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바닥  교면포장의 변형에 한 정 유한요소해석

A Refined F.E. Analysis for Deformations of Steel Plate Decks 

with Pavement

김 해 나 래*∙옥 창 권**∙김 문 ***

Kim, Hae-Na-Rae∙Oak, Chang-Kwun∙Kim, Moon-Young

요 약

강바닥  교면포장의 손방지를 하여 윤하 을 받는 강박스형 강바닥 의 변형도를 조사하 다. 이를 

하여 강바닥 과 거더는 쉘요소, 포장은 고체요소로 각각 모델링하고 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탄성비, 포장의 두께, 그리고 방수층의 두께  물성치 변화에 따른 교면 포장된 강바닥 의 계면, 포장상

면 그리고 포장 두께에서의 교축, 교직 그리고 력방향에 한 변형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방수층의 

두께  물성치의 변화에 해 강바닥 과 포장은 거의 향을 받지 않았고, 체 으로 포장의 두께가 강

바닥 과 포장사이의 탄성비보다 포장의 변형에 더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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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고도화  건설재료의 재질 향상에 따라 장 교량의 필요성이 증하고 있다. 따라서 사장교, 

수교 등 장 교량의 형식에 합한 강재를 이용한 강교형식의 교량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특히 강바닥  

교량은 용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된 구조해석 기술의 발 에 힘입어 최근에는 건설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는 교량 형식  하나이다. 

이러한 강교의 교면 포장체는 차량의 주행성을 양호하게 하고, 차량의 윤하 을 상 에 고르게 분포시켜 

교량 상 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과도한 응력집 을 감시키고 교량 상 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재 국내 교면포장의 설계  시공은 부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면포장의 공용성 개

선을 한 연구가 시 히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단된다(이환우 등, 2001; 김유돈 등, 2002; 이 종 등, 2004). 

본 연구는 강바닥  교량의 설계 시 특정 조건의 변화에 하여 포장이 받게 되는 향에 한 기 인 자

료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목 이 있다.

2. 교면포장된 박스형 강바닥 의 모형화

강바닥 과 포장의 변형에 한 보다 정 한 해석을 하여 상용 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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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박스형거더 강바닥 을 모델링하 다. 강바닥 과 방수층은 쉘요소로 모델링하

고 포장은 고체요소로 모델링하 다. 윤하 을 용하는 교직방향 앙부는 측면부보다 메쉬를 5배 더 얇게 

나 었다. 쉘의 경우 사각형 요소이면서 한 요소당 이 8개인 S8R요소, 솔리드의 경우는 육면체 요소이

면서 한 요소당 이 20개인 CD20R요소로 해석을 수행하 다. 총 요소의 개수는 포장의 두께가 20mm, 

40mm, 60mm, 80mm일 때 각각 89,000여개, 95,000여개, 108,000여개, 121,000여개이다. 

표 1 박스형 강교의 상세 재원 (mm)

부 재 치수 두께 ν 부 재 치수 두께 ν

강바닥 7500X8540 14 0.3

가로보

앙부
웹 1940X500 10

0.3

포    장 2500X8540

20

0.35

지 1940X300 12

40

날개부

웹 1360X300 14

60
지 1360X500 14

80

방 수 층 2500X8540

1

0.4

박스 거더

웹 1800X7500 10
2

지 2180X7500 14
3

유 리 320X240 8 0.3
다이아

램
1940X1800 12

그림 1 정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하 의 지면   폭과 길이는 DB-24하 의 기 으로 그림 2와 같이 강상 에 하여 가장 크리티컬한 

웹 직상(이하 Load 1), 웹이 없는 경우의 유리  직상(이하 Load 2) 그리고 웹이 있는 경우의 유리  직상

(이하 Load 3)에 각각 1축 하 을 재하하 다. 

그림 2. 하 재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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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결과분석

포장두께의 변화에 해서 포장상면과 계면에서 교직방향, 포장 두께에 해서는 력방향이 변형에 한 

향이 가장 크다. 그림 3은 포장 두께가 20~80mm로 증감할 때 변형도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 이다. 그림 

3a와 3b의 그래 를 보면 포장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변형도가 증가하고 변형 증가폭도 커진다. 그리고 그림 

3c, 3d와 3e의 그래 를 보면 포장상면의 포장두께 향이 계면보다 크고 포장이 얇아질수록 포장 상하면의 

변형도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여기서, 는 포장상면으로부터의 측정 치이며 t는 포장의 두께이다.

(a) (b)

(c) (d) (e)

그림 3. 포장두께에 따른 변형도

그림 4는 방수층 두께가 1~4mm로 증가할 때와 방수층의 물성치가 10MPa, 100MPa일 때 변형도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 이다. 그림 4a는 방수층의 두께의 변화에 따른 변형도이고 그림 4b는 방수층의 탄성계수 변화

에 한 변형도이다. 거의 모든 측정 결과가 그림과 같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 다. 

(a) (b)

그림 4. 방수층의 조건변화에 따른 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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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비란 강바닥 의 탄성계수를 포장의 탄성계수로 나 어  값으로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로 알려

져 있다. 온도가 높을 때부터 낮을 때까지의 변화를 조사하기 해 탄성비가 10, 100, 1000일 경우를 해석하

다. 그림5(a)와 그림5(b)를 보면 탄성비가 1000일 때 포장 상면에서 큰 변형이 일어나고 계면에서도 탄성

비가 100일 때보다 변형도가 5~8배 이상으로 증한다. 그림5(c)와 그림5(d), 그림5(e)에서 탄성비가 1000일 

경우 재하면에 압축이 발생하고 상하면의 변형도의 차이가 매우 커지는 등 불안정하다. 

(a) (b)

(c) (d) (e)

그림 5. 탄성비에 따른 변형도

4. 결론

탄성비와 탄성비에 따른 변형도는 비례한다. 탄성비가 100인 경우까지는 비교  변형이 크지 않고 강교의 

체  흐름도 안정 이지만 1000이상일 경우 포장 균열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강바닥 에도 상당한 변

형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석결과로 볼 때, 두 재료의 탄성비가 100이내라면 매우 안정 인 탄성비라고 단할 

수 있다. 한, 방수층의 재원이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강교의 변형에 향을 주지 않는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바닥 , 포장 그리고 방수층이 모두 일체로 거동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이며 실제 방수

층은 열의 향 등으로 계면에서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니 추가 인 실험  해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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