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AASHTO86 design method for Bonded Concrete Overlay.  

METHODS:The Feasibility of AASHTO86 design method for Bonded Concrete Overlay is investigated based on the following study :
i) Sensitivity analysis of designed service life of Bonded Concrete Overlay by major design input for AASHTO86 guide. ii) Comparison of
actual Bonded Concrete Overlay life and predicted Bonded Concrete Overlay life by AASHTO86. iii) Finding the stress component influence
the potential distress of Bonded Concrete Overlay based on 3-d FEM analysis. iv) Exploring the limitation of AASHTO86 in the aspect of
design input.

RESULTS :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the condition of existing pavement significantly on the Bonded Concrete Overlay life. Also the
overlay thickness affect the Bonded Concrete Overlay life. The comparison of actual Bonded Concrete Overlay life and predicted Bonded
Concrete Overlay life showed relatively good agreement when the early distress sections are excluded in comparison. Bonding stress occurred
at the interface may be larger than the bond strength used in the specification of Bonded Concrete Overlay construction.

CONCLUSIONS : Bonded Concrete Overlay life predicted by the AASHTO86 may not be reliable. Number of points to improve the
reliability in the design of Bonded Concrete Overlay ar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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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콘크리트포장은 경제사회발전 계획으로 인하여

신설, 보수되어 왔으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총 연장

11,245km에 달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2). 이중 노

후화된 포장의 경우에는 공용성을 일정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해 전단면 보수나 줄눈 및 균열 보수 등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덧씌우기

공법은 포장의 구조적, 기능적 보강을 위하여 주로 사용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공성과 교통개방

시간 단축이 용이하여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를 실시

하 으나 소성변형 및 반사균열, 포트홀 등 다양한 포장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가 잦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

법들의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콘크리트 포장을 이용한 접착식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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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씌우기(BCO, Bonded Concrete Overlay) 공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 공법은 덧씌우기 층을 기존포장층과

완전부착하도록 시공하여 콘크리트 포장 기능을 회복시

키는 공법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의 재료물성이 유사하여 유지보수 후 포장파손

발생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양한 초속경성 재료

의 도입으로 콘크리트 덧씌우기 시공 시 조기 교통개방

이 가능하고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보다 평균수명 확

보가 용이하여 국내 현장 적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손현장 외, 2011). 국내의 노후화 된 콘크리트

포장의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

서 도입되고 있는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공용수

명과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국외

의 경우 BCO 시공 시 기존포장에 대해 잔존수명 산출

후 공용기간을 고려하여 8~16cm의 덧씌우기 두께로 시

공하지만 국내의 경우 획일적으로 기존포장층을 5cm

절삭 후 5cm 덧씌우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덧씌우기 재료가 다양하게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획

일적으로 두께를 시공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최적화되지

못하여 과다 및 과소 설계하게 된다. 국내 BCO설계법

이 미비하여 국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AASHTO86 설계

법 도입 시 설계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설계를 위한 AASHTO86

설계법에서는 육안상태에 의한 조사법 등으로 기존포장

상태를 평가하여 유효두께를 산출 후 설계수명까지 요

구되는 설계두께 만큼 덧씌우기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덧씌우기 재료와 상이한 환경적 요인에 대

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포장상태 만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설계수명은 실제 현장에서 측정되는

공용수명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고찰하기 위

한 공용수명 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SHTO86 설계법을 활용하

여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설계 시 덧씌우기 수명에

향을 미치는 설계인자를 포장상태계수(Cv, Visual

condition factor)와 덧씌우기 두께에 대한 민감도 분

석을 실시하 다. 또한 미국의 LTPP data를 활용하여

실측수명을 도출한 후 AASHTO86 예측수명과 비교

₩분석하여 AASHTO86 설계법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또한 합리적인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를 위해

AASHTO86 덧씌우기 설계법이 고려해야 할 부분을 고

찰하 으며 AASHTO86 덧씌우기 설계법을 국내 적용

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 다.

2. 민감도 분석

덧씌우기 두께 설계 시 다양한 설계인자를 고려하여

경제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

서 설계 시 사용되는 변수들의 향성을 사전에 평가하

고 최선의 결과를 설계에 반 하는 것이 중요하다.

AASHTO86 덧씌우기 설계법에서는 육안관측에 의한

포장상태 조사법 등으로 기존포장상태를 평가하여 기존

포장의 유효두께를 산출 후 설계수명까지 요구되는 설

계두께 만큼 덧씌우기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만 덧씌우기 재료와 상이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포장상태만을 고려하는

설계방법이므로 국내 도입 시 실제 설계에 적용하기 위

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덧씌우기 설계 시 고려되

는 인자가 설계수명에 미치는 향을 민감도 분석을 통

해 확인하 다.

AASHTO86 덧씌우기 설계법의 기존포장상태를 평

가하는 포장상태계수는 교통량에 의한 방법, 서비스 지

수에 의한 방법, 육안관찰에 의한 방법, 비파괴시험

(NDT)에 의한 방법 등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 중 육안

관찰에 의한 방법은 현장 측정의 편리성이 높은 방법으

로서 현장에서 기존포장층의 구조상태를 육안관찰을 통

하여 등급별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육안관찰에 의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설계수명의 변화를

산출하 으며 설계수명은 등가단축하중인

ESAL(Equivalent Single Axle Load)로 표현하여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민감도 분석은 국외에서 적용된 덧씌우기 두께인

8~16cm와 비교할 수 있는 범위인 5, 7.5, 10, 12.5cm

절삭 후 덧씌우기에 대하여 시행하 으며 AASHTO86

설계법을 활용하여 포장상태계수에 따른 유효두께를 산

정 후 설계수명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포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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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lay Thickness Design Factors for 

Sensitivity Analysis

Thickness Design Factors for AASHTO86 Method Applied Value

ZR Standard Deviation -1.645

SO Reliability Term 0.29

ΔPSI Present Serviceability Index Differential 2.5

pt Terminal Serviceability Level 2

SC Modulus of Rupture 650 psi

Cd Drainage Coefficient 1

J Load Transfer Coefficient 3.2

Ec Modulus of Elasticity of Concrete 4x106 psi

k Modulus of Subgrade Reaction 700 p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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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수는 비교적 포장상태가 양호한 경우와 덧씌우기

시공을 필요로 하는 포장상태의 범위인 0.6~0.9에서

산출하 으며 그 밖의 덧씌우기 두께 설계인자의 경우

Table 1과 같이 일반적인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 설계와

유사한 값을 사용하 다.

Fig. 1은 기존 콘크리트포장의 상태변화에 따른 설계

수명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동

일 덧씌우기 두께에 대하여 기존 포장상태가 양호할수

록 덧씌우기 설계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덧씌우기 두께 변화에 따른 설계수명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일한 기존 포장상태에 대하여 덧씌

우기 두께가 증가할수록 설계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포장상태와 덧씌우기 두께 변화에 의한 설

계수명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덧씌우기 두께보다 기존포장상태에 따른 설계수명의 민

감도가 더 큰 경향을 보 다.

Table 2와 3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상태 및 덧씌우기

두께 변화에 따른 설계수명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설계수명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상태 변화에 따른 덧씌우기 수

명 특성의 민감성을 확인한 결과,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상태계수(Cv)가 0.1 증가 시 발생하는 설계수명 차이는

약 6~16×106 ESAL 범위를 타나내고 있으며 약

1.5~1.9 배의 설계수명 증가율을 보 다. 반면에 덧씌

우기 두께 변화에 따른 설계수명 차이를 분석한 경우,

Cv가 0.6~0.9로 증가 시 약 31×106 ESAL 내외의 설

계수명 차이를 확보하여 3~6배의 설계수명 증가율을

나타냈다. 

AASHTO86 설계법에서는 기존포장상태에 따라 덧

씌우기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포장상태계수와

덧씌우기 두께의 인자에 의해 포장상태의 수명은 1.2배

~5.8배의 차이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 으며

AASHTO86 설계법이 실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포장상태 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포장상태와 덧씌우기 두께에 의한 설

계수명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시공되는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기존포장상태에 대

해 고찰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의 BCO설계는 기존포

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할 경우인 Cv값 0.7~0.9일 경우

에 적용되며 덧씌우기 두께는 획일적으로 5cm로 시공

된다. Fig. 1에서 포장상태에 따라 5cm의 덧씌우기 두

께로 시공되는 경우의 설계수명 비교 시 Cv값 0.6일 경

Fig. 1 Design Life Analysis according to Pavement 

Condition Change

Fig. 2 Design Life Analysis according to Overlay 

Thickness Change

Table 2. Design Life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hickness 

Condition 
Factor of 

Existing PCC
(Cv)

Design Life Difference with Overlay
Thickness Changes, ESALx106

5 to
7.5cm

7.5 to
10cm

10 to
12.5cm

5 to
12.5cm

0.6 1.9 2.3 3.0 7.2

0.7 2.4 2.8 3.3 8.5

0.8 2.5 3.0 3.1 8.6

0.9 2.1 2.1 2.3 6.5

Overaly 
Thickness

(cm)

Design Life Difference with Cv Changes,
ESALx106

0.6 to 0.7 0.7 to 0.8 0.8 to 0.9 0.6 to 0.9

5.0 5.6 9.7 16.0 31.3

7.5 6.1 9.8 15.6 31.5

10.0 6.6 9.9 14.7 31.3

12.5 6.9 10.0 13.8 30.6

Table 3. Design Life according to the Existing 

Pavement Condition



우 10×106 ESAL 미만, Cv값 0.9 이상일 경우 40×

106 ESAL 이상의 설계수명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기존포장상태와 덧씌우기 두께에 따라 설

계수명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획

일적으로 시공되는 BCO의 경우 기존포장층에 대한 환

경적, 구조적 요건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덧씌우기 설계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공용수명 평가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수명은 다양한 인자의

향에 의하여 설계 예측수명과 실제 현장에서 측정되

는 공용수명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고찰하기

위한 공용수명 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공용수명 예측 및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포장단면

분석, 교통량, 환경조건 및 공용 중 발생하는 연도별 포

장파손에 대한 분석이 오랜 기간 동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기본

이력 및 공용 중 발생하는 포장파손에 대한 체계적인 데

이터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LTPP(Long-Term Pavement Performance)

database를 활용하여 덧씌우기의 공용수명을 예측하

으며, AASHTO86 설계법에 근거한 예측수명과 실측

된 공용수명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설계법의 타

당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3.1.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구간의 LTPP

data 분석

미국 LTPP data는 GPS(General Pavement

Studies)의 약 800여개의 구간과 SPS(Specific

Pavement Studies)의 약 1,600여개의 구간으로 구성

되어 있는며 이는 포장형식, 유지보수 및 환경조건 등과

같은 다양한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가 적용된 SPS-7 구간

(Bonded Concrete Overlay on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SPS-7 구간의 포장파손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포

장파손 및파손량을 연도별로 수집한 후MicroPaver 프

로그램을이용하여연도별PCI를산정하 다(Lee et al,

2012). 이를 통해 연평균 PCI 감소율을 산정 후 유지보

수 범위를 근거한 PCI가 55일 때를 기준으로 실측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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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ection
Overlay
thickness

(cm)

Existing
PCC

Thickness
(cm)

Effective
Thickness
of Existing
PCC (cm)

Total
Thickness

(cm)

Total
Effective
Thickness

(cm)

Estimated
Service Life

(Years)

Equivalent
Measured
Cumulative
ESAL (Ⅹ106)

Pridicted
Cumulative
ESAL (Ⅹ106)

19 703 10 20 16 30 26 38 34.4 21.0 

19 707 16 20 16 36 32 50 43.6 71.2 

19 708 13 20 16 33 29 50 44.2 39.5 

19 709 14 20 16 34 30 45 40.3 48.3 

22 702 9 19 15.2 28 24.2 36 9.0 20.4 

22 705 10 21 16.8 31 26.8 22 5.5 36.7 

22 706 15 20 16 35 31 6 1.5 78.4 

22 707 15 21 16.8 36 31.8 5 1.3 92.2 

22 709 14 19 15.2 33 29.2 23 5.9 56.6 

27 703 9 19 15.2 28 24.2 50 13.0 14.3 

27 704 8 21 16.8 29 24.8 50 13.0 18.5 

27 706 13 20 16 33 29 18 4.6 42.7 

27 707 13 20 16 33 29 29 7.3 42.7 

27 708 14 18 14.4 32 28.4 22 3.6 38.6 

27 709 12 20 16 32 28 50 12.7 34.9 

29 702 10 19 15.2 29 25.2 50 13.0 15.2 

29 703 8 20 16 28 24 26 15.5 9.9 

29 704 9 21 16.8 30 25.8 10 5.9 15.9 

29 705 8 21 16.8 29 24.8 12 7.1 13.5 

29 708 12 20 16 32 28 43 24.6 27.8 

Table 4. Using the LTPP Data to Measured Service Life and Estimated Aervice Life



한국도로학회 논문집·제15권 제2호 51

을 산정하 으며, 실측 공용수명과 같은 조건인 SPS-7

구간의 LTPP database의 포장이력을 확인하여

AASHTO86 설계법에근거한예측수명을산출하 다. 

3.2. 공용수명 예측 평가

Fig. 3은 실측 공용수명과 예측수명을 비교한 것으로

AASHTO86 설계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예측수명의 경

우 실측수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실

측수명의 경우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2-705, 22-706, 22-707, 22-709, 27-

706, 27-707, 27-708, 27-709 및 29-704의 9개 구

간은 과도한 덧씌우기 두께에 비하여 짧은 공용수명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파손구간으로 간주한 후 이

를 제거하 다. 9개의 조기파손구간의 경우 덧씌우기

공법 적용 후 2년 내에 일반적인 덧씌우기 구간에 비하

여 횡방향 균열 등의 대량 파손이 발생하 으며, 이러한

조기파손구간의 경우 덧씌우기 층과 기존 포장층의 경

계면에서의 낮은 부착력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이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의 경우 조기파손구간인 9

개 구간을 제거한 후 비교한 것으로 AASHTO86 설계

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예측수명의 경우 실측수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부착력 확

보가 수명에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 으나 완전

부착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AASHTO86 설계법은 부착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4. AASHTO86 설계법의 한계점 고찰

AASHTO86 설계법에서는 교통량에 의한 방법, 시간

해석에 의한 방법, 서비스 능력에 의한 방법, 육안관찰에

의한 방법, 비파괴시험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기존

포장상태를 판단한 후 덧씌우기 두께설계를 실시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포장의 잔존수명만을 이용하여 두

께설계를 하는 방법으로서 포장수명에 향을 미치는 여

러 인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설계수명과 실제수

명에상이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 LTPP Data 분석을

통한 수명 검토 시 조기파손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에

서는 설계수명과 예측수명이 유사한 양상을 보 다. 접

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공용성 확보를 위해서 계면에

서의 부착강도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착응력 발생

메커니즘이설계단계일부에적용되어야한다.

4.1. BCO 재료적 특성에 대한 고찰

AASHTO86 설계법에서는 기존포장상태만을 고려할

뿐 덧씌우기 재료에 의한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 덧씌우기 재료가 갖는 열팽창계수와 탄성계수 등의

특성은 신₩구 콘크리트의 거동과 공용수명을 예측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덧씌우기층의 재료적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우 등(2012) 연구에 의하

면 덧씌우기 재료적 특성 중 탄성계수와 열팽창계수의

변화에 따른 부착응력을 수직인장(부착)응력과 수평전

단(부착)응력의 변화를 FEM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부착응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

과 교통하중만 적용할 경우 수직인장응력의 발생량이

미미하 으며, 상하부 온도차 +12℃에 대한 환경하중

적용 시 하향 컬링이 발생하여 기존포장층 상부에서 과

도한 수직인장응력이 발생하 다. 또한 상하부 온도차

-12℃에 대한 환경하중 적용 시 상향 컬링과 함께 덧씌

우기층 하부에서 높은 인장응력이 발생하 다. 이를 통

Fig. 3 Correlation of Predicted Cumulative ESAL 

and Measured Cumulative ESAL

(Before initial damaged section removed)

Fig. 4 Correlation of Predicted Cumulative ESAL 

and Measured Cumulative ESAL

(After initial damaged section removed)



하여 수직인장응력의 경우 교통하중의 향보다는 환경

하중에 의하여 지배적이며, 상향 컬링 발생 시 덧씌우기

층 하부에서 최대 수직인장응력(maximum tensile

stress)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반면에 수평전

단응력의 경우 탄성계수 및 열팽창계수 변화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환경하중보다는

교통하중에 의한 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존포장층 상부보다는 덧씌우기층 하부에서 과도하

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덧씌우기 부착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부착응력

(maximum bond stress)을 산정한 결과, Fig. 5와 같이

경계면의 부착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수직인장응력이 수

평전단응력보다더지배적이며, 덧씌우기층의탄성계수가

증가할수록부착응력또한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열팽창계수의 변화에 따른 부착응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부착응력 특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열팽창계수 증가에 따

른 최대 수직인장응력의 증가량이 매우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수평전단응력의 경우 환경하중보

다는 교통하중에 의한 향이 지배적으로 열팽창계수

변화에 따른 수평전단응력의 변화폭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Fig. 6의 경우 덧씌우기 부착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부착응력을 산정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팽

창계수 변화에 따른 수직인장응력의 증가량이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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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5, CTE10 E27, CTE10 E30, CTE10 E35, CTE10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Traffic Load 0.08 0.07 0.08 0.06 0.08 0.07 0.08 0.07

Temp.(12℃) Load N/A 0.35 N/A 0.34 N/A 0.36 N/A 0.40

Traffic &
Temp.(12℃) Load

0.02 0.32 0.02 0.34 0.02 0.36 0.02 0.40

Temp.(-12℃) Load 0.94 0.16 0.99 0.16 1.04 0.17 1.13 0.17

Traffic &
Temp.(-12℃) Load

0.98 0.16 1.02 0.16 1.08 0.17 1.16 0.18

E25, CTE10 E27, CTE10 E30, CTE10 E35, CTE10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Traffic Load 0.53 0.33 0.55 0.32 0.58 0.30 0.62 0.27

Temp.(12℃) Load 0.05 0.03 0.05 0.03 0.05 0.03 0.06 0.03

Traffic &
Temp.(12℃) Load

0.50 0.31 0.52 0.29 0.54 0.27 0.58 0.25

Temp.(-12℃) Load 0.05 0.03 0.05 0.03 0.05 0.03 0.06 0.03

Traffic &
Temp.(12℃) Load

0.57 0.36 0.59 0.34 0.62 0.32 0.67 0.29

Table 5. Maximum Normal Tensile Stress with Modulus of Elasticity Changes due to Corner Loading(unit, MPa)

(Lee et. al., 2012)

Table 6. Maximum Horizontal Shear Stress with Modulus of Elasticity Changes due to Corner Loading(unit, MPa)

(Lee et. al., 2012)

Fig. 5 Maximum Bond Stresses with Modulus of 

Elasticity Changes (Lee et. al., 2012)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에 수평전단응력의 경우 그

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현행

BCO의 품질관리 시 수직인장에 의한 부착강도 기준

1.4MPa를 사용하고 있으나 열팽창계수 15με/℃에서 발

생하는 응력의 경우 강도기준을 초과하여 부착면이 파

손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

하고 있는 부착강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덧씌우기

재료의 열팽창계수를 제한하여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이 덧씌우기층과 기존포장층의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여 부착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부착응

력 발생 시 부착파손을 야기하여 공용수명에 향을 미

치게 된다. 하지만 AASHTO86 설계법에서는 다양한 덧

씌우기 재료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므로 신뢰성 있는

설계를 위해서는 덧씌우기의 재료적 측면에 대한 인자

분석및그 향이설계단계일부에적용되어야한다.

4.2. 비구조적 요인에 대한 설계 개선방향 고찰

콘크리트 포장은 구조적인 부분 외에도 동결융해, 제

설제 등의 피해에 따른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비구조적 요인에 대한 파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덧

씌우기 재료가 개선되었으나 AASHTO86 설계법에서

는 이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승우 등(2009)의 연

구에서는 환경적 요인 적용 시 덧씌우기 재료가 미치는

향성을 개질 콘크리트재료(VRH-APMC)와

OPC(Ordinary Portland Cement)를 비교하여 고찰

하 다. Fig. 7과 Table 9는 개질 콘크리트와 OPC에

대해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및 염소 이온 침투저항성 시

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개질 콘크리트의 경우 OPC에

비해 상대 동탄성 계수가 높게 측정되어 동결융해에 대

한 저항성이 높아 장기적인 내구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소이온 침투 깊이에서도 개질 콘

크리트의 경우에 침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해안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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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30, CTE8 E30, CTE10 E30, CTE15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Traffic Load 0.58 0.30 0.58 0.30 0.58 0.30

Temp.(12℃) Load 0.04 0.02 0.05 0.03 0.08 0.04

Traffic & 
Temp.(12℃) Load

0.55 0.28 0.54 0.27 0.53 0.27

Temp.(-12℃) Load 0.04 0.02 0.06 0.03 0.07 0.05

Traffic & 
Temp.(-12℃) Load

0.62 0.32 0.62 0.32 0.64 0.33

구 분
E30, CTE8 E30, CTE10 E30, CTE15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Overlay Bottom PCC Top

Traffic Load 0.08 0.07 0.08 0.07 0.08 0.07

Temp.(12℃) Load N/A 0.11 N/A 0.36 N/A 1.16

Traffic & 
Temp.(12℃) Load

0.04 0.11 0.02 0.36 N/A 1.16

Temp.(-12℃) Load 0.60 0.14 1.04 0.17 2.16 -

Traffic & 
Temp.(-12℃) Load

0.63 0.16 1.08 0.17 2.20 0.17

Table 7. Vertical Tensile Stress according to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Changes (MPa) (Lee et. al., 2012)

Table 8. Horizontal Tensile Stress according to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Changes (MPa) (Lee et. al., 2012)

Fig. 6 Maximum Bond Stresses with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hanges (Le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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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염분 유입 및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도로 포장의

파손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덧씌우기 재료에 따라 내구성에 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AASHTO86 설계법에서는 덧씌우기 시 기

존포장층과 동일하게 가정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라텍스 및 아크릴계 폴리머 등의 개질 콘크리

트 재료 개발로 인해 환경저항성과 내구성이 향상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덧씌우기 설계 시 덧씌우기층의

재료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AASHTO86 설

계법의설계단계에도적용이되어야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AASHTO86의 덧씌우기 설계법의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덧씌우기 설계인자를 통한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미국의 LTPP Data와

AASHTO86 간의 수명산출 결과를 비교하 다. 이를

통하여 AASHTO86 덧씌우기 설계법이 국내 도입 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 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AASHTO86 덧씌우기 두께 설계법의 인자가 설계수

명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덧씌우기 두께

와 기존포장상태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포장상태와 덧씌우기 두께에 따라 설계수명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

재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

기의 경우 5cm 덧씌우기 두께에 대하여 경험적인 방

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환경적, 구조적요인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BCO설계가 필요하다. 

2. AASHTO86 설계법에 의한 설계 예측수명의 신뢰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공용수명인 미국 LTPP

Data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조기파손구간을

제외한 경우 AASHTO86의 예측수명이 실제 공용수

명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 다. 이러

한 조기파손은 부착파괴가 원인이므로 BCO설계 시

완전부착 가정보다는 부착특성을 설계에 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덧씌우기 재료적 특성으로 인한 향을 FEM분석과

환경하중 저항성 시험을 통한 향성 확인 결과 부착

응력 발생과 내구성 변화를 야기하여 공용수명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 다. BCO설계 시 다양한

덧씌우기 재료 특성을 반 하지 못하므로 신뢰성 있

는 설계를 위해서 덧씌우기의 재료적 측면이 설계단

계 일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AASHTO86의 덧씌우기 설계법의 타

당성을 고찰하 다. AASHTO86 덧씌우기 설계법은 기

존포장층과 덧씌우기층의 완전부착과 덧씌우기층의 재

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포장층의 포장상태만을

평가하여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접착식 콘

크리트 덧씌우기 공법 원리 및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불필요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

라서 AASHTO86 덧씌우기 설계법의 국내 적용 시 지

역상황, 교통량 및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상태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공법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착특성을 반 하여 국내 BCO의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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