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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in case of high traffic volume roads or crossroads, the probability of traffic accidents increases and the frequency of 

user complaints incr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maintenance priority of asphalt pavement. On the other hand, 

Maintenance intervals need to be lowered in areas with very low traffic volume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asphalt 

pavement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would provide reasonable management plans for each section of the local road 

asphalt pavement with consider crossroads and traffic volume level in addition to existing LrPCI(Local road Pavement 

Condition Index). This method can consider regional road grades, traffic volume levels and crossroads characteristics of each 

section. 

Keywords: Local Road, Asphalt Pavement, Pavement Condition Index, Pavement Management System, Pav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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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도로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위임국도, 시도, 지방도, 군 · 면 · 리도 등 매우 다양

한 등급의 도로가 혼재한다. 여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아스팔트 공용성 평가기법으로 지역도로 평가를 수행할 경

우,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높은 등급의 도로구간에서는 과소평가가, 낮은 등급의 도로구간에서는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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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도로의 도로 등급에 따른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

하여 각 도로등급별 개별결함의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

용성지수(LrPCI)가 제안되었다(최준성 등, 2018).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는 유지관리 시 보수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도로 공용성지수를 이용하는 것

이 합리적이나, 대상도로의 교통량 등급 및 환경적 요인이 저마다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우선순위를 결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통량등급이 높은 구간이나 교차로 구간 등은 보수우선순위 선정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행하는 차량의 수가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다수의 이용자에 의한 민원발생요소도 증가하므로, 일반적인 구간에 비하여 보수우선순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교통량이 현저히 낮은 구간의 경우에는 보수우선순위를 일정부분 낮춰줄 여지가 있

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차로구간의 경우 통행차량의 가 ․ 감속 및 정차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성변형에 취

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요소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일반구간에 비하여 선제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

간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의 등급 및 설계속도에 따라 개별결함의 관리기준에 차등을 둔 기

존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에, 교차로 구간이나 교통량등급 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법을 추가하여, 다

양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도로 각각의 구간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도로 관리기관별 아스팔트포장의 상태평가 방법 

현재 국내에서 포장관리를 위하여 적용하는 평가지수로는 서울시 포장평가지수인 SPI(Seoul Pavement Index), 

고속도로 포장평가지수인 HPCI(Highway Pavement Condition Index), 일반국도 포장평가지수인 NHPCI 

(National Highway Pavement Condition Index),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 연구과제로 일반 시단위 포장평가지수

로 개발된 MPCI(Municipal Pavement Condition Index) 등 4가지 평가지수가 있다(서울특별시, 2013; 한국도로

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09; 국토해양부, 2011; 김다혜 등, 2009; 박상욱 등, 2008; 문형철 등, 2008). 각각의 포

장평가지수는 균열율, 소성변형 및 평탄성의 세 가지 개별결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최근에는 위임국도, 시도, 

지방도, 군 · 면 · 리도 등 매우 다양한 등급의 도로가 혼재하는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도로등급별 개별결함의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식(LrPCI)이 

제안되었다(최준성 등, 2018). 

고속도로 포장평가지수인 HPCI와 일반국도 포장평가지수인 NHPCI는 모두 고속 통행하중 하의 도로관리에 

초점을 맞춘 관리기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에 적용할 경우 과도한 보수기준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포장평가지수인 SPI, 시단위 포장

평가지수로 개발된 MPCI 및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식인 LrPCI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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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시 SPI 지수 산정방법

서울시는 포장의 주요 결함인자인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에 대한 개별지수를 산출하고 3가지 개별 파손

지수를 종합하여 포장평가지수(SPI, Seoul Pavement Index)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서울시, 2013). 서

울시에서는 포장의 주요 결함인자인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에 대한 개별지수를 산출하고 3가지 개별 파손

지수를 종합하여 서울시 포장평가지수(SPI)로 표현하였다. 서울시 포장평가지수는 식 (1)과 같다.

이 식에서 SPI는 10점 체계의 포장평가지수를 나타내며, 파손지수 10점은 파손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 평가지

수 0점은 완전히 파손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PDI가 10점을 넘을 경우, 최대값을 10점으로 하여 평가지수가 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약조건을 부가하였고, 일반적인 도로의 보수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시점을 “SPI = 6” 

으로 설정하였다. 

    
    

    
 




(1)

여기서,    × ,    × ,   × 

 : 균열율(%),   : 소성변형 깊이(mm),  : 종단평탄성(m/km)

  : 도시고속도로, 주간선 및 보조간선에서 각각 0.800, 0.727, 0.667

2.2 시단위 포장상태평가지수(MPCI) 산정방법

시단위 포장상태평가지수는 서울시 및 기타 시단위 도로포장상태 조사자료를 토대로 아스팔트포장의 일반적 

평가요소인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등 3가지 요소에 대한 포장상태를 분석하여 시단위 도로의 유지관리 의

사결정에 필요한 포장평가지수를 개발하였다(문형철 등, 2008). MPCI 포장평가지수 개발방법은 현장조사와 샘

플구간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적 처리를 거쳐 시단위 포장평가지수

(MPCI)를 제시하였다. MPCI는 앞서의 SPI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시단위 포장상태평가지수 개별결함지

수 산정 및 개별결함지수를 이용한 종합평가지수 산정식은 식 (2)와 같다.

시단위 포장상태평가지수에서는 MPCI 지수가 4.0 이하일 경우 불량한 상태로 정의하였고, 보수필요구간 산

정에 기준이 되는 지수는 5.0 이하로 정의하였다. 시단위 포장상태평가지수 산정 시 보수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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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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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LrPCI) 산정방법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LrPCI) 산정은 균열율, 소성변형량 및 평탄성으로 구성되는 세 가지 주요 

결함인자를 이용한다. LrPCI 산정을 위한 개별결함지수 산정 시 지역도로 관리구간 내 다양한 등급의 도로공용

환경에 맞도록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 Table 1과 같이 도로종류별 등급을 분류한 후 각 도로등급

에 따른 균열률, 소성변형량 및 제한속도와 연계한 IRI 관리기준을 차등 적용하였다(최준성 등, 2018).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도로등급의 개별결함에 대한 관리기준을 통합된 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식 (3)과 같은 개별결함지수 산정식을 이용한다. 각 개별 결함에 대한 보수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시점은 6.0 

으로 설정한 후 개별결함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 (3-1)


  관리기준 ×  (3-2)


  관리기준 ×  (3-3)

여기서, , , 관리기준 , 관리기준  은 Table 1 참조.

 : 균열율(%),  : 소성변형 깊이(mm),  : 종단평탄성(m/km)

Table 1.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종류에 따른 개별결함지수 산정식 계수(최준성 등, 2018)

도로등급
지역도로의 

종류

균열율 항목 소성변형 항목 평탄성 항목 

Cr 관리

기준(%)
a b

RD 관리

기준(mm)

설계속도

(km/h)

IRI 관리

기준(m/km)

I 위임국도 15.0 1.154 0.46 15.0 80 5.0

I 시도 15.0 1.154 0.46 15.0 60 6.0

II 지방도 15.0 1.154 0.46 20.0 60 6.0

III 군도 20.0 0.748 0.56 20.0 50 6.5

IV 농어촌도로(면, 리도) 20.0 0.748 0.56 25.0 40 7.0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의 포장평가는 각 구간의 절대적인 결함량 대신 위임국도, 시도,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면, 리도 포함)로 구분되는 각 도로에서 허용 가능한 파손(균열 및 소성변형)정도와 각 도로의 통행속도에서 허

용 가능한 평탄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도로 공용성지수를 산정하였다.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평

가의 기본이 되는 평가식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rPCI 식은 세 가지 개별 파손지수를 비선형적으로 결

합하여 세 가지 파손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는 6.0 

이하일 경우 보수가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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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교통량등급과 교차로를 고려한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의 개선

3.1 아스팔트 포장 지역도로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 선정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는 유지관리 시 보수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도로 공용성지수를 이용하는 것

이 합리적이나, 대상도로의 교통량, 속도 및 환경적 요인이 저마다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우선순위를 결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통량이 높은 구간이나 교차로 구간 등은 보수우선순위 선정 시 우선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보수우선순위에 가중치를 주어야 할 구간은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에서 일정부

분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에서 일정부분 증가시키는 방안

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의 유지관리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통량 등급과 교차로구간을 우

선 선정하였다. 여기서 교통량이란 설계 시 사용되는 ESAL(등가단축하중) 개념의 교통량이 아닌, 실제 통행하

는 차량의 수를 의미한다. 통행하는 차량의 수가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다수의 이

용자에 의한 민원발생요소도 증가하므로, 일반적인 구간에 비하여 보수우선순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교통량이 현저히 낮은 구간의 경우에는 보수우선순위를 일정부분 낮춰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교차로구간의 경우 통행차량의 가 ․ 감속 및 정차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성변형에 취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요소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일반구간에 비하여 선제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도로 보수우선순위 결정 시 가중치를 고려할 대상을 Table 2와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

었다.

Table 2. 가중치 고려 대상 

가중치 상향 고려 가중치 하향 고려

교통량 높은 구간(사용자 만족,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량 낮은 일반구간(낮은 우선순위)

교차로 구간(소성변형 취약, 높은 민원발생)

3.2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가중치 부여항목 선정 및 부여방법 도출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가중치 부여 항목은 교통량등급 수준에 따른 가중치와 교차로 가중치로 구

분할 수 있다. 교차로 항목과 교통량등급 수준 항목은 도로등급 및 주행속도와는 독립적인 변수이므로 균열률, 소

성변형량 및 IRI 지수로 산출된 기존 LrPCI 지수에 가중치를 가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정된 LrPCI 지수의 산정방안은 아래의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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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5)

여기서, W1 : 교통량 등급계수, 교통량등급 수준에 따라 가중치 적용

W2 : 교차로 계수, 교차로 구간일 경우 가중치 적용 

3.3 가중치를 고려한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개선방안

교통량등급 수준인 W1 지수는 상, 중, 하 세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적용 하였다. 교통량등급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에서 제시하는 일반국도기준의 교통량등

급 수준을 이용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왕복 차로수와 교통량에 따라 교통량등급 수준을 5가지로 세분화 하

였다.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확장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서비스 수준은 도로 종류에 따라 C 또는 D등급 

수준 이상에 해당하므로, C등급 이상을 대교통량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로업

무편람의 서비스수준을 기준으로 上수준(C등급 이상), 中수준(B등급), 下수준(A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판단하였다.

Table 3. 교통량에 따른 교통량등급 수준구분(도로업무편람, 2016)

구 분
차로수(왕복)

2 4 6 8

교통량

수준

일반

국도

A 수준 1,600 13,900 20,700  27,600

B 수준 3,300 22,300 36,400  44,200

C 수준 5,300 32,400 52,800  64,000

D 수준 7,500 41,900 68,300  82,800

E 수준 9,400 55,800 91,100 110,400

교차로는 차로 폭과 차선 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포장유지관리 시 최소 보수구간

을 100m 단위로 관리하므로, 교차로 구간의 길이 역시 100m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지관리 

DB의 생성과 활용의 통일성을 주고자 교차로구간은 동일한 길이로 정의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구간

의 구분을 교차로의 중심으로부터 전 · 후 50m, 총 100m로 구분하였다. 

보수우선순위는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LrPCI)가 작을수록 높아지므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거

나 교차로구간의 경우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에서 가중치만큼을 감하면 보수우선순위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가중치만큼을 가하면 보수우선순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교통량등급 수준에 따른 가중치 W1개념과 교차로 가중치 W2개념은 Table 4와 Table 5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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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교통량 수준에 따른 가중치, W1

교통량수준 교통량등급계수, W1

A +α

B 0

C 이상 -α

Table 5. 교차로 구간 가중치, W2

적용구간 교차로계수, W2

교차로 중앙점 기준

50m 이내 구간

총 100m

-β

교통량이 많은 구간과 교차로구간에서는 일반구간보다는 다소 선제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교통량이 아주 

적은 구간에서는 일반구간 대비 보수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식으로 기존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Table 4와 Table 5의 가중치의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W1과 W2 가중치는 너무 작을 경우 가중

치를 고려에 따른 우선순위 재 산정 효과가 감소하고, 너무 큰 값일 경우 우선순위 산정방식에 큰 왜곡이 올 수 있

으므로, 적절한 값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Table 6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

는 ○○시 관내도로의 PMS 구간에서 위임국도, 시도, 지방도 중 교통량 자료가 있는 노선 8개를 대상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구간의 총 연장은 위임국도 3개 노선 약 23km, 시도 3개 노선 약 20km 및 지방도 2개 노선 약 

42km의 길이를 가진다. 

Table 6.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가중치 산정을 위한 노선선정 개요 

도로종류 노선명 연장(km) 차로수(왕복)
교통량등급

(서비스지수)

구간별 

교차로 수

위임국도

송설로 1.8 4 A 2

시청로 2.9 6 C 5

환경로 3.1 4 B 3

시 도

공단로 3.2 2 A 3

대학로 3.3 4~6 A 3

문당길 1.2 2~4 D 2

지방도
영남대로 9.8 4 C 7

혁신로 1.8 6 A 5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10m 단위구간의 개별결함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최소 보수구간 길이인 100m 구간으로 

구간별 개별결함지수의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세 가지로 산출되는 개별결함지수(균열, 소성변형 및 평탄성,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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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PICR, LrPIRD, LrPIIRI)를 이용하여 기존 방법에 의한 지역도로 공용성지수(LrPCI)를 산출하고, LrPCI가 6.0 

이하인 구간을 보수필요구간으로 결정하였다. 본 방법에 의한 포장평가결과를 Table 7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7을 살펴보면 최소 보수구간 100m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총 대상구간은 총 838개소이고 이중 250개 구간이 

보수가 필요한 구간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량이 높은(上수준)구간, 낮은(下수준)구간 및 교차로 구간은 각각 492, 

284 및 100개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각각 152, 63 및 25개 구간으로 산정되었다.

Table 7. 보수 필요구간 비율 산정

구간 종류 보수필요구간 개수 보수필요구간 비율(%)

분석대상 전체구간 250 구간(총 838개 구간) 29.83

분석

구간 내

가중치 구간

교통량 많음 152 구간(총 492개 구간) 30.89

교통량 적음 63 구간(총 284개 구간) 22.18

교차로 구간 25 구간(총 100개 구간) 25.00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비율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중치의 값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교통량이 많은 구

간, 적은 구간 및 교차로 구간에서 각각 보수가 필요구간의 비율을 5%, 10% 및 20% 변경할 경우 가감하여야 하

는 가중치의 값을 분석하였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약 31% 가 보수가 필요한 구간으로 산정되었고, 이러

한 보수 필요구간의 비율을 각각 5, 10 및 20% 증가시키기 위한 LrPCI의 조정량은 -0.10, -0.15 및 -0.33으로 산

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LrPCI의 조정량을 산정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Table 8을 살펴보면 각 구간

의 보수필요구간 비율을 10% 변경할 경우 가중치(LrPCI 조정량)는 약 0.15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

Table 8. 보수 필요구간 비율에 따른 LrPCI 조정량

구간 종류
보수필요구간

개수

보수필요구간 

비율(%)

보수비율

조정

보수필요구간

(조정 후)

LrPCI

조정량

분석한 전체구간 250 29.83 - - -

분석

구간

내

가중

구간

교통량 

많음
152 30.89

5% 증가 160 -0.10

10%증가 167 -0.15

20%증가 182 -0.33

교통량

적음
63 22.18

5% 감소 60 +0.07

10%감소 57 +0.14

20%감소 50 +0.18

교차로

구간
25 25.00

5% 증가 26 -0.05

10%증가 28 -0.16

20%증가 30 -0.25

▸교통량 많은 구간 보수비율 10% 상향 시 : Δ LrPCI= -0.15

▸교통량 적은 구간 보수비율 10% 하향 시 : Δ LrPCI= +0.14

▸교차로 구간 보수비율 10% 상향 시 : Δ LrPCI= -0.16

▸교통량 등급계수(W1) / 교차로 계수(W2) : Δ LrPCI =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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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산출된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산정방법을 정리하면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 교통량등급과 교차로구간을 고려한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과 교차로구간에서는 일반구간에 비하여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10%에 해당

하는 구간을 추가로 보수구간에 편입하고,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구간에서는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10%에 해당

하는 구간에 대하여 보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LrPCI 값의 변화량은 절대적인 공용성의 변화가 

아닌, 유지보수순위 재 산정을 위한 LrPCI 조정량을 의미하며, 추후 실제 현장적용을 통해 가중치의 값이 적절한 

지에 대한 시계열 PMS데이터와 보수이력 현황 등의 검증을 통하여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정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수정 LrPCI)를 이용한 ○○시 적용사례

지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우선순위 평가 시 교차로구간과 교통량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한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개선방안의 실제 현장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대상으로 관리 

구간 중 대표구간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표구간은 전술한 Table 6과 같고,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위임국도 3개 

노선 약 23km, 시도 3개 노선 약 20km 및 지방도 2개 노선 약 42km의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이 되는 구간

의 현장 조사자료는 10m 구간마다 노선, 행선, 차로, 특이사항(교차로, 교량 등 표기), 교통량등급 수준과 10m 단

위 3개 개별결함지수인 균열률(%), 소성변형량(mm) 및 평탄성지수(m/km)로 구성되어있다.

4.1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 수준을 고려한 수정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산정 및 분석

○○시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선정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 수준을 고려한 수정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공용성지수를 산정하였다. 최소 보수구간의 길이는 100m 이므로 10m 마다 측정된 개별결함을 이용하

여 개별결함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최소 보수구간 길이인 100m 단위로 묶어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균 

개별결함지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LrPCI 산정식을 이용한 지역도로 공용성지수 값을 산정하였다(최준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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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LrPCI값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정된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수정 LrPCI)를 산정하

였으며, 산정결과의 일례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Table 9는 전체 위임국도 총 21,400m 연장을 대상으로 데이

Table 9.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 수준을 고려한 최종 LrPCI 산정절차 일례(○○시 위임국도 구간)

위임국도

전체 No.
노선명

노선 

구간

No.

특이

사항

교통량

등급
LrPIcr LrPIRD LrPIIRI LrPCI W1 W2

수정

LrPCI

1 송설로상1 1 교차로 소교통량 6.49 7.79 6.35 5.55 0.15 -0.15 5.55 

2 송설로상1 2 소교통량 9.15 7.95 6.90 6.37 0.15 0.00 6.52 

3 송설로상1 3 소교통량 6.11 8.02 7.39 5.52 0.15 0.00 5.67 

4 송설로상1 4 소교통량 6.60 7.83 5.94 5.25 0.15 0.00 5.40 

5 송설로상1 5 소교통량 7.86 7.50 6.57 5.98 0.15 0.00 6.13 

6 송설로상1 6 소교통량 6.55 7.75 7.87 5.90 0.15 0.00 6.05 

7 송설로상1 7 소교통량 6.70 8.01 8.66 6.61 0.15 0.00 6.76 

8 송설로상1 8 소교통량 8.10 8.12 9.02 7.44 0.15 0.00 7.59 

9 송설로상1 9 소교통량 7.79 7.56 8.07 6.89 0.15 0.00 7.04 

10 송설로상1 10 소교통량 6.19 6.86 7.86 5.60 0.15 0.00 5.75 

11 송설로상1 11 소교통량 6.43 7.69 7.69 5.61 0.15 0.00 5.76 

12 송설로상1 12 소교통량 6.56 8.20 7.33 5.81 0.15 0.00 5.96 

13 송설로상1 13 소교통량 6.66 7.48 7.99 5.81 0.15 0.00 5.96 

14 송설로상1 14 소교통량 6.76 8.39 7.90 6.32 0.15 0.00 6.47 

15 송설로상1 15 소교통량 6.43 7.66 6.90 5.35 0.15 0.00 5.50 

... ... ... ... ... ... ... ... ... ... ... ...

199 환경로하1 16 중교통량 8.71 8.22 7.24 6.91 0.00 0.00 6.91 

200 환경로하1 17 중교통량 4.27 8.03 7.63 4.19 0.00 0.00 4.19 

201 환경로하1 18 중교통량 3.93 8.83 6.84 3.71 0.00 0.00 3.71 

202 환경로하1 19 중교통량 9.64 7.68 5.99 5.91 0.00 0.00 5.91 

203 환경로하1 20 교차로 중교통량 10.0 8.50 8.09 7.94 0.00 -0.15 7.79 

204 환경로하1 21 중교통량 5.94 6.97 8.26 5.31 0.00 0.00 5.31 

205 환경로하1 22 중교통량 4.98 6.87 8.82 4.88 0.00 0.00 4.88 

206 환경로하1 23 중교통량 4.81 6.56 8.71 4.64 0.00 0.00 4.64 

207 환경로하1 24 중교통량 4.52 7.14 8.13 4.44 0.00 0.00 4.44 

208 환경로하1 25 중교통량 5.04 7.25 8.68 4.97 0.00 0.00 4.97 

209 환경로하1 26 중교통량 6.52 7.68 7.95 6.28 0.00 0.00 6.28 

210 환경로하1 27 중교통량 8.62 8.46 8.16 7.48 0.00 0.00 7.48 

211 환경로하1 28 중교통량 10.0 8.81 8.29 8.14 0.00 0.00 8.14 

212 환경로하1 29 중교통량 10.0 9.15 7.65 7.63 0.00 0.00 7.63 

213 환경로하1 31 중교통량 10.0 9.02 6.88 6.87 0.00 0.00 6.87 

214 환경로하1 32 교차로 중교통량 10.0 9.07 7.16 7.16 0.00 -0.15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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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분석하여 보수구간별 개별결함지수, LrPCI 및 수정 LrPCI를 산정하는 절차의 일례를 나타낸다. 각 100m 

평균구간에서 교차로일 경우 -0.15의 가중치를, 교통량이 대수준, 중수준 및 소수준에서 각각 -0.15, 0.00, 0.15의 

가중치를 더하여 수정 지역도로 공용성지수를 산정하였고, Table 9를 살펴보면 위임국도의 경우 총 214개의 평

가대상 구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도와 지방도도 동일한 절차로 산정한 결과 전체 평가구간의 개수는 각각 202, 

422구간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개별결함지수를 산정하고 기존 LrPCI를 활용하여 포장평가를 수행한결과와 수정된 

LrPCI를 산정한 결과를 Table 10 및 Fig. 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위임국도, 시도 및 지방도 전체 평가구간은 

각각 214, 202 및 422개소이고, 기존 LrPCI 산정식을 이용한 평가결과, LrPCI 6.0 이하 구간의 개수는 각각 141, 

36 및 73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LrPCI 산정식을 이용한 평가결과, LrPCI 6.0 이하 구간의 개수는 각각 

141, 30 및 85개소로 나타났다. Fig. 2를 살펴보면 위임국도, 시도 및 지방도에서 대수준 교통량 구간의 비율은 각

각 54%, 12% 및 84%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수준 교통량 구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도의 경우 보

Table 10.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 수준 고려 전후의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상태평가 결과비교

도로종류
가중치 고려 전(기존 LrPCI 적용 시) 가중치 고려 후(수정 LrPCI 적용 시)

보수필요구간(개소) 보수필요구간 비율(%) 보수필요구간(개소) 보수필요구간 비율(%)

위임국도 141 65.9 141 65.9

시도  36 17.8  30 14.9

지방도  73 17.2  85 20.0

Fig. 2.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 수준 고려 전후의 지역도로 상태평가 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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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필요한 구간의 비율이 2.8%p 증가하고, 대수준 교통량 구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비율이 2.9%p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 수준을 고려한 평가 

전후를 비교한 결과 보수 필요구간의 비율은 소폭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대수준 교통량 구간비율이 높을수록 보

수 필요구간의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 수준을 고려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가중치 이용 전 후 실제 보수 필요구간의 

보수우선순위 변화의 일례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은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시 

LrPCI 및 보수우선순위 변화를 보인다. 지방도 구간 우선순위 25위까지를 일례로 나타내었으며, 일부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보수우선순위가 선순위로 이동하였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교차로에서는 가중치가 중복 

적용되므로 보수우선순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시청길 상행선 2차로 NO.12 구간의 

경우 가중치 적용 전 24위에서 가중치 적용 후 14위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가중치 적용 전 · 후 보수우선순위 

4.2 타 기관 아스팔트포장 평가지수 및 기존 LrPCI 지수와의 비교 및 분석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평가지수인 SPI 지수와 시단위 평가지수인 MPCI 지수, 기존 LrPCI 지수와 본 연구에서 

개선한 LrPCI 지수를 이용하여 최소 보수구간 100m 구간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평가방법에 

의한 보수대상구간의 비율변화를 비교하여 Table 11과 Fig.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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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포장평가방법 변화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구간 비율변화

도로종류

SPI MPCI 기존 LrPCI
가중치를 고려한 

수정 LrPCI

보수필요

구간 

(개소)

보수필요

구간 비율 

(%)

보수필요

구간 

(개소)

보수필요

구간 비율 

(%)

보수필요

구간 

(개소)

보수필요

구간 비율 

(%)

보수필요

구간 

(개소)

보수필요

구간 비율 

(%)

전체 356 42.5 328 39.1 250 29.8 256 30.5

위임국도 156 72.9 152 71.0 141 65.9 141 65.9

시도  74 36.6  64 31.7  36 17.8  30 14.9

지방도 126 29.9 112 26.5  73 17.3  85 20.1

Fig. 4. 포장평가방법 변화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구간 비율변화

Table 11과 Fig. 4를 살펴보면 SPI 및 MPCI 적용 시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보수 필요구간의 비율은 39.1~ 

42.5% 로 산정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SPI 및 MPCI를 이용한 평가절차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동일한 구간을 SPI와 수정된 LrPCI로 평가할 경우 위임국도와 시

도 및 지방도에서 보수필요구간의 비율은 각각 7.0%p, 21.7%p 및 9.8%p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도

와 같이 높은 유지관리수준이 요구되는 등급의 도로에서는 감소폭이 적으나, 국도에 비하여 낮은 등급의 도로인 

시도와 지방도에서는 보수 필요구간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동일한 등급의 도로에서도 

교차로 구간이나 교통량등급에 따라 보수 우선순위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상태평가기법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등급 및 설계속도에 따라 개

별결함의 관리기준에 차등을 둔 기존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에, 교차로 구간이나 교통량의 크고 적음을 추가적으

로 고려할 수 있는 기법을 추가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도로 각각의 구간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유지관

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 여러 지자체에서 실제 현장적

용을 통해 충분한 PMS DB와 유지보수 이력 및 추적조사 DB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통해 각각의 도로특성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 값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자체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도로의 특성 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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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여 보완한다면 보다 경제적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의 등급 및 설계속도에 따라 개별결함의 관리기준에 차등을 둔 기존 지

역도로 공용성지수에, 교차로 구간이나 교통량등급 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법을 추가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도로 각각의 구간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

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과 교차로구간에서는 일반구간에 비하여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10%에 해당하는 구간을 

추가로 보수구간에 편입하고,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구간에서는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10%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 보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제 도로포장 P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용한 결과, 각 상황에 따

른 가중치의 절대 값은 0.15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차로 및 교통량등급 수준을 고려한 평가 전후를 비교

한 결과 보수 필요구간의 비율과 보수우선순위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수준 교통량 구간비율이 높을

수록 보수 필요구간의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스팔트포장 지역도로 상태평가기법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등급 및 설계속도에 따라 개

별결함의 관리기준에 차등을 둔 기존 지역도로 공용성지수에, 교차로 구간이나 교통량의 크고 적음을 추가적으

로 고려할 수 있는 기법을 추가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도로 각각의 구간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유지관

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실제 현장적용을 통해 충분한 PMS 

DB와 유지보수 이력 및 추적조사 DB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통해 각각의 도로특성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 값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자체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도로의 특성 인자들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번호 A016100008, 지역도로 

문제해결 알고리즘 시스템개발)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6) 도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2011)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과 포장성능 개선방안 연구, 3단계 3차년도 최종보고서, 국토해양부.

김다혜, 권수안, 서영찬, 임광수 (2009) “국도아스팔트콘크리 트 포장의 보수공법 결정 기준 연구”, 한국도로학회 논문



78 ∙ 최준성 · 서주원

집, 한국도로학회, 제11권, 제3호, pp. 37-44. 

문형철, 서영찬 (2008) “시단위 포장도로의 포장평가지수개발”, 한국도로학회 논문집, 한국도로학회, 제10권, 제3호, 

pp. 221-230.

박상욱, 서영찬, 정철기 (2008) “포장상태 예측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학회 논문집, 한국도로학회, 제10권, 제

3호, pp. 199-208.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최준성, 서주원 (2018) “지역도로 특성을 고려한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성 예측식 개발”, 한국아스팔트학회지 논문집, 한

국아스팔트학회, 제8권, 제1호, pp. 7-13.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09) LTPP를 활용한 아스팔트 예방적 유지관리 공법의 효과 분석 용역, 최종보고서, 

한국도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