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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결방안으로LMC를채택하여 FHWA(Federal

제거되면분산된라텍스입자가응집하게 되고결국에

한 부착력으로 두 재료는 일체가 되어 동일한 역학적

High-Way Administration)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더

는필름막을형성하게된다. 이러한필름막은골재와

거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극한파괴 부착시험을 하면

불어, 1976년초 FHWA
에서는제빙제를사용하는지

수화물의 표면에 흡착되고, 또한 골재와 수화물 사이

부착된 원재료에서 파괴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LMC

역의신설교량에32mm 두께로Dow S/B Latex를사

에 발생된 공극의 채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부착력이원재료의부착력보다크다는것을증명하

용한LMC 교면포장공법의적용을허가해주었다. 그

메카니즘으로 인하여 LMC는 투수성이 감소되고, 부

는 것으로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부착시험을 실시

이후 미국에서는 시방규정(AASHTO Section 8&28,

착강도와 휨·인장강도가 증가하며, 동결융해저항성

하였으며, 그결과LMC의부착력이매우우수한것으

ACI 548.4-93)이 마련되어 교량에 확대 적용되었으

이증가하는성질을가지게된다.

로판명되었다.
LMC는 라텍스의 미세 공극 채움효과 때문에 탄산

며, 오늘날에는미국각주에서는주요교량의70% 이
상, 연간1,00개
0 이상의교량에LMC 교면포장공법

2.3 LMC의성질

가스나 우수의 투기·투수성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교면 포장재료로서 요구되는 중요한 성

중성화시험 결과 LMC의 중성화 깊이는 현격하게 감

LMC 교면 포장 공법의 시공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므

질은교량슬래브콘크리트와의부착력및휨·인장강

소하고, 염화물 침투성 또한 크게 줄어드는 데 이러한

로, 본고에서는LMC의정의 및특징, 기존교면포장

도가 커야하고, 대기에 노출된 환경에 있으므로 투수

특성으로 교량의 상판 덧씌우기에 적용하면 효과적이

공법과의비교분석, 국내·외시공사례를소개함으로

성, 동결융해 저항성, 중성화 및 염해 저항성 등이 우

다. LMC는 투수성이 낮고, 세공에 밀착되어 있는 라

써, 우리나라의신설교량및 구교량의보수·보강에

수한 재료이어야 한다. 이러한 성질 외에도 교량의 포

텍스 고형분의 탄성과 부착력으로 동결융해 저항성이

적용가능성을타진하고자한다.

장구조물은 거동을 흡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변형

크고,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크게 개선된다.

나인 제빙제에 의한 염화물의 침투로 철근이 부식되

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량 슬래브에는 특별한

또한, LMC 내에 형성된 라텍스 필름의 성질에 의해

고, 이로 인해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의 조기 열화현상

재료적 성질이 요구되는데 교면포장 공법에 사용되는

LMC의 탄성계수는 보통콘크리트 보다 15% 이상 낮

LMC의성질은다음과같다.

은데, 이러한 특성은 교량의 포장구조물에 요구되는

1. 서론

교량의 공용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

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

2. LMC(Latex Modified Concrete)

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
한 여러 공법들이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개선방안이마련되지못한실정이다.

변형수용성측면에서도매우효과적일것이다.
2.1 개요

2.3.1 굳지않은 LMC의성질

LMC란, 보통포틀랜트콘크리트에라텍스를혼합해

LMC의공기량은라텍스와소포제가합성된특성으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서만든콘크리트를말하며, LMC의주요혼화재인라

로연행된공기가발생되는데, 그양은4～6%이다. 동

한대안중에하나로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이용한교

텍스는 50%의 물과 50%의 고분자로 구성된 재료로

결융해 저항성을 얻기 위해 보통콘크리트에서는 연행

면포장공법을제시하고자한다.

서, 콘크리트 배합시 미립자의 라텍스 고형분이 콘크

된 공기가 필요하나, LMC에서는 라텍스 자체가 미세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면 보통콘크리트와 비교하여

1952
년 Dow Chemical Co.에서 LMC에 관련된 연

리트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경화 후에는 콘크리트

공극을채우고물의침투를방지하는작용으로동결융

큰 변화가없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휨 강도 시험과

구를 시작한 이래, 1957년 Michigan, Cheboygan의

내부의 미세공극을 채워주는 충진재 역할을 함으로써

해에대한내구성을발휘하게되어별도의 AE제를사

전단부착 시험결과에서는 보통콘크리트 보다 매우 우

US 23 교량 교면을 대상으로 라텍스개질모르타르를

일반콘크리트의성질을크게개선시켜준다.

용할필요가없다. 또한, LMC의작업성(Workability)

얇게포설·부착시켜덧씌우기한공법이최초로소개
되었다. 그 이후 60년대 말까지 LMC는 교량의 보
수·보강공사에제한적으로사용되어왔으나, 1970년

2.4 보통콘크리트와 LMC의비교

<표 1>은 국외 자료에 의거하여 보통콘크리트와
LMC에대한역학적특성을비교한것이다.

<표1> 보통콘크리트와LMC 비교(단위: kg/cm2)
구 분

W/C

1 DAY

7 DAY

28 DAY

Latex

0.37

144

283

352

0.5

121

293

348

0.4

166

302

422

0.31

-

53

70

-

45

48

Shear

Conventional 0.50
Latex
0.37

-

18

33

Bond

Conventional 0.60

-

-

18

은 작은 물-시멘트비(W/C에서도
)
물 속에 혼합된 라
2.2 LMC 교면포장메카니즘

LMC에서 Latex Modified의 메카니즘은 일반적으

초 교량 슬래브 조사 및 연구실험 결과 Dow S/B

로 시멘트의 수화반응과 라텍스의 합착(合着)으로 진

LMC로 덧씌우기 한 교면이 보통콘크리트 교면보다

행된다. 보통콘크리트에서와같이LMC에서도시멘트

염화물 침투성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교량의 부식에

의 수화반응이 진행되며, 수화반응에 의하여 수분이

텍스의 분산효과에 기인하여 보통콘크리트보다 좋은

Comp

작업성을갖는다.
Flex.

2.3.2 경화된 LMC의 성질

LMC의우수한특성중하나는기존콘크리트와의강

Conventional
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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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최근미국의LMC 교면포장시공현황
Duration of Project

Number of Project

Duration of Project

Name of St.

Connecticut

1991～1993

10

1991～1997

Delaware

15

Illinois

1994～1997

35

1993～1997

Indiana

148
106

Name of St.

Kansas

1993～1997

9

1993～1997

Kentucky

Massachusetts

1989～1995

39

1989～1997

Maryland

21

Michigan

1993～1996

72

1990～1997

New Jersey

129

New Mexico

1993～1997

12

1993～1997

New York

20

North Carolina

1985～1997

49

1993～1996

Ohio

Oregon

1993～1995

15

1989～1997

1998, 1994

Rhode Island

[그림1] 90일동안의침투시험결과 (FHWA)

Tennessee

[그림2] 교량주요부재의수명

1991,1995,1997

Virginia

1986～1992

Total

수한 역학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umber of Project

Pennsylvania

26
139

2

1984～1994

South Carollina

15

3

1993～1997

Washington

30

226

1993～1994

West Virgina

36

Number of St. : 22 / Number of Project : 1,157

각각나타내었다.

교량의 교면 포장과 같이 압축거동보다는 휨이나 전

[그림 3]은 기존 교면 포장공법과 LMC 교면 포

단, 부착력이요구되는곳에가장적합한재료라할수

장공법과의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LMC

교면 포장공법으로 대체했을 때의 효과를 나타낸다.

용 실적은 <표 3>과 같으며, 저자가 미국 교량 건설현

위의 결과에서 먼저 생애주기비용(LCC) 측면을 살

장 조사 기간중 확인한바로는미국 교량의대부분은

[그림 1]은 FHWA
에서 90일간의 염소 침투시험을

펴보면, 기존 교면 포장의 수명은 약 4년 정도인데 비

LMC로 교면 포장되어 있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라텍스의 충진효과에 의한

해, LMC 교면 포장의 수명은 20년 이상으로 기존 교

교량공사는 신설공사 보다 유지보수공사가 압도적으

침투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면 포장의 약 5배에 달하고 있으며, 초기투자비용은

로 많았으며, 이러한 유지보수공사의 교량은 LMC로

LMC는 제설염의 침투에 의한 바닥판 철근의 부식방

LMC 교면 포장 비용이 기존 교면 포장에 비해 다소

교면 포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지에매우효과적인것을알수있다.

크나, 기존 교면 포장의 경우 4년마다 이루어지는 재

었다.

있다.

포장에따른보수공사비및교통처리비용을고려할때
경제성은충분하다고본다.

그러나국내의경우, LMC 교면포장에대한시공사
례는전무한상태이나, 본사와한국도로공사공동으로

둘째, 교면 포장은 교량을 보호하는 지붕의 역할을

최근 2차례에걸쳐 중부고속도로 제3공구 궁평육교를

수행한다고볼 수있기 때문에, 부착력뿐만아니라방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LMC 교면 포장 시공

교량 주요 부재의 수명에 대하여 유지관리 분야 실

수효과가우수한LMC 교면포장을 채택할경우철근

을실시한바있다.

무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2]에

부식 및 콘크리트의 열화방지 등으로 교량의 공용수

<표2> 교량주요부재의수명

명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3.기존 교면 포장 공법과의 비교

4.2 LMC 교면포장공법의국내·외비교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年)

(年)

(%)

아스콘포장

3.7

1.6

43

시공절차와 국내의 시공절차를 <표 4>와 같이 비교

신축이음

3.7

1.7

46

하였으며, LMC 교면 포장의 설계단면은 [그림 4]와

강재도장

4.0

2.1

53

난간/연석

7.7

7.2

94

교좌장치

9.9

6.2

63

바닥판

13.5

8.9

66

주형

18.3

10.1

55

구분

있다.

4. LMC 교면 포장 공법의 국내·외 비교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LMC를적용해온 미국의

같다.
여기서, 국내의 시공절차는 중부고속도로 제3공구

4.1 LMC 교면포장시공현황
[그림3] LMC 교면포장공법과기존교면포장공법의비교

최근에미국에서 LMC를이용한교면 포장공법적

궁평육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LMC를 이용한 교면 포
장시험시공절차를기준으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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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얻을수있었다.

<표4> LMC 교면포장공법의국내·외비교
시 공 단 계

국외사례

국내사례

비고

포장두께

1½～2 inches

5mm

[그림1]

표면처리

Sand(Steel) Blaste

2mm내외 Grinding

청소

Air Compressor

고압살수

교면습윤상태유지

포설전 12시간

포설전 48시간

LMC

생산

Mobile Mixer

현장Batch Plant

생산

운반

Mobile Mixer

Agitator

LMC

Brooming

LMC Mortar를데크브러시로실시

LMC Mortar를데크브러시로실시

포설

포설및고르기

인력

인력

및마무리

마무리

Twin Roller Deck Finisher

Twin Roller Deck Finisher

피막양생

실시치않음

피막양생제살포

습윤양생

24시간습윤양생

48시간습윤양생

주요공정

세부공정

설계단면

교면준비

양생

기건양생
거치면마무리

72시간기건양생

72시간기건양생

Saw Cutting 또는타이닝실시

Saw Cutting 실시

(1) LMC의 특성이 교량교면 포장에 요구되는 여러 성질과 밀접하게
일치하므로교면포장공법에적용하면교량의공용성이크게향상될
것으로판단된다.

[사진1]

(2) LMC의재료적인특성으로볼때생산후조기에마무리작업이완
료되어야하므로시공현장에서직접생산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야

[사진2]

하며, 숙련된작업원및조직구성이필요하다.

[사진3]
[사진4]

(3) LMC 특성을지배하는주요인자는라텍스이므로제품의적합성과
[사진5] LMC 피막양생(양생제살포)

균질성이사전에검증되어야하며, 사용시엄격한품질관리가요구되
어진다.
(4) LMC 교면포장은기존교면포장에비해초기투자비용은다소크

[사진5]

나, 평균수명을고려하여볼때, 향후유지보수비용의증가로장기투
[사진6]

자비용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난다. 따라서, 향후신설교량및구조
물과기존구조물의유지보수보강LMC 공법을보다많이적용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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