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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항포장은 도로포장과 달리 운영되는 교통수단의 특성과 포장의 설계

강도가 현저하게 다르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보수가 어려워 덧씌우기

및 재포장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특성은 강성포장에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에 포장상태로 인한 사고의 빈도와 위험도는 상대적으

로 높으므로 도로포장에 비하여 더욱 더 높은 수준의 포장상태를 유지해

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결정할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항포장관리체계(APMS)를 개발하여 운용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항의 포장관리는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포장수

명의 연장보다는 상시보수와 수명연한 도래시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포장상태예측모형이 지속적인 포장상태의

예측보다는 잔존수명 추정의 한 방법으로만 여겨졌다.

포장상태예측모형을 통해 유지보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과거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포장상태를 가능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현재 국내 공항포장의 포장상태 예측은 APMS

의 기반인 MicroPAVER의 예측모형이 사용되고, 연구들 또한 회귀분석

모형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회귀분석모형으로 대표되는 결정적

모형은 확률적 모형에 비하여 유지보수 우선순위 결정 등 네트워크 수준

의 분석에 한계점을 보이며,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확률적 모형의 정확

한 예측력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포장상태 예측모형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하고 과거의 포장상태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을 통한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을 통하여 최적 유지보수시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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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태를 예측함으로써 유지보수에 의한 효과를 증명하고 포장의 상태와

재령별 최적 유지보수 전략의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주요어 : 공항, 강성포장, PCI, 확률적 모형, 유지보수

학 번 : 2011-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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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항포장은 도로포장과 달리 공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재령에 따른 포

장상태, 평탄성 등 공용성의 감소가 덜한 반면에 포장상태에 의한 사고의 위

험도가 민감하여 도로포장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더욱 절

실하다. 그러나 공항포장에 대하여서는 경제적인 유지보수보다는 포장 손상

발생 시 파손부위를 보수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실시하여 왔고, 일정

수준(예 : Critical PCI, 공용기간 등) 이하로 포장이 손상된 경우 재포장을 실

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따라서 도로포장에 비하여 유지보수의 경제

성에 대한 인식은 적은 편이며,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포장의 유지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효율적인 포장의 유지관리란 단순히 포장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유지관리 대상인 공항들의 미래의 포장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포장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

거나 갑작스런 포장상태 저하를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에 맞추어 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공항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용률이 저조한 공항들을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

러한 예산들 중 상당부분이 공항의 시설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므로 이의 중요

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효율적인 공항포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2년 국내 공항에 도입된 포장관

리시스템(PMS)는 현재 자동포장상태조사장비를 이용한 표면결함자료를 수집

하고, AutoCAD Map을 기반으로 한 결함도를 작성하여 MicroPaver를 기반으

로 한 공항포장관리치계(APMS) 통해 포장상태 산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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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까지 이르렀다. 또한 공항 관리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

군)별로 PMS를 운영하여 관리 대상인 공항들의 포장상태 및 포장결함의 추

적이 가능해지고, 포장상태 및 유지관리 이력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Network수준과 Project수준의 유지관리를 가능케 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Network수준의 유지보수 우선순위 결정, Project수준의 보수방

법 결정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포장상태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

서 미래의 포장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MicroPAVER의 예측모형과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한 다항회귀

곡선의 모형이 연구되어 왔지만, PMS를 통한 포장상태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

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항을 대표하는 포장상태 예측모형이 전무한 상태

이다. 또한 국내의 공항PMS에서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MicroPAVER가 현

재의 포장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장상태 예측 모형을 산출 논리를 제공하

고 있지만, 효율적인 공항포장의 관리를 위해서는 확률적 모형을 이용한 PMS

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항의 포장상태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확률적 포장상태예측모형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한 현재의 유지보수예산

수준에서 최적의 유지보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측을

통하여 재령별 최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공항 포장의 형식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덧씌우기 등에 의한 생애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아스

팔트 포장을 제외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확률적 포장상태예측 모형 정립과 최적 유지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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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문헌 고찰

2.1 포장상태평가지수(PCI)

“포장상태평가지수란 포장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포장의 균열, 패칭,

소성변형, 종단편탄성 등과 연관시킨 수학적 모델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포

자유지보수자에 의한 주관적 포장상태에서 벗어나 포장상태를 객관적이고 정

량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1) 미국 AASHTO의 PSI, 일본 건설성의 MCI,

FAA와 미공병단의 PCI 등이 대표적이다.

PCI(Pavement Condition Index)는 포장의 결함상태를 정량화하여 포장의

공용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것으로 일정 면적에 나타나는

결함들을 결함의 종류, 결함의 양, 결함의 심각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PCI는 포장상태가 완전한 상태를 100으로 하고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0으로 하였을 때 포장의 손상정도를 0～100 범위 내의 값으로

표현하는 지수이다.

  
  




  

 

   ∙  (2.1)

여기서 는 포장상태지수의 최대값(100),

는 결함의 종류(), 심각도(), 파손량( )에 따른 deduct value함수,

는 결함의 종류

는 결함의 심각도 수준이다.

PSI, MCI와 달리 고속도로 포장관리의 주요한 요소인 종단평탄성을 제외하

1) 권수안 외(2000). 콘크리트 포장상태 평가지수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포장공학회지, 제2권, 제3

호, pp. 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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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면결함만으로 포장을 평가하므로 고속도로의 포장상태평가지수로는 적용

이 부적절하다. 국내 고속도로 포장관리에서 사용 중인 HPCI와는 별개의 포

장상태평가지수로 공항포장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IRI(평탄성지수), FOD Potential Index등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PCI는 포장체 표면의 응력상태에 대한 관측자료를 통하여 산출되므로 구조

적 성능, 마찰저항성, 거칠기 성능 등을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측

이 이루어진다면 포장체의 파손을 예측하여 유지보수 소요와 우선순위를 합리

적으로 결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CI는 동질성구

간별로 포장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등급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PCI 등급을 처음으로 정립한 ASTM D 5340은 “아스팔트 포장의 16가지 결

함종류와 콘크리트 포장의 15가지 결함종류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결함별로

Low, Medium, High 수준의 심각도로 구분지어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항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High 수준의 결함을 국내 공항에서 발견하

기 힘들며 대부분 Low 수준의 결함만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로 국내 공항의 PCI는 ASTM의 규정대로 분석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2)

안덕순 외(2003)는 국내 공항포장의 상태가 미국의 포장상태보다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ASTM D 5340은 미국 내의 국

제공항에서부터 민간공항을 아우르는 등급기준이므로 다소 보수적인 포장상태

를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ASTM

D 5340은 상향 조정되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포장전문작의 설문조사를 통하

여 별도의 PCI 등급을 설정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항에 대해서는 PCI를 70∼100 사이로 유지하여 포장 관

2) 이강진 외(2012). 공항포장 상태지수 및 보수보강 결정기준 개발의 Master Plan. 2012 한국도로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자료 pp. 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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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공항공사는 별도의 PCI등급을 사용하

고 있는데, PCI 50이하에서 포장은 거의 파괴수준에 도달한다고 보고, 100-51

까지의 PCI를 10의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그림 2-1> ASTM D 5340의 PCI 기준

ASTM D 5340 한국공항공사

등급 PCI범위 등급 PCI범위 유지관리 기준

우 수

(Good/A)
86-100

매우양호

(A)
91-100 일상유지보수

양 호

(Satisfactory/B)
71-85

양 호

(B)
81-90 일상유지보수

보 통

(Fair/C)
56-70

보 통

(C)
71-80 보수/보강

불 량

(Poor/D)
41-55

불 량

(D)
61-70

보수/보강 또는

덧씌우기
매우불량

(Very Poor/E)
26-40

매우불량

(E)
51-60

덧씌우기 또는

재시공
심 각

(Serious/G)
11-25

포장파괴

(F)
50이하 재시공

포장파괴

(Failed/H)
0-10

<표 2-1> PCI등급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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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장파손 예측모형

포장평가 수준에서 공항 포장의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은 현재의 누적

교통량을 이용하여 통과 가능 교통량을 예측하는 방법, 설계 절차의 역순으로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실내시험과 FWD(Falling Weight Deflectormeter) 등을

통하여 추정된 포장체의 탄성계수와 휨강도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구조적인 수명을 예측하는 것으로 공항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포장상태에 대한 고려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재포장 시

기 결정을 위한 잔존수명의 예측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포장 파손 상태의 객

관적 기준이 되는 ‘포장 공용성’의 세 가지 요소인 기능적 공용성, 구조적 공

용성, 안전적 공용성을 포괄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포장체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포장체의 상태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략적 의사결

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포장파손예측모형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평준(2002)은 포장파손 예측모형을 포장의 기능적 상태를 나타내는 임의

의 특성 값이 주어진 환경 조건하에서 재령 혹은 교통량 변화에 따라 포장 형

태별 또는 구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델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경영과학 분야에서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두 가지

모형인 정성적 분석 모형과 계량적 분석 모형 중 후자에 속한다. 정량적 분석

모형은 복잡․다양한 현실 문제 속에 내포된 계량적 요소나 자료들을 사용하

여 문제의 목적, 제약조건, 관계 등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확정적 모

형(Deterministic Model)과 확률적 모형(Probabilistic Model)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확정적 모형은 모형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가 모두 확정적으로 알

려져 있는 경우이고, 확률적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 데이터가 확률분포에 따라 발생하는 확률변수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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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포장상태 예측모형의 구분

2.2.1 확정적 모형

포장상태 예측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항포장의 포장상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측정되어야 하고, 샘플 단위로 분석을 한다하더라도 동일한 재령에

서의 관측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재령의 관측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동일한 대상만을 관측하지 못하고, 시간이 아닌 관측 당시

의 포장별 재령을 변수로 하므로 시계열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포장

수명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시계열분석 대신 회귀분석과 같은 인과관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항포장 예측모형에 다항회귀분석 모형을 많이 사용한다. 도로와 달리 재

령 외에 교통량 등을 Sample Unit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므로 여러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 모형은 적용이 어렵다. 최소제

곱법 등 방법론은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같으나 포장체의 상태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양호해질 수 없고, PCI의 정의에 따라 최초의 포장상태는 완

전하다는 전제조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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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모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귀분석 모형은 모든 관측 값에 대하

여 등분산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는데, 실제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자료의 분산

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측자료의 경우도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 재령에 따른 PCI의 표본분산

박상욱 외(2008)는 이러한 현상은 재령이 증가할수록 포장상태의 다양성과 측

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히려 실제에 가까운 현상

을 모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공항PMS에서도 사용하고 있

는 MicroPAVER 의 경우 Outlier와 Filtering 기능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를 높일 수는 있으나, 분석가의 주관적인 개입이 쉽고, 확인가능한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4> MicroPAVER의 Outlier, Filter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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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확률적 모형

마르코비안 모델로 대표되는 확률적 모형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특정 시

스템의 변화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마르코비안 모델을 포장공

용성 예측모델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Butt(1991)은 포장공용성

지수들을 이산적인 상태등급으로 나누어 정적(static)인 상태전이행렬과 상태

분포를 통하여 생애주기 동안 해당 상태등급으로부터 전후의 상태등급을 예측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상태전이행렬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면,








  ⋯ 
  ⋯ 
⋮ ⋮ ⋮
  ⋯ 





 (2.1)

정적 상태전이행렬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정1.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하는 확률은 단지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가정2. 상태전이확률은 시간에 독립적이다.

일반적으로 마르코비안 모델이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하여 더욱 정확한 예측

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Cook과 Kazakov(1987), Feighan 외(1987),

Butt(1991)의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르코비

안 모델은 Dynamic Programming, Markovian Decision Process 등을 이용한

포장의 유지보수 계획과정에 대단히 유용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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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장의 상태는 시간 외에 날씨와 하중상태, 교통량에 영향을 받으므

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전이확률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Butt(1991)은 <그림 2.6>과 같이 기간별로 죤을 설정하여 모형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다중 죤 모형은 기존의 1죤 모형에 비하여 예측치가 관측

치에 더욱 잘 적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Butt(1991)의 1죤 마르코비안 모형 예측 예

<그림 2-6> Butt(1991)의 다중 죤 마르코비안 모형 예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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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포장파손 예측모형 연구 현황

국내 공항의 포장파손예측모형에 대한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포

장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홍콩국제공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와 같은 포장파손예측모형을 정립하였다.

(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포장과 합성포장)    ×

이후 국내의 공항포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곡선모형들이 개발되어 왔다.

구분 포장파손예측모형

안덕순

(2001)

재령 기준    ×

누적교통량 기준    ×

서영찬 외

(2002)

활주로
보수      

비보수      

유도로
보수      

비보수      

김택선

(2002)

A교통구역3)  × × 

C교통구역4)  × × 

곽평진 외

(2009)

중앙부
중앙    

말단    

외측부    

<표 2-2> 국내 공항포장상태 예측모형식

3) 교통구역은 비행장포장 설계 기준인 미공군 교범 AFM(Air Force Manual) 88-6에 의거 항공기의 중

량과 교통량에 분포에 의하여 포장지역을 구분한 것임. A교통구역은 항공기의 총 설계중량과 집중된 

교통량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시설로, 활주로 양단 1,000ft구간, 주기장을 통과하는 유도로 등이 속함.

4) C교통구역은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지역으로 항공기의 양력으로 인해 포장면에 작용하는 응

력이 현저히 감소한다. 활주로 내부 75ft폭의 중앙부분 및 모서리, 비상유도로, 격납고 주변 주기어 통

과지역, 바닥세척장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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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내 공항포장상태 예측모형의 예측곡선

국내에서 연구된 공항 포장상태 예측모형은 회귀분석에 의한 확정적 모형이

다. 확률적 모형의 공항포장에의 적용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것이 사실이다.

각 국 또는 공항들 간에 APMS 또는 포장상태 예측모형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Gendreau와

Soriano도 Butt(1991) 외에 확률적 모형을 공항포장에 적용한 사례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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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방향 연구결과

안덕순

(2001)

∘활주로의 PCI를 재령, 누적교

통량 별로 회귀분석하여 포장

파손예측모형 개발

∘본 모형과 Micro PAVER의

예측값을 실제값과 비교

∘재령보다 누적교통량이 모형

의 독립변수로서 더 유효함

∘Micro PAVER의 모형은 재령

만을 독립변수로 하므로 재령

과 누적교통량을 고려한 모형

개발 필요

서영찬 외

(2002)

∘활주로와 유도로의 유지보수

이력을 분석하여 덧씌우기 유

무에 따라 유지보수 구간과

비유지보수 구간으로 구분하

고 회귀분석을 통해 재령 대

PCI 모형 개발

∘활주로는 고속구간과 저속구

간으로 나누어 모형 정립

∘활주로의 경우 고속구간과 저

속구간으로 나누어 포장파손

을 예측한 결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음

김택선

(2002)

∘포장체의 PCI를 재령과 교통

량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함

∘활주로를 교통구역별로 나누

어 포장파손예측모형 개발

∘PCI는 재령보다 교통량에 더

민감함

∘재령, 교통량이 독립변수인 다

중다항 회귀분석모형 정립

곽평진 외

(2009)

∘교통량, 재령, 포장두께와 PCI

의 상관관계 분석

∘활주로를 중앙부와 외측부,

중앙부는 다시 중앙과 말단으

로 구분

∘활주로의 PCI는 재령과 상관

관계가 가장 높음

∘중앙부 중앙과 말단, 외측부가

재령에 따른 PCI 감소가 서로

다름

<표 2-3> 국내 공항포장상태 예측모형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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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포장파손예측모형 역시 회귀분석 모형의 확정적 모형이 대부분이다.

공항과 다른 점은 PSI, MCI, PCI 등 포장체 공용성지수에 따라 여러 예측모

형이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종단평탄성(IRI), 소성변형량(RD), 균열

(CR)을 각각 평가지수로 하는 예측모형을 사용하였으나, 2000년 ‘고속도로 포

장관리체계(HPMS)’ 구축과정에서부터 HPCI를 단일한 포장평가지수로 사용하

는 예측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포장형식 포장종류 교통량 포장상태 예측모형

아스팔트

콘트리트

포장

일반밀입도 -  ×

SMA -  ×

전체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JCP     ×

 ≤     ×

 ≤     ×

 ≤     ×

 ≤   ×

전체  ×

<표 2-4> 고속도로의 포장상태 예측모형

외국의 경우 도로포장에 한하여 회귀분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Hong과 Prozzi(2005), Park 외(2008) 등이 베이시안 통계기법과 로지스틱 모

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PMS수준의 예측모형으로

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박상욱 외(2008)는 고속도로 포장상태지수(HPCI)의 예측모형을 개선하면서

재령에 따른 포장상태의 분포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통량별로 HPCI의

백분위 50%, 25%, 15%, 5%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포장상태의 확률분포를 고

려한 회귀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산출하고,

이 식을 미분함으로써 현재 교통량에서의 상태확률과 이전의 포장상태에만 영

향을 받는 포장상태 예측이 가능하다.



- 15 -

2.3 포장 유지보수의 의사결정

포장상태는 생애주기 동안 일정 시간에 도달하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림 2-8>은 이러한 포장상태의 생애주기를 잘 보여주는데, “갑작

스런 포장상태 저하가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유지보수를 실시하면 50%이상의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5)

<그림 2-8> 포장상태의 생애주기 개념도

이러한 생애주기적 분석을 통하여 포장의 상태는 더 적은 보수비용을 사용하

여 운영가능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그림 2-9> 유지보수에 따른 공용수명 증가

5) M. Y. Shahin (1994). Pavement Management for Airports of Airports, Roads and Parking Lots. 

Chapman & Hall, New Yor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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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림 2-9>에서 시간-PCI 곡선의 수평 평행이동으로 표현되는 대

대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PCI를 급격히 증가시켜도 특정 포장상태에서는 공

용년수 증가에 미치는 전체 PCI 증가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

서 포장의 상태 또는 재령에 따라 다른 유지보수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Shain(2005)은 포장의 재령과 PCI에 따라 효과적인 유지보수의 범주를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Localized Safety M&R, Localized Preventive M&R,

Global Preventive M&R, Major M&R)

<그림 2-10> 임계 PCI방법에 의한 유지보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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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범주 중 하나인 예방유지보수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 Shahin(2005)의

곡선은 <그림 2-10>과 같은데, 초기 재령에서는 소규모의 예방유지보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2-11> Shahin(2005)의 국지적 예방유지보수 효과

위와 같이 유지보수 수준에 대한 적정시기의 결정은 유지보수비용의 산출이

정확해야만 가능ㅎ다. “MicroPAVER 시스템에서는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하는

데 2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하나는 표면결함에 따라 보수공법 및 단가를 적용

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PCI에 따라 보수비용을 산출

하는 것이다.”6) 전자는 Project수준에서 보수공법을 결정하거나 Network수준

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므로 결함의 종류와 유지보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 Network수준에서 유

지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6) 안덕순 외(2003). Micro Paver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적정화에 대한 연구. 한국도로포장공학회 논문집 

제5권 제3호, pp.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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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PCI에 따른 보수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안덕순 외(2003)는 현재 국

내의 공항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법과 미래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고려하

고, 기존의 포장상태 조사 자료와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PCI와

평균유지보수비용 산출하여 Shahin(1994)의 PCI 대 유지비용 곡선을 평형이동

시켰다. PCI별 보수비용은 상시보수와 덧씌우기 보수로 구분하여 단가를 결정

하였다. Butt 외(1994)는 PCI상태를 편익으로 환산하여 PCI 증가에 의한 편익

을 PCI에 비례하여 계량화하였다.

<그림 2-12> Shahin(1994)의 PCI 대 유지보수비용 곡선 예

PCI
보수비용(원)

덧씌우기 상시보수

0 40,300 15,600
10 36,600 13,000

20 31,400 11,300
30 27,500 9,100
40 23,600 6,500
50 20,000 4,800
60 17,100 2,600
70 14,500 1,300

80 12,200 -
90 10,600 -
100 10,600 -

<표 2-5> 안덕순 외(2003)의 유지보수비용

상태 PCI 편익

1 90-100 95

2 80-90 85

3 70-80 75

4 60-70 65

5 50-60 55

6 40-50 45

7 30-40 35

8 20-30 25

9 10-20 15

10 0-10 5

<표 2-6> Butt 외(1994)의 PCI별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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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설정

3.1 확률적 예측모형 추정

3.1.1 상태전이행렬 추정

마르코비안 모델에서 상태전이행렬을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이확률의

기본 정의에 따라 기준 재령에서의 상태 i 인 구간의 수()와 한 전이 후 상

태 i 인 구간의 수()의 비율( )을 통해 구하는 것이다.

  


(3.1)

   


(3.2)

관측자료가 충분하다면 식(3.1)과 식(3.2)의 전이확률은 실제적인 추정치를 제

공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해당 구간이 상태 i 에서 기대되는 공용기간

( ) 대비 실제의 직후 상태로 전이되는 기간()의 비를 통하여 전이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  (3.3)

여기서 


  이고,

는 포장 설계 시 고려된 총 공용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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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르코비안 모델은 회귀분석모형에 비하여 더 많은 과거 자료를 요

구하는데, 충분한 실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공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

거한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 자료를 통해 예측된 모델에 비하여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마지막 방법은 미 육군공병단(CERL)에서 포장 공용성 지수인 PCI등급의

예측을 위하여여 개발된 것으로, PCI 관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로 정의되는 잔

차를 최소화한다. 여기서 예측치는 마르코비안 모델에서 산출된 값이다.

 
  




 



 (3.4)

여기서 은 표본의 총 재령,

는 재령 t 에서 총 표본 수,

는 재령 t 에서 표본의 PCI 측정 값,

는 재령 t 에서 마르코프 모델을 통한 PCI 예측치이다.

식(3.4)에서 절대잔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할 수

도 있다. 위 방법에서 PCI 예측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령에서 상태등

급의 분포를 나타낼 상태벡터를 결정해야 하고, 각 상태별 PCI 대푯값을 산정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포장상태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포

장 직후의 상태벡터는 식(3.5)와 같고,

 











or 


⋮



(3.5)

여기서, PCI의 대푯값을 구간의 중앙값으로 하면

7) Michel Gendreau 외(1998). AIRPORT PAVEMENT MANAGEMENT SYSTEMS: AN APPRAISAL 

OF EXISTING METHODOLOGIES. Transpn Res.-A Vol.32 No.3, pp. 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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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다. 재령 t 에서 PCI의 기대치는 재령 t 에서의 상태확률분포와 상태등급별

PCI의 대푯값의 곱이다.

 








⋮




















⋮













 ⋯ 
 

 (3.7)

재령 t 에서의 상태확률분포는 식(3.8)을 통하여 구할 수 있고,

 












⋮
 















   ⋯  

  ⋯  
⋮ ⋮ ⋮ ⋮ ⋮
   ⋯      

   ⋯  














⋮







 (3.8)

따라서, 재령 t 에서의 PCI기대치를 구하는 식은 식(3.9)과 같다.

 재령에서
의기대치









상태등급별 ×









상태전이행렬 ×









초기상태백터

 








⋮
  








 




    ⋯  

    ⋯  
⋮ ⋮ ⋮ ⋮ ⋮
   ⋯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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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ERL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할 만한 추정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많은 관측 자료를 필요로 한다.”8) 유평준 외(2002)는 이러한 표본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령 t 에서 표본의 PCI 측정 값 대신에 예측된 회귀

곡선의 예측 값을 사용함으로써 ‘국도 포장 공용성 예측 확률 모델’을 정립하

였다. 원 관측 자료를 통하여 다항회귀곡선을 추정하고 CERL의 방법과 같이

재령별 PCI의 예측값과 관측값의 잔차를 최소화하였다.

<그림 3-1> 유평준 외(2002)의 마르코프 모델 구성 흐름

본 연구에서도 관측 자료를 통하여 추정된 다항 회귀곡선의 기대값을 이용하

여 확률 모형을 정립하였다.

8) Khaled A. Abaza et al, “Integrated Pavement Management System with a 

Markovian Prediction Model.” Journal of Transport Engineering Volume 130, 

Issue 1(Jan/Feb 2004):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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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다항회귀곡선 추정

다항회귀곡선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MicroPAVER의 Filtering과

Outliar 기능과 유사하게 신뢰도 95%수준에서 필터링하였다. 안덕순(2001), 곽

평진(2009)은 원 관측 자료를 회귀분석한 곡선을 이용하여 필터링 비율에 따

라 Boundary PCI값(±필터링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벗어난 관측

자료를 제외하여 수정된 회귀분석 모형을 산출하였다. 안덕순(2001)은 필터링

을 하지 않은 경우와 10%, 20%, 30%, 40%를 필터링하였을 때 각 예측모형의

결정계수를 비교한 결과 10%필터링을 하여 선형회귀분석한 것이 가장 적합도

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다. 하지만 1개 공항의 관측 자료가 모두 누락되어 버

렸다.

<그림 3-2 > 안덕순(2001)의 선형회귀곡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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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많은 수의 관측자료를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재령에서 정규분포의 95%신뢰수준의 양

측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필터링을 하였다. 각 재령별 관측자료에 대하여 정규

분포의 적합도검정 결과는 <표 3-1>과 같고, 모든 재령에서 유의수준이 0.05

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재령별 관측자료는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도 무리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그 필터링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재령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검정결과

3 96.314 2.516 2.86 4 9.49 Do not reject
13 90.259 7.896 7.52 3 7.81 Do not reject
19 91.611 3.039 3.00 2 5.99 Do not reject

23 83.694 6.217 4.28 4 9.49 Do not reject
30 53.947 10.585 1.37 2 5.99 Do not reject

<표 3-1> 관측 자료의 재령별 적합도 검정 결과

<그림 3-3> 신뢰수준 95% 필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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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문헌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PCI의 정의에 따라 최초의 포장상태는 완

전한 것으로 가정하고, 동일한 포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포장상태가 유지되거

나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포장상태 전이에 대한 전제조건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와 가정한 경우를 Shahin(2005)은 <그림 3-4>와 같이 비교하였다.

<그림 3-4> Shahin(2005)의 다중회귀곡선 예

따라서 일반적인 회귀곡선 추정과 달리 제약식이 필요하다. 재령()에 따른

PCI를 예측하는 회귀곡선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면,


⋯

 (3.10)

위 가정에 따른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3.11)

⋯
  ≤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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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PCI등급 조정

포장상태예측모형에 처음으로 확률적 모형을 적용한 Butt(1991)과

Shahin(1994)은 PCI를 10의 간격으로 등급을 나누어 모형을 정립하였다. 그러

나 ASTM D 5340에 의한 PCI등급 구분은 10～15의 간격으로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PCI등급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ASTM D 5340을 기준으로 본 연

구의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Fair(D)등급 이하의 관측자료를 얻지 못하였고,

재령이 증가하여도 Good(A)등급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ASTM에 의한 것보다는 다소 완화되

었으나 재령이 증가해도 ASTM의 비율이 너무 높고, D등급의 비중이 낮게

분석되었다.

ASTM D 5340 기준 한국공항공사 기준

<그림 3-5> ASTM, 한국공항공사 기준 재령별 상태분포

Joseph N 외(2001)는 도로포장을 대상으로 포장손상이 급격한 PCI를 기준

으로 10개의 등급(100-95, 95-90, 90-85, 85-80, 80-75, 75-70, 70-60, 60-50,

50-40, 40-0)을 나누어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공

항공사의 기준을 <표 3-2>와 같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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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급 조정 등급 PCI 범위

매우양호(A)
A-1 96-100

A-2 91-95

양 호(B) B 81-90

보 통(C) C 71-80

불 량(D)
DE

61-70

매우불량(E) 51-60

포장파괴(F) F 50이하

<표 3-2> 조정된 PCI등급 기준

<그림 3-6> 조정된 기준의 재령별 상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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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평준 외(2002)의 마르코프 모델 구성 흐름과 상이하게 관

측자료의 PCI와 전이행렬에 의한 PCI기댓값의 잔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또한 재령별 PCI 상태등급의 분포에 따라 PCI등급을 조정하고, 회

귀분석 전 상태등급별 Outlier필터링 절차를 추가하였다.

<그림 3-7> 본 연구의 마르코프 모델 구성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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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지보수 의사결정 방안

3.2.1 유지보수의 효과 예측

유지보수에 의한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여 편익 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첫째, 기존의 Shahin(1994)의

PCI 대 유지보수비용 곡선은 예시에 불가하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평행이

동시킨 안덕순 외(2003)의 연구는 이러한 오류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편

익의 계량화에 있어 PCI등급의 신뢰도가 의심받는 현 시점에서 PCI를 기준으

로 한 편익을 계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유지보수비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예방수준의 유지보수 전략을 결정하는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그림 3-8> PCI증가에 따른 재령 증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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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구간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

시한 구간의 재령 대 PCI곡선을 구할 수 있다면, PCI 대 재령의 곡선으로 하

여 PCI증가에 따른 재령의 증가 효과를 <그림 3-7>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보수 시 재령 대 PCI곡선에서 PCI 증가에 따른 재령의 증가는 자연적인 재령

증가와 보수에 의한 증가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보수 시 PCI증가에 따른

편익의 증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보수 시 PCI곡선이 필요하다. PCI에 상관없

이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 보수 시 PCI곡선은 보수의 강도

에 상관없이 PCI 증가에 따른 포장의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

게 해 준다.

<그림 3-7>에서 해당 PCI()에서 일정의 PCI증가()를 위해 필요

한 일상적인 수준의 유지보수는 보수 시 PCI곡선의 공용연수 감소 또는 재령

의 증가9) 효과를 가져온다. 보수 시 PCI곡선의 해당 구간 내의 삼각형은 이러

한 효과를 반영하는데, 자연적인 재령 증가도 포함하므로 비보수 시 PCI곡선

의 삼각형 영역 만큼을 제한 것이 PCI 증가에 따른 포장체의 편익 증가라 할

수 있다. 만약 를 단위 시간으로 하면, 단위 에서 단위 PCI 당 산출

된 편익은

편익 
 보수 비보수 (3.13)

이다. 여기서 재령의 감소분은 공용연수의 증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편익 
 보수 비보수 (3.14)

즉, 현재의 유지보수 수준에서 포장체에 유지보수를 한 결과 포장체의 공용연

수가 증가한 편익은 식(3.14)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수시와 비보수시의 PCI대 공용연수의 곡선이 각각 필요하다.

9) 보수에 의한 재령의 증가는 포장체의 공용연수의 감소 효과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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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찬 외(2002)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한 보수구간과 보수를 실시하

지 않은 비보수구간을 구분하여 PCI 곡선을 선형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포장손상예측모형을 산출하였다.

(활주로 비보수구간)       (3.15)

(활주로 보수구간)       (3.16)

이를 통해 재령 대 PCI곡선이 아닌 PCI를 독립변수로 하는 PCI대 공용연수의

곡선을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활주로 비보수구간)
비보수  


 

 

    

(3.17)

(활주로 보수구간)
보수  


 

 

    

(3.18)

위 그래프에서 단위 PCI당 보수에 의한 공용연수의 증가분은 식(3.17)과 식

(3.18)의 차이다.

  보수 비보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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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19)을 통해 단위 PCI당 공용연수 증가분을 구할 수 있는데,

<그림 3-9> 일상적 보수에 의한 단위 PCI당 공용연수 증가

각 상태등급별로 일상적 보수에 의한 편익은 <그림 3-8>의 PCI당 공용연수

증가의 곡선을 등급별 PCI 구간에 대하여 전부 합산하면 된다.

<그림 3-10> 일상적 보수에 의한 상태등급별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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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변화에 따른 편익의 증가분은 각 상태별 편익의 차이이고, 순수하게 유지

보수에 의한 편익만을 고려하므로, 포장이 파손되는 음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

기로 한다.

다음상태
A-1 A-2 B C DE

현 상태

A-2 5.44

B 5.48 0.04

C 6.74 1.30 1.26

DE 6.84 1.40 1.36 0.10

F 7.52 2.08 2.04 0.78 0.68

<표 3-3> 일상적 보수에 의한 상태변화 편익

그러나 편익의 증가분은 상태등급별로 고용연수 증가에 대한 PCI증가에 각각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PCI증가의 제약은 상태등급별 공용연수의 연평균 PCI

증가로 하고, 이는 상태별 편익을 단위 PCI로 환산하여 역수를 취한 것과 같

고 m ax  로 하자.

상태

등급

편익 연평균 PCI증가

m ax  
()

상태별 편익

( )

환산
()

A-1 8.01 2.21 0.453

A-2 2.57 1.08 0.926

B 2.53 0.83 1.205

C 1.27 0.63 1.587

DE 1.17 0.48 2.083

F 0.49 0.35 2.857

<표 3-4> 상태별 PCI증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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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유지보수 전략의 상태전이행렬 적용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포장체의 전이확률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3.18)

여기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면

가정1. 예방유지보수는 상태전이확률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실시됨.

가정2. 전면적인 국지보수는 다음 상태로 전이될 구간에만 실시됨.

가정3. 최하 등급에서는 전보수를 제외한 유지보수는 실시하지 않음.

예방유지보수 확률을  , 전면적인 국지보수 확률을 , 전면보수 확률을

이라고 할 때, 위의 상태전이 확률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3.19)

하지만, 1회의 생애주기만을 고려하고, 전면보수는 덧씌우기, 재포장 등 일상

적 유지보수 수준을 초과하므로 는 ‘0’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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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20)

이다. 여기서, 전이행렬의 성질을 이용하면

   (3.21)

′′    (3.22)

이고, 위의 가정에 의하여

′
′   

   (3.23)

이다. 식(3.21), 식(3.22), 식(3.23)을 정리하면

′   ×  (3.24)

′   ×  (3.25)

이다.



- 36 -

3.2.3 유지보수 전략의 최적 의사결정

유지보수의 최적화 전략은 포장상태, 유지관리비용, 공용수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항포장

은 도로에 비하여 공용년수와 생애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대체 재원을 마려

해야 하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면 덧씌우기, 재포장 등의 전면보수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정한 유지보수 비용 수준에서 유지보수에

의한 편익을 최대화는 최적화 전략을 구현하였으며, 현재 공항포장평가 주기

인 5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초기 재령에 따른 평가주기 동안의 포장상태를

예측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전략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안을 연구하였다. 최

적 의사결정의 최적화에 대한 알고리즘은 Microsoft EXCEL 플랫폼을 사용하

는 Frontline Systems Inc.의 Risk Solver PlatformTM V12.0 환경에서 구현되

었다.

식(3.19), 식(3.20)을 식(3.26), 식(3.27)과 같이 표현하면,














 

    

 
 

   

  
 

  

   
 

 

    
 



     

(3.26)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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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평가 후 5년 간의 일상적 보수에 의한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Maximize 
  




  




  




×  

 ×   ×  (3.28)

Subject to

  



max


  




×  

 ×  
≤ 

(3.29)


  



max


  




  




×   

 ×   ×  


(3.30)

   
 ×     (3.31)

   
 ×     (3.32)

   
 ×    (3.33)

이다. 이 때, 식(3.29)는 예방유지보수의 편익 증가 수준을 각 상태별 1년 간의

증가 수준 이하로 제약하는 식이다. 식(3.30)은 5년 간의 유지보수의 편익 증

가 수준을 각 상태별 5년 수준의 합으로 제약하는 식이다. 식(3.31), 식(3.32),

식(3.33)은 위의 가정에 의한 식(3.24), 식(3.25)의 제약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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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모형의 구축 및 적용

4.1 다항회귀곡선 추정

최소제곱법에 의하여 1차에서 4차까지의 다항회귀곡선을 추정하고 각각의

관측치와 예측치화의 적합도는 <표 4-1>과 같다. 이 포장 직후부터 재령 40

년까지 PCI를 예측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1차식의 선형회귀모형은 결

정계수  이 가장 낮고, 값      이므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차식을 제외한 다른 모형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값과 비가 회

귀식이 유의한 수준이고, 결정계수  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표

4-1>에서 결정계수  이 가장 높은 3차식 모형을 상태전이행렬 산출을 위한

회귀곡선으로 사용하였다.

구분 다항회귀곡선 모형    값 기각치
(  )

1차식     0.589 1.47 0.226 3.878

2차식       0.760 265.15 0 3.031

3차식
     

 
0.897 173.51 0 2.640

4차식
     

  
0.887 59.46 0 2.407

<표 4-1> 다항회귀곡선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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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추정 다항 회귀곡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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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태전이행렬 추정

상태전이행렬의 추정은 Butt(1991)의 다중 죤 모형을 적용하였으나, 다양한

재령에서의 관측결과가 부족하므로 재령 20년을 기준으로 2개의 죤만을 설정

하였다. Zone-1은 재령 0～20년, Zone-2는 20～35년으로 하였다. 35년을 분석

의 상한으로 한 것은 추정된 회귀곡선이 재령 36년 이후 PCI가 음의 값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죠닝을 하지 않은 모형과 죠닝을 한 것과의 비교를 위하

여 죤을 나누지 않은 채 상태전이행렬을 추정한 결과, 상태전이행렬은

 











     
     
     
     
     
     

(4.1)

이다. 2개의 죤으로 나눈 추정 상태전이행렬은 다음과 같다.

()  











     
     
     
     
     
     

(4.2)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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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회귀곡선과 각 모형의 예측곡선은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확률모형의 예측곡선

각 모형의 재령별 PCI예측치에 대한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2죤 확률모형이

다항회귀 모형과 1죤 확률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항회귀 모형 1죤 확률모형 2죤 확률모형

결정계수() 0.8036 0.6139 0.8076

절대평균오차() 2.130 3.010 2.137

평균제곱근오차() 6.724 11.365 6.576

<표 4-2> 모형별 적합도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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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모형을 통하여 PCI를 적합하게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형의 특성

상 상태전이확률분포의 정확도도 중요하다. 재령에 따른 포장상태분포를 예측

하기 위하여 포장 직후의 포장상태를 PCI 100으로 가정하여 각 확률모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예측 결과를 얻었다.

모형 1죤 확률모형 2죤 확률모형
Z
o
n
e

상
태
A-1 A-2 B C DE F A-1 A-2 B C DE F

재
령

1

0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1 91.45 8.55 0.00 0.00 0.00 0.00 91.45 8.55 0.00 0.00 0.00 0.00
2 83.63 15.41 0.96 0.00 0.00 0.00 83.63 15.41 0.96 0.00 0.00 0.00
3 76.48 20.82 2.55 0.15 0.00 0.00 76.48 20.82 2.55 0.15 0.00 0.00
4 69.94 25.01 4.50 0.52 0.03 0.00 69.94 25.01 4.50 0.52 0.03 0.00
5 63.96 28.17 6.62 1.11 0.13 0.01 63.96 28.17 6.62 1.11 0.13 0.01
6 58.49 30.46 8.76 1.91 0.33 0.05 58.49 30.46 8.76 1.91 0.33 0.05
7 53.49 32.03 10.83 2.87 0.64 0.15 53.49 32.03 10.83 2.87 0.64 0.15
8 48.91 32.99 12.75 3.95 1.07 0.33 48.91 32.99 12.75 3.95 1.07 0.33
9 44.73 33.45 14.48 5.10 1.60 0.65 44.73 33.45 14.48 5.10 1.60 0.65
10 40.90 33.50 15.99 6.27 2.22 1.11 40.90 33.50 15.99 6.27 2.22 1.11
11 37.41 33.22 17.27 7.43 2.91 1.76 37.41 33.22 17.27 7.43 2.91 1.76
12 34.21 32.67 18.32 8.54 3.65 2.61 34.21 32.67 18.32 8.54 3.65 2.61
13 31.28 31.91 19.14 9.58 4.41 3.68 31.28 31.91 19.14 9.58 4.41 3.68
14 28.61 30.98 19.75 10.52 5.17 4.97 28.61 30.98 19.75 10.52 5.17 4.97
15 26.16 29.93 20.16 11.36 5.91 6.48 26.16 29.93 20.16 11.36 5.91 6.48
16 23.92 28.79 20.38 12.08 6.61 8.20 23.92 28.79 20.38 12.08 6.61 8.20
17 21.88 27.59 20.45 12.69 7.26 10.14 21.88 27.59 20.45 12.69 7.26 10.14
18 20.01 26.35 20.36 13.17 7.85 12.26 20.01 26.35 20.36 13.17 7.85 12.26
19 18.30 25.09 20.15 13.54 8.37 14.55 18.30 25.09 20.15 13.54 8.37 14.55
20 16.73 23.82 19.83 13.80 8.82 17.00 16.73 23.82 19.83 13.80 8.82 17.00

2

21 15.30 22.56 19.42 13.95 9.19 19.57 15.30 22.56 19.42 13.95 9.19 19.57
22 13.99 21.33 18.93 14.00 9.49 22.26 13.99 21.33 18.93 14.00 9.49 22.26
23 12.80 20.12 18.38 13.97 9.71 25.03 12.80 20.12 18.38 13.97 9.71 25.03
24 11.70 18.94 17.77 13.86 9.86 27.87 11.70 18.94 17.77 13.86 9.86 27.87
25 10.70 17.81 17.13 13.67 9.94 30.75 10.70 17.81 17.13 13.67 9.94 30.75
26 9.79 16.71 16.46 13.43 9.96 33.65 9.79 16.71 16.46 13.43 9.96 33.65
27 8.95 15.66 15.78 13.13 9.92 36.56 8.95 15.66 15.78 13.13 9.92 36.56
28 8.18 14.66 15.08 12.79 9.83 39.46 8.18 14.66 15.08 12.79 9.83 39.46
29 7.48 13.71 14.37 12.42 9.69 42.33 7.48 13.71 14.37 12.42 9.69 42.33
30 6.84 12.80 13.67 12.01 9.51 45.16 6.84 12.80 13.67 12.01 9.51 45.16
31 6.26 11.94 12.98 11.58 9.30 47.94 6.26 11.94 12.98 11.58 9.30 47.94
32 5.72 11.13 12.30 11.13 9.06 50.66 5.72 11.13 12.30 11.13 9.06 50.66
33 5.23 10.36 11.63 10.68 8.79 53.30 5.23 10.36 11.63 10.68 8.79 53.30
34 4.79 9.64 10.98 10.21 8.50 55.87 4.79 9.64 10.98 10.21 8.50 55.87
35 4.38 8.96 10.35 9.75 8.20 58.35 4.38 8.96 10.35 9.75 8.20 58.35

<표 4-3> 모형별 포장상태분포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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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별 포장상태분포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의 상태분포에 대한 적합도를 추

정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구분 A-1 A-2 B C DE F 계


1죤 0.089 0.174 0.133 0.061 0.086 0.076 0.352

2죤 0.068 0.210 0.153 0.060 0.061 0.016 0.337

　
1죤 0.116 0.225 0.208 0.092 0.157 0.131 0.396

2죤 0.139 0.358 0.213 0.092 0.130 0.026 0.399

 1죤 0.834 0.068 0.564 0.225 0.161 0.711 0.414

2죤 0.753 0.312 0.359 0.271 0.924 0.992 0.409

<표 4-4> 모형별 포장상태분포 적합도 추정 결과

2죤 모형이 1죤 모형에 비하여 관측 자료의 재령별 상태분포와의 분포의 적합

도가 좋지 않았다. 평균제곱근오차와 결정계수는 오히려 1죤 모형이 근소하게

높았다. 따라서 PCI 관측치와 예측치의 적합도가 높지 않아도 상태분포 간의

적합도는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평준 외(2002)와 같이 상태등급의 기

대값을 통하여 확률모형을 예측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령별 PCI의

기대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2죤 모형의 결정계수가 0.5를 넘지 않으므로, 재령별 상태확률분포에

대한 적합도검정을 추가로 한 결과 전 관측 가능한 재령에서 유의수준이

0.05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령별 관측치와 확률적 모형

에 의한 예측치의 상태분포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3.2)와 식(3.3)의 2죤 확률모형을 예방유지보수 의사결정을 위한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재령  
 검정결과 재령  

 검정결과

3년 0.171 5.991 Do not reject. 23년 0.519 7.815 Do not reject.

13년 4.441 9.488 Do not reject. 30년 0.843 7.815 Do not reject.

19년 0.540 5.991 Do not reject.

<표 4-5> 재령별 상태확률분포 적합도 검정결과(2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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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3년

19년

23년

30년

<그림 4-3> 재령별 상태확률분포(2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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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지보수 방안의 최적 의사결정

4.3.1 유지보수의 효과

자연상태의 포장체는 재령 20년 이후 포장파괴 단계에 이르는 포장체의 비

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관측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Zone-1과 Zone-2의 상태

변화가 과도하게 예측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A-2단계에

접어든 포장은 중간단계로의 전이가 급속하게 일어나 포장파괴로 전이된다.

따라서 최적의 유지보수는 A-2단계로 전이되는 포장체의 비율을 감소시키면

가장 효과가 좋겠지만, 현재의 유지보수 예산에서는 이 비율을 효과적으로 감

소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A-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전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유지보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에 의한 효

과는 <그림 4-4>의 최적 유지보수시의 상태확률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

지만 최적의 유지보수는 재령 초기부터 공용연수까지 일정한 유지보수 수준을

유지하기 보다는 재령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 하는 것이 좋다.

< 자연 상태 > < 최적 유지보수 >

<그림 4-4> 확률모형의 예측 누적상태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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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재령별 최적 예방유지보수 전략

포장 직후 자연 상태의 포장체는 5년간 A-1에서 A-2단계로 빠르게 전이되

고, 상대적으로 B단계 이하로 전이될 확률은 낮다. 그러나 포장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

여야 하고, 포장 직후 상태까지 보수해야 한다.

　
다음
상태

A-1 A-2 B C DE F
현
상태

A-1 0.861 0.139 - - - -

A-2 0.049 0.942 0.009 - - -

B - - 0.892 0.108 - -

C 0.218 - - 0.782 - -

DE 0.104 - - - 0.651 0.245

F - - - - - 1.000

<표 4-6> 최적 예방유지보수 상태전이행렬(포장 직후)

재령
자연
상태

유지
보수



(①) (②) (②-①)

0 97.50

1 96.81 96.81 -

2 96.20 96.22 0.02

3 95.66 95.72 0.06

4 95.19 95.30 0.11

5 94.77 94.93 0.16

<표 4-7> 평균PCI 변화(포장 직후)

<그림 4-5> 자연 상태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포장 직후)

<그림 4-6> 최적 예방유지보수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포장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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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5년의 포장체도 자연 상태에서 A-1에서 A-2단계로 빠르게 전이되고,

상대적으로 B단계 이하로 전이될 확률은 낮다. 포장 직후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포장체를 포장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하고, 포장 직후 상태까지 보수해야 하지만, 효

율적인 포장관리를 위해서는 D단계 이하로 전이되는 경우 C단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상태

A-1 A-2 B C DE F
현
상태

A-1 0.861 0.139 - - - -

A-2 0.031 0.960 0.009 - - -

B - - 0.892 0.108 - -

C 0.218 - - 0.782 - -

DE - - - 1.000 - -

F - - - - - 1.000

<표 4-8> 최적 예방유지보수 상태전이행렬(재령 5년)

재령
자연
상태

유지
보수



(①) (②) (②-①)

5 94.77

6 94.39 94.48 0.09

7 94.04 94.23 0.19

8 93.72 94.01 0.30

9 93.41 93.83 0.42

10 93.11 93.66 0.55

<표 4-9> 평균PCI 변화(재령 5년)

<그림 4-7> 자연 상태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5년)

<그림 4-8> 최적 예방유지보수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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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10년의 포장체는 A-1에서 A-2단계로 상당히 전이되고, 포장체가 비교

적 안정화되었다고 예상되는 시기이다. A-2단계의 포장체는 다음 단계로 상

태가 전이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포장관리를

위해서는 F단계로 전이되지 않도록 D단계 이하의 포장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예방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다음
상태

A-1 A-2 B C DE F
현
상태

A-1 0.861 0.139 - - - -

A-2 0.020 0.971 0.009 - - -

B - - 0.892 0.108 - -

C - - - 0.782 0.218 -

DE 0.349 - - - 0.651 -

F - - - - - 1.000

<표 4-10> 최적 예방유지보수 상태전이행렬(재령 10년)

재령
자연
상태

유지
보수



(①) (②) (②-①)

10 93.11

11 92.82 92.96 0.13

12 92.54 92.81 0.28

13 92.24 92.68 0.43

14 91.95 92.56 0.61

15 91.65 92.44 0.80

<표 4-11> 평균PCI 변화(재령 10년)

<그림 4-9> 자연 상태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10년)

<그림 4-10> 최적 예방유지보수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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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15년의 포장체는 재령 10년의 경우와 비슷하게 비교적 안정화되었다고

예상되는 시기이다. A-2단계의 포장체는 다음 단계로 상태가 전이되지 않도

록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포장체를 A-1의 상태로 유지하

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F단계로 전이되지 않도록 D단계 이하의 포

장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예방유지보수를 실시한다.

　 다음
상태

A-1 A-2 B C DE F
현
상태

A-1 0.861 0.139 - - - -

A-2 0.011 0.980 0.009 - - -

B - - 0.892 0.108 - -

C - - - 0.782 0.218 -

DE 0.349 - - - 0.651 -

F - - - - - 1.000

<표 4-12> 최적 예방유지보수 상태전이행렬(재령 15년)

재령
자연
상태

유지
보수



(①) (②) (②-①)

15 91.65

16 91.33 91.55 0.22

17 91.01 91.46 0.45

18 90.67 91.38 0.71

19 90.33 91.31 0.98

20 89.97 91.24 1.27

<표 4-13> 평균PCI 변화(재령 15년)

<그림 4-11> 자연 상태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15년)

<그림 4-12> 최적 예방유지보수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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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20년의 포장체는 A-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급격하고 전이폭이 큰

상태 전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대한 A-2단계로 포장체를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D단계 이하의 포장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예방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포장체를 완전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이전

보다 상당히 어려워진다.

　 다음
상태

A-1 A-2 B C DE F
현
상태

A-1 0.710 0.290 - - - -

A-2 - 0.710 0.290 - - -

B - 0.408 0.459 0.133 - -

C - - - 0.665 0.335 -

DE 0.164 - - 0.292 0.318 0.226

F - - - - - 1.000

<표 4-14> 최적 예방유지보수 상태전이행렬(재령 20년)

재령
자연
상태

유지
보수



(①) (②) (②-①)

20 89.97

21 87.61 88.09 0.48

22 85.21 87.03 1.82

23 82.61 86.03 3.43

24 79.51 85.01 5.50

25 75.80 83.96 8.16

<표 4-15> 평균PCI 변화(재령 20년)

<그림 4-13> 자연 상태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20년)

<그림 4-14> 최적 예방유지보수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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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25년의 포장체는 전 단계에서 걸쳐 상태 전이가 일어나고, 특히 B단계

이상의 양호한 포장체의 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F단계인 ‘포장파괴’에 이

르는 포장체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D단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평균 PCI가 국내 공항포장의 Critical

PCI 수준인 PCI 7010)에 가까워지므로 전 포장체에 걸쳐 관리가 요구된다.

　 다음
상태

A-1 A-2 B C DE F
현
상태

A-1 0.710 0.290 - - - -

A-2 0.011 0.702 0.287 - - -

B 0.017 0.282 0.557 0.144 - -

C 0.025 - - 0.665 0.335 -

DE - - - 1.000 - -

F - - - - - 1.000

<표 4-16> 최적 예방유지보수 상태전이행렬(재령 25년)

재령
자연
상태

유지
보수



(①) (②) (②-①)

25 75.80

26 71.57 76.27 4.70

27 67.00 75.81 8.80

28 62.30 75.57 13.27

29 57.67 75.27 17.59

30 53.26 75.01 21.74

<표 4-17> 평균PCI 변화(재령 25년)

<그림 4-15> 자연 상태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25년)

<그림 4-16> 최적 예방유지보수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25년)

10) 안덕순 외(2003). Micro Paver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적정화에 대한 연구. 한국도로포장공학회 논문집 

제5권 제3호, pp.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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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30년의 포장체는 F단계까지 이르는 포장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포장파괴’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유지보수가 필요

하지만, 현재 수준의 유지보수 예산으로는 포장파괴에 이르는 포장체의 비율

증가를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다. 또한 평균 PCI가 Critical PCI 수준 이하로

내려가므로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는 복구가 어렵다.

　 다음
상태

A-1 A-2 B C DE F
현
상태

A-1 0.710 0.290 - - - -

A-2 - 0.710 0.290 - - -

B - 1.000 - - - -

C 0.065 - 0.038 0.639 0.258 -

DE - - - 0.937 0.028 0.035

F - - - - - 1.000

<표 4-18> 최적 예방유지보수 상태전이행렬(재령 30년)

재령
자연
상태

유지
보수



(①) (②) (②-①)

30 53.26

31 49.18 55.96 6.78

32 45.49 55.79 10.30

33 42.21 56.33 14.13

34 39.34 56.60 17.26

35 36.87 56.90 20.03

<표 4-19> 평균PCI 변화(재령 30년)

<그림 4-17> 자연 상태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30년)

<그림 4-18> 최적 예방유지보수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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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30년 이상의 포장체는 상당 부분 포장파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덧씌우기 또는 재포장 수준의 전면보수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
상태

A-1 A-2 B C DE F
현
상태

A-1 0.710 0.290 - - - -

A-2 - 0.710 0.290 - - -

B - 1.000 - - - -

C 0.145 - - 0.665 0.190 -

DE - - - 1.000 - -

F - - - - - 1.000

<표 4-20> 최적 예방유지보수 상태전이행렬(재령 35년)

재령
자연
상태

유지
보수



(①) (②) (②-①)

35 36.87

36 34.77 38.56 3.79

37 33.00 38.71 5.71

38 31.51 39.14 7.62

39 30.28 39.40 9.12

40 29.27 39.65 10.38

<표 4-21> 평균PCI 변화(재령 35년)

<그림 4-19> 자연 상태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35년)

<그림 4-20> 최적 예방유지보수 포장체의 5년간 누적상태확률(재령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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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공항포장은 도로포장과 달리 생애주기의 긴 반면 많은 주기로 파괴와 재포

장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또한 항공기라는 특수한 교통수단과 활주로의 제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재포장과 덧씌우기 등 전면적인 보수에 대한 적절한 시

기 결정과 각 재령에서의 유지보수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공항포장이 도로포장에 비하여 포장관리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되어 왔던 것

이 사실이다.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포장강도에 대한 강한 신뢰

로 인하여 PCI와 같은 포장상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당연히 포장상태 예측

모형에 필요성도 작았다. 더욱이 포장상태 예측을 확률적 모형은 세계적으로

도 많이 연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률적 모형은 네트워크 수준의 포장관리

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모형이라는 점과 강력한 예측력을 간과할 수는 없

다.

본 연구에서 확률적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서 월등하게 포장상태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론을 잘 세운다면, 다항회귀곡선모형에 버금가는 예측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APMS의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진다

면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이다.

과거 포장상태 예측모형은 포장의 잔존수명을 산출하기 위한 논리로 여겨졌

다. 그러나 포장상태지수를 통해 공용연수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항

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포장체 겉면에 드러나는 표면의 응력상태 뿐만 아니

라 포장체 내부의 강도와 마찰정도, 종단 기울기, 외부 위험요소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확률적 모형을 통

한 유지보수 수준의 결정은 과거의 데이터 없이도 현 상태만을 통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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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공항포장관리체계의 유지보수 자료에 대한 프로젝트 수준의 유지관리

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포장상태에 따른 유지보수의 결정뿐만 아니라 프로

젝트 수준의 유지관리를 통해서도 공항 전체의 유지보수 전략을 계획할 수 있

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가깝게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더욱 더 국내 공항의 실정에 맞는 모형의 정립이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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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모형 추정에 사용된 PCI 관측 자료

공항 재령 PCI 공항 재령 PCI 공항 재령 PCI 공항 재령 PCI

강릉 3 95 사천 19 95 포항 13 97 예천 23 94

강릉 3 94 사천 19 89 포항 13 97 예천 23 88

강릉 3 95 사천 19 93 포항 13 99 예천 23 87

강릉 3 97 사천 19 97 포항 13 94 예천 23 81

강릉 3 99 사천 19 94 포항 13 96 예천 23 86

강릉 3 97 사천 19 87 포항 13 98 예천 23 83

강릉 3 97 사천 19 91 포항 13 96 예천 23 84

강릉 3 99 사천 19 94 포항 13 100 예천 23 79

강릉 3 98 사천 19 86 포항 13 96 예천 23 81

강릉 3 98 사천 19 94 포항 13 89 예천 23 78

강릉 3 95 사천 19 87 포항 13 95 예천 23 87

강릉 3 88 사천 19 91 포항 13 99 예천 23 81

강릉 3 92 사천 19 91 포항 13 96 예천 23 80

강릉 3 96 사천 19 89 포항 13 99 예천 23 77

강릉 3 96 사천 19 95 포항 13 96 예천 23 86

강릉 3 98 사천 19 93 포항 13 88 예천 23 82

강릉 3 100 사천 19 90 포항 13 89 예천 23 82

강릉 3 97 사천 19 93 포항 13 85 예천 23 78

강릉 3 100 광주 30 49 포항 13 83 예천 23 79

강릉 3 93 광주 30 45 포항 13 85 예천 23 81

강릉 3 100 광주 30 49 포항 13 86 예천 23 74

강릉 3 95 광주 30 49 포항 13 81 예천 23 71

강릉 3 100 광주 30 53 포항 13 82 예천 23 84

강릉 3 95 광주 30 49 포항 13 78 예천 23 76

강릉 3 94 광주 30 43 포항 13 70 예천 23 79

강릉 3 98 광주 30 61 포항 13 83 예천 23 82

강릉 3 98 광주 30 57 포항 13 80 예천 23 82

강릉 3 99 광주 30 50 예천 23 83

강릉 3 96 광주 30 51 예천 23 87

강릉 3 94 광주 30 47 예천 23 84

강릉 3 97 광주 30 80 예천 23 99

강릉 3 96 광주 30 59 예천 23 96

강릉 3 95 광주 30 42 예천 23 92

강릉 3 95 광주 30 52 예천 23 98

강릉 3 95 광주 30 52 예천 23 88

광주 30 54 예천 23 84

광주 3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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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y of Airfield Rigid Pavement M&R with

Probabilistic Prediction Model

LEE SEUNG WON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irfield pavement's characteristics of transportation on and design

strength are different from road pavement's. As a result large scale of

repair is difficult to large scale, and it takes longer time to overlay or

repavement it than road. And these characteristics are more pronounced in

rigid pavement. On the other hand, relatively its probability and risk of

accident by bad pavement condition are very high. So an airfield require

higher level's pavement condition than a road, and the airfield pavement

needs decision making process to decide effective and long-term

maintenance strategy.

In Korea, sin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opened, importance of

pavement management have been recognized, and an Airport Pavement

Management System(APMS) was developed and has been operated.

However the APMS has been used to decide routine repair or

repavement(or overlay), not to manage preventive maintenance. So it has

been used to predict remaining lifetime of the pavement, not to estimate

the pavement condition.

To manage airfield pavement effectively on a budget, estimating the

future's pavement condition is very important. In Korea, APMS based on

MicroPAVER is used to estimate pavement condition, MicroPAVER

estimates it through regression analysis(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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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his regression model. But the deterministic

model like the regression model is more unsuitable for network level

analysis as decision of priority of maintenance than the probabilistic model.

accurate estimation of the probabilistic model was certificated by many

studies.

In this study, methodology to estimate probabilistic prediction model for

airfield rigid pavement condition is established. Using the existing data of

airports of Korea, the probabilistic model's goodness of fit is tested.

Predicting the future's pavement condition with the model, I prove the

effect of maintenance and show you the capability to estimate optimal

maintenance strategy by age.

Key Words : Airfield, Rigid Pavement, PCI, Probabilistic Model.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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