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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박리방지제(Super Anti-stripping agent)

PE-31/F High-Performance Low-Cost 차세 액상 박리방지제로써 50년 전통의 아스팔트 첨가제 전문기업
Italy ITERCHIMICA社의 검증된 제품이며 약 1,100만톤의 아스콘에 본 제품을 적용한 실적 보유

2. 성능 시험

 동적수침 시험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부속서 Ⅲ-4 동적수침 시험> 기준

 간접인장강도, TSR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부속서 Ⅲ-6 인장강도비 시험> 기준

1. 특징

 어떠한 상태에서도 골재와 아스팔트를 완벽하게 결합시키고 작업성을 향상 시킴

 기존 생산라인에 간단하고 저렴한 전용 펌프를 통해 아스팔트 계량기 또는 저장

탱크에 직접 투입 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함 (기타 모든 액상 첨가제 투입 가능)

 인체에 유해한 아로마 오일을 함유하지 않아 안전하며, 아스팔트의 높은 저장온

도에서 안정적인 물성 유지

AP-5 소석회 1 % Agg. Wt. PE-31 F 0.2 % Asp. Wt.

※현행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TSR 0.8 이상 (아스팔트 혼합물 생
산 및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2014.1
개정.

 성상 : 점성액체

 점도(20°C) : 435 ± 100 cST

 밀도(20°C) : 1.01 ± 0.20 g/㎤

 색상 : 암적색

 인화점 : > 135 °C

 pH : acid (산)

3.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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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설치 비용 : 350만원

- 로드셀을 이용한 자동 계량, 자동 투입 제어 시스템

- 380V 50-60 Hz 3상 모터

- 실린더(최 계량) 용량 :  2 L 

- 당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액상 첨가제 투입 가능

일반아스팔트 PE-31 첨가된 아스팔트

5. 포장 및 가격

 밀폐용기에 밀봉하여 비바람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200 Kg 드럼 및 1,000 Kg 형탱크(IBC) 포장 (최소 주문 200 Kg 드럼)

 액상형 첨가제 전용 공급기 : 타이머와 압축공기를 이용한 디스펜서

① 컨트롤 박스

② 실린더 하중 (Air)

③ 유리 실린더, 2 L, T=5 ㎜

④ 압축공기(Air) 컨트롤 박스

⑤ 압축공기(Air) 작동 밸브

⑥ 드레인 밸브

④

4. 사용법 및 투입량

 투입량 : 설계된 아스팔트 바인더 전체 중량의 0.1 ~ 0.3 % 투입 (0.2 % 권장)

- 골재 암석의 화학적 특성 및 작업 조건(온도, 혼합물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투입할 수 있음

- ex) 바인더 함량 5.5 % 인 경우 0.11 ㎏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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