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educt value curves for the calculation of pavement condition index of asphalt airfield pavement. 

METHODS : To develop the deduct value curves of asphalt airfield pavement, panel rating was conducted to decide the pavement condition
based on pavement distress type, severity, and density.

RESULTS : Results show that standard deviation of deduct values by panel rating is increased at higher severity level and as damage density
increases. The deduct value of alligator cracking show the highest.

CONCLUSIONS : The deduct value curves based on panel rating could be used without existing problems which were occurred in Shahin’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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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공항의 포장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PCI(pavement condition index)를 이용

하고 있다. PCI는 1970년대 미국 공병단에서 처음 개발

되어 공항뿐 아니라 도로, 주차, 항만, 철도 등 여러 분

야에서 유지보수 필요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이용

되고 있으며 국내 공항에는 199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안덕순 등, 2003).

하지만 기존의 PCI를 국내 공항에서 적용하기에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PCI는 미국 내 소규모

공항을 포함한 다양한 공항에 적용하기위해 개발되었으

나 이는 주로 상업용 중대형 공항 위주인 국내 공항 현

황을 고려할 때 주요 결함내용 및 결함의 심각도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 PCI 분석결과와 실제 보수 필

요여부와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유지보수 담당자와 의사결정자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

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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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1

년도에 ASTM 개정을 통해 기준을 수정하 으며 중국

의 경우 상하이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새로운 PCI 산출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PCI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PCI의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 국내 공항의 아스팔트 포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

되는 주요 결함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를 분석하여 deduct value curve를 개발하 다. 개

발된 deduct value를 이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

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 다. 

1.2. 문헌조사

1.2.1. PCI 정의 및 산출과정

PCI는 포장상태에 대해 완전한 상태의 100에서 파괴

된 포장상태의 0까지의 범위로, 숫자로 나타낸 지수이

다. PCI의 계산은 결함의 종류, 결함의 심각도, 결함의

파손량 등을 정의하는 표면결함의 육안상태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PCI는 Eq. (1)과 같이 포장상태지수 최대값

(100)에서 unit section안에서 발생한 결함의 deduct

value에 관한 함수와 한 unit section에서 발생한 다양

한 결함에 대해 보정하는 함수의 값을 감해주는 식으로

나타난다(Shahin, 1977).

여기서, : 포장상태지수

: 포장상태지수의 최대값(100)

: 결함의 종류 , 심각도 , 파손

량 에 따른 deduct value 함수

: 결함의 종류

: 결함의 심각도 수준

: 총 결함 종류의 수

: 결함의종류 에대한심각도수준의수

: 총 deduct value 합 , deduct의

수 에 대한 보정함수

PCI의 산출과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

서는 조사할 포장의 unit section을 분할하고 2단계에

서는 결함의 종류, 심각도, 파손량에 대한 포장상태 조

사가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는 조사된 각 결함별

deduct value를 산출하고 4단계는 산출된 각 결함의

deduct value를 합산해 total deduct value를 도출한

다. 5단계에서는 복합결함에 대한 보정함수를 이용해

corrected deduct value를 산출한다. 6단계에서는 5

단계에서 산출된 corrected deduct value를 이용해

포장상태지수의 최대값에서 감해주어 최종적으로 PCI

를 산출한다(Shahin, 1994).

(1) 제1단계 : 조사할 포장의 unit section 분할

Unit section의 분할은 포장상태조사와 분석의 목

적으로 동질성 구간에서의 적정 크기로 분할한다. 공항

의 아스팔트 포장의 unit section 크기는 450±180㎡

이다.

(2) 제2단계 : 포장상태조사

분할된 각 unit section별 포장상태조사를 실시하며,

결함의 종류, 심각도, 파손량을 조사하여 정량화한다.

(3) 제3단계 : deduct value 산출

각 unit section의 조사된 결함의 종류, 심각도, 파손

량에 따라 deduct value를 결정한다. 이러한 그래프는

각 결함의 종류별로 정의되어 있다.

(4) 제4단계 : total deduct value 산출

3단계에서 구한 deduct value를 바탕으로 total

deduct value를 구한다. Total deduct value는 각 결

함의 deduct value의 합으로 나타난다.

(5) 제5단계 : corrected deduct value 산출

각 결함의 deduct value의 합을 이용하여 total

deduct value를 산출할 시 결함의 항목이 많을 경우

PCI 값이 음이 될 수 있어 한 unit section에 두 개 이

상의 결함이 존재할 경우 total deduct value를 보정

해 주어야한다. 보정해 주는 방법은 corrected deduct

value curve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여기서 q는 unit

section안에 존재하는 결함의 수를 뜻하며 이는 같은

종류의 결함이라 할지라도 결함의 심각도가 다를 경우

에는 각각의 결함으로 구분지어 적용한다. 또한 각 결함

의 deduct value값이 5이상 되는 경우에만 q값에 포함

된다.

(6) 제6단계 : PCI 산출

5단계에서 산출된 corrected deduct value를 이

용하여 다음 Eq. (2)와 같이 최종적으로 PCI를 산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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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포장상태지수

: corrected deduct value

1.2.2. 기존 PCI의 문제점 분석

PCI는 1970년대 개발되어 현재까지 약 40년간 세계

각 공항에서 적용하고 있기에 각 공항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이며 공항 담당자들의 의사소통

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산출과정의 한계점과 다른 환경

의 공항에서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있으며 PCI 데이터

를 이용하여 실제 유지보수에 적용하기에 한계점이 있

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종/횡방향균열의

low와 medium 심각도 수준을 구분하는 균열폭이

6mm로 규정되어 있지만 FAA에서는 실제 안전상 항공

기 타이어에 데미지를 주는 균열폭은 3mm로 명시

(FAA, 2007)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Broten, 2001). 

Broten(2001)은 PCI가 유지보수 후에 오히려 낮아

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 PCI의 결함별 deduct value를

비교해 본 결과 low 심각도 수준의 블록균열의 deduct

value가 소파보수의 deduct value보다 낮아지는 패턴

이 나타났다. 즉 파손량이 약 25% 이상인 low 심각도

수준의 블록균열을 소파보수하 을 경우 PCI가 유지보

수 후에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존 PCI를

적용하는 공항 환경과 개발당시의 미국의 공항 환경 차

이가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1970년대 PCI가 개발될 당

시 미국에서 소규모 공항을 포함한 다양한 공항을 대상

으로 하여 Fig. 1과 같이 심각도의 구분 기준이 나누어

져있으나 high 수준의 결함은 국내 공항에서는 발생하

지 않아 상대적으로 PCI가 높게 산출되는 경향이 나타

난다. 

기존 PCI의 범위별 포장상태등급은 Table 1에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상태등급이 PCI에 비

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 PCI의 포장상태등

급에 따른 유지보수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관

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가 필요한 unit

section의 PCI 점수가 58점이라고 할 때 기존의 포장

상태등급에 의하면 Table 1과 같이 양호한 수준의 포장

상태로 평가되게 된다. 따라서 유지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는 양호하다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

생한다. 이는 유지보수 담당자와 의사결정자간의 의사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2.1. 시험재료 가공 및 선정

2.1.1. 사용재료

공항 아스팔트 포장에서의 결함항목을 총 16가지로

정의하 으나 실제 국내 공항에서 발생하는 결함항목과

는 차이가 있다.

국내 15개 공항의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 10년 이상의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 데이터를 이

용하여 Table 2와 같이 주요발생 결함항목을 정하 다.

아스팔트 포장의 결함항목 중 국내 공항에서 1회 이상

발생한 결함을 주요발생 결함항목으로 정하 으며 거북

등균열, 종₩횡방향균열, 반사균열, 블록균열, 소파보수

및 소성변형으로 총 6가지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Fig. 1 Severity Level for Alligator Cracking in 

Existing Specification

(a) Low (b) Medium

(c) High

Table 1. PCI Range vs. Pavement Condition in 

Existing Specification

PCI Range Pavement Condition

85  - 100 Excellent

70  -  85 Very Good

55  -  70 Good

40  -  55 Fair

25  -  40 Poor

10  -  25 Very Poor

0  -  10 Failed



PCI의 핵심 내용인 deduct value curve를 개발하기

위해 주관적인 지표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에 효

과적인 panel rating을 실시하 다. Panel rating을

위해 공항포장 전문가와 공항 실무자로 구성된 12명의

panel member를 선정하 으며 이들로부터 국내공항

아스팔트 포장의 주요발생 결함항목 6가지에 대해

panel rating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각 주요발생 결함의 deduct value curve를 개발하

다. 국내 공항 아스팔트 포장의 주요발생 결함항목 6가

지(거북등균열, 종/횡방향균열, 반사균열, 블록균열, 소

파보수, 소성변형)에 대해 국내 공항의 PMS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함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각 결

함의 종류, 심각도, 파손량으로 구분하여 unit section

크기로 가공되었다. 각 결함의 종류에 따라 3가지 심각

도(low, medium, high)로 구분하고 각 심각도에 대해

파손량을 5가지 범위로 나누어 각 범위에 맞는 자료를

가공하여 Table 3과 같이 총 90개의 결함자료를 panel

rating에 이용하 다.

3. 결과분석

패널조사 분석결과 Fig. 2, 3과 같이 심각도가 높아

지고 파손량이 증가할수록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들이 국내공항에서 높은

심각도와 많은 파손량을 경험해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 

Panel rating을 통해 얻은 각 주요발생 결함의 심각

도에 대한 파손량별 deduct value의 결과를 Fig. 4와

같이 10% 이하의 백분위수와 90% 이상의 백분위수를

제외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deduct value curve를 모

델링하 으며 6가지 결함항목에 대해 각 3가지 심각도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5 No.340

Table 2. Distress Type Occurred in the Airports 

of Korea

Distress Type
No. of airport experienced

distress types

Alligator Cracking 15

Long./Trans. Cracking 15

Reflection Cracking 2

Patching 15

Rutting 1

Block Cracking 1

Table 3. Damage Density Used in Panel Rating

Distress Type Severity Damage Density (%)

Alligator
Cracking

L 0.6 2.0 6.0 33.0 53.0

M 0.4 1.3 8.0 25.0 58.0

H 0.3 2.0 7.3 22.0 66.0

L./T.
Cracking

L 0.8 3.0 5.7 29.0 52.0

M 1.5 2.8 6.0 17.0 52.0

H 1.1 3.1 6.2 25.0 56.0

Reflection
Cracking

L 1.0 3.0 7.0 27.0 60.0

M 1.5 3.0 6.0 33.0 50.0

H 1.0 3.0 6.0 33.0 50.0

Patching

L 0.2 2.0 7.0 28.0 63.0

M 0.3 3.0 7.0 23.0 72.0

H 0.5 3.0 8.0 24.0 66.0

Rutting

L 0.1 1.0 5.0 25.0 75.0

M 0.1 1.0 5.0 25.0 75.0

H 0.1 1.0 5.0 25.0 75.0

Block
Cracking

L 1.0 7.0 11.0 34.0 67.0

M 1.0 7.0 11.0 34.0 67.0

H 1.0 7.0 11.0 34.0 67.0

Fig. 2 Standard Deviation of Deduct Value Panel 

Rating(Severity Level)

Fig. 3 Standard Deviation of Deduct Value Panel 

Rating(Distress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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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총 18개의 deduct value curve에 대한 모델링

이 수행되었다.

거북등균열의 panel rating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Table 4와 같이 심각도별 각 deduct value curve를

모델링하 다. 각 low, medium, high의 심각도별

의 값은 각 0.99, 0.98, 0.98로 나타나 유효한 모델로

판단된다.

Table 4의 모델링 결과를 기존 PCI의 deduct value

curve와 비교한 결과 Fig. 5와 같이 나타났으며 기존의

curve와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소파보수의 panel rating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Table 5와 같이 심각도별 각 deduct value curve를

모델링하 다. 각 low, medium, high의 심각도별

의 값은 각 0.99, 0.98, 0.96으로 나타나 유효한 모델

로 판단된다.

Table 5의 모델링 결과를 기존 PCI의 deduct value

curve와 비교한 결과 Fig. 6과 같이 나타났으며 low

심각도 수준의 deduct value curve는 기존 PCI의

curve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3가지 심각도 모두

파손량이 낮을수록 개발된 PCI의 deduct value가 높

았으나 파손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PCI보다 낮은 값

이 도출되었다. 또한 각 심각도별 deduct value의 차

이가 기존 PCI보다 작게 나타났다.

각 결함별 같은 심각도 수준에서의 deduct value 모

델을 비교해보면 심각도 수준 low, medium, high에

대해 각 Fig. 7~Fig. 9와 같다. 거북등균열의 경우 가

장 높은 deduct value가 나타났으며 이는 FOD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결함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심각도 low의 경우 Fig. 7과 같이 종₩횡방향 균열

과 반사균열의 deduct value curve가 유사한 형태로

Fig. 4 Data Used in Analysis of Panel Rating

90percentile
10percentile 10~90

percentile
Average

Normal Distribution

Table 4. Regression Equation of Alligator Crackig 

Deduct Value Curves

Severity Equation

Low 0.99

Medium 0.98

High 0.98

Fig. 5 Deduct Value Curve for Alligator Cracking

Table 5. Regression Equation of Patching Deduct 

Value Curves

Severity Equation

Low 0.99

Medium 0.98

High 0.96

Fig. 6 Deduct Value Curve for Patching



나타났으며, 블록균열과 소성변형의 deduct value

curve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소파보수의 경

우 deduct value가 다른 결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발생한 결함의 소파보수 후 PCI가 낮아지는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파보수의 경우 Fig. 8과 Fig. 9와 같이 medium

심각도와 high 심각도로 나타날 경우 low 심각도와는

상이하게 deduct value가 다른 결함과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소파보수 형태의

유지보수 후에 다시 결함이 발생한 형태로 유지보수

상태가 아닌 결함의 상태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PCR(pavement condition rating)과 PCI의 상관관

계는 panel rating에 이용되었던 90개의 unit

section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Panel rating

의 결과 값인 PCR과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된 PCI의 상

관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내면 Fig. 10과 같이 나타난다. 

수집된 김포공항(2009년 자료), 양양공항(2007년 자

료), 여수공항(2006년 자료) 3개의 실제 조사된 결함에

따른 PCI자료를 본 연구에서 개발된 deduct value 모

델에 적용시키기 위해 공항 ID, branch ID, section

ID, unit ID별로 구분지어 각 구간의 결함의 종류와 심

각도에 따라 파손량 자료를 정리하 다. 기존 PCI의 값

은 PCI 산출프로그램인 Micro PAVER를 이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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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s of Deduct Value Curve for 

Distress Types in Low Severity

Fig. 8 Comparisons of Deduct Value Curve for 

Distress Types in Medium Severity

Fig. 9 Comparisons of Deduct Value Curve for 

Distress Types in High Severity

Fig. 10 Relationship Between Pavement Condition 

Rating and Calculated PCI



며 개발된 PCI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함별 deduct

value curve를 이용하고 복합결함에 대해서는 기존

PCI의 corrected deduct value curve를 적용하여 분

석하 다. 즉 PCI의 산출과정은 동일하며 각 결함별

deduct value curve의 변수만 다르게 적용시켜 분석

하 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PCI와 개발된 PCI의 unit

section별 비교분석과 동질성 구간별 비교분석을 실시

하 다.

기존의 PCI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deduct value 모

델을 적용한 PCI의 unit section별 비교분석 결과

Fig. 11과 같이 나타났으며 총 700개 구간 중 15개 구

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대해서 unit section별 PCI

가 낮게 산출되었다. 또한 개발된 PCI는 기존 PCI가 낮

아질수록 감소폭이 증가하 으며 70 전후로 가장 민감

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현재국내에서이용되고있는PCI의문

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PCI의 개발을 위해

국내 공항의 아스팔트 포장을 대상으로 panel rating을

실시하여 포장상태지수의 deduct value curve를 개발

하 다. 개발된 deduct value curve는 국내 공항 아스

팔트 포장의 주요 발생 결함항목에 대해 분석하 으며

panel rating 결과와 PCI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모델

을 검증하 다. 또한 실제 공항의 PCI 데이터를 이용하

여 기존 PCI와 개발된 PCI의 비교분석을 진행하 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결함항목별 심각도 기준에 대해

국내 공항에 적합한 구분 기준으로 정립하 으며 각 포

장상태등급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

구의범위내에서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 다.

1. Panel rating 에 의한 deduct value 분석결과 결함

심각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결함량이 증가할수록 표

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패널참가자들이 심

각도가 높은 결함과 결함량이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

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국내 15개 공항의 10년 이상의 PMS 데이터를 이용

하여 공항 아스팔트 포장의 국내 주요 발생 결함을

거북등균열, 종₩횡방향균열, 반사균열, 소파보수, 소

성변형, 블록균열 등 6가지 항목으로 채택하 으며

각 결함에 대해 panel rating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결함의 종류별 심각도에 따른

deduct value를 모델링하 다. 모델링 결과 low,

medium 심각도의 종₩횡방향균열, 거북등균열 등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결함에 대해 deduct

value가 높게 추정되었다.

3. 개발된 PCI의 결함별 deduct value curve를 비교

한 결과 거북등균열과 같이 FOD 발생 가능성이 높

은 결함일수록 deduct value가 높게 추정되었으며

low 심각도에 대해 소파보수의 경우 가장 낮은

deduct value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소파보수의

deduct value가 medium 심각도와 high 심각도에

서는 다른 결함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

파보수한 부분에서 결함이 다시 발생하는 형태로 유

지보수의 상태가 아닌 결함으로 구분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4. 기존의 PCI와 개발된 PCI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김

포공항, 양양공항, 여수공항의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unit section별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기존의 PCI는 Micro PAVER를 이용하여 산

출하 으며 개발된 PCI는 기존의 PCI의 산출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되 개발된 deduct value

curve의 변수만 적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개

발된 PCI는 기존의 PCI 보다 평균 10정도 낮게 산출

되었으며 기존 PCI가 100에서 낮아질수록 개발된

PCI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존 PCI 70 전후

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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