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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Scanner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특성 평가
Evaluation of Void Distribution of Hot Mix Asphalt Using Micro CT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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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oid of asphalt pavement effects very much on the performance of asphalt pavement, including permanent deformation. In
recent, lots of multi-functional hot mix asphalt have been developed. The multi-functional properties depend on the void characteristic of hot mix asphalt. In this research, the Micro CT scanner is adopted to verify the void characteristic of hot mix asphalt.
Couple of different mixtures, including permeable asphalt pavement, SMA and dense-graded asphalt mixture, were used for void
analysis. In case of PA-13 permeable asphalt pavement and SMA 10mm, the effective void, total void and the ratio of connection
between void increase as the level of compaction decreases.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of the effective void, total void and the
ratio of connection for 50 blows/side and 75 blows/side of compaction. In case of dense-graded asphalt mixture, there is a small
amount of void, but most of void is isolated, which means little effect on the permeability of asphalt mixtures. Judging from the
limited test results, a Micro CT scanner will be an alternative to analyze the void properties of asphalt mixtures. The correlation of
unconfined compressive test and impact resonant test was relatively good.
Key words : Void, Compaction energy, Hot mix asphalt, CT Scanner

요

지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과 같은 공용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최근 다양한 기능성을 고려한 배
수성 아스팔트, 저소음 아스팔트, 보습성 아스팔트, SMA 등 다양한 아스팔트 혼합물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
한 기능은 주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특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icro CT Scanner를 이용하였다. 배수성아스팔트 혼합물, SMA 10 mm 혼합물 및 일반밀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공극특성을 분석하였다. PA-13 배수성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과 SMA 10 mm 혼합물의 경우 다짐횟수가 작을수록
투수특성에 영향을 주는 유효공극량, 총공극량 및 공극의 연결율이 크게 나타났다. 다짐횟수 50타 및 75타로 다짐 시편간의
유효공극량, 총공극량 및 공극의 연결율의 차이는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아팔트 시편내부에 개
별적인 공극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공극이 연결되어 투수에 영향을 주는 공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T Scanner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 특성을 수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공극, 다짐에너지, 아스팔트 혼합물, CT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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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의 단층영상을 재구성하는 비파괴검사의 한 방법으로 3차
원 대상의 단면을 생성하기 위해 물질을 투과하는 X-ray를

아스팔트 혼합물은 골재의 입도, 바인더 사용량 등에 따라

사용하여 3차원 대상의 원형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마이크로

그 능력과 용도가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골재의 입도는 아

단위의 픽셀(pixel)크기를 가진 단면이미지를 통해 물질내의

스팔트 혼합물의 공극(void)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다양한 위치의 정보를 획득하고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과정을

알려지고 있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이러한 공극들을 직

거쳐 피사체 내부의 투과정보를 얻는 기술이다. 본래 이 기

접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크기 및 분포 상태를 파악하

술은 의료용으로 개발되어 현재도 이러한 목적으로 가장 활

기 쉽지 않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아스팔트 내부구조를

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분야

관찰하기 위해서 최근 각광받는 기술이 Micro Computed

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재료의 내부 영상을 비

Tomography(CT)를 활용한 방법이다. Micro X-ray CT는 내

파괴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해 왔다. 지반·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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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90년
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의 연구 그룹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지는 20
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의 학문분야이다. 최근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특성과 파손특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Synolakis et al. (1996), Shashidhar (1999), Masad et al.
(1999), Wang et al. (2001), and Tashman et al. (2004)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과 공극을 통
Fig. 3. Image Analysis Process

과하는 물의 흐름에 대한 연구는 Auzerais et al. (1995)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PA13, 미국 AASHTO SMA 10 mm,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X-ray를 발생시키는 X-선관 그

19 mm의 시편을 Micro CT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리고 시편을 투과한 X-ray를 검출하는 검출기로 나눌 수 있

실제 내부 공극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다. X-ray 투시영사기(Fluoscopy)는 투과한 X-ray의 강약을
형광으로 변환시켜 영상증폭기로 증강시키고 이를 TV 카메

2. CT Scanner를 이용한 이미지분석

라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나타내 주는 방법으
로 검사자는 X-ray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니터를

어떠한 재료의 내부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단

통해 방사선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면 절단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X-ray 투시영사기는 모니터로 관찰하기 때문에 X-ray 영상의

절단 시 절단면에 작용하는 열로 인해 바인더가 녹는 현상이

강도와 대조도 등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실시간으로 관찰할

일어난다. 이로 인해 Fig. 1과 같이 바인더가 아스팔트 미세

수 있는 장점이 있다(Omari, 2004).

공극(Micro-structures)을 침투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부

Fig. 3은 아스팔트 시편의 이미지분석과정을 보여준다. 먼

공극을 직접 관찰하기는 쉽지 않고, 공극의 연결 상태 및 내

저 X-Ray CT를 이용하여 1.0 mm 두께 단위로 2-D 이미지

부 구조를 관찰하기 또한 어렵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미세공

스캔을 한다. 마샬다짐시편의 평균 높이가 약 6 cm 전후 이

극특성 평가 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icro CT

므로, 하나의 시편당 약 60여장의 2-D 이미지가 생성된다.

Scanner 및 이미지분석기술을 활용하였다. Micro CT Scanner

이미지의 흰색은 골재부분이고, 검은색은 공극부분이다. 하나

는 3차원 대상의 단면을 생성하기 위해 X-ray를 사용하는

의 이미지당 공극의 총갯수, 개별 공극의 크기, 총공극량 등이

방법으로, 3차원 대상의 원형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마이크

분석된다. 또한, 공극의 분포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로 단위의 픽셀 크기를 가진 단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Omari, 2004).

3. 실험재료 기본물성

Fig. 2는 X-Ray CT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Xray 장비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X-ray 장비는 크게

3.1 아스팔트 바인더
아스팔트 혼합물 시편 제작에 사용한 바인더는 밀입도용
AP-3 및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SBS PMA)를 사용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asphalt binder
항목

기준

시험방법

시험결과

침입도(25oC)
(1/10 mm)

40 이상

ASTM D 5

55.3

연화점(oC)

80 이상

ASTM D 36

99.0

o

신도(15 C)(cm)

50 이상

ASTM D 113

75

박막가열
질량변화율(%)

0.6 이하

JIS K 2207
(변동가능)

0.13

박막가열
침입도잔류율 (%)

65 이상

''

94

터프니스(25oC)
(kg·cm)

200 이상

일본 포장
시험법 편람

373.6

테너시티(25oC)
(kg·cm)

150 이상

''

256.9

시험(단위)

Fig. 1. Comparison of asphalt mixture

점도(60oC) (poise) 200,000 이상 ASTM D 2171 500,000이상
ASTM D 70
1.03
밀도(15oC) (g/cm3)
Fig. 2. Components of X-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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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oC) (g/cm3)

-

ASTM D 92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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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 실험용 시편을 제작하였다.

고무계통의 열가소성 탄성중합체인 SBS (Styrene-ButadieneStyrene Block Co-polymer)를 개질재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

4. 실험결과분석

반 아스팔트 바인더에 비해 소성변형 및 균열에 대한 저항성
을 높인 제품이다. 사용된 아스팔트 바인더의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4.1 CT를 이용한 공극 분석
아스팔트 Fig. 4는 3가지 다른 교통량 조건을 반영하여 제
작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PA-13, 미국 AASHTO SMA
10 mm,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19 mm시편의 이미지분석

3.2 골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골재는 비중, 흡수율, 마모감량에서 기
준치에 만족함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골재의 실험 결

일부 사진이다. 이미지의 흰색은 골재, 검은색은 공극을 나타

과 값과 품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다. 하나의 시편 당 1.0 mm간격으로 약 60여장의 이미지를

내며, 다짐에너지가 커질수록 공극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
촬영하였으며, 나타낸 혼합물 사진 중앙에 있는 선을 기준으
로 아스팔트 혼합물 중앙단면의 공극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공

3.3 아스팔트 혼합물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PA-13, 미국 AASHTO SMA 10 mm, 밀입도 아스팔트 혼

의 사진을 이용하여 공극특성을 분석하였다. 시편단면 이미지

극특성은 제작된 혼합물의 60여개의 단면 중 간격별로 10개

합물 19 mm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하였다. 표층

크기는 512*512 픽셀이고, 시편이미지의 해상도는 96 DPI를

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 최적아스팔트 함량, 이론최대밀

이용하였다. 시편의 층 번호는 공시체의 상부순으로 촬영한

도, 평균공극률 등은 Table 3과 같다. 실험용 시편을 제작하

번호이며 시편직경은 그림 4에서 공시체를 지나간 선의 공극

기 위하여 충격식 다짐방법인 마샬다짐기 다짐방법을 이용하

을 2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Fig. 5와
같은 막대그래프와 표를 작성하였다. 막대그래프의 검은색은
공극을 나타내고 흰색은 골재부분을 나타내며, 붉은 선은 층

Table 2. Properties of aggregate
항목

기준

시험 방법

2.45 이상

KS F 2503

흡수율(%)

3.0 이하

KS F 2504

마모감량(%)

30 이하

KS F 2508

진비중
겉보기 비중
유효 비중

실험 결과

순서에 따른 공극 연결선을 말한다.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19 mm의 경우 다짐에너지에 따른

잔골재
2.66

굵은골재
2.68

공극률의 차이가 없으며 Fig. 4(c)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듯 불

2.56

2.65

투수층으로 판단하여 35타 이상의 시편을 분석하는 것은 불

2.59

2.66

필요한 연구로 판단되므로 35타까지 분석하였다.

1.5

0.475

-

27.24

Fig. 5는 각 층간 중앙단면 공극의 연결 관계를 2차원적으

Table 3. Properties of hot mix asphalts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크기
25.0 mm

통과
질량백분율
(%)

배수성
아스팔트
시멘트
PA-13

미국
AASHTO
SMA
10 mm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19 mm

-

-

100

19.0 mm

100

-

75~100

12.5 mm

92~100

100

-

9.5 mm

62~81

93~100

45~70

4.75 mm

10~31

25~45

30~50

2.36 mm

10~21

15~30

20~35

1.18 mm

-

-

-

0.60 mm

4~17

11~20

5~20

0.30 mm

3~12

10~16

3~12

0.15 mm

3~8

9~15

2~8

0.075 mm

2~7

8~13

0~4

최적 아스팔트 함량
(OAC)

5.0%

6.0%

4.3%

이론최대밀도
(g/cm3)

2.450

2.410

2.468

타격회수에 따른
평균공극률(%)

35타-23.7
50타-19.4
75타-18.1

35타-23.2
50타-21.9
75타-21.5

35타-4.5
50타-4.3
75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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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able Path Analysis for Hot Mix Asphalt.

로 분석한 그림이다. Fig. 5에서 시편이미지 1은 아스팔트

SMA 포장의 이미지분석을 통한 시편의 공극은 최상부 부터

혼합물의 상부층이고, 시편이미지 10은 바닥면을 의미한다.

최하단까지 공극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표

아스팔트 혼합물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을 결정하기 위하여

에서 총 공극량은 이미지분석 한 층번호에 해당하는 단면공

시편이미지 1의 공극에서 시편이미지 2와 연결되는 공극을

극량이며 시편직경을 100 mm로 봤을때 총 공극량을 나타낸

결정하였고 이를 선으로 연결하였다. 공극의 연결조건은 공극

다. 유효공극량은 다음 층 번호와 연결되는 공극량의 크기이

의 1.5배 범위안에 서로 중첩이 되는지 각각 평가하였고, 이

며 유효공극량/총공극량을 통하여 다음 층과의 연결율을 산정

를 만족하면 연결되는 공극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하였다.

시편 10번까지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Fig. 5에 표시한 것

PA-13 배수성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과 SMA 10 mm 혼합

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투수특성에 영

물의 경우 다짐횟수가 작을수록 투수특성에 영향을 주는 유

향을 주는 시편의 공극 연결율을 산정할 수 있다.

효공극량, 총공극량 및 공극의 연결율이 크게 나타났다. 다짐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19 mm를 제외한, 배수성포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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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50타 및 75타로 다짐 시편간의 유효공극량, 총공극량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2권 3호 2012년 6월

및 공극의 연결율의 차이는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아팔트 시편내부에 개별적인 공극이

4.2 통계분석을 이용한 공극분포특성
Fig. 6은 X-ray CT를 이용하여 한 시편에서 6-7 mm간격

존재하지만, 이러한 공극이 연결되어 투수에 영향을 주는 공

으로 10개의 이미지를 선정한 후 선정된 이미지의 공극 크기

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밀입도 아스

에 따른 분포도를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묘사하였다. 히스토그

팔트 혼합물이 불투수층이라는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램은 하나의 시편에서 일정간격으로 선정한 10개의 이미지를

Fig. 6. Statistical analysis of voi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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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스팔트 혼합물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Micro

Table 4(a). Image Analysis for PA-13
시편구분

CT로부터 얻은 여러 장의 아스팔트 혼합물 시편 단면 이미

PA-13 35타

PA-13 50타

PA-13 75타

공극 최소면적
(mm2)

0.44

0.44

0.44

시하였다.

공극 최대면적
(mm2)

14.55

15.11

12.09

물의 경우 다짐횟수가 작을수록 투수특성에 영향을 주는 유

공극 평균면적
(mm2)

2.80

2.79

2.44

분석 총면적
(mm2)

159.2

103.2

104.0

및 공극의 연결율의 차이는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밀입도

공극 개체수
(개)

57

38

43

존재하지만, 이러한 공극이 연결되어 투수에 영향을 주는 공

단면 공극률

8.4%

5.5%

5.3%

공극특성

지의 중첩하여 공극 연결율을 나타낸 2차원 막대그래프를 제
PA-13 배수성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과 SMA 10 mm 혼합
효공극량, 총공극량 및 공극의 연결율이 크게 나타났다. 다짐
횟수 50타 및 75타로 다짐 시편간의 유효공극량, 총공극량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아팔트 시편내부에 개별적인 공극이

Table 4(b). Image Analysis for SMA and Dense Grade Asphalt
Mixture

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스팔트 혼합물 내부에서 존재하는 공극 분포상태를 묘사
하기 위해서 이미지분석를 이용하여 각 단면의 내부공극 분
포의 평균을 히스토그램으로 묘사하였다. 그 결과, Micro

SMA
35타

SMA
50타

SMA
75타

밀입도
35타

CT와 이미지 분석 방법을 통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내부에

공극 최소면적
(mm2)

0.46

0.43

0.42

0.48

확인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배수성포장의 경우 미세공극의 연

공극 최대면적
(mm2)

15.47

10.81

10.38

3.37

었다.

공극 평균면적
(mm2)

2.36

2.18

2.10

1.32

에 따른 최소공극의 크기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냈지만,

분석 총면적
(mm2)

144.7

139.7

129.5

10.8

최대공극의 크기 및 공극의 평균크기는 다짐에너지가 작을수

공극 개체수
(개)

61

64

62

7

2.8 mm2 정도로 분석되었다. SMA10 시편을 분석한 결과,

단면 공극률

7.3%

7.2%

6.4%

0.6%

공극특성

시편구분

존재하는 공극의 분포 상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결형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
배수성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PA-13의 경우 다짐에너지

록 크게 나타났다. 공극의 평균면적은 35타 및 50타에서
배수성 포장 PA-13과 거의 유사하는 결과를 보였다.
아스팔트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은 투수성 및 소음저감 등
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미지 분석 방

통하여 공극면적, 공극 갯수 특성을 측정하여 나열한 후 그

법을 기반으로 정량적/정성적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래프를 통하여 묘사하였고, 또한 평균공극의 크기 및 표준편

공극 분포에 따른 아스팔트혼합물의 투수계수 연관성을 제시

차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짐에너지가 작을수록 평균공

하는 실용적인 상관관계식을 추후에 체계적인 해석 및 실험

극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적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X-Ray CT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결과 평균값은 Table 4와

감사의 글

같다. 배수성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PA-13의 경우 다짐에
너지에 따른 최소공극의 크기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냈지
만, 최대공극의 크기 및 공극의 평균크기는 다짐에너지가 작
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공극의 평균면적은 35타 및 50타에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11년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
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2.8 mm2 정도로 나타났다.
SMA 10 시편을 분석한 결과, 배수성 포장 PA-13과 거의
유사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최대공극면적인 3.37 mm2
정도로 PA-13 및 SMA 10 mm 혼합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또한, 공극총면적, 평균면적, 개체수 등
이 매우 작게 나타났고, 단면 공극률이 0.6%로 거의 공극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icro CT Scanner를 활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내부의 공극 분포를 살펴보았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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