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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용 I형강 합 곡강합성 바닥 의 휨강성 분석

Analysis For Effective Moment For Iinertia For Corru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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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ugated steel-concrete composite deck with I-beam welded is lighter and has higher load 

carrying capacity than RC slabs due to an I-beam embedded in the corrugated deck. The methods 

suggested from ACI and design standard of roadway bridge are used to evaluate effective moment 

inertia of RC structures. This paper presents evaluation and application of effective moment inertia 

for corrugated steel-concrete composite deck with I-beam welded by using the methods suggested 

from design standard of roadway bridge, ACI and CEB-FIP MC-90. In order to evaluate effective 

moment inertia, a series of flexur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Five beams were built and the 

parameters considered in the experiments were studs, shape of the sections and connections of the 

beams. By using the aforementioned methods, effective moments of inertia was calculated and they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s a result, The method suggested from CEB-FIP 

MC-90 yielded more satisfactory agreement than that from ACI. It was found that the beam has 

studs  showed high load-carrying capacity and high effective moment of inertia. 

요  약

I형강 합 곡 강합성 바닥 은 곡 바닥 내에 I형강을 매입하여 기존의 장타설 철근콘크리

트바닥 보다 경량화되고 하 항성능  시공성을 향상시킨 강합성 바닥 이다. 재 일반 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효휨강성에 한 계산은 도로교설계기   ACI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교설계기   ACI에서 제안된 유효휨강성에 한 산정 방법과 

CEB-FIP MC-90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 I형강 합 곡강합성 바닥 의 유효휨강성을 계

산하고 그에 한 합성을 평가하 다. 한 단연결재의 유․무, 단면의 변화, 부재연결 그리고 일

반철근콘크리트보와의 비교등 4가지 실험변수를 두고 총 5개의 실험체를 제작 실험하 고 실험결과와 

이론식으로 산정된 휨강성값을 비교,평가하여 실험변수에 따른 휨강성의 변화를 분석하 다. 실험결과 

CEB-FIP MC-90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 ACI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

타냈으며, 단연결재가 있고 콘크리트와 바닥 의 부착면 이 많은 경우에 하 항 성능과 휨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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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재 국내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유효휨강성에 한 평가 방법은 ACI  도로교설

계기 1)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CI  도로교설계기 에서 제시하

고 있는 방법과 CEB-FIP MC-90
2)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I형강 합 곡강합성 바닥

의 유효휨강성을 계산하고 그에 한 합성을 분석하 다. 한 합성능력  부재연결이 유효휨

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4가지 변수( 단연결재의 유․무, 단면의 변화, 부재연결, 일반

철근콘크리트보와의 비교)가 고려된 5개의 실험체를 제작, 휨실험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휨강성의 

변화와 향을 비교,분석하 다. 

2. 실험체 제작  계측

2.1 I형강 합 곡 강합성 바닥 의 제원  실험 변수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 한 변수에 따라 I형강 합 곡 강합성 바닥 의 실험체를 4개 제작 

하 다. 바닥강 은 SM400(t=6 , 

=240)을 사용 하 고, 콘크리트 강도는 30, 이형철근

은 H19을 사용하 다. 단연결제는 3개×6열×2측(양쪽 칭)으로 배치하 고, 고장력 볼트는 M Type

을 사용하 다. 바닥 의 형상은 ××이고, I형강 보강재는 t6 × 133mm을 사용하고 

Ø65×13개×2측(양쪽 칭)으로 보강재 구멍을 제작하 다. 배력철근은 13@125=1625로 배치하 다. 

  단면 바닥 의 종류는 2가지이다. Type A와 Type B로 구분해 콘크리트와 바닥 의 부착 면의 

변화를 주었다. Type A의 바닥 의 형상은 그림1에 Type B의 바닥  형상은 그림2에 나타내었다. 

시험체명은 강합성바닥 의 의미인 D와 단면형상A,B를 합쳐 만들었으며, 시험체 번호에 따른 분류

는 단연결재가 있고 지간 앙연결이 없는 경우 1, 단연결재가 없고 지간 앙연결이 없는 경우 

2, 단연결재가 있고 지간 아연결이 있는 경우 3으로 표시하 다. 

  I형강 합 곡 강합성 바닥 이 실제의 교량에 사용이 되기 해서는 곡강 의 연결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바닥 연결의 거동특성  휨강성과 처짐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하여 

본 논문에서는 실험체의 지간 앙 부분에 연결을 실시해 연결이 없는 실험체와 비교하 다. 바닥 의 연결

방법은 곡강 의 수직벽을 매입형강의 높이와 일치시키고 수직벽과 수직벽을 볼트로 체결하여 

합연결효과와 랜지 제거된 I형강 매입효과를 동시에 얻도록 하 다. 

2.2 철근콘크리트 바닥 의 제원  실험 변수

  강합성바닥 과 비교를 실험체와 같은 지간을 갖는 철근콘크리트바닥 실험체를 제작하 다. 실

험체 제작시 콘크리트는 27을 사용하 다. 이형철근은 H19을 사용하 고 강도는 

 

이다. 일반철근콘크리트 바닥 의 단면형상은 그림3과 같다. 철근콘크리트 바닥 의 실험체명은 

RC-1으로 하 다. 

그림1. 단면 Type A의 형상 그림2. 단면 Type B의 형상 그림3. 콘크리트바닥 의 단면형상

2.3 가력  측정

  가력은 지간 앙을 기 으로 양쪽으로 거리의 지 에서 2 재하를 실시했다. 실험체의 거치시

에는 힌지부에서 실험체 끝단까지 거리를 125로 하 다. 처짐 측정을 해 앙부에 LVDT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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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 고, 곡강  상, ,하부에 철근변형율 게이지를 부착하여 하부강 의 항복하   변형율을 

측정하 다. 한 실험체의 지간 앙 상부와 하부에 콘크리트게이지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변형률을 

측정하 다.3)

3. 실험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실시한 정  휨실험의 결과를 다음의 표1에 나타내고 각실험체의 하 처짐 계를 

그림4와 같이 나타내었다. 아래의 표1의 항목은 각각 


는 최 하 , 


는 최 하 시의 처짐을 

나타내며, 


와 


는 항복강도와 항복처짐이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단연결제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체의 최 하 항 능력이 16.7%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연결재의 설치로 인해 실험체의 합성능력이 증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

인다. 단면Type에 따른 최 하 항 능력을 비교하면 B단면이 A단면보다 최 하 항 능력이 약 

15.4%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단면Type B의 곡수가 2배 많아 콘크리트와 

바닥 사이에 부착면 이 단면Type B보다 10%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표1. 실험체별 휨실험 결과

실험
체명

단면
종류

단
연결재

앙
연결





















AD-1

A

O X 664.4 613.8 37.3 27.6

AD-2 X X 553.7 493.4 37.1 24.2

AD-3 O O 663.5 607.8 26.9 22.5

BD-1 B O X 785.0 734.4 34.4 29.8

RC-1
철근콘
크리트

ㆍ ㆍ 375.6 315.4 51.0 15.4 그림4. 실험체별 하 -처짐 곡선

    연결에 한 향의 분석을 해 동일하 하에서 처짐의 변화를 비교하 다. 그결과 연결을 한 실

험체의 처짐값이 3.2∼17.4%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결부 에서의 벌어짐 변 를 측정한 결과, 

AD-1와 AD-3가 각각강 항복발생시 0.24 , 0로 측정되었고, 최 하 작용시에는 0.42 , 

0.28로 측정되었다. 연결을 실시한 실험체의 경우 강성이 증가하 는데 이는 원인은 I형보강제에 

연결을 실시하면서 2개의 강 을 볼트연결 하여 앙부 에서의 처짐이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괴형상을 살펴보면, AD-2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에서 균열개수가 증가하면서 지 부 근처에

서의 휨균열이 휨 단균열 형태로 발 하며 괴 되었다. 그러나 단연결재가 설치되지 않은 AD-2

의 경우, 245KN에서 곡강 과 콘크리트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539KN에서 콘크리트와 강 이 크게 

분리되며 괴되었다. 

4. ACI와 CEB-FIP코드를 이용한 유효휨강성 합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ACI와 CEB-FIP코드상의 유효휨강성 산정 방법의 합성을 비교,분석하기 하여,  

실험 결과로부터 지간에 따라 각 실험체별 실제의 휨강성을 구하고 ACI와 CEB-FIP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된 유효휨강성과 비교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그림5∼9에 각 실험체 별로 나

타내었다. 
 

는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휨강성을, 


는 ACI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된 유

효휨강성을, 


는 CEB-FIP에서 제안하고 있는 유효휨강성을 나타낸다. 

  휨강성의 분석구간은 기크랙모멘트에서 항복하 모멘트까지이다. 이는 유효휨강성의 사용은 처

짐검토시에 사용하는데, 일반 으로 처짐의 경우 사용성 문제이므로 사용성 범 내에서의 하 크기

를 고려하기 함이다. 분석결과 AD-2실험체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의 실제 휨강성이 ACI에서 제안

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된 경우보다, CEB-FIP코드로 계산된 휨강성과 더 유사한 거동을 나타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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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차 한 었다. AD-2의 경우 단연결재의 부재로 인한 콘크리트와 바닥 의 분리로 인하여, 

계산된 휨강성과 실제의 휨강성이 큰차이를 나타냈다. 한 AD-3의 경우에는 앙  연결에 의한 

강성의 증가로 


값이 낮게 계산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2는 분석구간내의 모든 모멘트에서 

실제의 휨강성과 각 코드와의 편차율을 계산하고 계산된 편차율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5. AD-1 모멘트-휨강성 분석 그림6. AD-2 모멘트-휨강성 분석 그림7. AD-3 모멘트-휨강성 분석 

표2. 휨강성 편차율의 평균

구분
AD

-1

AD

-2

AD

-3

BD

-1

RC

-1


 



 

  10.9

%

15.8

%

12.1

%

12.9

%

8.9

%


 



 

  12.0

%

17.1

%

2.9

%

3.1

%

5.4

%
그림8 BD-1 모멘트-휨강성 분석 그림9. RC-1 모멘트-휨강성 분석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교량용 I형강 합 곡바닥 의 휨강성 분석을 해 총 5개의 바닥 실험체를 제

작해 정 휨실험을 실시하 고, ACI와 CEB-FIP코드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각 실험체의 

유효휨강성을 산정,비교하 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ACI와 CEB-FIP코드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교량용 I형강 합 곡바닥 의 휨강성의 

분석한 결과 변화경향과 실제의 휨강성과 편차측면에서 CEB-FIP코드로 계산된 유효휨강성이 ACI에

서 제안된 방법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2) 단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은 실험체는 계면 괴가 일어나는 시 에서 휨강성이 큰폭으로 떨어

져 ACI와 CEB-FIP코드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된 값과 큰차이를 보 으며, 최  하  정

항능력도 16.7%떨어졌다. 부착면 이 10%정도 큰 단면 Type B의 경우에는 휨강성과 하 항능력

이 단면 Type A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간 앙부분을 연결한 실험체가 연결하지 않은 실험체에 보다 

동일하 에서의 처짐이 3.2∼17.4% 감소했고 휨강성 약 21%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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