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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일반 또는 개질 아스팔트에 고형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플랜트 혼합(plant-mix) 방식으로 혼합한 것으로

고도의 내유동성, 휨추종성, 피로 저항성을 지닌 교량 상판 방수용 아스팔트 포장공법 

 에폭시 수지란 

 “에폭시”란 희랍어의 “넘어서” 또는 ”사이에”란 뜻과 영어의 “산소”의 합성어로서 산소를 사이에 둔 화합물을 말하며 이러

한 구조를 갖는 화합물의 총칭 

 에폭시 수지는 분자 내에 반드시 에폭시 결합 (               )을 갖고 있으며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유형은 비스페놀

(Bisphenol) A형과 에피크클로로히드린의 중합체임 

 에폭시 수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경화제를 첨가하여 열경화성(Thermoset) 재료로 사용함 

 에폭시 수지의 장점 

 경화반응에 있어 반응수축이 매우 작고 휘발성 물질을 발생하지 않음 

 전기 절연성, 기계적 성질 및 성형 치수 안정성이 매우 우수 

 내수성, 내약품성 우수 

 가소성 및 내마모성 우수 

 무기, 유기, 금속분말, 모래 등과 융화력이 좋아 각종 충진제, 보강제 등과 조합하여 사용 가능 

 저장 안정성이 높고 경화제를 혼합하지 않으면 기후, 온도에 관계없이 장기간 보관 가능 

1.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란 

O 
─CH─CH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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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일본의 일본도로(주)와 공동 연구로 5년 여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

발된 국산화 신기술 (특허 제1487755호: 고강성 및 초속경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이를 이용한 도로포장공법) 

2.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개발 

 에폭시 아스팔트 제조기술 완전 국산화 

 기존 액상형 에폭시 아스팔트 시공성 단점 보완 (가사시간 2배 확보)   

 제조와 시공 및 품질관리가 용이한 에폭시 아스팔트 개발 성공 

 특허권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용실시권자 : ㈜에이원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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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구성재료 

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Base Asphalt :  

일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PG76, 82)  

 강도(내구성)와 휨성은 바인더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인더량이 많은 혼합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인더에 사용

되고 있는 아스팔트는 PG 64-22 등급 또는 기능에 따라 PG 76-22 등급  이상의 개질아스팔트 바인더 사용 가능 

 Epoxy Regin :  

고형 에폭시 수지, 반고형 경화제, 희석제, 증연제 

 바인더 전량의 15~20 % 에폭시 수지로 치환 

 Agregate :  

굵은 골재(13, 10, 5 ㎜), 잔골재, 채움재 

 에폭시아스팔트의 특화된 합성입도에 용이하도록 2 ~ 5 ㎜ 골재를 중점 관리하며 골재 맞물림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

해 편장석이 10 % 이내인 1등급 골재를 사용 

Epoxy 주제 + 경화제  + (희석제 + 증연제) 

골재 (에폭시 아스팔트 전용 입도) 

Base / 일반  or 개질 아스팔트 Binder 

에폭시 수지 골재 

에폭시 아스팔트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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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상판 콘크리트 상판 강상판 

총두께 5.0 ㎝ 8.0 ㎝ 8.0 ㎝ 8.0 ㎝ 5.0 ㎝ 

표층 에폭시 2.5 ㎝ 에폭시 4.0 ㎝ 개질 4.0 ㎝ 개질 4.0 ㎝ 에폭시 2.5 ㎝ 

코팅 택코트 택코트 택코트 택코트 택코트 

방수층 에폭시 2.5 ㎝ 에폭시 4.0 ㎝ 에폭시 4.0 ㎝ 에폭시 4.0 ㎝ 에폭시 2.5 ㎝ 

코팅 본드코트 
본드코트 

Inorganic Zinc 

4.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구성단면 

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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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특성 

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에폭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는 밀입도 범위에서 입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수밀성과 충전성을 높이고 

특히, 최대입경 5 ㎜ 혼합물의 경우 박층포장이 가능하며 강상판 볼트부 머리 두께가 작은 경우(10 ~ 15 ㎜)

와 콘크리트 상판 절삭면에도 유용함 

 최소 3시간 이상 가사시간 확보로 시공성 우수 및 다짐도 확보 용이 

 교량 상판과 접착력 탁월하며,  수분손상에 매우 강함 (수분민감성(TSR) 95 % 이상) 

 고온 동적안정도가 탁월하고 감온성 우수 

 신속한 초기강도 발현으로 포장온도 50 ℃ 교통개방 가능 

 방수층 기능 (투수계수 k = 10-7,이하)  

 혼합물 시험결과 

시험항목 단위 측정치 기준 또는 목표 비고 

밀도 g/㎤ 2.395 - 

공극률 % 2.6 3 이하 

포화도 % 84.8 75 to 90 

마샬안정도 kN 40.39 15 이상   

흐름치 1/100㎝ 25 -   

동적안정도 회/㎜ 20,500 5,000 이상   

굴절파괴변형 - 7.14×10-3 5.0×10-3 이상   

투수계수 ㎝/s 0.09×10-6 1.0×10-6 이하 수압 150 ㎪ 

* 시험 조건은 25 ℃ 에서 7일 경화 후 수행됨, * 투수계수  : 일정 단면적을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수량, 10-7 이하일 때 불투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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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특성 

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휨 추종성 (휨 파단변형 Bending fracture Strain)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의 휨 파단변형은 8.0×10-3 으로 일본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의 교면포장기준” 기준치 5.0×10-3의 

1.5 배 이상으로 고형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은 강상판 포장용 혼합물로서 충분한 휨 추종성을 지니고 있으며 

구스 아스팔트(9.0×10-3 )와 유사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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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temperature : -10 ℃ 

구스 아스팔트 

에폭시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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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5.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특성 

 피로 파괴계수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의 휨 피로시험 결과 구스 아스팔트 등과 동등한 피로저항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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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temperature : -10 ℃ 
                Frequency :    5 ㎐ 
                      Strain : 500 μ  

구스 아스팔트 에폭시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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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5.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특성 

 투수성 및 충전성 

 일본 포장조사 시험법 편람 ‘B017T 아스팔트 혼합물의 가압투수시험’ 실시 결과, 고형 에폭

시 아스팔트는 구스아스팔트와 유사한 완전 불투수성인 것으로 나타남 

 강상판 볼트부의 충전성 확인 결과 고형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이 볼트 주변에 충분히 충전 

되어짐 

 접착성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가 구스 아스팔트와 동등 이상의 접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 “도로교 상판 방수편람”에 있는 

23 ℃ 기준치 0.6 ㎫ 이상을 만족함 

0.0

0.5

1.0

1.5

2.0

EAM for trial

construction

Watertight SAM 13 Watertight SAM 5 MAM

1.37  

0.83  
0.98  

1.30  

T
e
n
si

le
 a

d
h
e
si

v
e
 

st
re

n
g
th

 (
N

/㎟
) 

Test temperature : -20 ℃ 

구스 아스팔트 에폭시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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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5.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특성 

 감온성 

 5℃, 25℃, 40℃ 회복탄성계수 측정. 온도변화에 따른 에폭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탄성계수 변화 적음 (감온성 우수),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과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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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 소개 

6.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특성 비교 

항목 본 제품 타사 제품(일본 D사) 타사 제품(미국, 중국) 

형상 
 주제: 고체 

 경화제 : 반고체 

 주제: 고점도 액체 

 경화제 : 고점도 액체 

 주제, 경화제 일체형 액체 

(아스팔트 바인더와 혼합) 

첨가 

방법 

 사전 계량, 포장된 제품을 인력 또는 

전용투입 장치 투입 (현장확인가능) 

 가열, 계량, 혼합 후 투입  

 공정 복잡, 시간 소요, 인력 투입 

 별도 투입구 및 장비 필요 

 별도의 운반(드럼통)계량, 투입 

시설이 필요함 

 가열필요 

취급 

및 

위생 

 직접 손에 닿지 않으므로 안전 

 불가연성 고체  

 취급, 운반이 용이 

 직접 손에 닿을 수 있음 

 취급에 주의 요함 

 인화성 액체 (타기 쉬움) 

 독성의 냄새 발생 (방독면 착용필요) 

 별도의 특수 복장 착용 

 별도의 투입구와 장치가 필요함 

 제조과정의 번거로움 

성능 

 가사시간: 3 시간 

 초기 강도 발현이 빠름 

(조기 교통개방 가능) 

 가사시간: 1.5 시간 

 초기 강도 발현이 느림 

(양생에 시간을 요함) 

 가사시간: 1.5 시간 

 초기 강도 발현 느림 

(양생에 시간을 요함) 

혼합비율  아스팔트:에폭시 80:20  아스팔트:에폭시 70:3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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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시공 

1. 시공 권장 장비 

분류 장비명 규격 용도 비고 

표면처리 

Shot Blaster 

B = 76 ㎝ 레이탄스 제거 

EBE 500 강상판 녹 제거 

Water Jet A5 950B, 500 Bar 세척 및 레이탄스 제거 

코트 
Epoxy Asphalt  
Tack Coat Machine 

Compressed air: 100 
psi (700 kPa) moisture-
free air @ 50 scfm (1.5
㎥/min) 

본드 코트 살포 

포설 

MTV 
(Material Transfer 
Vechicle) 

600 ~ 1,000 Ton/Hour 
혼합물 분리 방지 및 
균일한 온도 유지 
(권장 사항) 

Asphalt Paver 
Vögele Super 1800급 
Basic Width : 2.5~5 m 
Max Width : 8.5 m 

혼합물 포설,  
초기 다짐율 90 % 이상
확보 

다짐 

머캐덤 롤러 10 Ton (R2 Type) 

혼합물 다짐  
다짐율 100 % 목표 타이어롤러 12 Ton 이상 

탄뎀롤러 10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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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시공 

2. 시공 순서 

에폭시아스팔트 포장 전 공정 

기존 노면 절삭 노면청소 및 버럭 모으기 샷블러스팅 노면 연마 

노면 레이턴스 제거 완료 본드코트 살포 규사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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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시공 

2. 시공 순서 

숏블라스터 표면 연마 표면정현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정 

에폭시아스팔트 생산 준비 고형 에폭시 첨가제 준비 에폭시 주제 및 경화제 투입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혼합물 온도 측정 및 관리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 현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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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시공 

2. 시공 순서 

본드코트살포 규사살포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및 다짐 공정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1차다짐(머캐덤롤러) 2차다짐(타이어롤러) 

3차다짐(탠덤롤러) 에폭시아스팔트 방수층 다짐 완료 표층 포설 이후시공 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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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법 비교 

1. 에폭시 & 구스 아스팔트 공법 비교 

구스 아스팔트는 전용 쿠커 및 피니셔가 필요한 반면 고형 에폭시아스팔트는 기존의 포장 장비로 포설이 가

능하며, 혼합물 특성도 기존의 구스 아스팔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입증 

항목 에폭시아스팔트 구스 아스팔트 강상판용 혼합물 요구성능 

시공장비 
피니셔, 롤러 등 일반 시공 장비 

사용 

구스  전용  쿠커 , 피니셔  등의 

특별한 장비 필요 
- 

시공성 특별히 시공 부적합 장소 없음 
급경사 부분에서 혼합물이 흘러 

내려서 곤란함 
- 

공용성 모든 구간에 적용 가능 
교통체증 구간이나 감속 구간에 

적용할 수 없음 
- 

작업량 1,200 ㎡/일 (구스의 약 2배) 640 ㎡/일 - 

소성변형 

저항성 

(동적안정도) 

20,500 ~ 63,000 회/㎜ 

약 300 ~ 500 회/㎜ 

유동변형은 하중 재하 속도가 낮을 

때 큼 

구스: 300 회/㎜ 이상 

에폭시: 5,000 회/㎜ 이상 

유연성 

(휨파괴변형) 
구스 아스팔트와 동등 함 뛰어남 

구스: 8×10-3 이상 

에폭시: 5×10-3 이상 

방수성 
1×10-7㎝/s 이하 (불투수성에 

가까움) 
매우 뛰어남 (불투수성) 에폭시: 1×10-6 ㎝/s이하 

강상판과 접착성 

(접착강도) 
구스아스팔트 이상 뛰어남 

0.6 N/㎟ 이상 (23 ℃) 

1.2 N/㎟이상 (-10 ℃)  

보수 소규모 보수 가능 소규모 보수에 부적합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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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법 비교 

2. 교면 포장 공법 비교 

구분 아스팔트계 LMC공법 콘크리트계 

공법명 
(특허) 

고형 Epoxy Asphalt 
(특허 제1487755호) 

GMA(Guss Mastic Asphalt) 
(특허 제10-1079265호)+개질아스팔트 

HI - CON 
(특허 제10-0975584호) 

SMAT - CON 
(신기술 제665호) 

RPC 
(특허 제10-0880928호) 

개요 

 일반 및 개질 아스팔트에 고형화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혼합한 
것으로 고도의 내유동성, 휨 추종성, 
피로 저항성을 지닌 플랜트 
혼합(plant-mix) 방식의 교량 포장용 
아스팔트 포장공법 

 천연 아스팔트 또는 열가소성 
고분자를 포함한 개질 아스팔트로 
전용cooker에서 220~260℃의 고온 
으로 가열, 액상으로 만들어 흘려 
보낸 후 다짐 없이 마감, 개질재 
투입으로 수명 및 소성 변형, 균열 
저항성을 동시에 극대화 시킨 공법 

 아크릴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로 
포설 후 4 시간 이면 1종 
콘크리트의 7일 강도인 21㎫ 이상 
강도를 발현하며, 내수구성이 
좋으며 바닥 슬라브와 부착력이 
우수한 특성 을 갖는 교면 
재포장공법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첨가한 속경성 
라텍스  콘크리트로 장기간 
교통차단 없이 8~12시간 동안 부분 
차단 후 손상부를 일정 깊이까지 
절삭, VnW차량으로 청소 후 생산, 
포설하여 3~4 시간 양생하고 
개방하는 저탄소공법 

 시멘트에 고로슬래그와 플라이 애쉬 
를 혼합 하여 재료와 시공성 측면 
에서 경제성, 내구성, 효율성을 증대 
시킨 공법, 특수 폴리머 시멘트 계 
블루밍재 사용으로 기존 슬래브와 
부착력 이 뛰어난 친환경/고성능 
교면 포장 공법 

교통개방  노면온도 40 ℃ 교통개방 가능  노면온도 40 ℃ 교통개방 가능  4시간  4시간  3시간 

기대수명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재료구성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 + 경화제 + 
아스팔트(개질), 골재, 채움재 

 GMA(Guss Mastic Asphalt )+ 
개질재, AP, 골재, 채움재 

 초속경 시멘트 + 아크릴계Latex + 
모래, 자갈, 물 

 초속경 시멘트 + SB라텍스 + 
전기로 산화 슬래그, 물 

 시멘트 + 플라이애쉬 + 슬래그 + 
골재, 물 

특징 

 3시간 이상 가사시간 확보로 시공성 
우수 및 다짐도 확보 용이 

 교면 접착력 탁월 

 염해, 수분손상에 매우 강함 

 감온성이 우수 (균열저항성 우수) 

 초기 강도 발현성 우수, 고온 동적 
안정도 우수 (소성변형 저항성 우수) 

 노면 평탄성, 주행성 우수 

 소성변형 저항성 탁월 

 감온성 우수 (피로균열, 저온균열 
저항성 우수) 

 반사균열 저항성 증대 

 별도의 슬라브 보수 필요 없음 

 GMA와 표층 접착력 우수하며, 
안정성, 표층 내구성 및 주행성 우수 

 공극률 0 % (교면 방수 불필요) 

 열화 된 슬라브 보강 및 보호효과 
탁월 

 내구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우수  

 동결융해 저항성 우수 

 장기 평탄성 우수 

 별도의 슬라브 보수 및 유지관리 
없음 

 속경성 (양생4시간 후 개방) 

 저탄소 친환경공법 

 교량 슬라브 단면보강 효과 

 내구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우수 

 동결융해 저항성우수 

 별도의 슬라브 보수 및 유지관리 
없음 

 속경성 (양생4시간 후 개방) 

 균열 저항성 우수 

 투수성 낮음, 부착강도 우수 

 상부/하부층이 완전 부착됨 

 내구성지수 80 % 이상으로 우수 

 압축강도 32 ㎫ 이상 
활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으며 
윤하중에 저항 하고 피복두께 
증가와 슬라브 철근 부식방지 

압축강도  -  -  4 시간 : 31.7 ㎫ / 28 일 : 42.2 ㎫  4 시간 : 36 ㎫ / 28 일 : 50~60 ㎫  39.6 ㎫ 

휨강도     -  4시간 : 7.2 ㎫ / 28일 : 7.6 ㎫  4시간 : 7~8 ㎫ / 28일 : 10~12 ㎫  5~9 ㎫ 

시공순서 

 노면 절삭 (파쇄기) 

 노면청소 및 슬래브 손상부 보수 

 프라이머 및 본드 코트 

 방수층 에폭시아스팔트 포설 4.0 ㎝ 

 택 코트 

 표층 개질아스팔트 포설 4.0 ㎝ 

 노면온도 50 ℃ 이하 교통개방 

 노면 절삭 (파쇄기) 

 노면청소 및 슬래브 손상부 보수 

 프라이머 

 구스아스팔트 포설 3 cm 

 개질아스팔트 포설 및 다짐(5 cm) 

 노면온도 40 ℃ 교통개방 

 노면 절삭 (파쇄기) 

 슬래브 손상부위 워터젯 제거 

 진공 흡입청소 

 레일 거치대 및 레일 설치 

 초속경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 생산 

 브르밍, 포장 및 거치면 마무리 

 4시간 양생 후 교통개방 

 노면 절삭 (파쇄기) 

 슬래브 손상부 VnWSystem으로 제거 
및 청소 

 SMAT-CON생산 및 포설 

 습윤 양생 (3~4시간) 

 4시간 양생 후 교통개방 

 측량 및 레일설치 

 노면 절삭 (파쇄기) 

 표면청소 및 숏블라이트 

 살수 및 비닐 덮개 설치 

 RPC생산 및 포설 

 항침용 블루밍재 도포 

 타이닝, 양생제 살포, 기건 양생 후 
개방 

시공성 

 별도의 기존 방수층이 필요 없음. 

 방수비용 절감 

 일반 아스팔트 포설, 다짐과 동일 

 포설 후 양생과정 불필요하여 공용
중인 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유리 

 별도의 방수층이 필요 없음. 

 방수비용 절감 
(복합 방수 비용 약39,000원/m2) 

 GMA 다짐 불필요 

 슬라브 바닥판 보강 및 포장층 개량
을 동시 진행 하여 공정 간단 

 4시간 양생으로 교통 개방하여 공용
중인 교량 보수에 유리 

 신,구콘크리트 접찹력이 우수하여 시
공 조인트 문제없음, 부분교통 통제 
시공 시 유리 

 메밀믹서 이용 콘크리트 품질 확보 

 기존 보수공정에서 분리되어 시행되
던 열화부 제거 및 진공압 청소 공
정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 할 수 
있는 VnWSystem 적용, 열화부 제거 
공정 투입장비, 인력 50 % 절감 

 작업시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4시간 양생으로 교통 개방하여 공용
중인 교량 보수에 유리 

 포설 전 면처리 : 평삭기 숏블라스팅 
장비 사용하여 평탄 작업과 면처리 
동시 수행 가능 

 일반 콘크리트 생산 : B/P 사용으로 
대량 생산 가능, 균일한 품질 관리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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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법 비교 

3. 아스팔트계 교면포장 공법 비교 

구 분 에폭시아스팔트(Epoxy Asphalt) + 개질아스팔트 구스(Guss Asphalt)(3cm) + 개질아스팔트 방수층 + 개질아스팔트 

시공단면 

포장구성 

 표층 : 개질아스팔트 4.0 ㎝ 

 방수층 : 에폭시아스팔트 4.0 ㎝ 

 본드코트 : 에폭시 바인더 (방수 불필요) 

 표층 : 개질아스팔트 4 ㎝ 

 방수층 : 구스아스팔트 4 ㎝ 

 방수 불필요 

 표층 : 개질아스팔트 4 ㎝ 

 기층 : 개질아스팔트 4 ㎝ 

 방수층 : 도막식, 시트식, 복합식, 에폭시, MMA 등 

설계수명  20 년 이상  20 년 이상 / 국내 18년간 공용 중 (하자사례 없음)  10 년 / 하자사례 다수 발생 

장점 

표층 

(마모) 

 열경화성 에폭시수지 혼합으로 고온강성 매우 우수 

 내구성 우수 주행 안정성 우수 

 수분안정성 우수, 염화칼슘 등 염해로부터 안전  

 골재의 맞물림 특성 증대로 소성변형 저항성 증대 

 내구성 및 미끄럼 저항성 증대 

 우천시 노면 반사가 적어 주행안전성 유리 

 골재의 맞물림 특성 증대로 소성변형 저항성 증대 

 내구성 및 미끄럼 저항성 증대 

 우천시 노면 반사가 적어 주행안전성 유리 

기층 

(바인더) 

 교량 상판과 접착력 강화 

 불투수층 (공극률 2 % 이하) 

 휨 추종성 우수 

 포장 두께 및 사하중 감소 

 별도 방수층이 필요 없음, 완벽한 불투수층(공극률 0%) 

 구스아스팔트와 표층 개질아스팔트의 강력한 접착력 발휘 

 휨, 진동에 대한 추종성 우수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우수 

 복합방수제 사용 

 초기공사비 구스아스팔트 대비 약간 저렴 

단점  경화제 사용에 따라 가사시간 이내 시공 필수  
 GUSS 전용 특수 장비 사용 (쿠커, 피니셔) 

 기존(방수+개질) 공법에 비하여 고가 

 동절기 저온 및 종방향 균열발생 우려 

 진동 및 충격에 약함 

 유지관리 비용 증가(균열, 박리 파손 등) 

공정 비교 

No 공정명 공정 비교 ㎡ 단가 비교 No 공정명 공정 비교 ㎡ 단가 비교 No 공정명 공정 비교 ㎡ 단가 비교 

1 노면절삭 노면 파쇄 동일 1 노면절삭 노면 파쇄 동일 1 노면절삭 노면 파쇄 동일 

2 표면처리 청소 및 면정리 동일 2 표면처리 청소 및 면정리 동일 2 표면처리 청소 및 면정리 동일 

3 접착층 프라이머 동일 3 접착층 프라이머 동일 3 접착층 프라이머 동일 

4 방수 
본드코트 ￦25,300 

4 방수 

구스아스팔트 ￦69,000 

4 방수 복합 방수 ￦25,000 

5 택코트 5 택코트 5 택코트 1차 택코트 ￦600 

6 방수층포설 에폭시 4.0 ㎝ ￦38,800 6 방수층포설 6 기층포설 개질 4.0 ㎝ ￦11,000 

7 택코트 2차 택코트 ￦600 7 택코트 2차 택코트 ￦600 7 택코트 2차 택코트 ￦600 

8 표층포설 개질 4.0 ㎝ ￦11,000 8 표층포설 개질 4.0 ㎝ ￦11.000 8 표층포설 개질 4.0 ㎝ ￦11,000 

경제성 

 공정 합계 금액 : 75,700원/㎡ (4 ~ 8 공정) 

 공용 연한 20년 기준: 75,700원/㎡ (4 ~ 8 공정합계) 
※ 공용 20년 기준 기존(방수+개질)공법 대비 20,700원/㎡ 절감 

 공정 합계 금액 : 80,600원/㎡ (4 ~ 8 공정) 

 공용 연한 20년 기준: 80,600원/㎡ (4 ~ 8 공정합계) 
※ 공용 20년 기준 기존(방수+개질)공법 대비 15,800원/㎡ 절감 

 공정 합계 금액 : 48,200원/㎡ (4 ~ 8 공정) 

 공용 연한 20년 기준: 96,400원/㎡ (4 ~ 8 공정합계) 
※ 공용 20년 기준 절감액 - 

시공실적 
 국도38호선 두학2교,명지육교, 도쿄 고속도로 시바카와, 
아라카와 대교, 오나하마 항 등 15 개소  

 영종대교, 인천대교, 명지대교, 광안대교 등 교량에 대한 
시공실적 36개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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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법  적용 사례 

1. 고형 에폭시 

프로젝트명 (교량명) 형식 주경간 DECK 포장두께 시공위치, (포장년도) 

Nagoya Highway Myoudoucho Ramp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40 ㎜ 일본 (2007) 

Tomei Highway Ebina Junction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40 ㎜ 일본 (2010) 

Japan Construction Mechanization 
Association Technical Research Center(Trial)   알루미늄바닥판 40 ㎜ 일본 (2010) 

Tokyo Highway 2nd Arakawa Bridge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40 ㎜ 일본 (2010) 

National Highway Route No. 23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40 ㎜ 일본 (2010) 

National Highway Route No. 416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40 ㎜ 일본 (2010) 

National Highway Route No. 34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50 ㎜ 일본 (2010) 

Toda Widening and Paving Project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40 ㎜ 일본 (2010) 

Port Onahama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40 ㎜ 일본 (2010) 

Main Local Road Ohamaayabe Line 강상판 상자형교 강바닥판 40 ㎜ 일본 (2010) 

 국내 실적 

 일본(일본도로㈜) 

프로젝트명 (교량명) DECK 포장두께 시공위치, (포장년도) 

남해고속국도 사천IC 램프(시험시공) 콘크리트 50 ㎜ 경남 사천(2011) 

국도 38호선 두학2교 콘크리트 80 ㎜ 충북 제천(2015) 

국도 38호선 명지육교 콘크리트 80 ㎜ 충북 제천(2015) 

국도 25호선 백동교, 용포1교 콘크리트 80 ㎜ 전남 화순(2015) 

국도 21호선 하봉교 콘크리트 80 ㎜ 전북 완산(2015) 



Innovative Bitumen Systems 

www. aoneroad.com ……………………………………………………………………….………….…… Solid Type Epoxy Asphalt Bridge Pavement (고형 에폭시 아스팔트 교면포장) 19 

Ⅳ. 공법 해외 적용 사례 

2. 액상형 에폭시 

프로젝트명 (교량명) 형식 주경간 DECK 포장두께 시공위치, (포장년도) 

WIT Yangtze River Bridge 현수교 1,280m 강바닥판   Wuhan CHINA (2007) 

Haihe Fumin Bridge 현수교 300m 강바닥판   Tianjin CHINA (2008) 

Cathay Pacific Bridge in Tianjin 아치트러스트교 250m 강바닥판 50 ㎜ Tianjin CHINA (2008) 

Min Pu Bridge 사장교 708m 강바닥판 50 ㎜ Shanghai CHINA (2009) 

Jiangyin Yangtze River Bridge 현수교 1,386m 강바닥판   Jiangyin CHINA (2009) 

Wuhan Tianxingzhou Yangtze River Bridge 사장교 504m 강바닥판   Wuhan CHINA (2009) 

프로젝트명 (교량명) 형식 주경간 DECK 포장두께 시공위치, (포장년도) 

江蘇省 潤楊大橋 Runyang  사장교 1,490m 강상판 50 ㎜ 
(修繕）下層残し 중국 2007(대유건설) 

広東省 黄浦大橋 Huangpu  현수교 1,108m 강상판 35+ 35 ㎜ 중국 2008(대유건설) 

広東省 虎門大橋 Humen  현수교 1,650m 강상판 35+ 35 ㎜ 중국 2009(대유건설) 

귤현대교 강판형교 170m 콘크리트바닥판 40+ 40 ㎜ 한국 2009(한수도로) 

江蘇省 江陰大橋 Jiangyin  현수교 1,385m 강상판 50 ㎜  
修繕 下層残し 중국 2010(대유건설) 

広東省 虎門大橋 Humen  현수교 1,650m 강상판 35+35 ㎜ 중국 2010(대유건설) 

広州省 東沙大橋 Dongsha 사장교 338m 강상판 35+35 ㎜ 중국 2010(대유건설) 

 중국(Ningwu Chemical) 

 일본(대유건설) 

프로젝트명 (교량명) 형식 주경간 DECK 포장두께 시공위치, (포장년도) 

Lions Gate 현수교 473m 강바닥판 40 ㎜ 캐나다 (1975) 

Oakland Bay 현수교 704m 콘크리트바닥판 20 ㎜ 미국 (1977) 

Ben Franklin 현수교 533m 강바닥판 32 ㎜ 미국 (1986) 

Golden Gate 현수교 1,280m 강바닥판 50 ㎜ 미국 (1986) 

Runyang 현수교 1,490m 강바닥판 55 ㎜ 중국 (2004) 

Pingsheng 현수교 350m 강바닥판 50 ㎜ 중국 (2006) 

 미국(Cam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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