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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ste glass bottles are usually reused as glass bottles again after screening, cleaning and/or crushing and melting for recycling 

purpose. The glass aggregate (GFA) can be used in replace of natural fine aggregate (NFA) as construction material like as 

production of asphalt mixtures. In USA and Europe, the GFA, which was produced from crushed waste glass bottles, have 

been used for making asphalt mixtures under the name of the Glassphalt. Recently, Korea Circulation Resource Distribution 

Center and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Business Division conducted a study to replace 50% of NFA with GFA to produce 

asphalt mixture.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test of the GFA asphalt mixture to apply for the base course was carried out. 

Deformation strength (SD)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utting resistance. The moisture sensitivity was evaluated by the 

deformation strength ratio (SDR) test and tensile strength ratio (TSR), and the indirect tensile strength (ITS) was measured to 

evaluate the crack resistance. As are results, SD and ITS of GFA asphalt mixture for base layer showed similar to the normal 

hot-mix asphalt (HMA) mixture. SDR was also similar to HMA. The mixture containing the GFA showed similar properties 

for rutting resistance, crack resistance, and moisture susceptibility as compared to normal HMA, and was satisfied the criterion 

of base layer specifications. However, It is consider that the absorption rate of GFA is closed to zero, so that the asphalt cannot 

be absorbed to the GFA during the production of the asphalt mixture. This is the source of low bonding strength of the mixture, 

resulting in reduced stripping and rutting resistances.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additional measure should be taken to use 

the GFA asphalt mixture in surface layer.

Keywords: Waste glass fine aggregate (GFA), natural fine aggregate (NFA), base course, hot mix asphalt (HMA), r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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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 유리병(waste glass bottle)은 분리, 수거, 운반, 세척과정을 거쳐 유리병으로 재사용

되거나, 파쇄 ․ 선별, 용융 후 유리병 생산에 재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 유리병 재생원료의 경우 약 

97%가 제병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유리병 수요의 급감으로 유리병 재생원료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3

색(무색, 갈색, 녹색) 선별이 용이하지 못해 제병 용도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 유리병 재생원료의 적체가 늘어나

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재료로서 폐유리 재활용은 수거된 유리제품을 미분으로 분쇄하여 콘크리트 제조 및 2차 제품 제조, 아스

팔트 혼합물 생산, 보도블록 생산 등에 잔골재를 대용하거나, 고도화 공정을 통해 글라스울, 단열재, 발포유리 등

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Song, 2016). 또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에 천연의 잔골

재를 파쇄유리로 대체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여러 특허가 출원되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파쇄

유리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 공용성, 현장 생산성 등의 문제로 널리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미에서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파쇄 폐유리를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 재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고, 파쇄 유리(cullet)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Glasphalt란 용어로 수십 년간 사용 중에 있다. FHWA에서

는 도로의 기층 및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에 10~15%, 최대 25%의 파쇄 유리를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 아스팔트 표층에 15% 이상의 파쇄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파쇄 유리로부터 아스팔트의 박리발

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석회와 박리방지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12.7~6.4 mm, 9.5 mm 이하 입도의 파쇄 

유리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할 수 있지만, 최적의 공용성은 4.75 mm보다 작은 입도에서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 파쇄 유리의 입도, 비중, 내구성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고, 혼합물에 대하여 미끄럼 저항성, 안정성, 

박리저항성, 반사율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FHWA, 1997). 

높은 비율로 각이진 파쇄 유리는 둥근 입형의 모래와 비교하여 혼합물의 안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이 보

고되었고, 아스팔트 도로 표층에 높은 비율로 파쇄유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파쇄유리의 입자가 큰 경우에는 박리

와 라벨링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높은 타이어 마모율과 차량 라이트의 난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asphalt pro, glass in asphalt...). 또한, 파쇄 유리 사용 아스팔트혼합물의 공용성 평가 연구

에서 파쇄 유리를 사용하면 아스팔트 함량은 감소하고, 작업성은 증가하며, 소성변형 저항성은 감소하고, 10%의 

파쇄 유리 사용 시에 온도균열에 대한 영향은 없으며, 파쇄 유리 사용량에 따른 박리저항성은 파쇄 유리 사용량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ric et al., 2016). 

아스팔트 혼합물의 폐유리 함량 변화 및 입도에 따라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HMA)의 거

동 평가와 온도, 첨가제 비율 및 입도의 3가지 변수에 따라 Glasphalt의 강도특성 평가 연구에서 마샬 안정도 시

험, ITS 시험의 결과 15%의 폐유리를 첨가하는 것이 최적의 함량이라고 제안하였다. 파쇄유리와 소석회를 첨가

한 혼합물의 강성계수는 증가하였는데, 소석회의 박리방지 특성이 바인더로 코팅된 골재와 파쇄유리 사이의 응

집력을 강화시킨다고 밝혔다. 아스팔트는 온도변화에 대한 감도가 높기 때문에 아스팔트의 점도 및 강성이 낮아

져 Glasphalt 혼합물의 강성계수는 고온에서 감소하므로 Glasphalt의 동적 거동은 HMA에 비하여 온도변화에 



폐유리 잔골재를 사용한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특성 ∙ 77

민감하다고 하였다(Arabani, 2011). 

반면 Farzaneh et al.(2018)은 재생골재와 폐유리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바인더 흡수 및 부피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 재생골재와 폐유리를 함께 사용한 혼합물은 VFA의 증가를 보였고, 재생골재와 폐유리를 함께 사

용하여 만든 혼합물에 대한 탄성률 시험결과 기존의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약 15% 더 높은 강성을 보이는 것

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폐유리는 흡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스팔트 바인더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이 

높아지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탄성계수는 포장층 두께, 사용 수명 및 전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포장특성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생골재와 폐유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아스팔트 혼합물은 환경 및 경제적 이점

과 함께 포장체의 구조적 성능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건설교통사업본부와 ㈜삼성아스콘에서는 공동으로 폐유리병을 파쇄

한 파쇄유리를 잔골재로 사용하여 도로포장에 재활용함으로서 폐유리의 사용을 확대하고자하였다. 아스팔트 혼

합물 생산에 천연 잔골재의 50%를 파쇄유리로 대체하여 배합설계를 수행하고, 실내시험 및 시험생산을 거쳐 포

항시 오천-문덕 간 도시계획도로 400 m 구간에 약 70 ton의 기층용 폐유리 아스팔트 혼합물 시험포장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다(Eco Journal, 2018).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 혼합물 내부에서 골재와 아스팔트간의 결합력은 내구성 즉, 변형 및 균열

에 대한 저항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점탄성 재료인 아스팔트는 높은 온도에서 액상으로 골재 표면을 피복

(coating)하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아스팔트는 고체화되며, 결합력이 발현된다. 이때 골재에 일부 흡수된 아스팔

트는 혼합물에서 골재 간의 결합력을 강화시키고, 물로 의한 박리, 차량의 반복 윤하중으로 의한 변형 및 균열, 온

도 응력에 의한 균열 발생 등에 저항하게 된다(Roberts et al., 1999). 하지만 파쇄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파쇄유리 

골재의 특성 중 하나인 매우 낮은 흡수율로 인하여 파쇄유리 골재는 아스팔트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혼

합물과 비교하여 낮은 결합력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고온변형, 물에 의한 박리 및 피로 균열저항성 감소가 우

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잔골재(natural fine aggregate: NFA)와 함께 5 mm 이하의 파쇄유리 잔골재(recycled 

glass fine aggregate: GFA)를 사용하여 기층용 파쇄유리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여, 소성변형 저항성, 균열

저항성, 수분저항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공용성능을 평가하고, 일반 혼합물 및 표층용 혼합물과 특성치를 비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사용 재료

2.2.1 아스팔트

본 연구에서 공용성 등급 64-22의 아스팔트(AP-5)를 사용하였다. Table 1은 아스팔트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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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y of asphalt binder

Test Item Specifications PG 64-22 (Pen.60-80)

Specific gravity 25/25°C ≥1.000 1.033

Density 15°C, g/cm3
≥1.000 1.037

Penetration at 25°C,dmm - 74.0

Flash point, °C ≥260 342.0

Softening Point,°C - 46.6

Ductility at 15°C,Cm ≥100 150

(R)TFOT Residue

Penetration Ratio, % ≥55 63.5

Loss weight, % ≦0.6 -0.05

Rotational viscosity at 120°C, mm2/sec - 931

Rotational viscosity at 150°C, mm2/sec - 200

Rotational viscosity at 180°C, mm2/sec - 70

2.1.2 천연 골재(NFA)

본 연구에서 굵은 골재는 골재최대치수 25, 20, 13 mm의 화강암 굵은 골재를 사용하였고, 잔골재로 화강암 부

순 모래, 채움재로 석회석분을 사용하였다. Table 2는 골재의 물리적 특성을 보여준다.

Table 2. Property of aggregate

Classification

Criterion of fine aggregate for asphalt mixtures

Specific Gravity (g/cm3) Absorption

(%)

abrasion

(%)Bulk SSD Apparent

Coarse aggregate

25 mm 2.664 2.678 2.701 0.51 12.4

20 mm 2.658 2.670 2.692 0.48 11.8

13 mm 2.650 2.659 2.676 0.37 13.0

Fine aggregate screenings 2.561 2.610 2.684 1.90 -

Filler limestone powder - - 2.765 - -

2.1.3 파쇄유리 잔골재(GFA)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시 천연 잔골재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서 GFA를 사용하였다. GFA 골재의 물리

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Fig. 1은 아스팔트 혼합 플랜트의 야적장에 야적된 NFA 및 GF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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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perty of GFA

Classification Criterion of fine aggregate for asphalt mixtures GFA

Density (g/cm3) ≥2.5 2.475

Absorption (%) ≦3.0 0.35

Durability soundness (%) ≦15 1.3

Sand equivalent (%) ≥50 93

Air voids of fine aggregate (%) ≥45 52.5

(a) (b)

Fig. 1. (a) Natural fine aggregate and recycled glass fine aggregate (GFA)

2.2 시험 방법

2.2.1 배합설계 

본 연구에서 NFA의 50%를 GFA로 대체하여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MOLIT (2017)에 의거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BB-2) 기준(Fig. 2)을 적용하여 배합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아스팔트 함량 결정 

기준으로 변형강도 2.7 MPa 이상, 공극률 4~6%, 포화도 60~75%, 골재 간극률 12% 이상, 간접인장강도 0.6 

MPa 이상, 터프니스 6,000 N.mm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Fig. 3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에 사용된 SGC(superpave gyratory compactor)로 강원대학교 미래포장연구실

에서 다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로 KS F 2377 규격에 적합하도록 자체 개발한 장비로 고가의 외산장비를 국산화시

켜 사용 중인 다짐기이다.



80 ∙ 조영진 · 이상철 · 김광우 · 김성운

Fig. 2. Gradation curve of GFA and BB-2 for asphalt 

base layer

Fig. 3. Superpave gyratory compactor

2.2.2 변형강도(deformation strength: SD) 시험 

변형강도는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저항성을 보다 합리적이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험방법

이다(Kim et al., 2006; Jeong et al., 2006; Baek et al., 2007; Kim et al., 2008; Doh et al., 2008; Park et al., 

2008). 이 시험방법은 마샬 안정도에 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공용 중인 도로포장 현장에서 발

생하는 소성변형 특성과 상관성이 매우 높음이 검증되어 현재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MOLIT, 2017). 변형강도는 60°C 온도의 공시체에 하중을 가하여 얻은 하중-변형 곡선에서 최대 하

중과 이때 표면으로부터 눌려 들어간 수직변형 을 측정하여 산출하였다(Fig. 4). 

 

Fig. 4. Kim test setting in a loading frame (φ100 mm specimen)

2.2.3 간접인장강도(indirect tensile strength: ITS) 시험

본 연구에서 직경 100 mm 공시체로 간접인장강도측정을 위해 안쪽이 직경 100 mm로 오목한 하중 스트립을 

공시체 상하 중심에 대고 하중을 가하였다(Fig. 5). ITS는 공시체를 표준시험온도인 25oC 항온조에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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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었다가 꺼내어 신속히 50.8 mm/min 속도로 하중을 가하여 얻어진 최대 하중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Fig. 5. ITS test set up

2.2.4 수분 저항성(moisture sensitivity) 시험

국내의 경우 친수성 골재인 화강암이 도로포장용 재료로 주로 사용되어 장마철과 동절기 동결융해 시 박리와 

부분적인 파손이 우려된다(Kim, 201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분저항성 평가방법으로 TSR(KS F 2398) 방법

이 있지만, 이 방법은 시험용 공시체의 공극률을 조정하는 과정과 전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시험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의 소요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개발된 SDR 방법(Jeong et al., 2016; Yun et al., 2017)을 적

용하여 수분저항 특성을 비교하였다. 배합설계 결과 결정된 최적아스팔트함량으로 2조의 공시체를 제조하였고, 

한 조는 25°C에서 건조시키고, 다른 한 조는 60°C 수조에서 24시간 동안 수침한 후에 변형강도 시험을 수행하였

다(SDw). 건조 처리 공시체 1조는 60°C 온도 수조에서 30분 동안 처리한 후 변형강도(SDD)를 측정하였다. SDD와 

SDW의 비를 계산하여 수분저항성을 비교하였다.

2.2.5 휠 트래킹(wheel tracking) 시험

차량의 반복 윤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소성변형 특성평가는 KS F 2374에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반복주행 

시험은 300×300×50 mm 또는 300×150×50 mm의 슬래브 공시체를 제조하고, 60°C 온도에서 6시간 이상 거치

하여 공시체 내부의 온도를 안정화하고, 재하 윤하중 686±10 N(70 kg)을 통과횟수 42±1회/min로 60분 동안 

2,520회 통과시켜 반복주행시험을 수행하였고, 시간에 따른 공시체 침하량을 측정 ․ 기록하였다. 바퀴는 지름 

200 mm, 폭 50 mm이고 1회 왕복거리는 230 mm이다. 반복 주행 시험 후 45분과 60분 사이의 침하량을 분석하

여 동적안정도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NFA의 일부를 GFA로 대체하여 제조한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변형강도, 변형강도 

비, 간접인장강도, 동적안정도를 측정하였다. 국내 도로포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일반 밀입도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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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 혼합물, 재생 혼합물, 준고온 아스팔트 혼합물(warm mix asphalt: WMA) 등과 그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다음의 Table 4는 GFA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함한 다양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물리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이 특성 값들은 수년간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자료의 일부이며, 이 값들과 GFA 혼합물의 특성을 비교하고, 

GFA 혼합물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Table 4. Properties of various asphalt mixture with GFA mixture

Mixture Asphalt 

Contents

(%)

SDD

(MPa)

SDW

(MPa)

ITSD

(MPa)

ITSW

(MPa)

TSR 

(%)

RD after 

WTtest

(mm)

DS

(mm/

passes)

note

Mixture Gradation

NFA Mix BB2 4.3 4.46 4.30 0.85 0.68 0.80 4.19 1,827 Base

course

(results in 

this study)
GFA Mix BB2 4.3 3.52 3.30 0.74 0.57 0.77 5.02 1,374

Dense grade WC1 5.4 3.47 3.06 0.88 0.74 0.84 5.93 1,050

Surface

course

(existing 

research 

results)

Dense grade WC5 4.6 3.76 3.23 0.80 0.70 0.88 - -

PMA WC1 5.4 4.58 4.31 1.30 1.24 0.95 2.36 3,532

PMA WC5 4.6 4.89 - 1.20 - - 2.09 4,000

CRM 

(Plant-mix)

  8% WC2 5.6 3.90 - 1.10 0.48 0.44 - -

10% WC2 5.6 4.20 - 1.06 0.37 0.35 - -

12% WC2 5.6 4.40 - 0.97 0.35 0.36 - -

Recycled 

Mix

30% WC5 4.4 3.64 3.61 0.84 0.79 0.94 6.93 1,042

50% WC5 4.3 3.65 - 1.29 1.11 0.86 6.02 1,414

70% WC5 4.0 3.40 - 1.24 0.79 0.64 3.95 1,950

WMA WC2 5.5 3.43 - 0.83 - - 4.63 1,884

WMA WC5 4.7 3.61 - 0.75 - - 5.10 -

BB2: Black base, NMAS 40 mm, WC1, WC2: NMAS 13 mm, WC5: NMAS 20 mm

PMA: SBS (styrene butadiene styrene) modified asphalt, CRM: Crumb rubber modified asphalt 

RAP: Reclaimed asphalt mixture, WMA: Worm mix asphalt

SDD: Deformation strength using non-preconditioning specimen, SDW: Deformation strength using preconditioning 

specimen

ITSD: Indirect tensile strength using non-preconditioning specimen,

ITSW: Indirect tensile strength using preconditioning specimen

RD: Final rut depth, DS: Dynamic stability

*TSR values of recycled mixture containing hydrated lime as anti-stripping additive

3.1 소성변형 저항성

3.1.1 변형강도 

60°C 고온에서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GFA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강도와 일반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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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강도와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GFA 혼합물의 SD는 3.52 MPa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층용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의 약 80% 수준을 나타냈지만, 

표층용 밀입도 13 mm(WC1) 일반혼합물 평균(3.61 MPa)과 비교하여 유사한 변형강도를 나타냈다. SBS 개질아

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해서 평균 74% 수준, CRM 개질 혼합물과는 CRM 사용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8, 10, 

12%의 CRM과 비교하여 각각 90, 84, 80%로 평균 85%의 수준의 SD를 나타내었다. 또한, 30, 50, 70% RAP과 

재생첨가제를 함께 사용한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하여 평균 99%로 유사한 변형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환경적,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표층용 WMA 혼합물과 비교하

여 굵은 골재 최대치수에 따라 변형강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평균 99% 수준으로 유사한 SD를 나타냈다.

Fig. 6. Deformation strength of various asphalt mixtures

3.1.2 동적안정도 

60°C 온도에서 Wheel tracking 실험 결과 최종침하깊이(final rut depth: RD) 및 45분과 60분 사이의 변형량

으로부터 동적안정도(DS)를 구하여 다양한 혼합물과 DS를 비교하였다. GFA 아스팔트 혼합물 및 비교혼합물의 

침하깊이와 동적안정도는 Fig. 7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적안정도는 하중이 접촉하는 공시체 표면이 1 mm 침하를 일으키는데 소요되는 하중의 통과횟수(mm/ 

passes)로 표현되며, 최종 침하깊이 및 45분 침하 깊이와는 역의 관계이고, 침하깊이가 증가하면 동적안정도는 

감소한다. Fig. 7에서처럼, GFA 혼합물의 RD는 5.02 mm, DS는 1,374 pass/mm로 기층용 일반혼합물(1,827 

pass/mm)과 비교하여 75% 수준을 보였고, 표층용 밀입도 혼합물 평균 DS와 유사한 DS를 나타냈다. SBS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과는 평균 36%, WMA 혼합물과는 평균 67% 수준의 동적안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RAP을 30, 

50, 70%와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13 mm 밀입도 재생 혼합물과 비교하여 각각 132, 97, 70% 수준으로 RAP 함량

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나, 평균 DS는 99.8%로 유사하였다. SD와 DS의 비교를 통해서 GFA 기층용 아스팔트 혼

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은 기층용 일반 혼합물과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표층용 

일반 및 30, 50%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소성변형 저항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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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Final rut depths and DS for various asphalt mixtures after wheel tracking test 

3.2 균열 저항성 평가 

상온에서 균열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간접인장강도 시험결과 GFA 아스팔트 혼합

물의 간접인장강도는 Fig. 8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ITS 시험결과 GFA 혼합물은 0.74 MPa의 간접인장강도

를 나타냈다. GFA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는 기층용 일반 혼합물의 87% 수준, 표층용 13 mm 밀입도 혼합물 평

균 88% 수준이며,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하여 60% 수준을 보였다. 또한, CRM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하면 CRM 사용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71% 수준의 ITS를 나타냈다. RAP 30, 50, 70%와 재

생첨가제를 사용한 재생 혼합물과 비교해서 평균 78% 수준(각각 88, 57, 60%)을 WMA와는 유사한 수준의 ITS

를 나타냈다. 

아스팔트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며, 고온과는 달리 상온에서 아스팔트의 온도 민감성이 저하되고 

강성이 확보된다. GFA 혼합물의 상온에서 ITS는 비개질 일반 혼합물, RAP을 30% 사용한 재생혼합물 및 WMA

와는 유사한 수준의 ITS를 보이며, 상온에서 균열 저항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8. Indirect tensile strength of various asphalt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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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분 저항성

아스팔트 포장은 물과 접촉 시 아스팔트와 골재의 계면에서 부착력 저하가 발생하며 박리, 골재탈락, 포트홀, 

부분파손으로 손상이 진행된다. GFA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을 평가하고자 시험한 SDR 및 TSR 시험으

로부터 Fig. 9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GFA 혼합물의 TSR은 84% 수준으로 밀입도 혼합물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질아스팔트 혼

합물의 TSR 95%에 비하여 88% 수준을 보였다. 30, 50, 70% RAP과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재생혼합물과 비교하

여 각각 89, 98, 131% 수준으로 나타났다.

GFA 아스팔트 혼합물의 SDR은 TSR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TSR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타냈

다. GFA 혼합물의 SDR은 94%로 기층용 일반 혼합물 및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과 유사하였고, 표층용 일반 혼합

물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군으로 활용된 혼합물의 SDR 및 TSR은 70% RAP을 활용

한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외하고 모두 75% 또는 85%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Moisture sensitivity of various asphalt mixtures

4. 결 론

본 연구에서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에 천연 잔골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5 mm 이하의 파쇄유리 잔골재

(GFA)를 사용하였다. 기층용 BB-2 입도기준에 따라 배합설계를 수행하여 최적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고, 시험

생산 후 샘플링한 플랜트 GFA 혼합물 대하여 소성변형 저항성, 균열저항성, 수분 저항성 등 물리적 특성 시험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GFA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은 기층용 일반 혼합물과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표층용 일반 및 30, 50%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소성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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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을 나타내었다.

2. GFA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는 기층용 일반 혼합물,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낮았으나, 비개질 일반 혼합

물, RAP을 30% 사용한 재생혼합물 및 WMA와는 유사한 수준의 ITS를 보이며, 상온에서 균열 저항성을 확

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GFA 아스팔트 혼합물의 TSR 및 SDR 시험결과 수분저항성은 표층용 밀입도 혼합물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

준으로 나타났으나, 개질아스팔트 혼합물과 30% RAP과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재생혼합물과 비교하여 약

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4. 본 연구에서 GFA를 적용하여 제조한 기층용 GFA 혼합물은 소성변형저항성, 균열저항성 및 박리저항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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