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이원로드는 50년 전통의 이태리 ITERCHIMICA사와 기술 제휴하여 ITERCOLD라는  

사계절, 친환경 상온 패칭 보수재를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ITERCOLD의 특징 

•ITERCOLD에는 짧은 시간에 표면에 견고한 층을 형성하는 특별한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로 인해 ITERCOLD로 보수된 도로는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식물성 오일에 
기반한 다른 액상제는 견고하지 못하고 무르며 단지 몇주 정도 지탱할 뿐입니다. 

•액상제 ITERLENE IN 200-SPECIAL 덕택에 포트홀 구멍에서 먼지나 물을 제거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여 작업자들에게 편리합니다. 특별한 박리방지제가 첨가되어 있어서 완벽한 봉
합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동 보수반의 경우 극한적인 기후 조건, 특히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오는 중에도 도로 보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액상제 ITERLENE IN 200-SPECIAL은 이를 사용한 보수재가 추울 때에도 작업이 가능하도
록 개발된 것입니다. ITERCOLD 포대 속에는 아스팔트를 개질하여 저온에서도 저장가능한 혼
합물이 되도록 특별한 개질제, 농후 용액, 가소제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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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긴급보수를 위한 상온 아스콘 ITERCOLD 



ITERCOLD의 구성 및 제조 방법 

•ITERCOLD는 ITERLENE IN 200-SPECIAL과 골재, 아스팔트 바인더로 구성됩니다. 

•ITERLENE IN 200-SPECIAL은 도로상의 포트홀이나 균열을 보수할 수 있는 겨울철 야외에 
야적 가능한 상온 혼합물을 가열 혼합물 플랜트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미네랄 오일 기반
의 액상제입니다. 이는 독성이 없으며 타르 계열 오일을 사용한 다른 상온 혼합물에서 나는 유
해한 냄새가 전혀 없는 친환경 액상제입니다. 

•ITERCOLD는 이러한 ITERLENE IN 200-SPECIAL이라는 액상제를 가열 아스콘 플랜트 믹서
의 투입구에 전용 펌프나 인력으로 투입하여 중온 이하의 온도에서 골재와 혼합, 생산됩니다. 

•생산된 ITERCOLD 혼합물은 25kg 규격 종이 포대에 개별 포장되어 포트홀 등 비상 상황 보수
시에 즉각적으로 개봉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사용이 필요한 경우 대형 백에 담아 
저장하거나 야적해 놓았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TERCOLD의 사용법 

•포트홀 구멍을 청소하고, 얇게 유화제를 바르는 것이 추천되며 그 다음 포대를 열고 구멍을 이 
보수재로 메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롤러로 잘 다지면 제품 자체의 훌륭한 성능 발휘에 충분합니다. 약간의 시간
이 지난 후 도로가 개방되어 자동차들이 다니면 표면이 더욱 더 잘 다져집니다. 

•단위비중(Specific Weight)이 약 1,500kg/m3이므로 1cm 두께의 구멍 1m2당 15kg 사용 

보관 방법 

•직사광선이나 습기를 차단하는 실내 보관 

•1년 이내 사용 권장(장기 보관된 제품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 

포장 및 가격 

•25kg 종이 포대 또는 대량 벌크 포장 가능 

•25kg 1포대당 11,000원(부가세별도), 월간 거래가격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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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2, 2402호(동탄플래티넘) 
Tel : 031-8003-3658,   Fax : 031-8003-2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