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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로 개질된 아스팔트의 저장안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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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아스팔트 개질재로 쓰이고 있는 폴리에틸 은 아스팔트와의 비 차와 비상용성으로 인

하여 상분리가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분리를 억제하기 하여 폴리에틸

을 가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과산화물을 사용하여 상분리 억제를 시도하 다. 
폴리에틸  수지로는 폐비닐을 사용하 으며, 과산화물로는 디큐 퍼옥사이드와 로로일퍼옥사

이드를 사용하 다. 미경상으로는 과산화물이 첨가되어 상분리가 억제되었다. 그러나 유변물

성을 측정한 결과는 아스팔트와 폴리에틸 은(비록 폴리에틸 이 가교된다 하더라도) 분자단

에서는 서로 섞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  시험(인장강도, 마샬안정도, 동 안정도)에
서는 매우 우수한 물성을 보여주어 소성변형에 한 항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슈퍼팔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It is said that polymer modified asphalt using polyethylene as modifier would show phase 
separation due to density difference and incompatibility between asphalt and polyethylene. In this study, 
to prevent coalescence of polyethylene in asphalt, we employed peroxides as phase separation inhibitor. 
On microscope, peroxides (dicumyl peroxide, lauroyl peroxide) with waste vinyl (comprising low density 
polyethylene) did not show phase separation, however, rheometer test showed phase separation at molecular 
level, i.e., polyethylene and asphalt are immiscible ultimately.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strength, 
Marshall stability, dynamic stability) showed waste vinyl-modified asphalts are highly resistant to plastic 
deformation and these properties are even better than those of Superp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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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국내의 차량은 좁은 국토에 비해 필수품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아졌으며, 이로 인

한 교통량의 증가가 도로포장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포장체의 90% 이상이 아스

팔트 포장이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 도로포장체의 

조기 손이나 수명단축 등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사고 험과 유지보수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

다. 도로포장체의 손상 원인으로는 교통하 의 증

가, 환경조건, 제품의 품질, 시공불량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표 인 아스팔트 도로포장체의 손상 

원인으로 소성변형을 들 수 있다. 소성변형(plastic 
deformation)이란 어떠한 물체에 온도나 압력 같은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 그 원형이 변하는 것을 말

한다. 아스팔트의 소성변형은 공용 에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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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하 에 의해 아스팔트 포장층에 변형이 

되어 노면 에 구 잔류 변형으로 남는 상이

다. 이는 차량을 훼손하거나 운 자의 핸들조작을 

어렵게 하여 도로운 안 에 큰 향을 미친다.1 
  아스팔트의 소성변형 억제를 해 두되고 있

는 개질 아스팔트는 일반 으로 기존 아스팔트에 

일정량의 개질제를 첨가하여 아스팔트의 물성을 

개선시킨 것이다. 그  아스팔트의 소성변형은 주

로 고온에서의 아스팔트 도로포장체의 손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고온에서 더 큰 도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하여 개질제의 선

택으로 고분자가 가장 하다.2 개질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고분자로는 고무계, 열가소성 수지계, 열

경화성 수지계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  고무계

로서, styrene-butadiene-styrene (SBS) 공 합체나 인

조라텍스인 styrene-butadiene rubber (SBR)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를 들면, SBR을 아스콘 

랜트에서 아스팔트량의 7% 정도 첨가하여 온  

피로균열에 한 항성이 우수하고 교면포장에 

주로 쓰이는 SBR라텍스 아스콘이 있고, SBS를 아

스팔트와 물리화학 으로 결합시킨 일명 Superphalt
로 알려져 있는 SBS 개질 아스팔트가 있다. SBS나 

SBR는 이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구조 성

분이 아스팔트와 유사한 탄화수소가 지배 이며 

용융온도 한 비슷한 범 에 있어서 상용성이 다

른 고분자 물질에 비하여 상 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 물질은 아스팔트 내에서 가교결합을 통해 

온 균열 항성 증진과 고온에서의 인장강도 유지 

 소성변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3 한, 고

무류로서, 폐타이어분말을 사용하는 crumb rubber 
modified (CRM) 아스팔트가 있다. CRM은 일명 맥

도날드 공법이라고도 하며 폐타이어의 분말을 아

스팔트와 미리 혼합하여 아스팔트혼합물(일명 아

스콘)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폐타이어의 환경친

화 인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각 받고 있는 공

법이다.4

  최근 아스팔트의 연구방향은 소성변형을 조 이

라도 이고, 경제 이고 환경 인 측면을 고려하

여 폐자재의 재활용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이 확연히 

입증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어드는 아

스팔트의 수명과 막 한 유지보수비용의 감을 

하여 폐자재를 이용한 새로운 아스팔트 개질 기

술의 개발  연구는 지속 으로 필요하다.5  
  최근 농 지역에서의 폐비닐은 수거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그 로 

방치해 두면 잘 썩지도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폐비닐이란 농 에서 하우스나 멀칭용

으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농비닐을 통칭하는 것

으로 수거되는 양의 80% 가량이 도 폴리에틸

 필름이다.6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혼

합물(asphalt concrete)의 바인더 역할을 하는 물질

인 스트 이트 아스팔트를 개질하고, 그에 따른 혼

합물의 소성변형 내구성  강도의 향상에 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장탱크에서 아스팔트와 개질제 

간의 비 차와 비상용성 때문에 발생하는 상분리

로 인한 장안정성의 문제 을 악하고자 미

경을 통한 형태학 인 찰과 오메터를 통한 

탄성 인 거동을 분석하 다. 고분자 물질로는 폐

비닐을 이용하 으며 개질보조제로서 과산화물을 

사용하 다. 물성 비교를 하여, 개질아스팔트로

서 가장 리 쓰이고 있는 Superhphalt도 제조하여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개질아스팔트와의 성능

을 함께 조사하 다. 

Ⅱ. 실    험

1. 재료  시약

  연구에서 사용된 순수 아스팔트는 국내 S사의 

제품 (AP-5, 침입도 60～70)이다. 본 실험의 개질제

로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제공한 폐비닐 필름을 

매우 잘게 분쇄하여 (폭 2 mm이하) 사용하 다. 
개질보조제로서 과산화물을 사용하 다. 과산화물

로는 반응온도가 상 으로 높은 온도 에 속하

는, 국내 삼 순약 제품의, 방향족으로 이루어진 

dicumyl peroxide (DPO)와 지방족으로 이루어진 lauroyl 
peroxide (LPO)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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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질 아스팔트의 제조

  140℃의 오 에서 용융시킨 아스팔트를 틀

(160℃)에 넣고 여기에 비된 폐비닐가루와 과산

화물을 첨가하고 고 단믹서인 J-UV (JISICO)를 

사용하여 4200 rpm의 속도로 1시간 동안 교반하

다. 개질에 사용된 물질은 아스팔트를 무게 100으
로 하고 무게비율 (wt%)로 첨가하 다.

3. 개질아스팔트의 물성 

3.1 인장 시험 

  아스팔트 바인더만의 필름상 인장시험으로 만능

재료시험기 (UTM, 경사)를 사용하여 인장속도를 

10 mm/min 으로 시험하 다. 시료는 -5℃에서 냉

동보  뒤 다시 -10℃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챔버 

안에서 신속히 꺼내어 시험을 수행하 다. 결과값

은 각 시료를 5개로 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 다. 

3.2 탄성 분석

  동 단유변측정기 (Physica, MCR300)를 이용하

여 탄성 성질을 갖는 시료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장탄성률 (G'), 복소 단탄성률 (complex shear modulus) 
(G*), 그리고 G*/sinδ를 측정하여 시료의 탄성 인 

성질과 장안정성  공용성을 조사하 다. 시험

은 25℃에서 175℃까지 5℃/min의 속도로 진행하

다. 

3.3 미경 분석

  개질 아스팔트의 장기 장안정성 품질 규격은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
portation Officials (AASHTO) PP5 평가방법을 참고

하 다. 개질보조제 DPO 는 LPO가 첨가된 개질

아스팔트를 교반 직후에 메스실린더에 부어 넣고 

160℃가 유지되어진 오 에서 7일간 보 하 다가 

꺼내어 상부와 하부로 나 어 비이커에 따라낸 후 

미경 분석으로 실린더 상부에서의 입자 분산을 

교반 직후의 분산과 비교하여 장안정성을 분석

하 다. 

4.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물성

  200℃로 유지되는 배합기에 아스팔트 100 g, 골

재 (길이 2.5∼5.5 mm) 2 kg, 개질제 (WV) 5 g, 개

질보조제 (DPO 는 LPO)를 0.5 g 넣고 2시간동안 

교반하여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얻고, 이에서 시

험시료를 구하 다. 

4.1 마샬안정도 시험

  공시체는 KS F 2337과 ASTM D 1559의 마샬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하 다. 공

시체의 높이는 약 64 mm, 직경은 101.6 mm로서 

량 4.5 kg의 마샬햄머를 45.7 cm의 높이에서 낙

하시키는 마샬 자동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의 

상하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하 다. 다짐 몰드 안

의 공시체는 상온에서 24시간 보  후 탈형하 다. 
각각의 공시체는 5개씩 제조하여 마샬안정도 시험

기를 이용하여 마샬안정도 값을 측정하 다. 

4.2 반복주행 시험

  휠 트랙킹 시험 (wheel tracking test)은 여름철과 

같은 고온의 포장조건하에서 실제 차량하 이 통

과함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소성변형을 실내에서 

재 하여 평가하는 속성시험으로, 반복주행으로 인

한 바퀴패임 깊이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아스팔

트 혼합물의 동 안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KS F 
2374). 동 안정도 (DS, dynamic stability, 회/mm)란 

바퀴패임 깊이가 1 mm 진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차륜의 통과회수를 말한다.  

Ⅲ. 결과  고찰

1. 개질아스팔트의 기계  성질 

  아스팔트 포장체의 소성변형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크게 아스팔트,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 

 기타 장여건 등이 있는데, 이 인자들 에서 

아스팔트는 단단할수록 소성변형에 한 항성이 

증가한다. 일반 으로 라스틱 계열의 아스팔트 

개질제를 사용하면 아스팔트 혼합물의 강성도가 

증 되어 소성변형 항성이 증 되며, 아스팔트의 

온도 감온성을 하시켜 온도 균열에 한 항성

이 증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에 따라 폐비

닐 (WV) 함량을 아스팔트 (AP)에 해 1, 2, 3, 5, 7 
wt%의 비율로 첨가하여 개질 아스팔트를 제조한 

후 개질제와 개질보조제의 함량에 따른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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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nsile Properties of WV-Modified Asphalts

Sample code Tensile strength
(N/mm2)

Work-done
(N-mm)

AP 0.39 43.24

AP+WV1 0.52 44.34 

AP+WV2 0.53 44.20

AP+WV3 0.63 47.97

AP+WV5 0.97 51.01

AP+WV7 0.85 50.09

 AP+WV5+D0.5 1.14 56.92

AP+WV5+D1 0.90 52.94

AP+WV5+D2 0.88 50.90

AP+WV5+D3  0.82 46.51

 AP+WV5+L0.5 0.74 51.02

AP+WV5+L1 0.79 48.68

AP+WV5+L2 0.77 48.77

AP+WV5+L3 0.78 43.79

바인더만의 -10℃에서의 인장시험 결과를 아래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고분자로 개질된 아스팔트의 물성으로 기 될 

수 있는 것은 인장강도의 증가이다.7 인장강도의 

증가는 외부 응력에 한 아스팔트의 내구성을 향

상시킨다. 일의 양 (work-done) 한 내구성 (tough-
ness)을 나타낸다. 1차개질에서의 WV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와 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5 wt%에서의 그 값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WV이 7 wt%를 넘으면 계면에서 괴가 

일어나 그 값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WV 
5%에 DPO 0.5%를 첨가하여 제조한 시편에서의 

그 값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DPO가 아스팔트에 분산되어 있는 폴리에틸 에 

가교를 형성시켜
8 그 강도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그 이상 함량에서는 과산화물이 무 

많아지면서 가교도가 무 높아져 오히려 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8 LPO의 첨가는 별 효과

를 나타내지 못하 다. 

2. 개질아스팔트의 장안정성 

  개질된 아스팔트의 장안정성은 교반직후의 아

(a)

(b)

AP+WV5
Figure 1. Dispersion morphology of wv-modified 
asphalts (X400): (a) sample of 7 days after mixing, (b) 
sample of right after mixing 

스팔트와 160℃의 온도에서 실린더에 7일간 보

된 아스팔트의 상층부를 자 미경을 통하여 비

교 찰하 으며 각각의 분산 상태는 Figure 1에 

나타나있다. 아스팔트와 WV는 비 차 (아스팔트 

1.1, WV 0.9)와 비상용성으로 인하여 상분리가 일

어나게 되는데,9 교반직후의 개질아스팔트에는 비

닐입자가 고루 잘게 분산되어 외 상 단일상을 이

루고 있는 반면에, 교반하고 7일이 경과된 개질아

스팔트의 상층부에는 비닐수지가 떠올라 지역 으

로 뭉쳐 (coalesent)있다. 곧 아스팔트와 폴리에틸

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분리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개질보조제 DPO와 LPO를 사용하여 WV입

자 분산에 한 장안정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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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P+WV5+D0.5                                             AP+WV5+L0.5

Figure 2. Dispersion morphology of wv-modified asphalts: (a) sample of 7 days after mixing, (b) sample of right 
after mixing

  Figure 2는 아스팔트 내에 폴리에틸  수지가 모

든 시료에서 골고루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과산화물에 의해 폴리에틸 이 가교를 형

성하고 이에 상호침투망상 (IPN) 구조가 형성되어
10 Table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강도가 증가하

고, 한 장안정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분산도는 LPO에서는 조  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폴리에틸 이 과산화물에 의해 아스팔트 내에 

상하부 골고루 퍼져 있다면 동탄성 면에서도 같은 

크기를 나타낼 것이다. 이에 동 단유변측정기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7일간 보 되었던 시료의 메스

실린더 상․하부의 탄성 인 물성을 측정하 다. 
Figure 3과 4는 온도변화에 따른 아스팔트용액의 

상부와 하부 시편에 한 복소 단탄성률 (G*)과 

장탄성률 (G')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두

선은 개질아스팔트 시료의 상층부의, 아래 두선은 

하층부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한 그림에서 윗

부분은 G*와 G'값이 아랫부분보다 커 더 탄성 이

다.11 폴리에틸 과 아스팔트를 비교하면 폴리에틸

이 더욱 탄성 이고 아스팔트는 더욱 성 이

다.11 따라서 그림의 윗선은 아랫선보다 폴리에틸

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시간이 지

나면서 도차에 의해 폴리에틸 이 상층부로 떠

올라 응집 (flocculation)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AASHTO PP5 규정에 따르면 상부와 하부의 두 탄

성률 차이가 부분의 온도 역에서 5%이내이면 

상하부를 균일상으로 본다. 하지만 그림에서와 같

이 과산화물이 첨가되었어도 그 차이가 5% 넘게 

나타났다. 이는 폴리에틸 이 가교를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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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lex modulus(G*) of wv-modified 
asphalts with peroxides at different positions in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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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orage modulus(G') of wv-modified asphalts 
with peroxides at different positions in cylinder.

IPN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분자단 에서는 서로 

완 히 섞일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G*은 

G'와 G" (손실탄성률)의 합이고, G'와 G"은 각각 

탄성과 성을 뜻한다.12 그런데 Figure 3과 4를 비

교해보면 G*와 G'의 값이 같은 온도에서 거의 같

다. 이는 G"값이 매우 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개질아스팔트가 순수아스팔트보다 구조체 체

으로 보아 더욱 탄성 이라는 뜻이다. 구조체, 즉 

도로포장체가 더욱 탄성 으로 바 었다는 사실은 

도로포장체가 지녀야할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다. 
탄성은 온 는 상온에서 포장체에 생길 수 있

는 균열 (crack)과 소성변형을 막아 다.      

     ↑
|G*|/sin(δ)

Temperature (℃) →
40      60      80      100     12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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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sinδ of wv-modified asphalt with DPO at 
10 rad/sec.

3. 개질아스팔트의 공용성    

  탄성응력 (G*/sinδ)은 미국의 략  도로 연

구사업 (strategic highway research program, SHRP)
의 아스팔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물성으로, 포장

체의 소성변형을 제어하기 한 라메타이다. 소

성변형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아스팔트 포장

체에 지속 으로 가해지는 크리이  하 으로 이

것에 한 항성을 높임으로써 소성변형에 항

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등  체계를 규정한다. PG 
(performance grade of asphalt) 등 은 G*/sinδ값이 

1.0 kPa 일 때의 온도로 표시한다. Figure 5는 본 

실험에서 가장 좋은 물성을 나타낸, WV가 5% 그

리고 DPO가 0.5% 첨가된 개질아스팔트는, 탄성

응력이 1.0 kPa 일 때 8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개질아스팔트가 PG등 에서 최상 인 PG82등
에 속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4.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물성

  규정에 따라 공시체를 제조하여 측정된 마샬안

정도의 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KS 규정에서는 

마샬안정도의 품질기 값을 안층은 750 kgf 이상, 
표층은 400 kgf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개

질아스팔트와 비교차원에서 Superphalt (SBS 5% 함
유)를 제조하여 비교 상에 넣었다. Table 2를 보

면 공시체에 한 마샬안정도 값은 그 기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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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rshall Stability Values of WV-Modified 
Asphalts

Sample Modifier
 Modifier
Content 
(wt%)

Marshall 
Stability

(kgf)

AP - - 809

AP+WP5 WV 5/0 1512

AP+WP5+D0.5 WV 5/0.5 1723

Superphalt SBS 5 1200

(a)

(b)

Figure 6. Wheel tracking test of wv-modified asphalts. 
(a) specimen on the test(arrow indicates wheel direction) 
(b) specimens after test(groove indicates wear and tear); 
from top to bottom: general asphalt concrete, AP+WP5, 
AP+WP5+D0.5, Superphalt 

훨씬 넘어서고 있어 소성변형에 한 큰 항성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그 값은 Superphalt13의 그 

값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마샬안정도 면에서

는 폐비닐로 개질된 아스팔트가 SBS로 개질된 아

스팔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Figure 6는 일반아스콘과 개질아스콘 (AP+WP5, 
AP+WP5+D0.5, Superphalt)의 휠 트래킹 시험 후 결

과를 비교한 사진이다. 이 시험은 소성변형을 실내

에서 재 하여 평가하는 속성시험으로, 동 안정도

가 일반아스콘에서는 약 600회, AP+WP5  AP+ 
WP5+D0.5에서는 6000회  7000회, 그리고 Super-
phalt에서는 2000회로 나타났다. 동 안정도 면에서

도 폐비닐로 개질된 아스팔트가 SBS로 개질된 아

스팔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한 소성변형에 그만큼 더 견딜 수 있음을 말해 

다. Figure 5(b)에서 일반아스콘은 소성변형에 약해 

바퀴골이 심하게 여 있음을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실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 다. 폐비닐의 함량을 5 wt%로 개질하

여 제조된 아스팔트는 강성도가 증 되어 인장강

도와 마샬안정도, 동 안정도 등의 기계  물성의 

향상을 가져와 소성변형에 한 항성이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안정성 도모를 하여 

첨가된 DPO와 LPO는 외 으로는 아스팔트와 

균일상을 나타내었으나 분자단 에서는 상분리를 

나타내었다. DPO는 특히 폴리에틸 에 가교결합을 

일으켜 기계  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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