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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와 모르타르를 이용한 데크의 휨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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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field nowadays, the usage of deck plates is currently increasing due to the lack

of construction workers and the rised in construction cost. However, using deck plates manufactured by thin zinc galvanization in

underground structures is criticised because it can lead to increase in maintenance cost caused by rust generation and water leakage.

As a solution for this particular problem, deck plates created by Lath and Mortar instead of zinc galvanized steel sheets were devel-

oped. This paper deals with the experimental study on flexural behavior of deck plate using metal lath and mortar. Seventeen full-

scale specimens were constructed and tested with different type of truss, the diameter of the top and bottom bar, and the thickness

of slab. Tests results show that LAMO deck displayed equal performance such as zinc galvanized steel sheets. 

Keywords : LAMO deck, construction load, service load, flexure performance, galvanized steel sheets

1. 서 론

국내 건설 산업 분야에서는 기능 인력의 만성적 부족

현상 해소와 공기단축을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해 건

식공법과 복합화공법의 연구 개발 및 적용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1)
. 이러한 건식 및 복합화공법의 하나인 데크

플레이트는 기존의 거푸집 공사를 생략하고, 공기단축,

깨끗한 현장관리, 폐자재 감소 등에 효과적인 공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데크플레이트는 강판의 두께가 일반적으

로 1.0 mm 이상의 합성용 데크플레이트와 0.5 mm의 거

푸집용 데크플레이트로 구분된다. 최근 강재 등의 일부

소재가격 급상승으로 강재가격 부담이 적은 거푸집용 데

크플레이트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는 지하구조물과 같이 습기가 많

은 곳에 적용 시 사용연한에 따른 녹 발생, 누수, 결로에

대한 유지보수비 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 이러

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데크플레이트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3,4)

.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 데크플레이트에서 문제가 되

고 있는 얇은 강판 대신 메탈라스와 모르타르로 구성된

데크플레이트 (이하 라모데크, LAMO deck : lath mortar

deck plate)
5,6)
를 개발하여 구조 성능평가와 안전성, 적용

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라모데크의 내력 평가

라모데크의 내력 평가는 일반 데크플레이트 내력 평가

와 동일하게 시공시와 사용시로 구분한다. 시공시에는 강

구조로, 사용시에는 철근콘크리트와 합성구조로 거동한

다. 시공시 데크플레이트는 강구조 설계법에 의해 개정

된 한계상태설계법으로 검토하며, 사용시 데크플레이트

는 콘크리트 경화 후 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로 거동하므

로 극한강도 설계법을 적용한다
7,8)

. 

2.1 시공하중에 대한 라모데크의 내력 평가

시공하중이 라모데크에 작용할 경우의 내력 평가는 외

력을 라모데크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시공시 라

모데크는 구조재로서 콘크리트에 의해 구속되지 않기 때

문에 좌굴을 고려한 상부철선 및 래티스 재의 압축응력

과 하부철선의 인장응력을 검토하여 내력을 산출할 수

있다. 식 (1), (2)는 개정된 강구조 한계상태설계법 기준

에 따라 상부철선에 압축력이 작용되어 좌굴이 일어났을

경우의 좌굴응력이고, 식 (3)은 공칭좌굴휨강도이다. 

시공시의 총 처짐은 L/180 또는 20 mm 중에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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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하고, 시공시 허용처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경간에 관계없이 10 mm 이하로 한다. 식 (4)는

휨변형에 의한 총 처짐이다. 

 

λc ≤ 1.5인 경우 

(1)

λc > 1.5인 경우 

(2)

여기서 λc :세장변수 ( )

    λcr :임계세장비

     E :강재의 탄성계수

     Fy :철선의 항복강도

    Fcr :좌굴응력도

     rT :철선의 단면 2차 반경

   KLT :상부철선의 유효좌굴길이

Mn = AgFcr jd (3)

여기서 Mn :상부근의 좌굴휨강도

     Ag :철선 또는 철근의 단면적

      jd :상부근 중심과 하부근 중심의 거리

(4)

여기서 δ :총처짐

      δc :솟음량 (camber)

2.2 사용하중에 대한 라모데크의 내력 평가 

사용하중이 라모데크에 작용할 경우의 내력 평가는 콘

크리트와 라모데크의 자중 및 마감에 의한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고려한다. 사용하중은 철근콘크리트 조의 극한

강도 설계법을 이용하여 간단히 표현하면 식 (5)와 같다.

 
wu = 1.4Dc + 1.4Ds + 1.7LL (5)

여기서 Dc :콘크리트 슬래브 자중 +라모데크 자중

    Ds :구조체 공사 후 추가되는 고정하중

    LL :활하중

사용시 휨에 의한 압축응력은 배근된 철근의 응력에

관계없이 콘크리트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식 (6)

과 같이 철선량을 산정하여 검토 후 내력을 평가한다. 

As = ρbd (6)

여기서 Mu :계수모멘트

       Rn :공칭모멘트 계수

      ρ :철근비

     As :철근(철선)단면적

3.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 계획

본 연구에서는 라모데크를 제작하여 시공하중에 대한

평가와 사용하중에 대한 평가를 위해 두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라모데크는 메탈라스 (Metal Lath, KS F

4552 평평라스 1호) 위에 일자형 트러스 또는 삼각형 트

러스를 점용접으로 고정시킨 후, 무(無)수축 모르타르 (H

사의 고유동성 모르타르)를 7~8 mm 두께로 타설하였다.

모르타르 두께는 양중과 경제성, 제품의 품질 확보 등에

민감한 변수이나, 본 실험에서는 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시공하중 평가 실험체는 단위 폭을 400 mm로 하고 순

간격과 상·하부 주근의 직경, 트러스의 형식 등을 주요

변수로 실험을 계획하였다. 사용하중 평가 실험체는 슬

래브 단위 폭을 360 mm로 하고 데크플레이트의 형상, 상

하부 주근의 직경, 슬래브 두께를 주요 변수로 하였다.

시공하중 실험체와 사용하중 실험체의 단위 폭이 상이한

것은 만능시험기 (UTM)의 폭 제한에 의한 실험실 여건

때문이다.

Table 1은 라모데크의 시공하중 실험 변수이다. 솟음

Fcr 0.658
λ

c

2 

⎝ ⎠
⎛ ⎞Fy=

Fcr
0.877

λc

2
-------------⎝ ⎠
⎛ ⎞Fy=

KLT

rTπ
----------

Fy

E
-----=

δ
5wul

2

384EI
--------------- δc–=

Mu

wul
2

8
----------        Rn,

Mu

φbd
2

------------= =

ρ
0.85fck

fy
---------------- 1 1

2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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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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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 of work load test specimens

Type Pure span (mm) Top bar Bottom bar Truss height (mm) Actual camber (mm) Note

Triangle

truss type

T3.8-A-100 3,800 13 10 100 15 Galvanized iron sheet

LT3.8-A-100 3,800 13 10 100 19 LAMO deck

LT3.8-A-150 3,800 13 10 150 12 LAMO deck

LT3.2-A-100 3,200 13 10 100 13 LAMO deck

LT2.8-A-100 2,800 13 10 100 13 LAMO deck

Vertical truss

type

V3.8-B-100 3,800 D16(SD400) D13(SD400) 100 12 Galvanized iron sheet

LV3.8-B-100 3,800 D16(SD400) D13(SD400) 100 13 LAMO deck

LV3.2-B-100 3,200 D16(SD400) D13(SD400) 100 14 LAMO deck

LV2.8-C-100 2,800 D13(SD400) D13(SD400) 100 10 LAMO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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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camber)은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동일한 1/200을 적용

하여 제작하였으나, 대량 생산이 아닌 단위 실험체 제작

으로 계획 대비 실측 솟음량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Table 2는 라모데크 슬래브 사용하중 실험 변수이다.

실험체 형상 및 치수는 Fig. 1과 같다.

3.2 시공하중 실험 방법

실험체는 Fig. 2와 같이 실험체 설치용 철골 가설대를

설치하고 실험체를 고정하였으며, 실험체를 고정하기 위

해 직봉을 실험체와 가설 지지대에 용접하였다. 직봉의

용접은 현장 매뉴얼과 대한건축학회의 합성데크 바닥구

조 시공지침서를 기준으로 단위 폭 당 1개소를 가설 지

지대에 현장용접 하였다
9)
. 

실험체의 처짐 측정은 실험체 중심과 순경간의 1/4 위

치에 변위계를 각각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가력 방법은 현장 시공조건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등분포 하중으로 재하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0.11 kN의

봉강과 0.12 kN의 추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등분포 하중

을 재현하였다
10)

.

3.3 사용하중 실험 방법

사용하중 실험은 기 제작한 360 mm 단위 폭의 라모데

크 두 장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

다. 건조수축 및 온도 배근은 하지 않았다. 

실험체 가력 방법은 Fig. 4와 같이 3분점을 2점 가력

할 수 있도록 실험체를 설치하여 라모데크 슬래브의 사

용하중 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5는 실험 전경을 나타낸 것으로서 1,960 kN 급의

만능시험기 (UTM)를 이용하여 하중을 2 mm/min로 변위

제어 하였다. 변위 측정은 스팬의 중앙점과 가력점에 각

각 줄변위계 (wire gauge)를 설치하였다. 

Fig. 1 Shape and size of LAMO deck

Table 2 Detail of serviceability test specimens

Type Pure span (mm) Slab width (mm) Top bar (mm) Bottom bar (mm) Slab depth (mm) Note

Triangle truss 

type

CT3.5-C1-150 3,500 720 13 10 150 Galvanized iron sheet

CLT3.5-C1-150 3,500 720 13 10 150 LAMO deck

CLT4.0-D1-150 4,000 720 14 13 150 LAMO deck

CLT4.0-D1-200 4,000 720 14 13 200 LAMO deck

Vertical truss

type

CV3.0-A1-150 3,000 720 D13(SD400) D13(SD400) 150 Galvanized iron sheet

CLV3.0-A1-150 3,000 720 D13(SD400) D13(SD400) 150 LAMO deck

CLV3.5-B1-150 3,500 720 D16(SD400) D16(SD400) 150 LAMO deck

CLV3.5-B1-200 3,500 720 D16(SD400) D16(SD400) 200 LAMO deck

Fig. 2 Setting of uniform load specimen

Fig. 3 Application of uniform load

Fig. 4 Setting of concentrated loa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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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중 실험은 시공하중에 의한 처짐을 평가하기 위

해 실험체 제작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시 라모데크의 처

짐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실험 자료는 향후 두 판 간의

처짐 정도를 파악하여 조인트 처리 방법과 긴결재 개발

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모데크의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처짐 정도를 평가는 이음 부위의 처짐 및

누수를 변위계와 육안으로 측정·관찰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소재 시험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근, 철선

의 재료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및 철선과 철근의 인장강도 시험을 하였다.

Tables 3~6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근, 철선의 소재

시험 결과이다. 

4.2 시공하중 실험 결과 및 분석

시공하중을 적용한 실험의 경우의 변수는 경간 간격,

트러스 형상, 상·하부철근 직경, 트러스 높이 등이다. 

Table 7은 라모데크의 시공하중 실험 결과이다. 여기서

공칭모멘트는 상부철선의 좌굴모멘트이고, 최대 모멘트

는 실험 시 최대 모멘트이다. 시공하중 실험에서 최대처

짐은 최대 하중 도달 후 하중 저감 없이 파단되었으므

로 최대 처짐은 최대 하중 시 처짐량이다. 

실험 결과 삼각트러스 라모데크의 경우, 실험 최대 하

중을 공칭강도로 나눈 내력비는 0.97~1.13으로 저항 능

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트러스 라모데크의 내

력비는 대부분 0.69~1.03 이었고, 일부 실험체가 조기 파

단되었다. 조기 파단은 트러스 강선 용접부의 용접 결함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s. 6, 7은 삼각트러스 라모데크의 하중변위 곡선과

파괴 양상이고, Figs. 8, 9는 일자트러스 라모데크의 하

중변위 곡선과 파괴 형상이다. 

4.2.1 삼각트러스 라모데크

LT 시리즈의 실험체는 라스 위에 삼각트러스를 용접

으로 고정시키고, 모르타르를 8 mm로 일체화 시킨 실험

체이다. 삼각트러스 라모데크 실험체는 순간격 2,800,

3,200, 3,800 mm, 트러스 높이 100, 150 mm이고, 트러스

상부근은 φ13, 하부근은 φ10이다. 삼각트러스 실험체의

상·하부 주근은 연강선을 냉간 신선하여 제작된 철선이다.

파괴 형상은 상부철선의 좌굴에 의해서 바닥판이 함몰

Table 7 Results of work load test

Type
Nominal moment

(kN·m)

Maximum moment

(kN·m)

Maximum moment

/nominal moment

Maximum deflection

(mm)

Triangle truss

T3.8-A-100 7.83 8.85 1.13 83.0

LT3.8-A-100 7.83 8.01 1.02 82.6

LT3.8-A-150 10.99 12.26 1.12 54.8

LT3.2-A-100 7.83 8.07 1.03 74.0

LT2.8-A-100 7.83 7.60 0.97 65.8

Vertical truss

type

V3.8-B-100 7.57 7.45 0.98 74.0

LV3.8-B-100 7.57 7.45 0.98 71.0

LV3.2-B-100 7.57 7.77 1.03 60.0

LV2.8-C-100 7.70 5.29 0.69 44.0

Table 3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Passage day
Compressive strength

(MPa)

Note

(type)

7 day 51.7
GP400

28 day 67.1

Table 4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Passage day
Compressive strength

(MPa)
Note

(MPa)

 7 day 15.4
24

28 day 24..3

Fig. 5 Application of concentrated load

Table 5 Tensile strength of deformed bar

Typ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D13 519 602 16.81

D16 544 617 17.05

Table 6 Tensile strength of iron wire

Typ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φ10 640 639 8.79

φ13 584 589 8.20



라스와 모르타르를 이용한 데크의 휨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121

되면서 파괴되었고, 바닥판 모르타르는 10 kN 전후의 하

중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다. 초기균열 발생은 육안 관

찰로 확인하였다. 초기균열 발생 후 최대 하중에 도달하

여 압축력에 의한 상부철선의 좌굴발생으로 파괴되었다. 

기존 삼각트러스 데크플레이트와 성능 비교를 위해

T3.9-A-100 실험체에 대해 비교 실험을 하였고, 이 실험

체는 기존의 아연도금강판위에 삼각트러스를 용접으로

일체화 시킨 실험체이며, 트러스 상부근은 φ13, 하부근

은 φ10, 트러스의 높이는 100 mm이다.

파괴 형상은 재단에 용접한 직봉이 뽑히면서 데크 중앙

부가 함몰되면서 파괴되었다. 아연도금강판 실험체는

13.0 kN 부근에서 용접부가 탈락하는 소음이 발생하였고,

계속 되는 하중 증가와 함께 트러스 용접부의 탈락과 함

께 직봉의 용접부가 탈락으로 실험이 종료되었다. 

4.2.2 일자트러스 라모데크

LV 시리즈 실험체는 라스판 위에 일자트러스를 용접

으로 고정시키고 모르타르를 8 mm로 일체화 시킨 실험

체이다. 일자트러스 라모데크 실험체는 순간격, 상하부

철근의 직경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B type은 D16/D13, C

type은 D13/D13 이다. 일자트러스 실험체의 상·하부 주

근은 삼각트러스 실험체의 철선과 달리 이형철근이다.

일자트러스 라모데크의 파괴 양상은 상부철근의 좌굴

에 의해 파괴에 이르렀고, 일부 실험체의 경우 상부철근

과 래티스 용접부의 탈락으로 파괴되었다. 

기존 일자트러스의 데크플레이트와 성능 비교를 위해

V3.8-B-100 실험체에 대해 비교 실험을 하였다.

V3.8-B-100 실험체는 기존의 아연도금강판 위에 일자

트러스를 래치와 함께 용접하여 고정시킨 실험체이고, 트

러스의 상부근은 D16, 하부근은 D13이며 트러스의 높이

는 100 mm이다. 파괴 양상은 일자트러스 라모데크와 유

사한 상부철근의 좌굴에 의해 파괴하였다.

4.2.3 트러스 형상에 의한 파괴 양상의 차이

삼각트러스와 일자트러스 파괴 양상은 트러스 형상에

의해 큰 차이를 갖는다. 삼각트러스는 상·하부 주근을

두 개의 철선이 삼각트러스로 형성하고 있어 주근과 래

티스 용접점이 각각 두 개소가 된다. 일자트러스는 상·

하부 주근 사이에 래티스가 설치되어 상·하부 주근을

연결한 용접점이 한 개소가 되어 트러스 형상에 의한 차

이가 있다. 물론 용접점과 용접량은 다소 상이하다. 이

러한 차이로 파괴 양상은 삼각트러스가 일자트러스 보다

안정적인 파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각트러스는 Fig. 10과 같이 래티스가 라스 또는 데

크에 확장되어 (래티스 풋, lattice foot) 삼각트러스를 고

정시키고 있으며, 일자트러스의 경우 각 트러스를 래치

(lattch, Fig. 1(b) 참고)가 일자형으로 붙잡고 있는 형상

이다. 라모데크는 형상적으로 라스에 모르타르를 타설하

여 일체화 시킨 것이므로 모르타르의 초기균열은 이러한

트러스 형상의 차이를 보인다. 실험 결과도 일자트러스

Fig. 6 Load-displacement of triangle deck

Fig. 7 Failure mode of triangle truss

Fig. 8 Load-displacement of vertical deck

Fig. 9 Failure mode of vertical tr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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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삼각트러스가 초기균열 발생 하중이 늦은 것으

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모르타르의 초기균열 발생이 내

력상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크랙 발생 시

점의 차이이다. 

트러스 형상에 의한 파괴양상의 차이는 기존 데크플레

이트의 내력이나 파괴 양상과는 별개의 부분으로 라모테

크가 갖는 형상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4.2.4 시공하중 실험 분석

Fig. 11은 용융아연도금강판 데크와 라모데크의 동일

사양에 대해 강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일자트러스와 삼

각트러스를 적용한 라모데크의 시공하중은 기존 데크플

레이트와 거의 동일한 강성치를 보이고 있다. 

Table 7의 시공하중 실험 결과에서 동일 조건의 아연

도금강판과 라모데크에 대한 최대 내력과 최대 내력 시

변형량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라모데크는 기존 데

크플레이트와 동일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사용하중 실험 결과 및 분석

Table 8은 라모데크의 사용하중 실험 결과이다. 실험

변수는 스팬 간격, 트러스 형상, 상·하부철근 직경, 트

러스 경간 등 시공하중 실험과 동일하다. Table 8의 공

칭강도는 식 (6)을 적용하였고, 실험하중은 실험 시 최대

하중이다. 

실험 결과 사용하중에 대한 최대 하중을 공칭강도로

나눈 내력비는 삼각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의 경우, 1.04~

1.69로 저항능력이 우수하나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일자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의 내력비는 대부분

0.90~1.19 이었고, 일부 실험체가 조기 파단되었다. 

처짐은 활하중에 의한 과도한 처짐으로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평지붕구조의

경우 처짐한계는 l / 180로 규정하고 있다. 실험 결과 최

대하중 시 최대 처짐은 l / 25 ~ l / 40 범위로 안정성을 확

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s. 12, 13은 삼각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의 하중변

위 곡선과 파괴 양상이고, Figs. 14, 15는 일자트러스 라

모데크 슬래브의 하중변위 곡선과 파괴 형상이다. 

Fig. 10 Detail of triangle truss deck

Table 8 Results of serviceability test

Type
Nominal load

(kN)

Test load

(kN)

Test load

/nominal load

Max. deflection

(δ
u
, mm)

δ
u

/ l

(l : pure span)
Failure mode

Triangle truss

type

CT3.5-C1-150 71.54 134.75 1.88 105.2 1/33.3 Steel wire is down

CLT3.5-C1-150 71.54 121.13 1.69 97.2 1/36.0 Steel wire is down

CLT4.0-D1-150 91.63 102.9 1.12 137.4 1/29.1 Steel wire is down

CLT4.0-D1-200 137.49 143.08 1.04 110.4 1/36.2 Steel wire is down

Vertical truss

type

CV3.0-A1-150 58.02 104.17 1.80 78.8 1/38.1 Deflection failure

CLV3.0-A1-150 58.02 51.94 0.90 111.8 1/26.8 Deflection failure

CLV3.5-B1-150 71.74 85.55 1.19 155.8 1/22.5 Deflection failure

CLV3.5-B1-200 104.47 122.79 1.18 137.0 1/25.5 Deflection failure

Fig. 11 Stiffness of galvanized sheet and LAMO deck Fig. 12 Load-displacement. of triangle truss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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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삼각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

CLT 시리즈는 삼각트러스 라모데크에 콘크리트를 타

설한 실험체이다. 삼각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 실험체는

순간격 3,200, 3,800 mm 이고, 트러스 상부근은 φ13, 하

부근은 φ10이다. 

파괴 양상은 슬래브의 휨파괴 양상을 보였다. 균열발

생은 가력지점 하부에서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균열이 심화 확대되었고, 상부 슬래브의 압축균열 확장

되어 파괴에 이르렀다. 또한 최종적인 파괴는 하부 철선

의 끊어짐으로 판단되는 소음과 함께 실험이 종료되었다.

또한 기존의 삼각트러스 데크 슬래브인 CT3.5-C1-150 실

험체와 라모데크 슬래브 실험체를 비교하면 파괴 양상은

유사하나 내력은 기존 데크 슬래브 실험체가 더 크게 나

타났다. 그러나 내력은 삼각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도 공

칭강도 이상이 확인되었다.

4.3.2 일자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

CLV 시리즈는 일자트러스 라모데크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 실험체이다. 일자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는 순간격

3,000, 3,500 mm, 트러스 상·하부 주근은 D13, D16 이다.

전반적인 일자트러스 라모데크의 파괴 양상은 삼각트

러스 라모데크 슬래브와 동일하게 휨파괴 양상을 보였으

며, 최대 하중 이후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압괴되면서

최종파괴에 달했다. 그러나 CLV3.0-A1-150 실험체는 내

력이 공칭강도 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부근과 걸

쇠 또는 트러스 간의 용접 불량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일자트러스데크 슬래브와 라모데크 슬래브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CV3.0-A1-150 실험체를 제작하여

라모데크 슬래브와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내력

은 동일한 일자트러스 라모데크 슬래브 보다 크게 나타

났으나 변형 능력은 최대 하중 이후 급격히 저하되어 다

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삼각트러스와 일자트러스 데크 슬래브 모두 비교 대상

인 라모데크에 비해 내력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였는

데 이는 0.5 mm 아연도금강판이 구조재로 거동하였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4.3.3 트러스 형상에 따른 파괴 양상의 차이

사용하중 실험은 기존 데크플레이트 또는 라모데크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하고, 하중을 가력하여 성능

을 평가한 실험이다. 

트러스 형상에 따른 파괴 양상의 차이는 두 종류 트러

스의 하중변위 곡선인 Figs. 12와 13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하중변위 곡선에서 내력은 삼각트러스 데크슬래브

가 더 크고, 변형은 일자트러스가 우수하다. 또한 삼각

트러스 데크슬래브는 최대 하중 이후 급격한 하중 저감

을 보이고 있으나, 일자트러스 데크슬래브는 일차 하중

저감 후 변형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주근의 소재가 일자트러스 데크는 철근

을 이용하였고, 삼각트러스 데크는 철선을 적용하여 기

계적 성질 중 연신율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국산업규격 (KS 규격)에서 연실률은 철선의 경우 8%, 철

근의 경우 16%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중 시 내

력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하중 시 처

짐량도 80 mm 이상이 되어 경간비로 보면 (l :순 스팬)이

므로 적용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4.3.4 라모데크 슬래브 이음부의 처짐 및 누수 

라모데크 슬래브는 라스에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일체

화 시킨 것으로 두 판의 이음부는 모르타르 면끼리 연

결되는 형상이다. 그러나 모르타르 간의 연결부는 끝 단

부의 마구리가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각 판의 상대 처

짐량이 상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시멘트페이스트 등의

누출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라모데크 슬래브 콘크

리트 타설 시 라모데크 이음부의 처짐 및 누수를 측정

하였다. 

Fig. 13 Failure mode of triangle truss slab

Fig. 14 Load-displacement of vertical truss slab

Fig. 15 Failure mode of vertical truss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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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라모데크에 대한건축학회에서 정한 작업하중

1.5 kN/m
2
을 예상하여 두 사람이 해당 데크슬래브 실험

체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하여 중앙부와 두 판

의 연결부에서 처짐량을 변위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Fig. 16은 라모데크 슬래브 이음부 처짐량 확인을 위

한 실험체 타설 과정이고, Fig. 17은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에 의한 처짐량이다. 측정 결과 중앙부는 최대 28 mm,

이음부는 최대 25 mm의 처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처

짐량 측정 결과는 데크 캠버가 20 mm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 처짐량은 8 mm로 제한치인 10 mm 미만의 결과이

다. 또한 실구조체에는 배력근의 설치와 데크 단부의 직

봉 용접 등이 추가되므로 계측치 이하의 값을 나타낼 것

으로 판단된다. 

Fig. 18은 콘크리트 타설 이후 바닥판의 일부 시멘트

페이스트와 이에 의한 누수 형상이다. 계측 및 실험 결

과 일부 콘크리트페이스트의 누수가 발생하여 데크플레

이트와 같이 이음부의 조인트 처리 필요성이 확인 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연도금강판의 내구성 개선을 위해 새

로운 형상의 데크를 개발하여, 시공하중과 사용하중 등

의 기본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생산 체계 확충을 위한 모르타르의

성능평가와 적정 두께 확정, 실험 결과에 따른 적절한

해석모델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차 연구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공하중 및 사용하중에 대한 실험 결과 새로이 개

발된 트러스형 라모데크는 기존의 데크플레이트 강

판과 동등한 내력 및 처짐, 변형 능력 등을 확보하

여 적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슬래브 시공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라모데크슬

래브 계측 결과 처짐량은 캠버를 제외한 순수 처짐

량의 경우 8 mm로 슬래브 허용기준인 10 mm 이하

로 적합하다. 그러나 데크판 이음부에서 콘크리트

페이스트 누출이 발생하여 조인트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데크슬래브의 파괴 양상은 시공하중의 경우 삼각트

러스가 일자트러스 보다 내력 및 변형 능력이 다소

우수하여 안정적인 거동을 보인다. 이는 트러스 형

상의 차이로 용접 개소가 증가하여 트러스가 안정

적으로 휨에 저항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

용하중의 경우 일자트러스 데크슬래브가 삼각트러

스 데크슬래브 보다 내력은 다소 저하하나 변형 능

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일자

트러스와 삼각트러스의 상·하부 주근의 소재 특

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라모데크를 슬래브에 적용한 실험 결과 시공하중 및

사용하중에 대해 구조내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량생산을 위한 제작 과정

관리와 생산 후 품질관리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 개

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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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건설 산업 분야에서는 건설 전문인력의 부족과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데크플레이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하 주차장과 같은 지하구조물에서 얇은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할 경우 사

용연한에 따른 녹발생, 누수에 대한 유지보수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연도금강판 대신 라스와 모르타르를 사용한 데크플레이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데크플

레이트에 대하여 시공하중과 사용하중을 적용할 경우의 휨 성능을 평가하였다. 주요 변수로는 트러스의 형태, 상하 주

근의 직경, 슬래브의 두께 등이다. 

핵심용어 : 라모데크, 시공하중, 사용하중, 휨 성능, 아연도금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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