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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S : Recently, the mechanistic-empirical overlay pavement design program that is linked with Korea Pavement Research Program
(KPRP) has been developed. This paper focused on establishing the framework and developing the program for the asphalt overlay design over
the existing asphalt concrete pavement. 

METHODS : The overlay pavement desig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assess the sensitivity to various pavement
conditions, such as the damage level and thickness of existing layers. In addition, the actual overlay design on currently performing pavement
was carried out as a practical example.

RESULTS : From the sensitivity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hickness and damage level of existing asphalt layer mostly affect the overlay
design results. In addition, under the same condition, the overlay pavement would better perform in cold region. From the overlay design with
the actual condition, it is noted that the overlay thickness varies depending on the given condition.

CONCLUSIONS : Based on various evaluat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overlay desig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a reliable and
reasonable tool to be used in the actual pavem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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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도로는 60년대말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로 시작하여, 1984년도에는 도로연장 51,004km(포장률

46.30%)가 되었으며, 26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 84년

도의 두배 수준인 105,565km(포장률 79.8%)로 증가하

다. 이러한 도로 건설 증가와 비례해 최근에는 도로의

유지관리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0년

도 일반국도의 도로 유지보수비로 약 7,966억 원이 사용

되었으며, 이중 약 10% 정도 차지하는 비용인 822억 원

이 포장보수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이러한 포장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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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표면처리, 소파 보수, 덧씌우기, 재포장 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중 덧씌우기 포장에 들어간 비용은 약

355억원으로전체포장보수비용의43%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포장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해 도로포장 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

나, 주로 포장체 표면파손 상태를 바탕으로 기능적 상태

평가에 치중하여 유지보수 순위 및 보수공법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지보수공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신설포장 설계 시와 같이 단순히 경험적 방법에 의

한 기준을 사용하여 설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적인

덧씌우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다양한 재료와

단면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보고 구조적 적정성을 먼저

평가하여이에맞는덧씌우기설계를적용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개발되고 있는 역학적 경험적 설계

법인 한국형 포장 설계법과 연계할 수 있는 덧씌우기 포

장 설계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역학

적-경험적 덧씌우기 포장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 절차를

정립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덧씌우기 포장 설계 프로

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덧씌

우기 포장 설계 시스템의 민감도를 분석하 으며, 실제

공용중인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설계를 통해 개발된 시

스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 다.

2.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개발 설계 프로그
램의 알고리즘

기존 아스팔트 포장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설계

절차는 총 7단계로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단계

~2단계는 사전조사 단계로 기존 포장에 대한 상태 평가

및 정보 수집단계이며, 3단계∼5단계는 실질적인 포장

설계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6단계~7단계는

포장 설계에 대한 평가 및 수정단계로 최종 아스팔트 덧

씌우기설계를선정하기위한최종단계로구분되어진다.

1단계`:`아스팔트 덧씌우기 설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

기존 공용중인 도로포장의 형식에 상관없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정보:̀̀공사이름 및 설명, 설계수명, 기존 포장의

사용년한 등

위치 및 공사구간 정보:̀̀공사 위치 및 구간별 정보, 

도로등급

분석에 필요한 정보:̀̀초기 평탄성, 설계 공용성 기준

(피로균열, 소성변형, IRI)

교통량:̀̀차종별 축별 축하중 분포 (신설 포장과 동일)

환경인자:̀̀온도, 함수량 분포 (신설 포장과 동일) 

포장 구조 및 재료 물성:̀̀포장층의 개수, 재료종류 및

두께, 포장층간 상태

2단계`:`기존포장의 상태 평가 수행

덧씌우기 포장 설계 시 가장 중요한 향을 미치는 인

자는 기존 포장 구조의 상태이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설

계 시에는 공용중인 아스팔트 포장체의 구조적/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공용중인 기존 포장의 기

능적 상태는 포장층별 구변형량과 피로균열량 및 평

탄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구조적 상태 평가를 위해서

는 공용중인 기존 포장층의 탄성계수를 예측하고 초기

조건(현재 구변형량 등) 정량화하여야 한다. 구조적

상태 평가를 위하여 비파괴시험을 수행하고 포장체 표

면의 처짐값을 측정한다. 

기존 포장층의 탄성계수 추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파괴시험인 Falling Weight Deflectometer(FWD)

장비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포장체의 구조적 상태 평가척도인 포장층의 탄

성계수를 계산한다.

①포장체 표면의 처짐값 측정:̀̀충격하중을 재하하여 센

서위치별 처짐값 측정

②포장체 각층 두께 조사:̀̀시험구간에서 코어채취를 통

한 포장층 두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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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Procedures of Asphalt Overlay 
on the Existing Asphalt Pavement

Step 1 Gather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asphalt overlay design

Step 2 Performing condition assessment of existing pavement

Step 3 Selection of the trial structures for asphalt overlay

Step 4 Performing structural analysis of asphalt pavement

Step 5 Performance prediction of asphalt overlay

Step 6 Evaluation and modification of asphalt overlay design

Step 7 Selection of the final design for asphalt over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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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기 탄성계수 값과 포아송(Poisson’s)비 결정:̀̀역산

프로그램에서 최초 처짐량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될

초기값 결정

④ 탄성계수 범위의 조정:̀̀역산 프로그램에서 비합리적인

탄성계수 값이 선택되거나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포장재료별탄성계수의최대/최소값의범위결정

⑤ 처짐량 계산`:`다층탄성 구조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처짐량 계산

⑥ 오차분석:̀̀측정된 처짐량과 계산된 처짐량의 비교를

통한 오차 분석

⑦ 새로운 탄성계수 결정:̀̀⑥의 과정에서 계산된 오차가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각 층의 새로운 탄성계

수 결정

⑧ 포장층 최종 탄성계수 결정:̀̀계산오차가 허용오차 범

위안에 수렴할 경우

Fig. 2는 FWD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처짐량에 대한 개략도이고, Fig. 3은 FWD 처짐값을 이

용한 포장체의 탄성계수 역산절차 흐름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포장층의 탄성계수를 역산하기 위

해 국내에서 개발된 GAPAVE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GAPAVE 프로그램은 유한요소 구조해석과 유전자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한 역해석 프로그램으로서, MODULUS

프로그램이나EVERCALC 프로그램등가장많이사용되

고 있는 프로그램들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통해

보다정확한역해석을수행할수있다는것이검증되었다.

현재 개발된 한국형 포장 설계법에서는 아스팔트 층

의 경우 온도와 하중 주파수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동

탄성계수를 재료물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Fig. 4와 같이 대표적인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동탄

성계수 마스터곡선을 실내실험을 통해 얻어내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와 하중 주파수의 관계는

감쇠빈도(reduced frequency)라는 하나의 변수를 이

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높은 감쇠빈도는 저온이나 빠른

하중 재하 시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를, 낮은

감쇠빈도는 고온이나 느린 하중이 재하될 때의 아스팔

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동탄성계수 마스터곡선의 기본 방정식은

Sigmoidal 함수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기본 모델

은 Eq. (1)과 같다. 교통하중에 의해 나타나는 누적 손

상으로 인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탄성계수는 감소한

다.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감소된 동탄성계수 마스터곡

선을 예측하여 기존아스팔트층의 재료물성으로 입력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용중인 아

스팔트 층의 신설 시의 동탄성계수와 현재 시점에서

FWD 시험을 통해 역산된 동탄성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동탄성계수 손상비를 Eq. (2)와 같이 계산한다. 신설 시

의 동탄성계수는 한국형 포장 설계법의 설계수준 2에서

와 같이 기존아스팔트층의 골재입도와 바인더 등급의

정보를 바탕으로 20℃와 30Hz에 해당하는 동탄성계수

값을 사용한다. 기존아스팔트층의 감소된 동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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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lection Measurement of Pavement

Fig. 3 Back-Calculation Procedure of Elastic 

Modulus for Pavement Layer

Fig. 4 Comparison of Dynamic Modulus Master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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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곡선은 Eq. (1)의 적절한 회귀계수에 계산된 동탄

성계수 손상비를 반 하여 구할 수 있다(Eq. (3)). 이를

위해 Fig. 5에서 보이듯이, 각각의 회귀계수에 손상비를

반 한 결과를 통해 가장 적절한 계수로 를 선택하

다. 이 그림에서 손상비는 50%로 가정되어 세 가지 대

표적인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 마스터곡선에 적

용되었다. Fig. 6은 0%에서 100%까지 변화하는 손상비

를적용한동탄성계수마스터곡선의변화를보여준다.

여기서, : 동탄성계수

: 회귀곡선 계수

: 하중빈도

: 현재 온도에서 아스팔트 점도

: 21℃에서의 아스팔트 점도

기존아스팔트 층의 재료물성과는 다르게, 덧씌우기

설계를 위한 보조기층과 노상의 재료물성은 FWD 시험

을 통해 역산된 탄성계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3단계`:`아스팔트 덧씌우기 시범 단면 선정

기존 포장의 상태, 향후 예측 교통량, 덧씌우기 전 유

지보수를 고려하여 설계자는 시범 덧씌우기 포장 재료

및 단면을 선정한다. 덧씌우기 포장에 사용될 아스팔트

재료의 물성 산정방법은 신설포장의 방법에 준한다.

4단계`:`아스팔트 포장체 구조해석 수행

기존 포장의 상태 평가를 통해 계산된 각 포장층의 탄

성계수와 아스팔트 덧씌우기 두께 및 재료 물성을 이용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구조해석을 통하여 포장체

내부의 주요지점에서의 변형률값을 산정한다. 원칙적으

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에서 사용되는 구조해석 기

법은 신설포장과 동일하다. Fig. 7은 아스팔트 덧씌우

기 포장의 일반적 단면과 구조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동탄성계수 손상비(%)=                                    (2)
역산

신설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4 No.422

(1)

기존아스팔트층 (3)

여기서, 이다.
동탄성계수(손상비

Fig. 5 Sensitivity Analysis for Sigmoidal Coefficient 

Reflecting Damage Ratio of Dynamic Modulus

Fig. 6 Change of Dynamic Mastercurve According to 

Change of Coefficient Applying Damage 

Ratio of Dynam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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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다.

5단계`:`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의 공용성 예측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설계에서는 피로균열과 소성

변형을 고려하여 포장체의 공용성을 예측한다. 4단계에

서 구조해석을 통해 계산된 아스팔트 덧씌우기층 하부

의 인장변형률과 포장각층 중앙부의 압축변형률은 피로

수명와 소성변형량 계산에 각각 사용된다. 아스팔트 덧

씌우기층 하부의 피로수명과 중앙의 소성변형량은 신설

포장 설계에서 제시한 예측 모형들을 통해 계산된다. 보

조기층과 노상층의 소성변형량도 마찬가지로 신설포장

설계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6단계`:`아스팔트 덧씌우기 설계 평가 및 수정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의 공용성 평가는 정해진 설

계기간동안 예측 파손량과 사용자가 제시한 설계 공용

성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설계

기간동안 예측된 파손량이 주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설계자는 반드시 덧씌우기 포장층 두께 및 재료를 수정

하여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덧씌우

기 포장 설계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피로균열과 소성변

형, 그리고 IRI에 대한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본 절차를 통해 기준을 만족시킨 후보단면들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생애주기 비용을 산정한다.

7단계`:`최종 아스팔트 덧씌우기 설계 선정

공용성 평가 결과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최종 아스팔트 덧씌우기 설계를 선정하게 된다.

덧씌우기 포장 설계 절차를 요약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설계법의 절차는 신

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설계법과 유사하다. 덧씌우

기 포장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포장의 향후 필요로

하는 잔존수명을 가정한다. 여기서 잔존수명은 덧씌우기

포장 후부터 포장 파괴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존 포장의 파손정도에 따라 표면절삭을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표면절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존 아스팔트층 두께에서 표면절삭 두께를 차감하여 설계

에 적용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두께는 가정하여

적용하며 포장 두께가 필요한 잔존수명에 미치지 못하면

두께를수정하여다시설계를수행하여야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에서는 현재 공용중인 도로포

장의 상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아스팔트층의 입력물

성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가 대표하게 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설계에서는 기존 아스팔트층의 현재

상태의 동탄성계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비파괴시험인FWD 처짐값을이용하여파손

모형에 대한 전이함수를 개발하 다. FWD 처짐값을 이

용하여 공용중인 포장의 각 층의 탄성계수를 역산하여

기존포장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입력 물성으로 사용한

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두께 및 동탄성계수, 기존

아스팔트층의 추정 동탄성계수, 하부층(보조기층 및 노

상)의 탄성계수 등을 이용하여 신설포장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구조해석을 통하여 산정된

변형률과 포장 파손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시간 및 교통

량에 따른 구변형, 균열 및 평탄성의 변화를 추정하게

된다. 

3. 덧씌우기 프로그램의 민감도 분석
3.1. 기존아스팔트 층의 손상정도에 따른 공용성

예측 민감도 분석

덧씌우기 포장 설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덧씌우기 시점에서의 기존아스팔트 층의 동탄성계

수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WD 시험결과를 이

용해 계산된 동탄성계수 손상비의 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덧씌우기 층

두께는 5cm, 기존아스팔트 층 두께는 25mm, 그리고

25cm의 보조기층과 노상으로 구성된 포장체를 선정하

다. 기후조건은 서울지역으로 선정하 으며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원 기후측후소의 기후조건을 평균하여

적용하 다. 교통량은 15,000 AADT를 입력하 다.

사용된 재료로는 덧씌우기 층은 13mm 입도 골재와

PG 64-22 바인더의 혼합물, 기존아스팔트 층은

19mm 입도 골재와 PG 64-22 바인더로 구성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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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 그리고 보조기층과 노상의 탄성계수는 각각

400MPa과 100MPa로 결정하 다. 변수로는 기존아

스팔트 층의 손상비를 0%(신설 시의 상태)부터 각각

10%씩 증가시키며 최종 40%의 손상비를 적용하 다.

Fig. 8은 기존아스팔트 층 손상비의 최종 공용성에 미

치는 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은 세가지 공용성(균열, 평탄성, 구변형)의 공용수명

증가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손상비가 증가할수록 균

열과 평탄성지수는 같은 공용수명에 대해 상당히 증가

하 다. 반면, 구변형은 손상비에 대해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기존포장의 층두께와 기후조건의 공용성 예

측에 대한 민감도 분석

덧씌우기 포장 설계는 단순히 기존아스팔트 층의 손

상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들(기존포장의 층두께

또는 기후조건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예측된 공용성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 다. 

덧씌우기층 : 층두께-5cm, 재료-13mm 입도

골재와 PG 64-22 바인더 혼합물

기존아스팔트층 : 층두께- 15cm, 25cm, 35cm

(5cm의 절삭을 포함한 두께임), 재료-손상비 0%,

20%, 40%를 고려한 19mm 입도와 PG 64-22

바인더 혼합물

보조기층 : 층두께- 25cm, 40cm, 탄성계수-

400MPa

노상 : 탄성계수 - 100MPa

기후조건 : 철원(철원기상측후소), 서울(서울, 인천,

수원기상측후소의 평균), 부산(부산, 거제, 양기

상측후소의 평균)

연평균 일교통량(AADT) : 15,000대

Fig. 9는 서울의 기상조건을 적용하여 기존아스팔트

와 보조기층의 층두께의 변화가 공용성 예측에 미치는

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

존아스팔트 층의 재료물성도 또한 세가지의 손상비에

따라 변화하 다. Fig.  9의 (a)는 보조기층의 층두께가

25cm인 경우이고 (b)는 보조기층 층두께가 40cm인 경

우의 예측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아스팔

트 층의 두께가 전체 덧씌우기 포장 설계의 공용성 예측

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아스팔

트 층의 손상비와 보조기층의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기존아스팔트 층두께가 15cm에서 25cm로 증가함

에 따라 대략 2.5에서 4.5배 정도 공용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아스팔트 층두께가

25cm에서 35cm로 증가할 경우 그 향은 조금 줄어들

어 대략 1.5에서 3.5배 정도로 공용수명이 증가하 다.

또한 기존아스팔트 층의 손상비가 증가할수록 기존아스

팔트 층두께의 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아스팔트의 층두께가 얇거나 손상정도가 클수록 전

체 공용수명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기층 충두께의 경우, 25cm에서 40cm로 층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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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nsitivity Analysis for Performacne Prediction 

According to Damage Degree of Existing 

Asphal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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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공용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조기층 층두께의 향은 기존아스팔트

의 층두께나 재료물성에 크게 향을 받지 않으며, 그

향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기층이

15cm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의 공용수

명의 증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조건에 따른 공용수명의 예측결과는 Fig. 10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기존아스팔트 층두께는 25cm이

고 20%의 손상정도를 고려하 으며, 보조기층의 두께

는 25cm로 고정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균열,

평탄성, 그리고 구변형의 세가지 공용성이 기후조건

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났다. 즉 철원 기후조건에서의 공

용성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으로 서울, 그리고 부산

기후조건에서의 공용성이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똑같은 포장구조와 재료

를 사용하여 비교하 으므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Fig. 11은 다양한 기존아스팔트 층두께에서의 기후조

건에 따른 향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

Fig. 9 Sensitivity Analysis for Performacne Life of 

Asphalt Overlay According to Damage 

Degree of Existing Asphalt Layer

(Applied Seoul Weather Condition)

(a) Thickness of Subbase Layer=25cm

(b) Thickness of Subbase Layer=40cm

Fig. 10 Sensitivity Analysis Regarding Weather 

Condition of Overlay Pavement Design

Fig. 11 Effect or Regional Climate Conditions

According to Thickness of Existing Asphal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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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기후조건의 향은 기존아스

팔트 층두께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비슷한 비율로 변

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덧씌우기 포장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덧씌우기 포장 설계 예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덧씌우기 포장 설계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실제 공용중인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설

계를 실시하 다. 이를 위해 한국형 포장 설계법 연구

에서 구축된 장기 공용성 조사를 위한 LTPP 구간의

GPS 자료를 이용하 다. GPS 연구에서 선정된 구간

은 대부분 1990년 말에 시공이 되었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파손이 진전되어서 대부분의 구간이 유지보수가

이미 많이 수행되었다. 또한 GPS 구간에 대한 FWD

시험과 현장코어를 통한 각 층의 기본 물성 및 두께에

대한 자료들이 이용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덧

씌우기 포장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설계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Table 1에서 보

이듯이 세 개의 구간을 선정하 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덧씌우기 설계를 실시하 다. 표에서 보이듯

이 기존 포장층의 각 층별 두께는 현장코어를 통해 측

정되었고 Fig. 12에서 보이는 각 구간에 대한 FWD 시

험결과를 역산하여 각 층별 탄성계수를 계산하 다. 각

구간별 기존아스팔트층의 동탄성계수 손상비는 표에서

와 같이 17%에서 22% 범위에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설계를 위한 기후조건으로는 G1122 구간은 원주기

상관측소, G1222 구간은 양평기상관측소 그리고

G2212 구간은 충주기상관측소의 측정된 자료를 바탕

으로 기후조건을 적용하 다. 

덧씌우기층의 재료물성은 19mm 입도 골재와 PG

64-22 바인더의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동탄성계수

를 선택하 고, 기존아스팔트층의 물성은 FWD 역산

을 통해 얻어진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손상비를 적용

한 19mm 입도 골재와 PG 64-22 바인더의 아스팔

트 혼합물에 대한 동탄성계수가 사용되었다. 보조기층

과 노상의 물성은 FWD 역산으로 계산된 탄성계수가

사용되었다. 모든 입력변수들을 덧씌우기 설계 프로그

램에 입력한 후 임의의 덧씌우기층 두께에 대한 공용

성 평가를 실시하 다. 공용성 설계기준으로는 균열

(BU+TU)의 경우 20% 이하, 평탄성지수(IRI)의 경우

3.5m/km 이하, 그리고 구변형(Total Rut)의 경우

1.3cm 이하를 적용하 다. 평탄성지수의 경우

1.18m/km의 초기값을 적용하 다. 목표 공용수명은

5년으로 정하 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모든 공용

성이 설계기준을 통과하면 덧씌우기 포장 설계가 완료

되는 것으로 하 다. 예를 들어 5cm의 덧씌우기 층에

대한 설계결과 5년내에 공용성이 설계기준을 초과하

면 덧씌우기 층의 두께를 6cm로 증가하여 다시 공용

성을 평가한다. 만약 5cm 덧씌우기 층에 대한 공용성

이 모두 설계기준을 만족할 경우, 층두께를 4cm로 감

소시켜 설계기준 통과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

Fig. 13은 각 구간별 덧씌우기 설계결과를 보여준다.

공용수명의 증가에 따른 세가지 공용성의 변화추세를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최종적인 덧씌우기 층의 두께를

정하 다. 설계 결과 G1122구간은 6cm, G1222 구간

또한 6cm, 그리고 G2212 구간은 7cm의 덧씌우기 층

의 두께가 최종적으로 계산되었다. 만약에 덧씌우기

층의 재료를 다른 종류의 혼합물을 이용할 경우 위의

절차를 따라 새로운 덧씌우기 층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다.

Site AADT
Layer Thickness(cm) Back-calculation Result of FWD Damage ratio of

dynamic modulus (%)Surface Intermediate Base Subbase Eac (MPa) Esb (MPa) Esg (MPa)

G1122 9681 10 16 20 15455 330 91 17

G1222 9813 9 16 25 14610 333 75 22

G2212 3780 5 5 10 20 14808 395 151 21

Table 1. Input Variables for Overlay Pavement Design on LTPP GPS Section

Fig. 12 FWD Test Result of LTPP GP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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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

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 절차를 정

립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학적-경험적 덧씌우기 포

장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기존 아스팔트 층의

균열 등으로 손상된 물성을 반 하기 위하여 FWD 시

험결과를 역산하여 동탄성계수 손상비를 예측하여 적

용하 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검증과 여러 변수들의 덧

씌우기 포장 설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에 이용된 변수로는 기존아

스팔트 층의 손상정도, 기존아스팔트 층두께, 보조기층

의 층두께,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 다. 분석결과 기존

아스팔트 층두께가 덧씌우기 포장의 공용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아스팔트

층의 손상비가 증가할수록 기존아스팔트 층두께의

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보조기층

층두께의 향은 기존아스팔트의 층두께나 재료물성에

크게 향을 받지 않으며, 그 향도 상대적으로 적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후조건의 향은 같은 조건의

포장체에 대한 비교결과, 추운지역에서의 공용성이 좋

게 나타났다. 또한 실무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도로(LTPP GPS 구간)에 대한 덧씌우기 설계를 통해

개발된 덧씌우기 포장 설계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수행

하 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형 포장설

계법의 일환으로 개발된 덧씌우기 포장 설계 프로그램

이 다양한 조건을 가진 기존아스팔트 포장의 덧씌우기

설계를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설

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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