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roperty of self-healing, and to propose an appropriate duration for wet curing of
bridge deck concrete overlays.

METHODS : In this study, reinforced bars were inserted into concrete molds in order to prevent brittle fracture and induced cracks in the
concrete resulting from indirect tension mode. The induced time of concrete cracking was 3 to 7 days, following which the concrete specimens
were cured in water. The resulting concrete crack width was measured using image analysis equipment. Additionally, the self-healing tests
were performed using the following three mixtures: OPC, SFC, and LMC.    

RESULTS : Concrete mixtures with crack widths of 150㎛ or lower were completely healed by Day 28. Hydrates of crack fills were found to
be the calcium carbonate.   

CONCLUSIONS : The cement-based mixtures exhibit properties of self-healing. Considering these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uring duration of concrete overlays for bridge d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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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Ⅰ: 콘크리트 교면포장

교면포장은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 위에 설치된 얇

은 두께의 포장층을 의미한다. 교면포장은 교통하중에

의한 충격 작용 및 우수의 침입이나 온도 변화 등 기상

작용에 대항하여 도로교 바닥판을 보호함과 동시에 통

행 차량의 쾌적한 주행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국토교통부, 2011). 교면포장은 크게 아스팔트 교면

포장과 콘크리트 교면포장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아스팔트 교면포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판 위에 아스팔트 교면

포장을 시공할 경우 방수층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

지 못하여 수분과 염화물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부적절한 시공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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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재료분리구간, 시공줄눈

부(cold joint), 다짐이 잘 되지 않는 시공끝단부의 경우

수분의 침투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교면포

장과 바닥판 사이에 수분이 상시적으로 체류하여 공용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발생되는 대표적인

파손이 포트홀(pot hole)이다. 또한 실제 아스팔트 교

면포장의 파손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판도 열화가

진행되며, 철근부식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교량의 공용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2000년이후국내에서는콘크리트

교면포장이확대적용되고있다. 콘크리트교면포장은가

능한바닥판과유사한재료로선정하여기존에타설된바

닥판과의 일체거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외부로부터 수분 또는 염화물의

침투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수저항성이 우수해야 하

고, 교통하중과 환경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한

다. 국내에서적용되고있는대표적인교면포장재료로는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LMC : latex modified concrete)

와 실리카흄과 PVA fiber를 첨가한 HPC(high

performance concrete)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현재 다

양한재료들이현장에적용되고있다. 

1.2. 연구배경 Ⅱ: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문제점

콘크리트 경화체 내에는 미세공극(micro pore)이 전

체적인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내구성 파손

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주요한 인자이다. 또한 미세공

극 내에 존재하는 수분이 증발할 경우 계면에 표면장력

이 발생하여 건조수축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콘크리트

의 인장강도를 초과하면 균열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는 미세공극의 존재와 수축의 발생이 불

완전한 재료로 간주되게 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이에 콘

크리트 교면포장 재료의 배합기준에는 미세공극의 양을

줄이고 공극의 네트웍을 단절시켜 투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낮은 물-결합재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구

성 기준에서 염소이온침투저항성실험의 통과전하량을

1,000쿨롱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고내구성 콘크리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면포장의 콘크리트 수축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에서는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내구성 기준에서 건조수축균열저항성 항목이 들어가 있

다. 이를 통해 수축균열저항성이 우수한 재료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는 조기파손발생으로 하자책임 관련 논란이 종종 일어

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파손이 균열이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에서의 균열은 타설 후 1년 이내에서도 발생하

지만, 대부분 재령 28일 이전에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콘크

리트 교면포장을 이미 40년 전 부터 적용하고 있는 미

국 사례를 통해 파손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961년에 미국의 PCA는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내구성

연구를 시작하여 8개주를 대상으로 랜덤하게 1,000개

교량을선정하여조사하 으며, 또한 4개주 70개교량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 는데, 그 결과 횡방향

균열이 주요한 파손타입이라고 결론지었다(Russell,

2004). 2002년에 미국 Colorado에 있는 62개의 교량

(1993년~2000년까지 시공된 교량)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 82%의 교량에서 파손문제가 확인되었고, 특히 균열

발생에 의해 문제가 있는 교량은 45%로 집계되었다(Xi

et al, 2003).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콘크리트 교면포장

의 균열발생 원인을 수축 또는 수축의 구속력 때문이라

고 보고하 다(Schmitt and Darwin, 1995; Miller

and Darwin, 2000).

콘크리트 혼합물에 각종 혼화재를 첨가하여 수축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축균열저항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러나 만약 증발량이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한 날씨

에 콘크리트가 노출될 경우 수축균열 발생 가능성이 상

당히 높다. 이는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재료

들이 실내성능평가를 통해 수축균열저항성을 확보하

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균열발생 사례가 종

종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1.3. 연구목적

최근 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부에 대한 자기치유

(self-healing)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혼

화재들을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자기치유성능을 분석한

연구사례가 많다. Neville(1995)은 파괴된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fine cracks)이 (처짐이 없는 상태) 습윤한

상태에서 완전히 치유(healing)될 수 있다고 하 으며,

이를‘자생치유(autogenous healing)’라는 용어로 불

다. Breugel(2007)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자기치유능력은 재료의 고유특성이며, 주요

한 메커니즘이 미수화 시멘트 입자의 연속적인 수화과

정과 탄산칼슘 결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 다.

또한 자기치유는 재료의 동탄성계수, 불투수성을 회복

시키지만 강도는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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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자들의 지적대로 습윤한 조건에서 미세한

균열이 치유될 수 있다면, 초기에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

트 교면포장의 경우 충분한 습윤양생을 통해 균열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자기치유실험을 통해 양

생조건 및 기간에 따라 치유성능을 평가하 다.

2. 실험계획
2.1.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합재의 화학성분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굵은골재는 13mm 쇄석골재를 사용하

고, 잔골재는남한강인근에서채취한강사를사용하

다. Fig. 1은굵은골재와잔골재입도를나타내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OPC(ordinary portland cement

concrete), SFC(silica fume concete), LMC(latex

modified concrete) 배합을 실시하 다. 현재 국내에

서 적용되고 있는 HPC는 실리카흄과 PVA fiber를 첨

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흄만을 첨가하 으며,

배합명칭을 SFC로 하 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적

용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콘크리트 배

합비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배합비를 준용하

여 결정한 것이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치유실험을 위해 원형몰드(ø

10cm×20cm)에 5cm 간격으로 13mm이형철근을 삽입

하고, 콘크리트를 두께 5cm 크기로 절단하 다. 일반적

으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시료를 절단하여도

미세한 요철은 남아 있게 되며, 절단된 시료를 광학현미

경으로 촬 할 경우 미세한 요철부에 의해 현미경의 초

점이 적정하게 조절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렇게 절단된 콘크리트 표면부의 미세한 요철을 제거하

기 위해 표면연마작업을 실시하 다. 이렇게 표면이 연

마된 시편을 간접인장강도실험을 통해 균열을 유도하

다. 철근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취성파괴는 일어나지

않으며, 적정한 균열이 발생하 을 때 간접인장강도실

험을 중단하 다. Fig. 2는 파괴모드형상 및 간접인장

실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균열 유도 시점은 콘크리트 타설 후 재령 3일, 재령 7

일, 재령 28일에 수행하 다. 균열 유도된 시편의 양생

방법은 20℃ 물에 수침하여 양생을 실시하 으며, 균열

폭 측정주기는 0일, 7일, 14일, 28일로 하 다. 기존 예

비실험에서 기건양생(온도 20℃, 습도 50%, 물을 하루

에 2회 살수) 시 균열폭 변화를 측정한 바 있으나 균열

폭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본 연구에서는 수침

양생만을 고려하 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inder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Portland
cement

20.2 5.7 2.8 61.7 3.4 2.4

Silica
fume

88.1 0.4 1.0 0.6 1.44 1.38

[Unit :wt %]

Fig. 1 Gradation of Aggregate

Table 2. Concrete Mixture Design

Variable
W/B
(%)

S/a
(%)

Unit weight, kg/㎥

Water

Binder
Fine
agg

Coarse
aggPortland

cement
Silica
fume

Latex

OPC 40 55 160 400 - - 962.7 781.7

SFC 40 55 170.4 400.4 25.6 - 930.3 755.4

LMC 33 58 64.0 400 - 128 968.6 696.1

Fig. 2 Indirect Tension Mode for Self-Hea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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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폭 측정을 위해 사용된 화상촬 기는 QICAM 디

지털카메라(1.4 million, 1392× 1040)에 현미경렌즈

(optical 0.5-5x)를 부착한 것이며, 시편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stage를 장착하 다. 촬

된 이미지는‘image-pro 6.0’분석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균열폭을 정 하게 측정하 다. Fig. 3은 본 연구

에서 사용된 화상분석시험기를, Fig. 4는 화상분석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균열폭을 분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콘크리트 균열폭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화상에 8개~10개 지점을 정

하고 재령에 따라 동일한 지점에서 균열폭을 관측하

다. Fig. 5는 균열폭 분석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6~Fig. 9는 각 배합별 콘크리트의 균열부위가

변화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유도된 균열의 폭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균열이 유도된 이후 28

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완전히 닫혀지는 현상을 보이기

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g. 7과 같이 초기 균열폭

이 418㎛인 경우 2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균열폭이

272㎛까지 감소했지만 균열이 완전히 닫히기에는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균열

이 발생한 콘크리트에 지속적인 수분이 공급된다면 일

정한 크기 이하의 균열은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는지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배합별로 시간에 따른

균열폭 변화를 도식화 하 다. Fig. 10~15는 각 배합별

재령에 따른 균열폭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해당 그래프

는 데이터 포인트가 점선으로 그려진 곳 하단에 위치한

다면 균열폭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며, x축에 위치하면

균열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에

서 알 수 있듯이 초기 균열폭이 증가함에 따라 잔류균열

폭(residual crack width)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의

폭에 따라 균열의 자기치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재령 3일과 7일에 균열을 유도하여 물에

수침시키고 시간에 따라 균열폭을 측정한 결과, 배합별

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초기 균열폭이 약

100~200㎛ 범위에 있는 균열의 경우 재령 28일 이후

에 일정부분 치유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OPC 배합에서 재령 3일에 균열을 유도한 경우

폭이 약 300㎛를 나타낸 균열들 일부도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200㎛ 전후의 균열들이

또한 완전한 치유가 되지는 않아서 자기치유를 통해 균

열이 완전히 닫힐 수 있는 임계 균열폭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SFC 배합에

서도 재령 3일에 균열을 유도한 경우 폭이 약 200㎛에

서도 균열이 완전히 닫히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나, 일부

200㎛ 이하의 폭을 나타내는 균열들이 완전히 닫히지

Fig. 3 Image Analysis Equipment for Measuring 

Crack Width

Fig. 4 Image Analysis Program

(a) 0 day (b) 28 days

Fig. 5 Example of Crack Width Analysis (L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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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day (b) 7 days (c) 14 days (d) 28 days

Fig. 6 Measurements of Crack Width on OPC (crack induced in 7 days)

(a) 0 day (b) 7 days (c) 14 days (d) 28 days

Fig. 7 Measurements of Crack Width on OPC (crack induced in 3 days)

(a) 0 day (b) 7 days (c) 14 days (d) 28 days

Fig. 8 Measurements of Crack Width on SFC (crack induced in 3 days)

(a) 0 day (b) 7 days (c) 14 days (d) 28 days

Fig. 9 Measurements of Crack Width on LMC (crack induced in 7 days)

2017.2논문(포장)  2017.2.14 12:51 PM  페이지15   프린텍1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LMC 배합도 마찬가지로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재령7일에균열을유도한

경우배합의종류와상관없이폭이100~200㎛범위에있

는모든균열들이완전히치유되는현상을나타내었다. 특

히 OPC 배합의 경우에는 폭이 약 200~300㎛ 범위에 있

는 균열들이 모두 닫히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폭이 약

100㎛정도의균열은7일이경과한시점에서완전히치유

되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116

Fig. 10 Crack Width Analysis of OPC

(crack induced in 3 days)

Fig. 13 Crack Width Analysis of OPC

(crack induced in 7 days)

Fig. 11 Crack Width Analysis of SFC

(crack induced in 3 days)

Fig. 14 Crack Width Analysis of SFC

(crack induced in 7 days)

Fig. 12 Crack Width Analysis of LMC

(crack induced in 3 days)

Fig. 15 Crack Width Analysis of LMC

(crack induced in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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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기균열닫힘률 분석

본연구에서는진행한자기치유실험방법은콘크리트시

료에 철근을 미리 삽입하여 간접인장모드에서 시료가 쪼

개지지 않고 균열만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하 는데, 이 과

정에서 원하는 크기의 균열을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이따랐다. 이에배합별로균열폭의범위가상이한경우가

발생하 으며, 이것이 데이터분석결과에 일부 향을 미

쳤을것으로판단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3개배합의모

든 데이터를 묶어서 자기균열닫힘률(self crack closing

ratio)을분석하 다. 배합별로자기치유효과가달라질수

도있으나, 본실험결과가이를변별하기에는한계가있을

것으로 판단하 으며, 배합에 따른 향보다는 균열발생

시기, 균열폭이자기치유효과에더큰 향을미치는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자기균열닫힘률은 균열발생시기로 구

분하고, 또한 균열폭이 150㎛ 이하인 경우와 150㎛를 초

과한경우로나누어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균열닫힘률, 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 다. 

여기서, = 균열유도직후균열폭

= t시간이후에균열폭

재령에따른자기균열닫힘률, 는‘0’에가까울수록

균열폭 감소가 크지 않은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균열

폭감소가큰것을의미한다. 또한‘1’에도달할경우균열

이완전히치유된것을의미한다. 

Fig. 16과 Fig. 17은 재령 3일에 균열을 유도한 콘크

리트에 대하여 자기균열닫힘률을 분석한 것이다. 그래

프에서 표시된 사각형 모양의 포인트는 해당 시점에서

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시간이 경화함에 따라 자기균열닫힘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콘크리트 시편에 발생된

균열의 폭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균열

닫힘률 분석결과, 폭이 150㎛ 이하인 균열의 경우 28일

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기균열닫힘률 평균값이 0.89를

나타내어 상당수의 균열이 자기치유효과를 통해 완전히

닫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폭이 150㎛를 초과한 균열의 경우 재령 28일 경과한 시

점에서 자기균열닫힘률 평균값이 0.58를 나타내어 균

열폭이 큰 경우 균열이 완전히 닫히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18과 Fig. 19는 재령 7일에 균열을 유도한 콘크

리트에 대하여 자기균열닫힘률을 분석한 것이다.

폭이 150㎛ 이하인 균열의 경우 자기균열닫힘률이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0.97을 나타내고 있으며, 28

일에는 1.00을 나타내어 모든 균열이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4일 만에 대부분의 균열이 완전히 치유된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균열 발생 시기가 늦춰질 경우

상대적으로 자기치유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

다. 폭이 150㎛를 초과하는 균열의 경우에도 재령 3일

에 균열을 유도한 것 보다는 자기균열닫힘률 평균값이

더 크게 나타나 재령 7일에 균열을 유도한 경우가 3일

에 유도한 경우에 비해 자기치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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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nalysis of Self-Crack Closing Ratio (crack 

induced in 3 days, crack width≤150㎛)

Fig. 17 Analysis of Self-Crack Closing Ratio (crack 

induced in 3 days, crack width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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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기치유 매커니즘

Hua(2010)는 자기치유현상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

이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 탄산칼슘과 수산화칼슘의 형성

- 물에 존재하는 불순물과 콘크리트 조각이 균열부위

에 끼일 경우

- 시멘트의 미수화 입자 또는 광물성혼화재의 추가적

인 수화반응

- 균열부 측면에 시멘트 수화물의 팽창(swelling of

C-S-H)

이와 같은 4가지의 현상이 콘크리트의 자기치유현상

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된 원인 중

가장 지배적인 메커니즘은 탄산칼슘의 결정화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다(Wu et al, 2012). 만약 콘크

리트의 균열발생 시점은 다르지만 균열 발생 이후 동일

한 기간 동안 균열폭의 변화를 관측한다면, 균열발생 시

점이 늦은 경우가 더 많은 수화반응을 통해 부산물인 수

산화칼슘도 더 많이 생성하게 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

서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화칼슘 피크가 증가하는

경향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성

된 수산화칼슘은 균열 주변부에 더 많은 탄산칼슘 생성

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MC에 대하여 균열이 치유된 이후,

해당 부분에 샘플을 채취하여 SEM/EDS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Fig. 20에 나타내었다. SEM 사진에

서 위쪽이 콘크리트 표면부이며, 페이스트의 수직면이

촬 된 것이다. SEM 사진에서 촬 된 수화물 형상을

보면 각진 형태의 덩어리들이 서로 쌓여져 있다. 해당

위치의 원소 성분을 보면(①번) Ca, C, O로 구성되어 있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118

Fig. 19 Analysis of Self-Crack Closing Ratio (crack 

induced in 7 days, crack width 150㎛)

Fig. 20 Analysis of SEM/EDS (LMC)

Element  Series  unn. C norm. C Atom. C
[wt.%]  [wt.%]    [at.%]

------------------------------------------------------  
Carbon  K-series 2.06      6.88   12.32
Oxygen  K-series 13.98   46.77    62.83
Calcium K-series 13.85   46.35    24.85
------------------------------------------------------  

Total:  29.88  100.00  100.00

Element    Series  unn. C norm. C Atom. C
[wt.%]  [wt.%]    [at.%]

------------------------------------------------------  
Carbon        K-series    1.30      4.95     9.57
Oxygen       K-series     9.42   35.95   52.21
Aluminium K-series    1.38      5.26     4.53
Silicon       K-series    2.63   10.04     8.30
Calcium   K-series  11.48   43.81   25.40
------------------------------------------------------  

Total:  26.20  100.00  100.00

①

②

Fig. 18 Analysis of Self-Crack Closing Ratio (crack 

induced in 7 days, crack width≤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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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것은 탄산칼슘(CaCO3) 수화물로 추정된다. 이

는 전형적인 자기치유현상에서 균열부위에 나타나는 수

화물이며, 본 연구결과 표면부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이 되었다. 탄산칼슘 수화물 표면에 붙어 있는

조각들의 원소성분을 보면 Ca, Si, Al, C, O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일반적인 시멘트 수화물인 것을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자기치유현상은 탄산칼슘 생성

이 지배적인 인자로, 미수화입자의 반응에 의한 수화물

생성이 부가적인 인자로 설명될 수 있다. 탄산칼슘의 생

성이 주요한 자기치유현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

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모든 경화체에서 이와 같

은자기치유성능이있다는것을증명하는것이다. 

4.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검토

콘크리트 교면포장은 일반적으로 시공 후 초기에 수축

균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물이며, 이에 국토

교통부(2015)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

기치유실험결과,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이 균열이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습윤한 상태 하에

서약28일정도의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실제 시공현장에서 초기 미세 균열 발생 시 대부분 재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습윤양생 기간을

증가시켜 균열부가 자기치유 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시방서에서도 초기 균열 발생 시 습윤양생 기간

을 현 14일에서 최대 28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추가적인

검증연구가수반되어야하며, 특히대기환경조건과배합

특성에따른종합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교면포장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콘크

리트 재료에 대하여 자기치유성능을 평가하 으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균열이 발생한 시료를 습윤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모

든 배합에서 자기치유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폭이 150㎛ 이하인 대부분의 균열이 28일 안에 완벽

히 닫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균열 유도 이후 동일한 기간 동안 습윤한 상태로 노

출시킨 경우에 재령 3일에 균열을 유도한 것 보다 재

령 7일에 균열을 유도한 시편의 자기치유성능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3. 이는 균열부위를 메우는 수화물이 대부분 탄산칼슘

인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크리트 내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탄산칼

슘의 생성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자기치

유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습윤

양생 기간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이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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