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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섬유로 보강된 아스팔트 포장의 RBSN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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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simple and efficient two-dimensional rigid-body-spring network model able to accu-
rately estimate the fractural behavior of civil fiber reinforced pavements. The proposed rigid-body-spring network 
model, denoted as RBSN model, considers civil fiber reinforcing materials using the beam elements and link spring 
elements. The RBSN method is able to model collapse due to asphalt crushing and civil fiber slip. The RBSN model 
is used to predict the applied load-midspan deflection response of civil fiber retrofitted asphalt specimen subjected to 
the three-point bending. Numerical simulations and experimental measurements are compared to based on tests avail-
able in the literature. The numerically simulated responses agree significantly with the corresponding experimental 
results until the maximum load. However, It should be mentioned that, in order to more accurately predict the post- 
peak flexural behavior of the civil fiber retrofitted asphalt pavement, development of the advanced model to simulate 
the slip relationship between civil fiber and asphalt is required.
Key Words : rigid-body-spring network model, civil fiber, asphalt pavement, flexural behavior, reinforcement

1. 서 론*

포장체의 파손은 설계 수명 이전에 주로 발생하

고 이로 인한 도로포장의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

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장체의 파손형태는 

주변 환경조건 및 반복 교통하중조건에 의한 소성

변형, 피로균열, 반사균열, 온도균열 등에 의해 나

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재료인 

아스팔트와 골재를 개선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기존 
포장체에 포장섬유와 같은 보강재료 등으로 보강

하여 내구성 및 균열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균열 저항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와이

어 메쉬(wire mesh)나 망상 금속판(expanded metal) 
등의 금속 보강재로 보강한 아스팔트 포장체의 경

우, 균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시
간경과에 따라 아스팔트와의 계면 접착력의 저하,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shhan@chungbuk.ac.kr

재활용성 등에 있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1).
최근 사용빈도가 높은 토목섬유(civil fiber)의 경

우, 수직 압축응력의 감소 및 변형 억제 효과를 나

타내고 있으며 피로수명의 연장이 가능하다. 토목

섬유 보강 시 비보강에 비하여 약 8배 정도의 피로

수명 증가를 나타내며, 토목섬유 그리드 망의 크기

가 작을수록 균열 저항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양성철 등5)은 파괴역

학에 기초한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고 포장섬유의 

탄성계수 및 하중조건 등을 변화시켜 균열저항특

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토목섬유를 대상으로 한 

균열 저항성과 내구성 등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기법으로는 연속체 역학 및 파괴역학에 기초한 유

한요소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포

장체에 나타나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을 시뮬레

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유
한요소법의 단점들 즉, 균열이후의 요소의존성 및 

응력경화(stress locking)로 인한 부적절한 파괴응답

을 제거할 수 있는 이산균열모델에 기초한 개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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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6-8).
본 논문에서는 포장체에 대한 토목섬유의 균열 

저항성 및 토목섬유의 보강효과를 해석적으로 분

석,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별요

소법의 일종인 강체-스프링 모델(Rigid-Body-Spring 
Network, 이하 RBSN)9)을 기반으로 토목섬유와 포

장체의 계면특성을 묘사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제

안하고 보강된 포장 실험체에 대한 균열진전 특성

을 분석하여 토목섬유의 보강효과를 평가하였다. 또
한, 포장체 해석에 대한 RBSN 모델의 적용성과 해

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강체-스프링 모델

2.1. 개요

일반적으로 불균질의 (준)취성재료에 대한 균열 

및 파괴위치 등 그 파괴기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

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유한요소법을 비롯

한 많은 수치적 해석방법들이 (준)취성재료의 파괴

거동해석에 사용되었으나 부적절한 모델형성 및 요

소의존성 등 많은 한계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9). 
RBSN 모델은 개별요소법의 일종으로 체눈형성이 

비교적 자유롭고 계산과정이 단순하며 파괴형상을 

실제와 가깝게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BSN 
모델은 Kawai10)에 의해 제안된 강체-스프링모델에 

기초한다. 해석대상을 유한개의 강체로 분할하고 각 
요소의 경계면을 길이가 0인 스프링들로 연결하여 

스프링의 변형에 의해 내력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

나 이들 강체들은 해석대상이 변형하여도 여전히 

강체로 남아 있게 된다. 해석대상의 변형은 각 셀

들에 결합된 스프링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외부하중

Fig. 1. Voronoi region.

Fig. 2. Rigid-Body-Spring Network(RBSN).

의 증가에 따라 강체들은 분리되거나 겹쳐질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강체 형상은 Fig. 1에 나타낸 Voro-
noi diagram에 의해 묘사되며 강체 자유도는 강체

의 중심에서 정의된다. Delaunay 삼각형 요소의 무

게중심을 연결하여 하나의 Voronoi 강체 요소가 형

성된다. 따라서 각 강체를 구성하는 절점은 임의의 

개수를 가지는 강체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 Fig. 2
에 Voronoi영역을 구성하는 구성인자들을 나타내

었다. 수직, 접선, 회전스프링들로 구성된 하나의 

스프링 집합은 수직강성(kn), 접선강성(kt), 회전강성

(kφ) 등을 가지며 식 (1) 및 (2)와 같이 셀 중심간 

거리(h)와 셀 경계의 길이(l )로 간단히 표현된다.

kn = kt = Etl / h (1)

kφ = El2 / h (2)

여기서, E는 재료의 탄성계수, t는 강체의 두께

를 나타낸다.

2.2. 재료구성모델

2.2.1. 인장응력-변형률 모델

강체 경계면상의 수직 및 전단 스프링에 대한 인

장, 압축, 전단-슬립거동 등을 적절히 묘사하기 위

해 다양한 재료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먼저, 압축응력-변형률 관계는 선형적인 것으

로 가정하였다. 인장응력-변형률 모델은 Fig. 3에 도

시한 것과 같은 (준)취성재료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

는 bi-linear모델을 사용하였다. 균열발생 직후의 인

장응력-변형률 관계는 식 (3)～(5)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ft는 재료의 인장강도, Gf는 인장파괴에너

지, ɛ tu는 극한파괴변형률 그리고 h는 재료의 특성

길이를 나타내며 α, β, κ는 균열발생 이후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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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nsion Properties for quasi-brittle materials.

을 지배하는 재료인자이다.

ft1 = αft (3)

ɛ  
 (4)

ɛ  
 (5)

2.2.2. 전단응력-변형률 관계

접선방향의 전단스프링에 대해서는 Saito11)가 제

안한 Mohr-coulomb 파괴기준을 적용하여 전단전

달기구를 모델링하였다(Fig. 4(a)). 전단 균열면에서

의 전단응력-변형률관계는 Fig. 4(b)에 도시한 것과 

같이 식 (6)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전단항복강도 이

후의 전단응력감소는 식 (7)과 (8)에 의해 모델링

하였다.
여기서, G는 전단강성, λ는 손상정도를 나타내

는 재료인자 그리고 τf는 재료의 전단강도를 나타

낸다.

τ = (1 - λ)Gγ (6)













 ≤















 

(7)

γ 0 = τf / G (8)

2.3. 모드 I 파괴 모델

RBSN 모델에서의 모드 I 파괴는 내부 스프링의 

강도와 강성 저하에 의해 시뮬레이션될 수 있다. 
RBSN 모델에서는 균열띠 이론12)에 기초하여 모드 

I 파괴를 묘사한다. 이 때 강체요소면의 국소좌표에 
대한 균열수직방향 θR을 이용하여 Fig. 5에 도시한 

것과 같이 균열띠의 폭을 계산한다.

(a) Mohr-Coulomb criterion

(b) Quasi-brittle material
Fig. 4. Material model.

Fig. 5. Crack band model.

그리고 평균 인장응력은 식 (9)에 의해 계산된

다. 여기서, FR는 스프링에 발생한 합력이다. 또한, 
균열변형률 ɛcr는 식 (10)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ω는 스프링 변형량의 θR방향으로의 변형

량, 즉, 모드 I 균열폭을 나타낸다.

 cos
 (9)

ɛ 
 (10)



한상훈, 곽소신, 권용길, 홍기남

Journal of the KOSOS, Vol. 25, No. 2, 201050

2.4. 토목섬유 보강재의 모델화

일반적으로 포장체와 보강재의 부착성능은 균열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계면을 따라 발생하는 

반사균열은 보강재의 성능을 감소시키며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RBSN모델에서 토

목섬유 보강재는 강체의 기하학적 형상 및 위치와 

무관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강재는 보요

소로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동 및 회전 자

유도를 갖는다. 토목섬유 보강재와 포장체의 경계

면 거동은 토목섬유를 따라 위치한 비선형 연결요

소(linkage element)의 거동에 의해 결정된다(Fig. 6 
참조). 본 연구에서는 포장체와 토목섬유 사이의 경

계면 부착-슬립(slip) 거동을 Fig. 7 및 식 (11)～(13)
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각각의 토목섬유 보강

재는 고유의 계면특성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보강재의 슬립폭을 달리하기 위해 슬립

과 관련한 재료인자 A와 B를 도입하였다. (준)취성 

재료의 경우, A는 0.2, B는 0.4를 사용한다. 여기서, 
s는 경계면의 슬립량, T는 보강재의 두께를 나타

낸다. 또한, ρ는 재료상수, Fr는 재료의 강도를 나

타낸다13).

 
exp

 


 ≤≤ (11)

 max max
  ≤≤ (12)

 max ≤ (13)

3. 해석모델

3.1. 3점 휨실험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RBSN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고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토목섬유 보

강 포장체에 대해 비선형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14)는 토목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휨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0℃의 온도

에서 포장 실험체에 대해 3점 휨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때 토목섬유는 탄소섬유 

그리드와 유리섬유 그리드가 사용되었다. 보강 아

스팔트 포장 실험체는 표층 40mm, 기층 20mm의 

단면으로 구성되며, 표층과 기층사이에 보강섬유 

그리드가 매설되었다. 실험체의 크기는 길이 350 
mm, 두께 50mm이며, 실험 전에 실험체 중앙 밑면

에 깊이 20mm, 폭 2mm의 노치를 형성하였다. 실

Fig. 6. Continuous fiber reinforcement with zero-size link ele-
ments.

Fig. 7. Bond stress - slip relationship for zero size link.

험진행은 50mm/min의 속도로 일정한 변위를 재하

하여 실험체가 파괴될 때까지 하중 및 수직변위를 

측정하고 보강섬유별 휨 저항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종류의 토목섬유로 보강한 

실험체를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8에 실

험체의 제원과 경계조건을 도시하였다. Fig. 9에는 

Voronoi diagram를 이용하여 생성한 강체요소의 

체눈형상을 나타내었다. 총 2,129개의 강체요소와 

6,078개의 스프링을 이용하여 체눈을 생성하였다.

Fig. 8. Experimental set up and geometry of specimen.

Fig. 9. Computational mesh for 3-point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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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재료
탄성계수

(GPa) 포아송비
인장강도

(MPa)
파괴에너지

(N/mm)

 # 1 24.1 0.35 3.9 0.55

 # 2 34.5 0.40 5.5 0.64

Glass grid 17.0 0.35 - -

Carbon grid 39.0 0.35 - -

3.2. 재료 특성

참고문헌 14)에는 표층과 기층의 인장강도와 파

괴에너지에 대한 실험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포장체의 인장강도와 파괴에

너지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에 해

석에 사용된 재료특성 값들을 나타내었다. 유리섬

유와 탄소섬유는 선형탄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으며, 표층과 기층의 압축거동 또한 선형탄

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해석결과

4.1. 하중-변위 관계

4.1.1. 무보강 실험체

본 연구에서는 섬유보강 아스팔트 포장체에 대한 
RBSN모델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무보강 아스팔트 포장 실험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였다. 비선형 해석기법으로는 변위제어에 기초한 
Newton-Raphson법을 사용하였다. 해석을 통해 얻은 
무보강 아스팔트 포장 수직하중-수직변위 관계를 

참고문헌 14)에 제시된 실험결과와 함께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은 RBSN 모델이 무보강 포장 

실험체의 거동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RBSN 모델은 FEM 모델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최대하중 이후의 파괴거동을 매우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Fig. 1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RBSN 모델을 통한 해석에서 균열은 초

기균열 위치에서 하중가력 방향으로 하나의 주균

열만이 발생하여 해석종료 시까지 성장하여 실험결

과와 유사한 파괴거동을 보였다.

4.1.2.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보강 실험체

토목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체는 모드 I 파괴가 

지배적으로 발생하므로 식 (3)～(5)의 재료 인자만

을 α=0.001, β=0.55, κ=1.0로 변경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유리섬유와 탄소섬유의 

계면특성을 결정하는 재료인자는 Table 2에 나타내

Fig. 10.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or non-retrofitted 
specimen.

Table 2. Material parameters for bond-slip of grid

유리섬유 카본섬유

 A 0.2 0.2

 B 0.8 0.4

ρ 0.4 0.6

었다. RBSN 모델을 통한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유

리섬유와 탄소섬유로 보강한 아스팔트 포장 실험

체에 대한 하중-변위 관계를 실험결과와 함께 Fig. 
11과 Fig. 13에 각 각 나타내었다. 또한, 최종 균열

양상을 Fig. 12와 Fig. 14에 나타내었다.
Fig. 11은 RBSN 모델이 유리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체의 최대하중과 최대하중 시의 변위를 적절

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대하

중 이후의 거동에 있어서 실험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RBSN 모델은 최대하중 이후 하

중이 감소하지 않고 3.3kN 부근에서 일정하중으로 

수렴하는 거동을 나타낸 반면, 실험결과는 급격하

게 하중이 감소하는 취성적인 파괴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스팔트 모체와 유

리섬유 그리드 사이의 부착-슬립 모델의 오차로 인

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 보강섬유와 아스팔트 모

체 사이의 부착거동을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

로운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Fig. 13은 RBSN 모델이 탄소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체의 초기 강성을 다소 과대평가 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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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or glass-grid.

Fig. 12. Crack pattern for glass-grid.

보이고 있다. 그러나, RBSN 모델은 유리섬유 보강 

실험체와 같이 최대하중까지의 아스팔트 포장체의 

휨거동을 비교적 적절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Fig. 13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하중 이후 거동에 있어서 탄소섬유 보강 아

스팔트 포장 실험체의 경우도 유리섬유 보강 아스

팔트 포장 실험체와 유사하게 RBSN 모델은 하중

이 3.5kN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 수렴하는 거동을 

나타낸 반면, 실험결과는 1.1kN까지 급격하게 하중

이 감소하다가 수렴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BSN 모델에 적용된 부

착-슬립 모델이 실제 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체의 
부착성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판단

된다.
즉, 아스팔트와 보강섬유 부착면의 부착력 증가

는 섬유보강 아스팔트 포장의 균열분산효과를 증

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압축력

을 받는 아스팔트 포장체의 단면적이 증가하여 부

재 전체의 터프니스가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리섬유 보강재뿐만 아니라 탄소섬유 보

강재의 경우에도 적절한 실험을 통해 보강재와 아

스팔트 계면에서의 부착-슬립 거동을 적절하게 예

측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Fig. 13.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or carbon-grid.

Fig. 14. Crack pattern for carbon-grid.

RBSN 모델을 통해서 도출된 유리섬유와 탄소

섬유로 보강된 아스팔트 포장 실험체의 최종균열

양상을 Fig. 12와 Fig. 14에 각각 나타내었다. 유리

섬유와 탄소섬유 모두 초기균열 대비 균열진전에 

따른 균열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토목섬유 보강재의 길이방향 변형률

Fig. 15에 RBSN 모델을 통해서 도출된 보강 아

스팔트 포장체의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보강재의 

인장변형률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최대하중 발

생 시 각 보강섬유에 발생한 변형률을 길이방향 위

치별로 나타낸 것이다. 유리섬유 보강재의 경우에

는 탄소섬유 보강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형률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유리섬유 보강재의 변형률은 초기균열이 발생

한 위치에서 국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탄소섬

유 보강재의 변형률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분

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토목섬유 자체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큰 

탄소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체의 변

형을 감소시키며, 변형률 국소화 현상을 저감시키

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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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xial strain distribution for carbon & glass fiber.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BSN 모델을 이용하여 토목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 실험체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RBSN 모델은 무보강 아스팔트 포장실험체의 

휨거동을 매우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RBSN 모델은 최대하중까지는 토목섬유로 보

강된 아스팔트 포장체의 휨거동을 매우 적절하게 

예측하였다.
3) RBSN 모델은 토목섬유로 보강된 아스팔트 포

장체의 post-peak 영역에서의 수렴하중을 실험결과 

보다 매우 크게 예측하였다. 이는 RBSN 모델에 사

용된 부착-슬립모델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RBSN 모델을 이용하여 토목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체의 보다 정확한 post-peak 영역의 

휨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부착-슬립 모

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4) 포장섬유 자체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큰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체의 변형을 

감소시키며, 변형률 국소화 현상을 저감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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