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Case studies of an asphalt-overlay project with a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were conducted on a national highway in
Korea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method on asphalt pavement maintenance. This study evaluated the procedure of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METHODS: In this study, an asphalt-pavement maintenance project for a national highway was assessed with a performance-based contract
to investigate the advantage of the new contract procedures. This is the first trial applying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to a pavement-
rehabilitation project in Korea. In the four case studies, the warranty period of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was designed for seven years.
The research team monitored the construction site to compare the normal contract method with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The
case studies’project sites were investigated after the end of the construction.

RESULTS : Based on the limited case studies,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could extend the service life of the asphalt pavement
and reduce the pavement-maintenance budget because the quality control was well managed by the contractors. However, a few construction
laws would be necessary to apply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in the future. 

CONCLUSIONS : Using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the construction company made great efforts to guarantee the warranty period
and to apply the optimal maintenance method, based on the pavement distress condition. The contractor and the agency would need to
understand the new performance-based contract system for it to be activated. Therefore, a proper education program for the performance-
based contract system would be needed to educate the stakeholders regarding the procedures and their effects on the pavement management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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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2015 도로 현황조서”에서는

일반국도 중 포장된 도로의 연장은 약 13,708km이며,

국내 건설 시장 동향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설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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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설 물량은 감소하면서 점차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에서는 고층화, 전문화, 대

형화 되는 건설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0년대

부터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건설된 시설물의 품

질과 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하는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

입하여 품질을 확보하 다(Lee, 2008). 최근에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보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World Bank

등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지원사업에도 성능보증 계약

제도를활용하여도로유지관리에적용하고있다.

성능보증계약제도는 해외 여러 국가들이 아스팔트포

장공사에 오랫동안 적용해오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능

보증계약제도에 대한 검증작업 이후 빠른 속도로 성능

보증계약제도를 활용한 공사계약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도 하 다(KICT, 2014). 

2000년대에 국내 건설공사에서도 하자담보책임제도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운

중인 성능보증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검토연구가 진행되

었다.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공사의 과

실 및 무과실에 대한 책임 구분이 없으며, 해외에 비하

여 시공사의 무과실 책임기간이 장기적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성능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

책임제도, 품질관리제도 및 보증보험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여 국내에 적합한 성능보증제도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무과실책임기간과 보증기간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 다(Lee, Hak-Ki, 2000). 

Kim et al.(2008)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

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 현

황,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

조건을 비교 분석하 다. 국내에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

약제도를 별도로 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계시공일

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성

능(보증)시방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일본의 경우,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었으며, 1998년에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에 성능보증

계약제도를 적용하면서 성능기준으로 소음기준을 적용

하 다. 공사 후 소음기준을 89dB로 결정하 으며, 1년

이후에는 90dB의 소음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성능보증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 다(Yoshida, 2017).

2. 해외 성능보증 계약제도 운 현황 및 효과

성능보증제도 도입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 효과는

Table 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외 여러국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약 20%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 성능보증계약제도 운 에서 중요한 요인 중

의 하나는 계약자가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Table 2는 세르비아에서 도

Table 1. Cost Savings of PBM Relative to Conventional 

Contracts in Selected Countries (European Bank,

2016)

Points accrued
for period

Demerit points
thresholds

Remedial action

By end of 1st

year

100
(approx. 0.5% of the

contract value)

The Agency may terminate
the contract

By end of 2nd

year

160
(approx. 1.4% of the

contract value)

The Agency may terminate
the contract

During the 3rd

year 

100
(approx. 2.0% of the

contract value)

The Agency may terminate
the contract

During entire
contract

175
(approx. 1.6% of the

contract value)

The Contractor forfeits his
right to participate in any
new tender with the same
agency in the next two
years

Contury Cost saving

Norway About 20~40%

Sweden About 30%

Finland About 30~35%

Holland About 30~40%

Estonia 20~40%

England 10% minilum

Australia 10%~40%

New Zealand About 20%~30%

United States 10%~15%

Ontario, Canada About 10%

Alberta, Canada About 20%

British Columbia, Canada
Some, but might be in the

order of 10%

Table 2. Contractual Penalties (European Ban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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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지보수에 적용한 성능보증계약제도 운 시 적용한

패널티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기간별로 기준을 정한 후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페널티

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upta et al.(2011)은 비용효과를 향상시키면서 구

조물이 공용수명기간동안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시공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성능보증계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시공사가 시설물 성능의 향을 줄 수 있는 계약사항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다. Gupta et al.(2011)은 정확

한 시공방법과 적절한 유지관리가 시설물의 성능을 분명

히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성공적인 성능보

증계약을 위한 적합한 계약사항 선택을 위한

framework을제시하 다.

3. 시범사업 대상 구간 현장 조사

일반국도 덧씌우기 공사에 성능보증 계약제도를 적용

하기위한도입방안으로검토하기위하여일반국도덧씌

우기 공사를 대상으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적용하기 위

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발주단계에서부터 성능보

증계약 시범사업이라고 공지를 하 으며, 대상구간의 포

장 노면상태는 Fig. 1과 같다. 일반국도 21호선, 일반국

도 58호선, 일반국도 77호선, 그리고 일반국도 13호선

Scope of works Physical coverage Type of contract 

PBMC

Single Activity: e.g. sign replacement or striping;
street/roadway lighting; grass mowing and
vegetation control. 
Group of Related Activities: routine maintenance,
winter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Asset Class: e.g. pavements, bridges, roadsides,
rest areas, road furniture. 

Road network; 
Specific class of roads
(e.g. national roads); 
Road corridor; 

Performance-based; Unit price (Output-
bsed) for some emergency works. 

CREMA
Periodic Maintenance (including functional and
structural overlays) added to scope under PBMC.

Sub-network; 
Area-wide

Performance-based; Unit price (Output-
based) for some emergency works 

Hybrid

Combination of maintenance, rehabilitation and
betterment works , including safety improvements.
Typical components:

Initial repairs - O
Routine maintenance (including winter
.maintenance) - P
Emergency maintenance - O
Periodic maintenance - O/P
Rehabilitation/Improvement - O

Road corridor(s); 
Specific links;
Area-wide

Performance-based for maintenance;
Output-based for other activities (includes
contracts with extended defect liability
period, construction warranties, etc.)

Design and
Build  (BOT
and its many
variations)

Reconstruction and improvement works Road corridor(s)
Performance-based for design and build
phase; (may include results-based post-
construction O&M in BOTs)

Table 3. Typology of PBCs for Road Maintenance,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Works (Faiz, 2017)

(a) Surface Condition of 21 National Highway 

(b) Surface Condition of 58 National Highway

<Fig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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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포장 노면상태는 Fig. 1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거북등균열이발생되어있었다. Fig. 1(b)의일반국

도 58호선의경우, 거북등균열이매우심한상태 으며,

부분적으로 포트홀도 관측할 수 있었으며, 4개의 시험포

장대상구간중포장파손정도가가장심한상태 다. 

Table 4는 조사대상구간의 포장대상구간 전체 연장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포장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4에서설명하고있는것과같이대부분의포

장파손유형의 주 원인은 균열로, 균열율이 30% 이상이

으며, 일반국도 58호선의 경우 보수연장 전체에 대한

평균이기때문에균열율이다른구간과비슷한수치를나

타내고있다. 시범대상구간에대한보수공법은일반국도

PMS 시스템의보수공법체계에서결정이되었다.

Fig. 2는 일반국도 58호선의 노면 상태 및 균열부 하

부 코어링 조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2에서 나타

내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국도 58호선의 경우, 거북등

균열의 폭이 매우 컸으며, 심한 거북등 균열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심한 포트홀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다른 시

범사업 구간과 달리, 일반국도 58호선의 포장 상태가

매우 심각한 구간에 대하여 포장 이력을 통하여 기존 보

수공법 및 보수재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 으

나, 일반국도 58호선의 경우, 지방도에서 일반국도로

승격되어서 기존 포장 보수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c) Surface Condition of 77 National Highway

(d) Surface Condition of 13 National Highway

Fig. 1 Pavement Surface Condition for Trial Test Sites

Number of
National Highway

Rut depth
(mm)

IRI
(m/km)

Crack ratio
(%)

21 9.5 1.80 35.5

58 9.3 6.14 30.0

77 6.9 3.57 31.1

13 10.4 3.07 30.9

Table 4. Pavement Conditions of Project Sites before 

Overlay Construction

(a) Pavement Surface Condition 

(b) Coring Specimen 

(c) Stripping Problem after Coring 

Fig. 2 Pavement Distress Investigation of National 

Highway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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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물차량 운행이 많았으며, 오르막차선에는 화물

차들의 서행으로 인한 거북등 균열, 포트홀, 그리고 소

성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국도 58호선의

최근 유지보수 이력을 확인해 본 결과, 2010년에 덧씌

우기 보수공사를 실시하 으나, 오르막차선의 경우 공

사 준공 이후 1년만에 부분적인 소파보수를 통하여 보

수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국도 58호선의 경우 포장상태가 다른 구간과 달

리 포장파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에 포함시킨 이유는 향후 성능보증계약제도가 정착

되었을 때 포장 파손이 심각한 도로 유지보수 구간에 적

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일반국도 58

호선은 일반국도 PMS 운 체계에서 결정된 보수공법

은 5cm 절삭 후 덧씌우기 공법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

지만, 현장 조사결과 도로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포장하

부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Fig. 2와 Fig. 3과 같이 거

북등 균열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코어채취와 FWD를

이용한 지지력 조사를 실시하 다. 이는 향후 성능보증

계약제도가 활성화될 때에는 정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Project Level 조사를 적용하 다.

Fig. 2(a)는 포장 파손이 심한 코어링과 지지력 조사 구

간 전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2(b)와 (c)는 코어링

공시체와 코어 채취 이후에서 포장 하부 구조를 나타내

고 있으며, 심한 거북등 균열이 발생한 포장 하부 구조

는 수분손상에 의하여 골재 표면 아스팔트가 박리되어

있음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어 채취

후 하부에 남아 있는 골재 표면에는 아스팔트 바인더가

하나도 없는 골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3(a)에

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FWD(falling weight

deflectometer) 장비를 이용하여 Fig. 2(a)와 같이 거

북등 균열이 심한 구간과 Fig. 3(b)와 같이 균열발생 정

도가 다소 적은 구간에 대한 도로 하부 지지력 검사를

실시하 다. 파손이 많이 발생한 구간과 파손이 적게 발

생한 구간의 지지력의 차이를 확인하며, 지지력과 균열

발생에 대한 상관성도 검토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도로포장 노면 파손 정도에 따른 도로하부 지지력 측

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거북등 균열이 심한 구간

(Fig. 2(a))과 선형 균열만 있는 구간(Fig. 3(b))에 대한

처짐측정결과 거북등 균열이 심한구간의 처짐은 선형

균열이 발생한 구간보다 3배 이상 처짐이 많이 발생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Fig. 2(b), (c)와 같이 아스팔트

혼합물 내에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부족으로 인하여 지

지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는 거북등 균

열이 심하게 발생된 구간은 단순히 포장 표층부의 파손

이 아닌 구조적으로 포장이 문제가 있는 구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부지지력

이 부족한 구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5cm 절삭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 을 경우, 성능보증

을 만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아스팔트 함량 부족으로 인한 지지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10cm 절삭 후 5cm는 일반 아스팔트로 포설한

후 섬유그리드 시공 이후 나머지 5cm는 내유동성 아스

팔트 포장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 으며, 이는

향후 성능보증계약제도 활성화에 반 하기 위한 훌륭한

데이터 구간이라 판단된다. 

Table 6은 성능보증 계약제도 시범사업 구간에 적용

한 유지보수 공법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6에 정리되

(a) Falling Weight Deflector Measurement 

(b) Light Crack Condition 

Fig. 3 Evaluation of Pavement Structural Condition 

of National Highway 58

Table 5. Test Results of FWD 

Pavement condition Deflection 

Light crack (Fig. 3(b)) 0.21mm

Severe crack (Fig. 2(a)) 0.71mm



어 있는 보수공법들은 일반국도 PMS 유지공법 결정체

계와 도로의 특성이 반 되어 결정된 유지보수 공법들

이다. 일반국도 13호선의 경우는 준공이후 첫 번째 유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절삭을 할 수가 없어서 절삭공정

이 빠지고 기존노면 위에 덧씌우기만 실시하는 공법이

결정되었다. 다른 구간의 경우, 모두 2번 또는 3번의 유

지보수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절삭(milling)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국도 13호선의 경우, 공사계약자가

시공전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분적으로 거북등 균

열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성능기

준을 만족하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북등 균열

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인 소파보수가 허용되었

으며, 소파보수 이후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하 다. 일반

국도 21호선과 일반국도 77호선의 경우 일반국도 유지

보수 공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5cm 절삭 덧씌

우기 공사를 진행하 다.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공사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성능보증계약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사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최소화시킨다는원칙을가지고시범사업을추진하 다.

4. 성능보증기간 및 인센티브 책정

Fig. 4는 본 시범사업에 적용한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보증계약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총 계약기간은 7년이다. Fig. 4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처럼 현재 국내에서 운 중 하자보증기간(Defect

guarantee period) 이후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5년의 성능보증기간을 책정하 다. 해외

의 경우, 준공 이후 5년을 성능보증기간으로 책정하고

운 하고 있으나, 본 시범사업의 성능보증계약기간이

총 7년으로 해외보다 2년을 더 연장하 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2년 하자보증기간을 만족한 이후, 포장 성능

을 5년동안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결정하 기 때문이다.

총 보증기간이 7년으로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주처보다

는 시공사에 부담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능보증기간

동안에 포장성능이 만족될 경우 공사계약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하 다.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30%까지 상향하고자 하 으나,

현재 국내 보증증권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시범사

업에서는 10%로 책정하 다. 향후 성능보증계약제도

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에 적합한 보

증보험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는 준

공 3년차에서부터 7년차까지 균열률과 소성변형의 기

준치를 만족하는 경우, 시공사에 집행되도록 하 다. 본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성능보증기간은 변경

될 수도 있다. 

5. 시범대상구간 사후 조사 결과

시범대상구간에 대한 포장상태조사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공사 준공 이후 최대 4년까지 공용기간을 나타

내고 있기 때문에 포장파손 정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성변형 발생량은 평균 5mm 정도로 적게 발생

하 으며, 균열 발생량도 일반국도 58호선을 제외하고

다른 구간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짐량 측정결과, 일반국도 58호선의 경우, 포장하부의

보강으로 인하여 처짐값이 0.2mm로 매우 건전한 상태

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일반국도 58호선의 준공 이후 3년차에 포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포장상태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오르막 차로 구간에 발생된

종방향 균열에 대하여 균열실링공법을 적용하 으나, 균

열실링공사가Fig. 5(b)와같이과다한실링재투입에따

라 실링재가 균열주변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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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intenance Methods of Project Sites

National
Highway

Maintenance method

21 5cm milling and overlay

58
10cm milling, grid and polymer

modified asphalt 

77 5cm milling and overlay

13 overlay

Fig. 4 Guarantee Period of Performance Based Contract 

Table 7. Pavement Conditions of Project Sites

National
Highway

Rut depth
(mm)

IRI
(m/km)

Crack
ratio(%)

Deflection
(mm)

No. 21 5.6 1.6 0.5 0.1

No. 58 5.5 2.0 1.1 0.2

No. 77 5.8 3.2 0.0 0.2

No. 13 6.5 1.8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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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 다. 이는 시공사의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력 부족으로 인하여 적합한 균열실링공사를 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성능

보증계약 시 공사업체 선정 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에

포함시켜야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6. 성능보증 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개선사항

본 연구결과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능보증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성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 다. 하지만, 일반국도 유지보수공사에

성능보증계약제도 시범적용에 따른 초기 효과 분석 및

성능보증계약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보증계약제도 적용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시공사

의 공사구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

한 포장수명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국도 58호선의

경우, 덧씌우기 공사 준공 이후 부분적으로 파손이 발생

하여 해마다 소파보수비가 집행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소파보수비용은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과 포장수명이 기대가 된다. 또한, 시공사에서도 덧씌우

기 공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공사대상구간의 포장상

태에 대한 상세한 조사 및 의견을 발주청에 제시하여 포

장하부 보강공사 후 본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초기 유지보

수비 절감효과와 공용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시공사가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공사와 아스팔트 플랜트간 상호 긴 한 연락을 통하여

철저한품질관리를진행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성능보증계약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중소기업 판례촉진법”의 개정

이다. 성능보증계약제도와 현행 공사계약제도와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시공사가 원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

게 권해 주는 것이다. 시공사가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하자발생 시 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책임

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중소기업 판례촉진법”에

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은 관급구매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재료를 원하는대로 선택을 할 수 없다. 

Fig. 6은 2012년 PMS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기파

손된 구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덧씌우기

(a) Pavement Surface Condition

(b) Repaired Creak on Surface Condition

Fig. 5 Field Monitoring at 58 National Highway

(a) Length of Early Age Pavement Failure 

(b) Percentage of Early Age Pavement Failure

Fig. 6 State of Early Pavemen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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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후 공용수명이 6년 이하이며, 덧씌우기 공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연장과 2012년 전체 조기파손구간

에 대한 공용수명에 따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Fig. 6

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덧씌우기 공사 이후 3년

이내 다시 덧씌우기 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전체 구간의

10% 이내 으며, 공용년수 4년 이후부터는 대상구간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6과같은결과는본시범대상구간인일반국도58

호선과 일반국도 13호선과 같이 덧씌우기 공사 이전에

추가적인 포장대상 구간의 조사 분석 이후 현장 조건에

맞는 추가적인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도로파손이 빠르게 진행되었

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조기파손구간을저감하기위

해서는성능보증계약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7. 결론

일반국도 유지보수 공사사업에 성능보증 계약제도 적

용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1. 성능보증계약제도도입으로시공사는도로포장파손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유지보수공법을 결정하고

고품질포장시공을위하여품질관리및시공관리를일

반계약공사보다철저히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2. 성능보증계약제도 시범사업 구간 공사 시 시공사에

서는 시공 장비 운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운반

등 공사 관리 운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조기파손

(일반국도 58호선) 발생을 억제하여 아스팔트 포장

의 공용수명 연장과 경제성 확보를 통하여 도로유지

보수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PMS Project Level 도입을 통하여 도로포장 파손

정도 및 형태에 따라 적합한 유지보수 포장 공법 결

정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성능보증계약제도로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을 저감하기 위하여 재료 및 공법 선정을 시공사

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5. 성능보증계약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공사 또

는 설계사에서 성능보증계약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필요하며, 이에 위해 적합한 교육시스템 운 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며, 보증기간에 발생하는 포장파손에

따른 적절한 보수공법 및 재료를 선정할 수 있는 도로

포장유지관리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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