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high elastic modulus and low-shrinkage roller-compacted concrete base (RCCB)
in order to prevent fatigue cracking and reflective cracking in the asphalt surface layer of composite pavement. Using a rigid base material with
low shrinkage can be a solution to this problem. Moreover, a strong rigid base with high elastic modulus is able to shift the location of critical
tensile strain from the bottom of the asphalt layer to the bottom of the rigid base layer, which can prevent fatigue cracking in the asphalt layer.

METHODS : Sensitivity analysis of composite pavement via numerical methods is implemented to determine an appropriate range of elastic
modulus of the rigid base that would eliminate fatigue cracking. Various asphalt thicknesses and elastic moduli of the rigid base are used in the
analysis to study their respective influences on fatigue cracking. Low-shrinkage RCC mixture, as determined via laboratory testing with various
amounts of a CSA expansion agent (0%, 7%, and 10%), is found to achieve an appropriate low-shrinkage level. Shrinkage of RCC is measured
according to KS F 2424. 

RESULTS : This study shows that composite pavements comprising asphalt thicknesses of (h1) 2 in. with E2 > 19 GPa, 4 in. with E2 > 15
GPa, and 6 in. with E2 > 11 GPa are able to eliminate tensile strain in the asphalt layer, which is the cause of fatigue cracking in this layer.
Shrinkage test results demonstrate that a 10% CSA RCC mixture can reduce shrinkage by 84% and 93% as compared to conventional RCC and
PCC, respectively.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es using various design inputs, composite pavements are shown to be able to
eliminate fatigue cracking in composite pavement. Additionally, an RCC mixture with 10% CSA admixture is able to reduce or eliminate
reflective cracking in asphalt surfaces as a result of the significant shrinkage reduction in the RCC base. Thus, this low-shrinkage base material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distresses in composite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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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스팔트 포장은 평탄성 및 저소음 등 도로에 요구되

는 기능적 성능은 우수한 반면 중차량 및 환경적인 향

에 의한 소성변형 및 균열 등으로 짧은 공용수명을 나타

내며, 잦은 유지보수와 공용수명 저하로 경제성이 저하

된다. 반면 콘크리트 포장은 중하중에 대한 구조적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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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수하나 평탄성, 소음 및 주행성 등의 기능성이 떨

어지며, 줄눈부 파손 및 종₩횡방향 균열 등의 파손 발생

시 공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APA(Asphalt Pavement Alliance)에서는 이

러한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의 근원적인 문제점

을해결하기위하여2000년도에“Perpetual Pavement”

설계 개념을 제안하여 복합포장(Composite Pavement)

에대한연구를진행하 다. 복합포장이란강성기층에아

스팔트 표층을 시공하는 공법으로서 강성 기층에 의한 구

조적 성능과 아스팔트 표층의 기능적 성능을 동시에 갖는

포장 공법이다. 또한 저비용 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계수명을2배이상증대시켜유지보수주기를증대하고

보수비용및사용자비용등의절감을통해경제성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 국, 네덜란드 및

헝가리등의유럽국가와함께미국의여러주에서복합포

장이 시도되어 우수한 장기 공용성을 나타내었다(APA,

2002). 따라서국내에서도신설및유지보수측면에서구

조적/기능적성능을동시에확보가능하며경제적인포장

시공이가능한복합포장공법의도입이요구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복합포장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개질 아스팔트를 적용하여 강수 침수

현상에 의한 포트홀 억제 방안 연구, 기층의 두께조절

및 방수층 적용 방안 연구 등 복합포장의 단점을 보완하

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부층의 상이한

시공 장비 적용에 따른 공사 단가 상승, 고탄성 기층 확

보를 위한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로 건조수축이 증가하

여 반사균열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고탄

성 기층개발과 반사균열에 대한 문제점으로 적용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김병헌 외 3명, 2012). 따라서 경제적

인 고탄성 기층 개발 및 건조수축 감소에 따른 반사균열

억제 방안을 제안하여 기존 문제점이 보완된 복합포장

의 경제적 기층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복합포장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포장의 파손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경제적인 기층 개발을 위하여 표층의 피로균열 억제

를 위한 기층의 적정 탄성계수 범위를 정립하고자 하

다. 또한 복합포장 기층 적용방법으로는 기존 시멘트 콘

크리트(Portland Cement Concrete, PCC)보다 시멘

트 사용량이 적고, 아스팔트 시공장비를 이용한 간소한

시공절차와 시멘트에 의한 수화반응 및 롤러전압에 의

한 골재 맞물림 효과로 인해 경제적인 고탄성 기층을 확

보할 수 있는 롤러전압콘크리트(Roller-Compacted

Concrete, RCC)를 기층에 적용하고자 하 다. 이를 위

하여 롤러전압콘크리트에 CSA계 팽창재를 혼입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 후 탄성계수 및 건조수축 변화율을

비교하 다. 따라서 피로균열 및 반사균열에 의한 복합

포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탄성 기층을 위한 저비용

시공 및 고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복합포장용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 기층의 최적 배합 설계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복합포장 및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연구 동향
2.1. 복합포장(Composite Pavement)

복합포장(Composite Pavement)은 Fig. 1과 같이

고탄성 기층 위에 아스팔트표층을 적용하여 하중지지력

과 주행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또한

고탄성 기층을 확보하 을 때, 표층 하부에서의 인장변

형이 기층 하부로 전이되어 아스팔트 표층에서의 인장

변형에 의한 피로균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Huang, 2003; Newcomb et al., 2000). Fig. 2는

복합포장에서 고탄성 기층을 적용하 을 때 아스팔트

표층 하부에서 발생하는 최대인장변형이 기층하부로 전

이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복합포장에서는 고탄성 기층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Fig 1. Composite Pavement Design Concept

(Newcomb et al., 2000)

Fig. 2 Critical Location of Tensile Strain in Flexible Pavement 

and Composite Pavement (Nunez,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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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 적용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탄성

기층을 확보하여 아스팔트 표층 하부에서의 최대인장변

형을 기층하부로 전이시켜 피로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고탄성 기층을 확보하여야 한다. Fig. 3은 복합포장에

서의 포장 깊이에 따른 인장변형의 거동을 기층 구성방

법에 따라 비교분석한 그래프로서 쇄석 기층 및 Soil

Cement의 경우 표층 하부에서 인장변형이 발생하지만

기층 재료의 탄성이 증가할수록 표층 하부에서의 인장

변형이 감소하여 기층하부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erardo. W(2008)의 연구에 의하면 시멘트 안

정 처리층(CTB), CRCP(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RCCP(Roller Compacted

Concrete Pavement) 등을 복합포장의 기층 적용 방

법으로 선택하 을 때 고탄성 기층 확보 및 표층 하부의

인장변형을 기층하부로 전이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Gerardo W. Flintsch et al, VTRC, 2008). 

복합포장에서의 주요 파손으로는 Fig. 4와 같이 피로

균열, 반사균열 및 러팅 등이 있다(SHRP, 2013).

Tayabji(1987)의 연구에서는 복합포장에서의 피로균열

은 응력비(SR)로 평가할 수 있으며, Eq. (1)과 같이 복

합포장의 최대인장 응력과 최대인장 강도의 비로 표현

되고, SR 값이 0.4 이하일 때 무제한의 피로수명을 가

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Tayabji et al, TRB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복

합포장의 Stress Ratio(SR) 범위를 0.4 이하로 설정하

고,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응력 및 변형률의 값

을 토대로 Stress Ratio 0.4 이하 값을 확보할 수 있는

아스팔트 표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고탄성 기층의 적정

탄성계수 범위를 정립하고자 하 다.

여기서, 

는 Compressive Strength(Psi), 는 Elastic

Modulus(Psi)

2.2. 롤러전압콘크리트(Roller-Compacted

Concrete)

롤러전압콘크리트는 적은 수량의 콘크리트 혼합물을

아스팔트 페이버와 다짐롤러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공법

으로서 시멘트에 의한 수화반응과 더불어 롤러다짐에

의한 내부 골재 맞물림 효과에 따라 우수한 구조적 성능

을 확보할 수 있다(Dale Harrington, PCA, 2010).

Fig. 5는 롤러전압콘크리트의 골재 맞물림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롤러전압콘크리트 내부 골재 맞물림 효과로

인해 내부 공극이 최소화되고 분산되어 조 한 기포간

격 계수 및 수 성이 증대된다(Lee, C. H et al, 2011).

또한 롤러전압콘크리트는 신속한 시공속도, 간소한 시

공절차 및 조기교통개방의 이점을 확보하여 우수한 경

제성을 지니고 있다(Wayne S. Adaska 2006). 따라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비해 적은 수량 사용

및 시멘트량 감소에 따라 적은 건조 수축이 발생하므로

Fig. 3 Tensile Strain Distribution of Various Type of 

Composite Pavement along its Depth(Gerardo 

w. Flintsch et al, VTRC, 2008)

Fig. 4 Typical Distresses in Composite Pavement 

(1)

Fig. 5 Aggregates Interlocking in RCC after Roller 

Compaction

Aggregate

Roller
Compaction

Mo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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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전압콘크리트를 복합포장용 기층으로 적용하 다.

반사균열은 하부에서 시작하여 아스팔트 표면으로 전

이되는 균열로서 강성기층의 수축 팽창으로 인해 강성

층에서의 줄눈 또는 균열이 전파되는 것으로 복합포장

에서의 대표적인 파손이다(SHRP, 2013; Nunez,

2007).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으로 일반콘크

리트 대비 건조수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

에 반사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층 적용공법으로 선

정하 다(Dale Harrington, PCA, 2010).

3.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복합포장의 단면 및
물성 요구 조건 검토

복합포장의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표층의 두께 변화

와 기층의 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인장변형의 거동을 비

교 분석하 으며, Tayabji(1987)의 연구에서 제안된 응

력비(SR) 범위(0.4 이하)에 부합하는 강성 기층의 탄성

계수 범위를 도출하여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강성 기층

의 적정 탄성계수 범위를 제시하 다.

3.1.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복합포장의 모델링

기층 하부에서 최대 인장변형을 갖는 기층의 탄성계

수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복합포장의 모

델링을 실시하 다. 복합포장 단면 해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피로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표층 하부에서 인장

변형 발생여부와 기층하부에서 인장변형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피로균열 억제

를 위한 두께 및 탄성계수 등을 정립하고자 하 다.

해석에 사용된 단면으로는 아스팔트 표층, 강성 기층,

보조 기층 및 노상으로 구성하 다. 아스팔트 표층의 두

께는 50, 100 및 150mm로 구분하 으며, 아스팔트 표

층의 탄성계수는 일반적인 온도(20℃)에서의 탄성계수

인 3.5GPa로 설정하 다. 기층의 두께는 250mm로 설

정하 고 기층의 탄성계수는 7, 15, 21, 23.5, 28GPa로

설정하여 해석을 실시하 다. 해석에 사용된 하중은 일

반적인 고속도로 포장의 설계 하중인 80KN으로 설정하

으며, 하중 재하면을 원형 등분포하중으로 바꾸기 위

해 반지름 19.2cm, 타이어 접지압 6.9kg/m3으로 환산하

다. 포아송비 및 기타 재료의 물성은 VTRC에서 제시

하고 있는 입력 값을 사용하 다(Gerardo w. Flintsch

et al, VTRC, 2008). 

3.2.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복합포장의 각 층별

인장변형 거동 분석

Fig. 7는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복합포장의 깊이에

Fig. 6 Axisymmetric Modelling for Composite Pavement

(a) h1=50mm

(b) h1=100mm

(c) h1=150mm

Fig. 7 Distribution of Tensile Strain through Depth of Composite 

Pavement with Rigid Base (E1=3.5GPa, h2=10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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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각 층별 인장변형 거동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

결과 표층 두께 50, 100, 150mm의 모든 경우에서 아스

팔트 표층 하부의 인장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층

하부에서 최대 인장변형이 발생하 다. 이는 복합포장

의 설계 개념인 표층 하부의 인장변형을 기층하부로 전

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강성 기층에서의

최대인장변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표층

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기층하부에서의 최대인장변형

이 감소하여 복합포장의 피로균열 발생 시기가 연장되

어 공용수명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롤러전압콘크리트 기

층의 적정 탄성계수 범위

Fig. 8은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복합포장용 강성 기

층의 응력비(SR)에 따른 탄성계수비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최소 응력비

(SR) 범위(0.4 이하)를 만족하는 강성 기층의 적정 탄성

계수 범위는 표층두께(h1) 50mm일 때 19GPa 이상, 표

층 두께(h1) 100mm일 때 15GPa 이상, 표층 두께(h1)

150mm일 때 11GPa 이상인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아스팔트 표층의 두께에 따른 강성 기층의 최소탄성계

수 범위를 고려할 경우 복합포장에서의 피로균열 억제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복합포장용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재
료적 특성 평가 방안

복합포장용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 기층의 재료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고탄성 기층의 적정 탄성계수 범위

에 부합하는 배합설계를 실시하 으며, 반사균열 억제

를 위하여 CSA계 팽창재를 혼입하여 건조수축 변화에

따른 무수축 특성을 확인하 다. 또한 기층 재료의 물성

검토를 위하여 28일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결과를 도출

하 고, 적정 팽창재 함량 결정을 위하여 건조수축 시험

(콘크리트 길이변화 시험, KS F 2424)을 통해 건조수

축 변화량을 비교 분석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복합포

장용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탄성계수,

팽창재 최적함량 및 배합설계 방안을 제시하 다.

4.1.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 재료의 기초 물성

검토

4.1.1. 배합설계 및 기초 물성 시험

Table 1은 복합포장용 롤러전압콘크리트 기층의 배

합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단위 시멘트량은 일반적인 고

속도로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하는 시멘트량(350kg/m3)

보다 20% 감소한 280kg/m3을 설정하 다. 골재는

19mm 양양 굵은골재와 주문진 강모래를 사용하 으며,

롤러전압콘크리트의 표면 처리와 적정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굵은골재 최대치수 범위(16mm~19mm)를 준수하

다(Wayne S. Adaska, 2006). Fig. 9는 롤러전압콘

크리트의 물성평가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체가름시험

을 통하여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적정 골재입도 밴드(a)

의 Limit line을 준수하 으며, 롤러전압콘크리트의 특

성을 고려한 잔골재율(s/a)을 선정하 다(Song Si

Hoon, 2015). 수정다짐시험(Standard Test Methods

for Laboratory Compaction Characteristics of

Soil Using Modified Effort, ASTM D1157, b)을 통

하여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최대건조단위중량에 따른 최

적함수비를 고려하 고, Vebe test(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Consistency and

Density of Roller-Compacted Concrete Using a

Vibeating Table, ASTM C1170, c)를 통하여 최적함

수비 및 적정 Vebe time(30~75초)을 준수하 다

(Choung Gun Woo, 2015).

AE제는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우수한 장기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공기량(약 2~3%), 기포간격계수

(200~300μm)을 확보하기 위해 시멘트량의 0.1%를 혼

입하 으며, 유동화제(PNS)는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유

동성 및 적정 워킹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AE

제와 PNS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 충분한 강도 발현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시멘트량의 0.1%를 혼입하 다

(Chamroeun Chhorn, 2016: Lee Jun Hee, 2016).

Fig. 8 Optimization of Composite Pavement Sections 

from Relationship between Modulus Ratio and 

Stress Ratio

<Input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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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재로는 CSA계를 사용하 으며, 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분발 팽창재로서 시멘트 사용량의 7~10% 사

용을 권장하고 있다. CSA계 팽창재의 특성은 수화반응

을 통한 일부 에트린자이트(Ettringite) 생성시기를 지

연시켜 건조수축 발생 이후 추가 에트린자이트를 생성

하여 수축 보상 및 강도발현에 이점이 있는 혼화재이며,

수 성 증대 및 건조수축량 감소 효과가 있다. 이에 팽

창재 함량을 0%, 7%, 10%로 나누어 압축강도 시편 및

길이변화용 시편을 제작하 다.

4.1.2. 시편제작

Fig. 10은시편제작과정을나타낸것으로, ‘Standard

Practice for Molding Roller-Compacted Concrete in

Cylinder Molds Using a Vibrating Hammer’(ASTM

C1435-99)방법을 준수하여 강도 시편 및 건조수축용 시

편을 제작하 다. 강도 시편은 ø150×300mm인 원주형

공시체(a)로 각각 3개씩 제작하 으며, 건조수축용 시편

은단면이정사각형인 100×100×400mm인각주형공시

체(b)로 각각 2개씩 제작하 다. 여기서, 전기진동다짐기

를 이용한 시편을 제작할 때 3층 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

당 다짐시간이 20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ASTM C1435-

99).

4.1.3.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 탄성계수 및 건조수축

측정 과정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 및 탄성계

수를 측정하기 위해 KS F2405(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38(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계수

및 푸아송비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측정하 다. Fig. 11

은압축강도및탄성계수측정과정을나타낸것이다.

건조수축 시험을 위해 KS F 2424(모르타르 및 콘크

리트의 길이변화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항온항습기(온

도 20℃, 습도 60%) 양생을 실시하여 56일 동안 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150

Table 1. Mixture Proportions of RCC for Base in Composite Pavement

Type
Gmax

(mm)
s/a
(%) 

W/C
(%)

Content(kg/m3)
AE PNS

Expansion
agentW C S G

RCC 19 50 42.1 117.8 280 1018 1057 C×0.1% C×0.1%
C×0%
C×7%
C×10%

(a) RCCP Gradation Band 

(Song et al, (2015)

(b) Modified Compaction Test

(ASTM D1157)

(c) Vebe Test

(ASTM C1170)

(a) Cylinder Mold (b) Prismatic Mold

Fig. 10 Specimens Production by Vibrating Hammer

(a) Compressive Strength (b) Elastic Modulus

Fig. 11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Tests

Fig. 9 Quality Evaluation of 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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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시험을 실시하 다. 또한 비교용 시편 (PCC : C-

280kg/m3, C-330kg/m3)을 추가 제작하여 RCC와 동

일한 시멘트를 사용하 을 경우와 일반도로포장 기준

시멘트를 사용하 을 경우에서의 건조수축 변화량을 비

교 분석하 다. Fig. 12는 건조수축 시험의 시편제작,

양생, 측정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각주형 공시체에 게이

지 플러그 삽입(a, b) 후 항온 항습기에 양생을 실시하

며 시편은 자중에 의한 최대 휨모멘트가 동등하게 작용

되는 지점에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c). 이후 양생기

간별 시편의 상₩하부 길이 변화를 측정하여 시편의 총

변화량을 토대로 건조 수축량 변화량을 확인하 다.

4.2. 복합포장용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적용

성 평가

4.2.1.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탄성

계수 특성

Fig. 13은 복합포장용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의 각

시편별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

다. 탄성계수 측정 결과, RCC와 PCC 모두 본 연구의 3

절에서 제시한 강성 기층의 적정탄성계수 범위를 상회

하는 결과를 도출하 다.

RCC 0%의 경우 기존 PCC(C-330kg)보다 높은 28일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롤러 전압 다짐을 실시

하는 RCC의 특성상 수화반응에 의한 강도발현과 롤러

다짐으로 인한 골재 맞물림의 효과로 우수한 구조적 성

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은 시멘트량 사용

에도 기존 PCC(C-330kg)보다 높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롤러전압콘크리트를 사용하 을 때 복합포장용 고

강성기층의경제적인시공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CSA계 팽창재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팽창재 혼입량

증가에 따라 초기 강도발현 이후 추가 에트린자이트 생

성량의 증가로 인해 팽창재 혼입량 0%보다 높은 강도

발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2.2.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의 건조수축 특성

Fig. 14는 건조수축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팽창

재를 혼입하지 않은 RCC 0%에 비해 팽창재 10%를 혼

입한 RCC 10% 시편에서 84%의 수축 저감 효과를 확

인하 다. 또한 RCC 10%는 PCC(C-330kg)와 비교하

을 때 91%의 수축 저감 효과를 확인하 다. 따라서

CSA계 팽창재 10%를 혼입하 을 때, 롤러전압콘크리

트의 수축 저감효과로 인하여 아스팔트 포장에서의 반

사균열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포장의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기

층의 적정 탄성계수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표층의 두께

변화와 기층의 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인장변형의 거동

을 비교 분석하 다. 또한 복합포장의 반사균열 억제를

(a) Installation of Plug Gauge (b) After Plug Gauges Installation

(c) Curing of Specimens 
on Support

(d) Measurement of the 
Change in Length of 
Specimen

Fig. 12 Procedure of Shrinkage Test

Fig. 13 Strength Test Results

Fig. 14 Shrinkage Test Result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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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CSA계 팽창재를 혼입하여 무수축 롤러전압콘크

리트의 재료적 특성을 평가하여 복합포장용 무수축 롤

러전압콘크리트 기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

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피로균열 억제를 위한 최소 응력비(SR) 범위(0.4 이

하)를 만족하는 강성 기층의 적정 탄성계수 범위는

표층두께(h1) 50mm일 때 19GPa 이상, 표층 두께

(h1) 100mm일 때 15GPa 이상, 표층 두께(h1)

150mm일 때 11GPa 이상인 것을 확인하 으며 아스

팔트 표층의 두께에 따른 강성 기층의 최소탄성계수

범위를 고려할 경우 복합포장에서의 피로균열 억제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수축 롤러전압콘크리트는 복합포장을 위한 강성

기층의 적정탄성계수 범위를 상회하는 결과를 도출

하 다. 또한 롤러 전압 다짐을 실시하는 RCC의 특

성상 수화반응에 의한 강도발현과 롤러다짐으로 인

한 골재 맞물림의 효과로 우수한 구조적 성능을 확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은 시멘트량 사용에도 기존

PCC보다 높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롤러전압콘크

리트를 사용하 을 때 복합포장용 고강성 기층의 경

제적인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CSA계 팽창재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팽창재 혼

입량 증가에 따라 초기 강도발현 이후 추가 에트린자

이트 생성량의 증가로 인해 팽창재 혼입량 0%보다

높은 강도발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 건조수축 시험 결과, 기존 RCC에 비해 CSA계 팽창재

10%를혼입한시편에서84%의수축저감효과를확인

하 고, PCC와비교하 을때91%의수축저감효과를

확인하 다. 따라서 CSA계 팽창재 10%를 혼입하 을

때, 수축저감효과에따른롤러전압콘크리트표면에서

의 균열 저감 효과로 인해 아스팔트표층에서의 반사균

열에대한저항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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