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bridge deck concrete materials based on ordinary Portland cement concrete, an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materials through material properties tests. 

METHODS : For field implementation, raw material (cement, fine aggregate, and coarse aggregate) properties, fresh concrete properties
(slump and air content), strength (compressive, flexural and bond strength) gain, and durability (freeze-thaw resistance, scaling resistance, and
rapid chloride penetrating resistance) performance were evaluated in the laboratory.  

RESULTS : For the selected binder content of 410 kg/m3, W/B = 0.42, and S/a = 0.48, the following material performance results were obtained.
Considering the capacity of the deck finisher, a minimum slump of 150 mm was required. At least 6 % of air content was obtained to resist freeze-
thaw damage. In terms of strength, 51.28 MPa of compressive strength, 7.41 MPa of flexural strength, and 2.56 MPa of bond strength at 28 days
after construction were obtained. A total of 94.9 % of the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after 300 cycles of freeze-thaw resistance testing
and 0.0056 kg/m2 of weight loss in a scaling resistance test were measured. However, in a chloride ion penetration resistance test, the result of 3,356
Coulomb, which exceeds the threshold value of the standard specification (1000 Coulomb at 56 days) was observed. 

CONCLUSIONS : Instead of using high-performance modified bridge deck materials such as latex or silica fume, we developed an optimum
mix design based on ordinary Portland cement concrete. A test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at ramp bridge B (bridge length = 111 m) in Gim Jai
City. Immediately after the concrete was poured, the curing compound was applied, and then wet mat curing was applied for 28 days. Considering
the fact that cracks did not occur during the monitoring period,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material is considered to b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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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면포장은 교통하중 및 환경하중으로부터 교량의 바

닥판을 보호하고 차량의 주행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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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이 시멘트 콘크리트 층으로 이루어진 교면포장을 의

미하며, 시공방법에 따라 크게 일체식(노출) 교면포장 공

법과 덧씌우기식 교면포장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

체식(노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공법은 표층과 교

량 바닥판을 동일재료로 하여 동시에 타설하여 교면포장

과 바닥판을 일체화 시키는 공법이다. 즉, 별도의 표층을

타설하지 않고 표층을 증가된 피복두께처럼 보고 1회 타

설만으로 교면포장과 바닥판을 시공하는 공법이다. 반면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공법은 미리 시공

된 교량 바닥판 상면을 면처리한 후에 별도의 시멘트 콘

크리트 재료로 표층을 타설하여 접착시켜주는 2회 타설

방식으로교면포장과바닥판이시공되는공법이다. 

국내의 경우 80년대 일체식(노출) 교면이 중부고속도

로를중심으로대량적용되었으나일부교면에서노출바

닥판의피복두께가설계치에미치지못하고, 재료의양생

이 부적절할 경우 내구성이 떨어져 균열이 발생되고, 철

근 부식에 의한 바닥판 손상 등이 발생되어 그 확대 적용

이 중단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와 다시 LMC(latex

modified concrete)를 중심으로 한 개질 콘크리트 재료

가 덧씌우기식 교면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HPC(high performance concrete), E-LMC 등 다양

한형태의개질콘크리트가적용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 개질 콘크리트 교면포장 재료는 그 우수한 시

공성, 균열저항성 및 공용성을 바탕으로 확대 적용되었

으나, 상대적으로 고성능 재료(라텍스, 실리카 흄 혹은

섬유 등)를 사용해야 하고, 필요 시 전용 시공장비(모바

일 믹서 혹은 펌프카 등)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교면포장 시공단가 상승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

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개질 교면포장 재료가 다수

개발됨에 따라,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정된 교면포장 물량에 따른 저가 수주 경쟁의

부작용, 이에 따른 상대적 품질저하 문제 등이 종종 발

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시멘트 콘크리트 기반 교면포장 재료가 많이 적

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내의 경우와 상이하게 덧씌

우기식 교면포장 공법보다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 공

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일체식(노출) 교면포장 공법

은 30~50mm 두께의 마모층을 추가피복 개념으로 하

여 바닥판 시멘트 콘크리트와 동시에 타설함으로써 마

모층을 포함한 상부철근의 피복두께를 최소 90mm 이

상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이때 시멘트 콘크리트 마모층

은 구조부재로 설계하지 않고 사하중만으로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교면포장 재료측면에서는 LMC뿐만 아니라 저

슬럼프 교면 콘크리트(low-slump dense concrete),

플라이애시 콘크리트(fly ash concrete), 실리카 흄 콘

크리트(silica fume concrete)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

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 발간된 NCHRP Synthesis

333에 따르면 특수한 개질재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콘

크리트 기반 교면포장 재료의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 주(2013) 보고서에 따르면

일체식(노출)교면포장의 균열저감을 위해 적용된 고성

능 콘크리트 배합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배합과

공용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

과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4년도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노출 바닥판의 적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연

구’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에 건설된 88 올림픽 고속

도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중부고속도로 상에 적용된 일

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일부 교량 바닥판 상면에

철근 부식 및 콘크리트 박락과 같은 손상이 발생되었으

나 17~20 여년 동안 공용된 조기파손 교량 외의 일체식

(노출) 교면포장의 외관조사 및 상태 평가를 실시한 결

과, 콘크리트의 품질과 피복두께가 충분히 확보한 경우

에는 상당히 양호한 공용성을 보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하고 시공품질이 확
Fig. 1 Conceptual Drawing of Bridge Deck and 

Bridge Deck Overlay

(a) Bridge Deck

(b) Bridge Deck Over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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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된다면 20년 이상 교면포장의 수명 확보가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결과 및 공용성 평가결과를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질 콘크리트 중심의 덧씌우기

교면포장 재료만이 적용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대해 재

검토해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교면포

장 재료를 개발하고, 실내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후, 이의 시험포장을 통해 초기 공용성을 평가하는데 있

다.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교면포장재가 개발된다

면 이는 기존의 개질 교면 포장재료에 비해 재료 측면에

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용 시공장비가

아닌 일반 레미콘을 이용하여 재료생산이 가능하기 때

문에 시공 편의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초기 품질관리 및 양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우수한 장

기내구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교면포장

재료의 최적 배합 도출, 재료 성능 평가, 그리고 습윤 양

생을 통한 초기 시험시공 결과에 한정해서 본문을 구성

함을 밝힌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배합설계

교량의 다른 구조요소에 비해 교면포장은 그 체적에

비해 표면적이 상당히 큰 편이다. 따라서 교면포장은 대

기의 온도 및 습도 변화에 대해 향을 많이 받는다. 또

한,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체이

다. 따라서, 교면포장이 주어진 설계수명동안 만족할 공

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면포장의 시공 품질을 증

진시켜 양질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면포장에서 균열이 발생할 경우, 수분 혹은 염화물 침

투가 용이하고, 덧씌우기식 교면의 경우 부착면의 분리,

일체식(노출) 교면의 경우 상부 철근의 부식 등의 우려

가 있다. 따라서 교면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장기 공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고내구성 배합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만을 이용한 교면 포장 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분한 바인더 함량의

확보, 균열 방지를 위한 물-바인더(W/B) 비율 최적

화, 고성능 감수제 사용, 수축저감제 사용을 주요 기반

으로 하는 배합설계를 실시하 다. 특히 장기 내구성

확보를 위한 혼화재(플라이애시) 사용을 초기에는 검

토하 으나 국내 플라이애시 성분의 변동성과 시험시

공 예정 인근 시멘트 플랜트의 재료 수급 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배합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

정하 다. 

본 배합 실험의 최적 변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변

수로 예비배합을 사전에 실시하 다. 그러나 예비배합

실험과정에서 일반적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강

도로 보기에는 압축강도결과가 너무 높게 나와 실험에

사용된 두 종류의 시멘트 성분 분석을 의뢰하 으며

Table 1과 같은 화학성분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인 1종

시멘트 및 3종 조강시멘트의 비표면적(blain)이 각각

2,800cm2/g, 3,300cm2/g인 점을 고려할 때,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는 1종 시

멘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KS 규정에는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1종 시멘트 C3A의 함량이 8%

이하인 점을 고려할 경우, A-cement는 비교적 높은

C3A 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구매가

가능하고, 실험에 사용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상

당히 높은 조강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Bridge Deck Construction

(b) Bridge Deck Overlay Paving

Fig. 2 Bridge Deck and Bridge Deck Over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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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된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실제 시험시

공 예정지인 김제시 인근 시멘트 플랜트에서 직접 수급

해 왔으며,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기초 물성 및 입도곡

선은 Table 2 및 Fig. 3에 나타나 있다. 골재의 도 및

흡수율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으며 입도곡선의 경우

굵은 골재의 경우 상한선을, 잔골재의 경우 하한선을 약

간 벗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험을 진행하 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교면포장 재료를 개발하

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15) 제 10장 3절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재료

편에 제시되어 있는 Table 3 ‘교면포장용 시멘트 콘크

리트 배합기준’및 Table 4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만

족해야 한다. 즉, 교면포장 재료의 압축강도는 교량 바

닥판 강도(일반적으로 35MPa 이상)보다는 커야 하며,

부착강도는 최소 1.4MPa, 물-바인더 비는 실한 콘

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최

대골재 크기는 25mm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결융해 저항성을 포함한 내구성 확보를

위해 전체 공기량은 4.5~7.5%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기준으로는 최소

56일 내에 균열저항성 실험(일명 ring test)에서 균열

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동결융해 저항성 실험에서는

300 사이클 동안의 반복실험에서 상대동탄성계수 값이

최초 측정 값 기준으로 80%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

며, 스케일링 시험(국내 기준 부재)에서는‘적합’등급

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염화이온 침투 시험에서는

56일 재령 전하통과량이 1,000 쿨롱(Coulomb)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Table 2. Physical Property Test Results of Coarse 

and Fine Aggregates 

Type Test Unit Result

Coarse
aggregate

Density g/cm3 2.67

Absorption ratio % 0.70

Fineness modulus - 5.97

Fine 
aggregate

Density g/cm3 2.54

Absorption ratio % 1.31

Fineness modulus - 3.27

Fig. 3 Gradation of Fine and Coarse Aggregate

Table 3. Cement Concrete Mix Design Requirement 

for Bridge Deck

Type Std spec. Requirement

Crack resistance ASTM C 1581 No crack until 56 days

Freeze-thaw
resistance

(Relative dynamic
elastic modulus)

KS F 2456 A type
(300 cycles)

over 80 %

Scaling resistance
SS 13 72 44 A type

ASTM C 272
Over acceptable range
Over Rating 1 grade

Chloridepenetration
resistance

KS F 2711
(56 days)

Under 1,000 Coulomb

Type Std spec. Unit Requirement

Design strength (f28) KS F 2405 MPa
Over bridge
deck strength

Design bond strength (f28) KS F 2762 MPa Over 1.4 

W/B (Water/Binder) % Below 40 

Max. aggregate size mm Below 25 

Air entrainment range KS F 2409 % 6.0±1.5

Table 4. Durability Requirement for Bridge Deck Concret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Properties of 

Ordinary Portland Cement 

Property Unit A-Cement B-Cement

SiO2 % 20.6 20.3

Al2O3 % 4.98 4.21

Fe2O3 % 2.98 3.57

CaO % 60.8 61.4

MgO % 2.65 3.66

SO3 % 2.31 2.1

Na2O % 0.14 0.14

K2O % 1.19 0.89

TiO2 % 0.27 0.22

Density g/cm3 3.14 3.15

LoI % 3.75 3.25

Blain cm2/g 3,820 3,620

C3S % 46.7 56.3

C2S % 23.9 15.7

C3A % 8.3 5.3

C4AF % 9.1 10.9

Alkaline
contnet

% 0.92 0.73



이와같은배합설계기준과내구성능품질기준을만족시

키는보통포틀랜드시멘트기반교면포장재료배합을결

정하기 위해 다수의 예비 배합을 실시하 으며 작업성과

초기강도평가를통해본실험을위한배합변수를Table

5와 같이 결정하 다. 가장 주요한 변수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함량(C=410, 430, 450kg/m3)을 선정하 으며,

예비 배합 결과를 바탕으로 W/B는 42%, S/a는 48%, 고

성능 감수제(super plasticizer, SP) 및 수축 저감제

(shrinkage retarder)는 바인더 함량의 1.0%, AE제는

3.0%를 기본 배합으로 결정하 다. 실제 시방서 상에는

W/B를 40% 이하로 제안하고 있으나, W/B를 줄이면 필

요 슬럼프를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감수제 함양을 늘려야

하고, 이는 실제 레미콘 생산 시 재료의 민감도가 높아지

는 문제가 있어, 본 배합에서는 시험시공을 고려하여

W/B를42%로상향조정하 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재료 성능 평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함양을 주요 변수로 하는 3가

지 배합을 대상으로 최적 배합을 선정하기 위해 굳지않

는 콘크리트 상태 평가, 강도 성능평가 및 내구성 평가

를 각각 Table 6에서 제시한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 다. 국내 기준이 없거나 폐기된 균열 저항

성 시험 및 스케일링 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기준을 준용

해서 시험을 실시하 다. 

3.1. 굳지않은 콘크리트 성능 평가

먼저 굳지않은 콘크리트 상태 성능평가를 위해 각 변

수별 공기량 시험, 슬럼프 시험 및 슬럼프 로스(loss) 시

험을 실시하 다. 슬럼프 로스 시험의 경우 실제 작업

현장에서작업가사시간정도를파악하기위한시험으로

최초 슬럼프 시험 이후 동일 재료에 대해 20분 경과 후

슬럼프를 다시 측정한 결과를 기술하 다. C 410

kg/m3 변수의경우공기량6%, 목표슬럼프인 150mm에

근접한성능을보 으며, 콘크리트의거칠기및성형성이

양호했으며, 점성 및 작업성이 우수하 으나 상대적으로

슬럼프 로스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C 430kg/m3의

경우, 공기량과 슬럼프는 양호하 으나 실제 작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C 450 kg/m3의 경우

공기량은 만족하 으나 슬럼프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았

으며, 점성 및 작업성이 다소 저하되고 재료분리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료 배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강도 성능 평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교면 포장 재료의 변수별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하여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강도

시험을 각각 실시하 다. 기본적으로 압축강도의 경우

교량 바닥판 강도 이상의 압축강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로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압축강도 기준은

35MPa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비실험 및 시멘트

화학성분 분석결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높은 조

강성이 판명되었으며, 실제 압축강도 시험결과에서도

재령 3일에 약 30MPa, 28일에 모든 변수에 걸쳐

50MPa을 상회하는 높은 강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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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ement Concrete Mix Proportions of Each  

Variable for Bridge Deck

Variable
Air
(%)

W/B
(%)

S/a
(%)

Unit volume (㎏/㎥)

W C S G
SP

(1.0%)
AE

(3.0%)
SR

(1.0%)

C410
kg/m3

6 42 48 172 410 777 885 4.1 0.123 4.1

C430
kg/m3

6 42 48 181 430 759 864 4.3 0.129 4.3

C450
kg/m3

6 42 48 189 450 741 844 4.5 0.135 4.5

Table 6. Strength/Durability Test Methods and Test 

Schedule

Type Variables
Test day after
construction

Std. spec.

Compressive St.

C = 410
C = 430
C = 450
(kg/m3)

3, 7, 14, 28, 56, 92 KS F 2405

7, 14, 28, 56, 92 KS F 2408
Flexural strength

7, 14, 28, 56, 92 KS F 2424
Drying shrinkage

56 ASTM C 1581
Crack resistance

14, 56 KS F 2456Freeze-thaw
Resistance

Scaling
resistance

56
SS 1372 44 

A type

Chloride
penetration
resistance

14, 28, 56, 92 KS F 2711

14, 28, 56 KS F 2762
Bond strength

Table 7. Fresh Concrete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Variables
W/C
(%)

S/a
(%)

Water
(kg/㎥)

Air
content

(%)

Slump
(mm)

Slump
loss
(mm)

C 410kg/m3 42 48 172 6.0 155 65

C430kg/m3 42 48 181 5.8 175 115

C 450kg/m3 42 48 189 7.0 210 170



종 92일 강도의 경우 플라이애시 및 기타 혼화재의 미

사용으로 장기강도가 크게 증진되는 경향은 보이고 있

지 않았으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바인더 함량

400kg/m3 이상 적용 시(단, W/B=0.42) 목표 강도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변수별 휨 강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KS F

2408에 따라 휨 시편을 제작하 으며, 재령 28일 강도

기준으로 약 7MPa을 상회하는 충분한 휨 강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재령 7일 강도와 재령 92일 강도의 평균치

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높은 조기 강도 발현),

압축강도와유사하게변수별W/B가동일한관계로변수

별휨강도특성변화는명확히보이지않고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를 이용한 덧씌

위기식 교면포장 공법을 적용 시 부착강도란 기존 바닥

판과 새롭게 타설되는 덧씌우기 재료 계면의 접착강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구 콘크리트의 일체거동 측면에

서 상당히 중요한 강도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15)상에서는 요구하는 부착강도 값은

1.4MPa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내 시험에서 모든

변수에 상관없이 재령 28일 부착강도가 2.5MPa을 상

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면 현장에서

의 부착강도 특성은 기존 교량 바닥판의 전처리 공정을

통한 충분한 부착 면적(요철) 확보 유무, 표면의 청소 유

무에 따라 동일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그 강도 특성이 상

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본 시험결과는 기본적인 참고자

료만 사용할 예정이다. 

3.3. 내구 성능 평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교면 포장 재료의 변수별

내구 성능 평가를 위해서 동결융해시험, 스케일링 시험,

건조수축 시험 및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을 각각 실

시하 다.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을 위해 KS F 2456 A

type(수중 급속 동결융해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 으

며, 이 시험은 실제 교면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00 사이클 동결융해 시

험 동안 실시한 상대동탄성계수 값은 모두 초기치의

90% 이상을 상회하는 우수한 내구성능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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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Variables

Compressive strength (MPa)

3
days

7
days

14
days

28
days

56
days

92
days

C 410kg/m3 30.16 39.05 46.78 51.28 55.95 58.84

C 430kg/m3 31.51 37.55 46.26 51.97 58.34 58.97

C 450kg/m3 29.68 38.16 47.70 52.12 58.20 59.07

Table 9. Flexural Strength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Variables
Flexural strength (MPa)

7 days 14 days 28 days 56 days 92 days

C 410kg/m3 7.49 7.43 7.41 7.49 7.37

C 430kg/m3 7.43 7.64 7.16 7.70 7.47

C 450kg/m3 7.41 7.1 6.52 7.22 7.40

(a) Bond Strength Results of Each Variable

(b) Bond Test Method for Bridge Deck in Laboratory

Fig. 4 Bond Strength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Fig. 5 Freeze and Thaw Resistance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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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미세하지만 동일 W/B 조건하에 바인더 함량

이 증가할수록 동결융해 저항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바인더 함량 증가(동일 W/B)에 따

라, 상대적인 절대 골재 함량 및 비표면적 감소가 발생

하고, 잉여수 증가에 따른 상대 내구성 지수 감소에 따

른 미세 변화로 추정된다. 

교면포장에 발생할 수 있는 제설제에 의한 동결 파손

향을직접적으로모사할수있는스케일링시험의경우

국내기준이 폐기됨에 따라 SS 13 72 44(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가 동결융해 사이클을 받을 때 콘크리트

표면부의박리량을측정하는시험)규정에따라시험을실

시하고 적정(Acceptable) 등급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박리등급이 매우 우수한 경우의 요구성능은 56 사이

클 후의 박리량(m56)이 모든 시편에서 0.10kg/m2보다 작

아야한다. 실제 56 사이클동안진행된스케일링시험에

서 발생된 최종 박리량은 0.0056kg/m2 수준으로‘매우

우수’등급에해당되었다. 

초기 발생하는 소성수축은 습윤 양생으로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발생되는건조수축은W/B의최적화및수축

저감제(SR, 바인더 함량의 1.0% 사용)의 사용으로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 교면포장 재료의 건조수축에 대

한 기준값은 현 시방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고

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2012)에 제시되어 있는 유지보

수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면 재령 7일 기준으로 0.15%

이하로 수축량을 유지해야 한다. 본 시험에서는 재령 7

일 기준으로 변수에 상관없이 수축량이 0.0461 %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재령 91일 건조 수축량 또한 0.124%

수준으로기준값을충분히충족하는것을알수있다. 

교면포장 재료의 내구성 평가 항목 중 가장 강제적인

방식으로 내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염소이

온 침투저항성 시험이다. Φ100mm×200mm 원형 공시

체 상부에서부터 50mm 단위로 3개(상, 중, 하)의 시험

편을 확보하고 진공(Vacuum saturation) 장치를 사용

하여 진공처리 및 증류수 주입 등의 전처리 공정을 실시

한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체를 Applied

Voltage Cell에 고정시키고, cell의 (-)극에는 3%의

NaCl 용액을, (+)극에 0.3N의NaOH 용액을채우고60

±0.1V의 직류 전원을 흘려 매 30분(총 6시간)마다 0.2

Ω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여 염소이온의 통과전하량을

최종 측정한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에서는 교면

포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령 56일 염소이온 침투 저

항성 기준치를 1,000 쿨롱(Coulomb) 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재료배합 설계

에서 얻은 최종 값은 보통(3,500 쿨롱(Coulomb))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본 배합에서 장기내구성 확보를

위한 혼화재(플라이애시 등)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령 증가에 따른 내구성 증가 측면이 크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있다. 

종합적인 내구성 평가를 위해서는 염소이온침투 저항

성 수준이 비록‘보통’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동결융

해저항성, 스케일링 및 건조수죽 관련 내구성 평가 결과

등과 연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염소이온침투

저항성 시험 방법의 타당성과 국내 기준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계의 의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구 및 관심

이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Fig. 6 Scaling Resistance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Fig. 7 Drying Shrinkage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Fig. 8 Chloride Penetration Resistance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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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저항성 시험의 경우 ASTM C 1581을 준용하여

시험을 실시하 으며(Fig. 9 참조), W/B가 동일한 경

우, 바인더 함량이 높을수록, 균열이 먼저 발생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결융해저항성 및

염소이온침투 저항성 시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동결융해 저항성 분석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바인더 함량 증가(동일 W/B)에 따른 상

대 잉여수 증가에 따른 내구성 저하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재령 56일 기준으로 바인더 함량 C

410kg/m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인더 함량이 높은 순

으로 균열이 순차적으로 발생하 다. 

4. 교면포장 시험시공 결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기반 교면포장 재료

를 개발하기 위해 바인더 함량을 주요 변수로 하는 배합

실험을 실시하 으며, 굳지않은 콘크리트 상태평가, 강

도 성능평가 및 내구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Table

11과 같은 시방배합을 얻었으며, 이를 적용한 시험시공

을 실시하 다. 

시험시공은 2017년 9월 13일 김제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흥사-연정) 건설공사 중 연정교차로 램프교

(ramp-A교, 연장 105m, 폭 7.9m)에 실시하 다. 시험

시공은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전체 교량을 시공하는데

약 4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인근 플랜트의 레미콘을 이

용하여 시공하 다. 교면포장 마무리 장비는 롤러 튜브

(roller tube)를 이용하 으며, 1차 피막 양생 후 익일

2차 습윤양생을 Fig. 10에서와 같이 실시하 다. 28일

간의 2차 습윤 양생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살수를 실시

하여 교면 바닥판 전 면적에 충분한 습윤 상태를 유지시

켰으며, 습윤 양생 후에 실시한 전면 조사에서 교량 전

구간에 걸쳐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5. 결론

교통 및 환경하중으로부터 교량 바닥판을 보호하고

차량의 주행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개질 시

멘트 콘크리트 중심의 교면포장 재료 대신 경제성과 시

공편의성 확보가 가능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교

면포장 재료 개발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이

를 위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 배합설계 안을 제시

(a) Shape of Crack Resistance 
Test Specimen

(b) Cracking of binder content
of 430kg/m3  at 36 days 

Fig. 9 Crack resistance Test

Variable

Crack resistance
Cracking

time
56 days Crack No. Crack pattern

#1 #2 #1 #2 #1 #2

C410kg/m3 No No - - - -

C430kg/m3 Yes No 2 -
Penetr
ated

- 36 days

C450kg/m3 Yes Yes 1 1
Penetr
ated

Penetr
ated

29 days

Table 10. Crack Resistance Test Results of Each Variable

Table 11. Ordinary Portland Cement Concrete Mix Design 

for Bridge Deck Implementation

Variable
Air
(%)

W/B
(%)

S/a
(%)

Unit volume (kg/m3)

W C S G SP AE SR

C 410kg/m3 6 42 48 172 410 786 888 4.1 0.04 4.1

(a) Bridge Deck Paving Using Roller-tube Deck Finisher

(b) Wet Mat Curing After Curing Compound Pouring

Fig. 10 Implementation Project at Ramp Bridge (1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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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굳지않는 콘크리트 상태 성능평가, 강도 특성

평가 및 내구성능 평가를 통해 최적 배합을 선정하 다.

선정된 배합설계안에 대해 실제 김제시 연정교차로 램프

교에 시험적용을 실시하 으며, 1차 피막양생 및 28일간

2차 습윤양생을 통해 대상 교량 전 구간(연장 105m)에

걸쳐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우수한 초기 공용성을 확보

하 으며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 다.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기반 교면포장 재료

를 개발하기 위해 바인더 함량을 주요 변수로 하는

배합실험을 실시하 으며, 굳지않은 콘크리트 상태

평가, 강도 성능평가 및 내구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바인더 함량 410kg/m3, W/B=0.42, S/a=

0.48를 기본으로 하는 최적 배합을 선정하 다.

2.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을 통해 적용 대상인 1종 시멘트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

은 비표면적 3,820cm2/g 및 비교적 높은 C3A 함량

(8.3%)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압축강도는 재령

3일에 30MPa, 휨강도는 재령 7일에 7MPa을 상회

하는 조강특성을 보 다. 

3. 내구성능 측면에서는 염소이온침투 저항성 수준이

비록‘보통(3,500 쿨롱(Coulomb))’수준으로 측정

되었으나, 동결융해저항성 (300사이클 동안 90% 상

대동탄성계수), 스케일링(0.0056kg/m2 박리량, 매우

우수 수준) 및 건조수축(재령 91일 건조 수축량,

0.124% 수준) 관련 내구성 평가 결과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염소이온침투

저항성 시험 방법의 타당성과 국내 기준치에 대해서

도 다양한 학계의 의견이 있은 만큼 추가적인 연구

및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4. 최종 선정된 배합설계에 대해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해 김제시 관내 연정교차로 램프교(ramp-A

교, 연장 105m, 폭 7.9m)에 인근 플랜트 레미콘을 이

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 다. 교면포장 마무리 장

비는 롤러 튜브(roller tube)를 이용하 으며, 1차 피

막 양생 후 익일 2차 습윤양생을 실시하 으며, 습윤

양생 후에 실시한 전면 조사에서 교량 전 구간에 걸쳐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우수한 초기 공용성을 확보하

다. 

향후 본 시험시공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공용성 평가

를 수행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기반 교면포

장의 시공성 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논문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감사의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익산지방국토관

리청, SK건설 및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REFERENCES
Chaunsali, P., Lim, S., Mondal, P., Foutch, D. A., Richardson, D.,

Tung, Y., and Hindi, R. (2013). Bridge Decks: Mitigation of

Cracking and Increased Durability. Final Report, Illinois

Center for Transportation (ICT).

Choi, J. H., Lee, S. Y., Kim, R. G., Choi, H. H., and Kim, G. N.

(2015). “Design and Maintenance of Bridge Pavement and

Appurtenanc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pp.35-41.

Deshpande, S., Darwin, D., and Browning, J. (2007). Evaluating

Free Shrinkage of Concrete for Control of Cracking in Bridge

Decks. SM Report No. 89.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Kansas.

Jason, T., Jim. W., and George, W. C. (2014). Evaluation of

Concrete Bridge Mix Designs for Control of Cracking, Phase I.

Report 2014-09, State of Vermont Agency of Transportation,

Research & Development Sec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Standard

Specification of Road Construction (in Korea).

Nair, H., Ozyildirim, H.C, and Sprinkel, M. M. (2017).

“Development of a Specification for Low-Cracking Bridge

Deck Concrete in Virginia.”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B. No. 2629, pp.83-90.

Suh, J. W., Lee, J. Y., Jeong, H. M., and Park, J. W. (200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the Maintenance of Bare Concrete

Bridge Decks, Final Report, Korea Express Highway

Cooperation.

Williams, J. M. (2004). Concrete Bridge Deck Performance,

NCHRP Synthesis 20-05/Topic 34-09 Final Synthesis,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