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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분리주입을 이용한 도상자갈 무교환방식 급속경화궤도의 적용성 평가

Applicability Estimation of Ballast Non-exchange-type Quick-hardening Track 

Using a Layer Separation Pouring Method

이일화*·정영호·이민수

Il Wha Lee·Young Ho Jung·Min Soo Lee

1. 서 론

급속경화궤도는 자갈도상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하는 공법으로서 일반철도와 도시철도구간에서 상용화되어 있다[1]. 급속경

화궤도는 그 동안의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료 및 구조적 개발은 완료단계에 있으나, 복잡한 공정 때문에 일일 시공연

장이 10m 내외로 시공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시공성이 낮은 원인은 기존 자갈도상을 교환하는데 있다. 급속경화궤도는 프리팩 콘

크리트방식을 이용하는데, 모르터와 골재의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기존 자갈을 철거하고 세척된 자갈을 재설치하여 충전하게 된다.

Abstract Quick-hardening track (QHT) is a construction method which is used to change from old ballast track to con-

crete track. Sufficient time for construction is important, as the construction should be done during operational breaks at

night. Most of the time is spent on exchanging the ballast layer. If it is possible to apply the ballast non-exchange type of

quick-hardening track,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reduce the construction time and costs. In this paper, pouring materials

with high permeability are suggested and a construction method involving a layer separation pouring process considering

the void condition is introduced in order to develop ballast non-exchange type of QHT. The separate pouring method can

secure the required strength because optimized materials are poured into the upper layer and the lower layer for each void

ratio condition. To ensure this process, a rheolog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esign of the pouring materials according

to aggregate size, the aggregate distribution, the void ratio, the void size, the tortuosity and the permeability. A polymer

series was used as the pouring material of the lower layer to secure the void filling capacity and for adhesion to the fine-

grained layer. In addition, magnesium-phosphate ceramic (MPC) was used as the pouring material of the upper layer to

secure the void-filling capacity and for adhesion of the coarse-grained layer. As a result of a mechanics test of the materials,

satisfactory performance corresponding to existing quick-hardening track was noted.

Keywords : Quick hardening track, Ballast, Non-exchanging type, Track structure improvement, Void ratio 

초 록 급속경화궤도는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하는 공법으로서 야간 차단시간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속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시간의 대부분은 자갈을 철거하고 재포설하는 과정에 소요되는데 도상자

갈을 교체하지 않는 무교환방식이 적용 가능하다면, 시공시간 및 공사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

상자갈 무교환방식의 급속경화궤도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침투성이 매우 높은 대체 충전재를 제시하고 재료의 공극조건

을 고려하여 층별로 분리주입하는 시공방식을 도입하였다. 분리주입은 공극률이 높은 상부도상층과 공극률이 낮은 하부

혼입층에 최적화된 재료를 분리 주입하여 필요한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상자갈

의 크기, 분포도, 형상에 따른 공극률, 공극의 크기, 유효길이, 비틀림도, 침투성에 따른 충전재의 유동학적 해석을 통하여

최적의 충전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하부 혼입층에 충전되는 1차 충전재료는 세립화 도상의 충전성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폴리머계 재료를 도입하였으며, 상부 도상층에 충전되는 2차 충전재는 상온 반응성 마그네시아-포스페이트(MPC,

Magnesium-Phosphate Ceramic)를 도입하였다. 선정재료 및 구조에 대한 역학시험 결과, 기존 급속경화궤도에 준하는 성

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급속경화궤도, 도상자갈, 무교환방식, 궤도구조개량, 공극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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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상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시공시간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교환과정에서 소요되

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교환공정을 거치지 않고 급속경화궤도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구조건을 필

수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하부층의 미세공극까지 침투할 수 있는 충전재가 필요하며, 두

번째는 세척하지 않은 자갈을 사용하더라도 충전재와의 충분한 부착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팩 콘크리트의 물리 화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갈 도상을 교환하지 않고 현재 오염 및 세립화된 자갈 도상 상

태에서 충진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기존 급속경화궤도와 동등 이상의 성능확보와 공기 단축 및 시공비 절감이 가능한 자갈도

상 무교환방식 급속경화궤도 시스템 개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침투성이 매우 높은 대체 충전재를 제시하고 도상

자갈의 표면 및 공극 조건을 고려하여 층별로 분리주입하는 방식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기존선 도상자갈층의 입도

Fig. 1은 일반철도(전라선)의 대표적인 선로 횡단면이다. 전라선은 건설 이후 약 70년간 사용된 노선으로서 구간별 차이가 크지

만 대표성을 가지는 단면을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침목하부의 170mm의 도상자갈층(Ballast layer)은 열화가 많이 진행되어 능각이

많이 감소되고 세립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정 수준의 공극이 존재하며, 도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도상자갈층의 하부에는 다

양한 입경의 재료들이 섞여 있는 혼입층(Composite layer)이 150mm 두께로 위치한다. 잔골재 및 세립분이 과도하게 섞여있기 때

문에 시멘트계 모르터의 충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자갈도상층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갈도상층의 재료적 구성은 선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심한 구간은 도상자갈층 전체가 혼입층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노후된 자갈도상의 입도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5개소를 대상으로 노반깊이까지 도상자갈을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0mm, 20mm, 25mm, 40mm, 50mm 표준체를 사용하였으며 KS F 2502에 의거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2는 철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도상자갈의 입도분포기준과 실험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기준에서 제

시하는 입도인 22.4~63mm에 해당하는 골재는 약 60% 수준으로 약 40% 정도의 골재가 기준치 미달로 나타났다. 각 도상자갈의

상태는 육안관찰로도 상당한 파쇄가 진행되었고, 토사가 많이 혼입되어 있다. 각 시료의 입도분포는 분포곡선 상에서 좌측으로 이

동하여 분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파쇄의 진행이 입자별로 골고루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3. 도상자갈 무교환방식의 적용방안

3.1 도상자갈 교환방식

자갈궤도의 표면은 입도가 큰 자갈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상태가 양호하고 공극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표층 직하부는 마

모와 파쇄가 심하게 진행되어 잔골재, 석분, 흙 등의 이물질로 공극이 매워져 있다. 

이러한 구간에는 시멘트계 충전재의 J로드가 6초대로 유동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입성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자

Fig. 1. Typical section of old ballast track (Jeolla line). Fig. 2. Grain-siz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ballast in the existing

railway.



층 분리주입을 이용한 도상자갈 무교환방식 급속경화궤도의 적용성 평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6호 (2015년 12월) 545

가 파쇄된 기존 자갈을 철거하고 입자가 굵은 자갈을 사용하는 도상교환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자갈의 표면은 석분, 흙, 미세

입자로 오염되어 있어 모르터와의 부착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척과정을 거친 깨끗한 자갈을 사용한다. 

도상교환방식의 시공공정은 기존 자갈 및 궤광을 철거하는 공정, 시멘트 모르터의 누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직포 설치 공정,

세척자갈 및 궤광의 재포설 공정, 그리고 재포설된 자갈 도상에 시멘트 모르터 주입 공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자갈의 철거와 재포

설은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공공정이다. Fig. 3은 자갈교환방식 급속경화궤도의 개념도로서 침목부터 토목섬유가 설

치된 위치까지의 자갈층을 교환한 후, 충전재를 프리팩방식으로 충전하여 단일 콘크리트 슬래브층을 형성한다. 노반의 다짐도는 평

판재하시험값 K30기준으로 7kgf/cm3 이상으로 한다. 

3.2 도상자갈 무교환방식

무교환방식에서는 세립분이 섞여 있는 혼입층까지 재료가 침투하여 소요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하부 혼입층까지 균질한 충전이 가능한 재료 및 공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혼입층까지 재료를 충전하여 소요

강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충전재료를 이원화하여 공극이 미세한 구간에 충전이 가능한 재료를 추가로 선정하여 무교환방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무교환방식을 적용한 급속경화궤도의 개념도는 Fig. 4와 같다. 시공공정은 첫 번째 모르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면에만 거푸집(부직포)을 포설한다. 두번째는 침투성이 매우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공극이 미소한 하부 혼입층을 1차 충

전하고, 세 번째로 시멘트계 충전재료로 상부 자갈도상층을 2차 충전한 후, 각 충전층을 일체화하여 소요강도가 확보되도록 한다.

Fig. 4. Ballast non-exchange type of quick-hardening track.

4. 충전성능 평가인자 검토

무교환방식의 충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인자를 선정하고 그 적용성을 판단하였다. 평가인자는 도상자갈층 및 혼입층의 크

기(Ballast size), 입도에 따른 공극률(Void ratio), 공극의 크기(Void size), 공극의 틀림도(Tortuosity) 및 침투성(Permeability)이다.

4.1 공극률(Void ratio, ε)

충전층의 공극률(Void ratio)을 파악하는 것은 충전재 주입량 산출과 동시에 충전 저항성을 표현하는 압력 손실을 예측하는데 필

Fig. 3. Concept of quick-hardening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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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다. M.Leva 등에 의하면 공극률이 1% 감소하면 압력손실이 약 8% 발생하여 충전 효율이 감소하며[2], Carman은 약 10%까

지도 압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3]. 이론적으로 초기공극은 입자의 크기, 형상 및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가지 입자

배열방식에 대한 공극률은 이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입자의 형태가 균일한 크기의 구형일 경우, 입방형으로 구성된 재료의 최

대 공극률은 47.64%이고 최소 공극률은 26%이며 입자의 크기에 비종속적인 특징을 가진다[4]. 

입자의 형태가 불균일하여 크기를 고려할 경우에는 C.C. Furnas의 산출식을 이용할 수 있다[5]. 자갈의 입경을 dp라 하고, 자갈이

배열된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를 Dr이라고 할 때 통계적으로 공극률(ε)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1)

식 (1)을 이용하여 현행 자갈 도상의 공극률을 산출해보면 입도분포 규격이 22.4~63mm임을 감안할 때 가장 입경이 작은

22.4mm의 경우에는 공극률이 38.3%이고 가장 입경이 큰 63mm의 경우 공극률이 39.6%로 평균 공극률은 약 38.9%이다. 

이론적으로 산출한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도상자갈의 공극률을 실내시험을 통하여 평가해 보았다. 도상자갈은 입도분포가

22.3~63mm의 재료와 22.3~40mm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도상자갈을 직경 35cm, 높이 32cm의 시료용기에 10cm마다 다짐을 실시

하여 채웠다. 공극률 시험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이 43.1~44.3%로서 이론적 값보다 크게 측정되었으며,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구한 공극률(39∼4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열차 운행하중에 의한 다짐에너지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침투성(Permeability, k)

침투성은 Kozeny-Carman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3]. 

(2)

여기서 ε은 공극률이며 dp (m)는 입자의 직경이다. 식 (2)를 이용하여 현행 자갈도상의 이론적 침투성을 계산하면 입경이 작은

22.4mm인 경우는 4.09×10-1mD이고, 63mm인 경우는 3.77mD였다. 혼입층의 경우, 1mm 이하로 심하게 세립화된 부분에서의 침

투성은 7.53×10-4mD로서 최소입경 22.4mm를 가진층의 침투성보다도 약 1.8/1,000 가량 감소되기 때문에 모르터의 충전 성능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4.3 틀림도(Tortuosity, τ)

틀림도는 평균 공극길이(Le)와 층 두께(l)의 비로써 Sheidegger(1974)에 의해서 정의되었다[6]. 틀림도는 물리적인 상수가 아니라

공극률, 공극의 크기, 단면 형상 등에 영향을 받는 비이다. 일반적으로 다짐재료의 틀림도는 1.1~1.7이다. 

(3)

Fig. 5. Arrangement diagram of aggregates.

Table 1. Void test results for existing ballast.

Aggregates size (mm) Volume (cm3) Water (L) Void ratio (%)

22.3∼63 30.79 13.63 44.27

22.3∼40 30.79 13.27 43.10

ε 0.37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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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충전성능지표 분석

각 충전성능의 평가인자에 대한 입경별 지표분석값을 산출하면 Fig. 6과 같다. 도상자갈이 세립화되었을 경우에도 공극률과 틀림

도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공극의 크기 및 침투성은 급속하게 감소되었다. 자갈층의 침투성은 4.09×10-1~3.77mD 이지만, 혼입층의

경우 침투성이 4.22×10-6~1.723×10-2mD로 지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기하학적 및 유동학적 측면에서 규사가 포함된 시멘트계 모

르터의 충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주입방식 또는 고침투성 충전재의 적용이 필요하다.

5. 재료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충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기존선의 도상조건에 최적화된 충전재를 추가로 선정하고 자갈도상층과 혼입층을

분리주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차 충전재인 반응성 폴리머(Reactive polymer)는 상부 자갈도상 표면을 피막으로 결합시키면서

공극이 미세한 하부 혼입층에 충전된다. 2차 충전재인 마그네시아-포스페이트 시멘트(MPC, MgO/ Phosphate Ceramic)는 상부의 자

갈도상층에 충전된다. 각 충전재의 재료적 특징은 다음 Table 2와 같다.

5.1 1차 폴리머 충전재

공극의 크기가 작은 혼입층에 주입되는 재료는 반응성 폴리머로서 과산화수소수와 교반하면 상온에서 반응하는 열경화성 폴리머

이다. 계면장력이 32dyne/cm이하로서 물의 계면장력 72dyne/cm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미세 공극으로의 침투율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추가적으로 충전재로서의 필요조건인 고유동성, 경화시간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속경 충전재로서의 성능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차 충전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혼입층 입도 범위의 미립분을 대상으로 충전시험을 실시하였다. 재료의 입경은 쇄석 미분

(입경=0.6mm), 5호사(입경=1.5mm), 3호사(입경=3mm)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연유하방식으로 충전하였다. Fig. 7은 각 재료조건

별 충전후의 절단면(65Φ×50mm)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모든 경우에 있어 충전성이 충분히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차 폴리머 충전재의 강도 발현 추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초기전단 및 압축 강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강도시험은

40×40×160mm의 전단강도시험 시편에 폴리머 원재료(Neat) 상태와 13mm 골재를 이용하여 충전한 콘크리트 상태에 대한 시간별

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골재의 표면의 오염도에 따른 강도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골재를 세척한 경우와 세척하지 않

Table 2. Characteristics of pouring materials

 
Ballast non-exchanging typed filling materials Ballast exchanging typed 

filling materialsPrimary Secondary

Chemical composition Reactive polymer MgO/Phosphate OPC/ Hydraulic cement

Reaction principle Radical reaction Acid-Base reaction C-H-C hydrate reaction

Application range Below Φ=4.75 mm Above Φ=15 mm Above Φ=15 mm

Fig. 6. Analysis of performance index depending on aggregates size.



이일화 · 정영호 · 이민수

54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6호 (2015년 12월)

은 경우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압축 강도 및 전단 강도시험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Fig. 8에 정리하였다[7]. 그림에서 폴리머 충전재의 경우, 경화가 이루어지

는 시점인 1시간 경과 후의 압축강도가 17~25MPa로 발현되었으며, 전단강도 또한 4.78~12MPa 범위로 높게 발현되었다. 강도 발

현 속도가 주입 후 3시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초기반응시 반응참여율이 90% 이상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특이한 결과는 원재료 상태 보다 골재에 충전되었을 때 오히려 높은 강도값을 나타내었으며 골재 표면오염도의 영향도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재료의 침투성이 우수하여 골재와의 부착력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2 2차 MPC 시멘트 충전재

2차 충전재로는 기존 마그네시아시멘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수분에 안정적이며 강도 발현이 우수한 새로운 배합의 마그네시

아-포스페이트 시멘트(MPC)를 적용하였다. MPC는 적정 배합비의 Magnesium oxide와 Mono potassium phosphate로 구성된다. 기

존 연구 보고에 의하면 2차 세라믹 충전재인 MPC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시멘트(OPC)와 비교 분석하면 치밀한 조직 형성에 의한

압축 및 전단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산-염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시멘트 화합물 보다 산성도가 중성-약알카리 범위를 가져 친

환경적이며 낮은 열팽창 계수 및 흡습율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 

Fig. 9는 MPC재료의 경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화시간에 따른 반응온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MPC 원재료(neat)의 경화 형태

는 이중피크가 형성되면서 경화되는데 이는 먼저 소성도가 낮은 Magnesium oxide와 Phosphate가 일차 Acid-Base 반응을 진행 한

후, 이어서 반응성인 소성 Magnesium Oxide과 Phosphate와 반응하기 때문으로 전형적이 MPC의 반응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반

응에 의해 최대 반응 온도가 원재료 상태에서는 약 62분에서(최대온도 약 58oC) 결정 구조를 형성하면서 경화되었다. 콘크리트에

서는 하나의 피크가 형성되며 약 43분(최대온도 42oC)에 경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논문의 2차 충전재인 MPC가

자갈 도상에 주입 시 약 43-60분 정도이면 소정의 강도 발현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Fig. 7. Pouring test results for each particle sizes using primary polymer material.

Fig. 8. Results of strength test of the primary chemical fill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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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MPC 원재료(neat)를 대상으로 강도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2차 충전재

의 경우, 원재료 상태에서는 주입 후 1시간에서 압축강도가 7.24MPa, 전단강도가 2.17MPa로 나타나고 3시간에서는 압축강도가

18.79MPa, 전단강도가 5.64MPa로 매우 양호한 강도 발현이 이루어 졌다.

6. 복합 충전성능 평가

본 절에서는 일체형 슬래브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실내에서 복합충전시험을 실시하였다. 1차 폴리머 충전재로 하부 혼입층을 충

전한 후 2차 MPC 충전재로 상부 자갈층을 충전하였다. 골재 및 세립분은 철도 폐선현장에서 채취한 재료를 이용하였다. 혼입층은

22.5mm이하의 세립분을 대상으로 각 입도별로 체가름하고 0.075mm이하의 미분을 3.5% 혼합하여 혼입층을 조성하였다. 공시체는

직경 100mm, 높이 200mm인 원주형 몰드에 혼입층을 70mm 두께로 다짐하고 그 위에 자갈층을 130mm 두께로 다짐하여 제작하

였다. 도상층 및 혼입층의 입도분포는 다음 Fig. 11과 같으며, 공시체 재료의 입도 분포에 따른 이론적 공극률, 공극의 크기, 공곡

의 틀림도 및 침투성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혼입층 공극은 이론적으로 약 210cm3이며 자갈도상층 공극은 약 397cm3이다. 혼입층에 충전을 위한 1차 충전재의 이론량은 도

상층 자갈 표면에 박막코팅되는 양을 포함하여 산출량의 1.15배로 설정하여 약 312g을 충전하였다. 1차 폴리머를 충전하면 자갈 표

면에 충전재가 침투되어 피막을 형성시키면서 혼입층으로 충전된다. 2차 MPC는 피막이 형성된 도상자갈층의 공극을 충전한다. 2

차 MPC 주입 2시간 경과 후 3개 공시체의 평균압축강도는 19.23MPa로 나타났다. 이러한 압축강도는 2차 MPC 원재료(neat) 상태

의 3시간 강도와 유사한 것으로 1차 폴리머가 자갈 도상을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상층의 강도

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공시체의 공극상태, 공극의 크기, 충전재와 세립분과의 결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절단면에 대하여 현미경을 분석한 결과를

Fig. 9. Hardening rate of the secondary ceramic-neat and secondary ceramic-concrete materials.

Fig. 10. Results of strength test of the secondary chemical-nea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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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ig. 14에 나타내었다. 자갈도상층에서의 공극 크기는 약 4.56~16.22mm까지 분포하고 혼입층의 경우 1.2~4.2mm까지 분포하

였다. 혼입층에서는 Fig. 14(b)와 같이 미립자의 크기가 0.01~0.18mm인 입자까지도 1차 폴리머가 충분히 충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상자갈 무교환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층 분리주입형 급속경화궤도의 재료 및 시공법을 제안하고 기본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불교란 도상자갈층 및 혼입층의 재료적 특징(입도, 공극, 틀림도, 침투성)에 대한 충전성능지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

Fig. 11. Aggregates size distribution.  Fig. 12. Performance index for each layer.

Fig. 13. State of the specimens after pouring.

Fig. 14. Microscale analysis remolded by first polymer fill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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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투성이 우수한 1차 폴리머 충전재와 2차 마그네시아-포스페이트 시멘트(MPC) 충전재를 제시하였다. 1차 폴리머 충전재는 도

상자갈의 표면을 박막으로 결합시키면서 미립자로 구성된 혼입층으로 침투 충전되었으며, 2차 MPC 충전재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도상층의 공극을 충분히 채우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압축 및 전단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개발재료별 강도도 확보되었으며, 두가지 재료로 구성된 복합시험공시체의 강도도 기준

강도(5MPa/2h)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향후, 대상구간 자갈도상의 층별 입도정보가 확보된다면 이를 근거로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있는 자갈도상층을 불교란상태에

서 효율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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