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시공을 통한 라이애쉬 

콘크리트 포장 용 특성

Application of Fly Ash Concrete in the Pavement

 홍  승  호*  이 병 덕* 한 승 환**

Hong, Seung Ho․Lee Byung Duk․Han Seung Hwan

ABSTRACT

The case of failure of Alkali-silica reaction (ASR) on the cement concrete pavement was reported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America, the fly ash has less than 10 percent Cao reported that 

prevent expansion by ASR. Most of all fly ash in Korea have less than 10 percent CaO, therefore 

it is similar ASTM F fly ash in the USA. Crushed aggregates of the test section had expansion 

behavior by potential ASR that the ASTM C 1260 test method tested expansion 0.17 percent 

during 14 days. The test section of concrete pavement used crushed aggregate was constructed 

that fly ash have 20 percent weight of cementitious materials to prevent expansion by ASR. This 

study was performed flexural strength test for elapsed days and durability by freeze-thaw test. It 

was shown that flexural strength was increased elapsed days and good performed freeze-thaw test. 

This study shown that fly ash concrete pavement was good performance in the test section.     

요  약

국내 일부 고속도로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서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의한 피해 사례가 학계에 보고

되었다. 미국에서는 CaO 함량이 10% 이하인 라이애시를 일정량 이상 콘크리트에 용할 때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팽창 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산 라이애시 부분은 CaO 함

량이 10% 이하로서 미국 ASTM 기 의 F 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STM C 1260 시험에서 

14일에 0.17%의 팽창이 발생하여 잠재 인 알칼리-골재 반응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구간에 하여 

시멘트 80%와 라이애시 20%가 혼합된 콘크리트 포장 시험시공을 실시하 다. 시험시공 구간에 

용된 라이애시 콘크리트에 하여 재령별 강도시험, 동결-융해 시험을 통하여 내구 특성을 분석하

고 추 조사를 통한 공용 상태를 분석하 다.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라이애시 콘크리트의 휨강

도는 재령 경과에 따라 약간 낮은 강도를 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이 애시는 콘크리트 강도 

발 이 지속 으로 발 하여 90일 재령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에 96% 나타났다. 본 시험시공 구간에 

용된 라이애시 콘크리트는 재령에 따라 휨강도가 증진되었고, 동결-융해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시험시공 결과 분석을 통하여 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의 장 용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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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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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재료, 품질 리, 시공 리  기환경 변화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골재에 의한 손으로 알칼리-골재 반응이 있다. 국

내 일부 고속도로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서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의한 피해 사례가 학계에 보고되었

다 1). 미국에서는 CaO 함량이 10% 이하인 라이애시를 일정량 이상 콘크리트에 용할 때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팽창 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국내산 라이애시 부분은 CaO 

함량이 10% 이하로서 미국 ASTM 기 의 F 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STM C 1260 시험에

서 14일에 0.17%의 팽창이 발생하여 잠재 인 알칼리-골재 반응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구간에 하

여 시멘트 80%와 라이애시 20%가 혼합된 콘크리트 포장 시험시공을 실시하 다. 시험시공 구간에 

용된 라이애시 콘크리트에 하여 재령별 강도시험, 동결-융해 시험을 통하여 내구 특성을 분석하

고 추 조사를 통한 공용 상태를 분석하 다. 본 시험시공 구간에 용된 라이애시 콘크리트는 재

령별로 휨 강도가 증진되었고, 동결-융해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시험시공 결과 분석을 

통하여 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의 장 용성을 확인하 다.

2. 시험시공 개요

2.1 알칼리-골재 반응 시험

본 연구에서는 굵은 골재의 알칼리-골재 반응 특성은 KS F 2545 (화학법)에서 용해한 실리카 (Sc : 

mmol/L)가 28.2, 알칼리도 감소량 (Rc : mmol/L)이 130.9가 측정되어 유해하지 않은 골재로 정되었

다. ASTM C 1260 ( 진모르타르시험법) 시험에서는 14일 재령에 0.172%의 팽창으로 잠재 인 알칼리

-골재 반응성이 있는 것으로 정되었다.

2.2 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 배합 특성

본 시험시공 구간의 콘크리트용 골재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잔골재의 경우 조립율(F.M)이 2.4로 약

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 배합 특성은 표 2와 같이 시멘트는 294kg/

㎥과 라이애시 74kg/㎥으로 체 결합재의 단  량은 368 kg/㎥으로 설계되었다. 

구분 최  치수(mm) 조립율 (F.M) 비  (S.G) 흡수율 (%) 마모율(%) 산지

굵은 골재
19 6.62 2.66 1.23 18.8 북 완주군 

고산면32 6.32 2.63 1.25 17.9

잔골재 5 2.41 2.57 1.25 - 충남 부여군

표 1. 익산-장수 1공구 골재 특성

구분
슬럼

(mm)

공기량

(%)

단

시멘트량

(kg/㎥)

라이애시

(kg/㎥)

W/C

(%)

S/A

(%)

잔골재

(kg/㎥)

굵은골재

(kg/㎥)
W

(kg/㎥)

AE

(kg/㎥)
19mm 32mm

시방 6 6 294 74 41 39 670 215 842 151 2.028 0.55%

장 6 6 294 74 38 38 663 215 860 140.4 2.028 0.55%

표 2. 시험시공 구간 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 배합 설계



2.3 라이애시 콘크리트 생산  포설

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 장 시험시공에 앞서 배쳐 랜트에서 시험 생산하여 공기량  슬럼

를 시험하 다. 배쳐 랜트에서 1차 시험 생산된 라이애시 콘크리트 슬럼 가 5.5cm로 낮아 조정

을 지시한 후 2차 시험생산에서 슬럼  7cm, 공기량 5%가 측정되어 장 타설용 콘크리트 생산하

다. 장에 1차 도착된 라이애시 콘크리트는 슬럼 는 3cm로 페이버 작업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공기량이 2.9%로 낮아져 공기량을 상향시키도록 하 다. 2차 도착된 라이애시 콘크리트의 슬

럼 는 3.5cm, 공기량은 5%가 측정되어 포설을 진행하 다.

 

3. 결   과

3.1 슬럼   공기량 특성

본 시험시공 라이애시 콘크리트는 배쳐 랜트 생산 후 장 도착 후 포설 시간별 슬럼  변화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1.9cm에서 최  4.5cm 가 측정되었다. 한, 연행 공기량은 그림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공 기에 최  2.9%가 측정되었고, AE제 조정을 통하여 공기량이 상승하여 최

 6.48%까지 측정되었다. 본 시험시공 장에서는 혼화제량 조 을 통하여 5%의 공기량이 발생하도

록 조 할 수 있었으며, 라이애시의 특성인 시간 경과에 따른 공기량 감소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3.2 블리딩 시험결과

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과 일반 콘크리트 포장의 시간에 따른 블링딩량을 측정하여 그림 2와 같

이 측정되었다. 일반 으로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블리딩은 W/C에 향을 크게 받으며, 본 시험시

공 구간에서 일반 콘크리트의 W/C가 45%이고 라이애시 콘크리트의 W/C가 38%로서 물이 게 

사용된 라이애시 콘크리트에서 은 블리딩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본 구간에서 측정된 블리딩

량은 라이애시 콘크리트에서 각각 0.0021㎖/㎠, 0.0020㎖/㎠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에서 각각 0.0752

㎖/㎠, 0.0757㎖/㎠ 이었다. 라이애시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 블리딩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라이애시 콘크리트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블리딩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일반 콘크리

트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블리딩이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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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휨강도 시험결과

휨강도 시험에서 그림 35와 같이 3일 재령에 라이애시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2.51 MPa가 측정되

었고, 일반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3.17 MPa가 측정되어 일반과 비교하여 79%로 약간 낮은 상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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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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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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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28일 재령에서는 라이애시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4.22MPa이 측정되었고, 일반 콘크리트

의 휨강도는 5.31MPa가 측정되어 일반과 비교하여 라이애시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재령 경과에 따

라 약간 낮은 강도를 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8일 이후 장기 강도 발 에서는 일반 콘크리트는 

강도 발 이 낮게 증진되었으나, 라이 애시는 콘크리트 강도 발 이 지속 으로 발 하여 90일 재령

에서는 라이애시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5.36MPa로서 일반 콘크리트에 96%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3.4 동결-융해 시험결과

동결-융해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 시편은 공기량이 6%가 측정된 지

에서 채취된 콘크리트로 제작하 다. 라이애시 콘크리트 시편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결-융

해 300 사이클 동안 97.5%의 상 동탄성 계수를 나타냈다. 본 구간에서 채취된 라이애시 콘크리트 

시편은 동결-융해에 한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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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결-융해 시험결과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본 시험시공 장에서는 혼화제량 조 을 통하여 5%의 공기량이 발생하도록 조 할 수 있었으

며, 라이애시의 특성인 시간 경과에 따른 공기량 감소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라이애시 콘크리트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블리딩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일반 콘크

리트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블리딩이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3)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라이애시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재령 경과에 따라 약간 낮은 강도를 

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이 애시는 콘크리트 강도 발 이 지속 으로 발 하여 90일 재

령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에 96% 나타났다.

4) 시험시공 구간에서 채취된 라이애시 콘크리트 시편은 동결-융해에 한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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