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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ly, the Intelligent Pavement System is applied to rollers and asphalt paver, and in the United States it is integrated 

into VETA software. Based on the GNSS location information, the system can measure the speed and temperature when 

paving, and reduce job-site quality variation by measuring the number of rolling, temperature, speed, and stiffness responses 

values. The stiffness values is often highly correlated with the results of the nuclear density test. In order to apply intelligent 

pavement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major elements in the asphalt mixture production, construction,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in real time, and manage them with a unifi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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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스팔트 포장 시공은 포장 재료의 품질변동, 시공시의 시공장비, 작업자, 기후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에 노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품질의 변동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온과 포설 두께에 따라 혼합물의 냉각 속도가 달라

지며, 포설 전 바닥면의 종류와 바닥 온도에 의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기후환경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지만 시공 중의 변화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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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에서 국부적으로 밀도가 적거나 하부층과의 접착이 불량한 구간 등에서 포트홀과 같

은 파손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고, 평탄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변동으로 포장수명이 줄고, 

조기 보수가 필요한 원인이 된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이루어진 Linden et al.(1989)의 연구에 따르면 포장 시공시의 공극률이 1% 증가될 경우 

포장 수명이 10% 줄어든다. 이를 바꿔 말하면, 포장 시공시 품질관리를 높여서 공극률을 1% 이상 낮출 경우 10% 

이상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균질한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하여 포장 수명을 

증진하기 위해 인텔리젼트(Intelligent) 아스팔트 포장 기술이 개발되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아스

팔트 포장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현황을 조사 및 고찰하였다.

2. 인텔리젼트 컴팩션(IC) 시스템

2.1 IC 시스템의 구성

미국에서는 아스팔트 포장 시공관리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위치기반의 포장 다짐 관리 방법인 IC(Intelligent 

Compaction)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에서는 IC를 적용한 시공시 롤러 다짐에 필요한 GPS 기준, 다짐횟수, 다

짐속도, 다짐도 등의 측정항목 및 방법을 정의하였다. GPS 및 수신기 장치가 각 IC 롤러에 설치되어야 하고, 위치

를 모니터링하고 롤러 다짐 횟수를 추적하며, 가속도계 기반 측정 시스템으로 다짐도를 측정한다(FHWA, 2014). 

일반적으로 IC 롤러는 Fig. 1과 같이 고정밀 GNSS 안테나, 다짐도 측정용 가속도 센서, 적외선 온도계, 디스플레

이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Fig. 1. Compaction Assistant System (MNDOT, 2018)

작업자는 Fig. 2와 같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다짐횟수나 다짐도 등의 정보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스크린

의 내용은 제작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온도, 포장온도, 다짐횟수, 다짐도(강성)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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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mag (b) Caterpillar (c) Dynapac

Fig. 2. Control Panel for IC Roller (MNDOT, 2018)

2.2 IC 시스템의 다짐도 측정

IC롤러는 가속도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산출한다. FHWA에서는 롤러에 의한 다짐도 분

석 결과를 ICMV(Intelligent Compaction Measurement Value)라고 정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1~5 단계의 로드

맵을 제시하였다(Intelligent Construction, 2020). 

∙ 1단계 – 진동 다짐에 의해 얻어진 가속도 반응값을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하고, 고조파의 비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해석

∙ 2단계 – 정적 다짐 에너지와 회전저항에 따른 반응모델을 기반으로 에너지 계수를 계산

∙ 3단계 – 이산 진동 모델, 연속 정적 모델 등에 기반한 단순화된 정적 기계적 모델로 강성 계수, 저항, 탄성 등 

계산 

∙ 4단계 – 다양한 ICMV 모델을 혼합한 동적 메커니즘에 따른 모델로 저항, 탄성 등 계산

∙ 5단계 – 동적 메커니즘 및 인공 지능이 조합된 모델로 포장의 밀도와 탄성 등 계산

현재 대부분 강성 개념의 값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롤러 제작사별로 Table 1과 같이 Evib, CCV, HMV, CMV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진동 다짐 장비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무진동 다짐장비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해당 값이 얻어지지 않는다. 

Table 1. ICMV of Intelligent Compactor

Vendor Bomag Sakai Wirtgen/Hamm Trimble

ICMV
Evib

(Vibration modulus)

CCV

(Compaction Control 

Value)

HMV

(HAMM Measurement 

Value)

CMV

(Compaction 

Measurement Value)

IC 롤러를 이용한 다짐도는 미국 FHWA에서 분석한 결과 Fig. 3과 같이 현장밀도시험기(Troxler densit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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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유사한 추세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Fig. 4에서 0.94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얻었다고 하였다(Arasteh, 

2007). 따라서 IC 진동 롤러를 사용할 경우 시공 중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다짐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포장 다짐 종

료 시점을 판단하며 균질한 포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IC Stiffness vs. Nuclear Density (Arasteh, 2007)

2.3 IC 시스템 결과 보고 방법

미국에서 IC를 적용한 시공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시공장비 모듈 제작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되며, Fig. 4와 같이 분석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장 시공 중의 다짐 결과 보고 형식은 제작사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기본 정보: 현장명, 시공일, 시작시간/종료시간, 시작된 위치정보, 작업자 등 

∙시공장비: 장비명, 모델명, 종류(진동 탠덤 롤러, 타이어 롤러 등), 장비 크기(드럼 폭, 드럼 직경, 장비 길이), 

축중, 장비 ID

∙시공기준: 정적 다짐 횟수, 진동 다짐 횟수, 포장온도 기준 범위, 진동 셋팅 

∙시공결과: 온도, 다짐횟수, 다짐도(강성)

미국에서는 아스팔트 포장 발주시 IC 적용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미국 각 주의 DOT

에서 사용하는 IC 관리용 지도기반 프로그램인 VETA에 매일 전송한다. VETA 프로그램은 Fig. 5와 같이 계측

된 자료를 불러와서 다짐횟수, 다짐도 등의 값을 도면으로 보거나 분석된 값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Figs. 4, 5와 

같은 분석은 아스팔트 포장 시공 중 품질변동을 확인하고, 이 후 시공시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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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ction Assistant Report (MNDOT, 2018)

Fig. 5. VE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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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텔리젼트 포설 시스템

아스팔트 포장 포설시의 품질관리를 위한 모듈은 일반적으로 Figs. 6, 7과 같이 적외선 카메라나 적외선 스케

너, 고정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안테나, 디스플레이 장치, 기후통합센서 등으로 구성된

다. 그리고 포설시 측정 결과는 Fig. 8과 같이 시작구간, 종료구간, 포설구간별 포장 표면 온도, 온도 편차, 문제 구

간 개수와 비율 등이 표시된다. 

Fig. 6. Intelligent paving system (MOBA, 2015)

(a) Display (b) IR temperature scanner (c) GNSS antenna (d) Weather station

Fig. 7. Module for Intelligent Paving (Vantage, 2020)

Fig. 8. Onboard display for Intelligent Paving (Ran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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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인텔리젼트 포장 관리 시스템 고찰

해외에서 아스팔트 페이버 및 다짐롤러에 적용하는 인텔리젼트 포장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포설 온도, 다

짐 온도, 다짐 횟수, 다짐도 등을 측정하여 다짐 작업 효율을 높이고, 다짐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장

수명 증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 자료를 축적하여 현황파악과 품질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현재의 인텔리젼트 포장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성이 있다.

∙작업 결과를 VETA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실시간이 아닌 사후처리 분석 및 저장

∙ IC 시스템을 QC(Quality Control)에 사용하며, QA(Quality Assurance)는 별도 시험 실시

∙다양한 장비별 서로 다른 다짐도 평가 시스템

∙주로 포설 후 포장 표면 온도 관리와 다짐롤러에서의 측정값에 한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페이버 운용 등의 

연계성 부족

∙롤러에서 얻어지는 다짐도의 값을 QA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 필요 

따라서 국내의 인텔리젼트 포장 관리 시스템의 개발시 기존 해외 사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개선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스팔트 포장 시공시 주요 품질관리 항목의 실시간 시공 관리 및 경고 시스템

∙인테리젼트 포장 관리 시스템 적용시 QA를 대체하거나 빈도를 낮추는 방안

∙국가 표준 인텔리젼트 포장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시공 위치 및 온도 기반 정밀 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포설, 다짐의 연계성 확보

5. 결 론

인텔리젼트 아스팔트 포장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인텔리젼트 포장 시스템은 고정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아스팔트 페이버에서는 포설시 포설속도와 포장 

온도를 측정하고, 롤러에서는 다짐횟수, 다짐온도, 다짐속도, 다짐도 등을 측정하여 현장 품질관리를 높일 

수 있다.

2. IC 롤러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의 다짐도는 장비에 따라 현장밀도시험기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경우

가 있으나 아직은 품질관리 용도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3. 인텔리젼트 포장 시스템을 국내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포장 다짐 뿐 만 아니라 아스팔트 혼합물 생

산, 시공, 품질관리, 검사 등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일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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