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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deterioration reason of jointed concrete pavement. Image 

analysis tes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ASTM C 457 using concrete core specimens. Durability 

factors were estimated according to spacing factor, which is related with air content and air-void 

information. Test results show that spacing factors of most specimens were estimated above 250μ

m so that investigated concrete pavement has the problem of freeze and thawing resistance.

요  약1)

본 논문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의 열화 원인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콘크리트 코어

시편을 사용하여 ASTM C 457에 의거한 화상분석(Image Analysis) 실험을 실시하 다. 경화시편의 

공기량, 공극구조분포  간격계수(Spacing Factor) 정보를 수집하고 공극구조와 계한 내구성지수

(Durability Factor)를 평가하 다. 평가결과 부분 시험편의 간격계수가 250μm 이상으로 평가되어 

동결융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일반 으로 콘크리트 포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필연 으로 열화 상이 발생한다. 특히, 콘

크리트 포장은 조인트가 설치되므로 동결융해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화

부 의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하여 화상분석 실험을 콘크리트 시편의 공극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내구

성 지수를 평가하 다. 콘크리트 포장의 코어시편 채취하고 육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장층으로 물과 

염화물의 유입이 자유로운 부에서 비교  손이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물의 유입이 불가능한 차

선 앙부는 비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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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화상분석 실험은 ASTM C 457에 하여 개발된 자동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표 1은 화

상분석에 용한 콘크리트 배합표를 나타낸다.

W/C(%) S/a(%)
Unit Weight( )

AEA(%)
W C S G(25mm)

44.2 38.0 148 335 703 1,163 0.5

표 1. 화상분석 실험에 용된 콘크리트 배합표

3. 결과  고찰

그림 1은 화상분석을 통해 평가된 간격계수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부

분 간격계수가 250μm이상으로 평가되어 Kansas DOT 간격계수 기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ansas DOT에서는 간격계수와 내구성지수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자체 기 을 마련하여, 간

격계수를 250μm이하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림 2는 평가된 간격계수를 이용하여 내구성 지수를 

측한 그래 로서, 부분 취약한 공극구조로 인해 내구성지수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동결

융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조사 결과 포장층으로 물과 염화물의 

유입이 허용되는 부에서 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차선 앙부에서는 손이 찰되지 않았으므

로 조사된 콘크리트 포장의 주 손 원인은 동결융해 작용일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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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구성지수 측

4. 결 론

콘크리트 코어시편의 화상분석 실험결과 총 21개의 시험편에서 Kansas DOT 기 (간격계수 250μm

이하)을 만족하는 시험편은 단지 2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의 시험편의 간격계수는 250μm 이상으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조사된 콘크리트 포장의 주 열화 원인  하나는 동결융해작용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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