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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erform efficient and safe haulage operations in mines, the condition of unsurfaced roads 

where dump trucks are moving should be regularly investigated, and systematic maintenance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martphone 

application that can be used to periodically investigate the unsurfaced road conditions in 

mines. Using the developed application, necessary data can be easily collected on site to 

evaluate the condition of unsurfaced roads according to the Unsurfaced Road Condition 

Index (URCI) evaluation system presented by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The smartphone 

application was tested at several sections of unsurfaced road in the   Ilkwang mine, Busan,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ield investigation about 7 factors considered in the URCI 

evaluation system can be conducted through the user interface screen, and the URCI value 

can be calculated in the field to evaluate the condition of unsurfaced road. The smartphone 

application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surveying and evaluating the unsurfaced 

road conditions at the min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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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광산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덤프트럭이 이동하는 비포장도로의 상태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산의 비

포장도로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미국 육군 공병대에서 개발한 Unsurfaced Road Condition Index(URCI) 평

가 체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쉽게 수집하고,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부산 일광광산 비포장도로 일부 구간의 조사를 위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URCI 평가 체계에서 고려되는 7가지 인자들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통해 손쉽게 조사하고, 현장에

서 URCI 값을 빠르게 계산하여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은 광산현장의 비포장도로의 상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광산, 비포장도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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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덤프트럭은 기동성과 유연성이 우수하여 많은 광산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운반 장비이다(Bonates, 1996, Temeng, 

1997). 광산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한 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최

적 경로 분석 및 운반도로 설계 기법들이 최근까지 다수 개발되었다(Choi et al., 2009, Choi, 2011, Choi and Nieto, 2011a, Choi 

and Nieto, 2011b, Park et al., 2013, Park et al., 2014a, Park et al., 2015, Beak and Choi, 2017, Baek et al, 2017). 또한, 트럭-쇼

벨/로더 운반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를 통해 트럭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들도 연구되

었다(Park and Choi, 2013, Park et al., 2014b, Park et al., 2014c, Park et al., 2014d, Choi et al, 2016, Park et al., 2016, Jung and 

Choi, 2017, Baek et al., 2018).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광산의 운반도로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가정하였다. 즉, 트럭들이 광산 내 모든 운반도로에

서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광산현장에서는 임시로 사용되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도로 표면의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운반도로 구간도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광산에서 정상적인 운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유지보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산 비포장도로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1995년 

미국 육군 공병대에서 개발한 Unsurfaced Road Condition Index(URCI) 평가 체계(Department of the Army, 1995)에 따라 현장

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URCI 평가 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방법과 현장적용 결과를 제시한다. 

2. URCI에 의한 비포장도로 상태 평가 방법

URCI는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로서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URCI 값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과 같이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7가지 인자(distress factor)들이 고려된다. 

∙ 부적절한 단면(improper cross section)

∙ 부적절한 도로변 배수(inadequate roadside drainage)

∙ 물결자국(corrugations)

∙ 분진(dust)

∙ 함몰(potholes)

∙ 바퀴자국(ruts)

∙ 느슨한 골재(loose aggregate)

Fig. 1은 URCI를 산정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7가지 인자들의 각각에 대해 밀도(density)를 

계산하고 심각도(severity level)를 평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제값 곡선(deduct value curves)을 이용하여 7가지 인자들에 

대한 공제값(Deduct Value, DV)을 계산한다. 공제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공제값이 0인 경우는 해당 인자가 비

포장도로의 상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제값이 100인 경우는 해당 인자가 큰 영향을 미쳐 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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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완전히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7가지 인자들의 공제값을 합산하여 전체 공제값(Total Deduct Value, 

TDV)을 계산한다. 또한, 7가지 인자들의 공제값 중 5보다 큰 것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q 값을 결정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URCI 

곡선과 전체 공제값, q 값을 이용하여 URCI 값을 계산한다. 또한, URCI 값에 근거하여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평가한다. 

Fig. 1. Overall procedure for calculating Unsurfaced Road Condition Index (URCI) value

2.1 인자별 밀도 계산 및 심각도 평가

2.1.1 부적절한 단면

비포장도로는 도로 표면의 빗물 배수를 위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의 배수로까지 충분한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도로 

표면이 훼손되어 부적절한 단면 형상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노면이 형성되지 않거나 배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부

적절한 단면 인자의 밀도(%)는 조사지역에서 부적절한 단면 형상을 보이는 구간의 길이(m)를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또는 도로의 

중심선과 평행하게 측정한 후, 그 값을 조사지역의 면적(m2)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부적절한 단면 인자의 심각도는 비포장도로 단

면의 상태에 따라 Fig. 2와 같이 3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 심각도 수준(L): 도로 표면이 완전히 평평하여 경사가 없으며 소규모 웅덩이가 곳곳에 존재

Fig. 2. Severity levels of the improper cross section. (a) Low. (b) Middle. (c)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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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도 수준(M): 도로 표면이 볼(bowl) 모양이며 중규모 웅덩이가 곳곳에 존재  

∙ 심각도 수준(H): 도로 표면에 심각한 함몰이 발생했으며 대규모 웅덩이가 곳곳에 존재

조사지역에서 심각도 수준이 다른 부적절한 단면이 복수로 존재할 때에는 심각도 수준별로 밀도을 각각 계산한다. 

2.1.2 부적절한 도로변 배수

비포장도로의 빗물 배수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도로 표면에 웅덩이가 생성되기 쉽다. 따라서 도로변 배수시설의 상태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적절한 도로변 배수 인자의 밀도(%)는 조사지역에서 불량한 도로변 배수로 형상을 보이는 구

간의 길이(m)를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또는 도로의 중심선과 평행하게 측정한 후, 그 값을 조사지역의 면적(m2)으로 나누어 계산

한다. 부적절한 도로변 배수 인자의 심각도는 배수로의 상태에 따라 Fig. 3과 같이 3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 심각도 수준(L): 배수로에 소규모의 웅덩이 흔적이 있고 덤불이나 덤불의 잔해가 존재

∙ 심각도 수준(M): 배수로에 중규모의 웅덩이 흔적이 있고 덤불이나 덤불의 잔해가 존재하며 도로변이나 배수로에 빗물로 인한 

침식 발생

∙ 심각도 수준(H): 배수로에 대규모의 웅덩이 흔적이 있고 덤불이나 덤불의 잔해가 존재하며 도로변이나 배수로에 빗물로 인한 

침식 발생. 또한, 도로를 가로질러 물이 흐른 흔적이 존재

조사지역에서 심각도 수준이 다른 부적절한 도로변 배수 상태가 다수 발견될 때에는 심각도 수준별로 밀도를 각각 계산한다.

Fig. 3. Severity levels of the inappropriate roadside drainage. (a) Low. (b) Middle. (c) High

2.1.3 물결자국

비포장도로의 물결자국은 일정한 간격을 둔 능선과 골의 형태로서 차량의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나타난다. 언덕, 커브 구간, 가속 

또는 감속 구간, 도로 표면의 골재가 느슨해진 구간에서 주로 나타나며 도로 표면을 훼손시키므로 유지보수를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한다. 물결자국 인자의 밀도(%)는 조사지역에서 물결자국 형상을 보이는 영역의 면적(m2)을 측정한 후, 그 값을 조사지역의 면적

(m2)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물결자국 인자의 심각도는 물결자국의 깊이에 따라 Fig. 4와 같이 3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 심각도 수준(L): 물결자국의 깊이가 2.5 cm 미만

∙ 심각도 수준(M): 물결자국의 깊이가 2.5 cm 이상 7.5 c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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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도 수준(H): 물결자국의 깊이가 7.5 cm 이상

물결자국도 심각도의 수준에 따라 각각 밀도를 계산한다. 

Fig. 4. Severity levels of the corrugations. (a) Low. (b) Middle. (c) High

2.1.4 먼지

비포장도로의 마모로 인해 도로의 구성 입자들이 표면에서 분리되면 차량이 지나갈 때 먼지구름이 형성된다. 먼지구름은 후행 

차량의 주행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먼지구름이 발생하는 비포장도로 구간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먼지 인자의 경우 밀도는 계산하지 않으며 먼지구름의 발생 정도에 따라 Fig. 5와 같이 3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 심각도 수준(L): 후행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옅은 먼지구름 생성

∙ 심각도 수준(M): 후행 차량의 시야를 부분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짙은 먼지구름 생성

∙ 심각도 수준(H): 후행 차량의 시야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매우 짙은 먼지구름 생성

Fig. 5. Severity levels of the dust. (a) Low. (b) Middle. (c)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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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함몰

비포장도로 표면에서 발생하는 볼(bowl) 모양의 함몰은 도로 하부 토양이 느슨해져 발생하며, 함몰지점으로 빗물 등이 유입되면 

빠르게 확장된다. 도로 표면에 함몰이 발생하면 차량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워지며, 차량이 함몰지점을 지나갈 때 타이어가 파괴되

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함몰 인자의 심각도는 Table 1의 기준에 따라 3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함몰 인자의 밀도(%)

는 조사지역에서 함몰 현상을 보이는 영역의 면적(m2)을 측정한 후, 그 값을 조사지역의 면적(m2)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조사지역

에서 심각도 수준이 다른 함몰 현상이 복수로 나타날 때는 심각도 수준별로 밀도를 각각 계산한다. 

Table 1. Severity levels of the potholes (Department of the Army, 1995)

Average diameter

Maximum depth < 0.3 m 0.3 - 0.6 m 0.6 - 1 m ≧ 1 m

1.5 - 5 cm Low Low Middle Middle

5 - 10 cm Low Middle High High

≧ 10 cm Middle High High High

2.1.6 바퀴자국

비포장도로의 바퀴자국은 차량의 반복적인 통행의 결과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나타난다. 심각한 바퀴자국은 도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 바퀴자국 인자의 밀도(%)는 조사지역에서 바퀴자국이 나타난 영역의 면적(m2)을 측정한 후, 그 값을 조사지역의 면적

(m2)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바퀴자국 인자의 심각도는 바퀴자국의 깊이에 따라 Fig. 6과 같이 3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하며, 심각도

의 수준에 따라 각각 밀도를 계산한다.

∙ 심각도 수준(L): 바퀴자국의 깊이가 2.5 cm 미만

∙ 심각도 수준(M): 바퀴자국의 깊이가 2.5 cm 이상 7.5 cm 미만

∙ 심각도 수준(H): 바퀴자국의 깊이가 7.5 cm 이상

Fig. 6. Severity levels of the ruts. (a) Low. (b) Middle. (c) High

2.1.7 느슨한 골재

비포장도로의 마모와 손상으로 인해 큰 골재 입자들이 도로 표면에서 분리되어 느슨해질 수 있다. 느슨해진 골재 입자들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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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며 도로의 중심선이나 도로변을 따라 둔덕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둔덕들은 차량의 이동

을 방해하므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느슨한 골재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표면을 유지 보수할 필요가 있다. 느슨한 골재 인자

의 밀도(%)는 조사지역에서 발생한 느슨한 골재 둔덕의 길이(m)를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또는 도로의 중심선과 평행하게 측정한 

후, 그 값을 조사지역의 면적(m2)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느슨한 골재 인자의 심각도는 비포장도로 표면에 발생한 둔덕의 높이에 따

라 Fig. 7과 같이 3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하며, 심각도의 수준에 따라 각각 밀도를 계산한다.

∙ 심각도 수준(L): 느슨한 골재로 인해 생성된 둔덕의 높이가 5 cm 미만

∙ 심각도 수준(M): 느슨한 골재로 인해 생성된 둔덕의 높이가 5 cm 이상 10 cm 미만

∙ 심각도 수준(H): 느슨한 골재로 인해 생성된 둔덕의 높이가 10 cm 이상

Fig. 7. Severity levels of the loose aggregate. (a) Low. (b) Middle. (c) High

2.2 인자별 공제값 계산

인자별로 밀도와 심각도 수준이 결정되면 Department of the Army(1995)가 제시한 공제값 곡선을 이용하여 7가지 인자들에 대

한 공제값을 계산한다(Fig. 8). 예를 들어 부적절한 단면 인자의 밀도가 10%, 심각도 수준이 낮은 경우(L) 해당 그래프에서 심각도 

곡선 L을 따라 x축 10인 지점까지 이동하고, 그 지점에서의 y축 값을 읽으면 공제값으로 8을 얻을 수 있다. 먼지 인자의 경우에는 밀

도를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값 곡선을 이용하지 않고 심각도 수준별로 정해진 공제값을 부여한다. 

2.3 전체 공제값과 q 값의 계산

인자별로 공제값이 결정되면 7가지 인자들의 공제값을 합산하여 전체 공제값을 계산한다. 또한, 인자별 공제값 중 5보다 큰 것들

의 개수를 세어 q 값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조사지역에서 물결자국, 분진, 함몰과 같은 세 가지 인자들이 발견되었고, 각각의 공제

값이 15, 4, 20인 경우 전체 공제값은 39로 계산되며, q 값은 2가 된다. 

2.4 URCI 값 계산 및 비포장도로 상태 평가

전체 공제값과 q 값이 계산되면 Department of the Army(1995)가 제시한 URCI 곡선을 이용하여 URCI 값을 계산한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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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사지역의 전제 공제값이 60이고, q 값이 1인 경우에는 ‘q= 0 or 1’을 나타내는 곡선에서 x축이 60인 지점까지 이동한 

후 y축 값을 읽으면 URCI 값으로 40을 얻을 수 있다. 조사지역의 URCI 값이 결정되면 Department of the Army(1995)가 제시한 

기준(Table 2)에 따라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7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Fig. 9. Curves for calculating the URCI value (Department of the Army, 1995)

Table 2. Unsurfaced road condition rating according to the URCI value (Department of the Army, 1995)

URCI value Rating

0-10 Failed

10-25 Very poor

25-40 Poor

40-55 Fair

55-70 Good

70-85 Very good

85-100 Excellent

Fig. 8. Curves for calculating the deduct value for each distress factor (Department of the Arm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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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본 연구에서는 URCI 평가 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Android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작동한다. 애플

리케이션 개발도구로는 MIT App Inventor(2018)를 이용하였다. App Inventor는 구글이 개발한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이며, 

현재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App Inventor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PC 화면에

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앤드 드롭(drag-and-drop)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블록 형태의 코드를 작성하여 애플리케이

션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Fig. 10). 

Fig. 10. Development of the URCI application using MIT App Inventor. (a) Interface design. (b) Coding blocks

Fig. 11은 개발된 URCI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화면들을 보여준다. 먼저 일반정보를 입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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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면에서는 조사지역의 구분 코드와 함께 조사날짜, 조사면적, 조사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Fig. 11a).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를 통해 조사지점의 위치정보가 인식되면 조사지점의 주소와 지도는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수직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화면을 이동하면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7가지 인자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Fig. 11b). 각각의 인자별로 현장에서 측정된 값들을 심각도 수준별로 입력된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단면 인자의 경우 현장에

서 부적절한 단면 형상을 보이는 구간의 길이(m) 측정 결과를 심각도 낮음(L), 중간(M), 높음(H) 수준에 따라 입력할 수 있다. 값을 

입력한 후에는 조사지점의 사진을 촬영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으며, 촬영된 사진의 이름이 URCI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된다. 

수직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아래쪽 화면으로 이동하면 입력된 현장조사 자료로부터 자동 계산된 인자별 

DV, 전체 인자들의 TDV, q 값, 조사지역의 URCI 값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지역의 특이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URC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사된 자료와 결과들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공유할 수 있다. 

(a) (b) (c)

Fig. 11. Graphic user interface of the URCI application on smartphones. (a) Part for adding general information of study area. (b) 

Part for investigating the quantity and severity of seven distress factors. (c) Part for calculating the URCI value and rating

4. 현장적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URCI 애플리케이션을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일광광산 지역에 적용하였다. 일광광산은 1938년부터 1945년

까지 국내에서 구리를 생산하는 가장 큰 규모의 광산이었으며, 구리 이외에도 금, 은, 중석 등을 채굴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 폐

광되었다. 폐광 이후 적절한 관리대책 없이 방치되었다가 1999년부터 광산 복원사업을 수행하였다(Suh et al., 2016).

Fig. 12는 URC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평가한 연구지역을 보여준다. 전체 40m 길이 비포장도로 구간을 

4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에는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현장에서 URC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모습은 Fig. 1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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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iew of the study area. Section 1: 6 m × 3.6 m. Section 2: 12 m × 3.6 m. Section 3: 15 m × 3.6 m. Section 4: 7 m × 4.2 m

Fig. 13. Investigation of unsurfaced road condition at the study area using the URCI application. Photos showing (a) how the URCI 

application is used in the field, (b) general information of study area, (c) investigation results of distress factors, (d) a 

picture taken during investigation. (e) results of URCI calculations

Table 3은 연구지역 비포장도로 구간에서 7가지 인자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인자가 연구지역 4개의 구

간에서 모두 측정되었다. 부적절한 단면은 4번 구간에서 높은 심각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도로변 배수는 3번 구간에서 

가장 길게 측정되었다. 물결자국은 2번 구간에서 가장 높은 심각도 수준으로 발견되었으며, 3번 구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먼지

는 모든 구간에서 낮은 심각도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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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antity and severity of distress factors investigated at the study area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Area of section (m2) 21.6 43.2 54.0 29.4

Severity

Distress
L M H L M H L M H L M H

Improper cross section (m) 6.0 · · 12.0 · · · 15.0 · · · 7.0

Inadequate roadside drainage (m) · 12.0 · · 24.0 · · 30.0 · · 14.0 ·

Corrugations (m2) 2.9 · · · · 5.3 · · · 4.3 · ·

Dust √ · · √ · · √ · · √ · ·

Potholes (m2) · · · · · 1.0 1.0 1.0 · · · 1.0

Ruts (m2) · 4.7 1.1 · 2.5 · 1.3 1.7 · · · 4.3

Loose aggregate (m) 4.0 1.4 · 6.1 0.6 · 18 0.6 · 10.1 0.4 ·

URC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연구지역의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간 1, 2, 3에서는 비포장도로

의 상태가 보통(fair)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간 4의 상태는 불량(poor)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간 4의 경우 부적절한 단면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견되었으며, 도로 표면의 함몰과 바퀴자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구간 4에 대한 비포장도로 유

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4. Results of URCI calculations at the study area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Distress
Density

(%)

Deduct 

value

Density

(%)

Deduct 

value

Density

(%)

Deduct 

value

Density

(%)

Deduct 

value

Improper cross section (m) 27.8 17.0 27.8 17.0 27.8 23.0 23.8 27.0

Inadequate roadside drainage (m) 55.6 31.0 55.6 31.0 55.6 31.0 47.6 37.0

Corrugations (m2) 13.6 9.0 12.2 8.0 · · 14.7 10.0

Dust · 2.0 · 2.0 · 2.0  2.0

Potholes (m2) · · 6.3 34.0
L: 6.3

26.0 6.3 34.0
M: 6.3

Ruts (m2)
M: 21.6

41.0 5.9 12.0
L: 2.5

10.0 14.7 24.0
H: 5.0 M: 3.2

Loose aggregate (m)
L: 18.5

16.0
L: 14.1

9.0
L: 33.3

15.0
L: 34.4

17.0
M: 6.5 M: 1.4 M: 1.1 M: 1.4

Total deduct value 116 113 107 151

q 7 6 6 6

URCI value 43 44 47 27

Rating Fair Fair Fair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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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육군 공병대에서 개발한 Unsurfaced Road Condition Index(URCI) 평가 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손쉽게 필

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애플리케이

션을 Android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부산 일광광산의 비포장도로 일부 구간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URCI 평가 체계에서 고려되는 7가지 인자들의 현장조사 결과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통해 손쉽게 입력하고, 현장에서 URCI 

값을 빠르게 계산하여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육군 공병대의 URCI 평가 체계를 그대로 채택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산

의 특수성이나 국내의 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

트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광산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덤프트럭이 이동하는 비포장도로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광산현장의 비포장도로의 상

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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