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avement rehabilitation decision tree considering current pavement condition by
evaluating severity and distress types such as roughness, cracking and rutting. 

METHODS : To improve the proposed overall rehabilitation decision tree, current decision tree from Korea and decision trees from other
countries were summarized and investigated. The problem when applying the current rehabilitation method obtained from the decision tree
applied in Seoul was further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decision trees do not consider different distress characteristics such as crack
type, road types and functions. Because of this, different distress values for IRI, crack rate and plastic deformation was added to the proposed
decision tree to properly recommend appropriate pavement rehabilitation. Utilizing the 2017 Seoul pavement management system data and
considering all factors as discussed, the proposed overall decision tree was revised and improved. 

RESULTS : In this study, the type of crack was included to the decision tree. Meanwhile current design thickness and special asphalt mixture
were studied and improved to be applied on different pavement condition. In addition, the improved decision tree was incorporated with the
Seoul asphalt overlay design program. In the case of Seoul's rehabilitation budget, rehabilitation budget can be optimized if a 25mm milling and
overlay thickness is used.

CONCLUSIONS:A practical and theoretical evaluation tool in pavement rehabilitation design was presented and proposed for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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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서울시의 포장도로는 대부분 준공 후 30~40년이 경

과한 도로로서 준공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

하 을 뿐만 아니라 노후도가 심화되어 포장의 지지력

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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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반면 유지관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포장의 서

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와 같은 도심지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부터 보조간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급의 도로

가 혼재되어 있고, 구간별 교통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의 두께와 지지력 또한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포장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 및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정책

이 필요하다.

도로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2000년대 초반 PMS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인 PMS 운

을 실시하 으며, 2014년 도로포장 연구센터가 설립된

이후 자체 조사장비 구축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 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의 서울시 PMS는 포장상태지수(Seoul Pavement

Index, SPI)를 바탕으로 노후포장의 유지보수 우선순위

및공법등을결정하는데활용하고있다. 하지만SPI를활

용하여 유지보수 공법을 결정하는 체계는 도로포장의 표

면결함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포장의 지지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결함유형 및 심각도에 따른 맞춤형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의 유지보수

공법 의사결정체계는 대부분 표층 절삭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로포장 하부층의 노후화는 누적되고

있으며 노후도가 심한 구간은 표층 정비를 시행하더라도

재포장주기는점차줄어드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노후포장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5년 서울시의 교통 및 재료조건, 포장 지지력 등을

고려한 역학적-경험적 해석기법에 기반한 덧씌우기 설

계식(이하‘서울형 도로포장 설계법’이라 칭함)을 개발

하 다(Le et al., 2016). 서울형 포장설계법에서는 기

존의 획일적인 표층 절삭 덧씌우기를 탈피하여 부분 및

전단면 재포장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

나, 예방적 유지관리 기법의 적용 기준 부재, 선형균열

과 피로균열에 따른 맞춤형 정비 기준 부재, 모든 재포

장 대상구간에 대한 균열채취 필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 서울형 도로포장 설계법에서 제안

한 유지보수 공법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탄성(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IRI), 균열

률(Percent Crack, CR), 소성변형(Rut Depth, RD)

의 파손량에 따라 최적의 유지보수 공법을 선정할 수 있

는 의사결정체계(Decision Tree, D.T.)를 새롭게 제안

하 으며, 이를 기존의 서울형 도로포장 설계법과 연동

이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D.T.를 바탕으로 포장의

정비예산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2. 문헌고찰
2.1. 국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국도 전

구간(2014년 기준으로 약 13,950km, 1차로 기준 연장)

에 대하여 3년 주기로 1km/5km마다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포장상태,

유지보수 실적 및 시공 데이터 등을 축적하여 도로관리

자가 원하는 구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기반

의 국도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중에 있다.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관리사

업소의 요청구간을 포함하여 조사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조사대상구간에 대한 1차 현장조사(포장상태 조사)를

수행한 후 상세조사구간을 선정한다. 상세조사구간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구조적 상태조사)를 수행한 후

Fig. 1과 같은 보수공법 결정 기준과 관리자 비용 및 사

용자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국내 광역시도 및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에서는 시도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노선(2015년 기준으로 약

3,500km, 1차로 기준 연장)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매년

약 1,200km에 대하여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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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habilitation Decision Tree of National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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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정기적인 포장상태 조사, 포장상태

평가지수(Busan Pavement Condition Index,

BPCI), IRI, RD, CR를 통하여 포장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Fig. 2와 같은 기준을 이용하

여 보수공법을 결정한다.

2.2. 국외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시설 규모 및 조사 데이터 형태

등에 따라 1~3년 주기로 네트워크 레벨의 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를 운 하고 있으

며(McGhee, 2004), 각 주에서는 조사계획에서부터 포

장상태 평가 및 예측을 통한 보수구간 선정, 생애주기비

용 분석, 보수예산을 고려한 보수 우선순위 결정까지 체

계적으로 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종과 횡방향 프로파일(Profile), 평탄성,

소성변형, 표면손상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포장

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공용성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의 포장상태 예측 및 보수필요구간 선정,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통한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보수필요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의 처짐량 및 지지력 측정을 통하

여 포장의 구조적 상태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표면손

상 및 구조 상태의 평가결과와 보수공법 결정기준을 이

용하여 최적 보수공법을 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수공

법 결정기준은 각 주마다 교통 및 환경조건이 다르고 주

로 적용되는 포장의 재료 및 공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포장상태 평가항목 및 종합평

가지수를 이용하여 최적의 보수공법을 선정하고 있다.

Fig. 3은 미네소타 주 교통국(DOT)의 최적 보수공법

결정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3. 도로포장 파손 특성 및 유지관리 현황
3.1. 도로종류에 따른 포장 파손 특성

서울시 도로는 기능에 따라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

로, 보조간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Fig. 4~Fig. 6은

2016년 서울시 PMS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등급

별 균열률, 소성변형, IRI의 크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서울특별시, 2017).

Fig. 4에서 균열률 범위는 5% 단위로 분류하 으며,

대부분의 경우 도시고속도로보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

선도로의 균열비율이 다소 높게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하지만 균열률 3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고속도

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소성변형 분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소성변

형은 6~10mm 범위가 가장 많았으며 유지보수 기준인

소성변형 15mm 이상인 구간은 전체 연장에서 약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mm 이상의 다

소 큰 소성변형은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더 많이 분

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와 교차로 구간이 포함되어 있

어소성변형이크게발생하 기때문이라판단된다.

Fig. 2 Rehabilitation Decision Tree of Busan City

Fig. 3 Rehabilitation Decision Tree of Minnesota DOT

Fig. 4 Crack Distribution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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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도로종류에 따른 IRI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

다. 도시고속도로의 IRI는 대부분 3 이하인 것으로 나

타나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IRI는 도시고속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RI 값이 7m/km 이상인

평탄성이 상당히 불량한 구간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는 불량맨홀

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굴착복구 후 도로침하가 발

생하는 등의 향으로 판단된다. 

3.2.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법 적용 현황

Table 1은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결함 유형별 유

지보수 관리 기준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과

소성변형은 도로종류과 관계없이 동일한 유지보수 기

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탄성의 경우에는 상위도로일

수록 보다 엄격한 평탄성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6년 도로포장 보수대상구간 및 공법(안) 자

료의 약 2,600여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보수대상구간

의 주요 파손원인을 분석하면 Fig. 7과 같다. 매년 보수

대상 구간수의 차이로 인하여 결함종류별 비율은 차이

가 나지만 세 가지 결함인자 중 균열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7).

Fig. 8은 2014~2016년 도로포장 보수대상구간 및

공법(안)에서 결정한 유지보수 공법의 비율을 각 결함인

자별로 구분한 것이다. 현 서울시 유지보수공법 결정체

계를 적용한 결과 5cm 절삭 덧씌우기 공법이 전체의 약

81%(개질 60%, 일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도로포장 하부 개선을 위한 15cm 이상의 절삭 덧

씌우기 공법은 불과 6%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 서울시의 유지보수 공법 결정의 경우 도로포

장의 파손 유형 및 원인과 관계없이 표층만을 절삭 덧씌

우기하는 획일적인 정비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획일적인 정비기법의 적용으로 도로하부층의

개선 및 균열의 유형별 맞춤형 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형균열의 경우 균열충진 및 박층 덧씌

우기 등의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을 적용하여 공용수명

의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 유지보수 공법 결정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20 No.330

Fig. 5 Rut Depth Distribution Percentage

Fig. 6 IRI Distribution Percentage

Table 1. Rehabilitation Criteria for Asphalt Pavement

Distress type Rehabilitation criteria

Crack (%) 10.0

Rut depth (mm) 15.0

IRI
(m/km)

City highway : 5.0
Main arterial road : 5.5
Minor arterial road : 6.0

SPI 6.0

Fig. 7 Main Distress Types of Road Requiring Rehabilitation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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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서는 일률적인 절삭 덧씌우기 공법의 적용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기도 한다.

서울시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구간에는 교차로 및

버스정류장과 같은 정차 구간이 존재하며 이러한 구간

에서는 차량의 감속 및 정차, 가속으로 인하여 주행차로

와 다른 파손유형이 발생한다. 서울시의 17개 교차로 구

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서울특별시, 2017) 전체의

82% 구간의 주된 파손원인은 소성변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버스정류장 및 교차로구간의 경우 일반차로와는

달리 소성변형이 주된 파손유형이므로 이를 별도로 관

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균열 유형별 분포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서울시 도로포장의 주요 파

손인자는균열인것으로나타나균열의종류및심각도에

따른 맞춤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

재는 선형균열의 경우 균열길이에 폭 30cm를 곱하여 면

적균열로 환산하여 피로균열과 합산한 균열률(%)로 관리

를하고있어맞춤형정비가시행되지못하는실정이다.

2016년 서울시 PMS DB를 활용하여 도로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균열의 유형을 분석하 다. Fig. 9~Fig.

10은 각 도로등급별 균열 유형의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9는 도시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한 균열 유형별

분포특성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종방향 균열이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균열률이

30% 이상인 구간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횡방향 균열은 균열률이 10% 이하인 구간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열 유형별 분포비

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종방향 균열과 시공균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주

간선도로에서의 균열 유형별 분포 현황으로 도시고속

도로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 도로포장에 발생되는 균열은 차량

주행방향의 종방향 균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횡방향 균열의 발생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북등 균열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도로포장에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

문에 기존의 합산 균열률에 의한 일률적인 표층 절삭

덧씌우기 재포장 대신 균열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른

Fig. 8 Rehabilitation Methods for Each Distress Types 

(2014~2016)

Fig. 9 Distribution Percentage of Crack Type

(City Highway)

Fig. 10 Distribution Percentage of Crack Type

(Main Arterial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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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비 기법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3.4.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통한 단면설계 방법 및

문제점

서울형 포장설계법은 하부지지력, 교통량 등 도로포

장 상태를 고려하여 부족한 단면두께 산정 후 공용수명

을 감안하여 유지보수 공법(표층 절삭 덧씌우기, 부분

단면 재포장, 전단면 재포장)을 결정하는 도로포장 단면

설계 방법이며 Fig. 11 및 Fig. 12는 서울형 도로포장

설계법에 적용된 유지보수공법 결정체계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공법 결정은 서울형

포장설계식을 통하여 해당 구간의 부족한 단면두께를

산정하고, 이전 보수포장의 공용수명을 감안하여 표층

절삭 덧씌우기, 부분 단면 재포장, 전단면 재포장을 결

정하는 방식이다(서울특별시, 2015).

하지만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통한 보수공법 결정체계

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서울특별시, 2017).

보수 대상 구간에 대한 다수의 코어채취가 반드시

필요함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 적용 기준 누락

교통량 및 지지력, 포장두께가 동일하여도 직전 포

장의 공용수명이 약간 상이할 경우 완전히 다른 보

수공법이 결정됨

직전 포장의 공용수명이 짧을 경우 지지력이 부족

한 문제인지 또는 재료 및 시공불량으로 인한 것인

지가 불명확함(재료 및 시공 불량으로 직전 포장의

공용수명이 짧을 경우 과다 설계의 우려가 있음)

4. 보수공법 체계 개선방안
4.1. 서울형 Decision Tree 구성 체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지보수공법 의사결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포장의 표면 손상뿐만 아니라

포장의 지지력과 교통하중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유

지보수공법 의사결정체계(Decision Tree)를 제안하

다. 새로운 D.T.의 기본 개념은 먼저 노면상태 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도로포장의 평탄성을 기준으로 평탄성이

지극히 불량할 경우 평탄성 개선을 위한 평탄성관리 포

장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포장들에 대해서는 균열과 소

성변형의 파손정도를 바탕으로 예방적 유지보수 적용

포장과 노후포장으로 구분하여 정비기법을 결정하는 의

사결정체계로서, Fig. 1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평탄성 IRI를 기준으

로 평탄성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평탄성 개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 다. 평탄성 개선 구간의 경우 평탄

성이 불량한 원인이 불량맨홀 또는 굴착복구 등에 기인

할 경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평탄성 불량이

전반적인 포장의 평탄성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표층정비

를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적 유지관리 구간과 노후포장 관리구간은 균열률

8%를 기준으로 구분하 다. 예방적 유지관리 구간에서

는 균열의 발생 비율이 높지 않고 선형균열이 대부분일

경우에는 균열보수를 시행하고 복합된 균열과 소성변형

이 다소 발생한 경우에는 박층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하

는 것으로 제시하 다. 균열률이 8%를 초과하는 노후포

장 관리구간은 균열률에 따라 기본적으로 50~100mm,

100~150mm, 150~200mm를 절삭 재포장하는 것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20 No.332

Fig. 11 Seoul City Decision Tree forCrack

Fig. 12 Seoul City Decision Tree for R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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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수립하 다. 또한 각 구간마다 소성변형 발생량

을 기준으로 절삭 깊이를 세 단계로 조정하는 기준을 제

안하 다.

균열의 경우 교통량 및 아스팔트층 두께에 따라 기층

의 바닥면에서 발생해 표면으로 진전되는 Bottom-up

균열과 표면에서 발생해 바닥으로 진전되는 Top-

down 균열이 있다. 따라서 균열은 아스팔트층의 전 깊

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현종 등(신공항

하이웨이, 2006)의 연구에 의하면 아스팔트층의 균열

깊이는 균열 길이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균열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절삭 깊이를 결정할 경우 균

열 깊이를 어느 정도 반 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

안이라고 판단된다.

소성변형은 대부분 아스팔트 표면으로부터 하부

100mm 이내의 구간에서 주로 발생된다. 하지만 소성변

형을 기준으로 절삭 깊이를 결정할 경우 아스팔트 기층

에 발생된 균열에 의한 손상 향을 고려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기준을 참고하

Fig. 13 Decision Tree Newly Proposed for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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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균열량에 따라 절삭 깊이를 먼저 결정하고 소성변형

량에 따라 절삭 깊이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D.T.에 고려

하 다.

균열률과 소성변형량에 따라 절삭 깊이 및 재포장 두

께를 결정한 이후에는 기존 노후포장의 지지력과 교통

량 등을 반 하여 상세한 단면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mm

이상 절삭 덧씌우기가 수행되는 노후포장 정비구간에

대해서는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여 상세설계를 수

행하는 절차를 포함하 다.

상세설계는 보수대상 구간 중 노후포장 관리구간을

대상으로 FWD(Falling Weight Deflectometer)에 의

한 지지력 조사 후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통하여 설계단

면의 두께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상세설계는 포

장의 지지력, 교통량 등 도로상태를 반 한 단면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15년도에 개발된 서울형 포장설계법은 교통조건별

주행차로를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서울형 포장

설계법과의 연동을 위한 상세설계 D.T.의 최종 설계단

면은 주행차로에 대한 설계결과를 의미하며, 설계법에

고려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입도 아스팔트 혼합

물의 한 종류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차

로와 버스정류장의 경우 주행차로와 다른 파손유형과

파손량이 나타나는 만큼 교차로와 버스정류장의 설계단

면은 동일 구간의 주행차로보다 설계단면을 증가하거나

일반 입도 혼합물 대신 고내구성 및 고강성 혼합물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버스정류

장 및 교차로와 같은 특수 구간에 대한 단면설계 및

SMA 등과 같은 특수 혼합물 적용 기준을 Fig. 13과

같이 추가 제안하 다. 그림에서처럼 버스정류장 및 교

차로 구간의 경우 주행차로에 비해 아스팔트층의 두께

를 20~50mm 증가시켜야 하고, 표층 및 기층에 SMA

와 고강성 기층재를 적용할 경우 단면두께를 증가시키

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서울특별시,

2017).

4.2. 노면파손 유형에 따른 관리 기준 수립

4.2.1. 평탄성 불량구간 정비 기준 수립

2012년~2016년 서울시 도로포장 조사 결과 중 평탄성

을 분석한 결과, 현 평탄성 유지관리 기준(도시고속도로

5.0m/km, 주간선도로 5.5m/km, 보조간선도로

6.0m/km)을적용할경우평탄성불량구간은 12~17%(서

울시전체면적대비약1/7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서울

시, 2017). 따라서현재의평탄성유지관리기준을적용하

게 되면 너무 많은 면적이 평탄성 불량구간으로 분류되어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

다. 이를완화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평탄성불량구간

정비기준을 별도로 제시하며 현재의 기준보다 다소 완화

된 도시고속도로 6.0m/km,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는

8.0m/km를 적용하 다. 완화된 정비기준을 적용하게 되

면 전체 도로포장 면적 대비 약 5.5%가 평탄성 불량구간

으로나타났다. 

4.2.2. 선형균열을 면적 균열률로 환산하는 기준 분석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선형균열을 면적 균열률로 환산

할 경우 선형균열 발생 연장에 15cm 폭을 적용하여 면

적단위로 환산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선형균열 발

생 연장에 폭 30cm를 적용하여 균열률로 산정하기 때

문에 균열률 산정 시 한국도로공사에 비해 선형균열을

2배로 과다하게 고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균열률 산정 폭 30cm를 적용할 경우

에는 1개의 종방향균열이 균열률 10%로 산정되어 절삭

및 덧씌우기 공법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균열 산정 폭

15cm를 적용할 경우 균열보수 공법을 적용하면 되므로

유지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률 산정 폭을 현재의 30cm에서 15cm로 개선하

으며, 균열폭 15cm를 적용하여 D.T.의 민감도를 분석

하 다. 

4.2.3. 균열률 및 소성변형량 기준 수립

D.T.에서는 균열률에 따라 예방적 유지관리 및 노후

포장 관리로 구분되며 소성변형량에 따라 다양한 깊이

의 절삭 재포장 공법이 선정되며 이에 따라 정비예산이

결정되므로 D.T.에서 유지보수 공법을 결정하는 균열

률과 소성변형량의 기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

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다양한 균열률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유지보수 공법을 비교₩분석하여 최종 기준

(안)을 제안하 다.

소성변형량 기준은 현재 서울시 유지보수 기준을 고려

하여 15mm를 최대 기준값으로 설정하 다. 또한 Fig. 5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소성변형량 6~10mm가 전

체의 약 85%인 점을 고려하여 중간값인 8mm를 최소 기

준값으로 설정하 다. 균열률 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3가지(안)으로 균열률 기준값을 설정하

여 2017년 보수대상구간(총 479개 구간)의 노면결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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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토대로비교₩분석을수행하 다.

Fig. 14와 Fig. 15는 Table 2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

여각유지보수공법비율을분석한결과이다. Fig. 14에

서는선형균열산정폭30cm와 15cm를적용한D.T. 1과

선형균열산정폭 15cm를적용한D.T. 2를비교하 다.

균열폭 30cm를 적용한 D.T. 1의 경우 균열률이 과다 산

정되어 150~200mm의 절삭 덧씌우기 공법 비율이 전체

의 약 62%로높게 산정되었다. 이 경우 한정된 유지보수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는 유지보수 면적이 대폭 감소되

며 이에 따라 미정비 구간의 도로포장 노후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폭 15cm를 적용한 D.T. 1

의 경우는 균열폭 30cm에 비하여 전단면 재포장 공법

적용 비율은 35.5% 감소한 26.5%로 나타났으며, 예방

적 유지보수 공법은 0.4%로 나타나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D.T. 1과 D.T. 2에서 균열폭 15cm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면 D.T. 2에서의 전단면 및 부분단면 재포장 공

법 비율은 D.T. 1 보다 약 33.6% 감소한 40.5%로 나

타났으며,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의 비율이 약 38.1%로

37.7% 증가되었다. 현재 서울시의 예방적 유지보수 공

법 적용비율은 2.3%(서울특별시, 2017)로 상당히 미미

한 수준이며, 도로포장 파손의 진행속도를 감소시키고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확대 적용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현수준 2.3% 대비 38%로 급격히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D.T. 2에

적용된 균열률 기준을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D.T. 2와 동일조건하에서 균열률 기준만을 조정한

D.T. 3을 비교 및 분석하면 Fig. 15와 같다.

Fig.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D.T. 3을 적용할 경우

예방적 유지보수 비율은 25%로 D.T. 2에 비해 13%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200mm 절삭 및 덧씌우

기 비율은 약 14%로 나타났다. D.T. 3의 경우 다른

D.T. 기준(안)보다 모든 유지보수 공법이 다양하게 분

포된 것으로 판단되며 D.T. 3을 적용할 경우 예방적 유

지보수 공법의 활성화와 노후포장 정비가 동시에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

형균열을 면적 균열률로 환산하는 균열률 산정 폭 기준

15cm를 적용한 D.T. 3의 결함 기준을 적용하여

D.T.(안)을 개선하 다.

4.3. 도로포장 정비예산 수립

Fig. 13의 D.T.를 사용하여 유지보수 공법이 결정되

면 유지보수 공법별 단가를 적용하여 정비예산을 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D.T.에 의하여 산정된 노후포장의

절삭 깊이 및 덧씌우기 두께는 노면결함만을 고려한 개

Fig. 14 Comparison of Rehabilitation Percentage 

between Decision Tree 1&2

Fig. 15 Comparison of Rehabilitation Percentage 

between Decision Tree 2&3

Table 2. Road Rehabilitation Criteria Applied to Decision 

Tree

Distress
Decision 
Tree 1

Decision 
Tree 2

Decision 
Tree 3

IRI
(m/km)

City Highway : Less than 6
The others : Less than 8

Percentage
crack
(CR, %)

CR ≤ 5
5 CR ≤ 10
10 CR ≤ 15

15 CR

CR ≤ 10
10 CR ≤ 15
15 CR ≤ 20

20 CR

CR ≤ 8
8 CR ≤ 15
15 CR ≤ 20

20 CR

Rutting
depth

(RD, mm)

RD ≤ 8,
8 RD ≤ 15,

15 RD

Crack
width
(cm)

15
3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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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인 설계로서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한 상세설계

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일부 구간에서는 절삭 깊이와 덧

씌우기 두께가 당초에 비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

하여 공사비도 변경될 수있다. 따라서 서울형 포장설계

법 적용 여부에 따른 공사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

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2016년도 노후포장

정비 시 서울형 포장설계법이 적용된 38개 구간에 대해

D.T.에서 설계법이 미적용된 단면두께와 설계법이 적

용된 단면두께의 차이를 분석하 다.

Fig. 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한 상세설계 결과는 서울형 포장설계법 미적용보다

평균 약 25mm 절삭 깊이 및 덧씌우기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T.에서 유지보수 공법 결정

절차만을 적용하여 산정된 결과에 단면두께를 25mm

증가시킬 경우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한 상세설계

결과와 유사하게 단면두께를 산정할 수 있어, 보다 정확

한 정비예산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 서울시의 보수공법 결정 체계의 문

제점을 분석하고 도로포장의 파손유형 및 파손량에 따

라 평탄성 관리, 예방적 유지관리, 노후포장 관리로 구

분하고 최적 유지보수 공법 결정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Decision Tree를 개선하 다. 개선된 D.T.는 노면의

파손유형과 파손량에 따라 유지보수 공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활용하는 상세설계 절차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행차로와 파손유형이 다른 버스정류장 및 교

차로와 같은 구간에 대한 단면설계 기준과, SMA 등과

같은 특수 혼합물을 적용할 경우의 설계단면 조정 기준

도 고려하여 함께 개선하 다.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 여부에 따른 정비예산 산정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 여

부에 따른 단면두께 비교₩분석을 수행하 으며 서울형

포장설계법 미적용 단면두께보다 약 25mm 증가시킬

경우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 단면두께와 유사하게 나

타나 예산(안) 수립 시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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