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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에서 중온아스팔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우레탄폼 제조기술과 유화아스팔트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폼아스

팔트를 제조하였다. 화재에 약한 폼 물질과 아스팔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난연제를 첨가하여 난연성 폼아스팔

트를 제조하였다. 폼아스팔트의 표피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내부구조는 열린 셀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NCO%가 

높을수록 폼의 강도와 셀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아스팔트는 폼의 강도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난연제는 폼의 강도를 

떨어뜨렸다. 사용된 3가지 난연제(멜라민, 디메틸포스포네이트, 트리토릴포스페이트) 중에서 멜라민이 가장 난연효과

가 적었고 트리토릴포스페이트가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ABSTRACT：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epare a type of warm mix asphalt. Through urethane foam and emulsion 
asphalt preparation techniques a protocol of asphalt foam was made. Then three kinds of flame retardant agents were added 
in there to alleviate the inherent susceptability of asphalt and foam material to flame and thus flame retardant asphalt
foam was made. The internal structure of form asphalt was composed of open cell. The higher the NCO% brought the
larger the cell and the stronger also. Asphalt increased the strength of the foam. Among the flame retardant agents employed
tritorylphosphate was the most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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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이슈

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

로도 ‘저탄소 녹생 성장’을 제시하고 산업적으로도, 연비가 

높고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클린 디젤차, 하이브리드

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등의 친환경 차량, 그리고 풍력, 
조력(潮力) 또는 태양빛을 이용한 친환경 발전 방법이 개발되

고 있다. 도로포장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감, 비용절감, 대기오

염 최소화를 기본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료 개발 및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는 중온 아스팔트

(warm mix asphalt), 전기발전 아스팔트(energy harvesting as-
phalt), 차열성 아스팔트(cool asphalt) 등이 거론되고 있다.1 
  중온 아스팔트는 일반 아스팔트인 가열 아스팔트(hot mix 
asphalt)보다 약 20% 정도의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 아스팔트는 150 ℃ 이상의 고온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중온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용융온도인 121 ℃ 이하에서 생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비를 30% 정도 절약할 수 있고 인체

에 유해한 SO3, H2S 등의 가스 및 CO2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온 시공으로 인해 고온 시공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혼합물의 연성화를 막을 수 있고 아스팔트의 산화가 적게 진

행되어 저온균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2

  중온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현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그 안에서 주로 다섯 가지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아스팔트와 수분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품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Aspha-Min, WAM-Foam, Advera WMA가 

있다. 두 번째로는 유기첨가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Sasobit, 
Asphaltan B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첨가제를 사용하는 방법

으로 Evotherm이 있다.3,4

  1) Aspha-Min이라 불리는 합성 제올라이트(sodium alumi-
num silicate)를 공장 혼합과정에서 첨가하여 폼아스팔트를 제

조한다. 제올라이트는 자기 무게의 21%의 물을 내부에 머금

고 있다가 82~182 ℃ 온도에서 이를 방출한다. 믹싱(혼합물 

제조) 과정에서 제올라이트는 아스팔트와 함께 투입되면 아

주 가는 물보라를 만들며 아스팔트를 팽창시켜 아스팔트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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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다.   
  2) WAM-Foam이라 불리는 아스팔트를 공장 혼합과정에서 

사용하여 폼아스팔트를 제조한다.(여기서 WAM = warm as-
phalt mix) WAM-Foam은 두 가지 독립된 요소, 즉 연질아스팔

트와 폼 형태의 경질아스팔트로 구성된 아스팔트로서 아스팔

트 혼합물 생산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혼합물 생산 첫 

번째 단계에서 연질아스팔트는 약 110 ℃에서 골재를 완전히  

덮어씌운다. 경질아스팔트는 두 번째 단계에서 연질아스팔트

로 피복된 골재와 폼 형태로 섞인다. 골재와의 혼합 과정에서 

가열된 경질아스팔트에 노즐로 찬 물을 쏘게 되면 급속한 수

분 증발로 인해 폼의 부피는 더욱 커지게 된다.
  3) Advera WMA이라 불리는 합성 제올라이트를 공장 혼합

과정에서 첨가하여 폼아스팔트를 제조한다. (여기서 WMA = 
warm mix asphalt) Advera WMA는 합성 제올라이트(sodium 
aluminum silicate)이며 자기 무게의 18~21%의 물을 내부에 머

금고 있다가 99 ℃ 이상의 온도에서 물을 방출한다. 방출된 

물은 가열된 아스팔트와 만나 아스팔트폼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작업성이 향상되고 생산온도와 시공온도를 일반 가열아

스팔트보다 대개 10~21 ℃ 낮출 수 있다.   
  4) Sasobit, Asphaltan B 등의 유기첨가제(왁스)를 공장 또는 

현장 혼합과정에서 첨가하여 제조한다. Sasobit은 분자량이 

1,000 정도이며 아스팔트 유동향상제(flow improver)이다. 
Sasobit은 용융온도가 99 ℃이며 116 ℃에서 아스팔트에 완전

히 용해되어 아스팔트 점도를 떨어뜨린다. Sasobit은 결정성이 

높고 Fischer-Tropsch 공정에서 나오는 석탄가스로부터 만들

어진 긴 사슬 탄화수소물로서 일명 Fisher-Tropsch 파라핀 왁

스로 불리운다. Asphaltan B는 Montan왁스와 고분자량 탄화수

소물과의 혼합체이다. Asphaltan B는 Sasobit와 같은 용융점(99 
℃)를 가지며 Sasobit와 같이 아스팔트 유동향상재의 역할을 

하여 생산온도를 낮추어주며 다짐성(compaction)과 소성변형

(rutting) 저항성을 증진시킨다.  
  5) Evotherm이라 불리는 유화첨가제를 공장 혼합과정에서 

첨가하여 제조한다. Evotherm으로 만들어진 유화아스팔트는 

공장에서 가열된 골재와 혼합된다. 이렇게 하면 38 ℃ 정도의 

생산온도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고온아스팔트(hot mix as-
phalt) 경우와 같은 골재피복성, 작업성, 골재 접착성과 향상된 

다짐성이 보장된다.  
  폼아스팔트는 대개 뜨거운 아스팔트에 아스팔트 무게의 

1~5% 되는 찬 물을 분사시킴으로써 제조된다. 아스팔트와 만

난 물은 수증기가 되면서 아스팔트 거품에 갇히게 된다. 결국 

얇은 막으로 둘러싸인 아스팔트폼은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보

다 10배 가량 큰 표면적을 갖게된다. 그러나 이 고팽창 폼은 

오래 가질 못한다.5  
  폴리우레탄은 분자 중에 우레탄 결합을 가진 것으로서 디이

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과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수

지는 강인하고 내마모성, 내유성 및 내용제성이 뛰어나고 고

무탄성이 있으므로 발포체(foam), 탄성체, 도료, 접착제, 탄성

섬유 및 합성피혁 등에 이용되고 있다.6

  우레탄 폼은 이소시아네이트와 알코올과의 반응에서 물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있다. 이소시아네이트기가 알코올기와 반

응하여 우레탄기를 형성하는데 이때 물이 있으면 가수분해되

고 우레아기가 만들어 지면서 CO2 가스가 발생된다. 발생된 

CO2 가스에 의해 발포가 이루어진다.7

  본 연구에서는 개질 중온아스팔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우레탄 폼 기술을 이용하여 폼아스팔트를 제조하고 그 

물성을 알아보았다. 우레탄 폼 제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구물질(prepolymer) 합성법을 따랐다. 
전구물질 합성법은 먼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을 반응기

에서 반응시키고 그 다음 공정에서 사슬연장제를 투입하고 

온도를 올리고 저어주면 폼이 형성된다.8 제2공정에서 사슬연

장제로서 폴리올 투입 시 유화아스팔트를 더해주고 반응을 

진행하면  폼아스팔트가 얻어진다. 여기에 우레탄과 아스팔트

는 천성적으로 불에 취약해 폼아스팔트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다.  

Ⅱ. 실    험

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 우레탄 합성 시에 사용된 이소시아네이트는 

MDI(삼전화학)이었고 폴리올은 polyesterpolyol(MW 2000, 화
인케미칼)이었으며 반응촉매로는 아민계열의 TEDA(triethyle-
nediamine, Air Product)가 사용되었다. 
  폼아스팔트 제조 시에 사용된 아스팔트(straight asphalt)는 

AP-5(침입도 60~70)이며 계면활성제로는 C-450(양이온계면

활성제, 동진화학)이 사용되었다. 
  난연제로는 melamine, diethyl ethylphosphonate 및 tritolyl 
phosphate를 Sigm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약품은 모두 정제과정 없이 구입한대로 사용하였다.  
 
2. 우레탄 합성  

  디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을 반응시킨 후 사슬연장제와 

반응시키는 순서로 중합하였다. 먼저 4구 플라스크에 TDI를 

투입하고 맨틀을 이용하여 60 ℃로 예열한다. 예열이 되면 폴

리올을 넣고 질소를 투입시키면서 3000 rpm으로 두 시간 동안 

교반하여 전구물질을 얻는다. 투입 시 온도가 60 ℃를 넘으면 

급격하게 발열반응하므로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 모두 60 
℃이하에서 투입하고 온도를 서서히 올려 75~80 ℃에서 반응

시킨다. 
  중합을 하기 전에 식(1)을  이용하여 임의의 NCO%에 따른 

TDI와 폴리올의 투입량을 계산한다. 본 실험에서는 당량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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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투입량 계산이 아닌, NCO%에 따른 투입량을 계산하여 

중합하였다.3,12 

  


××


××




(1)

  x : weight of isocyanate,  y : weight of polyol 
  Mwx : molecular weight of isocyanate
  Mwy : molecular weight of polyol
  f : functionality(x & y)
    

3. 유화아스팔트 제조

  유화아스팔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먼저 유화수를 제조 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분산시켰다. 유화수는 물 중량 100에 

계면활성제 2.5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용융된 스트레이트 아

스팔트를 100을 넣고 10분간 4000 rpm으로 강하게 교반하여 

유화아스팔트를 얻었다. 
   
4. 폼아스팔트 제조

  위에서 얻어진 전구체에 폴리올의 몰비를 index(NCO/OH) 
=1로 하여 섞고 여기에 유화아스팔트를 사용된 폴리올 100(무
게)에 대해 20(아스팔트 10), 30 및 50 첨가하여 40 ℃에서 교반

속도 3000 rpm으로 10초정도 교반하여 발포시켰다. 50%보다 

더 많이 유화아스팔트를 첨가하면 그에 따라 물 또한 많아지

므로 폼은 단단하지 않고 끈적이며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폼아스팔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Table 1과 같은 제조법

이 마련되었다.    

Table 1. Recipe for Preparation of Form Asphalt

NCO% polyol
(g)

prepolymer asphalt emulsion %
(asphalt, g)polyol(g) MDI(g)

14.4 102 33.3 24.9
20(13.5)
30(20.3)
50((33.8)

16.4 102 33.3 39.9
20(13.5)
30(20.3)
50((33.8)

18.4 102 33.3 49.5
20(13.5)
30(20.3)
50((33.8)

20.4 102 33.3 62.2
20(13.5)
30(20.3)
50((33.8)

5. 물성 분석

  인장시험은 개뼈(dog-bone) 형태로 만들어진 인장시편을 제

작하고 이들을 만능시험기(Daekyung Co.)를 사용하여 20 ℃에

서 시험을 진행 하였다. Clamp의 간격은 7 cm로 하였으며 

crosshead speed는 10 mm/min였다. 결과값은 시편 7개중 최고

값,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평균값을 취하였다

  압축시험은 정육각형(50x50x50mm) 형태로 만들어진 압축

시편을 제작하고 만능시험기(Lloyd Instrument, LR50k type)를 

사용하여 20 ℃에서 실시하였다. crosshead speed는 10 mm/min
이며 7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그중 최고값,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평균값을 압축강도로 표시하였다.
  폼아스팔트 내부구조는, 만들어진 압축시편의 표면과 시편

을 예리한 커트칼로 표면과 평행하게 잘라낸 파단면을 주사전

자현미경(SEM, JEOL)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폼아스팔트의 난연성은, Perkin Elmer사의 Thermogravimetric 
Analyzer(TGA)를 사용하여 산화를 배제하기 위해서 질소 충

전시키고 25∼600 ℃ 구간에서 승온속도 10 ℃/min으로 하여 

온도-무게 변화량의 곡선을 구하여 조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우레탄폼 인장특성   

  물과 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CO2 가스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NCO% 비율을 14.4, 16.4, 18.4 및 20.4
로 달리하면서 우레탄폼을 제조하였다. 폴리올과 전구체가 만

나자 마자 3000 rpm 교반에 의해 10초 만에 따뜻한 폼이 만들

어 졌다. 표면에는 스킨이 형성되어 매끈하였다. 부피는 2배 

가량 부풀었다. 부푼 폼을 비교해 봤을 때는 18.4%부터 폼 

형성이 잘 되었다. NCO% 14.4에서는 폼 형성이 덜 됨을 알 

수 있었다. 그 인장 특성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
서 보면 인장물성은 NCO% 16.4에서 떨어졌다가 대체로 

NCO%가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하였다. NCO% 16.4에서는 탄

성이 강하고 그 이후로는 소성이 강하였다. 이는 NCO% 16.4
에서부터 폼 형성이 원활히 되고 그 이후부터 NCO%가 높아

질수록 경질 영역(hard block)을 형성하는 이소시아네이트가 

많아지면서 생긴 결과라 여겨진다. 

2. 아스팔트폼 기계적 성질  

  앞에서 NCO% 14.4 발포체는 발포가 부족하였음으로 16.4, 
18.4 및 20.4%에 대해서만 아스팔트를 제조법대로 첨가하여 

아스팔트폼을 제조하였다. 그러나 16.4%에서는 아스팔트폼 

형성이 어려웠다. 일단 우레탄폼이 원활히 형성되어야 아스팔

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폼아스팔트의 인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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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nsile properties of urethane foam prepared in this 
lab.

 

Figure 2. Tensile strength of asphalt foam prepared in this lab.

Figure 3. Compressive strength of asphalt foam prepared in this 
lab.

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아스팔트의 

양에 따라 인장강도는 증가하였다. 다만 절대 수치로는 

NCO% 20.4보다 18..4에서 더 높이 나타났다. 최대 강도수치는 

NCO% 18..4와 아스팔트 함량 50%에서 나타났다(1.8 N/mm2). 
  발포체의 두 번째 주요 기계적 성질은 내압축성이다. 따라

서 폼아스팔트의 압축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압축강도 결과에서 보듯이 NCO% 함량이 높고 

아스팔트의 양이 않은 시편에서 가장 큰 수치(0.654 MPa)를 

나타내었다. 상온에서의 아스팔트의 강성이 발포체의 강도 증

가에 기여했으리라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기계적 성질로 본 

바람직한 아스팔트폼의 구성은  NCO% 18.4 또는 20.4에 아스

팔트 함량 50%으로 받아들여졌다. 둘 중에 작업성은 18.4% 
것이 더 나았다.   

3. 아스팔트폼 미세구조  

   
  먼저 시편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시편에서 현상의 간격을 두고자 18.4 % 짜리

는 제외하였다. 모든 조성에서 아스팔트는 잘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NCO%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아스팔트의 

양이 많아질수록 구멍의 수는 줄어들면서 그 크기는 더 커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스팔트의 양의 증가는 물의 양의 

증가를 수반하므로(왜냐하면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기실 유화

아스팔트이므로) NCO%가 증가와 함께 배출되는 CO2 가스의 

양도 증가하므로 구멍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구멍의 생성은 CO2 가스 배출 방향과 같은, 즉 바닥의 

수직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조된 아스팔

트폼은 도로에서 투수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에는 아스팔트폼의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성에서 아스팔트는 잘 분산되어 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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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urface morphology of asphalt foam prepared in this lab.

두 open-cell형태의 기공을 가졌다. 이에 따라 완벽한 투수성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표면 구조와 마찬가지로 NCO%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아스팔트의 양이 많아질수록 셀의 수는 

줄어들면서 그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난연성 폼아스팔트    

  먼저 인장강도 면에서 가장 좋았고 압축강도 면에서도 우수

하였던 NCO% 18.4 그리고 아스팔트 함량 50% 짜리를 기본으

로 하고 여기에 난연제 세 가지(melamine, diethyl ethylphos-
phonate, tritolylphosphate)를 각각 사용된 폴리올에 대해 

2%(1.35g), 5%(2.03g) 및 10%(3.38g)를 첨가하여 아스팔트폼을 

제조한 후 이들에 대한 인장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알려진 바, tritolyphosphate(TP)는 고분

자 분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산기를 배출하여 가스 상에서의 

분해를 지연하고 탈수작용으로 폴리인산화하여 화재발생 표

면에 재(char)를 형성함으로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차단

하고 희석하여 난연효과를 발휘한다.9

  Figure 6을 보면  난연제가 첨가되었을 시 아스팔트폼의 인

장강도는 세 가지 모두 난연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였다. 신장률과 일의 양(Work-done)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

타내었다. 모듈러스란 가해진 힘을 늘어난 길이로 나눈 값으

로 재료가 탄성체에 가까울수록 모듈러스의 값은 작고 소성체

에 가까울수록 모듈러스의 값은 크다. 난연제의 함량이 높아

질수록 아스팔트폼은 소성체에 가까워지고 이는 모듈러스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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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ternal morphology of asphalt foam prepared in this lab.

  이들을 열분석기(TGA)를 사용하여 난연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Figure 7, 8, 9 및 10에 나타내었다.
  Figure 7을 보면, 열분해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10 제1 단계(A step)는 99 ℃에서 시작하여 92 ℃

(M2), 91 ℃(M5), 90 ℃(M10)에서 끝났다가 제2 단계(B step)에
서 M10부터 시작되어 22 ℃(M2), 21 ℃M10), 20 ℃(M5)에서 

거의 끝난다. 잔유율은 16% 근처로 모두 비슷하였다. 지금까

지 보면 세 가지 함량 중 M5가 난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순수 아스팔트(AP)가 오히려 난연성이 

다른 것보다 나아 보였다. 제1 단계에서 아스팔트 자체보다 

우레탄이 포함된 M 계열이 먼저 분해되었고  제2 단계에서도 

M10이 제일 먼저 분해되었다. 이는 우레탄의 짧은 사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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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nsile properties of flame retardant agent-added asphalt 
Ffam prepared in this lab.

아스팔트의 그것보다 더욱 불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1 
  Figure 8을 보면, DE 체계 역시 열분해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1 단계에서는 DE2가 먼저 

분해되기 시작하였고 제2 단계에서는 DE5가 먼저 시작하였

다. 잔유율에서는 DE10＞DE5＞DE2 순서였다. 세 가지 함량 

Figure 7. TGA graph of melamine(M)-added asphalt foam pre-
pared in this lab.

Figure 8. TGA graph of diethylethylphosphonate(DE)-added as-
phalt foam prepared in this lab.  

Figure 9. TGA graph of tritolyphosphate(TP)-added asphalt foam 
prepared in thi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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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GA graph comparison of three flame resistant 
agent(10%)-added asphalt foams prepared in this lab.
 

Table 2. Thermal Degradation Temp(TDT) and Residual Rate of 
Each 10% Flame Resistant Agent(FDA)-added Asphalt Foam pre-
pared in this Lab.(N/A= not applied, means straight asphalt)

FDA TDT(℃) Residual(%)
N/A 408 15.4
Melamine 400 16.2
Diethylethylphosphonate 405 17.2
Tritolylphosphate 415 17.9

중 DE10이 난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Figure 9를 보면, TP 체계 역시 열분해 과정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1 단계에서는 TP5가 먼저 

분해되기 시작하였고 제2 단계에서도 TP5가 먼저 시작하였

다. 잔유율에서는 TP10=TP5＞TP2로 나타났다. 세 가지 함량 

중 TP10이 난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Figure 10에 각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함량 10% 시료들을 

비교하였다. Figure 10에서는 M10이 분해온도가 가장 낮고 잔

유율에서는 TP10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를 다시 Table 2에 

수치화 하였다. Table 2에서 보면 TP10이 조성 중 가장 우수함

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다른 발포체 난연 연구12에 비해서는 

난연 효과가 낮다. 이유를 찾는다면 다른 연구에서는 난연제

를 10~20 phr 사용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1~5 phr 사용

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우레탄폼에 유화아스팔트를 섞고 거기에 난연제

를 투입하여 난연성 폼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연구이다. 본 연

구에서 얻어진 가장 큰 결과는 아스팔트폼으로 새로운 중온아

스팔트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아스팔트폼의 내부구조는 

open cell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아스팔트폼은 투수성

을 갖는다. 아스팔트는 폼의 강도를 증가시켰다. NCO%가 높

을수록 폼의 강도와 셀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난연제

는 폼의 강도를 떨어뜨렸다. 열분해 온도와 잔재(잔유율)를 

비교해보면 난연제 중에는 tritolylphosphate가 가장 효과가 있

었다. 보다 큰 난연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난연제의 양을 2~4배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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