot Mixed Asphalt Plant와 같은 공정에 사용하려 한다면 아스팔

트분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황산의 농도가 10 wt%일 때가 최적의 상

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슁글에서 분리된 아스팔트분의 물성분석

  슁글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생성된 아스팔트분의 물성을 만능재료

시험기(UTM)를 이용하여 인장강도, 신율(elongation percentage), 모듈

러스(modulus) 그리고 인성(toughness) 등을 분석하였다.
  Figure 4는 황산의 처리 농도에 따른 아스팔트분의 인장강도와 인

성 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Figure 4에서 살펴보면 5 wt%의 황산을 이

용하여 분리 생성된 아스팔트분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

며, 상대적으로 10 wt%의 황산으로 처리하여 분리된 아스팔트분의 

인장강도가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스팔트분의 구

조적인 특성으로 판단되며, 10 wt%의 황산으로 처리하였을 때 아스

팔트분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하여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황산의 처리 농도에 따른 인성의 변화를 살

펴보면 5 wt%의 황산과 15 wt%의 황산으로 처리된 슁글에서 분리한 

아스팔트분의 인성은 1.8인데 비하여 10 wt%의 황산으로 처리한 경

우에는 인성이 1.5의 값을 보이고 있다. 즉, 처리조건에 따라 인성이 

변화하여 10 wt%의 황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성이 감소하는 결과

를 보이고 있다.
  Figure 5는 황산의 처리 농도에 따른 아스팔트분의 신율과 모듈러

스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신율은 외부 하중에 대한 재료의 연실 정

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신율이 증가하면 재료의 연신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5 wt%부터 15 wt%의 농도를 가진 황산

을 이용하여 분리 생성된 아스팔트분의 신율은 처리에 사용된 황산의 

농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스팔트분

의 연신정도는 외부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황산을 이용하여 슁글을 처리한 후 분리 생성되어진 아스팔트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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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us

Figure 5. Elongation and modulus of asphalt with treatment con- 
centration.

듈러스는 처리에 사용된 황산의 농도에 관계없이 24850에서 28105 
까지의 값으로 10 wt%의 황산으로 처리 하였을 경우에 가장 높은 결

과를 보이고 있다. 10 wt%의 황산으로 처리한 아스팔트분과 비교할 

때 5 wt% 황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약 13%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15 wt%의 황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약 11%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10 wt%의 황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특정 신

장에 대한 인장 응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능재료시험기를 통하여 5 wt%, 10 wt% 그리고 15 
wt%의 황산으로 처리한 슁글에서 분리된 아스팔트분에 대한 인장강

도, 신율, 모듈러스, 그리고 인성(Toughness)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신율과 모듈러스의 경우에는 10 wt%의 황산으로 처리하였

을 경우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인장강도와 인성은 5 wt%의 황산으로 

처리 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로포장용 아스콘

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의 물성을 고려한다면 신율과 모듈러스 값이 

우수한 10 wt% 황산으로 처리한 슁글에서 분리된 아스팔트분을 재활

용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3.4. 아스콘용 아스팔트로의 활용성

  앞서 실시한 슁글에서 분리된 아스팔트분에 대한 물성 분석 결과 

신율과 모듈러스 값이 우수한 10 wt% 황산으로 처리한 슁글에서 분

리된 아스팔트분을 도로포장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아스팔트분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인장강도, 침입도 그리고 점도를 분석하여 가

장 이상적인 재활용 재료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Figure 6은 10 wt%의 황산으로 슁글을 처리한 후 분리된 아스팔트

분을 순수한 아스팔트분에 중량비로 1%에서 7%까지 혼합한 다음에 

생성된 sheet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면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순수한 아스팔트분의 인장강도는 약 25.6 kg/cm2으로 나

타났으며, 1%의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25.7 kg/cm2으로 거의 일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의 재생 아스

팔트분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26.2 kg/cm2으로 약 2.3% 
정도가 증가하며, 5%의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인

장강도가 26.3 kg/cm2으로 약 2.7%의 인장강도의 세기가 증가하였다.

Figure 6. Strength change of asphalt with amount of recycled 
shingle.

7%의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26.5 kg/ 
cm2으로 약 3.5% 정도의 인장강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

험 결과에 의하면 재생된 아스팔트분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인장강

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생

된 아스팔트를 1%에서 7%까지 혼합하여도 아스팔트의 가장 기초적

인 물성인 인장강도가 유지되므로 일정량의 재생성분을 혼합하여 도

로 포장용으로 활용 하여도 물성이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7은 아스팔트분에 슁글에서 분리한 재생 아스팔트분이 중량

비로 1∼7% 혼합된 시료를 대상으로 25 ℃ 정도의 온도에서 침입도

를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아스팔트분은 침입

도가 45이며 여기에 1%의 재생 아스팔트가 혼합된 경우 침입도는 42 
로 침입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첨가된 재생 아스팔트분

이 증가할수록 침입도는 약간씩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생아스팔트 생성과정에서 아스팔트분의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침입도 40 이하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 등에, 침입도 40을 넘는 것은 주로 도로 포장용 및 수리 

구조물용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범위에서는 5%까지의 슁글에

서 분리된 아스팔트분을 재생 사용하여도 도로 포장용으로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Figure 8은 재생성분이 혼합된 아스팔트분의 혼합비율에 따른 점성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된 초기 아스팔트

분의 점도는 125 Pa⋅sec로 KS M 2208의 점도 분류에 의한 기준표에 

따르면 AC-10에 속하는 물질이다. 1%의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였

을 경우에는 점도는 120.9 Pa⋅s의 값을 보이며, 3%의 재생 아스팔트

분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점도가 118.7 Pa⋅s을 보인다. 5%의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점도가 107.8 Pa․s 을 나타내며, 
7%의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점도가 103.1 Pa⋅s로 

점도 분류에 의한 AC-10의 범위(100±20)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여도 도로 포장용으로 적합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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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enetration change of asphalt with amount of recycled 
shingle.

Figure 8. Viscosity change of asphalt with amount of recycled shingl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슁글을 구성하는 각 성분을 개별적으로 분

리하여 재활용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슁글을 황산용액을 

사용하여 구성성분으로 분리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리된 아스팔

트분에 대한 기초물성 분석을 통하여 아스팔트분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재생성분과 신재성분을 혼합하여 혼합특성에 따른 물성분석을 실

시하여 도로포장용 아스콘으로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였다.
  분리된 아스팔트 성분과 신재를 혼합하여 재활용에 따른 물성 분석 

및 DSC를 이용하여 열적 특성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구할 수 있었다.
  1) 아스팔트분과 슁글을 산처리 해서 만들어진 slurry 형태의 아스

팔트분에 대한 DSC 분석 특성에 의하면 270 ℃ 부근까지 아스팔트분

은 멜팅(melting)현상 없이 유리전이(glass transition)현상만이 발생하

고 있다. 그러나 슁글에서 분리되어진 아스팔트분은 170 ℃ 부근에서 

멜팅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 재 활용시 에너지 비용을 현저

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스팔트분의 분해

(decomposition) 온도가 380 ℃ 정도에서 형성되는 것에 비하여 처리

하여 생성된 물질은 430 ℃ 정도에서 분해가 시작되므로 내열성에서 

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스팔트에 대하여 중량비로 1%에서부터 5%까지 재생 아스팔

트가 혼합된 경우 침입도가 약간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재생아스팔트 생성과정에서 아스팔트분의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

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3) 재생성분이 혼합된 아스팔트분의 혼합비율에 따른 점성변화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기 아스팔트분의 점도는 125 Pa⋅sec
이며, 1%에서 7%의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였을 경우에 점도는 

120.9 Pa⋅s에서부터 103.1 Pa⋅s로 재생 아스팔트분을 혼합하여도 

도로 포장용 기준인 100±20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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