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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A (Crumb Rubber Modified Asphalt) 
(특허 제10-0405058호: 폐타이어를 이용한 개질 아스팔트의 제조방법) 

 CRM : Crumb Rubber Modified ‘부스러기 고무 개질재’ 라는 뜻으로 ‘타이어 고무분말’을 통칭하는 용어 

 CRMA : 미국에서 AR (Asphalt Rubber)이라고 부르고 있는 타이어 고무 개질아스팔트 기술을 도입하여 국

내 환경에 맞게 개량 · 발전시킨 제품 

( CRM Asphalt 반응 단계 ) 
 ASTM D 6114 에 정의된 고무아스팔트(Asphalt Rubber) :  

“Asphalt-Rubber is a blend of asphalt cement, reclaimed tire 

rubber and certain additives, in which the rubber component is at 

least 15% by weight of the total blend and has reacted in the hot 

asphalt cement sufficiently to cause swelling of the rubber 

particles.” 

“고무아스팔트란 아스팔트 시멘트, 재활용타이어 고무, 그리고 일정

한 첨가제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혼합물 중량의 최소 15%가 타이어

고무 성분이어야 하며, 고무입자의 숙성 팽창 현상이 고온의 아스팔

트 속에서 충분하게 반응된 것이다.” 

 타이어로부터 철심 등 광물질을 제거 하고, 섬유질 잔류물이 없는 No. 10 mesh (2 ㎜ 이하) 이하 고무분말 

만을 사용한다. 

CRMA 혼합물
속의 GEL화 된 

고무입자  

 단위 면적당 재활용 되는 폐타이어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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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분말 

혼합반응 (200℃ 이상) 

숙성 (175℃, 45 min) 

공급 (175℃) 

일반아스팔트 

골재 아스콘 플랜트 혼합 

포설 

운반 

첨가제 

폐타이어 

 CRMA 혼합 공급 장비 

 CRMA 생산공정 

 일반 Asphalt에 고무분말(2 ㎜ 이하)을 15 wt.% 이

상 혼합 후 겔(Gel) 형태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숙

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습식공법 (Pre-Mix) 

 품질시험을 통과한 CRMA는 교반, 가열 장치가 

구비된 탱크로리를 통해 아스콘 생산 플랜트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재료 분리 차단, 균일하고 안정된 제품 공급 

 기존 일반아스콘 플랜트에 설치된 Asphalt 공급 

Line 에 CRMA 공급 배관을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공장에서 생산 가능 

 생산 시 당사 기술진이 배합설계, 품질관리, 시공 

관련 기술지원을 위하여 현지에 상주하여 관리 

합니다. ☞ 세부내용 : <시공 설계지침> 참조 

- 책임 생산 및 시공  

 포장장비는 일반포장에 사용되는 장비와 동일한 

장비로서  추가  장비나  공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갭입도, 개립도, 배수성 포장 시 2차 다짐에 

(진동)탄뎀 사용 

숙성 탱크 

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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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 혼합물 

천연고무 

SBS 

도로 사용 년도별 아스팔트 경화(점도) 속도 비교  

카본블랙 

산화 방지제 

자외선 차단제 

오존 차단제 

 수명연장 

도로의 노화는 아스팔트의 산화가 주 요인으로서 CRMA는 타이어 고무의 화학성분이 (내산화 물질, 자외선 

차단제, 오존 안정제 등) 아스팔트의 산화를 억제하여 수명을 연장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 

CRMA 는 긴 수명 주기로 유지보수 횟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일반 혼합물에 비해 보다 적은 재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막대한 액수의 유지보수 비용 및 시간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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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고무의 화학성분 구성 ) 

- 자료출처 : History of Asphalt Rubber in Arizona - George Way, (2012 Arizona Pavements/Materials Conference 

October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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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Asphalt CRMA

기층부 균열 상승을 억제한 고무 아

스팔트 포장 단면 (1990年 미국 피닉

스시 20 번가 1 inch 덧씌우기 코어) 

 균열억제 

CRMA 는 일반 아스팔트 보다 굴 골절 온도 (Fracture Temperate)가 낮아 온도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저온

균열 및 반사균열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 

균열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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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History of Asphalt Rubber in Arizona - George Way, (2012 Arizona Pavements/Materials Conference 

October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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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트래킹 테스트에 의한 동적안정도(횟수/㎜) 시험결과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해 10배의 변형 저항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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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변형, 밀림억제   

CRMA 는 고온 점도가 높아 내유동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연화점과 탄성회복량 덕분에 포장체의 영구변형에 

탁월한 저항성을 발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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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도로 및 공항연구실 

(포장가속시험 시험 후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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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감소 

CRMA Gap-grade 혼합물은 일반 혼합물에 비해 평균 3 dB의 도로소음감소 효과 있음  OGFC (Open 

Grade) 혼합물의 경우 최대 5~7 dB의 주행소음 감소 효과 있음 

※ Highway Noise Barrier Design Handbook (FHWA) : 방음벽 1 m Height = 소음 1.5 dB 감소  

교통소음 저감 3 dB 효과 ▷ 방음벽 높이 2 m의 대체효과와 동일 함 ▷ 절감비용 : 약 350 백만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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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LTRANS 설계지침) 

 포장 두께 감소 가능 (3 ~4 ㎝) 

 CRMA의  우수한  내유동성은  얇은  포장의 

경우에도 탁월한 공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50여  개소  CRMA 3㎝ 포장이  10년 

이상의 장기 공용성 유지 ) 

 CRMA 3 ㎝ 포장은 일반 절삭 재포장 대비 10 

~ 20 %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 

절삭 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등 직·간접 소요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우수한 

공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CRM ASCON 덧씌우기 두께 환산표   (단위 : ㎝)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CRMA는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유럽 등 전세계 2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

며 ,  미국  ASTM D 6114 규격 , 국내  GR M 6011 인증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 

 

 친 환경 제품입니다. 

 CRMA는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 국내에서 매년 수천만 개 씩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산업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친 환경 제품입니다. 

 CRMA 혼합물은  1 차선, 5 ㎝, 1 Km 포장 시 약 2,000개의 폐타이어가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CRMA는 국내 도입 이래 현재까지 전국 500여 개소의 현장에 ASCON 70만 톤, 폐타이어 약 300만개 이

상을 재활용 하였습니다. 

 국내 폐타이어 발생량 년간 약 3,000만개 발생, 1,500만개 이상이 

열원(시멘트킬른, 발전소) 소각 처리로 인한 2차 환경문제 유발됨 

 국내 총 도로연장의 10% - 표층 (5 ㎝)에  CRMA 설계 시 년간  

발생량 모두 재활용 가능 

  변형이 없는 도로 (내 유동 포장) 

  소음이 적은 도로 (저소음 포장) 

  빗물이 고이지 않는 도로 (배수성 포장) 

  미끄럽지 않은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얇은 두께 포장 

  2 배 이상의 긴 수명주기 

  폐기물 발생 감소 

Environment 

(친 환경 도로) 

Safety 

(안전한 도로) 

Economic 

(경제적 도로) 

일반밀입도 CRMA GAP13 CRMA GA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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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공용성 평가 

 CRMA & 일반아스팔트 피막 두께 

CRMA 일반 아스팔트 

CRMA 

 CRMA는 겔화 된 고무 입자의 영

향으로 일반 아스팔트 보다 두꺼

운 피복 두께를 형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혼합물 제조를 가능하게 

하고, 포장체의 내구성이 증가함 

미국 연방도로청 포장가속시험결과(2002~2003) 

 단면 구성 : CRMA 구간은 Control 5 ㎝ + CRMA 5 ㎝, 기타 구간은 동일한 재질의 혼합물 10 ㎝ 로 

포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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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장기 공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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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입도 비교 

 CRMA 전용 입도곡선은 SMA 입도와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갖고 있어 혼합물의 전단저항성이 매우 큼   

 균열률과 소성변형량 기준 공용수명이 20

년 이상으로 모두 우수할 확률이 50 % 이

상인  포장으로는  CRMA 포장 (63 %) , 

PBSC 포장 (60 %) , SMA 포장 (57 %) 순

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 : 장수명 도로포장 활성화 방

안연구 96 Page (국토교통부, 2015.2) 

 

(균열률 30 %, 소성변형량 15 ㎜ 기준 공용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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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현장 

 노후 콘크리트 5㎝ 덧씌우기 (88고속도로 남원, 
2003년) CRMA Gap-graded 13 ㎜ 

 노후 아스팔트 5㎝ 덧씌우기 (국도28호선 의성, 
2005년) CRMA Open-graded 13 ㎜  

 노후 아스팔트 3 ㎝ 덧씌우기 (국지도49호선 난곡, 
2002년) CRMA Gap-graded 13 ㎜ 

 노후 콘크리트 3 ㎝ 덧씌우기 (청주 하상도
로, 1998년) CRMA Gap-graded 13 ㎜ 

 노후 아스팔트 5 ㎝ 덧씌우기 (제주516도로 숲
터널 2005년) CRMA Open-graded 19 ㎜  

 노후 콘크리트 5㎝ 덧씌우기 (국도43호선 포천, 
2002년) CRMA Gap-graded 19 ㎜ 

 노후 콘크리트 5 ㎝ 덧씌우기 (국도46호선 남양주시계-청평 2003년)  
CRMA Gap-graded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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