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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콘크리트 포장 설계를 위한 환경하중 산정방법 개발

박주영*ㆍ홍동성**ㆍ김연태***ㆍ정진훈****

Park, Joo-Young*, Hong, Dong-Seong**, Kim, Yeon-Tae***, Jeong, Jin-Hoon****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oad Calculation Method for 

Airport Concrete Pavement Design

ABSTRACT

The environmental load of concrete pavement can be categorized by temperature and moisture loads, which mean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drying shrinkage and creep in the concrete slab. In this study, a method calculating the environmental load essential 

to mechanistic design of airport concrete pavement was developed. First, target area and design slab thickness were determined. And, 

the concrete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 slab depth was predicted by a pavement temperature prediction program to calculate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The concrete drying shrinkage was predicted by improving an existing model to calculate 

differential shrinkage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considering regional relative humidity. In addition, the stress relaxation 

was considered in the drying shrinkage. Eventually, the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due to temperature and the differential 

shrinkage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due to moisture were combined into the total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as terminal environmental load. The environmental load of eight civilian and two military airports which represent domestic 

regional weather condition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by the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to show its application.

Keywords : Airport concrete pavement, Environmental load, Temperature distribution, Differential shrinkage, Stress relaxation

초 록

콘크리트 포장의 환경하중은 온도하중과 수분하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콘크리트 슬래브 내의 온도분포와 건조수축 및 크리프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콘크리트 포장의 역학적 설계에 필요한 환경하중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먼저, 대상 지역과 설계 슬래브 

두께를 결정한 후, 포장 온도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측된 슬래브 깊이에 따른 콘크리트 온도분포를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환산하였다. 기

존 건조수축 예측 모형을 개선하여 지역별 상대습도를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을 예측한 후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환산하였

다. 또한, 응력이완을 건조수축에 반영하였다. 결국, 온도에 의한 등가선형 온도차이와 수분에 의한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합하여 

최종 환경하중인 총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산정하였다. 적용 예를 보이기 위해 지역별 기상조건을 대표할만한 국내 민간공항 8곳 및 군공항 2곳

의 환경하중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검색어 : 공항 콘크리트 포장, 환경하중, 온도분포, 부등건조수축, 응력이완

도로공학Highwa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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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target areas

Fig. 2. Calculation procedure of environmental load

1. 서 론

최근의 포장 설계는 기존 현장 실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경험적 

설계 방법에서 환경하중 및 교통하중에 의한 포장 거동을 해석하

고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역학적-경험적 설계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외국의 역학적-경험적 설계 방법은 미국의 AASHTO 2002 

MEPDG(Mechanistic-Empirical Pavement Design Guide)가 대

표적이며, 국내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역학적-경험적 기반의 한

국형 포장 설계법 연구가 진행되었다 (Park et al., 2012). 

공항 포장 분야의 경우, 미국의 FAA(Federal Aviation Admini-

stration)는 모노그래프에 기반한 기존의 경험적 설계 지침인 AC 

150/5320-6을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응력으로 슬래브 두께

를 결정하는 역학적 설계 지침인 AC 150/5320-6E로 수정하였다

(FAA, 2009). 하지만 이 설계법은 도로 포장 설계법에 비해 변수가 

다양하지 않아 매우 보수적인 설계를 하며, 특히 환경하중을 고려하

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다(Jeong et al., 2010). 온도 및 습도와 

같은 기상작용으로 인해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는 컬링 및 와핑의 

거동이 유발되며, 이 거동이 자중, 다웰바, 보조기층과의 마찰 등에 

의해 구속되면 응력이 발생되고 교통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슬래브에 파손을 야기한다. 따라서 환경하중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의 역학적 설계로는 실제 공용성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환경하중을 공항 포장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작용하는 온도하

중과 수분하중의 서로 다른 환경하중 요소를 슬래브 상하부 간의 

온도차이 하나로 나타내고 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 

민간 및 군 공항 10곳을 대상으로 지역 별 슬래브 깊이에 따른 

온도분포와 부등건조수축을 슬래브 상하부 간의 등가선형 온도차

이로 환산하였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부등건조수축

에 응력이완을 고려하였다.

2. 환경하중 산정 순서

공항 콘크리트 포장의 환경하중은 슬래브 내부의 온도분포에 

의한 온도하중과 슬래브 상하부 간의 부등건조수축에 의한 수분하

중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슬래브 내부의 비선형 온도분포와 

슬래브 상하부 간의 부등건조수축을 슬래브 상하부 간의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각각 환산하고, 장기 부등건조수축에 대한 응력이완을 

고려한 후 총 등가선형 온도차이로서 합산하였다. 

먼저, 민간공항이 위치한 지역 중에서 국내의 지역별 기상을 

대표할만한 광주, 김포, 대구, 양양, 울산, 인천, 제주, 청주의 8곳과 

군공항이 위치한 수원, 충주의 2곳을 Figure 1과 같이 대상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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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maximum daily temperature change and monthly average relative humidity of target areas

Region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Monthly 

Maximum 

Daily 

Temperature 

Change

(℃)

Cheongju 12.0 14.8 14.5 17.0 14.5 11.5 9.9 9.6 12.7 14.4 15.2 13.3

Chungju 13.8 17.0 15.6 18.1 15.9 13.4 12.2 11.8 13.6 16.4 17.3 14.6

Daegu 10.7 13.1 13.8 14.7 13.2 13.1 11.6 11.3 11.5 13.1 15.0 12.5

Gimpo 11.1 12.6 11.7 14.1 12.2 10.7 9.7 9.2 11.4 13.1 12.8 10.4

Gwangju 11.0 13.4 14.1 15.9 12.6 10.7 9.8 9.9 10.8 13.1 14.1 11.8

Incheon 11.5 11.4 11.0 12.7 11.4 9.8 9.7 9.7 12 12.4 12.8 10.0

Jeju 7.7 9.6 9.2 10.3 8.4 8.3 8.8 7.5 7.7 7.7 9.5 7.2

Suwon 11.7 13.8 12.6 15.7 13 11.7 10.2 9.5 11.9 14.8 15.2 12.1

Ulsan 10.4 12.7 12.1 10.8 9.4 7.9 9.8 8.8 8.7 10.3 12.3 10.9

Yangyang 10.9 12.4 12.7 11.1 10.8 9.0 10.3 8.9 13.3 17.1 13.2 10.4

Monthly 

Average 

Relative 

Humidity

(%)

Cheongju 77 73 70 63 66 68 77 82 80 76 70 73

Chungju 69 66 63 54 60 65 76 80 79 75 64 66

Daegu 57 64 66 60 63 65 80 80 79 74 60 61

Gimpo 66 64 60 58 65 67 74 76 73 64 58 57

Gwangju 73 70 68 66 70 72 81 81 76 71 65 68

Incheon 69 68 66 66 74 74 82 82 76 64 62 65

Jeju 64 67 66 66 72 82 82 79 78 70 61 65

Suwon 73 69 69 65 73 73 82 86 81 74 68 68

Ulsan 51 67 71 68 73 76 83 82 81 75 63 57

Yangyang 47 60 71 58 64 73 75 79 76 68 43 41

선정하고 대기온도 및 상대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였다. 

An et al. (2004)이 개발한 포장 온도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00mm, 350mm, 400mm, 450mm, 500mm 두께의 슬래브 깊이

에 따른 비선형 온도분포를 예측하고, Mohamed et al. (1997)의 

모형을 사용하여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환산하였다. 

Yang et al. (2009)의 모형, ACI 209 모형(ACI, 1997), GL 

2000 모형(Gardner, 2004), 그리고 B3 모형(Bazant et al., 1995)

을 서로 비교하고, 300mm 이상의 큰 형상비(Volume to Surface 

Ratio: V/S)를 고려하여 공항 포장 콘크리트 슬래브에 적합한 

Yang et al. (2009)의 모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지역별 상대

습도를 고려할 수 있는 B3 모형을 사용하여 Yang et al. (2009)의 

모형을 개선하고, 콘크리트 슬래브의 평균 건조수축을 예측하였다. 

Jeong et al. (2011)의 모형을 사용하여 평균 건조수축을 부등건조

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환산하고, Park et al. (2009)의 모형으로 

콘크리트 슬래브의 응력이완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는 Figure 2와 같이 온도와 수분에 의한 두 가지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합하여 공항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적인 환경

하중을 산정하였다. Table 1에는 대상 지역의 최대 일교차와 평균 

상대습도를 월별로 나타내었고, 이중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가장 

큰 응력이 발생되는 최대 일교차가 가장 큰 달과 평균 상대습도가 

가장 작은 달을 표시하였다(MOCT, 2004; KMA, 2010).

3. 온도하중

포장 온도 예측 모형을 사용하여 공항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깊이에 따른 온도분포를 예측하였다. 예측된 비선형 온도분포는 

구조해석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역학적으로 등가인 선형의 

온도차이로 환산되었다.

3.1 콘크리트 슬래브 내 비선형 온도분포 예측

An et al. (2004)는 콘크리트 포장에서, 슬래브 깊이별로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와 열평형 방정식 및 열전도 이론에 기초하여 

태양흡수율, 복사율, 열확산계수, 열전도율, 전달계수, 대기복사계

수, 표면열전달계수, 태양상수, 천정각 등을 입력변수로 하는 포장 

온도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온도는 각 월의 대표일에 24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슬래브의 깊이에 따라 비선형으로 예측되며, 

그 흐름도는 Figur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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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in flowchart (b) Subroutine

Fig. 3. Flowchart for prediction of concrete pavement temperature (An et al., 2004)

(a) Nonlinear temperature distribution (b)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Fig. 4. Example of conversion of nonlinear temperature distribution to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3.2 슬래브 상하부 간의 등가선형 온도차이

슬래브 내의 온도분포는 복잡한 비선형이기 때문에 구조해

석 시 입력하기 까다로우므로, Mohamed et al. (1997)가 제안한 

모형을 사용하여 역학적으로 등가인 선형의 슬래브 상하부 간의 

온도차이로 환산하기로 하였다. 비선형 온도분포를 식 (1)과 같이 

3차 포물선으로 표현한 후 식 (2)와 같이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환산하였다. 먼저, 슬래브 내 특정 깊이에서의 슬래브 하단에 대한 

온도 차이는 식 (1)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1)

여기서, 는 특정 깊이와 슬래브 하부 간의 온도차이(℃), 

,  ,  , 는 비선형 온도분포에 대한 3차 포물선의 계수, 는 

슬래브의 중앙을 기준으로 위쪽은 (-), 아래쪽은 (+)로 정의된 특

정 깊이까지의 거리이다. 식 (1)에서 결정된 3차 포물선의 계수를 

이용하여 슬래브 상부와 하부 간의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등가선형 온도차이(℃), 는 슬래브의 두께, 

 , 는 식 (1)에 보인 3차 포물선의 계수이다. 슬래브 깊이에 

따른 비선형 온도분포를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변환하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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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gional maximum negative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Figure 4에서 보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국내 민간공항 및 군공항 

소재 지역들 중 광주, 김포, 대구, 수원, 양양, 울산, 인천, 제주, 

청주, 그리고 충주의 10곳에 대한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계산하였다. 

콘크리트 포장은 대기에 접한 슬래브 상부의 건조수축이 하부보다 

커서 마치 슬래브 상부의 온도가 하부보다 낮아서 더 많이 수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양(+)의 온도차이 보다는 

음(-)의 온도차이가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환경하중을 좌우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슬래브 상하부 간의 최대 음(-)의 등가선형 온도차이

를 온도하중으로 결정하였다. 계산 결과, Figure 5와 같이 형상비 

300mm일 때 월별 최대 일교차가 컸던 충주의 온도차이의 절댓값이 

-13.5℃로 가장 컸고, 일교차가 작았던 인천이 -9.3℃로 가장 작았

다. 그리고 슬래브 두께가 두꺼울수록 온도차이의 절댓값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수분하중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항 포장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Yang et al. (2009), ACI(1997), Gardner(2004), 그리고 

Bazant et al. (1995)가 제안한 모형을 서로 비교하였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슬래브의 상부는 대기에 노출되고, 하부는 보조기층과 

접하여 노출되지 않으므로, 슬래브 상부의 건조수축이 하부보다 

점점 더 커지는 부등건조수축이 발생된다. 따라서 Jeong et al. 

(2011)의 모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의 평균 건조수축 변

형률을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환산하고 Park et al. 

(2009)의 모형을 사용하여 장기 부등건조수축에 대한 응력이완을 

고려하였다.

4.1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예측 모형

본 논문에서는 공항 콘크리트 포장에 가장 적합한 건조수축 

예측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Yang et al. (2009)의 모형, ACI 

209 모형(ACI, 1997), GL 2000 모형(Gardner, 2004), 그리고 B3 

모형(Bazant et al., 1995)의 총 4가지 모형을 비교하였다. ACI 

209 모형(ACI, 1997)은 초기 재령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예측에는 

합리적이지만, 상대습도 80% 미만과 이상에 대해 다르게 제안된 

두 예측식의 결과와 경향이 크게 다르며, 재령과 강도 등 건조수축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건조수축 

예측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Gardner, 2004). Gardner

(2004)는 Bazant와 Panula가 1978년부터 축적해온 RILEM Data 

Bank의 107개 콘크리트 건조수축 실험 자료를 GL 2000 모형

(Gardner, 2004) 및 B3 모형(Bazant et al., 1995)에 의한 예측결과

와 비교하고, 이들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GL 2000 모형은 

96%를 초과하는 상대습도에 대한 건조수축을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B3 모형은 수분확산 이론에 기초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므로 초기 및 장기 재령의 건조수축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예측하지만, 공항 포장 슬래브와 같이 큰 형상비를 

갖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예측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공항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는 횡방향으로 연속하여 연결되므로 

슬래브 측면에서의 수분 증발은 무시될 수 있으며, 상부 표면에서

만 증발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자들은 건조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 중 형상비(Volume to Surface Ratio: 

V/S)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다. 형상비는 콘크리트 시편

의 전체 체적에 대한 건조수축이 발생되는 표면적의 비를 말하

며, 공항 콘크리트 포장과 같이 두꺼운 슬래브의 경우 300mm∼

500mm 범위의 큰 형상비를 갖는다. ACI 209, GL 2000, 그리고 

B3 모형은 25mm∼150mm 범위의 작은 형상비를 갖는 콘크리트

의 건조수축은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그 이상의 형상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들 3개의 모형이 실제 콘크리트 건조수

축 실험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제안되었으나, 150mm 이상의 형상

비에 대한 실험 자료는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4가지 모형 중 공항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의 형상비에 맞도록 제안된 Yang et al. (2009)의 모형을 수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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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efficients of Yang model  (Yang et al., 2004)

Coarse Aggregate a1 a2 a3 a4

Limestone 362.9 36.71 1.613 0.0372

Sandstone 431.7 33.30 2.204 0.0194

Granite 491.7 27.43 0.635 0.01956

모형의 기본 형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Yang et al. (2009)는 

콘크리트 건조수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형상비, 골재 종류, 

재령, 온도, 습도 등이며, 이중 굵은 골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굵은 골재의 물성 중 흡수율과 비중이 건조수축 

및 열팽창에 의한 콘크리트 체적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항온(20℃) 및 항습(60%) 조건에서 석회암, 사암, 화강암 세 종류의 

굵은 골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시편의 형상비를 달리하면서 최대 

1,014일 동안 건조수축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형상비는 22.2mm, 

40mm, 85.7mm, 200mm였으며, 특히 화강암 골재에 대해서는 

잔골재의 종류를 달리하면서 형상비 300mm에 대한 실험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재령과 형상비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 비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식 (3)의 건조수축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굵은 골재 종류 별 모형 상수는 Table 2와 

같다.

 



× 

   (3)

여기서, 는 건조수축 변형률, 는 재령(일), 는 형상비

(mm),    는 모형 상수이다.

식 (3)의 건조수축 예측 모형은 재령과 형상비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므로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지역별 상대습도를 변수로 추가하기 위하여 ACI 모형, GL 

2000 모형, B3 모형을 다시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ACI 

모형과 GL 2000 모형은 상대습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식 (4)의 Bazant 모형(Bazant et al., 1978) 중 상대습도 

부분을 식 (3)에 추가하여 식 (5)의 모형으로 수정하였다. Yang 

et al. (2009)의 실험에 사용된 상대습도가 60%이므로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4)

여기서, 는 최종 건조수축 변형률, 는 상대습도이다.

 



× exp ×






 (5)

4.2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식 (5)의 건조수축 예측 모형은 슬래브 

깊이에 따른 건조수축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슬래브 두께 전체

의 평균적인 건조수축을 예측한다.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경우, 

상부 표면은 대기에 노출된 반면 하부는 보조기층과 접하여 대기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슬래브 깊이에 따른 건조수축의 크기가 다르다

(Lim et al., 2009). Janssen(1987)은 슬래브 깊이에 따라 변하는 

건조수축의 분포를 비선형 온도분포와 유사하다고 보고하였고, 

Eisenmann et al. (1990)는 이러한 부등건조수축을 등가의 온도차

이로 환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Jeong et al. (2011)와 Lim 

et al. (2009)는 현장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변형률을 측정하고, 

부등건조수축을 역학적으로 등가인 선형의 온도차이로 환산하는 

모형을 식 (6)과 같이 제안하였다.

 



  (6)

여기서, 는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 는 

슬래브의 두께(mm), 는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이다. Lim 

et al. (2009)는 Yang et al. (2004)의 모형으로 예측된 건조수축

과 실제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서 측정된 건조수축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회귀계수 의 값으로 약 0.002를 얻었다. Jeong 

et al. (2011)는 동일한 방법으로 ACI 건조수축 모형에 대하여 

약 0.004의 값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Yang et 

al. (2004)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0.002를 의 값으로 사용하

였다.

4.3 콘크리트의 응력이완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체적이 변하면 자중, 보조기층과의 

마찰, 길어깨, 타이바, 다웰바 등에 의한 구속 으로 인하여 슬래브 

내부에 응력이 유발된다(Park et al., 2009). 장기간 구속된 슬래브

에 발생하는 실제 응력은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작은데, 이는 

콘크리트의 물성인 크리프 및 응력이완(Stress Relaxation)과 관련

이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계산된 응력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와 

근사한 응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온도는 짧게는 1일, 길게는 

1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므로 슬래브에는 압축과 인장응

력이 번갈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온도에 의한 압축과 인장의 응력이

완은 상쇄되어 무시할 수 있다. 반면 건조수축은 대기와 접하여 

증발이 일어나는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 표면에서 크게 발생하므로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슬래브 하부와의 건조수축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된다. 이 부등건조수축에 의해 슬래브 상부에는 인장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응력이완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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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gional maximum negative differential shrinkage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considering stress relaxation

Fig. 7. Regional maximum negative total equivalent linear temperature difference

Park et al. (2009)는 구속 원주형 시편, 자유 건조 원주형 시편, 

그리고 자유 건조 각주형 시편의 여러 위치에서 변형률을 측정하였

다. 측정된 변형률을 Hossain et al. (2004)의 탄성응력 및 잔류응력 

예측 모형에 대입하고 그 차이로 응력이완을 예측하였으며, 이완

된 응력과 탄성응력의 비를 바탕으로 식 (7)에 포함되어 있는 응력이

완율 모형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식 (6)의 부등건조수축 등가

선형 온도차이 모형에 응력이완율을 반영하여 식 (7)의 응력이완이 

고려된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 모형을 제안하였다.

    (7)

여기서, 는 응력이완이 고려된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 는 응력이완율( , 는 -1.775, 는 

0.6)이다. 온도하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 (5)부터 식 (7)까지를 

이용하여 국내 민간공항 및 군공항 소재 지역 중에서 광주, 김포, 

대구, 수원, 양양, 울산, 인천, 제주, 청주, 그리고 충주의 10곳에 

대해 응력이완이 고려된 최대 음(-)의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

도차이를 예측하였다. 식 (5)에 필요한 상대습도는 항공기상연보

(KMA, 2010)의 연중 최저 월평균 상대습도를 사용하였다. Figure 

6에서 보듯이 슬래브가 두꺼울수록 온도차이의 절댓값이 커졌으며, 

상대습도가 낮았던 양양의 온도차이 절댓값이 가장 컸고 상대습도

가 높았던 수원이 가장 작았다.

5. 총 환경하중

공항 콘크리트 포장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하중은 온도하중

과 수분하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식 (2)의 등가선형 온도차이와 

식 (7)의 응력이완이 고려된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합하여 식 (8)의 총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은 총 등가선형 온도차이이다. 앞서 예측된 공항 

소재 10개 지역의 온도하중과 수분하중을 식 (8)과 같이 합하여 

Figure 7과 같이 총 환경하중을 예측하였다. 슬래브가 두꺼울수

록 온도차이의 절댓값이 컸으며, 온도하중보다는 수분하중의 영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교차가 크고 상대습도가 낮은 충주의 

온도차이 절댓값이 가장 컸고 이와 반대의 조건인 인천이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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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공항 콘크리트 포장의 환경하중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도하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과 설계 슬래브 두께를 

결정한 후 An et al.의 포장 온도 예측 프로그램으로 각월의 

대표일에 대해 매 시간마다의 슬래브 온도를 깊이에 따라 예측

하였다. 예측된 비선형 온도분포는 Mohamed et al.의 모형을 

사용하여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환산되었다. 

(2) 수분하중을 산정하기 위해 4개의 기존 건조수축 예측 모형을 

비교하고, 큰 형상비의 공항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적합한 

Yang et al.의 모형을 수분하중 모형의 기본 형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지역별 상대습도를 고려하기 위해 Bazant et al.의 

모형 중 상대습도 인자를 Yang et al.의 모형에 반영하여 새로운 

건조수축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예측된 건조수축을 Jeong 

et al.의 모형에 대입하여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로 

환산한 후, Park et al.의 모형을 사용하여 응력 이완이 고려된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온도

에 의한 등가선형 온도차이와 수분에 의한 부등건조수축 등가선

형 온도차이를 합한 총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계산하였다. 

(3) 개발된 방법의 적용 예를 보이기 위하여 국내 민간공항 및 

군공항 소재 지역 중에서 지역별 기상을 대표할만한 10개 

지역의 총 등가선형 온도차이를 슬래브 두께 별로 계산하였다. 

일교차가 크고 슬래브 두께가 얇을수록 온도하중인 등가선형 

온도차이가 증가하였고, 상대습도가 낮고 슬래브 두께가 두꺼

울수록 수분하중인 부등건조수축 등가선형 온도차이가 증가하

였다. 총 등가선형 온도차이는 슬래브 두께가 두꺼울수록 증가

하였고 온도하중보다는 수분하중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에 대상 지역의 온도와 상대습도, 슬

래브 두께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과 절차로 공항 콘크리트 

포장의 역학적 설계에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하중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도하중과 수분하중 외에도 포장파손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기상요소를 환경하중에 추가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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