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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wing agent is a material that has been applied for a long time in household goods such as plastics, rubber, paper, leather, 

etc.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Attempts to apply it to asphalt began in Japan in the early 1990s, and began to be used in some 

areas in Hokkaido from the mid-1990s. Warm Mix Asphalt using a blowing agent is evaluated as a Warm Mix Asphalt method 

because it can reduce carbon dioxide and reduce production and compaction temperatures to a greater extent compared to the 

existing Warm Mix Asphalt method. Considering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Warm 

Mix Asphalt using the blowing agent in Korea by applying the advantages of the blowing agent to asphalt. This study was a 

basic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Warm Mix Asphalt using a blowing agent, and it was examined by conducting an 

indoor test by mixing it with an asphalt binder and a mixture using an industrial blowing agent currently produced in Korea. 

This paper provide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especially on Warm Mix Asphalt (WMA) technology. A wide considerations 

of construction example, current issues and future research topics on WMA were performed. It is well known that WMA is an 

environment friendly, next generation asphalt pavement technology. However, due to lack of long-term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rresponding results, more prudent consideration on applying WMA on asphalt pavement field is needed. In 

addition, more extensive studies on gas ventilation system development, evaluation during WMA production and optimized 

additives development with application process are crucially recommended. Based on this paper, readers can understand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challenges on WMA well in many specializ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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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온 아스팔트 포장은 기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약 30°C 저하시키면서 생산 및 운반 후 시공단계에 

걸쳐 기존재료와 동일한 다짐성, 작업성 및 역학적 성능을 확보하는 친환경 포장으로서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해외에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바탕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공법으로, 현재 혼합물 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첨가제, 폼드 기술 등이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다(Hwang, 2008). 

발포제를 사용한 중온아스팔트는 기존 중온아스팔트 공법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저감과 생산, 다짐온도를 더 

큰 폭으로 저감할 수 있어서 중온 아스팔트 공법으로 평가되고 있다(Kieren, 2010). 이러한 점은 감안하고 발포제

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아스팔트에 적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발포제를 이용한 중온아스팔트에 관한 적용성에 대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발포제는 이미 여러 다양한 산업분야 플라스틱, 고무, 종이, 가죽등과 같은 생활용품에 오래전부터 적용 사용

되어온 재료이다. 아스팔트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90년도 초반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90년도 중반부터는 

북해도 일부지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중온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관심이 고

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발포제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개발가능성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

업용 발포제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바인더와 혼합물에 혼합해서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검토하였다.

2. 발포제의 개요

2.1 발포제의 개요

발포제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에 적용된다. 발포제는 물리 발포제와 화학 발포제로 나누어지는데 물리 발포제

는 증발형 발포제라고도 불리고, 무기계의 공기, 질소가스, 탄산가스, 유기계 탄화수소, 염화탄화 수소, 프레온이 

있다. 화학 발포제는, 분해형 발포제라고도 불리고 무기계와 유기계로 나누어진다. 화학발포제는 합성수지 또는 

고무 등과 같은 고분자재료에 배합하여 열분해에 의해 가스를 발생시켜 스폰지(Sponge)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첨가되는 화공약품으로서, 크게 유기 화학 발포제(Organic Chemical Blowing Agent)와 무기 화학 발포제

(Inorganic Chemical Blowing Agent)로 구분된다. 발포 기술(Blowing Technology)은 제품의 경량화, 쿠션

(Cushion), 부양성, 흡음성 & 흡수성, 탄성, 단열성, 장식성, 치수안정성, 충격보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수지 또

는 고무에 부여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발포제의 용도로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에 배합하여 제품에, 

스폰지 구조, 또는 셀(cell)구조를 부여하기 위한 물질을 말한다. 물리적인 상태 변화에 의해 발포시키는 것과, 화

학 변화에 의해 가스를 발생시켜 발포시키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정의되어 있다. 즉, 플라스틱 안에서 기포

를 발생시키고 형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재가 발포제이다. 발포제의 이점으로는 원료절감, 전기절연성·단

열성· 방음성 향상이고 주로 TV·오디오 등에 사용되어 음향효과 개선, 충격흡수력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얻기 위

해 행해진다. 발포방법으로는 기계적인 교반에 의해서 발포시키는 방법, 반응생성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발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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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방법, 가용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스프레이에 의한 발포방법 등이 있다(Woo, 1983).

2.2 발포제 적용하는 아스팔트 포장

일반적인 가열 아스팔트 포장은 150~160°C인 고온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시공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저탄소 아스팔트 포장은 120~140°C 정도의 온도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포장공법이다. 가열 

아스팔트 포장과 비교하여 혼합물의 생산과정이 동일하고 시공방법 역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저탄소 

아스팔트 혼합물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시공온도를 약 30°C 저하시켜 도로포장 시공에 사용할 수 있는 공

법이다.

발포제를 이용하는 저탄소 포장기술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포제를 첨가함으로써 아

스팔트 내에 미세포를 발생 분산시켜 혼합물의 포설 완료 시까지 아스팔트 혼합물 내에 미세포를 보관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시 아스팔트 바인더의 발포에 의해서 골재와 아스팔트 바인더와의 혼

합성이 향상되고, 혼합물의 포설 시에 혼합물 내에 함유되어 있는 미세포의 베어링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다짐작

업 시 다짐성을 향상시키는 원리이다(Ebisawa, 2000).

본 연구에서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포제를 첨가함으로써 아스팔트 내에 미세포를 발

생 분산시켜 혼합물의 포설 완료 시까지 아스팔트 혼합물 내에 미세포를 보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열 아스팔

트 혼합물의 제조 시 아스팔트 바인더의 발포에 의해서 골재와 아스팔트 바인더와의 혼합성이 향상되고, 혼합물

의 포설 시에 혼합물 내에 함유되어 있는 미세포의 베어링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다짐작업 시 다짐성을 향상시키

게 된다.

3. 시료 제작 및 준비

3.1 시료의 종류

발포제는 4종을 사용하였다. 발포제 A (Fig. 1)는 일본제품으로 현재 시공실적이 많은 발포제이고, 발포제 B, 

C, D (Figs. 2~4)는 국내 발포제이다. 국내 발포제는 화학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로써 사전시험을 거쳐 아

스팔트 바인더와 친화성이 있는 발포제를 선정한 것이다.

발포제 B는 담황색 미분말로 실험 대상 발포제 중 가장 경제적이며 자기소화성 및 저장안정성이 우수하다.(분

해온도 205-215°C, 방출가스량 200 ml/g) 발포제 C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가격은 고가이나 분해온도가 다른 발

포제들에 비해 낮다(분해온도 157-160°C, 방출가스량 125 ml/g). 발포제 D는 담황색 미세 결정분말로 가장 범용

적으로 많이 쓰이는 발포제 종이다(분해온도 200-2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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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wing agent A Fig. 2. Blowing agent B

Fig. 3. Blowing agent C Fig. 4. Blowing agent D

3.2 시료의 제작

발포제의 성능실험을 위해 발포제 4종을 일반아스팔트 바인더(AP-5)를 혼입하여 바인더의 팽창률 및 발포지

속시간을 확인하였다. 일반아스팔트 바인더에 첨가제 함량을 1%, 3%, 5%, 7.%로 변화시켜 팽창률을 확인하였

으며 발포지속시간은 온도를 유지하고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동안 측정하여 발포지속시

간을 측정하였다. 

① 아스팔트 바인더를 150°C로 가열한다.

② 아스팔트 바인더에 발포제를 첨가하고 30초 교반실시

③ 교반 후 온도측정(대개의 경우 110°C~120°C)로 측정됨

④ 온도가열판에 비커를 놓고 가열실시

⑤ 가열하면서 온도측정 

⑥ 발포제에 따라 발포가 발생하는 온도가 달라짐

⑦ 이때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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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irring of binder and blowing agent 1 Fig. 6. Stirring of binder and blowing agent 2

Fig. 7. Volume change of blowing agent (before) Fig. 8. Volume change of blowing agent (after)

4. 시험방법 설명

4.1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 시험

아스팔트 바인더의 거동은 시간 및 온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간 및 온도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동적전단 유동기(Danamic Shear Rheometer, DSR)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적인 실험을 실시 할 수 있는

데 플라스틱 업계에서 플라스틱의 품질관리에 사용되던 실험장비를 미국의 신도로연구계획(Strategic Highway 

Research Program, SHRP)에서 아스팔트 바인더 측정에 맞도록 개량한 것이다. 동적전단 유동기는 복합전단계

수(G*)와 위상각(δ)을 측정함으로써 아스팔트 바인더의 점성 및 탄성거동 특성을 실험,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복

합전단계수(G*)는 지속적으로 전단작용을 받는 조건하에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변형에 대한 전단저항력으로 탄

성(회복) 및 점성(비회복)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상각(δ)은 탄성 및 점성변형의 상대변위를 나타낸다. 

Fig. 9는 DSR 시험 장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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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SR testing equipment

 

4.2 노화도 측정 시험

아스팔트 바인더의 노화는 산화와 휘발의 서로 다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회전박막가열 시험(Rolling 

Thin Film Oven, RTFO)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성 및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아스팔트 바인더의 노

화를 모사한 시험이다. RTFO 시험 장비는 Fig. 10과 같으며, 시험하는 동안 아스팔트에서 증발되는 휘발성 물질

의 양으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과 시공 중에 발생하는 노화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시험방법은 KS M 

2259에 의해 163°C에서 75분간 시험한다. 

Fig. 10. RTFO testing equipment Fig. 11. PAV testing equipment

압력노화 시험(Pressure Aging Vessel, PAV)은 5년에서 10년 정도가 경과된 공용중인 아스팔트 바인더의 노

화를 모사한 시험이며, PAV 시험 장비는 Fig. 11과 같다. 아스팔트 바인더는 생산과 시공단계에서의 단기노화를 

거쳤기 때문에 회전박막가열 시험에 사용된 아스팔트 바인더를 압력노화 시험에 사용한다. 시험방법은 KS F 

2391에 의해 2,070 kPa의 압력에서 20시간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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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결과 및 분석

 5.1 발포성능 확인시험

시험계획과 절차에 따라 발포성능 확인시험을 실시하였다. 발포제 A 이외에 나머지 발포제의 발포성능을 발

포제 A의 체적증가율과 발포지속시간을 타켓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12는 발포제 A의 발포성능 시험

결과이다. 발포제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체적증가율은 증가하였으며 발포지속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첨가 시 체적증가율이 10분후부터 300%를 유지하면서 40분 후 체적증가율이 발포 전으로 돌아가는 것

으로 시험결과 확인되었다. 중온아스팔트 제조 시 혼합시간을 고려할 경우 20분~40분은 충분한 시간이며, 체적

증가율은 200~400%가 중온 아스팔트 제조에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bisawa, 2000). 본 연구에서는 체

적증가율을 200~400%, 발포지속시간(체적이 증가하여 원래로 돌아가는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결정하고 발포

제 B, C 및 D에 대한 발포성능 확인시험을 실시하였다. 발포제 A, B, D는 130°C에서 발포되었으나, 발포제 C는 

170°C에서 발포되었다.

Fig. 13~15은 각 발포제에 대한 발포성능 확인시험 결과이다. 각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포제 A와 마찬

가지로 발포제량이 증가할수록 체적증가율과 발포지속시간은 체적증가율과 발포지속시간은 반비례 관계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발포제 A에 비하여 최적 첨가량을 3%로 하였을 때 발포지속시간은 15분에서 20분을 나타내

고 있어서 발포지속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발포지속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발포강화제의 첨가 ② 각 발포제의 특징을 이용한 혼합사용들을 고려할 수 있다. 

Fig. 12. Volume change of blowing agent A, blowing

temperature 130°C

Fig. 13. Volume change of blowing agent B, blowing 

temperature 1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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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olume change of blowing agent C, blowing

temperature 170°C

Fig. 15. Volume change of blowing agent D, blowing 

temperature 130°C

5.2 팽창율과 반감기 관계

발포로 인한 팽창률과 반감기의 관계는 폼드아스팔트 제조시 혼입되는 최적함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

어온 방법이다(Park, 1999). 최적함수량은 폼드아스팔트의 아스팔트 팽창률이 최대로 되면서 거품방울의 크기

를 최대한 유지하는 반감기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Fig. 16는 폼드아스팔트의 팽창률과 반감기 관계의 한 예

를 보인 것이다.

Fig. 16. Relationship between expansion rate and half-life of foamed asphalt (Park, 1999)

본 연구에서는 발포제 첨가비의 따른 팽창률과 반감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Fig. 17

와 같이 분석 결과 발포제 A는 발포제량 약 4.8%에서 최적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8~20에 의

하면 발포제 B, C 및 D의 팽창률과 반감기의 관계는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가능한 원인으로는 발포제 A는 

중온 아스팔트용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연구 개발된 첨가제로써 발포제 첨가 비율이 낮을 때(1%, 3%) 반감기 

곡선이 팽창률 곡선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포제 B, C, 및 D의 경우 반감기 곡선이 팽창률 곡선 하부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발포제 A의 경우 발포제 첨가량을 2.5~3%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팽창률과 반감기의 최적 관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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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화학적 첨가제에 의한 발포와 수분의 혼입에 

의한 발포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써 화학적 첨가제의 의한 발포제 첨가 비율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바인더 시험과 혼합물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발포제 혼입량을 아스팔트 바인더 중량의 1% 및 3%로 결정하여 발포제 A, B, C 및 D 에 대한 점탄성 시

험을 실시하여 발포제 혼입의 따른 아스팔트 바인더의 특성 변화를 시험 분석하였다.

Fig. 17. Expansion rate and half-life of blowing agent

A, blowing temperature 130°C

Fig. 18. Expansion rate and half-life of blowing agent 

B, blowing temperature 130°C

Fig. 19. Expansion rate and half-life of blowing agent

C, blowing temperature 170°C

Fig. 20. Expansion rate and half-life of blowing agent 

D, blowing temperature 130°C

5.3 물리적 시험

5.3.1 침입도

침입도 시험은 5°C, 25°C에서 실시하였다. 25°C 침입도시험은 KS M 2252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5°C 침입도 

시험은 ASTM 05-06의 방법에 따라 200g의 추와 침을 사용하여 60초 동안 하중을 가하여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는 아스팔트 바인더의 온도감온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침입도지수(Penetration Index, PI)를 산출하여 검토

하였다. Fig. 21 및 Fig. 22는 산화전 아스팔트바인더에 발포제 혼입량을 1%와 3%로 변화시켜 침입도시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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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결과이다. Fig. 23 및 Fig. 24은 산화 전후의 침입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시험결과 발포제의 첨가

로 인하여 모든 발포제를 사용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경우 침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1. Result of penetration test at 25°C before aging

(0.01 mm)

Fig. 22. Result of penetration test at 5°C before aging 

(0.01 mm)

Fig. 23. Result of penetration test at 25°C before and

after aging (0.01 mm)

Fig. 24. Result of penetration test at 5°C before and 

after aging (0.01 mm)

이러한 침입도의 증가는 발포제가 아스팔트 바인더 내에 혼합되어 내부의 미세한 기포를 형성함으로써 침입도

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화로 인한 침입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아스팔

트 바인더의 산화와 발포제가 혼입된 아스팔트 바인더의 산화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화가 진행됨에 따

라 아스팔트 바인더 내부의 휘발성(Volatile) 물질이 제거됨으로써 시간에 따른 경화가 발생하여 발포제의 혼입

이 아스팔트 바인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3.2 침입도 지수

아스팔트의 감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침입도 지수를 제시하였다(Pfeiffer, 1950). 침입도지수는 25°C에서의 

침입도와 25°C이외의 온도에서 침입도를 측정하여 구한다. 침입도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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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온도의침입도  log온도의침입도 
 (1)

PI
 

 
 (2)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침입도 지수는 낮을수록 감온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온성이 큰 경우 저온에서 취성이 발생하기 쉬우며 낮은 영하의 온도에서는 온도균열이 발생하기 쉽게 된다. 

시험결과 일반 아스팔트 바인더는 침입도지수가 1.53으로 계산되었다. 발포제가 혼입된 경우 침입도 지수가 일

반아스팔트 바인더에 비하여 증가함으로써 온도 감온성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25, Fig. 26은 발포제별 

침입도 지수를 구한 값이다. 

Fig. 25. Penetration index before aging Fig. 26. Penetration index before and after aging 

(Amount of blowing agent: 3%)

5.3.3 연화점

연화점 시험은 KS M 2250에 따라 실시하였다. Fig. 27은 산화전 아스팔트바인더에 발포제 혼입량을 1%와 

3%로 변화시켜 연화점시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발포제 투입량이 증가하면서 침입도시험결과에서와 마찬가지

로 발포제 혼입이 아스팔트바인가 연하게(soft) 되어 이에 따른 결과 발포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연화점도 낮아

지고 있다. Fig. 28은 산화 전후의 연화점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시험결과 발포제의 첨가로 인하여 

모든 발포제를 사용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경우 연화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화점의 감소는 발포제가 아스팔트 바인더 내에 혼합되어 바인더를 연하게 하여 침연화점 감소를 유

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로 인한 연화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때 일반 아스팔트 바인더의 산화와 발포제가 혼

입된 아스팔트 바인더의 산화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침입도와 연화점의 반비례관계로 발포제의 혼입이 

바인더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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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Softening point test result before aging Fig. 28. Softening point test result before and after aging

5.3.4 신도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라 실시하였다. Fig. 29은 산화전 아스팔트바인더에 발포제 혼입량을 1%와 3%

로 변화시켜 신도시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발포제의 혼입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바인더의 굳기가 연해짐으로써 

신도 역시 발포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Fig. 30는 산화 전후의 신도시험결과를 비

교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산화 후 시험결과 산화전과 마찬가지로 발포제가 혼입되고 발포제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도의 증가는 발포제가 아스팔트 바인더 내에 혼합되어 바인더를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신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도 역시 다른 물리적 시험(침입도, 연화점)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며 발포제 혼입이 바

인더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9. Elongation test result before aging Fig. 30. Elongation test result before and after aging

5.3.5 절대점도

점도 시험은 KS M 2247에 따라 실시하였다. Fig. 31은 산화전 아스팔트바인더에 발포제 혼입량을 1%와 3%로 

변화시켜 점도시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Fig. 32는 산화 전후의 점도시험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시험

결과 발포제의 첨가로 인하여 A 발포제 1% 혼합을 제외한 모든 발포제혼입이 점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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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Viscosity test result before aging Fig. 32. Viscosity test result before and after aging

점도 시험을 실시하여 각 아스팔트 바인더와 발포제의 혼입 시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성을 실시하였다. 시험결

과 침입도와 연화점등 다른 물리적 시험과의 점도 상관관계와 달리 발포제가 첨가된 아스팔트 바인더의 점도 수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3차례의 재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발포제가 혼입된 아스팔트 바인더의 점도가 크게 나타났

다. 이러한 점도의 증가는 발포제의 미세한 입자가 아스팔트 바인더내에 존재하여 점도관 내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미세기포가 점도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발포첨가제의 혼입으로 인한 점도의 증가 현상은 기존 연

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아스파민을 사용한 중온아스팔트 바인더로부터 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

견하였는데, 아스파민의 경우 발포작용이 혼합과 다짐작업에서 활발한 작용을 하는 반면 발포작용이 완료된 후에는 

용해되지 않는 미세입자가 다소간의 필러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Szabolcs, 2009).

5.3.6 회전점도

회전점도 시험은 KS F 2392에 따라 실시하였다. 회전점도시험에 사용한 시료는 발포제의 발포작용이 완료된 시

료를 사용하였다. 발포제 완료된 발포에 완료된 시간은 발포제마다 10분-40분이 소요되었다. Fig. 33에서 110°C의 

시험결과에서는 발포제의 혼입으로 인하여 점도가 증가하였으며 135°C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미세한 차이의 

증가를 보였다. 발포제혼입이 절대점도(60°C) 시험결과와 회전점도시험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33. Rotational viscosity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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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발포제의 성능실험을 위해 발포제 4종을 일반아스팔트 바인더를 혼입하여 바인더의 팽창률 및 발포지속시간

을 확인하였으며, 회전박막가열 시험(RTFO) 및 압력노화 시험(PAV)를 통해 단기 및 장기 노화성능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물리적 시험인 침입도, 연화점, 신도, 절대점도, 회전점도 등을 시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1. 발포제의 첨가비율과 체적증가율을 대체적으로 비례하나 발포지속시간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 발포제 B는 발포제 A를 제외한 3종류의 발포제중에서 발포지속시간과 체적증가율이 양호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발포지속시간 확대가 필요하다.

2. 발포제의 혼입은 아스팔트 바인더의 침입도, 연화점, 신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산화 

전후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냈다.

3. 점도시험결과 일반적인 아스팔트 바인더 시험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포제가 혼합 

및 다짐에는 미세기포작용으로 활발하게 작용하고 이후에는 바인더 내에 미세필러로 존재하여 나타난 결

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발포제를 이용한 아스팔트 바인더로 장기 및 단기산화 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발포제 

B는 발포지속시간이 짧아 현재 상용화된 발포제 A를 대체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발포제 B가 아스팔트 전

용발포 첨가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발포제 A처럼 발포지속기간이 연장되고 연장에 필요한 첨가제가 개발되어

야 한다.

발포제의 혼입은 아스팔트 바인더의 침입도, 연화점, 신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산화 전

후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에는 물리적인 시험에 추가적으로 Amplitude sweep 및 Frequency sweep 시험 등 점탄성 시험을 실시하

고, 더 나아가 유변학적(Rheological) 해석을 통해 발포제의 산화특성을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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