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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고속도로의 콘크리트포장은 아스팔트포장에 비해 초기 

건설비용은 크지만 구조 수명간 총 생애주기비용(LCC) 관

점에서 경제성이 우수하여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 콘

크리트 포장 연구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기존 콘

크리트에 라텍스를 첨가하여 제조한 라텍스개질 콘크리트

(Latex Modified Concrete)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

다.2) 특히 고속도로의 교면개량공사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기 강도 발현을 목적으로 초속경시멘트에 라텍스를 

혼입한 RS-LMC (Rapid Setting Latex Modified Concrete)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품질관리 기준에 합격한 RS-LMC를 사용하여 교면개량공

사를 실시하더라도 시공 중에 통행제한을 하지 못하는 고속

도로의 많은 교량구간에서 Fig. 1과 같은 균열이 보고되고 

있다. 초기양생단계에서 이러한 균열의 주요 발생요인은 초

속경시멘트의 높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수축과 통과차량의 

진동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양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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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량진동과 온도수축이 RS-LMC 포장의 균열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실제 교량구간의 진동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포장진동시

험장치(Pavement Shaking Table, PST)를 개발하여, 교면포장

공사에 사용되는 RS-LMC의 진동특성과 온도수축의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폭과 라텍스 혼입량을 실험변수로 

한 총 12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진동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하였다. 

2. 문헌연구

Walter. D. G4)의 LMC 실험 연구에 의하면, 15~20%의 폴

리머-시멘트비를 사용할 경우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LMC

의 인장강도가 80% 이상 증가하는 반면 탄성계수는 2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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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S-LMC (Rapid Setting Latex Modified Concrete) has been widely used as repair material for bridge deck overlay or 

rehabilitation, because the overlaid pavement could be opened to the traffic after 3 hours of curing. Although the field performance of 

RS-LMC generally indicates that it has an excellent bonding to the substrate and shows a long term performance, the crack by 

vibration of vehicles have been happened on the overlay of bridges in technical reports. In this study, experimental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vibration properties of RS-LMC overlays by using P.S.T (Pavement Shaking Table). Total 12 specimens 

were tested and the variables are Latex-cement ratio (L/C) and amplitude of vibr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cracks and 

the total length of cracks are reduced as the increase of Latex-cement ratio (L/C) until 15%. And the crack occurs at a very small 

strain than the proposed values by Walter, D, G and design codes.

Keywords : RS-LMC, vibration, concrete pavement, bridge deck, overlay

Fig. 1 Pavement crack of bridge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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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ter. D. G는 실험결과를 바탕

으로 고분자 혼합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식 (1)

과 (2)로 제안하였다.5)

 ×′  in (MPa)  (1)

 ×′  in (MPa)  (2)

ACI 318-086), CEB-FIP MC907) 및 KCI-20128)는 LMC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안하고 있지 않고 일반 콘크리트에 대

하여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 ACI 318

 ′  in (MPa)  (3)

 ′  in (MPa)  (4)

- CEB-FIP MC90

 
′ in (MPa)  (5)

 ∙
′ in (MPa)  (6)

- KCI 2012

   in (MPa)  (7)

   in (MPa)  (8)

Walter. D. G 및 설계기준들이 제안한 인장강도와 탄성계

수에 선형탄성관계를 적용하여 LMC와 일반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변형률을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식 (1)~식 

(8)을 이용하여 RS-LMC의 균열 발생 변형률의 대략적인 크

기를 예상할 수 있고, 실제 실험에 의한 RS-LMC의 변형률

과 비교하고자한다.

3. 실험계획

3.1 실험재료

3.1.1 시멘트 및 골재

시멘트는 국내 I사와 S사에서 생산되는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물-시멘트비(W/C)는 38%를 사용하였다. 비

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연산 계

열의 지연제(Retarder)를 시멘트 중량의 0.3% 사용하였다. 

굵은골재최대치수는 19 mm 부순돌을 이용하였고, 잔골재

는 천연강모래를 사용하였다. 잔골재율(S/a)은 56%로 배합

하였다.

3.1.2 라텍스(Latex)

라텍스는 국내 I사와 S사의 액상형 아크릴라텍스(AL)를 

사용하였다. 라텍스는 우유빛 액상 물질로 고형분(Solid content) 

50%, 소량의 계면활성제 및 물 50%로 구성되어 있다. 콘크

리트 배합 시 라텍스에 포함된 물을 고려하여 추가할 배합수

의 양을 조정하였고, 최종 물-시멘트비(W/C)는 38%가 되도

록 하였다.

3.2 실험체 제원

본 연구에서 사용된 RS-LMC 배합표는 Table 1과 같고 전

체 12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주요 실험 변수는 진폭과 

라텍스-시멘트비(L/C)이다. 진폭은 ±0.0 mm (무진동), ±0.5 mm 

Table 1 Concrete mix proportion

Index


(MPa)


(MPa)

Period

(sec)

Amplitude

(mm)

Thickness

(mm)

Slump

(cm)

Unit weight (kg/m3) L/C

(%)

retarder

(%)W C S G Latex

RS-LMC7.5 12.04 2.8 1 ±1.5 50 7 89.7 390 909 731 AL (So:50%) 59 7.5 0.3

RS-LMC10 16.05 2.76 1 ±1.5 50 13 89.7 390 909 731 AL (So:50%) 78 10 0.3

RS-LMC12.5 26.18 2.94 1 ±1.5 50 20 89.7 390 909 731 AL (So:50%) 98 12.5 0.3

RS-LMC17.5 23.79 3.16 1 ±1.5 50 17 89.7 390 909 731 AL (So:50%) 137 17.5 0.3

RS-LMC20 30.25 3.01 1 ±1.5 50 17 89.7 390 909 731 AL (So:50%) 156 20 0.3

RS-LMC25 17.67 2.10 1 ±1.5 50 9 89.7 390 909 731 AL (So:50%) 195 25 0.3

±1.5 RS-LMC15 19.49 2.02 1 ±1.5 50 7 89.7 390 909 731 AL (So:50%) 117 15 0.3

±1.0 RS-LMC15 28.19 2.91 0.67 ±1.0 50 14 89.7 390 909 731 AL (So:50%) 117 15 0.3

±0.5 RS-LMC15 20.01 3.06 0.34 ±0.5 50 23 89.7 390 909 731 AL (So:50%) 117 15 0.3

±0.0 RS-LMC15 15.00 2.28 0 0 50 20 89.7 390 909 731 AL (So:50% 117 15 0.3

B-RS-LMC15 18.37 2.25 1 ±1.5 100 20 89.7 390 909 731 AL (So:50%) 117 15 0.3

RS-LMC15 14.72 2.00 1 ±1.5 100 18 89.7 390 909 731 AL (So:50%) 117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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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800), ±1.0 mm (L/1200) 및 ±1.5 mm (L/600)로 변화를 주

었고, 라텍스-시멘트비(L/C)는 진폭 ±1.5 mm에 대하여 각각 

7.5%, 10%, 12.5%, 15%, 17.5%, 20%, 25%로 다르게 하여 실

험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부착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B-RS- 

LMC15 실험체를 별도로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3.2.1 슬럼프 시험

슬럼프 실험은 KS F240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Fig. 

2(a)는 슬럼프 측정 모습이고, 각 실험체의 슬럼프 측정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2.2 강도시험(압축, 인장, 부착)

강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압축강도, 인장강도 및 부착강

도를 측정하였다. 압축강도는 타설 후 진동실험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의 초기강도와 재령 28일의 설계기준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초기강도는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여 반발값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재령 28일의 설계기준압

축강도는 KS F2405 규정에 따라 ∅× 규격의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Fig. 2(b)와 같이 실험하였다. 인장강도

는 KS F2423 규정에 의해 Fig. 2(c)와 같이 쪼갬인장강도 실

험을 하였다. 부착강도 실험은 실험체 B-RS-LMC15의 진동

실험을 마친 후, 실험체 좌측, 우측 및 중앙의 3개소에서 Fig. 

2(d)와 같이 실시하였다.

3.3 포장진동시험장치(Pavement Shaking Table)

Fig. 3(a)는 포장진동시험장치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포장진동시험장치는 H사의 5마력 전동모터와 자체 제작한 

진동대를 조합하여 제작하였다. Fig. 3(b)는 실험체의 기하

적 제원과 계측 상세도를 나타낸 것이다. 변형률을 측정하

기 위하여 실험체 중앙 상하면에 매립형 센서(스트레인게이

지)를 2개 설치하였다. 포장진동시험장치는 피스톤이 상하 

연직방향으로 최대 ±40 mm 내에서 변위를 일으켜 수직진동

을 모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포장진동시험장치와 연결

된 주기 조절 장치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고, Fig. 4는 실험

체에 발생시킨 진폭과 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a) P.S.T detail

(b) Sensor detail

Fig. 3 Details of the pavement shaking table

(a) L/600(±1.5mm)

(b) L/1200(±1.0mm)

(c) L/1800(±0.5mm)

Fig. 4 Applied displacement and period of PST

(a) Slump test (b) Compression test 

(c) Splitting tensile test (d) Bond test

Fig. 2 Materi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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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동은 타설 후 3시간 동안 작용시켰고 실험체의 처짐

을 기준으로 결정한 진폭 ±1.5 mm, ±1.0 mm, ±0.5 mm를 조

화진동으로 작용시켰다. 이때 각각의 진폭에 대한 주기는 

1 Hz, 1.5 Hz, 2.94 Hz이다. 진동시험장치의 바닥판은 진동

에 의한 피로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로 1,800 mm, 

세로 400 mm 및 두께 20 mm의 강판으로 제작하였고, 내부

를 관찰할 수 있도록 높이 200 mm의 투명아크릴을 측면에 

조립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균열 특성

4.1.1 라텍스-시멘트비(L/C)에 따른 균열 특성

동일한 진동(진폭 ±1.5 mm)이 작용할 때 라텍스 함량에 

따른 균열 특성을 파악하고자 라텍스-시멘트비(L/C)를 다르

게 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각 실험체의 물성치에 변화

를 줄 수 있는 지연제 첨가량, 물-시멘트비는 동일하게 하고, 

라텍스-시멘트비(L/C)를 7.5%, 10%, 12.5%, 15%, 17.5%, 

20% 및 25%로 변화시켰다. 균열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발생하였고, 진동실험을 마친 각 실험체의 

균열형상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체에서 1시간 이

내에 최초의 균열이 관찰되었고, 균열은 실험체 중앙부에서 

좌우측 30 cm 이내에서 발생하였다. Fig. 6과 Table 2는 균열 

관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텍스-시멘트비(L/C)가 가장 

낮은 7.5%에서 균열 개수는 8개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균열의 총 길이는 1,300 mm로 가장 길었다. 라텍스-시멘트

비(L/C)가 증가할수록 균열 개수와 균열의 총 길이는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균열 개수는 라텍스-시멘트비(L/C) 

12.5% 그리고 총 길이는 17.5% 이상에서 일정한 값으로 수

렴하였다. 즉, 일정 수준까지 라텍스를 첨가하면 진동에 의

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저감시킬 수 있고, 이는 고형분 라텍

스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증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4.1.2 진폭에 따른 균열 특성

진폭의 크기에 따른 균열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라

텍스-시멘트비(L/C)는 15%로 동일하지만 진폭은 ±0.0 mm, 

±0.5 mm, ±1.0 mm 및 ±1.5 mm 4가지로 변화시켜 실험을 진

행하였다. Fig. 7은 진폭에 따른 균열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Table 3은 진폭에 따른 균열특성(길이, 개수, 시간)을 정리한 

(a) RS-LMC7.5

(b) RS-LMC10

(c) RS-LMC12.5

(d) ±1.5 RS-LMC15

(e) RS-LMC17.5

(f) RS-LMC20

(g) RS-LMC25

Fig. 5 Crack shapes as L/C 

Fig. 6 Crack properties as L/C

Table 2 Crack results according to the L/C (%)

Spec

Crack

Count

(ea)

Total length

(mm)

First crack

Time (minute)

RS-LMC7.5 8 1300 49

RS-LMC10 4 650 25

RS-LMC12.5 2 550 10

±1.5 RS-LMC15 2 490 13

RS-LMC17.5 2 400 40

RS-LMC20 1 400 35

RS-LMC25 2 4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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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진폭이 큰 ±1.5 RS-LMC15 실험체는 최초 균열이 중

앙부에서 13분에 빨리 관찰되었다. 진폭 ±1.0 mm 실험체는 

24분에 최초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두 실험체 모두 중앙부

에서 양쪽으로 20 cm 이내에서 균열이 관찰되었다. 진폭 

±0.5 mm 실험체와 ±0.0 mm 실험체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텍스-시멘트비(L/C) 15%일 때, ±1.0 mm (L/1200) 

진폭 이상의 진동이 작용해야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균열특성만을 고려한다면, 진폭변화에 따른 균열특성

(균열개수, 균열의 총 길이)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4.1.3 응결시간에 따른 균열 특성

지연제는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늦추어 응결시간을 길어

지게 하므로 지연제를 첨가하면 작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수화열을 낮출 수 있다. 초기 수화열에 의

한 균열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체와 시멘트 중량의 0.3%를 첨가한 실험체를 제작하여 

균열을 관찰하였다. 두 실험체 모두 진동을 가하지 않았고 

라텍스-시멘트비(L/C)는 15%로 동일하게 하였다. 지연제 

함량이 0%인 실험체에서는 Fig. 8(a)와 같이 거북등 균열과 

흡사한 다수의 균열이 관찰되었지만, 지연제를 첨가한 실험

체에서는 Fig. 8(b)와 같이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4.1.2절의 진폭에 따른 균열 특성 분석에 이용된 실험체들에

서 관찰된 균열은 모두 진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라텍스와 지연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온도수축에 의한 균열

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강도 특성

4.2.1 부착강도 특성

보수재료에 요구되는 주요한 성능중 하나인 부착강도를 

살펴보고자 B-RS-LMC15 실험체를 별도로 제작하여 직접인

발 부착시험을 실시하였다. 부착시험에 사용된 B-RS-LMC15 

실험체는 두께 5 cm 1층(기존) 포장판을 타설한 후 충분히 

경화시키기 위해 48시간을 양생하여 추가로 5 cm 2층(신설) 

포장판을 타설하였다. 2층 포장판 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동안 ±1.5 mm 진폭의 진동을 도입시켰다. 실험체 좌측, 우측 

및 중앙부에서 직접인발 부착시험을 실시한 결과, Fig. 9와 

같이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계면에서는 부착파괴가 발생하

지 않았고 신콘크리트가 파괴되었다. 부착강도 실험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서는9) 기

존바닥판과 교면포장체 사이의 부착강도를 최소 1.4 MPa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측정된 부착강도는 모두 2.0 MPa 

이상 확보하였다. 즉, 진동을 받는 덧씌우기 RS-LMC 콘크

(a) ±1.5 RS-LMC15

(b) ±1.0 RS-LMC15

(c) ±0.5 RS-LMC15

(d) ±0 RS-LMC15

Fig. 7 Crack pattern as amplitude

Table 3 Crack results according to the amplitude

Spec
Amplitude

(mm)

Count

(ea)

Total 

length

(mm)

First 

crack

time 

(minute)

±0 RS-LMC15 0 0 0 0

±0.5 RS-LMC15 ±0.5 0 0 0

±1.0 RS-LMC15 ±1.0 4 850 24

±1.5 RS-LMC15 ±1.5 2 490 13

(a) RS-LMC15(Retarder = 0%)

(b) ±0 RS-LMC15(Retarder = 0.3%)

Fig. 8 Crack shapes as retarder(amplitude=0)

Fig. 9 Bond strength test

Table 4 Test result of bond strength

Spec
Test location

Left (MPa) Center (MPa) Right (MPa)

B-RS-LMC15 2.0 2.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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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포장은 라텍스 첨가 시 부착강도가 증가하여 기존 바닥

판콘크리트와 일체화 거동이 가능 할 것으로 평가된다.10) 

4.2.2 슈미트해머를 이용한 반발강도

콘크리트 타설 직후 3시간 동안의 강도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비파괴 실험방법인 슈미트해머로 반발치를 측정하였

다. 측정위치는 Fig. 11과 같이 각 실험체 좌측, 우측 및 중앙

의 3개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5분 간격으로 타격하였고 각 

위치에서 측정된 반발경도 평균을 Fig. 10에 도시화하였다. 

실험결과 경화 시작시간( )은 평균 55분으로 측정되었고, 

경화 종결시간()은 평균 139분으로 측정되었다. 반발경도

가 측정되기 시작해서 수렴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84분으로 측정되었다. 즉,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여 

강도가 최종 발현되는 시간까지 세심한 품질관리가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변형률 특성 

4.3.1 주기 변화에 따른 변형률 특성

콘크리트가 경화된 이후 진폭 ±1.5 mm에서 주파수에 변

화를 주어 변형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12는 0.2~2 Hz

의 주파수를 5분 간격으로 변화시켰을 때 측정된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결과,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의 주기변

화는 변형률 변화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진동 도입에 의한 변형률 특성

진동 도입에 의한 실험체의 변형률 변화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4시간 동안 측정한 무진동실험체(±0.0 RS-LM15)와 

(a) RS-LMC7.5 (b) RS-LMC10 (c) RS-LMC12.5

(d) RS-LMC17.5 (e) RS-LMC20 (f) RS-LMC25

(g) ±1.5RS-LMC15 (h) ±1.0RS-LMC15 (i) ±0.5RS-LMC15

Fig. 10 Rebound-time curve by Schmidt hammer

Fig. 11 Schmidt hammer test

Fig. 12 Strain as frequency at stabilized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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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실험체(±1.5 RS-LMC15)의 변형률을 비교하였다. 무진

동실험체(±0.0 RS-LM15)는 변형률의 주기가 관찰되지 않았

고 측정 초기의 약 1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

률이 증가하였지만 그 후로는 약 100 에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진동실험체(±1.5 RS-LMC15)는 측정 즉시 큰 

압축변형률(-)을 나타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장변형

률로 증가 후 수렴하였다. 대략 1시간 이후 부터는 인장변형

률(+)만을 나타났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진동실험

체에서 초기에 큰 압축변형률이 관찰되었고 이것은 진동시

험장치의 진동모터가 진동을 가하기 위하여 아래로 이동하

면서 발생한 기계적 오차로 판단되어 보정하였다. 최대 변

형률은 무진동실험체(±0.0 RS-LM15)에서 약 100 , 진동

실험체(±1.5 RS-LMC15)에서 약 200 까지 측정되었다.

4.3.3 균열 발생 변형률

Walter, D, G와 여러 설계기준들이 제안한 콘크리트의 인

장강도와 탄성계수에 선형탄성관계를 적용하여 균열 발생 

변형률()을 산정하였고 그 값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콘

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평균값 20 MPa을 적용하였다. 

Walter, D, G가 제안한 식에 의한 균열 발생 변형률이 다른 

설계기준에 의한 값에 비해 크게 산정되었는데, 이것은 

Walter, D, G의 LMC 인장강도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크기 때

문이다. 나머지 세 개의 설계기준에 의한 균열 발생 변형률

은 약 100 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식에 의한 균열 발생 변형률을 실험에 의해 측정

한 변형률과 함께 Fig. 14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실험체에 두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실험체에서 게

이지에 오류가 발생하여 하나의 데이터만이 얻어졌다. Fig. 

14의 실험체는 라텍스-시멘트비(L/C)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1.5 mm의 진폭을 가진 진동이 도입되었고 최소 1개에서 최

대 8개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1.5 mm (L/600)의 진폭은 콘

크리트구조설계기준(2012)8)에서 충격을 포함한 활하중에 

의한 허용처짐 L/600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LMC와 RS- 

LMC 사이에 재료적 차이는 있지만 허용처짐에 해당하는 진

동이 작용할 경우 Walter, D, G가 제안한 LMC의 균열 발생 

변형률보다 훨씬 낮은 변형률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1.1절 Table 2의 첫 균열이 관찰된 시간을 

고려하면 라텍스가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설계기준

(a) Top gage

(b) Bottom gage

Fig. 13 Strain-time curve as vibration

Table 5 Cracking strains

Walter,D,G

()

ACI 318

(
)

CEB-FIP 

MC90

(
)

KCI 2012

(
)

 (=)

()
357 149 97 115

(a) RS-LMC10 (b) RS-LMC12.5 (c) ±1.5 RS-LMC15

(d) RS-LMC17.5 (e) RS-LMC20 (f) RS-LMC25

Fig. 14 Strain-time curves of the 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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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반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변형률보다

도 낮은 변형률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즉 타설 직후의 초

기진동이 균열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4 진폭에 따른 변형률 특성

진폭의 크기에 따른 변형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텍

스-시멘트비(L/C)는 15%로 동일하지만 작용 진폭이 서로 

다른 실험체들의 시간에 따른 변형률을 Fig. 15에 도시화하

였다. 초기 진동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변형률 증가가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률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

였다. 

각 실험체에서 측정된 최대 변형률은 진폭이 커질수록 증

가하였으며 그 값들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 진폭이 가장 

작은 ±0.5 RS-LMC15 실험체에서는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

으며, 이로부터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임계진폭이 존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계진폭의 크기가 정의된다면 RS-LMC

를 이용한 교량의 교면개량공사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

도에 제한을 두어 초기진동에 의한 균열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교량구간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진동이 초기양

생단계 RS-LMC의 균열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실험변수가 진폭과 라텍스-시멘트비(L/C)인 12

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였고, 자체 개발한 포장진동실험장치

(Pavement Shaking Table)를 이용하여 진동실험을 실시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라텍스-시멘트비(L/C)가 증가할수록 균열의 개수와 

균열의 총 길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약 

15% 이상의 라텍스-시멘트비(L/C)에 대하여는 일정

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콘크리트에 라텍

스를 첨가하면 인장강도가 증가하여 균열을 저감시킬 

수 있었다.

2) 무진동 실험체와 진폭 ±0.5 mm의 진동을 가한 실험체

에서는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진폭 ±1.0 mm 및 

±1.5 mm의 진동을 작용시킨 실험체에서는 균열이 발

생하였다. 즉, 특정 진폭 이하의 진동에 대해서는 균열

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임계진폭

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다면 통과 차량의 속도를 제한

하여 초기양생단계에서 진동에 의한 균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3) 균열 발생에 대한 온도수축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

하고자 지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체와 첨가한 실험

체의 균열 특성을 비교하였다. 진동을 가하지 않았지

만 지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체에서는 다수의 균열

이 관찰되었고, 지연제를 첨가한 실험체에서는 균열

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연제를 첨가하면 초기 

수화열을 낮추어 작업시간동안 균열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진동을 받는 RS-LMC 포장은 Walter, D, G의 제안 식

에 의한 LMC의 균열 발생 변형률(357 )보다 훨씬 

작은 변형률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라텍스가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기준에 의한 일반 콘

크리트의 균열 변형률(약 100 )보다도 낮은 변형률

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균열에 대한 타설 직

후 초기진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RS-LMC를 이용한 교량의 교면개량공사에서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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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타설 후 3시간 만에 교통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교량상판 교면개량공사 재료로 RS-LMC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속도로 상의 보수공사는 차량의 통행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RS-LMC를 사용한 교량의 교면개량공사는 초기양생단계에서부터 

진동에 노출되게 되고 차량진동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RS-LMC의 초기양생단계에서 진동에 의한 균열특성을

파악하고자 12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험변수는 라텍스-시멘트비(L/C)와 진폭이며 실제 교량의 진동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포장진동시험장치(Pavement Shaking Table)를 이용하여 진동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라텍스-시멘트비

(L/C)가 증가할수록 균열 개수와 균열의 총 길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15% 이상에서는 수렴하였다. 또한 Walter, D, G

와 설계기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균열 발생 변형률보다 훨씬 작은 변형률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핵심용어 : RS-LMC, 진동, 포장콘크리트, 교량 슬래브, 라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