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This study is to compare load transfer efficiency of key joint and dowel joint for airport concrete pavement.

METHODS : As AC150/5320-6D of FAA’s [Advisory Circular] was changed into AC150/5320-6E, Key joint type of rigid pavement were
excluded from Construction Joints.. LTE(Load Transfer Efficiency) of dowel joint and key joint were compared by times and seasons through
pavement temperature measurement, ocular investigation and HWD measurement.

RESULTS : For the joint performance grade of No. 2(The second) runway of airport, 12% of poor rate was observed in key joint and 2% of
poor rate in dowel joint. Poor rate of key joint was increased to 17%, if only No. 3~No. 6 slabs, which are mostly loaded from the airplanes,
were applied for the study. In apron area, LTE poor rate of key joint was high in winter, and LTE poor rate of dowel joint was at least above
‘Fair’ grade. In summer, ‘Fair’ for key joint, ‘Acceptable’ for dowel joint appeared. 

CONCLUSIONS : As results, dowel joint was superior than key joint for LTE. Deviations of seasons and times were smaller in dowel
joint’s result. And LTE in winter was lower than LTE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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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논문개요

국내 민간공항 포장 설계는 FAA(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 미연방 항공청) 포장설계기준인

Advisory Circular를참고하고있다. 2009년 FAA 포장

설계 기준이 AC150/5320-6D(1995)에서 AC150/5320-

6E(2009)로개정되면서콘크리트포장부줄눈형식적용

에변화가생겼다. 

기존 시공 줄눈(Construction Joint)에 사용되던 키

형 줄눈이 개정된 설계기준에서는 제외가 되고 다웰형

형태만 사용하도록 수정이 되었다(Fig 1, 2).

키형 줄눈이 제외된 배경에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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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지 않았지만 Christoper(2011)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과거 수십 년 동안 키형 줄눈이 사용되어 왔으나,

항공기의 무거운 하중에 의해서 줄눈의 공용성이 매우

빈약해 지며, 때로는 갑작스러운 찢어짐(tear off) 또는

키 줄눈 가장자리 상단 외벽에서 스폴링이 발생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AC150/5320-6E에서 다웰바의 설치규격 및 간격도

일부 변경되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슬래브 포장두께에

해당하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다웰바 규격

및 설치간격은 Table 1과 같다.

콘크리트 포장에서 하중전달이 중요한 이유는 콘크리

트 포장에 줄눈이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포장에서 줄

눈의 역할은 온도와 습도와 같은 환경하중에 의한 콘크

리트 슬래브의 응력발생을 완화시키고 시공 후 발생할

지 모르는 랜덤균열(Random Crack)에 대한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시공 후 항공기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 한 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시

키기 위한 역할도 한다.

하중전달효율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AA AC 150/5370-11B “Use of Non-

destructive Testing in the Evaluation of Airport

Pavements”에서 사용하는 처짐 하중전달효율을 적용

하 다.

하중전달효율을 이용하여 포장 줄눈부의 공용성을 평

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FAA AC 150/5370-11B에 제

안된 Pavement Joint Performance Ratings를 적용

하 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콘크리트 포장의 탄성계수가

30~35GPa 정도이고 노상반력계수(k) 범위를 0.5~2.0

N/mm3라고 고려할 경우, 상대강성계수 범위는 약

60~90cm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강

성계수 20inch일 때의 Pavement Joint Performance

Ratings을 사용하 다(Table 2). 이 값은 현재 인천국제

공항AS 포장평가용역에서사용되고있는기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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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KEYED

TYPE D-DOWELED

TYPE E-HINGED

Fig. 1 Construction Joint (AC150/5320-6D, 1995)

Fig. 2 Construction Joint (AC150/5320-6E, 2009)

LTE , percent
Radius of Relative Stiffness, λk

20in(50cm) 130in(330cm)

90 to 100 Acceptable Acceptable

70 to 90 Acceptable Fair

50 to 70 Fair Poor

Less than 50 Poor Poor

Table 2. Pavement Joint Performance Ratings

(AC 150/5370-11B)

타이바 직경 16mm, 길이 76cm, 중심선 가녁 76cm

Table 1. Dimensions and Spacing of Steel Dowels

(AC 150/5320-6E)

Slab Thickness Dimension Length Spacing

6∼7in(152~178mm)
3/4in
(20mm)

18in
(460mm)

12in
(305mm)

7.5∼12in(191~305mm)
1in

(25mm)
19in

(480mm)
12in

(305mm)

12.5∼16in(318~406mm)
1 1/4in
(30mm)

20in
(510mm)

15in
(380mm)

16.5∼20in(419~508mm)
1 1/2in
(40mm)

20in
(510mm)

18in
(460mm)

20.5∼24in(521~610mm)
2in

(50mm)
24in

(610mm)
18in

(4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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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용중인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을 대상으로 키형 줄눈과 다웰형 줄눈의 하중전달효율

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줄눈 형태에 따른 하중

전달효율을 평가하고자 하 다. 

2.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2.1. 현장시험개요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콘크리트 포장 줄눈부 하중

전달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HWD(Heavy Weight De-

flectometer)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1, 2단계

Airside지역 콘크리트 포장의 하중전달효율(Load

Transfer Efficiency, LTE)을 조사하 다. 

FAA AC 150/5370-11B(2011) “Use of Non-

destructive Testing in the Evaluation of Airport

Pavements”에서는 처짐 하중전달효율을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Eq.(1)을 이용하여 하중전

달효율을 산정하 다.

여기서, : Deflection Load Transfer

Efficiency, in percent 

: Deflection of the loaded slab,

normally under load plate, in mils

: Deflection of the adjacent

unloaded slab, in mils

또한 제2활주로 및 계류장에 대한 포장면 육안균열조

사를 통하여 균열이나 기타 파손형태 및 특이사항을 기

록하고 하중전달효율 분석 시 참고하고자 하 다.

Table 3은 하중전달효율 조사를 위한 조사위치 및 조

사일자를 나타내었다. 1차 시험은 제2활주로에서 1회

실시하고, 2, 3차 시험은 계류장 내에 3개소 지역을 대

상으로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시험을 실시하

다. 또한 시간대별 슬래브 온도변화에 따른 하중전달효

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동일구간에 대해 3개의 서로 다

른 시간대에서 측정하 다.

2.2. 시험방법

2.2.1. 현장 온도계 매설 및 측정

현장 온도계 매설위치는 조사위치와 동일한 구간을

선정하면 좋으나 항공기 이동이 빈번하고 슬래브에 천

공을 한 후에 센서를 매립해야 하므로, 접근성이 좋고

Table 3. Test Location and Date

Test Location Test Day Construction year

1st
Test

#2 runway 2012년 11월 14~15일 1998

2nd 
Test

T1, Ca Apron
2013년 2월 5~6일,

13~14일 T1 Apron :̀̀ 1998
Ca Apron :̀̀20063rd 

Test
T1, Ca Apron 2013년 8월 5~9일

Fig. 3 Test Location

Fig. 4 Settlement of Temp. Sensor

(a) Settlement of sensor (b) Depth of Temp. sensor

(1)



항공기 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남측 제빙계류장(DE-

ICING PAD D SOUTH) 842 Spot 외곽에 온도계를

설치하 다(Fig. 3). 남측 제빙계류장 슬래브 두께는

45cm로 조사구간 슬래브 두께인 50cm와 차이는 있다.

매설된 온도센서는 도로포장 연구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는 i-Button을 적용하 다. 

2.2.2. 시험구간 육안조사 및 조사위치 Marking

시험대상구간에 대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하여 균열이

나 기타 파손형태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 으며, HWD

측정을 위한 조사위치를 표시하 다(Fig. 5).

2.2.3. HWD 측정

조사구간에 대하여 줄눈부 edge에 2개의 하중 수준

으로 각 3회씩 측정하 으며 서로 다른 시간대 별로 3

회 측정하 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KUAB 240-2M

모델을 사용하 다.

2.2.4. 조사구간

조사구간의 경우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 하중전

달효율을평가하고자하 으나제2활주로의경우재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가 되면 측정이 어려우므로 1

차조사구간은제2활주로를우선적으로조사하 다.

2, 3차 조사구간은 계류장 구간으로 39번 게이트(1번

지역), 108번 게이트(2번 지역), 18번 게이트(3번 지역)

의 동일구간에서 반복조사를 실시하 다.

3. 시험결과
3.1. 제2활주로 시험결과(1차 조사)

3.1.1. 현장육안조사 결과

A지역은 키형 종단시공줄눈이 시공된 구간으로 육안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6 No.312

Fig. 5 Visual Survey and Marking

(a) visual survey (b) marking

Fig. 6 HWD Test

(a) HWD Test(1) (b) HWD Test(2)

Fig. 8 2nd, 3rd Test Area Plan

(a) 6-6 (b) 6-7

(c) 7-4 (d) 7-6

Fig. 9 Visual Survey (A area)

Fig. 7 1st Test Are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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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종방향 시공줄눈을 따라서 약 15~20cm정도

평행하게 떨어져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전체 10개 슬래브 중에서 항공기 하중이 많이 통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3~8번 슬래브에 종방향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종방향 균열을 제외한 슬래

브표면자체에균열이나파손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B지역 역시 3~8번 슬래브에서 키형 종단시공줄눈을

따라 평행하게 종방향 균열이 나타났으나, A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균열폭이 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C지역은 다웰형 횡단수축줄눈이 시공된 구간으로 5

번 슬래브 라인에서는 종방향 균열과 일부 횡방향 균열

이 조사되었으며, 6번 슬래브 라인에서는 종방향 균열

과 망상균열이 발견되었다.

D지역 5번 슬래브 라인에서는 종방향 균열과 횡방향

균열이 일부 관찰되었다. 6번 슬래브 라인에서는 키형

줄눈을 따라 평행하게 떨어져 종방향 균열이 나타났으

며 줄눈 교차구간에 망상균열이 일부 나타났다.

3.1.2. 온도 분석결과

조사일자인 2012년 11월 14일~15일 대기온도는 최

고 약 10도 고 최저온도는 하 1도로 나타났다. 대기

온도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깊이별 온도도

변화하 으며 슬래브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변화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조사시간은 대기온도가 최고, 최저 및 포장 내부 온도

가 교차되는 crossing time에서 실시하 다.

3.1.3. 하중전달효율 분석결과

Fig. 14은 제2활주로 키형 줄눈에 대한 하중전달효율

을 조사시간대별로 나타내었다. 측정시간대에 따라 키

형의 하중전달효율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슬래

브 온도가 가장 높아 팽창이 크게 일어나는 낮 시간대

하중전달효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슬래브 온도가

(a) 31-4 (b) 31-6

(c) 32-4 (d) 32-5~6

Fig. 10 Visual Survey (B area)

Fig. 11 Visual Survey (C area)

(a) 5 (b) 6-7 (c) 6-7

Fig. 12 Visual survey (D area)

(a) 5 (b) 5-6 (c) 6-7

Fig. 13 Temperature at Runway Test

Depth Air -2.5cn -12.5cm -22.5cm -32.5cm -42.5cm

Max
Temp.(℃)

10.5 13 11 10.5 11 12.5

Min
Temp.(℃)

-1 1 4.5 6.5 8.5 10

ΔT(℃) 11.5 12 6.5 4 2.5 2.5

Table 4. Max. & Min. Temperature at Pavement Depths



떨어지는 아침시간대에 하중전달효율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는 키형에서 슬래브의 온도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하줄전달효율이 가장 낮은 아침시간대 시험결과를 보

면 하중전달효율 50% 이하의 Poor 등급을 나타내는 구

간이 나타났다. 

시간대별 가장 큰 하중전달율 편차는 Fig. 14(c) 슬래

브 5~6번 사이의 줄눈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6 No.314

(a) Line 6 Key Joint

(b) Line 7 Key Joint

(c) Line 31 Key Joint

(d) Line 32 Key Joint

Fig. 14 Key Joint Load Transfer Efficiency

(a) AREA C Slab 5 Dowel Joint

(b) AREA C Slab 6 Dowel Joint

(c)  AREA D Slab 5 Dowel Joint

(d) AREA D Slab 6 Dowel Joint

Fig. 15 Dowel Joint Load Transfer Efficiency



는 육안조사에서 해당 위치에 종방향 균열이 관측되었

고, 줄눈폭이 A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관

측되었으므로, 슬래브가 팽창하는 낮 시간대에 줄눈 맞

물림으로인하여하중전달효율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Fig. 15는 제2활주로 다웰형 줄눈에 대한 하중전달효

율을 조사시간대별로 나타내었다. 측정시간대에 따라

다웰형의 하중전달효율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키형에 비해서는 그 변화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웰바가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팽창₩수축에 관

계없이 하중전달효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웰의 경우 하중전달효율 50% 이하의 Poor 등급은

D지역 슬래브 5번 라인의 한 지점에서만 나타났다(Fig.

15(c)). 이러한 원인으로는 해당 조사지점에 횡방향 균

열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하중전달효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3.1.4. 소결

육안조사 결과, 제2활주로 남측 콘크리트 포장 구간

에는 키형 줄눈과 평행하게 일정간격을 유지하는 종방

향 균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항공기 하

중이 많이 지나가는 3~8번 슬래브에서 종방향 균열이

많이 나타났다.

키형과다웰형줄눈의하중전달효율을분석해본결과

시간대별로 키형의 하중전달효율 값의 변화가 다웰형보

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도변화에 따라 키형 줄

눈의하중전달효율이크게변하는것으로판단된다.

Table 5의 줄눈형식별 공용성 평가등급을 보면 키형

줄눈의 경우 불량(Poor) 등급이 약 12%를 차지하고 있

고, 다웰 줄눈의 경우 2%로 한 개 조사지점에서 불량이

나타났다. 다웰이 조사된 지점은 항공기 하중이 많이 지

나가는 5, 6번 슬래브 구간으로, 이를 고려하여 키형 조

사 슬래브 중 항공기 하중이 많이 지나가는 중간지역인

3~8번 슬래브 구간에 대해서 포장 줄눈 공용성 평가를

분석한 결과, 키형 줄눈의 불량(Poor) 등급 비율이 12%

에서 17%로 증가하 다.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포장 줄

눈 형식 다른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하부

지지력은 동일한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인천

공항의 활주로 노상다짐시험 자료에서도 신형 대형 항

공기가 충분히 착륙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

으며, 다년간 운 에 의해 우수한 활주로로 판명된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지력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3.2. 계류장 시험결과(2, 3차 조사)

3.2.1. 현장육안조사 결과

계류장 육안조사는 시험방향을 기준으로 종방향과 횡

방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이는 계류장지역이 넓

은 광장지역이라서 종, 횡방향에 대한 방향기준이 없고

조사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정하 다.

39번 게이트(1번 지역) 조사에서 키형 줄눈이 있는 종

단시공줄눈 방향의 육안조사 결과, 3번 슬래브에서 횡

방향 균열이 있었고, 5번 슬래브에 map cracking과

키형 줄눈을 따라 평행하게 떨어져 균열이 있었다. 그리

고 일부 줄눈에서 줄눈재 파손과 스폴링이 관찰되었다

(Fig. 16).

한국도로학회 논문집·제16권 제3호 15

Table 5. The ratio of Pavement Joint Performance

Ratings

LTE
(%)

Performance
Rating

Key Joint
Dowel
Joint

Key Joint
(#3~8 slab)

70~100 Acceptable
23%

(23/108)
8%

(5/65)
18%

(11/60)

50~70 Fair
67%

(72/108)
91%

(59/65)
85%

(39/60)

Less than
50

Poor
12%

(13/108)
2%

(1/65)
17%

(10/60)

(a) 1-2 joint (b) 3 Slab

(c) 4-5 joint (d) 5-6 joint

Fig. 16 #39 Gate Apron (Key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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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웰형 줄눈이 있는 횡단수축줄눈 방향의 육안조사

결과, map cracking과 종방향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줄눈에서 스폴링이 발견되었다(Fig. 17).

계류장 108번 게이트 지역 종단시공줄눈 조사결과,

일부 줄눈에서 나타난 경미한 스폴링을 제외하고는 어

떠한 파손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3번, 5번

슬래브 표면의 경우, 스케일링으로 의심되는 표면마모

가 있었다. 게다가 해당 슬래브의 횡단팽창줄눈방향은

다른 슬래브와 달리 육안으로 구분이 되어 기존 시공과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다(Fig. 18). 표면 마모와

슬래브 색상으로 인하여 당시 재시공으로 추정하 으나

공식적인 기록에는 재시공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수축줄눈의 육안조사에서는 일부 경미한

스폴링 외에 이렇다 할 파손은 없었다.

계류장 18번 게이트 지역에서 육안조사 결과 종단시

공줄눈과 횡단수축줄눈에서 일부 줄눈재 파손 및 경미

한 스폴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포장상태를

보 다.

3.2.2. 온도 분석결과

계류장 1차 조사는 2013년 2월 5일 계류장 39번,

13~14일에는 계류장 108번, 18번을 조사하 다.

계류장 39번의 1차 조사 온도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겨울철의 경우 대기온도 차이는 크나 포장층 온도 차이

는 1도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Fig. 20(a)).

계류장 108번과 18번 조사에서 대기온도 차이는 20℃

이었으나, 포장층 표층부 온도차는 5℃이었고, 하부층

으로 내려갈수록 온도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20(b)).

Fig. 19 #108 Gate Apron (Dowel Joint)

(a) 1 slab (b) 4-5 joint (c) 6-7 joint

(a) 2 slab (b) 3 slab

(c) 4 slab (d) 5 slab

Fig. 17 #39 Gate Apron (Dowel Joint)

(a) 2-3 joint (b) 3 Slab

(c) 5 slab (d) 5-6 joint

Fig. 18 #108 Gate Apron (Key Joint) (a) Temparature (Feb.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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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 2차 조사는 2013년 8월 6~8일까지 조사하

다. 긴 장마가 끝난 이후 매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

되었다. 2차 조사 시 온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기온도

보다 오히려 표층온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태양복사열로 인하여 낮 시간대에는 대기온도

보다 빨리 증가하고 저녁시간대에는 대기온도 보다 천

천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온도차는 하부층으로 내려갈

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1).

조사시점은 대기온도가 최고, 최저 및 포장 내부 온도

가 교차되는 crossing time에서 실시하 으나, 일부

조사의 경우 기상악화 및 항공기 Gate 배정문제로 인해

계류장 운 팀과 협의하여 조사시점을 변경 후 조사하

다.

3.2.3. 하중전달효율 분석결과

계류장 1차 조사는 2월 달에 이루어 졌으며, 2차 조사

는 8월에 이루어 졌다. 계절별로 봤을 때도 겨울철 하중

전달효율이 여름철 하중전달효율보다 낮을 거라고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계류장 39번 키형 줄눈의 하중전달효율 1차 조사결과

는 (Fig. 22(a))에, 2차 조사 결과는(Fig. 22(b))에 나타

내었다. 

1차 조사결과 모든 구간에서 하중전달효율이 50% 이

하로 나타나, 포장 줄눈 공용성 등급은 불량(Poor) 등급

으로 평가되었다. 여름철 2차 조사에서는 모든 구간에

서 보통(Fair) 이상 등급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에 소

나기로 인하여 포장체 온도가 떨어져 6일 21시30분 조

사에서 하중전달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22(b)).

계류장 39번 다웰형 줄눈의 하중전달효율 1차 조사결

과는(Fig. 23(a))에, 2차 조사 결과는(Fig. 23(b))에 나

타내었다. 1차 조사결과에서는 전 구간 보통(Fair) 이상

의 등급으로 나타났고, 2차 조사결과에서는 모든 구간

이 만족(Acceptable)으로 나타났다.

계류장 108번 키형 줄눈 구간의 경우, 슬래그 2~3

번 사이의 줄눈은 팽창줄눈이고, 슬래브 3번과 5번은

재시공이 의심되는 구간으로 육안조사에서 설명한바

있다.

(b) Temparature (Feb.13-14, 2013)

Fig. 20 Temperature at 1st Apron Test

Fig. 22 Key Joint Load Transfer Efficiency at No.39 

Gate

(a) 1st Test (Feb.)

(a) 2nd Test (Aug.)Fig. 21 Temperature at 2nd Apr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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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a)는 계류장 108번 키형 줄눈의 하중전달효

율 1차 조사결과로 일부 구간에서 하중전달효율이 50%

이하인 불량(Poor)등급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2차 조사

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보통(Fair) 이상 등급으로 나타났

다(Fig. 24(b)).

계류장 108번 다웰형 줄눈의 하중전달효율 분석결과,

1차 겨울철 조사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보통(Fair) 이상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2차 여름철 조사에서는 전 구간

이 만족(Acceptable)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실시한 팽

창줄눈 조사결과, 1차 조사(3시30분 경)에서는 62%, 2

차 조사(13시 20분)에서는 72%로 모두 보통(Fair) 등급

으로 나타났다(Fig. 25).

Fig. 26(a)는 계류장 18번 키형 줄눈의 하중전달효율

1차 조사결과로 일부 구간에서 하중전달효율이 50% 이

하인 불량(Poor)등급으로 나타났다. 슬래브 3~4번 사

이의 키형 줄눈의 하중전달효율은 시간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줄눈이 잠겼거나 부착된 것으로 예

상되었다. 여름철 2차 조사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만족

(Acceptable)으로 나타났다(Fig. 26(b)).

계류장 18번 다웰형 줄눈의 하중전달효율 분석결과, 1

차겨울철조사에서는 모든구간에서보통(Fair) 이상등

Fig. 23 Dowel Joint Load Transfer Efficiency at 

No.39 Gate

(a) 1st Test (Feb.)

(a) 2nd Test (Aug.)

(a) 1st Test (Feb.)

Fig. 24 Key Joint Load Transfer Efficiency at 

No.108 Gate

(b) 2nd Test (Aug.)

(a) 1st Test (Feb.)

Fig. 25 Dowel Joint Load Transfer Efficiency at
No.108 Gate

(b) 2nd Test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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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으로 나타났으며(Fig. 27(a)), 2차 여름철 조사에서는

전구간이만족(Acceptable)로나타났다(Fig. 27(b)).

3.2.4. 소결

계류장 육안조사 결과 계류장 108번 구역의 키형 줄

눈 방향 3, 5번 슬래브의 표면마모를 제외하고는 줄눈

부나 포장면에 심각한 파손의 형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계류장지역의 키형 줄눈과 다웰형 줄눈에 대하여 계

절별(겨울, 여름) 및 시간대별로 하중전달효율을 측정하

다. 측정결과, 겨울철 평균 하중전달효율이 여름철 평

균 하중전달효율보다 약 44∼86% 정도 낮게 나타났으

며, 이는 앞서 충분이 예상 가능한 결과 다. 또한 여름

철 시간대별 키형 하중전달효율 값이 겨울철 보다 편차

가 적었으며, 이는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한 슬래브 팽

창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다웰형 줄눈에서의 하중전달효율은 키형에 비해 계절

별 시간대별 편차가 적었으며, 특히 여름철 조사에서는

전 구간 만족(Acceptable) 등급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FAA 포장설계기준인 Advisory

Circular의 개정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부 줄눈 형식 적

용에 변화를 검토하고자 현재 공용중인 공항활주로와

계류장을 대상으로 육안조사, 포장온도측정 및 계절별

시간대별 키형 줄눈과 다웰형 줄눈의 하중전달측정을

통하여 줄눈 형태에 따른 하중전달효율을 평가하 다. 

제2활주로 남측 콘크리트 포장을 대상으로 하중전달

효율을 시험한 결과 온도변화에 따른 하중전달효율 변

화는 다웰형 줄눈보다 키형 줄눈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제2활주로 조사에서는 포장 줄눈 공용성 등급

에서 불량(Poor) 비율이 키형은 12%, 다웰형은 2%로

나타났다. 항공기 하중이 많이 지나는 3∼8번 슬래브

기준을 적용할 경우, 키형의 불량(Poor)비율은 17%로

증가하 다. 

겨울철과 여름철 2회 측정을 수행한 계류장 지역의

경우, 포장온도 분석결과 겨울철 시간대별 대기온도차

는 최대 20℃까지 났으나, 포장 슬래브 내부의 온도변

화는 최대 5℃ 이하 으며 하부로 내려갈수록 온도차는

줄어들었다.

(a) 1st Test (Feb.)

Fig. 26 Key Joint Load Transfer Efficiency at No.18 Gate

(b) 2nd Test (Aug.)

(a) 1st Test (Feb.)

Fig. 27 Dowel Joint Load Transfer Efficiency at No.18 Gate

(b) 2nd Test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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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전달효율 측정결과, 겨울철 하중전달효율이 여름

철 하중전달효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충분이

예상 가능한 결과 다. 또한 여름철 시간대별 키형 하중

전달효율 값이 겨울철 보다 편차가 적었으며, 이는 여름

철 높은 온도로 인한 슬래브 팽창이 주원인으로 파악된

다. 다웰형줄눈에서의하중전달효율은키형에비해계절

별 시간대별 편차가 적었으며, 특히 여름철 조사에서는

전구간만족(Acceptable) 등급으로나타났다.

기존 시공된 키형 줄눈과 다웰형 줄눈의 하중전달효

율을 분석한 결과 키형 줄눈 형식보다 다웰형 줄눈에서

하중전달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

로는 시간대별 하중전달효율의 편차가 적고, 포장 줄눈

공용성 등급에서도 키형 줄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향후 공항포장 신설 및 확포장의 경우

다웰형식을 적용하고, 재포장의 경우 기존의 키형대신

다웰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국내 민간공항포장 설계 시 FAA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처럼 기준변경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검증을 통해 설계에 반 하는 절

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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