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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배수성(저소음)포장을 포함하는 2-Layer 아스팔트 포장의 상부층과 하부층의 역학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슈퍼페이브 배합설계로 2-Layer 아스팔트 포장의 상·
하부층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시편 상부층의 최대공칭치수는 4.75mm이고 하부층의 최대공칭치수는

13mm이다. 이 시편에 대한 기본 물성 시험 실시 후 마샬 안정도 시험에 대한 안정도와 흐름값을 평가

하였다. 그리고 상부층과 하부층의 자유단 공진주 시험을 통해 탄성계수(E)를 측정하였고, 비파괴 시험

법인 슈미트해머(Schmidt hammer)를 이용해 반발경도를 측정한 후 강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일축압축

시험으로 측정된 압축강도로 탄성계수(E50)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역학적 시험을 통해 얻어

진 결과값으로 강도(qu)와 탄성계수 (E50)의 상관관계와 추정식으로 구한 강도와 일축압축강도 시험으

로 얻어진 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자유단 공진주 시험의 탄성계수(E)값과 일축압축시험의

결과로 얻어진 탄성계수(E50)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 도로는 1970년대 경부 고속도로 건설 이

후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루어 고속도로 도로망을 구

축함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해 왔다. 과거의 포장관련기술은 포장의 기본 요구

인 차량 및 기후조건에서 유발되는 유동성 및 균열

에 대한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러나 현재는 향상된 도로기술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의 문제,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차량

의 주행성 향상과 소음 감소까지 생각한 쾌적한 도

로환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소음 감소 효과가 높고, 빗물 배수로 우천시의 사고

발생을 낮추며,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배

수성 포장(저소음 포장)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수성 포장의 실용화를 통해 배수성 포장

관련 분야의 골재산업, 고점도 아스팔트 바인더 및

개질아스팔트 산업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각종 도로현장의 도로포장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및 이의 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고

예상된다.

2. 배합설계 및 시편제작

최대 공칭치수 13mm인 하부층 골재의 배합입도

결정은 배수성 아스팔트의 입도기준에 맞추어 배합

을 시행하였으며, 공극률 20%로 만들기 위해 반복

적 시편제작을 통하였고 표 1에 저소음 아스팔트 혼

합물의 입도 범위를 나타내었다.

결정된 입도로 합성한 골재는 요구 혼합보다 30℃

높게 가열하여 완전하게 건조 시킨다. 건조된 골재

의 중앙 부위를 움푹 파고, 이미 혼합 온도로 가열

되어 있는 아스팔트 바인더를 필요한 양만큼 계량하

여 골재에 붓는다. 즉시 혼합을 시작한다. 혼합온도

에서 1시간 이상 경과된 아스팔트 바인더는 버리도

록 한다. 골재와 아스팔트 바인더가 골고루 혼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피막되도록

혼합한다. 혼합물 준비를 완료한 후 얕고 편편한 팬

에 골고루 편다. 135℃ 온도에서 4시간 동안 단기

산화시킨다. 그 후 직경 100mm의 시편을 제작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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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몰드를 핫플레이트에 150℃로 40～60동안

가열 시킨 뒤 건조로 안의 배합된 아스팔트 혼합물

을 꺼내어 몰드에 넣고 선회다짐기를 이용해 상부층

30회, 하부층 50회 다짐을 실시하여 공극률 20%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배합과 다짐을 통해 만들어진

시편은 공극률을 측정하여 20%에 만족할 때 역학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컷팅 작업을 해야 한다. 시험

에 사용한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평균 공극률은

상부는 14.0 하부는 20.9%의 공극률을 보였다.

체크기

(mm)

통 과 율 (%)

하 부 층 상 부 층

19 100 -

13 92～100 -

10 62～81 100

4.75 10～31 70～90

2.36 10～21 45～70

1.18 - 28～50

0.6 4～17 19～34

0.3 3～12 12～25

0.15 3～8 7～18

0.075 2～7 5～15

[표 1]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 범위

[그림 1] 상부층 시편 [그림 2] 하부층 시편

3. 역학적 특성시험

3.1. 마샬안정도 시험
제작된 시편을 이용하여 KS F 2337에 의해 마샬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에서도 볼 수있

듯히 하부층은 배수성 포장의 다짐횟수, 안정도, 흐

름값, 공극률 모두 품질기준에 만족함을 알 수 있었

고, 반면 상부층은 일반적인 포장에 비해 안정도와

흐름값이 다소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시편

결과

실 험 시 편

1 2 3 4 평균

안정도(N) 1778 2151 1969 1999 1974.3

흐름값(mm) 0.372 0.328 0.368 0.460 0.382

[표 2] 상부층의 마샬안정도 시험 (30회 다짐)

시편

결과

배수성

품질기준

실 험 시 편

1 2 3 4 평균

안정도(N) 4900이상 5096 6247 5217 6722 5820.5

흐름값(mm) 2～4 4.642 5.708 4.872 2.754 4.494

공극률(%) 20 이상 20 이상

[표 3] 하부층의 마샬안정도 시험 (50회 다짐)

하부층의 경우에는 공극률 결정과 최적입도결정,

최적 아스팔트 함량결정 등을 배수성품질 기준에 맞

추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안정도와 흐름값은 기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상부층의 경우에는

최대 공칭치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공극률 20%로

만들기 위해 다짐횟수를 30회로 낮게 하였기 때문에

안정도와 흐름값이 다른 일반적이 아스팔트에 비해

작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극률 낮아지더라

도 상부층의 다짐횟수를 늘려 충분히 보완할 수 있

다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3.2. 자유단 공진주 시험
자유단 공진주 시험의 방법으로는 응력파 감지에 가

속도계(Accelerometer)를 사용하고, 응력파를 발생시

키기 위해 진자운동를 이용한 직경 10mm 쇠구슬를

시편의 중심부를 타격하였다. 이때 발생되는 탄성파

를 동적신호분석기을 이용하여 Voltage 신호를 획득

하고, Matlab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 주파수 영역

해석을 수행한다. 이 실험은 상ㆍ부층 시편을 각 10

개씩 준비하여 시편 1개당 5회 이상의 반복 측정을

실시하여 값이 많이 나온 주파수값을 판단하여 사용

하였다.

 Support Frame 

Instrumented 
Hammer 

Transducer 
(Accelerometer) 

Signal 
Conditioner 

Dynamic Signal Analyzer 
Ch1 Ch2 

Vacuum Pump 

Vacuum Regulator 

End cap 

[그림 3] 자유단 공진주시험 개요도 

실험을 통해 얻어진 상ㆍ부층의 공진주파수를 이용

하여  × ×를 통해 탄성계수(E)값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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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결과 상부층의 탄성계수는 7915.5~11016.9MPa

하부층은 5372.6~8574.1MPa라는 범위의 탄성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3.3. 반발경도법에 의한 비파괴 시험
최대공칭치수 13mm의 입도로 제작된 상부층과 최

대공칭치수 19mm의 입도로 제작한 Φ10 × 15 ㎝의

공시체를 슈미트해머를 이용해 수직으로 20회를 타

격하여 반발경도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얻은 반발경

도 값에 타격방향(-90°)에 대한 보정을 하여 KS규

격에 제시된 식으로부터 압축강도를 추정하였다.

시편

번호

평균반발경도

(R)

타격각도

( ° )

보정반발경도

(ΔR)

수정반발

경도(R0)

1 25.3 -90 +3.1 28.4

2 24.9 -90 +3.1 28.0

3 26.9 -90 +3.1 30.0

4 24.6 -90 +3.1 27.7

5 27.4 -90 +3.1 30.5

6 25.3 -90 +3.1 28.4

7 25.6 -90 +3.1 28.7

8 25.2 -90 +3.1 28.3

9 24.7 -90 +3.1 27.8

10 26.3 -90 +3.1 29.4

[표 4] 상부층의 반발경도

시편

번호

평균반발경도

(R)

타격각도

( ° )

보정반발경도

(ΔR)

수정반발

경도(R0)

1 15.9 -90 +3.4 19.3

2 18.4 -90 +3.4 21.8

3 17.2 -90 +3.4 20.6

4 20.4 -90 +3.1 23.5

5 19.8 -90 +3.4 23.2

6 17.5 -90 +3.4 20.9

7 15.9 -90 +3.4 19.3

8 15.4 -90 +3.4 18.8

9 18.7 -90 +3.4 22.1

10 15.4 -90 +3.4 18.8

[표 5] 하부층의 반발경도

시편별

추정압축강도

(MPa)

시편별 추정압축강도(MPa)제안식

일본재

료학회

동경건축

재료검사소

일본건

축학회

U.S

Army

상부층

(평균값)
18.5 17.4 30.3 18.2

하부층

(평균값)
8.5 9.6 24.7 8.5

[표 6] 상부층의 추정압축강도

3.4. 일축압축강도시험
KS F 2314에 의해 상ㆍ하부층의 시편 10개에 대

해서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응력-변형률곡선을 이용하여 E50와

일축압축강도값(qu)을 구할 수 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상부층 4.51 3.35 3.41 3.39 3.38 5.36 5.45 5.29 4.52 4.38 4.30
하부층 2.38 2.71 2.70 3.02 2.96 2.45 2.29 2.67 3.13 2.81 2.74

[표 7] 상부층과 하부층의 일축압축강도(MPa)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상부층 167 113 136 143 140 182 182 182 146 133 152

하부층 152 194 146 194 146 121 117 175 152 194 159

[표 8] 상부층과 하부층의 탄성계수(E50) (MPa)

3.5. 상관관계 분석
3.5.1 강도(qu)와 탄성계수(E50)의 상관관계 분석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일축압축강도(qu)가 증가함

에 따라 탄성계수(E50)도 대체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Kawasaki(1981)는 E50 = 350∼1000qu의 식으

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부층

의 경우 E50 = 24.203qu+48.197 의 관계를 보였다.

이 식의 상관계수(R
2
)는 0.7643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부층의 경우 E50 = 53.586qu+8.7664 의 관계

를 보였고, 상관계수(R2)는 0.3369로 상부층의 상관

계수의 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하부층의 공

극률이 상부층의 공극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림 4.27 강도-탄성계수 
관계(상부층)

그림 4.28 강도-탄성계수 
관계(하부층)

3.5.2 비파괴시험과 파괴시험의 압축강도 상관관계 분석
상부층의 경우 일축압축강도와 일본재료학회 추정

식과의 관계식은 A = -0.4025B + 20.07 이고 상관계수

(R
2
)의 값은 0.0854이었으며, 동경 건축재료 검사소

의 추정식과의 관계식은 A = -0.3106B + 18.703, 상관

계수(R
2
)의 값은 0.0854이었다. 일본건축학회 추정식

과의 관계식은 A = -0.2667B + 31.322이고 상관계수

(R2)의 값은 0.0854이었다. 마지막으로 U.S Army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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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 추정식과의 관계식은 A = -0.4218B + 20.055이

고, 상관계수(R2)는 0.0875이었다.

하부층의 경우 일축압축강도와 일본재료학회 추정

식과의 관계식은 A = 3.9822B + 2.4631이고 상관계수

(R2)의 값은 0.2606이었으며, 동경 건축재료 검사소의

추정식과의 관계식은 A = 3.0728B + 1.2091, 상관계수

(R
2
)의 값은 0.2606이었다. 일본건축학회 추정식과의

관계식은 A = 2.2432B + 18.552, 상관계수(R2)의 값은

0.2606이었다. 마지막으로 U.S Army 검사소 추정식

과의 관계식은 A = 3.6889B + 1.6127이고, 상관계수(R
2
)

는 0.2643이었다. 위의 관계식에서 A는 각 추정식에

의한 강도의 값이고 B는 일축압축강도의 값이다.

관계 분석 결과로 하부층의 경우가 상부층의 상관

계수 값이 높게는 나타났으나 두 개 층의 시편모두

낮은 상관계수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슈미트해머

를 이용한 반발경도의 측정법이 기존의 연구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20개의 타격위치를 선정하여 반

발경도를 측정하고 그에 대한 강도의 값을 추정한

다음 코어링을 통한 압축강도의 값을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험 방법과는 다른 공시체에

직접 타격을 하여 값을 산출하였으므로 측정상의 오

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4.5.3 탄성계수 상관관계 분석
상부층의 경우 관계식 A = -19.215B + 12546 으

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R2)는 0.1923의 값이 나왔

다. 하부층의 경우 관계식 A = 2.983B + 7153.7 이

고 상관계수(R
2
)는 0.0073의 값이 나왔다. 위의 관계

식에서 A는 자유단 공진주 시험에 의한 탄성계수

(E)이고, B는 일축압축시험에 의한 탄성계수(E50)이

다.

4. 결론

이 연구는 2-Layer 아스팔트 혼합물의 상부층과

하부층의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샬안정

도 시험, 자유단 공진주 시험, 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반발경도 시험,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13mm하부층의 실험값은 배수성 포장기준

을 모두 만족시켰으나 상부층의 최대입도가 작음에

도 불구하고 높은 공극률로 제작하여 마샬안정도 실

험값이 평균1974.3N으로 작게 나온 것은 다짐횟수를

증가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스팔트

표층의 탄성계수의 하한치 690MPa와 상한치

12,400MPa의 값 내에 상ㆍ하층 시편이 모두 포함되

어 적정 탄성계수의 범위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역학적특성시험외에도

투수실험을 통하여 아스팔트표층의 배수성을 확인하

는 실험를 준비중에 있으며, 다기능 표층 아스팔트

혼합물을 원활하고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2010년 지역기술혁신사업 환경

친화적 연안역 개발기술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

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김주원 외, “배수성포장(외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한국도로학회, 제2권, pp.92-101, 2000.

[2] 정태현, “소음저감형 아스팔트 포장체의 배합 설계

및 역학적 특성 평가”,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09.

[3]. 차민경,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국내 노상토의 다

짐특성 평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2005.

[4] 이수형 외, “국내 배수성포장의 현장공용성 및

배수성능 평가 연구”, 2005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 pp.5315-5318, 2005.

[5] 김성두, “장기재령 아파트 건물 콘크리트의 슈미

트 햄머 반발경도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

경대학교 2006.

[6] Andrew Lacroix "Constructing the Dynamic

Modulus Mastercurve Using Impact Resonance

Testing", TRB, Asphalt Paving Technology

2009, pp. 67-102, 2009.

[7] Browne, M.J. Robert Mokwa, Eli Cuelho.

“Laboratory Testing of soil Using the

Superpave Gyratory Compactor", TRB2008,

pp.1-14, 2008.

[8] Carsten Bredahl Nielsen "Construction of

Two-Layer Porous Pavements", Quiet Asphalt

Symposium, 2005.

[9] Ferguson, B. K. "Porous Pavements", Taylor

& Francis,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