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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표면손상, 평탄성 정도, 바닥판 열화상태 및 기하구조, 배수시설

요 약 문

상태조사 전면 시행
- 교통량과 교통특성에 대한 조사 후 결과를 바탕으로 공법 및 자재 선정
- 공용성 평가결과에 따른 공법 및 자재 선정 기준 개발

1. 연구배경

다. 교면포장의 평탄성 관리 방안 제시

기존 콘크리트 슬래브 면의 요철, 포장두께 상이 등 구조적 오류와 이에 대한 수정

Ÿ

도로교 교면포장의 상온 절삭 장비 개선 및 운용 기술 개발

보완이 어려워 주행성 저하 및 안전사고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고, 교면 방수 및 포장

Ÿ

도로교 바닥판의 표면처리 방법 개선 및 현장 조사 기술 개발

공법의 적정성 여부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사후 평가 및 추적관리 시스템이 없는

Ÿ

도로교 방수층 및 하부 포장층의 전면보수 단면설계 개선 및 보강 재료 적용

초단기적인 포장관리 시행으로 인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여 조기 파손 등의

Ÿ

도로교 상부층의 현장 포설 및 다짐 관리 개선 등 품질관리 철저

안전사고 및 평탄성 불량 구간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표출되었다.

Ÿ

소규모 파손과 포트홀 긴급보수에 대한 평탄성 관리방안 검토

Ÿ

주기적인 예방적 유지보수 기술 적용

2. 연구목적

4. 교면포장 품질관리 적정성 평가방안 및 중장기 기본계획 방향 제시

교면포장 보수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1)품질관리 계획(안) 및 시공지침 작성을 위한
다양한 관리항목과 2)장기적인 공용성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검증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자동차전용도로의 교면포장 품질관리의 적정성 평가 방안과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 및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나. 중장기 계획은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3. 연구내용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되, 1년, 5년, 10년, 20년 주기 등 동적

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시스템으로 계획범위가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유동적인 계획

Ÿ

절삭 및 프로파일링을 통한 철저한 면 관리

Ÿ

연속적인 아스팔트 포장 시공 운영

Ÿ

철저한 아스팔트 혼합물 온도 관리 (MTV 도입)

정책수립의 주체인 서울시 본

Ÿ

맞춤형 다짐 패턴 개발 및 적용

연관 정책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Ÿ

지속적으로 교육된 기술자 활용

역 을 수행해야 한다.

Ÿ

검증된 시공 장비 운영

Ÿ

정확한 평탄성 평가

추진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지속적인 품질관리 방법 개발 및 정책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및

할

청 주관부서에서 신기술 및 기법 연구 개발과
편성하는 등 주도적인

나. 교면포장 공사 예정구간 현장조사 분석
Ÿ

공통적으로 포장의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이미 방수층의 손실과 바닥판 파손이
진행되어 있었음.

Ÿ

합리적인 공용성 평가방법 제안
- 교면포장의 합리적 공용성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론 개발
- 조사기준과 결과에 따른 적정 보수공법 선정 및 선정공법의 엄격한
품질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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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 연 구 개 요

○ 해외 주요 국가의 광역도시 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교면포장 등의 유지관리

1.1 연구목표

정책 과 제도, 관리 계획 등 문헌 조사 및 분석

현행 신설 도로 포장공사의 시방기준과 달리 공용중인 전용도로 교면포장에 대
하여 기존 슬래브면의 불균일과 기존 포장두께 상이 등으로 인해 발생된 포장면
의 평탄성 불량을 해결하고, 도심지 교량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도로 교면포장 유
지관리 시공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배경

터 교통개방까지 당일 시행하는 그 간의 야간 교면포장

공용중인 도로포장을 절삭부

○ 국내 타기관의 교면포장 보수공법 현황 및 시공 품질관리기법 조사 분석
○ 국내 외 교면포장 평탄성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및 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

나.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등의 유지관리 보수공사의 시행 현황분석 및 현장
품질관리 기준 개선방안

마련

○ ‘15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등의 유지관리 보수공사 시행 특성 조사 분석
○ ‘16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등의 공사 예정구간의 현장조사 시험결과 분석
○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의 평탄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유지보수 공법 방안 제시
○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의 유지관리 보수공사 품질관리 기준 개선방안 수립
- 재포장 및 재시공 공사의 공정별 품질관리 및 기준

공사의 시간제약으로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동차 전용도로 노후 교면포장

- 부분절삭 및 전면절삭 현장 장비 운용 및 공사 관리

공사 시 노면절삭, 열화부 보수, 교면방수, 포장공사 등의 공종별 충분한

- 교량 바닥판의 오염 제

작 시간(공사 6 7일)을 확보하여 시행 으로 포장품질 향상 및 내구성 강화를

- 노면

업

~

함

왔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 구조물부 포장에 대한 시공지침이 없어 토공부의 기준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방법의 변화에 따라 기존 표층 일부 절삭 덧씌우기
방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즉, 기존 콘크리트 슬래브 면의
추진해 다.

요철, 포장두께 상이 등 구조적 오류와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어려워 주행성 저하 및
안전사고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고, 교면 방수 및 포장 공법의 적정성 여부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사후 평가 및 추적관리 시스템이 없는 초단기적인 포장관리
시행으로 인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여 조기 파손 등의 안전사고 및 평탄성
불량 구간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표출되었다.

라

따 서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유지보수 공사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면포장 보수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안목의 품질관리
계획(안) 및 시공지침 작성을 위한 다양한 관리항목과 장기적인 공용성에 대한 사후

거 및 요철 보정

횡단경사, 종단경사 조정 및 평탄성 확보를 위한 공사 관리

○ 자동차 전용도로의 야간 포장 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교면포장의 품질관리 기준 개선 사항의 서울시 시방서 개선 제안사항 정리
다.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등의 유지관리 보수공사 시행 공법별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사후평가 방안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면포장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의 공정별로 사용 자재,
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품질 평가 시스템 개발 방안 마련
○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의 장기적인 공용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후 추적조사 및 평가 방안 마련

라.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 유지보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수준 향상을
위한 공사 품질관리 장단기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책 방안 제시

평가 및 검증 시스템 구축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1.3 주요 연구내용

같다.
광역도시 자동차 전용도로 교면포장 등의 유지관리 정책과 제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가. 국내외

보수공법 및 평탄성 확보 등을 위한 현장 품질관리 기술의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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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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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진 구성 및 추진계획

○ 연구진

제 2장. 평탄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연구 및 사례조사

<그림 1> 분야별 연구진 구성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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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 교면포장 연구 문헌조사

혹독한 기상조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일반 도로포장
보다 더 큰 포장파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면포장의 파손이 단기간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교면포장의 평탄성 불량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잦은 교면포장의 유지보수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도로의 지 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에서 수행된 교면포장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교면포장에 주요파손 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교면교장은 진동 및 충격,

·

·

사용하고자 한다.

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교면포장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교면포장 관

교면포장 설계, 교면포장 재료 기준 및 교면포장 시공 품질관리에 대해 수행되었다.
n 교면포장의 실용화 연구

쾌적한 주행성 확보를 위해 교량 상판에 아스팔트
포장으로 덧씌우기를 실시한다. 이러한 교면포장은 일반 도로포장과 다르게 교량의
연속적인 진동으로 인하여 포장에 균열 및 변형 발생에 취약하며 교량상판과 포장체의
접착력이 감소된다. 교면포장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류명찬 외
1995).
방지하고 동시에 통행 차량의

1) 포장 표면이 평탄성을 확보하여

승차감 만족

끄럼 저항성(마찰력 저항성)확보

2) 미

3) 환경 영향에 대하여 내구성과 안정성 확보 및 유지
4) 교면의 우수를 신속하게 배수시키고 부투수층을 형성하여 우수 등의 침투로 인한
상판의 부식 방지
5) 포장 하부층, 즉 강상판 또는 콘크리트 상판과의 부착 특성 유지 및 전단 저항성
확보

감

n 강바닥판 교면포장 파손저 을 위한 상부구조 및 포장재료 기준설정 연구

령

n 아스팔트 교면포장 품질관리 요

n 아스팔트 교면포장 내구성 증진을 위한 방수층 평가기준 및 강상판 설계기준 연구

험

n 교면포장재료 및 모사시 기 개발연구

달리 과도한 변형 및 진동 등으로 포장 파손이 쉽게
발생한다. 교면포장은 차량의 주행 성능을 보장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교량
구조물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내구성 및 방수성이 우수해야 한다 (류명찬 외
1995).
교면포장의 주요 목적은 교통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기타의 기상조건
등으로부터 교량의 상판을 보호하고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면포장의 공용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하며, 최근에는 교통량 및 중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교면포장의 보수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량의 구조적 특성, 환경하중 및 차량하중을 고려한
교면포장은 일반도로와

교면포장 설계 및 교면포장 시공이 수행되어야 한다.

2.2 교면포장의 주요 고려사항

복
염화물 침투 등에 의한 교량 상판의 부식을 최소화하여 교량의 내하력 손실을

일반적으로 교면포장은 교통하중의 반 재하 및 충격, 기후변화, 우수와 재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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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럼 저항성은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포장 표면의 평탄성 및 미

감

민 한 항목이다. 평탄성 개선을 위해서는 2층으로 교면 포장을 실시하여 평탄성을

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수한 포장 재료 적용하여 고품질에 교면포장이 이루어져

개선하고 있다. 하지 , 교면 포장 두께 증가로 인한 사하중의 증가로 교량 주체에
한다.

식 및 재료를 구분하여

교량이 위한 곳에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면포장의 형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적 고려사항은 온도조건, 강우 및 강설 조건,
무 등이다.
교면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교량의 진동 등에 대처하기 위해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하고 교통하중에 의한 변형 저항성이 우수해야 하므로 아스팔트
포장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스팔트 포장은 온도에 따라 물성이 변화하는
점탄성 재료로서 교량이 위치한 지역에 기후특성(특히, 온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사용하는

륙

내 -해안 조건, 제설제의 사용 유

포장을 선정하여 시공해야 한다.

착 성능 유지 및 전단 저항성 확보는 일반
포장과는 달리 교량 자체의 진동 및 신축 팽창 거동으로 교면포장에 있어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이다. 이러한 부착 성능 부족은 교면포장에 포트홀 파손으로 나타난다.
교면포장은 교량 자체에 진동과 교량 상판과 포장층 사이에 설치되는 방수층에 영향을
받으므로 교량 상판에 프라이머 도포 및 방수층 설치시 이를 엄격하게 시공해야만
아스팔트 포장면과 교량 상판 사이의 부

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아스팔트 교면포장의 내구성 증진을 위한 방수층 평가기준

옥 권 외 2005). 교면포장의 주요한 파손

및 강상판 설계기준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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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파손, 교면포장 재료에 기인한 파손, 시공불량에 따른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면포장의 단기 파손을 억제하고 교면포장의
공용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파손 원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상판 교량 설계시 강상판 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포장의 거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상판의 국부변형에 주로 종방향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균열은 교면포장 재료의 균열 저항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보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교면포장 재료에 기인한 파손으로는 진동과 균열에 취약한 포장 재료의 사용과
부적합한 방수재의 사용으로 인한 교면포장 파손이 있다. 또한, 시공 불량에 따른
파손 형태는 일반 도로포장과 상의한 역할을 하는 교면포장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도로포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시공하거나 불량하게 시공된 구간에서 단기간에
파손으로 분류

포장 파손이 발생하고 배수구조 불량이나 배수불량에 따른 아스팔트 혼합물의
체류수에 의한 박리가 원인을 제공한다.

2.3 교면포장의 포장 파손
교면포장에서 아스팔트 포장층에서 발생하는 포장 파손은 교량 바닥판 조건,

그림 1> 밀림균열

<
2)

코루게이션

타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 물결모양으로 나 나는 파손을

코루게이션이라고 한다.

러
코루게이션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전단유동이나 층사이에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한다.
전단유동은 불안정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결과이며, 낮은 공극율 또는 골재입자에
과다한 하중력이 작용하여 골재가 움직여 쇼빙이나 코루게이션이 발생한다.
코루게이션은 차량이 정지하는 쪽의 교차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만 만약 높은
가속력이 있으면 가속차로에서도 발생한다. 밀림과 코루게이션은 차량의 작용력이
아스팔트 포장층의 전단강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이 한 파손은 차량이 출발 및 정차하는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에

받는다. 교면포장에서
대부분에 아스팔트 포장 파손은 방수재와 아스팔트 포장층 사이에 접착력 저하 및
품질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포장파손은 다음과 같다.
방수층 시공 상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관리에 영향을

밀림균열
다음 그림과 같이 종단구배가 있는 차로에서 반달모형 형태로 나타나는 균열로,
제동 및 방향전환이 있는 곳에 포장표면의 밀림이나 변형이 발생할 때 나타났다.
아스팔트 포장층과 방수층 간에 부착력 저하로 인하여 강성이 낮은 아스팔트 포장에서
나타난다. 밀림균열은 항상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U자 모양으로 나타난다. 차량의
제동이나 가속시 쉽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아스팔트 포장층과 방수층이 일체가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교통하중이나 온도변화에 쉽게 과다응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조기에 균열이 발생하고 저온이나 습윤시 파손이 급속하게 진전되어
구멍이 발생하게 된다. 밀림균열이 발생한 부분의 보수는 밀림균열 깊이까지 절삭하여
양호한 접착조건이 될 수 있는 표면에 신규 아스팔트 혼합물로 덧씌우기 하여
1)

재포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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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루게이션

<

3) 포트홀

균열부분으로 침투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아스팔트
포장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탈리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강우기나 해빙기에 주로
발생하며 아스팔트 포장의 균열부분에 아스팔트 혼합물의접착력이 약화되어 반복적인
차량하중으로 인해 아스팔트 혼합물이 탈리된다.
포트홀은 물이 아스팔트 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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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2층 포설 및 다짐을 실시한다.

신축이음장치 설치부는 교면포장의 평탄성 확보를 위해 Black Out부에
린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혼합물 등으로 채운 뒤, 교량접속부와 교면포장을 연속
포설하여 아스팔트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한다.

2.5 해외 교면포장 연구 문헌조사

그림 3> 포트홀

<

2.4 교면포장 아스팔트 혼합물 선정 및 시공

밀림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다짐관리 및 이음부관리가 잘 되어야 하며 방수층과 접착이 잘
교면포장은 소성변형 및

럽 등 해외선진국에서는 교면포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공용성능이 우수한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면포장에
적용하는 아스팔트 포장은 변형 및 균열에 강해야 하며 우수한 평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우수한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균열 파손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과 유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교량상판의 처짐에 대한 추종성과 진동에 대한

커야한다. 일반적으로 골재 최대치수가 작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골재의
비표면적이 커 아스팔트 함량이 많아지므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그렇지만 골재
최대치수가 너무 작으면 소성변형 저항성이 낮아지므로 내유동성과 내구성을 모두
저항성이

고려하여 교면포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선정해야 하다.

착
며 내마모성과 소성변형 저항성 및 수밀성이 커야한다.
교량은 바람이 강하고 상판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 대기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교면에 아스팔트 포장 시공 시 온도저하가 빨라 우수한 작업성을 유지하면서
다짐밀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기온도가 5℃이상이라도 바람이
많이 불면 아스팔트 혼합물에 온도를 높이고 다짐롤러 장비 대수를 늘리는 등의
조취를 취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교면포장의 경우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철저한 온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시 피니셔의 라인센선 감도가 포설속도보다 빠르면
포설 두께 조정이 일정하지 않아 포장면에 미소한 파형이 발생하고 균일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포설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면포장의 두께는 8cm로 접속 슬래브 구간을 포함하여 각 층을
4cm씩 2회 나누어 포설 및 다짐작업을 실시한다. 1층 포설이 끝나면 평탄성을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교량 상판과의 부 특성이 양호하고 인장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해야 하

- 15 -

그림 4>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포장에서 발생한 균열

<

게 매우 민감한 평가 대상이다.
평탄성이 불량한 구간을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애리조나 주, 펜실베이니아 주, 조지아 주에서는 평탄성이 우수한 아스팔트 포장
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에서 평탄성은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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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삭 및 프로파일링을 통한 철저한 면 관리 :

멀티플 리프트, 마이크로 밀링

2) 연속적인 아스팔트 포장 시공 운영

3) 철저한 아스팔트 혼합물 온도 관리 (MTV 도입)
4) 맞춤형 다짐 패턴 개발 및 적용
5) 지속적으로 교육된 기술자 활용
6) 검증된 시공 장비 운영
7) 정확한 평탄성 평가

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은 상기 7가지 사항에 대한 상

1) 절삭 및 프로파일링을 통한 철저한 노면 관리

번에 절삭하는 대신 노후된 포장을 여러 번 나누어 절삭 할
경우(멀티플 리프트), 절삭된 표면의 면 관리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포장의

그림 6> 마이크로 절삭된 I-75 고속도로 (미국, 조지아 주)

<

노후된 포장을 한

평탄성 관리가 용의하다.

할 경우, 절삭된 면에 요철이 많게 되면
교면포장의 평탄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므로 절삭된 면의 요철을 감소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마이크로 절삭을 할 경우 일반 절삭보다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노후된 교면에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

Ÿ

덧씌우기 포장의 품질 향상 : 마이크로 절삭하여 절삭 표면이 우수한 평탄성을
유지할 경우 덧씌우기 포장과의 접착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7> 마이크로 절삭면과 덧씌우기 포장과의 접착력 향상

<

그림 5> 일반 절삭과 마이크로 절삭 비교

<
Ÿ

평탄성, 안전성, 주행성 향상 :

마이크로 절삭으로 절삭된 포장에서 고속으로

게 평탄하고 안정한 주행성을 제공해 준다.

운전하는 운전자에
Ÿ

업
마이크로 절삭 후 2차적 처리 없이 바로 교통을 개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또는 야간공사기 필요한 지역에서는 마이크로
절삭 후 바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작 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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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적인 아스팔트 포장 시공 운영

횡

연속적인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은 아스팔트 포장 시공 시 종· 방향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최소하여 아스팔트 포장의 평탄성을
킬 수 있다. 또한, 시공이음부의 처리 불량은 조기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시공 이음부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공
향상시

- 18 -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취약하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 세로 시공이음부는
아스팔트 피니셔의 스크리드를 기설 포장상에 5cm정도 중첩하여 포설하고 레이크
등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이음부 위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쌓아 올려서 곧바로
새롭게 포설한 혼합물에 롤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쳐서 전압 한다.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서 가장

그림 10> 편대포장 (Echelon 포장)

<

3) 철저한 아스팔트 혼합물 온도 관리 (MTV 도입)
교면포장은 일반 도로 포장보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저하가

그림 8> 횡방향 시공이음부 시공방법

<

압

머캐덤롤러를 이용하는데 헤어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설 후 가능한 빨리 전압 한다. 포설 직후의 아스팔트 혼합물 위에 다짐장비 등을
방치하면 기계의 자체 하중에 의해 포장에 요철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므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는 피니셔를 포설 직후의 포장 위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방향 시공이음은 원칙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핫조인트로 하든지 또는
시공이음이 설치되지 않도록 전폭을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 좋다.
1차 전 은 통상

그림 9> 횡종방향 시공이음부 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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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도로 포장보다

빠르므로,

더욱 철저한 현장 온도관리가

필요하다.

그림은 MTV(Material Transfer Vehicle)장비로서 현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 분리 및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MTV 장비는 현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 조절, 아스팔트 혼합물 적합한 상 하차, 및 트럭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다음

·

<

그림 11> MTV (Material Transfer Vehicle) 장비
- 20 -

4) 맞춤형 다짐 패턴 개발 및 적용
8cm 두께의 아스팔트 포장층을 4cm로 2회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면포장에서 아스팔트 포장 시공 시 토공 구간에서
적용하는 아스팔트 포장 다짐방법 및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면포장의
교면포장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에 적합한 다짐 패턴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그림 13> 다짐장비 운행 패턴

그림 12> 다짐공정별 구역 설정

<

<

5) 지속적으로 교육된 기술자 활용

또는 근로자들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도로포장 교육” 및 “도로포장기술교육”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한, 교면포장
시공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교면포장 교육”을 신설하여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훈련된 기술자 및 관리자를 양성해야 한다.
교면포장 공사에 일하는 기술자

6) 검증된 시공 장비 운영

그림과 같이 현장에서 운영하는 장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규정된 장비제원 확인뿐만 아니라 노후장비 운영을 지양하고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은 다음

수시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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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버

진동탄뎀롤러

타이어롤러

탄뎀롤러

라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평탄성 조사 및 분석을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은 자동

따 서

노면상태 조사장비를 도입하여 교면포장의 아스팔트 포장에 평탄성 평가에 사용해야
한다. 자동 노면상태 조사장비는 평탄성

므

뿐만 아니라, 포장의 노면 결함(균열,
직후, 평탄성과 포장노면 상태를

소성변형)도 조사가 가능하 로, 아스팔트 포장 시공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평가

마카담롤러

그림 14> 아스팔트 포장 사공 장비

<

피니셔의 라인 센서의 감도가 포설속도 보다
빠르면 포설 두께 조정이 불가능하여 아스팔트 포장면에 미소한 파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인센서의 감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기간에는 타이어 롤러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시

그림 16> 자동 노면상태 조사장비를 이용한 포장 상태 조사

<

교면포장에서 아스팔트 포장층과 방수층 사이에 접착불량은 방수제 표면 상태와
택코트 처리 유 무,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온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포장
두께, 다짐정도 등과 관계가 있다 (Price, 1990). 교면 포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동안 방수제 표면에 수분이 존재하거나 대기온도가 낮을 경우 아스팔트
포장온도가 낮아지고 접착력이 저하되어 공용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Yoder와 Witczak(1975)은 교면포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온도는 방수재와의 접착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면포장에서 아스팔트
·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온도는 방수층 손상에 중요한 인자로서 미국에서는 아스팔트

그림 15> 동절기 타이어롤러의 바람막이

<

7) 정확한 평탄성 평가
현재, 교면포장에서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평탄성 평가는 육안검사

러

만 러
정량적이지 못해 객관적이 분석 및 평가가 어렵다.

식

또는

거

프로파일 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하지 , 이 한 평가방 은 주관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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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허용할 수 있으나 다짐온도는 145℃이하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Manning, 1995). 또한, 최소 다짐온도는 120℃로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스팔트 혼합물을
다짐하는 동안 방수층과 아스팔트 포장층 사이에 최대 접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온도가 145℃정도 이며 다짐온도가 110℃∼130℃의 범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03년 EAPA(유럽 아스팔트 포장 연합회)애서는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에 유럽국가에서는 수분이나 재설제 등으로부터
혼합물의 포설온도는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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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판 및 콘크리트 상판 보호하기 위해 아스팔트 포장으로 교량 표면을

덧씌우기하고

EAPA 2003). 다음 그림과 같이,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면포장을
4개(실링/본딩층(프라이머), 방수층, 보호층, 아스팔트 표층) 층으로 나누어져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면포장의 표층에는 밀입도 아스팔트 포장과
SMA(Stone Mastic Asphalt)포장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있다 (

2.6 표층 포장 종류에 따른 특징
1) 강상판 교량용 아스팔트 표층 포장

높으므로 큰 변형에도
견딜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반복되는 차량하중에 따라 강상판
교량에서는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피로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강상판 교량용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소성변형과 피로균열을 고려한 최적
강상판 교량은 콘크리트 상판 교량과 비교하여 유연성이

아스팔트 혼합물을 선정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강상판 교량용 아스팔트 포장에

피로균열 저항성이 우수한 에폭시 아스팔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강상판 교량용 아스팔트 포장의 두께는 35mm∼80mm로 되어 있다.
소성변형저항성과

2) 콘크리트 상판 교량용 아스팔트 표층 포장
콘크리트 상판 교량은 활하중에 의한

균열과 수축균열에 매우 민감하다. 콘크리트

상판 교량에서는 교면포장에 우수한 실링 및 방수, 고품질에 아스팔트 표층 포장을

할 경우 약 100년을 공용수명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크리트 상판 교량용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분침투에 대한
저항성, 교통하중(급발진 및 정지하는 부분)에 저항하는 높은 안정도 및 강도,
온도변화와 교통하중에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균열 저항성 및 재설재에 의한
우수한 화학적 저항성 등과 같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상판 교량에 사용하는 보호층은 매스틱 아스팔트 또는 개질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공하며 아스팔트 표층 포장은 보호층보다 강성이 높은 아스팔트
혼합물로 시공하게 된다. 콘크리트 상판 교량용 아스팔트 표층 포장은 안정하고
불투수층을 제공하는 하기 위해 SMA 포장 또는 개질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공해야
유지

그림 17>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포장 구조

<

히

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성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미끄럼 저항성 및 우수한 평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미끄럼
저항성과 우수한 평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 ,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포장은 운전자들에

한다.
다음장은 토공부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한 평탄성

것으로 본 연구의 검토대상인 교량부

Ÿ

노화에 저항하는 성능

불량구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한

Ÿ

오일이나 물로부

교면포장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조사하였다.

Ÿ

터 저항성
기후조건에 민감하지 않도록 설계
방수 역할 및 교량상판 보호
높은 안정도
높은 피로 저항성
높은 소성변형 저항성

Ÿ

하중분산 기능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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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평탄성 기준

멘

아스팔트 포장과 시 트 포장별의 평탄성 관리 기준은 일반적인 토공부 기준으로

며 다음 <표 1>과 같이 기술한다.

검토하였으

<표 1> 평탄성 관리기준
구 분

아스팔트
포장

PRI(cm/km) 관리 기준
신 설 공 사
확장 덧씌우기 공사
- 본선 토공부
PRI ≤ 16(cm/km)
PRI ≤ 10(cm/km)

- 구조물 및 접속부
i.c, jct 램프
PRI≤ 24 (cm/km)

제 3장. 일반국도 및 고속도로 포장 평탄성 개선방안

- PRI ≤ 16(cm/km)
시 멘 트
포장

- 대형조합장비 투입 불가능한 경우, 평면
곡선반경 600m이하, 종단경사 5%

비 고

-확장공사 구간중
평면선형 분리구간은
신설공사 기준 적용.
-측정 시기는 교통
개방 이전으로 함.

이상구간은 PRI ≤ 24 (cm/km)

3.2 평탄성 저해 원인별 대책

치

러 원인이 있으나 그 중 토공의 절성 경계부와
구조물 주변 부등침하, 보조기층 포설과 콘크리트 길어깨 측구 시공 방법 및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자체 문제와 시공상 문제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평탄성에 영향을 미 는 요소는 여

검토하였다.
1) 토공분야
Ÿ

절성 경계부가 있는 곳은 자연상태의 지반과 인공다짐으로 조성된 지반의

력 차이로 인한 단차를 예방하기 위해 층따기 및 층다짐을 하고 있으나,
- 절성 경계부의 원지반이 암반인 구간, 횡단배수관이 있는 구간용수 및
침투수가 과다하여 별도의 횡단맹암거가 설치된 구간 등에는 보강슬래브
설치 검토가 필요하고,
- 중심부로부터 용수가 나오는 곳에는 수평배수공을 설치하여 배수시킨다.
종방향으로 흙쌓기와 땅깍기가 접속하는 지점에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
부분까지는 원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 깍기부의
지지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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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면에
Ÿ

Ÿ

접속시켜야 한다.

때는 콘크리트
접속 슬래브를 설치하고 나머지 위치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뒷체움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 부등침하를 예방한다.
노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내 보조기층을 시공하며, 장기 방치시는 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노상 완성면에 다른 적재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필요한 경우 노상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덮기 등으로 보호)
구조물 구간의 부등침하 예방은 구조물 상단이 포장층내에 있을

2) 보조기층의 관리
Ÿ

측

보조기층 완성 단면에 대한 검 은 가능한 기층 혼합물 포설

직전에 하고,

히 편경사 변화구간 및 곡선부등에 포설하는 보조기층은 포장 평탄성과
노면배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그레이드로 포설하고 있는 방법은 피니셔로 전 폭을 동시에 포설하는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혼합물 선정
Ÿ

Ÿ

(나)
Ÿ

특
Ÿ

방법으로 개선하여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측구관리
Ÿ

Ÿ

마무리면을 길어깨 측구상단에 맞추어 시공하고
있으므로 측구 콘크리트 타설을 인력대신 기계화로 하여 평탄성을 향상시키고,
그 중에서도 오목 곡선부와 s커브 구간의 측구는 노면 배수와 평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사무실에서 도면 검토를 한 후
현장 검측을 시행한다.
대부분 현장에서 표층

(다)
Ÿ

보조기층 휘니셔 포설전경

포설후 다짐전경

포설 후 살수전경

다짐완료 전경

<

끄럼저항성과 내유동성이 우수한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wc-3]을 적용하고,
중차량 교통 노선이나 평면교차로 부근 등에는 소성변형의 우려가 많이
있으므로 개질아스팔트를 적용하거나, 표층에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20)[wc-5]를 적용한다.
일반구간의 표층용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미

cold joint 방법
cold joint는 한 차로를 포장한 후 하루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차로를 포장할 경우에 설치하는 joint 방법으로,
- LUMBER BULKHEAD 방법 : 포장을 실시하기 전 포장구역을
분할하여 joint 부분에 나무 칸막이를 미리 설치한 후 고정이 완료되면
나무칸막이를 제거하고 다음 포장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공사기간이 긴
경우 작업속도가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다.
- SAW CUT 방법 : 한 차로를 시공한 다음 포장체가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cold joint를 설치할 부분에
SAW-CUT를 실시하여 이음부를 재단하고 다음포장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SAW-CUT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hot joint
페이버 2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포장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본 차로를 포장한
후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로를 포장할 경우
사용하는 joint이다.
- 횡방향 joint
• 일일 시공 종료시 또는 중단시에 생기는 도로 횡방향 joint로써
시공의 일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횡방향 시공이음도 위의 LUMBER BULKHEAD 방법 또는
SAW-CUT 방법을 적용 평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1> 도로포장 시공 과정
- 29 -

- 30 -

그레이더로 포장하여 콘크리트 측구시공 후 포장층 부분의 보조기층을 소요의
두께로 그레이더로 포설하고 있다.
2) 포장공
Ÿ
측구상단에 맞추어 비탈면 포장시공

<

쪽

치

페이버로 포설하고 있으며,
국도공사의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 시공은 중심차로에는 유도선을 설치하고
있으나 안부에는 L형측구 상단면에 맞추어 보정 시공하고 있다.
유도선을 설 한 후

Ÿ

횡방향 조인트

편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시공 1개( 도 교차로) 차로를 시공전 양 에

3.4 개선방향

아스팔트 포장

그림 2> 도로포장 시공 과정

1) 콘크리트

측구

측구 콘크리트 시공을 인력 대신 기계화로 개선하여 평탄성과 미관을 향상
3.3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의 포장시공 방법 비교

2) 보조기층
보조기층 조성을

<표 2>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의 시공방법 비교
포장

일반국도

고속도로

그레이더 사용

피니셔 사용

보조기층

〃

-

빈배합콘크리트

피니셔 사용

피니셔 사용

기층[아스콘]

〃

-

표층[아스콘]

〃

-

콘크리트포장

자동화장비 사용

자동화장비 사용

동상방지층
(선택층)

포설기법

비고

3)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혼합물의 선정
Ÿ

아래 참조

그레이더에서 피니셔로 변경하여 평탄성 개선

Ÿ

끄럼저항성과 내공용성에 좋은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WC-3)를 사용하고,
중차량 교통 노선이나 평면교차로 부근 등에는 소성변형의 우려가 많이
있으므로 개질 아스팔트를 적용하거나, 표층에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20R(WC-5))를 적용한다.
일반구간의 표층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미

(나) 장비 및 최종관리

함 보조기층 시공
고속도로는 길어깨와 폭이 3m로 되어있어 먼저 길어깨 부분 1개
차로(동상방지층 또는 보조기층)를 유도선을 설치하여 피니셔로 포설하고
나머지 차로는 유도선을 설치하지 않고 먼저 포설된 노면에 맞추어 시행하고

1) 동상방지층 포
Ÿ

있다.
Ÿ

일반국도는

먼저 측구시공을 위해 유도선 설치없이 보조기층을 소요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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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신형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후장비는
부득이한 부분에만 사용하고,
신설포장은 종방향 joint 방지를 위해 피니셔 2대로 동시 포설 또는 two
lane 특수장비로 포설한다.
기층 시공부터 보조기층면에 유도선을 설치하여 혼합물을 포설하며 각층
포설시마다 반드시 유도선을 설치한다.
- 32 -

4.1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유지관리 보수공사 시행 특성 조사 분석

라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량부 교면포장의 품질확보와 함께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 교면포장공사에 대하여 안전과 함께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에 따

까 당일 시행 및 준공해야 하는
야간공사 교통통제 시간제약(23시~익일5시)으로 인해 표층의 일부만 절삭 후
덧씌우기 하는 단순 공정을 반복 시행해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더욱
더 교면포장의 품질확보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절삭에서 교통개방 지

제 4장.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시행 현황분석 및 현장

이에 교량부 교면포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노후 교면포장 시

업

함 써 포장도로의 품질 향상 및 내구성을

공종별 작 시간을 확보 시행 으로

품질관리 기준 개선방안 마련

취지하에 교면포장 공사의 시행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15.1월부터 개선 적용해왔다. 콘크리트 보수와 포장양생 등 공종별 작업시간을
확보하여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포장의 공용성 증가로
장기적인 시민불편 및 사회 간접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강화한다는

또한, 주 야간 연속공사를 아차산교 교면포장 정비공사에 시범시행 하였는데,
정밀시공 공정은 주간작업으로 시행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개선방안 및 개선된 공사 시행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

1) 교면포장 품질향상 개선 방안

기


존

현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족

- 열화수 부 , 교면방수,
포장 양생시간 부 으로

족

교면포장 품질확보 어려움



행

공종별 작업시간 확보(공사 6~7일)

업

- 작 일별로 노면절삭, 열화부 보수,
교면방수, 포장공사 등 충분한 작 시간
확보로 교면포장 품질확보 및 내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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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S 홍보를 실시하고 당일 작업 3시간 전부터는 교통통제 예정사항을
VMS로 안내하고,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된 하부 일반도로에 공사정보 VMS를

2) 교면포장 품질향상 개선 시행절차

예고 VM

<표 1> 자동차 전용도로 교면포장 공사 개선안 시행 절차

병행 안내하였다.

1~2일차

2~4일차

4~6일차

6~7일차

노면절삭
상태조사

열화부 보수
바탕면 정리

교면방수
중층포장

표층포장 일괄시공

∘작업 효율성 제고 ∘정밀시공, 이력관리 ∘방수, 포장품질관리 ∘연속시공, 평탄성확보
치

(장비설 ,운반시간

감소)

(구조물

취약부 확인)

(자재확인, 양생시간 확보) (다짐강화, 포장이음 최소화)

‘

다음은 자동차전용도로 교량부 교면포장의 교면포장 15년도 시행한 공사
현황이다.

번

연

‘

<표 2> 15년도 시행 자동차 전용도로 교면포장 공사개요
공 사 명
계

북부고가교(내부)
2 정릉천고가교(내부)
3 북부간선고가교
4
아차산교
1

5

탄천1,2고가교

6

두모교

업 백만원) 교량형식
24,200
4,000
STB
4,627
PSCB/STB
3,000
STB
3,641
STB/RC
4,566
STB
3,553
PSCB/RC

사 비(

a
2,120a
414a
441a
247a
356a
372a
351a
면적( )

그림 1> ‘15년도 시행 자동차 전용도로 교면포장공사 현황 및 위치도
특히, 정확한 공사정보 전달을 위해서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을 통해
도시고속도로 여건에 맞도록 시인성이 개선된 주 야 겸용 롤스크린형과 임시
전광판형 공사안내를 설치하였다. 즉, 내부순환로 등 교량구간에 대해 규격을
조정(1.2 2.4 → 0.9 1.8m)하였고 공사안내 정보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

·

비고

×

×

개선하였다.

주․야 겸용 롤스크린 형
주간 개방시
야간 공사시

기존 안내 간판

임시 전광판형

⇒

또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동일 노선상 동일 기간 내
집중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내부순환로, 아차산교 교면포장 공사 2건을
대상노선으로 선정하여 사업소별 개별 사업시행에서 동일 노선 교통영향권내
집중공사(포장공사 해당 구간내 일상 정비 등을 병행하는 마스터 정비 시행)를
시행하였다. 또한, 사전 공사홍보 강화를 강화하여 공사 7일 전부터 공사시행
- 35 -

그림 2> 내부순환로 교량구간 공사안내 정보 개선 실행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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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방법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에 노출되었다. 즉, 자동차 전용도로 구조물부 포장의
시공지침이 없어서 토공부 포장 시공기준을 준용하여 시행해온 것과 기존
슬래브의 요철, 포장두께 불량 등에 따른 구조적인 오류 따위의 현장에서 수정 및

직면하였다.

보완의 실행이 어려운 현실에

‘

험

이를 개선하기 위해 16년 교면포장 예정구간에 대한 현장 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자동차 전용도로 교면포장 공사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험

써 험 치

4.2.1 사전 현장조사 구간 포장층, 방수층 및 바닥판 상태 조사결과
우선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포장상태 및
바닥판 상태를 다음과
1)

같이 정리하였다.

북부간선고가-현장조사 (판형코어, 코어천공 D200mm)
위치 : 북부간선고가(종암방향) MP74 2차로

도출하였다. 다음은 현장 시 계획에 대한 표로 , 시 위 , 판 및 원형

코어채취방법 및 시험방법을 나타내었다.
<표

<표

교량명
(공사별)

4> 북부간선고가 현장조사 사진

3> ‘16년 교면포장 예정구간 현장 시험계획 표
시험위치

연번

코어채취 후 방수층 및

교량형식

1

정릉천고가

2

아차산

3

두모

PSCB/RC

4

북부

STB

5

북부간선

STB

6

탄천

STB

기존방수
공법

위치
(피어번호,
차로)

시험명
코어채취

판형코어
확인

(150mm이상) 2개

300x300mm

❶AP함
량시험

❷입도

❸공극률

❹방수층
상태

❺
방수층
인발시험

비 고

PSCB/STB
STB/RC

전경사진

천공사진

코어사진

판형코어 절삭 전

판형 코어 절삭 후

판형 코어 절삭 후

* 시험위치 : 공사구간중 교량형식별 포장상태가 가장 나쁜 곳으로 선정
* 코어채취 : 포트홀 및 균열 발생부에서 부근 포장상태 양호한 부분에서(동일 위치별 2개를 채취)
* 판형코어채취 : 포트홀 발생부근 균열이 심한 포장상태가 매우 나쁜 곳(직원 입회, 상태 사진)
* 시험방법 : ❶~❸은 직영반 코어채취후 외부험의뢰, ❹ 직영반과 담당직원 확인, ❺는외부기관시험

4.2 ‘16년도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공사 예정구간의 현장조사 시험결과 분석

북부고가교, 정릉천고가교, 두모교,
아차산교, 북부간선고가교 등 5개소 교량에 대해 2015년 1,569a 6배 증가된
총면적 9,016a의 노후포장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
공사현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로는 판형 및 원형코어를
채취하고 하부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추가로 혼합물에 대한 실내시험을 실시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6년도에

결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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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심각한 종방향 및 블록균열 발생
일부 피로균열로 확장
판형코어 결과를 통해 파손부의 방수층 손상 (일부 소실 및 접착력 상실)
하부층의 일부 다짐 미달 관측
본 구간은 포장층의 다짐관리 문제로 인한 침투수 발생과 방수층의 재료 및
시공 문제로 인한 침투수의 유입으로 따른 손상이 심각하여 전면보수가 필요
일반적으로 균열부의 확장 및 피로균열 다수 발생 구간의 경우 방수층의
접착력 상실 및 손상으로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보수 방안 마련 필요

2)

<표 5>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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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고가(내부순환)-현장조사 (판형코어, 코어천공 D200mm)
위치 : 북부고가(종암방향) P53 3차로
북부고가 현장조사 사진

전경사진

천공사진

코어사진

판형코어 절삭 전

판형코어 절삭 후

판형코어 절삭 후

심각한 피로균열 발생 및 확장
판형코어 결과를 통해 파손부의 방수층 손상 (접착력 상실)
본 구간은 균열부의 확장 및 피로균열 다수 발생 구간으로 방수층의 접착력
상실 및 손상으로 기인한 바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전면보수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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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릉천고가교-현장조사 (판형코어, 코어천공 D200mm)
위치 : 정릉천고가(성산방향) P55 3차로

4) 탄천2고가-현장조사 (판형코어, 코어천공 D200mm)
위치 : 탄천2고가(청담방향) P45 3차로

릉

<표 6> 정 천고가 현장조사 사진

전경사진

천공사진

코어사진

전경사진

천공사진

코어사진

판형코어 절삭 전

판형코어 절삭 후

판형코어 절삭 후

판형코어 절삭 전

판형코어 절삭 후

판형코어 절삭 후

Ÿ

심각한 피로균열 발생 및 확장
교면포장 상 하부층으로 인장균열이 발생 확대되고 있는 바,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접착력 상실 및 침투수 유입이 원인으로 판단

Ÿ

이에 향후 바닥판의 열화 등 교량 안전에 우려가 있는 바, 조기에 포장부 및

Ÿ

<표 7> 탄천2고가 현장조사 사진

Ÿ

심각한 피로균열 발생 및 확장
교면포장 상 하부층으로 인장균열이 발생 확대되고 있는 바,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접착력 상실 및 침투수 유입이 원인으로 판단

Ÿ

이에 향후 바닥판의 열화 등 교량 안전에 우려가 있는 바, 조기에 포장부 및

Ÿ

방수층에 대한 전면보수가 필요

방수층에 대한 전면보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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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코어천공 D200mm)

5) 아차산교-현장조사 (판형 어,

치 : 아차산 상 P34

위

<표

Ÿ

위

<표

9> 아차산교 현장조사 사진

전경사진

전경사진

전경사진

전경사진

절삭 후 바닥판 상태

판형코어 절삭 사진

코어사진

코어사진

판형코어 절삭 후 방수층 상태

절삭 후 바닥판 상태

절삭 후 바닥판 상태

절삭 후 바닥판 상태

3

포장층은 개질 및 일반아스팔트 포장(공용기간 1 년)으로 노후화,

망상균열,

Ÿ

막식 방수(클로로프렌계)로써, 바닥판 콘크리트와 아스콘 사이가
접착불량으로 인해 방수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방수층은 도

바닥판은 일부구간의 경우 체류수에 의한 바닥판 표면의 열화부가

9

포장층은 일반아스팔트 포장(공용기간 1 년)으로 노후화,
소파 등 다수 발생되어 있음.

Ÿ

분리되어 있었고,
Ÿ

치 : 아차산 상 P34

8> 아차산교 현장조사 사진

포트홀 등의 손상이 발생되었음.
Ÿ

코 코어천공 D200mm)

6) 두모교-현장조사 (판형 어,

막식 방수(클로로프렌계)로써, 바닥판 콘크리트와 아스콘 사이
밀착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아 방수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
바닥판상태도 양호함.
방수층은 도
상태가

Ÿ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양호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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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균열, 소성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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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잠원고가교-현장조사 (코어천공 D200mm)
위치 : 잠원고가
<표 10>

4.2.2 사전 현장조사 구간 현장 코어채취 시험결과 분석

심

다음은 도 지 자동차 전용도로 구조물부 포장의 유지보수 공사 특성 및

잠원고가 현장조사 사진

골재 입도, 공극률 등 6종의 현장시험 및 분석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Ÿ

파손사진
Ÿ

파손사진

파손사진

포장은 일반아스팔트 포장(공용기간 11년)으로 노후화,

코어사진

망상균열, 소성변형,

Ÿ

소파 등 발생
Ÿ

Ÿ

막식 방수(클로로프렌)로써 바닥판 콘크리트와 아스콘 사이
접착불량으로 인해 방수층 파손 발생

방수층은 도
분리되어

코

현장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7개 교량에 대한 판 및 원형 어를 이용한

Ÿ

바닥판 상태는 전반적으로 표면파손 및 열화가 발생하였음.
Ÿ

8) 내곡 IC교-현장조사 결과
위치 : 내곡 IC교

Ÿ

곡IC교 현장조사 사진

<표 11> 내

Ÿ

함량이 전체적으로 높은 측정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도로먼지,
방수층 재료, 접착 프라이머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에 침투, 고착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토공부 경우 생산시 투입되는 AP 함량은 표층용 WC-1,-2,-6의 혼합물일
경우 대략 5.5% 전후 투입되고, WC-3,-4,-5의 경우는 AP 함량은 대략
5.1% 정도를 투입함.
약 10년 전에는 토공부 13mm 혼합물의 AP 함량은 약 5.8%이상, 20mm
혼합물은 약 5.4%이상을 투입함.
혼합물에 사용된 골재는 1등급 골재가 아닌 일반 3등급 골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교면포장 품질기준에 의하면 내부순환, 아차산, 두모교는 공극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포화도가 낮아서 다짐부족과 AP 코팅부족으로 조기 파손이
발생했을 것이며, 북부간선로는 낮은 공극율과 높은 포화도를 나타내어 전단에
의한 소성변형이 예상됨.
본 시험결과로는 도로포장 혼합물의 기초물성은 알 수 있으나, 시공 초기값과
변화추이를 알 수 없으므로, 상세한 파손원인과 예상되는 파손 진행, 방수층
상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아스팔트

<표 12> 현장

파손사진
Ÿ

9

파손사진

써 노후화, 망상균열, 소성변형,

포장은 일반아스팔트 포장(공용기간 1 년)으로
소파 등 발생

Ÿ

방수층은

쉬트식 방수로써, 바닥판 콘크리트와 아스콘 사이 방수층이 아직

형성되어 있는 상태임.
Ÿ

거 후 단면 손상부

바닥판 상태 확인은 실시하지 못였으나 포장면 제

복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단면 구 후 방수 및 포장공사 실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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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함량,

코어 채취 장소
교면포장 품질기준
(교면포장 하부층)

AP
함량(%)

코어채취 시험결과 분석

밀도( g/㎤)
코어실측 이론최대

5.0이상

-

-

공극율 포화도
(%)

(%)

3~4

70이상

(2~3) (75이상)

골재간극률

입도

(%)
13.0이상
(12.0이상)

-

내부순환로

5.45

2.246

2.424

7.36

61.6

19.16

적합

탄천고가 B P45

6.17

2.317

2.427

4.57

75.1

18.32

적합

아차산 상 P34

5.78

2.269

2.466

7.98

61.3

20.63

적합

정릉고가 내부 P55

6.16

2.330

2.443

4.66

74.9

18.51

5,2.5

정릉고가 내부 STAPA1

5.94

2.348

2.449

4.14

77.2

17.59

0.075

북부간선로 MP73-

5.88

2.384

2.465

3.30

80.3

16.80

0.075

두모교

6.33

2.247

2.405

6.59

68.2

20.29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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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어채취 시험 및 분석결과를 통해서 현재 시행하는
현장조사 결과의 오류 및 발생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면포장에 대한 합리적인 공용성 평가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Ÿ 포장상태 및 적용공법에 대한 장기공용성 모니터링 없이 단순 육안조사와
따 서 이상의 현장

시공시간 위주로 선정되어 있어 교면포장 상태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방법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막식과 PSMA에 대한 장기공용성 조사결과 없이

개발

률

일 적으로 시행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Ÿ

교면포장의 합리적 공용성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조사기준과 결과에 따른 적정 보수공법 선정 및 선정공법의 엄격한 품질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 포장 표면손상, 평탄성 정도, 바닥판 열화상태 및 기하구조, 배수시설
상태조사 전면 시행

제 5장. 품질관리 개선 기준 제시

그림 3>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사례

<

- 외부조건 교통량과 교통특성에 대한 조사 후에 결과를 바탕으로 공법 및
자재 선정

<

그림 4> 교통량에 의한 보수공법 선정 기준

- 공용성 평가결과에 따른 공법 및 자재 선정 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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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차 작업으로 15mm 비트 간격 드럼 장착 상온 절삭 장비를
사용하여 바닥판에서 1~2cm 포장층을 절삭하고 2차 작업으로 8mm 비트
간격 드럼 장착 상온 절삭 장비를 사용하여 잔여 포장층과 방수층 제거 및
추가 필요한 평탄성 작업을 실시

5.1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의 평탄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유지보수 공법 및
품질관리 기준 개선방안

적용.

5.1.1 교면포장의 평탄성 문제점 원인
1) 도로교 바닥판의

횡단경사 조정 문제 및 요철 발생 등에 의한 교면포장의 두께 변화

히 바닥판의 표면요철의 경우 유지보수 과정에서 상온 절삭에 의해 다량

2) 특

발생하여 포장층의 두께 변화

3) 도로교 바닥판의 열화 현상 및 방수층 약화로 인해 포장부와의 접착불량으로
세

전단 발생이 유발되어 포장층의 주행방향으로 미 한 요철 발생

4) 아스콘 공사중 발생하는 시공이음부의 다짐도 차이로 공용 후 요철 발생
5.1.2 교면포장의 평탄성 관리 방안
1) 도로교 교면포장의 상온 절삭 장비 개선 및 운용 기술 개발
2) 도로교 바닥판의 표면처리 방법 개선 및 현장 조사 기술 개발

<

그림 1> 15mm 비트 간격 드럼을 이용한 절삭 후 노면 상태

<

그림 2> 8mm 비트 간격 드럼을 이용한 절삭 후 노면 상태

3) 도로교 방수층 및 하부 포장층의 전면보수 단면설계 개선 및 보강 재료 적용
4) 도로교 상부층의 현장 포설 및 다짐 관리 개선 등 품질관리 철저
5) 소규모 파손과 포트홀 긴급보수에 대한 평탄성 관리방안 검토
6) 주기적인 예방적 유지보수 기술 적용

5.1.3 주요 시행 개선 대책 제안
1) 도로교 교면포장의 상온 절삭 장비 개선

업

도로교 교면포장의 전면보수 시 적용하는 포장층 및 방수층의 상온 절삭 작

멘

시 바닥판의 손상 최소화 방법 강구 (시 트 콘크리트 바닥판)
Ÿ

Ÿ

Ÿ

Ÿ

쇄

밍업으로 장비상태를 점검하고, 폐기물 차량
대수 확인으로 작업 속도(시간당 작업량) 체크
구조물 손상 최소화를 위해 평삭 두께 검토하고, 노면 청소 후 열화부 확인
점검 실시(점검 망치 비치)
8mm 비트 간격 드럼 장착 상온 절삭 장비 도입을 통한 도로교 바닥판의
요철 최소화 및 바닥판 평탄성 확보, 방수층의 부착강도 강화
- 15mm 비트 간격 드럼을 장착한 상온 절삭 장비의 경우 바닥판의
요철깊이가 10mm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바닥판 손상 우려
현장 여건에 따라 신속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2단계로 상온 절삭 방법을
평삭시 노면파 기 등 장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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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사 연장이 긴 주요 간선도로상 도로교의 상부 슬래브 요철이

거

심한 구간과

방수층 제 시 소음의 영향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예상되는 구간의 경우

8mm비트 간격 절삭 장비를 우선 적용하되, 연장이 짧거나 중요성이 낮은
도로교의 경우 감독관의 판단하에 적용하도록 강구한다.
2) 도로교 바닥판의 표면처리 방법 개선 및 현장 조사 기술 개발

업 후의

도로교의 전면 보수를 위한 포장층 및 방수층에 대한 상온 절삭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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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에 표면

청소 및 주요 점검 등 현장 관리 방안 마련 (방수층 접착력

증진 및 평탄성 확보)
n 바닥판의

압

잔여 방수재, 먼지, 기름, 폐아스콘 등의 유해물 제거 및 현장 확인 철저
청소용 스위퍼 사용)를 사용한 먼지 제거

n 공기 축기 (필요시 노면

<
n
n

<그림 3> 바닥판 먼지 제거 작업 (노면 청소용 스위퍼)

n 바닥판 열화 진행에 따른 다량의

먼지 발생 시 고압 살수차 사용 세척 및

압살수 진공흡입 차량 검토)

건조 방법 적용(고

n

n

n

그림 5> 열화부 제거 및 초속경 시공방법

타설 후 기존 콘크리트 상판과 높이가 같도록 한다.
교면포장의 블러스터링 발생의 원인이 되는 수분 제거를 위해 고주파 수분계
등을 사용한 5% 이하 함수율에 대한 현장 확인 철저
바닥판의 상태 확인을 통해 열화부 및 균열부 충진 작업 시행 철저 (열화부
및 균열부의 충진 가능 방수층 대체 포장층 적용 시 제외 가능)
바닥판의 요철 상태 및 횡단경사 등 현장 확인 작업을 시행하고 필요시
평탄성의 적합성을 위한 시험 조사 실시 (PRI : < 24cm/km)
기존의 횡구배의 확인과 시공후 확인 방법 보완을 위해 일반적으로 평탄성
조사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사 전 종단평탄성 측정장치의
보정(Calibration)을 위해 실시하는 수준측량 및 Dip-Stick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4> Water-jet 적용

름 잔존 유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제거 철저
히 제거하고 비산물 및 분진물 제거 철저
열화부 제거의 최소깊이는 3cm이며,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신 구
접착제 도포 후 타설(물/시멘트비는 35~50% 적절, 60%이상 사용
금지)하며, 표면 마무리 작업은 20분 이내에 신속히 시행하고 기온에 따라
적정량의 지연제를 사용하되,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금한다.

n 유류 등 기

n 초속경 콘크리트 사용시 열화부는 충분
n

그림 6> 노면 기준 프로파일(Profile) 측정(좌:수준측량, 우:Dip-Sti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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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RI를 PRI로 환산한 값의 준공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또는 3m 직선자 활용한 평탄성 측정법의 사용성 현장 검증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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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평탄성 관리기준 현황
1일 포장 물량 기준
(IRI 단위 : m/km)

구분
고속
도로

일반구간

1.6

교량, IC,
JC 구간

2.0

일반도로
국도

그림 7> 3m 직선자

<
n

또한, 기존 현장타설 콘크리트 슬래브에 의한 구조적 평탄 불량(웨이브)
부분에 대한 확인 방법으로는 휴대용 평탄성 측정장비를 통하여 평가 후
심하게 벗어나는 부분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상온
절삭 후 단시간내 평탄성 적합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평가기법
개발과제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휴대용 평탄성 측정 장비 도입)

확장 및 시
가지도로

근거

한국도로공사, 2009
토 공 부
교량접속부
토 공 부
교량접속부

:
:
:
:

1.27
1.65
1.50
1.8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건설교통부, 2003

※ 환산식: IRI=3.79ㆍPrI+887.5 (단위 IRI, PrI 모두 mm/km) (문헌 : LTPP Tech Brief)
n

즉, 서울시의 경우 도로포장 상태가 고속도로와 달라, 서울시에서 수행한
서울시 도로포장 평탄성 향상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시도로가 고속도로에 비해
다양한 등급과 기능이 혼재하여 단일 등급 및 기능으로 사용되는 고속도로에

IRI가 2배 이상 높아 평탄성이 나쁘며, 또한 교차로가 위치하였을 때
IRI가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일반구간의 평탄성 수준은 주간선 도로가 4.45m/km, 보조간선
도로가 4.43m/km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 교량 접속부(30% 상향)를
포함한 평탄성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80% 수준으로 잠정 활용한다.
비해

일반구간에 비해

치

<표 2> 서울시 포장 품질관리용 평탄성 기준 (안)

<

그림 8> 휴대용 평탄성 측정 장비(Walking Profiler)

long-ski의 길이를 고려하여 평탄성 측정시 직선자의 길이도 동일한
것을 활용하도록 하거나, 휴대용 평탄성 측정장비를 도입하여 신속히 포장의
평탄성을 측정하고 포장공사의 적정여부를 즉석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휴대용 평탄성 측정장비를 도입하여 평가시 서울시의 교량의 포장상태에
따라 적정한 기준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n 포설시

도로등급

IRI기준치(m/km)

자동차 전용도로

2.6 (교량접속부 : 3.25)

주간선도로

3.5 (교량접속부 : 4.38)

보조간선도로

4.2 (교량접속부 : 5.25)

3) 도로교 방수층 및 하부 포장층의 전면보수 단면설계 개선 및 보강재료 적용
현행 도로교의 전면보수 시 방수층을 포함한 포장층에 대한 단면설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바닥판의 평탄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원 승인 제품인지 방수재
확인 후 두께 및 양생시간 확보 체크
n 바닥판의

횡단경사 조정 문제, 열화부 및 균열부 보수를 하면서 바닥판의
복

평탄성 회 이 가능한 단면설계 적용 및 사후 검증 방안 시행 (방수층 대체
하부 포장층 적용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8 ℃ 전후의 온도에서 포설 작업이 가능한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을

n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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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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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n 2

신속한 전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적용성 검토 및 확대 방안 마련

cm 이하의 방수층 대체 하부 포장층용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의 개발 및

n

현장 시공 기술 개발을 향후 과제 추진 검토 가능

치
접착성능에
문제가 없거나 횡단경사 조정 문제가 없으면 적용토록 하며, 부분적인 일부
요철 현상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시트식 기반의 2층
방수층 설계 적용 (별도의 홈 충전 공법 적용 필히 검토)

n 방수층을 설 하는 경우 바닥판의 열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3

멘

<표 > 도로교 바닥판의 종류에 따른 전면보수 단면설계 방안 (시 트 콘크리트 바닥판)
종류

n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

층
상부층

WC-1, 10mm 개질SMA(or SMA)

WC-1, 10mm 개질SMA(or SMA)

하부층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WC-1, 10mm 개질SMA(or SMA)

포장층두께

상부층(5~6cm), 하부층(2~3cm)

상부층(4cm), 하부층(4cm)

제외

시트식(3mm이상) 기반 2층 방수층

방수층
비 고

n

페이버를 사용한 포설 시 라인센서 감도가 포설 속도보다 빠르면 포설 두께
조정이 불가능하여 포설면에 미세한 파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하게
페이버의 포설 속도 유지하도록 현장 철저 관리
페이버의 포설속도는 속도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분당 페이버의 이동거리를 직접 측정하여 포설속도를
조절한다.(보통 5.4m/분) -> 교면포장의 경우는 가급적 최신 장비를
활용하도록 계약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페이버의 오거로 들어오는 혼합물의 양이 오거의 중간정도의 높이가 되도록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시행할 것.

∙ 상부층은 중차량 교통하중에 따라 ∙ 상부층은 중차량 교통하중에 따라
PG 76-22 아스팔트 적용 가능
PG 76-22 아스팔트 적용
∙ 하부층은 천연아스팔트 사용 구스 아스 ∙ 바닥판의 평탄성이 양호 및 열화 현상
팔트 적용 (매스틱 개질 아스팔트 제외) 이 없는 경우에는 1층 방수층 적용 가능

※ 2cm 포장두께 적용 10mm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은 입도 조정 등을 통해 적용 검토
※ 천연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공용성능 검증 미비로
단기적 방안에서 제외

※ 통행 교통량에 의해 신속한 전면보수가 필요한 경우 180℃ 내외 온도에서 포설이
가능한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검토

※ 바닥판에 횡단경사 조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시 이를
감안한 포설 계획 마련 후 시행 (페이버 장비, 거푸집 설치 방법 적용 가능)

4) 도로교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층의 현장 포설 및 다짐관리 개선 등 품질관리 철저
도로교의 최종 노면 평탄성 품질을 좌우하는 상부 및 하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포설 및 다짐관리 개선 등을 통한 현장 품질관리를 철저히 시행

그림 9> 페이버 진행 속도 및 오거유입 혼합물 높이 준수

<

n 포장층 시공 과정에

밀도 약화에 따른 균열 발생이 가장 취약한 세로

이음부는 노면의 평탄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서, 철저한 현장 포설 및
다짐관리 시행

밀도 확보를 위해 페이버의 스크리드를 기존 포장체
상부에 2.5~4cm 정도 중첩하여 포설하고 레이크 등을 이용하여 시공
이음부 위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쌓아 올린 후 롤러를 15cm 걸쳐서 다짐
실시 (단, 여기서 단부 마무리 처리는 기존 이음면 레이크 작업 대신 편평한
판으로 이음면을 눌러주고 단부를 볼록하게 만든 후 다짐 실시도 가능하므로,

n 이에 적정 포장체의

현장 적용성 검토 후 반영)

n 현장 일반 점검사항 관리 철저

- 아스콘 출하시간 및

총 작업량 기 확인 실시

- 장비 조합 확인(예비 장비 확인)

험

- 포설 온도 체크 및 두께 확인(시 실 시료

채취)

- 개방온도 철저 확인 및 06시 교통개방 철저
- 기존 포장층과 요철 처리 확인(안내간판 요철 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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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누더기식 팻칭 보수는 지양하되,
평탄성 확보를 위해 평탄레벨기를 활용하여 포설면을 정리하고 다짐작업 시행

- 시공이음부가 평탄성 불량의 원인이 로

그림 10> 이음부 다짐 처리(페이버의 스크리드 겹쳐 포설)

<

⇒

<

그림 13> 평탄레벨기 적용 현황

톤 이상 다짐장비를 원칙으로 사용하고 부득이 소형
다짐장비 사용시 1층 최대 다짐높이를 40mm 이내로 층 다짐
→ 콤팩터 or 램머를 이용하여 1차 다짐 후 다짐장비로 2차 다짐

- 다짐도 개선 : 10

기

존

개
<

n 시공이음부의 공

투

선

그림 11> 단부 마무리 처리

극채움을 위해 KS M 2203 기준의 유화아스팔트보다

침 용 개질 유화아스팔트의 주입 검토
n

라인센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롱스키(Long-ski) 활용방안 검토
- 롱스키 선정 시 강관식 롱스키는 평탄성 개선효과가 없으므로 사용을
지양하고, 다지점식(지네발식) 롱스키를 사용하되 길이가 길수록 평탄성
개선 효과가 확보되므로 롱스키 규격은 10m이상으로 선정
- 작업팀과 사전 시공계획 수립 시 롱스키 보유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그림 14> 콤팩터 다짐

<
n 포트홀 긴급보수

피한

- 내구성 개선을 위해 강우(설) 중인 경우로서 사고 우려 등으로 긴급보수가 불가

만 상온형 아스콘을 사용하고, 기상상태가 양호한 경우의 긴급보수와 상온형 아스콘을

경우에

사용하여 긴급 보수한 구간은 가열형 아스팔트(아스콘 보온박스 활용)로 (재)보수 시행

그림 12> 롱스키 활용한 혼합물 포설

<

m )과 포트홀 긴급보수에 대한 평탄성 관리방안 검토

5) 소규모 파손(700
n 소파보수(

2

Patching)

그림 15> 아스콘 보온박스 활용 재보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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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40mm 이내 층

- 다짐도 개선을 위해 포트홀 긴급보수 1층 최대 다짐 이

kg 이상 램머로 10회 이상 다짐

다짐하되, 층별 50

5.2 교면포장의 품질관리 기준 개선 제안사항
5.2.1 방수층 품질관리 공통사항

5.1.4 향후 추가적 검토 대책

mm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1) 서울형 방수층 대체 하부 포장층용 10

기술 개발 보급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추진)

5.2.1.1 적용범위
이 방안은 도로교 바닥판의 방수층 단면설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서울시도시고속도로용 교면포장 공사 전문시방서 개발 및 보급

3) 서울시도시고속도로 교면포장 평탄성 기준 개정 (PRI → IRI)
4) 바닥판 평탄성 현장 조사 장비 도입 및 시험법 개발 (간이식)
5) 후속층 포설전 PRI 측정 및 주행테스트 실시 검토
n PRI 측정시기 : 중간층 및 표층 완료시 마다 시행
n 차로별 주행테스트 실시후 승차감 불량구간 조사
n PRI 측정 및 주행테스트 결과 분석후 평탄성 불량시 구간 절삭 재포장 실시
원칙 (경미한 경우에만 그라인딩 실시)
6) 방수층 재료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대책 시행(불시 현장점검과 공급 시료 채취)
7) 롱스키 사용한 평탄성 확보방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8) 유럽의 도로국에서 제시한 레이져를 활용한 평탄성 확보방안 검토

5.2.1.2 공사관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방수층 포함)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도로포장 교육’과 함께
ʻ도로포장기술교육-1.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5.2.1.3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준은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의‘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과 ʻ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ʼ을 참조한다.
(1) 교면포장 포장층용으로 적용하는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및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공사표준시방서’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서울특별시‘서울시전문시방서’,‘유지보수 전문시방서’를 참조한다.
(2) 교면포장의 각 공정별 품질관리 및 검사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서울특별시‘서울시전문시방서’,

그림 16> Road Scanning System을 활용한 평탄성 확보

<

‘유지보수 전문시방서’의 해당 절을 참조한다.
(3) 교면포장의 품질관리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등으로 나눈다.

5.2.2 단면설계

5.1.5 개선대책의 활용

5.2.2.1 단면구성

본 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개선대책 중에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시행한

3

치
첨
거 시방
치 등으로 여건에 따라 추진하고 그 외의 사항은 향후

도로교의 바닥판에 적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은 일반적으로 상부층,

기술검토 회의(2016. .21) 결과의 개선방안별 조 계획 <별 1>에 의

택코트, 하부층(레벨링층), 방수층 및 접착층(프라이머)으로 구성된다. 도로교

적용, 시범 시행, 현장 조

상부 구조물(난간, 방호벽 및 연석 등)과의 접촉부에는 포장체 내의 침투수의

유지관리 개선에

신속한 배수를 목적으로 유공 도수관을 설치하기도 한다.

참고하여 시행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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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설계일반

<표1> 도로교 전면보수 단면설계 방안

교면포장의 단면은 하부층과 상부층 2층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부

종류

시멘트 콘크리트/강 바닥판

표층은 양호한 주행성의 확보를 위한 층으로 내유동성, 내균열 저항성 및 미끄럼

층

저항성 등이 우수해야 하며, 하부층은 상부층의 하중을 분산시키며 우수나

상부층

제설재가 침투하여 방수층으로 도달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면포장의

하부층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층두께

상부층(5~6cm), 하부층(2~3cm)

상부층(4cm), 하부층(4cm)

제 외

시트식(3mm이상) 기반 2층 복합식
방수층

설계단면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 한다.

줄눈재 방수층
택 코트
방수층

접착층

흡수방지층

도로교 바닥판

방수층

비 고

교면포장 (상부
층)
교면포장 (하부
층)

WC-1,2,6 or 10mm 개질SMA(SMA)
WC-1,2,6 or 10mm 개질SMA(SMA)

∙ 상부층은 중차량 교통하중에 따라 ∙ 상부층은 중차량 교통하중에 따라
PG 76-22 아스팔트 적용 가능
PG 76-22 아스팔트 적용
∙ 하부층은 천연아스팔트 사용 구스 아스 ∙ 바닥판의 평탄성이 양호 및 열화현상이
팔트 적용 (매스틱 개질 아스팔트 제외) 없는 경우에는 1층 방수층 적용 가능

※ 2cm 포장두께 적용 10mm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은 입도 조정 등을 통해 적용 검토
※ 천연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공용성능 검증 미비로
단기적 방안에서 제외

유공 도수관

※ 통행 교통량에 의해 신속한 전면보수가 필요한 경우 180℃ 내외 온도에서 포설이
가능한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검토
※ 바닥판에 횡단경사 조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시 이를

<그림 1> 교면포장의 단면 구성

5.2.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

감안한 포설 계획 마련 후 시행 (페이버 장비, 거푸집 설치 방법 적용 가능)

5.2.2.4 방수층

교면포장의 포장 두께는 도로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2층 구조로서 8cm를

교면포장 시공 전 도로교 바닥판용으로 설치되는 방수층은 도로교 바닥판으로

표준으로 한다. 단면두께 설계과정에서 사하중으로 고려가 된다면 8cm 이상의

우수가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으로 바닥판의 부식을

두께로 설계할 수 있다. 얇은 층으로 시공 및 공용이 검증된 특수한 형태의

방지하고 방수층과의 접착이 좋은 접착층(프라이머) 위에 시트식 또는 도막식

포장은 해당 포장공법의 특성에 맞게 요구하는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도로교
전면보수 시 방수층을 포함한 포장층에 대한 단면설계는 도로교 교면포장용

방수재를 사용한다.
(1) 교량형식과 연장에 관계없이 설계 교통량이 8.2톤 등가단축하중(ESAL)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용기준 <표 1>에 따른다.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은

기준으로 1000대/차로/일 이하일 경우나, 비교적 도로교 연장이 짧은

교통하중 등급(ADT)이 8.2톤 등가단축하중(ESAL) 기준으로 500대/차로/일

라멘교 또는 슬래브교일 경우에는 시트식 또는 도막식(단일층 개념)의

이상일 경우 PG 76-22 이상 아스팔트를 적용한다.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PG 76-22 이상 아스팔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교면포장의

방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설계 교통량이 8.2톤 등가단축하중(ESAL) 기준으로 1000대/차로/일

하부층에 천연 아스팔트를 사용한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상으로 도로교 연장이 100m 이상일 경우는 도로교 바닥판으로 우수가

방수층을 제외할 수 있다.

침투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1.5층과 2층의 방수층을 적용할 수
있다. 방수층의 구성은 하부에서 상부의 순으로 흡수방지식 보조
방수재+프라이머+시트식 또는 도막식(1.5층 개념),
프라이머+도막식+시트식(2층 개념), 프라이머+시트식+시트식(2층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상기 1.5층 개념의 방수층은 1차 흡수방지식 보조 방수재를 적용하고, 2차 시트식
또는 도막식 방수재를 적용하여 시트 또는 도막 방수층 파손발생 시 포장체를 통하여
침투한 우수와 염화물에 의한 열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강
바닥판(Steel Deck Plate)의 경우와 고강도(30MPa)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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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방지식 보조 방수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교면포장 유지보수시 야간작업 또는 교통소통 여건 등에 따라 장기적인

도로교 배수구의 크기, 설치 간격 및 위치는「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도로교 신축이음과 도로교 난간이 만나는 부분에는 배수구를

공사가 어려운 경우 감독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트식 또는 도막식 방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 배수구가 설치되는 쪽의 교면포장 하부층과 도로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공사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별도의

난간 또는 연석이 접하는 부분 및 신축이음과 교면포장 하부층이 접하는 부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현장 접착강도 시험 등을 추가로

바닥판에는 유공 도수관(Drainage Pipe)을 설치하여 도로교에 설치된 가장

시행토록 한다.

가까운 배수구와 연결하여야 한다. 유공 도수관의 배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5) 교면포장용 방수층으로 시트식이나 도막식 방수재를 사용하지 않고
흡수방지식 보조 방수재 한 종류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6) 방수재의 선정 시에는 강 바닥판의 경우 고려대상의 방수층에 대해 전단강도
및 접착 강도시험 등을 행하여 전단강도와 접착강도가 우수한 제품을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 도로교에는 시공 시 15mm 이상의 사각 홈을 만들거나,
바닥판 양생 후 커터기로 절단하여 사각 홈을 만들어 유공 도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수층을 포함한 교면포장의 전면보수시에는 유공 도수관의 설치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

선정한다.
(7) 도로교 바닥판 방수는 도로교 형식, 하중 조건, 교통 조건 및 환경 조건에
따라 어떤 방수층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방수층
재료의 선정 시 도로교의 구조요인과 영향조건 등을 고려한다.

5.2.2.6 접착층
방수층의 상부와 하부에 적용하는 접착층(프라이머)은 바닥판, 방수층 및 하부층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한다.

(8) 도로교 교면포장의 보수시기와 바닥판 방수 공사의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바닥판 방수층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면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바닥판 방수층 공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개개의 적용 장소에
우선하여야 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수층 공법 선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행토록 한다.
(9)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재는 적용 현장의 교면바닥 유형, 교통량,
도로교 구조 및 기상 등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10) 일반적으로 도로교의 구조형식에 있어서, 프리캐스트 시공으로 바닥판의
평탄성이 좋고, 진동 및 처짐 등이 작아 부착성능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에는 공장 생산으로 균일한 두께를 확보하여 우수한
방수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시트 방수공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5.2.2.7 교면포장의 유지보수시 고려사항
(1) 교면포장의 파손으로 인하여 방수층을 포함한 하부층까지 절삭할 경우 신설
교면포장의 단면설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교면포장 보수를 위한 절삭
작업 시 교량 바닥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비를 사용토록 강구한다.
(2) 방수층을 포함한 교면포장층을 절삭하는 경우에는 8mm 비트 간격 드럼이 장착된
상온 절삭 장비를 우선 적용토록 하여 교량 바닥판 평탄성을 확보하면서 방수층의
부착강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5.2.3. 방수층 재료의 품질 기준
5.2.3.1 방수층 재료 일반
(1) 도로교의 교면포장에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하는 모든 도로교 바닥판에 시공하는 모든
방수층의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2) 방수층 재료는 시트식 및 도막식의 2 종류로 구분한다. 다만, 1.5층 개념의

(11) 클로로프렌 도막식 방수재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납품되는

방수층에서는 보조방수재로 흡수방지식을 사용한다.

재료가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

(3) 도로교의 바닥판 방수층의 재료 분류는 <표 2>에 따른다.

감독자는 공사 중에 별도의 시료 채취를 통한 시험의뢰를 통해 실제

(4) <표 2>의 재료분류에 속하지 않는 방수층 재료에 대해서는 도로교 바닥판용

납품재료의 품질을 재확인토록 한다.
(12) (11)항 이외의 도막식 방수재를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도로교의

방수층 재료의 품질기준에 대한 만족 여부를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와
외부 연구기관의 공용성능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한 객관적인 성능 입증 자료를

바닥판 특성을 고려한 관련 보고서 등의 검토를 거치고 이를 별도의

제출하고 시험시공 적용 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지를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후 설계 공법을 선정토록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적용할 수 있다.
(5) <표 2>의 방수층 재료의 분류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5.2.2.5 배수시설

지침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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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흡수방지식 보조 방수층 재료의 품질기준 (KS F 4930 : 2007)
<표 2> 도로교의 바닥판 방수층 재료의 분류 및 특징

품질기준

항목
종류

시공 방법

가열
방수재 하면에 불이나
융착식 고온의 열을 가하여 접착
시
트
식

부착식

최소
두께

형태

침투깊이

도
막
식

가열형

프라이머 도포 양생 후
고무 아스팔트계라고도
불리며 약 19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도포

KS F 4930

물흡수 계수비
0.1 이하

KS F 4930

내투수 성능

투수비 0.1 이하

KS F 4930

염화 이온 침투 저항 성능

3.0mm 이하

KS F 4930

이상 무

KS F 4930

표준상태

시트 하면에 접착성분이
2mm
자착식 있어서 필름을 벗겨내면서
이상
중량을 가하여 접착
2mm
이상

2mm
이상

프라이머 도포 양생 후
수지계
주재와 경화재로 된
1mm
(2액형)
2성분을 현장에서
이상
상온으로 혼합하여 도포함

시험기준

4.0mm 이상

4mm
이상

시트와 동일한 재질의
접착재를 고온으로
2mm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가열하여 도포하면서 바로 이상 고무 혼합 아스팔트를
시트를 접착
합침

프라이머 도포 양생 후
주재료와 휘발성 용제가
용제형
혼합된 상온의 용액을 약
3회 이상 도포

무기질계

준수 사항

클로로프렌 고무를
톨루엔이나 크실렌
등의 용제에 용해한
액상 상태
아스팔트를 합성고무
등으로 품질을 개선한
고체 상태

원칙적으로 기계식
시공 장비를 사용

내흡수
성능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인력시공 가능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고온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내 산성

부직포나 직포
등의 중심 기재
없이 사용 불가

기존 5년 이상의
2액형으로 에폭시
건전한 시공실적이
수지 등으로 구성되고
없으면 시험시공을
화학반응에 의해
통하여 입증 후
경화하는 액상 상태
적용가능

용출
저항
성능

냄새와 맛

이상 없을 것

탁도

2도 이하

색도

5도 이하

중금속(Pb로서)

0.1mg/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L 이하

PH

5.8 ∼ 8.6

페놀

0.005mg/L 이하

증발 잔류분

30mg/L 이하

잔류 염소의 감량
인화점

KS F 4930

0.2mg/L 이하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6)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방수층으로 1.5층 설계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흡수방지식 보조 방수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3>과 같으며, 무기질 계열의
재료만을 적용한다.

(7) 도로교의 바닥판에 적용되는 시트식과 도막식 방수층 재료에 대한 품질기준은 <표
4>에 따라 적용한다. 이 품질기준은 방수층 재료의 품질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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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로교 바닥판 방수층 재료의 품질기준

<표 5> 도로교의 바닥판 방수층 재료의 공용성능 관련 역학적 품질기준

품질기준
항목
시트식
인장강도(N/㎟)
23℃, 40℃
인장성능
최대하중 시
신장률(%)
23℃, 40℃

도막식

무처리

4.0 이상

알카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

20∼60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표시 값 ±3%
이내

-

내투수성

내투수성(포장재료 시공 후 시험)

KS F 3211

KS M ISO
3251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 이하

KS F 2711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분

± 2.0 이내

KS F 4931

저온 굴곡성

-10℃

균열이 없을 것

KS F 4917

내움푹 패임

접합강도(N/㎟)

3.0 이상

내피로성
-10℃

-

KS F 4931

잔금, 찢김 및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잔금, 찢김 및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전단
접착성능

품질 기준

시험기준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10℃

1.5 이상

23℃

0.8 이상

전단 접착강도
(N/㎟)

-10℃

1.0 이상

23℃

0.2 이상

전단
접착변형률(%)

-10℃

0.5 이상

인장 접착강도(N/㎟)

알카리처리

비 휘발분(%)

내균열성

항목

시험기준

KS F 4931

KS F 4931

23℃

1.0 이상

수침 인장접착 시험

23℃

수침 전의 70% 이상

KS F 4931

피로 균열 시험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5.2.3.2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일반
도로교에 적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 자재의 품질기준은 1.3
참조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공급원 승인(<표 6>, <표 7> 국토교통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2011.9월) 참조) 여부를 확인 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 자재에 대하여 서울시
관련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자재 반입 후 샘플을 채취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 품질기준 만족여부를 검사한다. 교면포장의
포장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밀입도와 개질SMA(or

(8) 도로교의 바닥판 방수층 재료가 교면포장에 설치되었을 경우 교통하중에 의한
공용성능과 관련 있는 역학적인 품질기준은 <표 5>에 따르며, 도막식과 시트식 모두
이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표 4>의 기준에 의거 감독자의 승인을

SMA)에 대하여 각각 다음 <표 6>, <표 7>과 같다.
(1) 도로교의 교면포장 포장층에 적용하는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은 <표 6>에 따른다.

거쳐야 한다.
<표 6> 교면포장 포장층용 13mm (WC-1, 2, 6)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기

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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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층

하부층

아스팔트 함량(%)

5.0 이상

5.0 이상

공극율(%)

3.0∼4.0

2.0∼3.0

골재 간극율(%)

13.0 이상

12.0 이상

포 화 도(%)

70 이상

75 이상

동적안정도(회/mm)

2000 이상

다짐횟수(양면)

마샬 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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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의 교면포장 포장층에 적용하는 PSMA(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5.2.4. 시 공

품질기준은 <표 7>에 따른다.
5.2.4.1 도로교 바닥판 시공
교면포장의 두께를 균일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의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표 7> 교면포장 포장층용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기

항 목

시에 바닥판의 횡단경사 조정이 되어야 하며, 교면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준

상부층

하부층

아스팔트 함량(%)

6.8 이상

6.9 이상

공 극 률(%)

2.0∼3.0

1.0∼2.0

골재 간극율(%)

18 이상

17 이상

포 화 도(%)

75 이상

80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

0.3 이하

동적안정도(회/mm)

2000 이상

다짐횟수(양면)

마샬 75회

위하여 바닥판의 표면 관리를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5.2.4.2 도로교 바닥판의 표면처리
(1) 교량의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시에는 교면포장 공사 전에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에 레이턴스 (Laitance), 먼지 및 기름 등의 부착은 방수층의 접착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2) 교량의 신설 시에는 교면포장의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양생은 보통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후 4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3) 도로교 교면포장 구스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천연 아스팔트는
TLA(Trinidad Lake Asphalt), 기타 천연아스팔트 등 분말 또는 액상
아스팔트 등이며, 바인더의 품질기준은 다음의 <표 8>, 혼합물의 배합설계
품질기준은 <표 9>을 각각 따른다.

바닥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량 바닥판의 열화 발생 부위는 선조치하여 방수층 및 포장층 공사를

5.2.4.3 시공 시 기온 조건

바인더 품질기준

침입도(25℃), 1/10mm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상온 절삭 방법을 시행한다. 이 때 교량

시행한다.

<표 8> 구스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목

(3) 교면포장의 유지보수 공사 시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방수층을

T.L.A
(Trinidad Lake Asphalt)
1∼4

(1) 바닥판 방수층 시공 시의 기온은 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방법

기타 천연아스팔트
-

KS M 2252

연화점,℃

93∼98

90 이상

KS M 2250

증발질량변화율(%)

-

2 이하

KS M 2255

인화점(C.O.C),℃

240 이상

240 이상

KS M 2253

PG Grade

-

76-22 이상

KS F 2389

(2)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층 재료가 제성능을 발현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므로 방수층은 기온 5℃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다.
(3) 햇볕이 있고 대기온도가 30℃ 이상일 때에는 시공을 지양하여야 한다.

5.2.4.4 침투수 배수시설
(1) 교면포장의 상․하부 포장층을 통해 침투한 물은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되어야 하므로, 포장체 내부로 침투한 물의 신속한 배수를

<표 9>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품질기준
항 목

천연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위하여 침투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시험방법
포장조사․시험법
편람[3]-320
포장조사․시험법
편람[3]-315

류엘유동성(초)

20 이하

관입량(mm, 30분) (40℃, 52.5㎏/㎠)

1 ~4

동적안정도 (60℃) 회/㎜

300 이상

KS F 2374

휨파단 변형율(-10℃, 50㎜/min)

8×10-3 이상

KS F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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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투수 배수시설의 유공 도수관(drainage pipe)을 설치하기 위하여
컷터기로 凹형으로 절삭하는 방법은 시멘트 콘크리트 계열의 바닥판에만
적용하며, 강 바닥판의 경우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과 동일한 위치에
절삭홈 없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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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접착층 (프라이머) 시공

에폭시
방수재와
10cm)
규사 도포
살포 길이
하지 30cm
않음, 중나머지
20cm에접합부(폭
규사 살포
에폭시
2회 도포후
규사(3호)
살포

20 cm

접착층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 기구에는 고무헤라, 롤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의 도포 시에는 필요한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얼룩

줄눈재 방수재

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른다.

5.2.4.8 방수층 시공

2회에폭시
도포
중분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방수층은 교통차량에 의한 반복하중, 진동, 충격 및

15 mm
15 mm

유공
(지름 도수관
12mm)
방수재

횡단경사 방향

교면포장

전단 등의 역학적 작용, 온도변화 등의 기상 작용 및 바닥판의 팽창 수축 작용

방호
벽

<그림 2> 유공 도수관 위치의 방수층 설치 개요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표 9>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트식 방수층]
(1) 방수 시트의 접착 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경사가 낮은 쪽부터
시공한다.
(2) 접착 과정에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5.2.4.5 방수층 시공시 기상조건

부풀음이 생길 경우에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크기가

(1) 기온 5℃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5℃이하에서 시공이
부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10cm 이상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 한다.
(3) 방수 시트의 겹침 폭은 10cm 이상으로 하고, 겹침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직후의 강우시에는 충분한 건조와 보수 보강을 시행하여 방수층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이 도심지 내부에 위치하므로 유독 가스등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교면재포장으로 인한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기위해 방수층 건조시간은 60분
이내가 되도록 하고 후속공종인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지체없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막식 방수층]
(1)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서 도포하여야 하고, 방수층 재료의 도포,
양생, 표준 사용량, 도막의 시공두께, 단부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소
2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도록 한다.
(2) 방수층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현장 시공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에 따른다.

5.2.4.6 흡수 방지식 보조 방수층 시공
(1) 1.5층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흡수 방지식 보조 방수층을 시공한다.
(2) 흡수 방지식 보조 방수층은 시공이 간편하고 시공 비용 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반면, 고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에서의 불확실한 침투깊이와 초기
불량한 양생 으로 인한 막의 손실 등으로 확실한 방수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으므로 흡수 방지식 보조 방수재 시공 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흡수 방지식 보조 방수층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해 침투 깊이를 4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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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품질관리 및 검사
5.2.5.1 일반사항
(1) 교면포장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정해진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교면포장에 대하여 시공하는 각 단계에서 실시한다.
(2) 교면포장의 품질관리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등으로 나눈다.
(3) 품질관리란 설계서 및 시방서에 요구하고 있는 품질을 만족하는
교면포장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해지는 수단으로서 교면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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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최종 검사시험은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된 공법별 1개소에
대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한다.
(2) 교면포장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 현장하부 교면포장 시공 후 인장
접착강도 측정하여 0.6 N/mm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2.5.2 교면방수의 품질관리 및 검사
교면포장의 각 공정별 품질관리 및 검사 방법은 본 시방서,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3) 시험을 시행한 곳은 방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서울시전문시방서’, ‘유지보수 전문시방서’의 해당 절을

5.2.6. 개선 시방의 활용

참조하여 실시한다.

5.2.5.3 방수층 품질관리 방법
(1) 교면에 사용되는 방수층 재료는 기본적으로 도로교의 바닥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실한 방수 성능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수 성능을 갖추기
위한 방수층 재료 자체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방수층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 현장에서 방수층의
품질관리 업무 및 시험 등을 수행한다.
(3) 방수층 재료의 선정 시 각 업체의 재료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성분 및
함량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시방(안) 중에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시행한 기술검토
회의(2016.3.21) 결과에 의한 <별첨2> 9장 교량 가설 및 부대공의 교면방수 부분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과 10장 도로 및 포장공사의 절삭 작업 전·후 포장면의
종·횡단구배 확인에 대한 교면포장 공사시방 개정(안)은 한국도로학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 외의 사항은 서울시의 시방서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정리 하였는 바, 향후
유지관리 개선에 참고하여 시행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5.2.5.3.1 선정시험
(1) 방수층 재료의 시험성적서에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수층 재료 종류별

5.2.6 향후 추가적 검토 대책

품질기준(<표 4>, <표 5>)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2.5.3.2 관리시험

5.2.6.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품질관리 방법

(1) 방수층 재료가 선정된 후 시공을 위해 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감독자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검사시험은 시공 후 포장층에 대하여

직접 현장당 적용 공법별 1개소에 대하여 무작위로 샘플링 하고 시료를

준공확인 및 시공전 포장층의 상태 확인을 위해서 현장 코어(직경 150mm)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최초에 제출한 시험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채취하여 국토교통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2011.9월)의 5.3.3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시험 종목의 품질기준 만족여부를 검사한다.

(2) 이때, 품질관리 시험항목은 인장 접착강도를 KS F 4931에 따라 실시하고
<표 5>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3) 바닥판 속이나 바닥판 상의 수분의 존재는 고온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5.2.6.2 유지보수 공사전 방수층 부착상태 확인시험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방수층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의 부착상태 확인을

시공 시 수분의 기화 팽창으로 인한 바닥판과 방수층 분리의 주요한

위하여 현장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강도 이하가 나오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하여 수분함량이 5% 이하로

바닥판 및 방수층 열화상태 점검을 위해 사각판형 코어(50*50)를 채취하여 상태

안정적으로 건조됨이 확인된 후에 방수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확인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4) 도막 방수층 재료 시공 시 본 방수층 하면에 프라이머 및 접착층을 도포한
후 방수층의 균일한 두께와 일정 두께 확보를 위하여 3∼5회 이상으로

5.2.6.3 포장공사 전 교면포장의 두께를 균일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의 신설 및

여러 차례 나누어 도포하여 방수층의 두께를 2∼2.5mm 정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에 바닥판의 횡단경사 조정이 되어야 하며, 교면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판의 표면 관리를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교 바닥판의
종·횡단경사에 대한 현장조사는 수준측량 및 Dip-stick을 이용하고, 소파보수 등
소규모 요철에 대한 조사는 3m 직선자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표층의 완성된 면은

5.2.5.3.3 검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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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요철 정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규정된 적정방안으로 조치한 후 교면포장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포장공사 후 최종 포장면에 대한 종·횡단경사 및 요철에
대한 현장조사는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5.2.6.4 포장공사 후 포장면에 대한 차로별 종방향 평탄성 현장조사는 서울시

5.3 교면포장의 품질관리 기준 개선 제안사항 적용방법
5.2.1 시방 개정

◦ 적용방법 : 교면포장공사 발주 시 포함하여 공사시방서 작성
◦ 세부 시행방안
시방내용

연번

항목

시행방안
당초

품질시험소에 의뢰하여 IRI 측정장비를 활용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비
여건상 현장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용 IRI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단, 휴대용 IRI 측정장비는 규정된 오차범위 이내의 값을 나타내도록 매년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IRI 종방향 평탄성 값은 서울시의 규정치와 자동차

1

전용도로의 규정치 범위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의한 평탄성 측정결과인 IRI를 환산한 PrI값을 적용한다. 또한, 평탄성 기준에

교면방수
교면방수 일반사항 및
품질관리 6개 방수공법의
특기시방서 포함

서울시 전문시방서,
품질시험계획 포함하고
국토부 교면포장 설계
준공시 시험 결과 포함
및 시공 잠정지침에
준하도록 품질관리 강화 관리시행

포장면

PrI=240㎜/㎞ 이하여야한다. 이때,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표면상태 조사장비에
2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환산식: IRI=3.79ㆍPrI+887.5 (단위 IRI, PrI 모두 mm/km) (문헌 : LTPP Tech Brief))

특기사항

개정사항

포장 절삭작업 전
포장면종·횡구배 포장면의 종·횡단경사를
확인에 대한
확인하고 포장공사 완료
횡단구배 별도 규정 없음 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확인하도록 규정
확인

종·,

차량 진동으로 수준
측량이 곤란하므로
교량 방호벽에 표식
등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자 확인 시행

단, 100a이하
소규모 물량은
공단내 다른 공사
시험결과로 갈음

단, 부분개량,
차로별 포장시
제외

◦ 모니터링 방안 및 결과의 조치
- 연말 준공 공사별 품질시험 결과 수합 확인 및 개선 검토
- 교면방수 품질시험 불합격 발생 시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문 및 조치 시행
5.2.2 시범 시행

◦ 적용방법 : 포장공사 발주 시 설계에 공사비용 반영
◦ 세부 시행방안 :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 발생시 검토 후 추가 반영

연번

항목

1

절삭 8㎜ 비트 장비 활용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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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안

모니터링

적용대상

2차 절삭 설계내역 규격에 명시
정릉천고가교
적용 물량은 시공성을 고려 반영 · 시공중
- 적용 효과 확인
도로교(강교 및 콘크리트교)
하부층(구스아스팔트) 적용
- 확대 적용시 문제점 검토 정릉천고가교
설계 적용
· 준공 후
- 적용에 따른 결과보고
정릉천고가교
롱스키 피니셔 사용
롱스키 장비 손료 및 운반비용 반영

시공이음부 침투용
유화아스팔트 공극채움

자재 및 시공비용 반영하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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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시행 전, 후 물성치 등
별도의 품질상태 확인 보고

토공포장

5.2.2 현장 조치

◦ 적용방법 : 시공 시 감독자가 현장 작업중 확인
◦ 세부 시행방안 :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 발생시 검토 후 추가 반영
연번

항목

시행방안

모니터링

적용대상

1

· 페이버 속도게이지 장착

· 착공시 시공자에게 사전 신형
장비반입 요구

2

· 아스콘 플랜트 점검 강화

· 본 용역에서 제시한 플랜트
· 선정 시 점검 및 생산중
점검 가이드에 의거하여
전체 포장공사
점검 시 현장별 시행
점검 시행

4
3

· 시공이음부 레이크 작업

개선
· 직선자에 의한 평탄성 확인

· 시공중 감독자에 의한
전체 포장공사
포설 속도 확인 시행

· 착공 시 작업 전 포장
· 최초 교육 후 보고
특공에 대한 별도 교육 시행 (감독일지 등)
· 소파공사 시 3m 직선자
현장 비치

· 현장 검측사항 보고
(감독일지 등)

전체 포장공사
소파포장

제 6장. 교면포장 품질관리 적정성 평가방안 및 장단기
기본계획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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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교면포장 품질관리의 적정성 평가 방안과 자동차

험

나. 2차 현장평가 : 1차 내부평가 통과 공법 선정 후 제시한 역학적 성능시

전용도로 포장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 및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 후 최종 선정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1) 공단에서 1차 선정 공법에 대한 국가공인시 기관에 역학적 성능시

중장기 계획은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되, 1년, 5년, 10년, 20년 주기 등 동적 시스템으로
계획범위가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유동적인 계획 추진을 고려하여

히

시행해야 한다. 특 , 지속적인 품질관리 방법 개발 및 정책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청 주관부서에서 신기술 및 기법 연구 개발과
연관 정책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예산 및 정책수립의 주체인 서울시 본

수행해야 한다. 단, 본 연구 용역에서는 교면포장 품질관리 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제안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장에서 제시된 각각의 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연구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시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하에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험
험
뢰
험 선정 중요)
2) 성능만족 공법에 대하여 발주시행하나 특수조건 병기
3) 특수조건 : 시공 중 공단에서 임의의 시간에 현장 공급된 자재 채취 후
추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선정위원회에 반영하되,
불합격 재료는 바로 퇴출 절차 시행
평가 의 (성능평가를 위한 역학적 성능시

6.1.2 추적조사 및 품질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사후 추적조사 및 평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의 장기적인 공용성 평가를 위한

력

1) 공용성 판단 이 자료 구축 및 평가시스템 구축

6.1 교면포장 품질관리 적정성 평가방안 제시
6.1.1 자재 및 공법 전문 평가위원회 운영
자동차전용도로의 교면포장 유지관리 보수공사 공정별 사용 자재, 공법의 적정성

같이 도로포장 전문가 8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연초 및 연말 2회 정기총회를 포함하여 안건이
발생하는 매 회마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만 평가회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1차 내부 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포함한 적정 평가방안을 다음과 같이
여부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시행토록 한다.
가. 1차 내부평가 : 전문평가위원회에 검토 제안된 공법에 대한 평가기준

근 3년간 시공실적 건수 (10점)
2) 기초 성능시험 통과 근거자료 :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마련

1) 실적기준 : 최
제출(20점)

3) 공법개발 배경 등 재료 품질기준의 명확한 근거 : 개발 연구보고서 제출 (50점)
4) 제안 공법의 공용성 평가결과 : 자체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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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n 시공전 : 교량 방수층 상태 및 교면포장상태에 대한 이 자료 구축

<예시>
-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보고서 상 교량 구조 형태 및 포장 이력
- 판코어 채취 : 방수층의 상태 확인, 균열 관통 깊이 등
- 현장 코어채취 분석을 통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짐도 및 물성치 측정
n 시공중 : 교량 방수층 및 포장 공사시 품질관리상 문제점 및 특이사항 기록

<예시>
- 절삭 후 방수층 부착 상태
- 슬래브 콘크리트 열화 상태 및 분포
- 종, 횡단 구배 및 배수 현황 등

직

값 설정

n 시공 후 : 공용성 평가를 위한 기준

<예시>
- 로드스캐너를 이용한 표면상태 측정
- 교통량 분석
- 현장 코어채취 분석을 통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짐도 및 물성치 측정
- 방수층 시공상태 재확인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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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후 : 장기간 추적조사 시행을 통한 상대적 공용성 저하정도 평가

<예시>
- 로드스캐너를 이용한 표면상태 측정
- 포장상태 추적조사(비파괴 시험 병행) ⇨ 소성변형 및 균열 변화파악 등
→ 상태 변화에 따라 특이구간과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 시행
- 현장 코어채취 등 시험분석을 통한 교면포장(방수층) 물성 변화 측정
→ 다짐도, 공극률 등 물성치 변화로부터 교면포장 손상 경향 파악
→ 부착강도, 판 코어 분석 등 방수층 열화상태 분석(파손 급진전 구간 등 특이구간 대상)
- 교통량 변화분석

2) 교면포장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 품질관리 기준 개발
n 교면포장 시스템 유지보수 설계기준 개발

◦ 기존의 교면포장 보수시 활용된 부분 또는 전단면 유지보수공법 오류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기존 교면포장 시스템 적용구간에 대한 분석

히 조절된 시공 초기 환경(재료 및 시공 초기조건 제한)이
조성된 구간을 선정하여 시험시공 및 추적조사 실시결과를 통해
도심지 교면포장 시스템의 파손발생 메커니즘 규명

- 엄격

◦ 교면포장 시스템 평가방법 제시

- 준공 및 유지보수 대상 구간에 대한 평가 구분
- 포장층, 방수층,

나. 상기 추적조사 및 평가방안을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구간, 평가장비, 평가주기 및 기준 개발

며

◦ 교면포장 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른 부분 또는 전단면 유지보수

조사 및 평가 기법과 기준을 우선 개발해야 하 ,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의사결정 기준(안) 제시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량, 시공조건 등의 외부조건과 보수

순

1)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보수 기법 및 우선 위 선정기준 개발

집

대상구간, 보수시기, 보수방법 등 유지보수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객관적인 도로포장 상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평가결과에 따라 어떤 구간에 언제 어떤

순

n 개요 : 효율적 예산 행을 위해

n 연구내용

◦ 일반 절삭덧씌우기 공법 적정 적용시기, 대상구간 및 공법 선정방안 개발

n

- 토공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적정유지보수 시기 및 적정공법 선정방안
개발
- 구조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적정유지보수 시기 및 적정공법
선정방안 개발

◦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 적정 적용시기, 대상구간 및 공법 선정방안 개발
- 토공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적정유지보수 시기 및 적정공법 선정방안
개발
- 구조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적정유지보수 시기 및 적정공법
선정방안 개발

◦ 자동차 전용도로 생애 전주기에 대한 생산 및 시공, 유지관리 지침 개발
- 생산 및 시공 품질관리 기준 및 시행 지침서 개발
- 사후 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서 개발

순서도 제시)
- 교통량, 시공조건, 교량 바닥판 및 방수층 상태, 층간 부착강도,
각층 재료기준 등에 따라 다양한 유지보수 공법 선정기준(안) 제시
교면포장 시스템의 생애 전주기에 대한 생산 및 시공, 유지관리 지침 개발
◦ 생산 및 시공 품질관리 기준 및 시행 지침서 개발
◦ 사후 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서 개발
(포장보수 우선 위 및 공법에 대한 의사결정

공법으로 시공해야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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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층, 교량상판 각 부분별 건전도 및 열화도 평가

다. 교면방수 및 재포장 유지보수 지침 작성
교면포장시스템에 대한 전문 유지보수 지침 기준을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

뢰

킬수

기관에 의 하여 작성하고 교면포장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
있는 기준자료를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함

1) 교면포장(방수층 포 )의 열화정도(면적과

식

심각도) 평가 방안 개발

2) 교면포장 열화정도 및 포장형 에 따른 방수공법 선정 기준 개발

3) 교면포장 공용상태 및 소음기준 등에 따른 재포장 공법 선정기준 개발
4) 교면 재포장 방법에 대한 상세 절차 및 기준 제시
Ÿ

교면 재포장 및 재시공 공사의 공정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Ÿ

교면포장 공사의 자재, 공법에 대한 사후 품질관리 평가방안 제시

Ÿ

교면포장 공사 시방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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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동차전용도로 포장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방향 제시

참고문헌

본 절에서는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 유지보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히

중장기 기본계획 및 제도적 개선방안의 기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 ,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연구추진 및 연구범위 최소화 등
실효성 있고 외부 환경 변화에 적용

할 수 있는 동적 체계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1.

스팔트 교면포장의 내구성 증진을 위한 방수층 평가기준 및 강상판 설계기준 연

”

구 , 연구보고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연구개발, 정책화,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한 서울시의 주도적 시행이 요구된다.

2. 도로교통기술원 (2007)

가. 비전과 방향 설정
1) 비전 : 자동차 전용도로의 포장관리에 대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애

위해 중장기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 주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유지보수 구현

애

2) 방향 : 생 주기를 기준으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상태 수준 관리기준 및 목표 설정
1) 노후 포장면적이

옥창권, 김진환, 강민수, 안진홍, 서혜정, 이원태, 이병주, 이병덕 (2005), “아

누적됨에 따라 생애주기 전체의 관리목표 설정

2) 정비 및 보수를 위한 포장상태 조사계획 및 방법 수립
다. 장기 포장성능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공종별 재정비 주기(공용성능)

집

방안 제시

순

2)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우선 위 선정(안) 제시

3) 생애주기비용(LCC) 최소화 기법에 따른 예방적 유지보수 도입(안) 제시
4) 관리목적상 필요한 특수포장계획 수립
라. 예산편성 기준 및 확보계획
1)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편성 기준 검토
2) 연차별 투자규모를 감안한 중장기 소요재원 조달방안 검토
마. 기본계획 실행방안 마련
1) 목표달성을 위한 객관적 구체적 연차별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 제시
2)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3) 도로포장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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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도로교통연구원

품질관리 요

기

3. 류명찬, 옥창권, 권기철 (1995) “교면포장의 실용화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도
로공사 도로연구소.

4. James T. and Eric, P. (2013) “Micro-milling for Enhancing
Smoothness, Work Flexibility and Pavement Quality”, Texas.
5.

관리기준 및 목표설정
1) 설정된 재정비 주기(공용성능)와 포장상태수준 관리목표에 적합한 유지보수

“아스팔트 교면포장

술자료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6.

EAPA (2013) “Asphalt Pavements on Bridge Decks”, EAPA
Position Paper, European Asphalt Pavement Association.
Stroup-Gardiner, M. (2003) “Constructing Smooth Hot Mix
Asphalt (HMA) Pavements”, STP 1433,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NJ.
anning D. G (1995) “Waterproofing for Concrete Bridge Deck”,
NCHRP Synthesis of Highway Practice 220, TRB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 C.

7. M

8. Price, A. R. (1990) “Laboratory Test on Waterproofing Systems
for Concrete Bridge Decks”, TRRL Research Report 248, Transport
and Road Research Laboratory, Crowthorne, Berkshire
9. Yoder, E. J. and Witczak, M. W. (1975), “Principal of Pavement
Design”, 2nd Edition, John Willy and Sons, New Yor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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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별첨2>
제 9장 교량 가설 및 부대공

□ 교면포장 시공 품질관리 개선방안별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9-8 교면방수
9-8-1 교면방수

적용대상

조치계획
(반영)

추진실적

정릉천고가
교

시범시행
(설계)

설계반영 예정

◦ 포장 평탄성
- 포장공사 시공 전, 후에 종단
전체 공사
현장조사
, 횡단구배 확인 시행
◦ 방수층 하부
- 방수 대체 및 평탄 조절 가능한 정릉천고가
3
포장층 단면설계와
하부층(구스아스팔트) 적용
교
보강재 적용

확인시행
(시방)

시방개정(안)
확정

1.1 적용범위

시범시행
(설계)

설계반영 예정

1.2 교면방수의 규정

연번
1

분 야

개선 방안

◦ 교면포장 절삭장비
- 2차 절삭 8㎜ 비트 장비 활용
및 운용기술

2

- 페이버 속도게이지 장착
- 시공이음부 레이크 작업개선
4

◦ 포장 현장포설 및 - 시공이음부 침투용
유화아스팔트 공극채움
다짐관리
- 다지점식 롱스키 피니셔 사용

◦ 소파보수 및
5
포트홀 평탄성

6 ◦ 기타 추가대책

- 직선자에 의한 평탄성 확인
- 방수공법 품질관리
(선정된 방수공법에 대한 현장
자재 반입후 시험의뢰로 품질
확인)
- 아스콘 플랜트 점검 강화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교면재포장의 교면방수공에 적용한다.

교면방수는 도막식, 시트식 방수공법 중 공사구간내 제한된 작업시간과 열악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확인시행
(현장조치)

노후포장 적용

시범시행
(설계)

노후포장 적용

정릉천고가
교

시범시행
(설계)

노후포장 적용
및 설계반영
예정

(1) 교면포장 시공 전 도로교 바닥판용으로 설치되는 방수층은 도로교 바닥판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것

소파 포장

확인시행
(현장조치)

소파포장 적용

는 접착층(프라이머)은 바닥판, 방수층 및 하부층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재료를 선

전체 공사
토공 포장

신속시공이 가능하고 방수성능 및 현장적용성이 우수한 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교면방수공법은 별도의 자재선정위원회에서 도로교의 바닥판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의해
방수시공 후 바로 포장이 가능한 슈프림 데크코트, 구스톤, 고탄성아크릴(MMA), HS Bri-coat, PNA
coat, BAS 공법을 중에서 선정하여 적용한다.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으로 바닥판의 부식을 방지하고 방수층과의 접착이 좋은 접착층
(프라이머) 위에 시트식 또는 도막식 방수재를 사용한다. 여기서 방수층의 상부와 하부에 적용하

정한다.
(2) 교면포장 유지보수시 야간작업 또는 교통소통 여건 등에 따라 장기적인 공사가 어려운 경우 감독

전체 공사

확인시행
(시방)

시방개정(안)
확정

자와의 협의하여 현장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접착강도 시험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3) 도로교 바닥판 방수는 도로교 형식, 하중 조건, 교통 조건 및 환경 조건에 따라 어떤 방수층 재료
를 사용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방수층 재료의 선정 시 도로교의 구조요인과 영향조건

전체 공사

점검가이드 작성
확인시행
및 노후포장
(현장조치)
적용

※ 고압 살수차 및 청소차 사용을 통한 비산먼지 제거는 장비 확보 곤란으로 시범시행 제외

등을 고려한다.
(4) 교면방수에 적용되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에 대
한 사용료 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1.3 참조규격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준은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의

ʻ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ʼ을 참조하되, 그 이하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리항목은 공법별 제품

시방규정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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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 시공일정 및 방법에 관

<표 2> 도로교의 바닥판 방수층 재료의 공용성능 관련 역학적 품질기준

한 사항이 포함된 방수층 시공계획서

항목
내투수성(포장재료 시공 후 시험)

(2) 자재 품질확보를 위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방수층과 마감재 제품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23℃
-10℃
23℃
-10℃
23℃
23℃

인장 접착강도(N/㎟)

2. 방수층 재료의 품질 기준

전단 접착강도
(N/㎟)
전단
접착변형률(%)
수침 인장접착 시험

전단 접착성능

2.1 방수층 재료 일반

피로 균열 시험

(1) 도로교의 교면포장에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하는 모든 도로교 바닥판에 시공하는 모든 방수층의 재

품질 기준
투수되지 않을 것
1.5 이상
0.8 이상
1.0 이상
0.2 이상
0.5 이상
1.0 이상
수침 전의 70% 이상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10℃

시험기준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료를 대상으로 한다.
(2) 방수층 재료는 시트식 및 도막식의 2 종류로 구분하며. 방수층 재료의 품질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품질기준은 <표 1>에 따라 적용한다.

<표 1> 도로교 바닥판 방수층 재료의 품질기준
품질기준

항목
인장강도(N/㎟)
23℃, 40℃
인장성능

최대하중 시
신장률(%)
23℃, 40℃

시트식
무처리
알카리처리
가열처리
무처리
알카리처리
가열처리

비 휘발분(%)
내투수성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내움푹 패임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분
저온 굴곡성
-10℃
접합강도(N/㎟)
내피로성
내균열성
-10℃

도막식

4.0 이상
무처리의 80%
무처리의 80%
20∼60
무처리의 80%
무처리의 80%
-

이상
이상

3. 시 공
3.1 도로교 바닥판 시공

시험기준

교면포장의 두께를 균일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의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시에 바닥판의 횡단경사
조정이 되어야 하며, 교면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판의 표면 관리를 양호하게 하여야 한
다.

KS F 3211

(1) 교면포장의 파손으로 인하여 방수층을 포함한 하부층까지 절삭할 경우 신설 교면포장의 단면설계

이상
이상

표시 값 ±3% 이내

투수되지 않을 것
100 이하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2.0 이내
균열이 없을 것
3.0 이상
잔금, 찢김 및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잔금, 찢김 및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교면포장 보수를 위한 절삭 작업 시 교량 바닥판의 손상을 최소

KS M ISO
3251
KS F 4931
KS F 2711
KS F 4917
KS F 4931
KS F 4917
KS F 4931
KS F 4917
KS F 4931

화하는 장비를 사용토록 강구한다.

3.2 도로교 바닥판의 표면처리
(1) 교량의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시에는 교면포장 공사 전에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에 레이턴스
(laitance), 먼지 및 기름 등의 부착은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유해물은 확실
하게 제거해야 한다.
(2) 교면포장의 유지보수 공사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방수층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적절
한 절삭 방법을 시행한다. 이 때 교량 바닥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교량 바닥판의 열화

발생

부위는 선조치하여 방수층 및 포장층 공사를 시행한다.

(3) 도로교의 바닥판 방수층 재료가 교면포장에 설치되었을 경우 교통하중에 의한 공용성능과 관련 있
는 역학적인 품질기준은 <표 2>에 따르며, 도막식과 시트식 모두 이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표 1>의 기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3 시공 시 기온 조건

온 5℃
온 너무 높 나 낮
온 5℃
칙
햇볕
온
℃

(1) 바닥판 방수층 시공 시의 기
(2) 기

이

거

(3)

이 있고 대기

은

이상을 원

칙

으로 한다.

아도 방수층 재료가 제성능을

이하에서는 원

발

현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므로 방수층은 기

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다.

도가 30

이상일 때에는 시공을 지양하여야 한다.

3.4 침투수 배수시설

․

교면포장의 상

체

므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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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하부 포장층을 통해 침투한 물은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

하게 배수되어야 하

내부로 침투한 물의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침투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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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방수층 시공시 기상조건

온 5℃
온 저

(1) 기

의

도

람직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

립

하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

5℃

하며,

하여야 한다.

발생

한 경우에는 별도

직

(2) 작업장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건조와 보수 보강을 시행하여 방수층의 결함이

교면포장의

득

이하에서 시공이 부

당

4.3 방수층 품질관리 방법

체없

(1) 교면에 사용되는 방수층 재료는 기본적으로 도로교의 바닥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실한 방수 성능

러

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

갖

한 방수 성능을

무헤 롤러

접착층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

필

제 도포 시에는

요한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얼룩

라,

및

러

(2) 이

살

포기 등이 있다. 접착

넓

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게 바른다.

체

추기 위한 방수층 재료 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접착층 (프라이머) 시공

절을 참

분한

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3) 교면재포장으로 인한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기위해 방수층 건조시간은 60분 이내가 되도록 하고 후
속공종인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지

공정별 품질관리 및 검사 방법은 본 시방서,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와 ‘교

조하여 실시한다.

충

후의 강우시에는

각

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서울특별시‘서울시전문시방서’, ‘유지보수 전문시방서’의 해

무

무

한 방수층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

행한다.

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현장에서 방수층의 품질관리 업

및 시험 등을 수

각 체

(3) 방수층 재료의 선정 시

업

의 재료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성분 및 함량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7 방수층 시공

복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방수층은 교통차량에 의한 반

온 변
도

화 등의 기상 작용 및 바닥판의

팽창 축
수

진 충격
복잡

하중,

작용 등이

동,

4.3.1 선정시험
및 전단 등의 역학적 작용,

하게 작용하는 환경에

견딜

수 있어

축

(1) 방수 시트의 접착 방향은 교

풀

(2) 접착 과정에서 부

생

음이

멍 뚫
겹 폭 m

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
(3) 방수 시트의

[도막식 방수층]

침

을

은 10c

mm

게 하고 경사가

밀 붙

m

고 크기가 10c

이상으로 하고,

어

낮 쪽 터
은

부

시공한다.

풀

음이

생길

경우에는

핀

겹

침 부위가 2

등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준 사용량, 도막의 시공두께, 단부의

세

작위로

처

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소

어야 한다.

팽창

나

K F
S

직
뢰

당

접 현장

적용 공법별 1

하여 품질기준 동등 성능

4931에 따라 인장 접착강도를 실시하고 <표 2>의 기준 이상이

바닥판 상의 수분의

존

5%

온

재는 고

으로 인한 바닥판과 방수층 분리의

주

됨

이하로 안정적으로 건조

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시 수분의 기화

주

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

파 수분계를 사용하여 수

이 확인된 후에 방수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막 방수층 재료 시공 시 본 방수층 하면에 프라이머 및 접착층을 도포한 후 방수층의 두께를 2

∼ 5mm
2.

따른다.

된 재료를 감독자가

하고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함량이

부적인 현장 시공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에

샘플링

(2) 이때, 품질관리 시험항목은

(3) 바닥판 속이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도록 한다.

(2) 방수층 시공을 위한

무

개소에 대하여

이상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 한다.

겹

입

(1) 방수층 재료가 선정된 후 시공을 위해 현장에 반

여 시공하고 부

생

(1) 방수층 재료의 도포, 양
2

같

방향과

기지 않도록 교면에

2>)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관리시험

야 하므로 <표 1>, <표 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트식 방수층]

(1) 방수층 재료의 시험성적서에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수층 재료 종류별 품질기준(<표 1>, <표

정도로 균일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4.3.3 검사시험

4. 품질관리 및 검사

(1) 최종 검사시험은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된 공법별 1개소에 대하여 검사시험을 실시
한다.

4.1 일반사항

나

(1) 교면포장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시방서
에 대하여 시공하는

각

설계도서에 정해

단계에서 실시한다.

(2) 교면포장의 품질관리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등으로

란

(3) 품질관리
해서

템

(2) 교면포장시스

취

진

N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교면포장

나눈

/mm

2

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 현장하부 교면포장 시공 후 인장 접착강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험을 시행한

곳

은 방수 하자가

담

는 비용은 수급인 부
다.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으로 한다.

설계서 및 시방서에 요구하고 있는 품질을 만족하는 교면포장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

점 연
점 발견

해지는 수단으로서 교면포장의 품질 문제

공사에 대한 신

뢰

성을 향상시

키 새
며,

로운 문제

을 미

을

에 방지하고 품질의

변

동을 최소화하여

하여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4.2 교면방수의 품질관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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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하고

즉 메워
시

측

정하여 0.6

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

제 10 장 도로 및 포장공사

<별첨3> 플랜트 점검 가이드

10-18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사

자동차전용도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품질관리 가이드

3. 시공
3.1 준비공
3.1.1 시공자는 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
토가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포장면 절삭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시공자는 포장 절삭작업 전 포장면의 종단·횡단경사를 확인하여 포장공사 완료 후에도 동일하
게 유지되도록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사항
자동차전용도로 포장 공사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품질 확보를 위한 아스팔
트 플랜트의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2. 기층, 중간층,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관리 기준
기층, 중간층,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기준과 승인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스팔트 혼합물은 설계서에 따라 지급자재, 사급자재 등으로 공급받는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프랜트 품질관리는 서울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지침 및 국토교통부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에 적
합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가 승인한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한다.
④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설 점검은 <첨부 1>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 공급원
승인시 <첨부 2>의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한다.
- 점검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조치후 감독자에게 적합 여
부를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급원 승인된 플랜트이더라도 점검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자에게
점검 확인을 득할 때까지 자재 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현장 야간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아스팔트 플랜트 생산 중 점검은 <첨
부 3>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야간 포장공사 중 아스팔트 플랜트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시행하여 부적합
할 경우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기준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만약 이미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당일 생산 아스팔트 혼합물이 사용된 위치
와 물량을 확인하고 향후 코어 채취후 시험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거
품질 적합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이미 포장공사 현장에 반입되어 대기중인 미시공 아스팔트 혼합물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⑥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 시험은 1일 1회 이상 실시하며, 채취 시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별도로 보관후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공급자 보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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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설 점검

① 사일로 용량에 대한 저장면적 또는 용량 점검

3.1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설 점검 개요

② 투입구 풍화 방지장치 유무 점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확보를 위한 생산 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
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내구성 및 공용성을 증진시키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

③ 밀폐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 외부 누출 상태 점검
④ 사일로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 점검

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⑤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종류별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상태 점검

① 골재 입경별 종류 점검
- 굵은 골재와 잔골재를 구분하여 표기
② 골재 입경별 저장면적 및 용량 점검

- 종류별 표지판을 설치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⑥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주변의 오염 및 유출상태를 점검

- 플랜트 1일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소 6일 이상의 골재 보관
③ 골재간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경별로 분리된 골재 저장소 사이에 칸막

3.4 골재 콜드빈 시설
① 콜드빈 별 골재 종류와 용량에 대한 저장면적 및 용량 점검

이 시설을 반드시 설치
④ 우수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지붕 또는 천막 시설을 반드시 설치
- 혼합물 생산 시 함수비로 인한 품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는 최적 건

- 신규골재 콜드빈은 4개 이상 설치
② 우수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지붕 또는 천막 시설을 반드시 설치
- 혼합물 생산 시 함수비로 인한 품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는 건조 상

조 상태를 유지해야 함
⑤ 빗물 또는 토분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반드시 설치
- 배수 시설과 소요의 바닥 경사를 점검하여 빗물 또는 토분의 유입 방지
- 토사 등 오염물의 골재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면을 시멘트 콘크리트 포
장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마감
⑥ 골재 입경별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
- 골재 반입 시 서로 다른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표지판 설치

태를 유지
③ 빗물 또는 토분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반드시 설치
- 배수 시설과 소요의 바닥 경사를 점검하여 빗물 또는 토분의 유입 방지
- 토사 등 오염물의 골재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면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마감
④ 골재간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경별로 분리된 골재 콜드빈 사이에 칸막
이 시설을 반드시 설치

⑦ 골재 종류별 분리 상태 점검
- 골재는 표지판에 명시된 입경별로 분리 저장
⑧ 장소가 협소하여 발주 공사에 대한 골재를 저장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품질의
골재를 공급받아 생산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콜드빈은 투입되는 골재의 혼입 방지
⑤ 각 콜드빈별 카메라 점검
- 카메라를 장착하여 유출 여부 등을 조정실에서 확인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 투입 골재가 항상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지 조

3.2 아스팔트 저장 및 공급 시설

정실에서 확인
⑥ 호퍼에 골재를 공급 시 이물질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 및 관리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 점검
- 저장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므로 최소 2개 이상의

⑦ 호퍼 폭은 골재 공급 장비의 버켓폭 보다 큰 장비 사용
- 이를 위해 콜드빈 사이의 칸막이가 낮거나 골재를 투입하는 로우더의 폭보

저장탱크 보유
- 재생 아스팔트 플랜트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재생 전용 AP탱크를 보유

다 콜드빈 폭이 좁지 않은지 확인
⑧ 골재공급피더의 출구가 큰 돌이나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거나 골재 막힘 현상

② 저장탱크 가열방법 점검
③ 저장탱크에 온도조절장치와 온도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점검
④ 아스팔트 종류별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

방지 여부 확인
⑨ 켄베이어 벨트 파손 또는 기울어져서 골재의 공급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 아스팔트 반입 시 서로 다른 아스팔트가 혼입되지 않도록 표지판 설치
⑤ 연 1회 이상 교정 검사 기관에서 점검 실적 보유 여부
⑥ 아스팔트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저장소의 오염 및 유출 상태가 없는지 항상 확인

3.5 콜드빈 골재 이송 시설
① 콜드빈 골재를 드라이어로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및 지붕시설은 상시적으로
파손 여부 점검

3.3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시설

- 우수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지붕 또는 천막 시설을 반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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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핫빈 시설

3.10 조정실 시설

① 핫빈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시설 점검
- 현장 배합설계를 위한 핫빈 골재를 채취 시설 유무 확인
② 가열골재를 저장하는 핫빈 수량 점검
- 핫빈은 4개 이상이 일반적이며, 5개 이상 설치 권장

①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작동상태 점검
- 자동으로 표시하는 적외선 온도계 설치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내용이 기록되는 자동기록 장치 작동상태 점검
③ 콜드빈 골재 저장 상태, 콜드빈 골재 유출상태, 버너가열 상태, 아스팔트 혼합

③ 오버플로우 및 오버사이즈 골재를 저장 할 수 있는 시설 점검

물 상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별 모니터 점검

④ 오버플로우에 레벨러 설치

- 골재 콜드빈의 하부 모니터는 각 콜드빈 별로 설치

⑤ 연 1회 이상 교정 검사 기관에서 점검 실적 보유 여부

- 콜드빈 상부의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는 전체 콜드빈을 볼 수

⑥ 핫빈 골재 채취를 위한 시료 채취기 보유

3.7 드라이어 시설

있고, 적재량 파악

3.11 품질관리실 주요 시험장비

① 드라이어의 시간당 건조 성능 점검

-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② 시험가동을 통한 드라이어 작동상태 점검

① 보유하고 있는 이론최대밀도 시험기의 제조업체명과 구입일 점검

③ 드라이어 제조업체명 점검

② 샘플 시료를 이용하여 이론최대밀도 시험기의 작동상태 점검

④ 드라이어를 통과한 가열골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의 작동상태를
점검

- 이론최대밀도 시험기의 최대 압력이 97kPa(72.8cmHg) 이상인지 확인
③ 압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무 호스 등의 부식 상태 점검

⑤ 골재 건조를 위해 사용되는 연료 점검

④ 이론밀도 시험기 용기는 진공상태에서 변형이 없어야함

- 기존에는 벙커C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LPG도 사용
⑥ 드라이어의 외부 변형 점검

- 마샬 시험장비

- 드라이어의 외부 변형 상태에 따라 골재의 건조율이 달라지므로 상시적인
점검 필요

① 마샬 다짐기 및 몰드 탈형기의 제조업체명과 구입일 점검
② 샘플 시료를 이용하여 마샬 다짐기 및 몰드 탈형기의 작동상태 점검

⑦ 연 1회 이상 교정 검사 기관에서 점검 실적 보유 여부

- 마샬 다짐기는 몰드에 골재나 신문지 등을 넣고 다짐기를 시험 가동하여 작
동상태 점검

3.8 핫스크린 시설

- 몰드 탈형기는 마샬 몰드에 다짐된 혼합물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상태 확인

① 체 종류 및 크기 점검

③ 마샬 다짐기의 다짐속도 체크

- 체 종류는 강철망, 고무망 등

- 마샬 다짐기에 몰드를 장착하고 분당 다짐횟수 확인

② 체 종류 및 상태, 예비 스크린 보유 여부 점검
- 체에 골재가 막히거나 파손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비 체 보유
- 골재 유출량시험 및 현장 배합설계의 핫빈 골재 입도 범위기록을 확인하여
망크기가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③ 핫 스크린 설치방식 점검

- 마샬 다짐기 다짐속도 : 65±5회
④ 마샬 다짐기의 다짐해머를 분리하여 무게 측정
- 마샬 다짐기 해머무게 : 4,536g
⑤ 마샬 다짐기의 해머 낙하 높이 측정
- 해머의 높이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와 다짐될 때의 높이차
- 해머의 낙하 높이 : 457.2cm

3.9 혼합기(퍼그밀) 시설

⑥ 마샬 다짐기의 바닥판의 기준 적합여부 확인

① 믹서, 암, 날개, 라이너가 많이 마모되거나 변형 여부 확인

- 받침 : 통나무

② 믹서 내부로 구리스 등의 이물질 혼입여부 확인

- 콘크리트블록 : 20cm

③ 믹서 게이트의 작동 상태 점검

- 고무판 : 1cm

- 믹서 게이트의 노후화에 따른 혼합물 누수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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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마샬 다짐 몰드 크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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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하부 1

- 직경 : 101.6mm
- 높이 : 76.2mm
⑧ 마샬 다짐 몰드는 항상 청결 유지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점검 보고서

⑨ 몰드 탈형기의 작동 방식 확인
- 열풍건조시험기
① 열풍 순환 건조기의 제조 업체명, 구입일 및 검교정 점검

1. 골재 수급

- 검교정일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점검내용

② 열풍 순환 건조기의 가열 방식 점검
-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를 가열 시 열풍순환식 오븐을 반드시 사용
③ 열풍 순환 건조기의 내부 온도 점검
- 160℃로 열풍 순환 건조기의 온도를 설정한 후 검정된 온도계로 내부온도

1. 단립도 골재 확보를 위해 다음의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① 플랜트나 자체 보유 석산에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스크린
및 컨베이어밸트 설비 보유 또는,
②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6개월 이상 장기 수급 계약서 확인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

2. 굵은 골재 저장 시설 점검

측정
④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센서 점검

점검내용

⑤ 샘플 시료를 이용하여 열풍 순환 건조기의 작동상태 점검

4. 품질관리 직원 교육
① 품질 및 생산 관리에 관한 위탁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증 확인
-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3년 주기로 갱신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품질관리 업무 수행

5. 품질관리 기록 구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는 골재 입도가 변동될 때마다 수행해야 하며, 그 결
과 기록 관리 여부
② 외부 공인기관에 배합설계를 의뢰한 기록 관리 여부
③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배합표 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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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적합

1. 저장소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고, 외부의 빗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저장소 앞면의 경사 등 배수처리는
적합한가?

○

2. 다른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골재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높이는 충분한가?

○

3.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나 천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4.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저장설비에 6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
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6일 최대소요량 = 시간당생산량×배합설계 해당골재비율×8시
간×6일)

○

부적합

3. 잔골재 저장 시설 점검
점검결과

점검내용

적합

1. 저장소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고, 외부의 빗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저장소 앞면의 경사 등 배수처리는
적합한가?

○

2. 다른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골재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높이는 충분한가?

○

3.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나 천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4.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저장설비에 6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
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6일 최대소요량 = 시간당생산량×배합설계 해당골재비율×8시
간×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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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4. 아스팔트 저장 설비

8. 신규골재 드라이어 점검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점검내용

부적합

점검결과
적합

1.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2개 이상인가?

○

1. 드라이어 출구의 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

2. 온도계에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

2. 드럼이 변형되지 않았는가?

○

3.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며 식별표시가 있는가?

○

○

4. 아스팔트 탱크, 배합라인, 계량조가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되고,
보온장치가 정상으로 작동되는가?

3. (생산점검용) 버너 연소가 정상이고, 회수더스트를 채취시 짙은
밤색이나 검은색이지 않은가?

○

5. 아스팔트 저장, 공급장치에서 아스팔트가 새거나 흐르지 않는가?

○

9. 본체 설비 점검(핫스크린, 핫빈, 골재 계량조, 믹서)
점검내용

5. 백아우스 점검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1. 회수더스트 공급 장치에서 더스트가 막혔거나 새지는 않는가?

○

2. (생산점검용) 연도에서 배기가스에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
로 먼지가 배출되지 않는가?

○

부적합

6. 채움재 저장 시설 점검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점검결과
적합

1.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2. 핫빈 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

3.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계량조 계량장치는 년 1회 이상 하중검
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이 부착 되어 있는가?

○

4. 오버플로우 파이프와 저장빈이 설치되어 있으며, 저장빈의 레벨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작동하는가?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은 1시간 소요골재량의 5%이상 용량)

○

5. 믹서는 암, 팁, 라이너가 많이 마모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는가?

○
○

1. 채움재는 사일로에 보관되고 식별표시를 하고 있는가?

○

6. 핫빈골재 채취를 용이하게 하고, 채취시 계량조 중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채취 보조설비가 있는가?

2.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

7. (생산점검용) 핫빈 게이트가 마모되어 새지 않는가?

○

3. 채움재 투입구는 풍화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으며,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가?

○

8. (생산점검용) 믹서 게이트 부분에서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등의
재료나 아스팔트 혼합물이 새지 않는가?

○

4. 채움재 저장, 공급 장치가 새지 않는가?

○

9. (생산점검용) 핫빈 골재의 입도시험 결과 핫스크린의 망 크기는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관리에 적정한가?

○

7. 콜드빈 점검

부적합

10. 트럭스케일·납품서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1. 골재 콜드빈은 4개 이상인가?

○

2.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적재량 및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상부 카메
라 설비가 있는가?

○

3. 콜드빈 호퍼 폭은 골재 이송장비의 버켓 폭보다 큰가?

○

4. 콜드빈 호퍼는 규격별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칸막이 높이가 적
정한가?

○

5. 콜드빈 호퍼 상부에 규격 이상의 큰 골재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
망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가?

○

6. 콜드빈 호퍼와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가?

○

7. 콜드빈 하부 피더에서 각 빈별 골재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카
메라가 설비가 있는가?

○

8. 콜드빈 모터는 정상 작동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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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1. 트럭스케일은 년 1회 이상 검교정을 받았는가?

○

2. (생산점검) 납품서의 아스팔트 혼합물 온도는 운전실 적외선 온
도계의 온도를 반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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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11. 운전실

13. 품질시험 필수 구비 장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1.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저장 상태와 콜드빈 모터의 골재 유출 상태
는 모니터로 확인되고, 아스팔트 혼합물 배출구 등에 1년 이내
교정받은 적외선 온도계 및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

2. (생산점검용) 현장배합표에는 재료비율, 콜드빈 모터속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하는가?

○

3. (생산점검용) 모니터에 표시되는 아스팔트, 드라이어, 핫빈의 온
도는 정상적인가?

○

4. (생산점검용) 핫빈 레벨 게이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조정실 판넬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가?

○

5. (생산점검용) 골재 계량조에서 믹서에 골재 배출 후 영점관리가
되는가?

○

6. (생산점검용) 각 핫빈 골재 계량중량은 목표치의 ±1% 이내인
가?

○

7. (생산점검용) 채움재 계량중량은 목표치의 ±1.5% 이내인가?

○

8. (생산점검용) 아스팔트 계량중량은 목표치의 ±1.5% 이내인가?

○

9. (생산점검용) 아스팔트 혼합물 배출구에서 측정하여 운전실에서
표시하는 생산온도는 정상인가?

○

12. 품질관리 직원 교육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1.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직원은 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2. 품질시험실 직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재료, 배합설계, 품
질관리 등을 포함하는 포장시공(감리) 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
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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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부적합

부적합

점검결과
적합

1. 사각형 체가름기, 원형 체가름기 각 1세트
* KS A 5101-1 금속망체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2. 골재 편장석 측정기 1개
* 버니어캘리퍼스로 큰변 : 작은변 길이가 1 : 3 확인(1㎝ : 3㎝, 3㎝ : 9㎝)

○

3.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 진공 게이지압 97 kPa 확인

○

4. 마샬다짐기, 몰드 탈형기 각 1대
* 해머 무게 4,536g, 낙하높이 (457.2±5)mm, 다짐 속도 (65±5)회/분, 다
짐 받침대(통나무) 아래 두께 (20±1)cm 콘크리트 블록, (1±0.1)cm 고무
판 순서로 설치 확인

○

5. 열풍건조기 1대
* 열풍 순환식 여부 및 165℃ 세팅 후 상부 및 하부 2점 온도차 3℃ 이내 확인

○

6. 전자식 저울 1대
*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확인

○

7. 마샬안정도 시험기 (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1대
* 로드셀, 변위계 교정필증 부착, 10초간 약 8.5mm 수직 이동 확인

○

8. 항온수조(60℃) 각 1대
* 온도계 교정여부, 수조온도 (60±1)℃ 확인

○

9. 공시체 밀도 시험기 1세트
* 저울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수조에 6개 이상 공시체 수침 가능 및 수
중에서 꺼내지 않고 수중무게 계량장치로 이동 가능 여부 확인

○

10.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
* 별도 환기시설 설치 여부 확인

○

11. 부대기구

○

①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15cm,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

② 적외선온도계(1개,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

③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

④ 초시계(1개,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

⑤ 공시체용 몰드(30개, 내경 101.6mm)

○

⑥ 몰드용 깔데기(1개)

○

⑦ 시료팬(20개)

○

⑧ 혼합용기(5개, 3개 공시체 제작 용량)

○

⑨ 분급용기(15개, 1개 공시체 제작 용량)

○

⑩ 아스팔트 가열용기(2개) : 비커, 주전자, 스틸캔 등

○

⑪ 스페츌러(Spatula, 2개, 폭 약 2cm)

○

⑫ 혼합용 스푼(3개)

○

⑬ 가열판(1개)

○

⑭ 종이원반(100개, 지름 1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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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 붙임 하부 2

■ 붙임 하부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점검 보고서(공급원 승인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중 점검 보고서 (야간 공사시)

점검결과

점검내용

적합

1.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가이드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
는가?

○

2. 사용 골재는 단립도 골재이며, 골재등급 기준에 적합한가?

○

3. 굵은 골재 시험성적서는 입도, 편장석률, 밀도, 흡수율,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 비율 등의 시험결과가 있고 6개월 이내이며, 기
준에 적합한가?

○

4. 잔골재 시험성적서는 입도, 모래당량, 잔골재 공극률 시험결과가
있고 6개월 이내이며, 기준에 적합한가?

○

부적합

1. 야간 공사시 감독자 점검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1. 핫 빈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 입도분포를 시험하고 선정시험 시
현장 배합설계의 입도분포 기준내에 있는가?

○

2. 핫 빈에서 채취한 골재를 한 주먹을 임의 샘플링하여 1등급골재
기준에 적합한가?
(골재 편장석 측정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큰변 : 작은변 길이가 1
: 3 확인하여 10% 이내인지 확인)

○

3. 혼합물에 사용되고 있는 아스팔트 저장탱크의 종류(PSMA용 등)
가 적합한가? (제조사 표식 및 규격제품 납품증명서 확인 포함)

○

4. 생산점검시 납품서의 아스팔트 혼합물 온도는 운전실 적외선 온
도계의 온도를 반영하는가?

○

부적합

기타 사항은 생산시설 점검보고서 중 “(생산점검용)” 항목 참고하여 개별 시행
5. 채움재 시험성적서는 입도, 소성지수, 흐름시험, 침수팽창, 박리
저항성 시험결과가 있고 6개월 이내이며 기준에 적합한가?

○

6. 아스팔트 시험성적서는 1개월 이내의 시험 결과인가?

○

7. 실내 배합설계 결과는 아스팔트 함량, 콜드빈 골재 비율, 입도,
밀도,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변형강도, 인장강도비 등의
시험결과가 있으며, 기준에 적합한가?

○

8. 골재 유출량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배합설계에 적합하게 적
용하였는가?

○

9. 현장 배합설계 설계결과는 콜드빈 골재 유출속도, 핫빈 골재 비
율, 아스팔트 비율, 입도, 밀도,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변
형강도, 인장강도비 등의 시험결과가 있으며, 기준에 적합한가?
(특히, 공극률은 표층, 중간층 4±0.3%, 기층은 5±0.3% 이며,
인장강도비는 0.75이상인가?)

○

10. 시험생산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
선정시험은 의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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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자문위원 의견>
1. 자문회의 개요
1.1 자문회의 안건

○ 자동차 전용도로 교면포장 시공 품질관리 개선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평탄성 확보를 위한 단면설계 개선 및 시공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 시행

1.2 자문위원 구성

○ 도로학회 소속 전문가 5인으로부터 자문 안건에 대한 서면 자문 시행
○ 학 계 : 인덕대학교 최준성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성호 교수
○ 연구원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김형배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철민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정혁
박사

2. 서면 자문 결과
2.1 자문의견

○ 위원별 의견 첨부 참조

2.2 자문결과 반영

○ 인덕대학교 최준성 교수 자문의견 : 향후 장기 추진과제에 일부 반영 가능하나, 본 연구과제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미반영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성호 교수 자문의견 : 반영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김형배 박사 자문의견 : 반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철민 수석연구원 자문의견 : 반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정혁 수석연구원 자문의견 : 반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제원 수석연구원 자문의견 : 반영
○ University of IOWA, Professor Hosin David Lee 자문의견 :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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