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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watertight asphalt concrete were analyzed to prolong the life of overlay over concrete 

pavement. It was shown that the air void content was grater than or equal to 1.0 percentage (%) in order to meet the minimum 

standard for dynamic stability. And the range to secure a stable dynamic stability level of 1,000 cycle/mm was found to be 

between 1.0 and 2.0%. Under the same dynamic stability level condition, it was possible to reduce air void content by 1.0% by 

using PG 76-22 binder compared with using to PG 64-22 binder. This will be a great advantage for the asphalt layer to provide 

more stable watertightness under the surface course. The APT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rut depth of watertight 

WC-1 (PG 64-22) was 3.1 mm and 1,5 times higher than watertight WC-1 (PG 76-22). When the dynamic stability was 

increased by 5.8 times, the rut depth of APT test tends to decrease by 1.5 times. The results of the follow-up investigation of 

the test construction showed that watertight WC-1 (PG 64-22) with was 4.5mm in rut depth, which is 1.2 times higher in depth 

than watertight WC-1 (PG 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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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격적인 콘크리트 포장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중부 고속도로가 공용된 지 30년을 넘는 등 많은 콘크리트 포

장들이 장기 공용으로 인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 포장의 유지 보수는 초기에는 부분 단면 보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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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나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화되면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보수하고 있다. 

콘크리트 포장의 덧씌우기는 덧씌우기 완료 후 바로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절삭 덧씌우기가 주로 시

행되어 왔다. 그러나 절삭 덧씌우기의 경우에는 우수 침투 및 체수로 인한 부착력 저하로 하부 콘크리트의 열화 

등이 발생되어 포트홀을 유발하는 등 덧씌우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콘크리트 포장 절삭 덧씌우기 구간의 조기 파손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덧씌우기된 아스팔

트 포장체 내부로 우수와 제설용 염화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 및 제설용 염화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 덧씌우기 시 하부층에 적용되는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에 대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콘크리트 포장 절삭 덧씌우기의 문제점

콘크리트 포장 위의 아스팔트 혼합물 덧씌우기는 주로 반사균열이 문제가 되어 왔다. 반사균열은 시간이 경과

하면서 균열 주변에서 결함이 진전되므로 반사균열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덧씌우기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그렇지만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인접 차로의 단차 문제가 발생되고 중분대나 갓길 다이크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콘크리트를 8~10 cm 정도의 깊이만큼 절삭한 후 아스팔트 혼합물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절삭 덧씌우기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절삭 덧씌우기를 할 경우 Fig. 1과 같이 우수 침투 및 침투수 체류로 인한 층간 부착력 저하로 콘크리트 

열화 등이 발생되어 포트홀 및 백태를 유발하는 등 덧씌우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a) Pothole (b) Cement paste bleeding

Fig. 1. Pavement damage due to water penetration

절삭 덧씌우기의 경우 Fig. 2와 같이 기존 콘크리트가 소위 ‘Bathtub(욕조)’상태(AASHTO, 1993)에 놓일 가

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덧씌우기 포장과 기존 콘크리트의 경계면으로 침투된 침투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

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류수의 동결융해, 차량 하중에 의한 체류수의 압력발생, 제설용 염화물 등으로 아

스팔트 포장의 파손은 물론이고 기존 콘크리트의 열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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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로 절삭

Fig. 2. Bathtub due to cutting

Suh(2011)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 혼합물 덧씌우기를 시공한 중부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를 대상

으로 시험시공 구간의 추적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호남 고속도로에서는 비절삭 덧씌우기를 5 cm로 시공한 서

전주 IC 구간과, 비절삭 덧씌우기 9 cm구간인 김제 IC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부 고속도로에서는 절삭 덧씌

우기를 8 cm의 두께로 시공한 진천 터널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Fig. 3과 같이 절삭 덧씌

우기 구간의 경우 반사균열 발생률이 46%로 나타나서 비절삭 구간의 30%보다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Collins et al.(1996)은 포장 가속 시험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로 공극률과 시험온도를 제시하였으며 공극률이 증가하고 시험온도가 높을수록 소성변형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3. Reflective crack (%) according to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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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y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Fig. 4와 같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이 클수록 지수함수 형태로 투수계

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Fig. 4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과 투수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공극률이 4% 이하

일 경우 물이 투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우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

극률이 4% 미만이 되어야 한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air void and permeability

3.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특성

콘크리트 포장의 절삭 덧씌우기 시 우수 및 제설용 염화물이 아스팔트 혼합물 내부로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열

화를 촉진시키므로 아스팔트 혼합물 덧씌우기 층에서는 우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조인트 등의 취약 구간과 다짐이 부족한 아스팔트 혼합물 내부로 투수가 발생된다. 특히 하부층의 경우

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체수가 발생될 경우 콘크리트가 열화되므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하부층

에서는 수밀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이 불투수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극률이 4% 미만이 되어야 하며, 공극률이 감소될수록 수밀성

은 좋아지는 반면에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스팔트 혼합물이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공극률이 감소되어야 한다. 공극률과 소성변형에 대

한 저항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1의 시험 인자를 이용하여 공극률과 휠트래킹 시험의 동적안정도와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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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factor

구 분 시험 인자

골재 종류 화강암

골재 입도 WC-1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PG 64-22

시험 방법 휠트랙킹 시험

Table 2. The result example of asphalt concrete mix design

시 료 명

구 분

WC-1

(PG64-22)

아스팔트함량 % 5.7

다짐밀도 g/cm3 2.420

이론밀도 g/cm3 2.478

공극률 % 2.3

포화도(VFA) % 85.2

골재간극률(VMA) % 15.7

공극률 변화에 따른 동적 안정도 시험 결과는 Fig. 5에서 동적안정도 최소 기준인 750회/mm에 해당하는 공극

률은 대략 1.2%로 나타났고 또한 안정적인 동적안정도인 1,000회/mm를 확보하기 위한 공극률의 범위는 1~2%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Relationship between air void and dynamic stability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 중에서 일반 아스팔트와 개질 아스팔트의 내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

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구분에 따른 공극률 및 동적안정도 특성을 비교하였다.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

계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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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ix design of watertight asphalt concrete

시 료 명

구 분

WC-1

(PG64-22)

WC-1

(PG76-22)

아스팔트함량 % 5.7 6.3

다짐밀도 g/cm3 2.420 2.424

이론밀도 g/cm3 2.478 2.456

공극률 % 2.3 1.3

포화도(VFA) % 85.2 92.0

골재간극률(VMA) % 15.7 16.0

Fig. 6에서 PG 76-22가 PG 64-22보다 공극률은 1.0%가 감소된 반면에 동적 안정도는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서 개질 아스팔트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동적안정도가 우수하여 공극률을 1.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개질 아스팔트를 적용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 Air void (b) Dynamic stability

Fig. 6. Comparison result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grade of asphalt

4. 포장 가속 시험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포장 가속 시험기를 이용하여 하중 모사 시험을 실시하였

으며, 하부층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에 따른 소성변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포장 가속 시험에 적용된 아스팔트 혼

합물은 총 두 가지 혼합물로써 상부층은 WC-1(PG76-22) 혼합물로 시공되었고, 하부층은 WC-1(PG76-22)과 수

밀성 WC-1(PG64-22)으로 시공되었다. Table 4는 시험에 적용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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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ix design of asphalt concrete for APT

구    분 혼합물 종류 아스팔트 함량(%) 공극률(%)

상부층 WC-1 (PG76-22) 5.4 3.8

하부층
WC-1 (PG76-22) 5.4 3.8

수밀성WC-1 (PG64-22) 6.1 1.5

시험 포장은 Fig. 7과 같이 각각 보조기층 60 cm, 기층 20 cm, 표층 20 cm 두께의 줄눈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

하였고, 4개의 슬래브를 폭 2.2 m, 연장 3 m로 시공하여 3개의 줄눈부를 구성하였다. 콘크리트 포장의 절삭은 두

께 7 cm로 절삭하였으며, 아스팔트 포장은 하부층 3.5 cm와 상부층 3.5 cm의 총 7 cm 두께로 시공하였다. 

Fig. 7. The structure of APT

하부층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복 하중에 따른 침하 깊이를 측정하였다. 소성

변형의 측정은 Fig. 8의 ①~⑥의 구간에서 반복 하중 횟수에 따라 레이저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였다.

Fig. 8. The cross section of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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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밀성 WC-1(PG 64-22)을 하부층으로 한 ①, ②구간의 평균 최종 침하 깊이는 3.1 mm로 나타난 반면에, 수밀

성 WC-1(PG 76-22)을 하부층으로 한 ③, ④구간의 평균 최종 침하 깊이 2.1 mm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수밀

성 하부층으로 PG 64-22를 적용하여도 소성변형은 크게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인 비교에

서는 수밀성 일반 WC-1을 하부층으로 한 구간이 비수밀성 개질 WC-1을 하부층으로 한 구간보다 소성변형 깊이

가 1.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밀성 혼합물이 비수밀성 혼합물보다 소성변형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수밀성 구간에서는 개질 아스팔트가 아

닌 일반 아스팔트를 사용하였고, 아스팔트 함량을 비수밀성 구간의 5.4%보다 많은 6.1%로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5. The result of APT test

하중횟수(회)
최종 침하 깊이(mm)

① ② ③ ④

24,480 3.6 2.5 2.2 2.1 

평 균 3.1 2.1

Table 6에서는 포장 가속 시험에서 하부층의 동적안정도와 소성변형 깊이의 관계를 비교한 것으로 동적안정

도가 5.8배 증가할 때 가속 시험의 소성변형 깊이는 1.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dynamic stability and rut depth result of lower layer

구분
수밀성 WC-1 

(PG 64-22)

비수밀성 WC-1 

(PG 76-22)
증감

동적안정도(회/mm) 829 4,849 5.8배 증가

소성변형 깊이(mm) 3.1 2.1 1.5배 감소

5. 현장 적용성 평가

하부층용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 시공을 실시하고, 시험 시공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시험 시공은 경부선 268.4 K~269.0 km(서울 방향) 구간에 시

공되었다. 총 연장 600 m 구간에 걸쳐 총 5종의 공법이 시행되었으며 구간별로 75 m ~ 150 m로 시공하였다. Fig. 

9는 시험 시공 구간 상세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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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detail diagram of test bed section

시험 시공에 적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총 4종의 혼합물로 상부층은 SMA13 mm(PG76-22)혼합물로 설계되

었고, 하부층은 WC-3(PG64-22),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 WC-1(PG64-22)과 WC-1(PG76-22)의 총 3가지 혼

합물이 시공되었다. Table 7은 시험시공에 적용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7. The result of asphalt concrete mix design for test bed

구    분 아스팔트함량(%) 공극률(%) 동적안정도(회/mm)

SMA13 mm (PG76-22) 6.6 3.1 9,188

WC-3 (PG64-22) 5.0 4.0 1,750

수밀성 WC-1 (PG64-22) 5.7 2.4 1,016

수밀성 WC-1 (PG76-22) 6.3 1.3 1,244

Fig. 10은 시험 시공 구간의 콘크리트 포장 절삭 덧씌우기 구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절차를 보여준다.

(a) Concrete milling (b) Cleaning the milling surface

Fig. 10. The milling of asphalt concrete overlay on concrete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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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sphalt concrete paving (d) Compaction

Fig. 10. The milling of asphalt concrete overlay on concrete pavement (Continue)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평가를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공용 후 23일

차에, 2차 현장 조사는 공용 후 127일차에 실시하였다. 1, 2차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코아를 대상으로 다짐 평가

를 실시하였으며, Fig. 11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평가를 위한 코아 채취 모습을 보여준다.

(a) Core drilling (b) Core extraction

Fig. 11. Field core sampling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시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Table 8, Fig. 12에서 전

체 평균 공극률을 비교한 경우 1차 공극률은 4.1%, 2차 공극률은 2.7%로 1.4% 감소하였다. 이는 공용 일수가 증

가함에 따라 교통하중에 의한 다짐의 증가로 공극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상부층 SMA 13 mm 시료의 공극률은 1.4%의 감소를 보였고, 하부층 혼합물의 경우 수밀성 WC-1(PG 76-22)

이 1.5%의 공극률 감소를 보인 반면에 WC-3는 1.0%의 공극률 감소를 나타냈다. 수밀성 하부층의 공극률 감소

는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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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air void analysis of asphalt concrete for test bed

층 구분 혼합물종류
공극률 (%) 공극률 증감

(①-②)1차① 2차②

표층 SMA13 mm 4.6 3.2 1.4

하부층 수밀성 WC-1 (PG 76-22) 3.5 2.0 1.5

하부층 수밀성 WC-1 (PG 64-22) - 2.3 -

하부층 WC-3 4.2 3.3 1.0

평균 4.1 2.7 1.4

Fig. 12. The air void analysis of asphalt concrete for test bed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특성은 Table 9와 같으며 설계 공극률 1.0%를 기준으로 한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공 후 공극률은 3.5%이었으며, 공용 후 공극률은 2.0%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공극률 감소를 감안하

면 설계 공극률을 1%로 했을 때 공용 후 현장의 공극률은 2% 이내로 관리됨을 알 수 있다.

Table 9. The air void of watertight asphalt concrete (PG76-22)

구분 설계 시공 후 공용 후

공극률(%) 1.0 3.5 2.0

절삭 덧씌우기 구간의 포장 공용성 조사를 위하여 포장 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소성변형과 종단 평탄성을 조사

하였다. 포장 공용성 조사 결과, 소성변형은 Table 9와 같이 A공법이 4.5 mm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나머지 

다른 공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단 평탄성은 1.2~1.5 mm/km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10에서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 하부층은 A(수밀성 WC-1, PG 64-22)와 B(수밀성 WC-1, PG 76-22)

공법이며 소성변형은 수밀성 WC-1(PG 64-22) 구간이 수밀성 WC-1(PG 76-22) 구간에 비하여 약 1.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밀성 WC-1(PG 76-22) 구간의 소성변형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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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밀성 WC-1(PG 64-22)의 공용 1년 후 소성변형 깊이는 4.5 mm로 소성변형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보여지나, 

상대적인 비교에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중차량 구간에서는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을 PG 64-22에서 

PG 76-22로 한 등급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The performance test result of test bed

구 분 소성변형 깊이(mm) 종단평탄성(m/km)

A공법(수밀성 WC-1, PG 64-22) 4.5 1.4

B공법(수밀성 WC-1, PG 76-22) 3.8 1.3

C공법 3.6 1.5

D공법 3.7 1.2

E공법 3.8 1.5

평 균 3.9 1.4

Fig. 13은 동일한 재료 조건에서 동적안정도와 소성변형 깊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동적안정도가 1,000회/mm

일 때 소성변형 깊이는 약 4.5 mm로 나타났으며, 동적안정도가 대략 500회/mm 증가 시 소성변형 깊이는 0.5 

m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 Relationship between dynamic stability and rut depth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절삭 덧씌우기 구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하부층용 수밀성 아스팔트 혼

합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로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적안정도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극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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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적인 동적안정도인 1,000회/mm를 확보하기 위한 공극률의 범위는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동적안정도 조건에서 PG 76-22는 PG 64-22보다 공극률을 1.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포장 가속 시험 결과에서 수밀성 일반 WC-1을 하부층으로 한 구간의 평균 최종침하깊이는 3.1mm로 나타

났고, 비수밀성 개질 WC-1을 하부층으로 한 구간보다 소성변형 깊이가 1.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하부층의 동적안정도가 5.8배 증가할 때 가속 시험의 소성변형 깊이는 1.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시험 시공 후 추적 조사를 한 결과에서 하부층에 수밀성 일반 WC-1을 적용한 구간은 소성변형 깊이가 4.5 

mm로 양호한 결과를 주나,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수밀성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소성변형 깊이가 1.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콘크리트 포장 절삭 덧씌우기 시 하부층용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기준을 

1.0~2.0%로 제시하였으며,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장 가속 시험 결과와 시험 시공의 추적 조사 결과에서 소

성변형에 대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차량 구간에서는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용성 등급을 PG 

64-22에서 PG 76-22로 한 등급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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