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fiber grid reinforcement on the long-term performance of asphalt pavement
overlaid on old concrete pavement by performing field investigation, laboratory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S : The reflection cracking, roughness, and rutting of fiber grid reinforced overlay sections and ordinary overlay sections were
compared. Cores were obtained from both the fiber grid reinforced and ordinary sections to measure bonding shear strength between the asphalt
intermediate and asphalt overlay layers. Fracture energy, displacement after yield, shear stiffnesses of the cores were also obtained by analyzing
the test results.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test results to validate the effect of the fiber grid reinforcement on long-term
performance of asphalt pavement overlaid on the old concrete pavement. The fatigue cracking and reflection-cracking were predicted for three
cases: 1) fiber grid was not used; 2) glass fiber grid was used; 3) carbon fiber grid was used.  

RESULTS : The reflection-cracking ratio of fiber grid reinforced sections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ordinary sections. The fiber grid
reinforcement also showed reduction effect on rutting while that on roughness was not clear. The reflection-cracking was not affected by traffic
volume but by slab deformation and joint movement caused by temperature variation. The bonding shear strength of the fiber grid reinforced
sections was larger than that of the ordinary sections. The fracture energy, displacement after yield, and shear stiffnesses of the cores of the fiber
grid reinforced sections were also larger than those of the ordinary sections.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atigue cracking of glass
or carbon fiber grid reinforced pavement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ordinary pavement. Carbon fiber grid reinforcement showed larger effect
in elongating the fatigue life of the ordinary overlay pavement compared to glass fiber grid reinforcement. The binder type of the overlay layer
also affected the fatigue life. The fiber grid reinforcement resisted reflection-cracking and the carbon fiber grid showed the greater effect. 

CONCLUSIONS : The results of field investigation, laboratory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showed that the fiber grid reinforcement had
a better effect on improving long-term performance of asphalt pavement overlaid on the old concrete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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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도로보수현황 집계 결과에 따

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 도로 유지보수비용으로 2조

7,689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년(2조 3,020억

원) 대비 4,66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KICT, 2016). 도

로 유지보수비용 중 약 27%의 금액인 7,604억 원이 포

장 보수비용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장 보

수비용의 50% 이상이 덧씌우기 포장 보수비용으로 지

출되고 있다(MOLIT, 2009).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어

느 정도 파손이 진행된 아스팔트 포장이나 시멘트 콘크

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포장 보수

공법으로,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노후화된 시멘트 콘크

리트 포장의 보수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아스팔트 덧씌

우기는 조기 교통개방의 장점이 있으나, 아스팔트와 콘

크리트 간의 재료 특성 차이로 인해 부착이 불량하여 파

손이 발생하거나 기존 콘크리트 슬래브의 온도거동 때

문에 줄눈부에 반사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

라서 지난 2006년에는 Fig. 1과 같이 탄소섬유와 유리

섬유를 느슨한 격자망 형태로 직조하고 아스팔트로 함

침한 토목섬유 보강재를 아스팔트포장 표층 하부에 설

치하여 아스팔트 포장체의 균열저항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섬유그리드 보강 덧씌우기 공법이 개발되어 2015

년 현재까지 136km의 달하는 구간에 시공되었으며 거

의 모든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유리섬유그

리드가 사용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섬유그리드 보강 덧씌우기 포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Kim

et al.(1999)은 아스팔트 덧씌우기의 반사균열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유리섬유 그리드로 보

강된 아스팔트 혼합물이 반사균열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 다. Doh et al.(2005)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에 발생하는 반사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기존 시

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경계면

에서 보강재의 부착 방법을 달리하며 실내실험을 수행

하 으며,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부착이 가장 효과적

인 것을 확인하 다. 또한 Yoo et al.(2016)은 TTI

Overlay Tester를 사용하여 섬유보강과 아스팔트 혼

합물의 반사균열 저항성을 평가하 으며, 아스팔트가

함침된 탄소섬유와 유리섬유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반사

균열 및 파손을 지연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 다. Park et al.(2009)은 섬유보강 아스팔트 덧씌

우기 포장의 부착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제안하 다.

국내에서 섬유그리드 보강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

법은 비교적 최신의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아스팔트 덧

씌우기 포장공법과의 장기적인 공용성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 위를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함침된

유리섬유그리드로 보강한 후 아스팔트로 덧씌운 구간과

일반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의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실내실험 및 구조해석을 통하여 공용성을 비교하 다.

2. 포장현황 조사

고속도로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 위를 아스팔트 컴파

운드로 함침된 유리섬유그리드로 보강한 후 아스팔트로

덧씌운 포장 구간과 일반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비교

구간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다. 먼저 2007년

에 시공된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관할의 호남선

(Route 25)의 순천방향과 양산지사 관할의 남해선

(Route 10)의 부산방향 섬유그리드 보강 아스팔트 덧씌

우기 포장 구간의 PMS 자료를 확보하 다. 자료가 확

보된 7개 구간 중 3개 구간은 재포장되었기 때문에 이

들을 제외하고 2차로에만 섬유그리드가 시공된 2개 구

간과 1차로와 2차로 모두에 섬유그리드가 시공된 2개

구간, 총 4개 구간을 섬유그리드 구간으로 선정하 다.

또한, 섬유그리드 구간 인근의 호남선 지선(Route 251)

과 천안논산선(Route 25)에서 동일한 시기에 시공되어

포장구조가 섬유그리드 덧씌우기 포장과 동일하고 교통

(a) Glass Fiber Grid

Asphalt
Impregnation

(b) Carbon Fiber Grid

Asphalt
Impregnation

Fig. 1 Type of Fib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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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상조건 등이 유사한 일반 덧씌우기 포장 2개 구간

을 비교구간으로 선정하 다.

Table 1에 고속도로 섬유그리드 보강 아스팔트 덧씌

우기 포장 구간과 일반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구간의

현황을 나타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섬유그리드 보강

덧씌우기 포장이 장기 공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실

무자들에게 인정되어 중차량 통행비율이 높은 최외측

차로(2차로)에 주로 시공되었다는 것이다.

3. 공용성 추적조사

현황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속도로 노후 콘크리트 포

장의 섬유그리드 보강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과 인근

의 일반 아스팔트 덧씌우기 비교구간의 PMS 자료를 사

용하여 재령과 교통량에 따른 균열, IRI, 러팅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 호남선(Route 25)에 시공된

2개 섬유그리드 구간(F-1, F-2)은 중차량 비율이 높은

최외측 차로(2차로)에만 시공되었으며 그 외 구간은 1차

로와 2차로에 모두 시공되었다. 2014년도에 촬 된

PMS의 노면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콘크리트포장

슬래브의 온도거동으로 인해 줄눈부의 덧씌우기 표층에

발생된 반사균열의 개수를 확인하 다. 일반 덧씌우기

구간에서 반사균열이 콘크리트포장 슬래브의 줄눈간격

과 동일한 6m 간격으로 다수 발생하 고, 섬유그리드

로 보강된 덧씌우기 구간에서는 반사균열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 다. Fig. 2는 섬유그리드 보강 덧씌우기

구간과 일반 덧씌우기 구간의 1km 당 발생한 반사균열

Overlay type
Beginning

point
Ending point

Length
(km)

Number of
lane

Daily traffic Construction 
year

Age
(years)

Relevant
laneAADT ESAL

Ordinary
(O-1)

Honam
Expressway
Branch Line
(Route 251)

+34.8k

Honam
Expressway
Branch Line
(Route 251)

+35.3k

1.0 4 10,839 767 2007 7 Lane 1, 2

Ordinary
(O-2)

Cheonan-
Nonsan

Expressway
(Route 25)

+9.1k

Cheonan-
Nonsan

Expressway
(Route 25)
+10.0k

1.8 4 6,716 475 2007 7 Lane 1, 2

Fiber grid
reinforced

(F-1)

Honam
Expressway
(Route 25)
+140.0k

Honam
Expressway
(Route 25)
+140.6k

0.6 4 8,293 587 2007 7 Lane 2

Fiber grid
reinforced

(F-2)

Honam
Expressway
(Route 25)
+149.9k

Honam
Expressway
(Route 25)
+150.2k

0.3 4 9,051 641 2007 7 Lane 2

Fiber grid
reinforced

(F-3)

Honam
Expressway
(Route 25)
+145.2k

Honam
Expressway
(Route 25)
+146.0k

1.6 4 9,051 641 2007 7 Lane 1, 2

Fiber grid
reinforced

(F-4)

Namhae
Expressway
(Route 10)

+7.7k

Namhae
Expressway
(Route 10)

+9.0k

2.6 4 5,141 364 2007 7 Lane 1, 2

Table 1. Information of Asphalt Overlay Pavement Sections

Fig. 2 Comparison of Number of Reflection Crack between 

Ordinary and Fiber Grid Reinforced  Pa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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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를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다. 아스팔트 컴파운드

로 함침된 섬유그리드로 보강한 덧씌우기 구간의 상당

부분이 중차량 비율이 높은 2차로에 시공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일반 덧씌우기 구간에 비해 반사균열이 적게 발

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에서는 누적교통량에 따라 발생한 반사균열의

개수를 비교하 다. 누적교통량은 일 교통량에 365일

과 공용년수를 곱하여 계산하 으며, 일 교통량은

ESAL값에 방향분배계수 0.5를 곱하고, 모든 구간이 왕

복 4차로이기 때문에 1차로에는 차로분배계수 0.2, 2차

로에는 0.8을 곱하여 계산하 다. 분석결과, 4개 구간

내 6개 차로의 섬유그리드 구간 모두 반사균열이 적게

발생한 반면 2개 구간 내 4개 차로의 일반 비교구간 중

2개 구간에서는 교통량에 상관없이 반사균열 개수가 많

이 관찰되었다. 덧씌우기 포장의 반사균열은 주로 기온

의 변화에 의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변형과 줄

눈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므로 반사균열의 개수와 교

통량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는 섬유그리드 구간과 일반 구간의 IRI를 비

교한 그래프이다. 대체로 중차량이 많이 통과한 2차로

의 IRI가 1차로보다 컸으며, 이로 인하여 2차로에 주

로 시공된 섬유그리드 구간의 IRI도 일반구간보다 약

간 크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섬유그리드가

중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외측 차로 2차로에 주로 시공

된 점을 감안할 때 이상의 결과로는 덧씌우기 포장의

평탄성에 미치는 섬유그리드 보강의 향은 판단하기

어려웠다.

Fig. 5에서는 섬유그리드 구간과 일반 구간의 러팅을

비교하 다. 러팅의 경우 1차로보다 2차로에서 훨씬 크

게 나타났고, 일반 구간의 러팅이 섬유그리드 구간보다

컸다. 섬유그리드가 중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외측 차로

(2차로)에 주로 시공된 점을 감안하면 노후 콘크리트 포

장 위를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함침된 섬유그리드로 보

강한 후 아스팔트로 덧씌우는 것이 러팅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되었다.

4. 부착전단강도 실험

섬유그리드 보강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의 구조해석

에 필요한 접착층과 덧씌우기 층 간의 부착 관련 물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내에서 부착전단강도 실험을 수행하

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와 아스팔트 덧씌우기

층 간에 강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코어링 작업 도중

대부분의 부착면에서 코어가 분리되어 실험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국도의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아스팔트로

덧씌운 현장에서 코어를 채취하고 실내에서 부착전단강

도 실험을 실시하여 기존 아스팔트층 상단과 덧씌우기

층 하단 사이의 파괴에너지, 항복 이후의 변위, 전단강

성을 획득하고 구조해석에 활용하 다.

4.1. 현장 코어링

Fig. 3 Comparison of Number of Reflection Crack 

according to Cumulative Traffic

Fig. 4 Comparison of IRI between Ordinary and 

Fiber Grid Reinforced Pavements

Fig. 5 Comparison of Rutting between Ordinary and 

Fiber Grid Reinforced Pa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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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그리드 구간에서 23개, 일반 구간에서 19개, 총

42개 코어를 채취하 다. 육안으로 파손이 없는 위치

에서 코어를 채취하 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일반 구간

에서 포장 내부가 파손되었거나 부착면이 분리된 시편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고 섬유그리드 구

간 22개와 일반 구간 7개의 코어에 대해서 실험을 실

시하 다. 각 코어의 채취위치 및 시료명은 Table 2와

같다.

4.2. 실내 실험

아스팔트 층간 부착전단강도에 대한 공인된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Leutner Shear Test에서는

50mm/min의 속도로 직경 150mm의 공시체에 하중을

가하여 전단강도를 측정하며, 0.85MPa의 전단강도를

기준으로 요구한다(Mohammad et al. 2012).

LISST(Louisiana Interlayer Shear Strength Test)

의 경우는 2.54mm/min의 속도로 직경 100mm의 공

시체에 하중을 가하여 전단강도를 측정하며 0.28MPa

의 전단강도를 기준으로 요구한다(Mohammad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앞서 온도 25℃, 습도

58%의 항온항습실에서 48시간동안 코어를 보관한 후

LISST 실험과 유사한 2mm/min의 재하속도를 사용

하여 부착면에 10mm의 상대변위가 발생할 때까지 전

단강도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Fig. 6에 보인 것과

같이 섬유그리드 보강 덧씌우기 구간과 일반 덧씌우기

구간에서 채취한 코어의 평균 부착전단강도는 각각

0.43MPa과 0.33Mpa로 측정되어 모두 본 연구와 유

사한 실험방법인 LISST의 기준보다 큰 값을 보 다.

부착전단강도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에 필요

한 입력변수의 값을 획득하 다. Fig. 7에 보인 것과 같

이 변위에 따른 부착전단응력의 변화를 삼각형 면적으

로 나타낸 파괴에너지, 항복점 이후 부착전단응력이 0

이 될 때까지의 변위, 그리고 실험 직후부터 항복점에

이를 때까지 변위에 대한 부착전단응력의 기울기인 전

단강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 8과 Fig. 9에 나타

냈다.

섬유그리드 구간의 파괴에너지는 평균 2.002N/mm으

로 일반 구간의 1.414N/mm보다 컸고 항복점 이후의 변

위도 6.421mm로 5.860mm의 일반 구간보다 크게 나타

났다. 전단강성 역시 0.168MPa/mm로 0,123MPa/mm

의일반구간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Table 2. Locations of Cores of Fiber Grid Reinforced 

and Ordinary Asphalt Overlay Pavements

Overlay
type

Route
no.

Location
Specimen

no.

Fiber grid
reinforced

21
Gunsan, Jeonbuk (Near Hoduck,

intersection) 
F1, F2

23
YeongKwang, Jeonnam (Near

Anmaeng Three-way Intersection)
F3, F4, F5

21
Yesan, Chungnam (Near

Geumsan Three-way Intersection)
F6, F7, F8,
F9, F10

32
Yesan, Chungnam (Near Bulwon

Intersection)
F11, F12,

F13

36
Cheongyang, Chungnam (Near

Euncheon Bridge)
F14, F15,

F16

21
Seocheon, Chungnam (Near

Hakuduk Intersection)
F17, F18,

F19

32 
Dangjin, Chungnam (Near Seoya

Three-way Intersection) 
F20, F21,

F22

Ordinary

23
YeongKwang, Jeonnam (Near

Anmaeng Three-way Intersection)
O1, O2,
O3

36
Cheongyang, Chungnam (Near

Euncheon Bridge)
O4, O5

21
Seocheon, Chungnam (Near

Hakuduk Intersection)
O6, O7

(a) Fiber Grid Reinforced Asphalt Overlay Pavements

(b) Ordinary Asphalt Overlay Pavements

Fig. 6 Bonding Shear Strength between Top of Existing 

Asphalt Layer and Bottom of Overla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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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해석

공용성 추적조사 결과, 섬유그리드 보강 아스팔트 덧

씌우기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에 비해 반

사균열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섬

유그리드 보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범용 유한요

소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피로균열과 반사

균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5.1. 피로균열 해석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336

Fig. 7 Acquisition of Bonding Properties from Test 

Results

(a) Fracture Energy

Fig. 8 Bonding Properties of FIber Grid Reinforced 

Asphalt Overlay Pavements

(b) Displacement after Yield

(c) Shear Stiffness

(a) Fracture Energy

Fig. 9 Bonding Properties of Ordinary Asphalt Overlay 

Pavements

(b) Displacement after Yield

(c) Shear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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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덧씌우기층의 피로균열은 차량하중의 충격

에 의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존재하는 줄눈이

나 균열이 덧씌우기층으로 전파되어 표면에 나타난 균

열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표층 50mm, 접착층 30mm, 콘크리트

슬래브 220mm, 그리고 린 콘크리트 보조기층 150mm,

노상 800mm로 구성하여 Fig. 10과 같이 폭(y축)

3.6m, 길이(x축) 6m, 깊이(z축) 1.25m로 포장체를 모

형화하 다. 슬래브는 줄눈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3m씩

모형화 고 섬유그리드는 표층과 접착층 사이에 위치하

도록 하 다.
모든 포장층에 3차원 2차 저감적분 고체요소인

C3D20R을 적용하 고, 섬유그리드에는 멤브레인 요소

인 MBD4R을 적용하 다. 또한 섬유그리드를 최적으로

표현하기위해서극히작은강성을갖는멤브레인요소에

Rebar를 합성하고 Rebar에 섬유그리드의 물성을 부여

하 다. 섬유그리드의 물성은 Kim and Buttlar(2002),

Kim et al.(2009), Jo et al.(2004)의 연구 결과를 참고

하여Table 4와같이적용하 다.

덧씌우기층의 아스팔트재료는 도로포장구조설계 해설

서를 참고하여 입도 13mm(PG 64-22), SMA

13mm(PG 64-22), PSMA 13mm(PG 76-22)와 기층용
Fig. 10 Finite Element Model for Analysis of Fatigue 

Crack

Material Property Value Note 

Asphalt
(Overlay layer +
Adhesive layer)

Elastic modulus, MPa 136 -

Poisson's ratio 0.35 -

Density, ton/m3 2.3 -

Visco-plastic model coefficient A 5×10-5

Viscoplastic model
Visco-plastic model coefficient n 0.8

Visco-plastic model coefficient m -0.1

Concrete slab
Elastic modulus, MPa 28,000 -

Poisson's ratio 0.18 -

Lean concrete
Elastic modulus, MPa 15,000 -

Poisson's ratio 0.2 -

Subgrade

Elastic modulus, MPa 50 -

Poisson's ratio 0.3 -

Density, ton/m3 1.9 -

Membrane
Elastic modulus, MPa 1

Tension stiffness only

Poisson's ratio 0.18

Glass fiber grid
Elastic modulus, MPa 70,000

Tensile strength, kN/m2 1,100

Carbon fiber grid
Elastic modulus, MPa 240,000

Tensile strength, kN/m2 1,780

Table 4. Material Properties for Finite Element Model (Kim and Buttlar, 2002; Kim et al., 2009; Choi et al., 2009; 

Fang et al., 2004; Jo et al., 2004; Lim et al., 2010)

Table 3. Elastic Modulus of Asphalt by Temperature 

(MOLIT, 2011)

Temper
ature, ℃

Elastic modulus, MPa

Overlay layer Base layer

Dense graded
13mm

PG 64-22

SMA13mm
PG 64-22

PSMA 13mm
PG 76-22

25mm
PG 64-22

-10 8,528 24,013 19,684

6,66920 3,372 6,346 9,301

55 462 1,381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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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m(PG 64-22)를 적용하 다. 모두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혼합물이며, 입도 13mm는국도아스팔트포

장, PSMA 13mm는 고속도로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적

용되고 있다. 아스팔트의 탄성계수는 Table 3과 같이

봄, 가을에는 20℃, 겨울에는 -10℃, 여름에는 55℃의

온도에 해당하는 탄성계수를 각각 적용하 다(MOLIT,

2011). 표층으로부터 깊이 100mm를 넘으면 포장의 온

도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가정하여 기층에는 계절에 상관

없이 동일한 탄성계수를 적용하 다. Table 4에 보인 덧

씌우기층의 나머지 물성과 접착층, 콘크리트 슬래브, 린

콘크리트 보조기층, 노상의 물성과 함께(Lim et al,

2010) 실내 부착전단강도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Table 5

의부착면의특성을모형에적용하 다.

해석모형의 종(x축)방향과 횡(y축)방향의 변위를 구

속하 으며, 노상층 하부는 무한요소로 처리하 다. 기

존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 5mm의 줄눈으로부터 상부의

아스팔트 덧씌우기층으로 균열이 전파되도록 정의하고

80kN의 등가단축하중을 줄눈 상부의 덧씌우기층 표면

에 재하하 다. 선형 탄성해석으로 아스팔트포장의 피

로 손상도를 산정하는 한국형 포장설계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모형에 대한 선형 탄성해석을

수행하고 줄눈 위치에서 덧씌우기층 하부의 인장변형률

을 예측하 다. 인장변형률을 실내실험 결과로부터 제

안된 Eq. (1)의 피로모형에 대입하여 재령에 따른 피로

손상을 계산하 다(MOLIT, 2010). 섬유그리드로 보강

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과 일반 아스팔트포장에 대

해서 Eq. (1)의 일반 아스팔트포장의 피로모형을 동일

하게 적용할 경우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섬

유그리드 보강 여부에 따라 해석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인장변형률이 다르므로 피로손상에 대한 단순한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호남선(Route 25) AADT

의 평균을 ESAL로 환산한 800대를 교통량으로 가정하

고, 섬유그리드로 보강한 경우와 섬유그리드를 사용하

지 않은 경우의 피로손상을 비교하 다.

여기서, 는 아스팔트층의 총 두께, 는 아스팔트

층 하단의 수평인장변형률, 는 아스팔트층의 동탄

성계수, 는 혼합물 특성 계수이다. 또한 아스팔트 덧

씌우기 포장의 피로균열은 하부에서 상부로 전파되므로

상향균열에 해당하는 Eq. (2)의 모형을 적용하 다.

Fig. 11은 입도 13mm(PG 64-22), SMA 13mm(PG

64-22) 그리고 PSMA 13mm(PG 76-22)를 덧씌우기용

아스팔트로 각각 사용하 을 때 섬유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리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탄소

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우의 재령에 따른 누적 피로손상

의 증가를 비교한 것이다. 섬유그리드 보강 없이 입도

13mm(PG 64-22)의 아스팔트로 덧씌운 포장은 2년 이

내에 손상도가 1에 도달하 다. 하지만 섬유그리드를 사

용하자 포장수명이 크게 증가하 으며 탄소섬유그리드

의 효과가 유리섬유그리드보다 크게 나타났다. SMA

13mm(PG 64-22) 및 PSMA 13mm(PG 76-22)를 사용

한 경우 입도 13mm(PG 64-22)를 사용했을 때보다

포장수명이 크게 증가하 으며 PSMA 13mm(PG 76-

22)의 효과가 SMA 13mm(PG 64-22)보다 크게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탄소섬유그리드와 PSMA 13mm(PG

76-22)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포장수명이 가장 크게 증

가한것으로나타났다.

Case
Shear strength

(MPa)
Fracture energy

(N/mm)
Shear stiffness

(MPa/mm)
Friction coefficient 

Overlay layer
-

Adhesive layer

Fiber grid 0.43 2.002 0.168 0.5

No fiber grid 0.31 1.414 0.123 0.5

Adhesive layer - Concrete slab - - - 0.5

Table 5. Bonding Properties between Pavement Layers

(1)

(2)

(a) Dense Graded 13mm(PG 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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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반사균열 해석

콘크리트포장의 줄눈이 온도변화에 의해 움직일 때 상

부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층으로 전파되는 반사균열을 해

석하 다. 해석 모형은 Fig. 10과 같이 피로균열 해석모

형과 동일하게 폭 3.6m, 길이 6m(양쪽 슬래브 각 3m),

깊이 1.25m로 결정하고, 표층 50mm, 접착층 30mm, 콘

크리트 슬래브 220mm, 린 콘크리트 보조기층 150mm,

노상 800mm로 모형화하 다. 섬유그리드는 표층과 접

착층 사이에 위치하 으며, 양쪽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

의 초기 줄눈폭은 5mm로 가정하 다. 모든 포장층에 3

차원 2차 저감적분 고체요소인 C3D20R을 사용하고, 격

자 모양의 섬유그리드에는 멤브레인 요소인 M3D4R를

사용하 다. 격자 형태의 그리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강

성이 매우 작은 멤브레인 요소에 Rebar를 합성하고

Rebar에 섬유그리드의 물성을 적용하 다. Fig. 12와

같이 양쪽 슬래브 사이의 줄눈의 움직임 때문에 덧씌우

기층의 하부에서 상부로 전파되는 균열을 해석하기 위해

서 부착면 모형(CZM : Cohesive Zone Model)을 사용

하 다. 줄눈을 중심으로 하는 2개 슬래브 사이의 하중

전달장치는 스프링으로 모형화하고 하중전달률이 약

85%가되도록스프링의강성을정의하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균열은 주요 구성 재료인 아스팔

트 바인더의 점탄성 때문에 시간과 온도에 복합적인

향을 받는다(Seo, 2008). 따라서 아스팔트의 시간에 따

른 응력 방정식과 시간-온도 중첩 원리를 이용하여 덧

씌우기층의 반사균열을 모사하 다. 아스팔트의 선형

점탄성 구성 방정식은 Eq.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addad, 1995).

여기서, 는 시간에 따른 응력, 는 하중재하 시

점의 초기변형률, 는 변형율, 는 현재시간, 는 하

중재하 시점의 시간, 는 응력이완계수로서 Eq. (4)

와 같다.

여기서, 는 초기 접선 탄성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응력이완계수 에는 ABAQUS에서 지

원하는 Prony 급수 형태의 Generalized Maxwel 모형

을 사용하 고(Tschoegl, 1989), 모형의 매개계수 와

에는 Table 6과 같이 Kim and Buttlar(2009)의 연

(b) SMA 13mm(PG 64-22)

(c) PSMA 13mm(PG 76-22)

Fig. 11 Results of Fatigue Crack Analysis

Fig. 12 Concept of Propagation of Crack in Asphalt 

(Kim and Buttlar, 2009)

(3)

(4)

Table 6. Coefficient of Stress Relaxation for Viscoelastic 

Analysis

Relaxation modulus parameters

(GPa) (s)

1 3.4 12

2 3.4 162

3 5.9 1,852

4 6.8 17,476

5 6.1 46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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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참고하 다. 

시간-온도 중첩 원리는 점탄성 재료의 거동을 결정하

는 시간과 온도를 하나의 감쇠 시간 로 합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열유변학적으로 단순한(Thermo

Rheologically Simple, TRS) 고분자 재료의 고유한 특

성으로 간주된다. Eq. (3)과 같은 점탄성 모형은 시간의

함수로서 특정 온도에서의 곡선을 기준 곡선으로 하고

등가의 시간 개념인 감쇠 시간을 사용하여 다양한 온도

에서의 재료의 거동을 나타낼 수 있다. Eq. (5)는 시간-

온도 중첩의 원리에 의해 시간 와 감쇠 시간 의 관계

를나타낸것으로Eq. (3)에시간 대신감쇠시간 을

적용하면 기준 온도 를 기준으로 다양한 온도에 대한

점탄성거동을설명할수있다.

여기서, 는 온도-시간 이동 인자로서 기준 온도

일 때의 응답함수에 대하여 새로운 온도 일 때의

응답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Williams-Landle-Ferry(WLF) 방정식인 Eq. (6)을

None Glass Fiber Grid Carbon Fiber Grid

(a) 6℃ Drop

None Glass Fiber Grid Carbon Fiber Grid

(b) 9℃ Drop

None Glass Fiber Grid Carbon Fiber Grid

(c) 10℃ Drop

Fig. 13 Propagation of Reflection Crack by Temperature Drop at Slab Bottom

None Glass Fiber Grid Carbon Fiber Grid

(d) 11℃ Dr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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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를 나타냈다(Williams et al., 1955).

여기서, 과 는 실험으로부터 얻는 회귀계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5.929, =148.782를 적용하고 기

준 온도 에는 -20℃를 사용하 다. 부착면 모형의

균열면에 대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3.56MPa, 파괴에너지는 0.4N/mm로 정의하 다(Kim

and Buttlar, 2009).

Fig. 10에서 보인 해석 모형의 종(x축)방향과 횡(y축)

방향 변위를 구속한 후 0℃의 포장체에 대해서 약 7시

간 동안 덧씌우기층 표면의 온도를 -25℃까지 떨어뜨

리는 방법으로 깊이에 따른 포장체 전체의 온도구배가

최대 -0.053℃/mm가 되도록 모사하여 균열의 전파를

확인하 다(MOLIT, 2014; Kim and Buttlar, 2009).

Fig. 13에서는 포장체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섬유그

리드 보강 방법별로 발생한 반사균열의 전파 경향을 확

인하 다. 슬래브 하부의 온도가 6℃까지 내려가자 섬

유그리드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접착층 하

단에서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하 다. 슬래브 하부의 온

도가 9℃ 내려가자 섬유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는 덧씌우기층 표면 근처까지 균열이 전파되었고 섬유

그리드로 보강한 경우에는 섬유그리드의 위치까지 균열

이 전파되었다. 슬래브 하부의 온도가 10℃ 내려가자

섬유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덧씌우기층 표면까

지 균열이 전파되어 파괴되었고 유리섬유그리드를 사용

한 경우는 덧씌우기층 표면 근처까지 균열이 전파되었

으며 탄소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우는 여전히 섬유그리

드 근처에서 균열이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슬래브 하부

의 온도가 11℃ 내려가자 유리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

우에도 덧씌우기층 표면까지 균열이 전파되어 파괴되었

고 탄소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우는 덧씌우기층 표면

근처까지 균열이 전파되었다.

Fig. 14는 포장체 온도 하강에 따른 덧씌우기층 표면

의 반사균열 폭의 증가를 섬유그리드 유형에 따라 비교

한 것이다. 섬유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슬래브 하

부의 온도가 약 9℃까지 하강하자 덧씌우기층 표면까지

균열이 전파되었다. 유리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 10℃, 탄소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 12℃의

슬래브 하부 온도가 하강하자 균열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씌우기층에 반사균열이 발생한 이

후에도 온도에 따른 균열폭의 증가율은 섬유그리드로

보강한 경우가 섬유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작게 나타났다. 또한 유리섬유그리드보다는 탄소섬유그

리드를 사용한 경우가 균열제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후된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아

스팔트 컴파운드로 함침된 섬유그리드로 보강한 후 아

스팔트로 덧씌운 구간과 일반 아스팔트로 덧씌운 비교

구간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 구간의 PMS

자료와 노면 상을 분석하여 파손현황을 비교하 다.

실내 부착전단강도 실험을 수행하여 부착면의 물성을

획득하 으며, 섬유그리드 보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섬유그리드 보강 덧씌우기 포장과 일반 덧씌우기

포장의 피로균열 및 온도균열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

하고 거동을 비교하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고속도로의 섬유그리드 덧씌우기 구간과 일반 덧씌

우기 구간의 반사균열 개수를 비교한 결과, 중차량

비율이 높은 2차로에 시공된 그리드구간의 대부분이

차로에 관계없이 시공된 일반 덧씌우기 구간보다 반

사균열이 적게 발생되었다. 하지만 반사균열은 주로

기온변화에 의한 기존 콘크리트 슬래브의 변형과 움

직임 때문에 발생하므로 반사균열 개수와 교통량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고속도로 그리드구간과 일반구간의 IRI를 비교한 결

과, 그리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1차로보다는 중차

량이 많은 2차로의 IRI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

향으로 2차로에 주로 시공된 그리드구간의 IRI도

일반구간보다 크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포장 평

(6)

Fig. 14 Crack Width at Overlay Surface according to 

Temperature Drop at Slab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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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에 미치는 섬유그리드의 향은 정확하게 판단

하기 어려웠다. 러팅은 1차로보다 2차로에서 훨씬 컸

고 그리드구간의 러팅은 일반구간보다 약간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섬유그리드가 2차로에 주로 시공되

었으며 그리드구간의 러팅이 작았기 때문에 섬유그

리드 보강이 러팅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공용

수명의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3. 부착전단강도 실험을 수행하여 구조해석에 필요한 입

력변수의값을획득하 다. 섬유그리드구간의파괴에

너지는 평균 2.002N/mm으로 일반 구간의

1.414N/mm보다 컸고 항복점 이후의 변위도

6.421mm로 5.860mm의 일반 구간보다 크게 나타났

다. 전단강성역시 0.168MPa/mm로 0,123MPa/mm

의일반구간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4. 기존 콘크리트포장을 섬유그리드로 보강하고 덧씌웠

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명이 증진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탄소섬유그리드가 유리섬유그리드보

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그리드로 보강되

지 않고 일반 13mm/PG 64-22의 아스팔트로 덧씌

운 기존 콘크리트포장의 손상도가 모두 2년 안에 1에

가까워져 재시공이 필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

유그리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SMA 13mm/PG

64-22 및 PSMA 13mm/PG 76-22의 고급 아스팔

트를 표층에 시공하면 손상도가 1에 도달하는 시기

가 늦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13mm/PG

64-22의 아스팔트로 덧씌우더라도 섬유그리드를 사

용하면 수명이 늘어났으며 탄소섬유그리드의 경우에

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섬유그리드와 SMA

13mm/PG 64-22 및 PSMA 13mm/PG 76-22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포장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 경우에도 탄소섬유그리드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덧씌우기층 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섬유그리드

보강에 따른 반사균열 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슬래

브 하부의 온도가 6℃ 내려가자 섬유그리드 사용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접착층 하단에서 균열이 발생

되기 시작하 고, 슬래브 하부의 온도가 9℃ 내려가

자 섬유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덧씌우기

층 표면 근처까지 균열이 전파되었다. 유리섬유그리

드를 사용한 경우는 10℃, 탄소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우는 12℃ 내려가자 덧씌우기층 표면까지 균열이

전파되었다. 표층 전체 깊이에 걸쳐 균열이 발생한

이후 온도에 따른 균열의 벌어진 폭도 섬유그리드를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섬유그리드가 반사균열에 저항하는 것

을 확인하 고, 특히 탄소섬유그리드의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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