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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static crack growth of asphalt pavement using the extended finite element method (XFEM). To consider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asphalt concrete, a viscoelastic constitutive equation using the Maxwell chain is used. And a linear

cohesive crack model is used to regularize the crack. Instead of constructing the viscoelastic constitutive law from the Prony

approximation of compliance and retardation time measured experimentally, we use a smooth log-power function which opti-

mally fits experimental data and is infinitely differentiable. The partial moduli of the Maxwell chain from the log-power func-

tion make analysis easy because they change more smoothly in a more stable way than the ordinary method such as the least

square method. Using the developed method, we can simulates the static crack growth test results satisfactorily.

Keywords : asphalt, viscoelastic constitutive equation, extended finite element method, creep compliance, maxwell chain, par-

tial mod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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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의 균열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장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스팔트의 점탄성 효과

를 고려하기 위하여 맥스웰 체인을 이용한 점탄성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균열 모델로는 선형점성균열 모델을 사용하였

다. 특히 점탄성 구성방정식을 구성할 때 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온도별 변형계수와 지연시간을 Prony 급수를 이용해 재구성

한 크리프 곡선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연속적인 미분이 가능한 멱승 로그 식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멱승 로그 식으로

완화시간 스펙트럼(relaxation spectrum)을 계산하여 맥스웰 체인의 부분탄성계수(partial moduli)를 도출하였다. 멱승 로그

적정 식을 통해 구한 맥스웰 체인의 부분 탄성계수는 크리프 곡선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한 부분 탄성계수 보다 안

정적인 형태의 곡선을 나타내어 해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개발된 정적균열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시편의 온도별

정적균열 성장 실험 결과를 성공적으로 모사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아스팔트, 점탄성 구성방정식, 확장유한요소법, 크리프 변형계수, 맥스웰 체인, 부분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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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스팔트 포장에는 차량하중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게 되

고 그 균열은 점차적으로 포장 두께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

균열의 성장으로 인해 균열을 통한 우수의 유입 등으로 인

하여 추가적인 파손이 가능하며 종국에 이르러서는 포장 구

조물 전체의 파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의 유지, 보수

및 포장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점탄성 재료인

아스팔트의 균열 성장 및 파괴역학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

균열의 성장 및 그에 따른 응력분포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 공학적으로 가

장 간단한 방법은 균열이 진전함에 따라 요소망을 재구성

(remeshing)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균열이 성장할

때 마다 요소망을 재구성하는데 계산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요구되며 요소망을 재구성하면서 요소 간에 변수를 전달할

때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소간 분

할 모델(intra-element method)이 있다(Xu 등, 1994; Ortiz

등, 1999). 이 방법은 균열이 요소의 경계를 따라서 성장하

게 하므로 요소망의 재구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균열의 성

장이 요소의 크기나 배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elytschko에 의해 개발된 확장유한요소법(Extended 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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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ethod)을 사용하고자 한다(Belytschko 등, 1999;

지광습 등, 2004, 2005). 이 방법은 균열의 성장이 요소의

형태 및 크기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확장유한

요소법은 기존의 유한요소법과 기본 원리가 동일하므로 기

존의 유한요소 코드 및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쉬울 뿐 아니

라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확장유한요소

법은 정적문제(Moes 등, 1999, 2002; Zi 등, 2003, 2004)

뿐 아니라 동적문제(Belytschko 등, 2003; Zi 등, 2005)에

도 적용이 되어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이 입증되었다.

점탄성 재료인 아스팔트는 점성과 탄성의 특성을 모두 지

닌 재료로서 일반적인 탄성 재료와는 응력해석에서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점탄성 구조물의 거동은 하중의 크기 뿐 아니

라 하중의 재하 속도 및 주기, 시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탄성 거동을 재료의 구성방정식

을 통해 구현하였다. 시간 및 속도에 따라 변하는 재료의

거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응력 혹은 변형률을

적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직접적인 적분

방법은 많은 계산시간과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간접적인 접근법으로 스프링-대시포트

(spring-dashpot)를 이용하여 점탄성 구성 방정식을 모델링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에는 컴플라이언스 함수를

Dirichlet series로 나타내는 캘빈 체인(Kelvin chain)을 이용

하는 방법과(Bazant 등, 1995) 릴렉세이션 함수를 Dirichlet

series로 나타내는 맥스웰 체인(Maxwell chai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Zi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맥스웰 체인을 사

용하여 점탄성 구조물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의 균열성장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

해석 기법을 전술한 확장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원판형의 아스팔트 실험체의 균열성장 실험을 모사하였다.

균열 모델로는 점성균열모델을 사용하였고, 구성방정식은 전

술하였던 점탄성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험결과

와 모사결과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적 균열 해

석 모듈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2. 이론적 접근

2.1 확장유한요소법과 점성균열 모델

확장유한요소법에서 전체 변위계는 연속적인 부분의 변위

와 불연속적인 부분의 변위의 합으로 식 (1)과 같이 나타

난다.

(1)

여기서 ucont는 연속적인 부분의 변위를 나타내고, udisc는 불

연속 부분 즉 균열로 인해 변위의 불연속이 발생하는 부분

의 변위를 나타낸다. 여기서 ucont는 일반적인 유한요소법과

마찬가지로 식 (2)와 같이 제시된다.

(2)

여기서 W(X)는 전체 영역을, NI(X)는 형상함수를 나타내고

uI는 절점 변위를 나타낸다. udisc는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3)

여기서, Wb(X)는 균열로 인해 불연속이 발생하는 영역을 나

타내며 aI는 추가적인 변수이다. H[fI(X)]는 변위의 불연속을

나타내 주는 확장함수이다. 확장유한요소법에서 불연속 변위

를 나타낼 때는 변위의 불연속을 나타내기 위하여 추가적인

함수가 필요한데 이를 확장함수(enrichment function)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 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식 (4)와 같

은 사인함수 H[fI(X)]를 사용하였다.

(4)

여기서, fI(X)는 거리함수를 나타낸다. 즉, 균열이 요소를 관

통하여 요소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균열 한쪽 부분의 변위

는 양의 값을 가지고, 다른 한쪽 부분의 변위는 음의 값을

가지게 하여 변위의 불연속을 나타내게 된다.

점성균열 모델은 균열 면에 표면응력(traction, 견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가정한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성균열

모델 중 가장 간단한 선형 점성균열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에서의 표면응력은 식 (5)와 같이 개구변위에 따라 선형

으로 나타난다.

(5)

여기서 τ는 표면응력, τ f는 최대인장강도, w는 균열변위의

법선성분, wc는 최대균열개구변위(maximum crack opening

displacement)를 나타낸다. 전술한 확장유한요소법과 점성균

열의 자세한 내용은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Zi 등, 2003).

그림 1과 같이 선형 점성균열 모델에서는 균열면에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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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점성균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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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면응력의 분포가 균열 개구변위가 0일 때 최대인장강도

값을 가지고 균열개구변위가 최대균열개구변위를 초과하게

되면 균열 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점성균열 모델과 전술한 확장유한요소법을 사용하면 균열 진

전을 해석할 수 있다(Barenblatt, 1962; Dugdale, 1960).

2.2 아스팔트의 점탄성 구성 방정식

맥스웰 체인을 이용하여 아스팔트의 점탄성 재료의 구성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병렬로 연결된 각 체인의 부분

탄성계수(partial moduli)와 완화시간(relaxation time)이 필요

하다. 이는 실험을 통해 구한 크리프 변형계수(creep com-

pliance)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재료 실험을 통하여 각 지연시간(retardation time)에 따른

변형계수(compliance)를 구할 수 있다. 지연시간과 변형계수

를 이용하면 식 (6)과 같이 크리프 곡선(creep compliance

master curve)이 계산된다.

(6)

여기서 D(t)가 시간에 따른 크리프 곡선식을 나타내고 τi는

지연시간을 나타낸다. D0와 Di는 각 지연시간의 변형계수를

뜻한다. 지연시간에 따른 변형계수는 재료상수로 아스팔트포장

의 재료에 따라 고정되는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라

변형계수를 구하여 온도별 크리프 곡선을 해석에 이용하였다.

크리프 곡선을 미분이 가능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 (7)을 이용하여 탄성계수 스펙트

럼을 나타낼 수 있다(Zi 등, 2002).

(7)

여기서 E(t)는 탄성계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R(t)는 크리프

곡선식 D(t)의 역수로 연속 완화시간 스펙트럼(continuous

relaxation spectrum)이라고 한다. R(k)는 k번 미분한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계수 스펙트럼을 나타낼 때

R(t)의 3차 미분 식까지 사용하여 근사하였다. 따라서 탄성계

수 스펙트럼은 식 (8)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유성문,

2009).

(8)

위 식의 D(t)에 식 (6)의 크리프 곡선식 및 미분 식을 넣

으면 탄성계수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 탄성계수 스펙트럼

을 이용하면 맥스웰 체인에서 시간별 탄성계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탄성계수와 완화시간을 구할 수 있다. 전술한

기법의 적용성과 오차, 타 방식과의 비교 등에 대해서는 기

존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Zi 등, 2002; Mun 등, 2010).

실험으로 구한 크리프 변형계수 곡선 식 (6)을 식 (8)에

직접 대입할 경우 스펙트럼의 계산 시 불규칙한 형태의 곡

선이 구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크리프 변형계수 곡선식을

해석적인 식으로 변환해서 대입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설명하겠다.

전술한 맥스웰 체인의 부분탄성계수와 완화시간을 이용하

면 식 (9)와 같은 점탄성 물질의 구성방정식을 계산하여 해

석에 활용할 수 있다.

(9)

여기서 E ''와 ∆ε ''은 맥스웰 체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 (10)과 식 (11)로 나타낼 수 있다.

(10)

(11)

여기서 Ei는 각 체인의 부분탄성계수이며 ∆yi와 λi는 식

(12)와 같다.

, (12)

여기서 τi는 각 체인의 완화시간을 나타낸다.

3. 원판형 아스팔트 파괴 실험결과(Kuai, 2009) 요약

본 논문에서 개발된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문헌

중 실험과정과 결과가 잘 명시된 Kuai(2009)의 연구를 채택

하였다(그림 2). 이 연구결과의 일부 내용은 본 논문의 주제

와 이론적으로 연관이 있는 타 논문(Kuai 등, 200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150mm 지름의 원

판 형이며, 두께는 50mm이다. 이 시험체의 치수 및 형상은

ASTM 기준에 따라 제작되었다(ASTM D7313-07a).

아스팔트는 온도에 따라 강도 및 거동이 판이하게 변하므

D t(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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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1 ex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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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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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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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k( ) 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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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체 형상 및 실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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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oC, 20oC, 30oC의 세 가지 다른 온도에서 실험이 진

행되었다. 실험은 변위 제어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각 온도

별로 변위와 하중이 측정되었다. 온도별 변형계수는 각 주기

별 동적시험(dynamic modulus test)을 통해 얻어졌다. 각

온도별로 측정된 변형계수와 하중-변위는 표 1과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영이 아닌 초기 변위는 계측기기의 초기화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가 가능하지만 원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았다.

4. 파괴 실험 결과 분석

4.1 맥스웰 체인의 부분탄성계수 결정

표 1의 각 온도별로 측정된 변형계수 상수들을 식 (6)을

통해 정리하면 크리프 곡선(creep master curve)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4(a)와 같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크

리프 곡선이 계산되면 이를 완화시간 스펙트럼 식 (8)에 대

입하여 바로 부분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다. 식 (6) 및 미

분 식을 이용하여 구한 시간별 부분탄성계수 분포는 다음

그림 4-(b)와 같다.

이렇게 구한 시간에 따른 탄성계수 그래프는 0.1초 이후부

터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탄성계수가 감소하는 점탄성 구

조물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4(a)에서 볼 수 있듯이 크리프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스펙트

럼에서는 0.1초보다 짧은 완화시간에 대해서 부분 탄성계수

의 적절한 변동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표 1의 실

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0.1초보다 짧은 지연시간에서는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여 0.1초와 동일한 변형계수 값을 사용

하였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체 시간에서 부분탄성계수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변화하지 못하여 해석 시 오차가 생길

뿐 아니라 수렴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그림 4(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부 완화시간에 부분탄성계수의 비중

이 집중함에 따라 각 Maxwell 모듈 간의 에너지가 합리적

으로 분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Jirasek

등,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6)의 Prony 급수 대신 연속적

으로 고차 미분이 가능한 해석적인 식을 이용해서 크리프

계수를 근사하였다. 근사 함수로는 다양한 해석 함수가 있으

나 타 연구(Bazant, 1995; Zi et al., 2002)에서도 성공적으

로 사용된 바 있는 식 (13)과 같은 멱승 로그함수식을 사용

하였다.

(13)D t( ) q
1

q
2
ln 1

t

λ
0

-----
⎝ ⎠
⎛ ⎞N++=

표 1. 온도별 변형계수(Kuai, 2009)

τi [sec]
Di [1/MPa]

10°C 20°C 30°C

0.00001 1.22E-06 3.30E-06 6.20E-06

0.0001 1.22E-06 3.30E-06 6.20E-06

0.001 1.22E-06 3.30E-06 6.20E-06

0.01 1.22E-06 3.30E-06 6.20E-06

0.1 1.22E-06 3.30E-06 6.20E-06

1 1.27E-04 5.36E-04 1.61E-03

10 2.30E-04 6.19E-04 8.66E-04

100 7.50E-04 1.32E-03 1.42E-03

1000 1.15E-03 1.28E-03 8.01E-04

10000 9.68E-04 9.75E-04 5.28E-04

100000 5.89E-04 6.12E-04 2.66E-04

0 3.64E-05 3.23E-05 3.48E-05

그림 3. Kuai(2009)의 온도별 하중-변위

그림 4. Prony 급수를 이용한 크리프 및 부분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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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1은 탄성으로 인한 순간 크리프를 의미하며, q2,

λ0, N은 순간 크리프 이후 시간에 의해 점차 증가하는 크리

프를 모사하는 모델 상수이다. 온도별 q1, q2, λ0, N값은 표

2와 같다.

표 2의 값과 식 (13)을 이용한 크리프 곡선을 그림 5(a)

에 도시하였고, 식 (13) 및 식 (13)의 미분 식을 계산하여

식 (8)의 스펙트럼 기법으로 구한 맥스웰 체인의 부분탄성계

수를 그림 5(b)에 나타내었다. 그림 5(b)에서 볼 수 있듯이

로그 멱승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스펙트럼은 5(b)와 달리

일관성 있고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5(b)의 맥스웰

체인의 부분탄성계수와 완화시간을 이용하면 식 (9)-(12)를

통해서 점탄성 구조물의 구성방정식이 계산될 수 있다.

그림 4(a)와 5(a)는 식 (6)과 식 (13)에 의해 얻어진 크리

프 함수를 도시한 것으로 두 가지 크리프 함수는 외관상으

로는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4(b)와 5(b)

의 부분탄성계수에서는 두 기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

러한 차이는 부분탄성계수 결정시 사용한 식 (8)의 스펙트럼

기법에 필요한 고차 미분항에 기인한다. 식 (6)으로 표현된

Prony 급수는 미분이 거듭됨에 따라 미분 값의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지만, 식 (13)의 멱승 로그식의 경우 고차 미

분에서도 안정적인 값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온도 변화에 따른 크리프 거동

그림 4와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크리프 곡선과

부분탄성계수는 각 온도별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

서 온도별로 다른 식이 아닌 하나의 식으로 온도별 데이터

의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20oC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 식

(14)와 같은 변환(shifting)식을 이용하여 표현이 가능하며 이

를 이용하면 20oC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온도에서의 크

리프 곡선식을 계산할 수 있다.

(14)

여기서 q1, q2, λ0, N값은 20oC의 값을 사용하고, β는 변

환 식에 필요한 상수로 1.818을 사용하였다. 식의 T0에

20oC를 넣고, T에 크리프 곡선식을 구하려는 온도를 넣으면

각 온도의 크리프 곡선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그림 6에

도시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온도별 크리프 곡선은 서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a), 그림 5(a)와 그

림 6을 비교해 볼 때 온도를 이용한 변환 식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4.3 온도별 점성균열 모델을 통한 실험 결과 모사

위의 각 온도별 맥스웰 체인 상수들을 식 (9)-(12)에 대입

하여 구성방정식을 구성한 후 전술한 확장유한요소법으로

개발된 해석모듈을 이용하여 정적 균열 성장 실험 결과를

모사하였다. 실험을 통한 하중-변위 곡선과 개발된 해석모

듈을 사용하여 모사된 하중-변위 곡선을 다음 그림 7에 나

타내었다.

그림 7의 각 온도별 그래프에서 점선은 실험 결과이고 실

선은 모사 결과이다. 실험 결과, 온도가 낮을수록 잔류강도

의 크기가 크고 초기기울기도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온도가 높을수록 하중의 감소 속도가 작은 것으

로 보아 아스팔트 재료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탄성 보다는

점성 효과가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과 같이 실험결과를 모사하는데 사용된 각 온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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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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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N

+=그림 5. 실험체 형상 및 실험 전경

표 2. 온도별 크리프 곡선의 상수

온도 q1 q2 λ0 N

10oC 3.7264E-05 5.0E-04 7 0.7

20oC 3.4787E-05 6.0E-04 1 0.8

30oC 3.9361E-05 5.3E-04 1 0.2

그림 6. 온도별 shifting으로 적정한 크리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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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균열모델의 최대인장강도와 최대균열 개구변위를 표 3

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점성균열 모델 상수의 경우 온도

가 높을수록 최대인장강도는 감소하는 한편 최대균열개구변

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5. 균열 진전의 시각화

위의 정적균열성장 모사 결과는 포트란 코드에 의하여 해

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iD 9.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후처

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9는 후처리 시스템에서 균열

이 진전할 때 시편 내에서 y방향으로의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확장유한요소법은 요소 내부에 균열로

인한 불연속 변위가 존재하게 된다. 이를 일반적인 후처리

기법으로 시각화 할 경우 균열이 통과한 요소가 그림 9(a)

처럼 과대변형을 일으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균열 진전의

시각화를 위해 균열이 요소를 관통하는 경우 후처리기에 관

통된 요소를 세 개의 삼각형 요소로 대치하여 도시하도록

하여 그림 9(b)와 같이 균열 진전을 시각화 하였다. 물론

계산과정에는 인위적인 요소분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에 발생하는 점탄성 균열의

성장을 모사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을 최근 다각도로 연

구되고 있는 확장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개발하였다. 아스팔

트의 점탄성 거동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Zi 등(2002)의 연

속 완화시간 스펙트럼 기법을 재료의 구성방정식으로 사용

하였으며, 균열모델로는 선형탄성 파괴역학 모델 대신 점성

균열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험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변형계수를 Prony 급수로 표

현한 크리프 함수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 대신, 실험 변

형계수를 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로그 멱승을 사용해서

크리프 함수를 구성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얻어진 Maxwell

체인의 부분 탄성계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부분탄

성계수 보다 더 부드럽고 연속적인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안

정적으로 수렴하였다. 크리트 함수의 온도 특성은 로그 멱승

의 축이동을 통해 간단히 구현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림 7. 온도별 아스팔트 시편의 하중-변위 실험 및 모사 결과

표 3. 실험값 모사 시에 사용된 온도별 점성균열 모델 상수

온도
최대인장강도

[MPa]
최대균열

개구변위[mm]

10oC 4.50 0.4

20oC 1.35 2.2

30oC 0.77 2.8

그림 9. 균열의 진전 및 변위의 시각화

그림 8. 온도별 점성균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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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기법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온도 환경에서 성장하

는 아스팔트 점탄성 균열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문헌상의 일부 실험결과를 이용해 보였다. 현재 전통적인

유한요소기법에 기반하고 있는 기법들과는 대별되게 균열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도시할 있는 점이 본 기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점탄성 구성방정식의 구현

방식과 확장유한요소법의 조합은 향후 아스팔트의 잔류강도

평가 및 피로수명해석에 필요한 균열 진전분석 시스템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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