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Pavement Management System contains the data that describe the condition of the road. Under limited budget, the data can be
utilized for efficient plan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ixed integer program model that maximizes remaining durable years
(or Lane-Kilometer-Years) in road maintenance planning.

METHODS : An optimization model based on a mixed integer program is developed. The model selects a cluster of sectors that are adjacent
to each other according to the road condition. The model also considers constraints required by the Seoul Metropolita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They select two lanes at most not to block the traffic and limit the number of sectors for one-time construction to finish the work
in given time. We incorporate variable cost constraints. As the model selects more sectors, the unit cost of the construction becomes smaller.
The optimal choice of the number of sectors is implemented using piecewise linear constraints.  

RESULTS : Data (SPI) collected from Pavement Management System manag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are fed into the model. Based on
the data and the model, the optimal maintenance plans are established. Some of the optimal plans cannot be generated directly in existing
heuristic approach or by human intuition.

CONCLUSIONS:The mathematical model using actual data generates the optimal maintenance plans.

Keywords
Road Maintenance Planning, Effect of Pavement Maintenance Plan, Optimal Selection of Pavement Sectors, Mixed Integ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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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로 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계획과 실행을 위하

여 국내외 도로관리 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포장관

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이하

PMS)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도로의 포장의 결함을 조사하여 포장상태지수

(Pavement Condition Index, 이하 PCI)를 개발하고

포장 보수이력 등을 반 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관리시스템(PMS)이

나 파손예측, 관리비용, 공법 결정 등을 위한 분석 도구

개발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공용중인 도로에서 포장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시행 시 실제 PMS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리자가

보수작업 시행단계에 현장에서 정량화된 판단근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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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간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보수구간을

결정하는데 경험이나 Heuristic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의 노후 구간 포장 우선순위 결정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

량적 대안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수학적 모형에

기반한 경 과학 기법 중 혼합정수계획법을 활용한 모

형을 개발하고, 서울시 PMS상 실제 PCI 자료인 Seoul

Pavement Index(이하 SPI)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

다. 주어진 예산 하에서 보수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보

수 구간을 선택하고, 최대화 여부는 증가한 SPI 양으로

판단하 으며, 보수효과의 정량적 표현을 위하여 보수

한 차로-연장의 SPI 증가양은 Lane-Km-Years(이하

LKYs)라는 단위로 나타내었다. 

2. 기존 문헌 고찰
2.1. 포장 유지관리 연구

포장 관리자에게 최적의 보수 구간 선정과 관련된 연

구 분야는 도로포장 파손 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조병

환, 2005; 오동규, 2004), 도로포장 유지관리 시스템이

나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도명식, 2014; 박종범, 2014),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수 비용

과 보수 우선 순위에 관한 연구(이상염, 2017)가 있으나

실제 현장 시공 과정에서 보수 구간 결정에는 효과적으

로 활용이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도로포장 조사 및 분

석(2015, 2016)을 지속 진행하여 Table 1에 정리된‘포

장상태 보수지수 별 유지보수 경계기준’과‘SPI 값에

따른 포장상태 등급’을 정하여 보수여부를 결정하고 있

으나 실제 유지보수공사 실행 단계에서 포장보수 효과

를 최대화하는 보수구간의 선정 과정에서는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Fig. 1과 같이‘보수대상구간 결정방식’이 있으나 시

가지 도로 기하 구조 특성을 고려해 단순 블록단위로 그

룹화하는 방식일 뿐, 노선이 다르거나 떨어진 위치 구간

간의 포장 보수 효과 차이를 비교할 수도 없으며,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지관리기

관의 관리자는 보수 구간 선정에 PMS상의 PCI(SPI)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갖게 된다. 

2.2. 혼합정수계획법

도로의 포장공사는 작업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사구역을 인접하게 선택하여 포장 장비 이동

등 단위 면적당 고정 공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므로, 인접 구역을 최적 선택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Cova and Church, 2000; Williams,

2002; Jones et al., 1991). Shirabe(2005)은 인접구

역 선택 문제를 혼합정수계획법으로 모형화 하 다. 네

트워크 모형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Sub-set을 방지

하고 최적 공사구간을 선택하도록 문제를 모형화 하

다. 이 모형의 개념은 여러 군데의 수원에서 물이 각 구

Table 1. Pavement Maintenance Criteria and SPI Index (2013 Seoul Metropolitan City)

Very good
No repair is required

Preventative maintenance
(crack sealing, patching)Good

Fair Repair is required in 1~2 years

Bad
Repair

(Maintenance plan)

Very bad
Repair and reinforcement

(Middle layer)

Organization
Maintenance criteria for each defect Speed

limitIndex Cracking ratio(%) Plastic strain(mm) Longitudinal evenness(m/km)

Seoul Metropolitan
City(SPI)

6.0 10.0 15.0
City : 5.5, Main highway : 5.5

Sub highway : 6.0
50~80km/h

Municipal level(MPCI) 5.0 15.2 24.2 6.9 60km/h

Express highway(HPCI) 3.0 10.0 13.0 3.0 100km/h

National highway 10.0 10.0 3.5 80km/h

Local road 20.0 20.0 5.0 60km/h

Japan(MCI) 5.0 20.0 25.0 - Main highway

Fig. 1 Current Maintenance Spo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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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지나가면서 최종에는 하나의 Sink를 통해 물이 빠

져나가는 것을 차용하 다. 그리고, Sink의 최적 위치

또한 모형에서 찾도록 하 다.

3. 모형

주어진 예산에서, 도로에서 포장 보수공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설정하고, 이 구간을 차로 별 일

정한 연장으로 나눠 구역을 설정한다(Fig. 2). 그리고,

각 구역마다 포장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포장 보수

효과를 최대화하는 공사 구역을 선택하는 모형을 개발

하 다. 본 연구는, 단순히 공사할 구역을 선택하는 모

형이 아니라, 공사 면적에 따라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변화가 있는 공사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혼

합정수계획법 모형을 제시한다.

3.1. 모형의 구성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개 차로의 폭이 4m로 일정하

고, 각 구역의 길이를 100m로 면적은 4a(400m2)이 된

다. 공용중인 도로의 1일 최대 공사할 수 있는 면적은

50a이므로 최대 12개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포장장비

1set기준). 현장에서 교통의 흐름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최대 두 개 차로만 공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2. 기호 및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호 및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3.2.1. 인덱스

:공사 구역의 수

:공사 구역, 

:공사 구역, 

:차로의 수

:공사 구역, 

:공사 단가 산출할 면적의 구간의 수

:공사 면적이 포함되는 산출구간, 

:차로 에 속하는 공사 구역의 집합

3.2.2. Parameter

:공사 구역 를 포장 공사하는 경우 SPI값을 포장

사용기간으로 환산한 증가량

:공사 구역 와 의 인접여부를 나타내는

Parameter ( 구역 와 가 인접, 아니면

)

: 공사 단가 산출에 사용되는 공사 면적의 번째

구간 기준

: 공사 예산

3.2.3. 결정변수

: 공사 구역 이 선택되면 1, 선택되지 못하면 0.

: Sub-tour를 방지하기 위한 instrumental

variable. Sub-tour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의 흐름을 이용하는데, 흐름의 최종 종착지(sink).

공사구역 이Sink로선택되면1, 아니면0

: 공사 구역 와 사이의 네트워크 흐름의 양. 비

음조건

: 차로 이 선택되면 1, 아니면 0

: 차로 내의 Sub-tour를 방지하기 위한

instrumental variable. 공사 구역 이 Sink로

선택되면 1, 아니면 0

: 차로 내의 공사 구역 와 사이의 네트워크 흐

름의 양. 비음조건

3.3. 혼합정수계획법 모형

주어진 구간의 포장보수 효과를 최대화 하는 포장보

수 구역 선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목적함수인 Eq. (1)은 포장상태가 가장 나쁜 구역을

결정하는 경우 포장보수 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이다. 이

Fig. 2 Maintenance Spot Selectio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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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SPI지수로부터 늘어날 포장 사용기간 를

산출했다. 공사 구역을 선택하는 결정 변수 와 곱하

여 증가되는 포장보수 효과를 계산한다. Traveling

Salesman Problem(TSP)는 전통적으로 혼합정수계획

법에서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Sub-tour

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우리는

Shirabe(2005)이 제안한 모든 네트워크 흐름이 단일

Sink로 빠져나가는 모형을 차용했다(Eq. (2)). Eq. (3)

과 Eq. (4)는 흐름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약식이다. 본

모형은 단일 Sink를 Eq. (5)에서 제약하고 있다. Eq.

(6)는 공사 구역을 최소한 1개 이상 선택하게 한다. Eq.

(7)은 도로 포장에서 한 차로 내에서 포장 차량의 단일

운행으로 포장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동일 차로

내에서 sub-tour를 방지하는 제약이 필요하다. Eq.

(8)과 (9)는 동일 차로 내의 흐름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

약식이다. 마찬가지로, Eq. (10)은 동일 차로 내의 단일

Sink를 제약한다. 하지만 차로가 선택되지 않으면

( ), Sink는 없다. Eq. (11)에서는 공사 구역 를

선택하려면, 공사 구역 가 속한 차로가 선택되어야 한

다.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Eq.

(12)에서는 최대 두 차로 까지만 선택이 가능하게 한다.

Eq. (13)은 단일 공사 준비로는 최대 인접한 두 차로 까

지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 Eqs. (14), (15), (16)

은 현재 면적이 어떤 단가 구간에 들어가는지 조각적 선

형함수를 이용해서 모형화 하 다. 은 결정된 공사

면적이 단가 구간 에 포함되면 1, 아니면 0인 결정 변

수이고, 단가 구간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Eq. (17)에

의해 총 공사비가 총 예산 의 제약을 받게 된다. Eq.

(18)은 공용 중인 도로에서 1일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제약한다.

4. 모형의 실증

제시된 혼합정수계획법 모형으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로의 표본 구간에 적용하여, 모형의 타당

성을 검증한다.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모형의 적절성과 활용가능성을 분석한다. 각 모형에

대한 결과는 ILOG CPLEX 12.5와 Java를 활용하여

도출하 다.

4.1. 실험 방법

표본(Fig. 3) 구간은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Km(Sta.

0.5~2.4) 4개 차로를 80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PMS상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368

(1)

(2)

(3)

(4)

(5)

(6)

Subject to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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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상태 SPI 값을 활용한다. 보수공사에 주어진 예산

을 달리하여 어떤 구역을 선택하여야 포장 보수 효과 증

가량(LKYs)을 가장 크게 하는 조합이 되는지 비교하

다. 모형의 목적식은 포장 보수 효과 증가량의 최대화이

며, 주어진 예산은 5구역 선택 시 39,000천원 (7,800

천원/1구역당), 8구역 선택 시 52,800천원(6,600천원

/1구역당), 12구역 선택 시 79,200천원(6,600천원/1구

역당)이며, 고정비용으로 인해 구역당 단위 공사비는 차

이가 있다. 

표본 : 80개 구역, A=320a(B=4m인 차로 4개, 연

장 L=100m인 구역 20개)

4.2. 실험 결과

제시된 모형에 의해서 표본 구간 중 각 5개 구역, 8개

구역, 12개 구역을 보수하는 경우 Fig. 4는 포장 보수

효과(LKYs)를 최대화 한 구역을 나타낸다.

5개 구역을 공사하게 되는 경우, 포장보수 효과는

3.10 LKYs, 8개 구역은 4.61 LKYs, 12개 구역은 6.91

LKYs 증가량을 얻게 된다. 이것은 표본 구간에서 주어

진 제약 조건하에서는 다른 어떤 5, 8, 12개 구역들의

조합보다 포장보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Table 2와 같이 포장보수 효과 1LKYs 증

가를 위한 소요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다.

Fig. 3 Sample Target for Maintenance

Fig. 4 Optimal Selection (5, 8, and 12 Spots Selecting)

Table 2. Result of the Optimal Pavement Planning in Lane-Kilometer-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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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장보수 5개 구역을 선택하는 경우 2차로 상에

서 조합이 이뤄지지만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12개 포장

구역을 선택하게 되면 3차로와 4차로 상에서 조합을 이

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2, 6, 10, 14, 18구역

5개의 주변 구역은 포장상태가 나쁘지 않으므로 12개

구역을 선택하는 경우는 3, 4차로 구역을 선택하여 조

합하는 것이 보수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관리자가 최초 5개 구역 선택 후 주변을 넓혀 가던 기존

의 경험적 포장보수 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서울시의 PMS상 포장상태지수

SPI 값 데이터를 활용하여 혼합정수계획법으로 포장보

수 효과를 최대화하는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도로포장

공사의 제약 조건과 공사 면적에 따른 공사비용 단가 변

화를 반 하여 현장에서 포장보수 구역을 선정하는 결

정 모형을 제시하 다. 모형을 통한 실험 결과로, 표본

에서 주어진 예산에 따라 5개, 8개, 12개 구역을 보수하

는 경우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어떤 다른 조합보다 포장

보수 효과가 최대화되는 구역의 조합을 구하 다.

본 연구 모형의 성과는 첫째, 도로포장 관리자가

PMS상 SPI 값으로 실제 어디를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포장보수 효과를 가장 크게 하는 구역 선

택의 결정을 돕는다. 이를 통해 그간 경험을 통한 방법

이나 heuristic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다

른 노선간에 보수구간을 결정하거나 동일 노선이라도

보수구간이 떨어져 있는 경우 정량적으로 상호 비교가

가능하고, 다양한 관리자의 관점 차이에도 정량화된 동

일기준으로 포장보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셋째, 단

위를 LKYs(Lane-Km-Years)로 정의하여 모호한 포

장보수 효과를 정량적 표현하 다. 

본 연구가 실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복

수의 공사구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노선 별 포장 보수 효과를 최대로 증가시

킬 공사구간을 선택하거나 전체 관리대상 도로에서 포

장보수 효과를 최대화는 도로포장 보수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모형은 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보수 방식으로 한정하 지만 포장두께 조정이나 예

방적 유지보수 등 다양한 포장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모

형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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