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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판 교량에 적용된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의 응력 해석 연구
A Study on Stress Analysis of Epoxy Asphalt Pavement on Orthotropic Steel Bridge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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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oxy asphalt is an excellent material for overlay of long-span bridges with orthotropic steel deck. The superior characteristics
of epoxy asphalt allow epoxy asphalt overlay to be applied with a thickness of 5.0-5.5 cm, which can significantly reduce dead
load and benefit the structural efficiency. With limited experience in the domestic market however, concerns still exists regarding
higher risk of steel deck damage due to the thinner application of the overlay. In this study, structural analysis of an orthotropic
steel deck with epoxy asphalt overlay is carried out to evaluate a field application exampl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deformation and tensile stress were very small, and shear stress between layers was smaller than bond streng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tudy results, the epoxy asphalt pavement can provide sufficient stability and performance life as thin-overlay on
orthotropic steel bridge deck.
Key words : epoxy asphalt, steel bridge deck, finite-element analysis, shear stress

요

지

에폭시 아스팔트는 장경간 강바닥판 교량의 교면포장 재료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에폭시 아스팔트의 뛰어난 성능은
5.0-5.5 cm의 두께로 포장이 가능하여 교량의 고정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교면포장 재료이다. 그러나 국
내 적용사례가 부족하며 얇아진 포장 두께에 따른 응력 전달 경로의 변화로 교량 부재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이 적용된 강바닥판 교량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실내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한요소해석에서 포장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간접인장강도에 비해 매우 작았으며, 부착면에서의
전단응력도 접착강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은 강바닥판 교량의 박층 포장으로서 충분한
안정성과 내구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에폭시 아스팔트, 강바닥판, 유한요소해석, 전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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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의 경우 수직, 수평, 휨 등의 변형이
일반교량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교면포장기술의 적용대안은

교면포장은 교량 구조물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주행안정
성을 제공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대교량은 대부분 해상이나 강,
계곡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시 추락의 위험이 있어 인명사고

로포장과 달리 교면포장에 적용되는 재료는 보다 우수한 성

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면포장의 파손 형태가 주로 포

능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며, LMC(콘크리트 포장),

트홀(pot-hole)이나 미끄럼 균열(slippage)이기 때문에 포장 파

구스아스팔트 등 초기시공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성능이 우

손에 의한 사고시 타이어 손상 및 조향 능력의 상실로 인한

선시되는 기술이 주로 사용된다. 강바닥판 교량의 경우 콘크
리트 교량과 달리 외부환경에 의한 변형 등이 상대적으로 크

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교면포장 공법의 선정시 내구성의
확보는 일반 토공부 포장에 비해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며, 이에 대응 가능한 포장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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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바닥판 교면포장은 강바닥판 교량의 처짐 및 충격
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스아스팔트를 하부에 시

스팔트 포장이 적용된 이순신대교에 대해 3차원 유한요소해

공하고 소성변형에 취약한 구스아스팔트의 특성을 감안하여

로 고정하중의 감소가 교량 구조의 경량화에 중요한 역할을

상부에 SMA(Stone Mastic Asphalt), 또는 개질아스팔트 포

하며, 이를 위해 두께 50 mm로 포장이 가능한 에폭시 아스

장을 시공하는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Kim, 2004). 그러

팔트 포장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나 구스아스팔트는 220oC-260oC의 고온의 재료로 시공되어
열변형에 의한 교량의 부재 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항목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Lee, 2002).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초장대 교량은 경간이 길

여 DB-24 차량하중에 따른 포장 손상 가능성 검토

어짐에 따라 고정하중 감소와 교량의 손상 방지를 위한 고성

석을 수행하였다. 대상교량은 주경간장이 1,545 m의 현수교

① 강바닥판과 포장층의 부분 유한요소 해석모형을 이용하
② 온도변화에 따른 포장층의 강성저하를 검토하기 위해

능 포장기술을 필요로 한다.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은 미국에

온도별 탄성계수를 적용하여 교면포장의 공용성 평가

서 1967년 최초로 적용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등 약 50여개의 교량에 적용되어왔다(Kim, 2011). 특히 에

3. 에폭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실험 결과

폭시 아스팔트 포장은 포장 두께를 50 mm 까지 줄일 수 있
어 장대 교량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고정하중 감소효과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한요소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입력 물성
인 회복탄성계수는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재료 물성을 사용

국내의 초장대 교량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초

하였으며,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의 응력해석을 위한 아스팔트

장대 교량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에폭시 아스

콘크리트의 물리적 성능은 Baek(2012B) 등과 공동 연구한

팔트 포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에폭시 아스팔트 포

결과를 사용하였다.

장의 적용 사례는 이순신대교 이전에는 소규모 교량의 시험포
장 수준이었으며, 관련 연구도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

3.1 간접인장강도 실험
간접인장강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균열저항성을 평가하는

순신대교에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하기 위해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내 실험을 수행

실험이다. 저온, 상온, 고온 영역에서의 균열 저항성을 평가

하여 물리적 성능을 검토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실내

하기 위해 실험온도는 0oC-70oC까지 Table 1과 같이 측정하

실험으로 확인한 물성과 비교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였다. 0oC에서 에폭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실험기의 최대하
중을 초과하여 측정할 수 없었으며, 일반아스팔트는 60oC부

2. 개

요

터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강도가 약해졌다. 간접인장강도
실험 결과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포장에 발생하는 인장력과

2.1 에폭시 아스팔트
에폭시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바인더에 에폭시

비교하여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의 적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지를 혼합한 재료로서 에폭시 수지로 인해 열가소성인 아
스팔트가 열경화성의 성질로 변하여 새롭고 우수한 물리 역
학적 특성을 갖게 된다(Huang, 2003). 에폭시 아스팔트 혼합

3.2 회복탄성계수 실험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되는 포장체의 입력 물성값인 탄성계
수를 결정하기 위해 회복탄성계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조

물의 성능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뛰어난데, 그 성능을

건은 간접인장강도 실험과 동일한 온도에서 실시하였으며, 가

살펴보면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가 8-10 kN인

해지는 반복재하하중의 크기는 간접인장강도 실험의 파괴시

것에 비해 에폭시 아스팔트 혼합물은 양생이 완료된 후 4-5
배 높은 45 kN 이상의 마샬안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열경화
성 소재로 소성 변형 저항성이 뛰어나며 높은 강도 및 탄성

Table 1. Results of Indirect Tensile Strength

으로 에폭시 아스팔트 혼합물은 동일 응력 하에서 일반 아스

Temp.
(oC)

팔트 혼합물보다 동적안정도가 최소 20배 이상 상회하는 것

0

으로 조사되었다(Baek, 2012B).

Epoxy Asphalt Mixture
ITS (MPa)

Strain (mm)
-

25

4.63

2.26

에폭시 아스팔트 혼합물은 기존 아스팔트 플랜트에 간단한

35

3.37

2.98

에폭시 아스팔트 바인더 공급 장치를 설치한 후 생산이 가능

45

2.41

2.97

하며, 일반아스팔트와 동일한 혼합시간으로 혼합물을 생산할

60

1.38

2.73

수 있다. 에폭시 아스팔트 혼합물이 완전히 양생되기까지는

70

0.95

2.22

기온과 포장 환경에 따라 약 10-60일 정도 소요되지만 전압
후 수 시간 후에는 승용차와 같은 경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Temp.
(oC)

ITS (MPa)

Strain (mm)

0

4.72

1.28

25

1.45

3.29

0.3

2.92

수준의 강도가 발현된다(Baek, 2012A).
2.2 유한요서해석
에폭시 아스팔트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에폭시 아
208

Straight Asphalt Mixture

3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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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ilient Modulus at Temp.
Mr (MPa)

Temp.
(oC)

Epoxy Asphalt

Straight Asphalt

0

21,056

11,979

25

10,793

3,607

35

4,375

-

45

2,137

1,221

60

1,114

-

70

861

-

Fig. 2. Stiffened Girders and Modeling Area

등의 해석 조건을 설정하였다. Fig. 2는 전체 교량단면 중
부분 모형화를 수행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4.1. 모델링
포장체의 응력분포는 윤하중으로 인한 국부거동에 의해 지
배되므로 부분해석에 있어 가로보 사이의 강바닥판을 단순지
지조건으로 단순화하여 모형화 하였다. 예비 해석에서 스트링
거와 보강 거더 하부까지 모사한 경계조건을 적용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해석 결과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지지 조건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포장체의 거동분석을 위해서는 구조계의 상세한 모형화가
필요하므로 보강거더 중 강바닥판의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Fig. 1. Specimens for Bond Strength Test

부위를 선정하여 부분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모형화 기법
은 중국 난징대교를 비롯한 국내외 장대교량의 포장 해석검

Table 3. Bond Strengths at Two Temp.
Temp.

20oC

60oC

토에 적용된바 있는 방법으로 실험결과와 유한요소해석을 비

Load(N)

95,090

16,480

교하여 포장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Area(mm2)

4,781.6

4,781.6

(Kim, 200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분 해석모형은 폭 3.6 m,

Bond Strength (MPa)

19.89

3.45

길이 3 m 제원으로 가로보 2개를 포함하고 있다. 해석프로그

Bond Strength of Slant
Correction (MPa)

14.06

2.44

램은 ‘LUSAS Bridge v14.5’를 사용하였으며, 모델링의 보강
거더 요소는 4절점 Thin Shell, 포장체의 요소는 8절점
Solid 요소를 적용하였다. 부분해석모형의 하중재하위치와 해

하중의 20%에 해당하는 하중을 가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석모형은 Fig. 3과 같으며, 1축 2륜 하중을 중앙에 재하 하

같다.
3.3 전단부착강도 실험
교면포장에서 접착층은 상판과 포장을 접착시켜 포장과 상
판의 합성효과를 높임으로써 일체화 거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계면에서 발생
하는 전단력과 실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전단부착강도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충분한 접착강도의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
하고자 하였다. Fig. 1은 실험을 위해 준비한 공시체이며,
20oC와 60oC에서 ASTM C882에 의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 3의 결과를 보면 경사를 보정한 부착강도결과는
20oC에서 14.06 MPa, 60oC에서 2.44 MPa로 KS F 4042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인 1.0 MPa을 만족하는 기준이며, 일

Fig. 3. Modeling Area

본의 에폭시 아스팔트 기준 2.0 MPa(20oC)보다 60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Boundary Conditions
Part

4. 해석모델의 조건 및 모델링
이순신 대교에 적용된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의 거동 해석
을 위한 모델링에 앞서 경계조건, 하중조건, 기타 입력변수
강바닥판 교량에 적용된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의 응력 해석 연구

x

y

z

rx

ry

rz

Web bottom

FREE FREE

FIX

FREE FREE FREE

Diaphragm
bottom

FREE FREE

FIX

FREE FREE FREE

FIX

FREE FREE FREE

Hanger point

FIX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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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rameter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Members

Materials

Elastic Modulus
(GPa)

Applied Finite
Elements

Thickness
(mm)

Web

steel

210

thin shell

10

Diaphragm

steel

210

thin shell

14

U-Rib

steel

210

thin shell

8

Deck Plate

steel

210

thin shell

14

Epoxy Asphalt Concrete

concrete

0.86-21.06

solid

50

5. 해석결과

였다. 복부(web), 격벽(diaphragm)과 U형강(U-rib) 등의 강재
는 쉘요소를 사용하고 강바닥판과 포장층은 연속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명확한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모델을 최소치수 50×50 mm의 격자로 구성하고 포장

5.1 포장층

층 깊이 방향으로 응력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각각 10 mm

해석결과 포장체의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은 Table 6과 Fig. 4와 같다. 포장파손의 주요 영향인자

의 두께로 5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Table 4에 사용된 경계

인 교축직각방향에서 발생하는 최대인장응력은 0.58-2.48

조건을 나타내었다.

MPa로 Table 1의 간접인장강도 0.95-4.63 MPa의 평균 52%
수준으로 충분한 공용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4.2 하중조건
열악한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강바닥판 및 포장체에 가장

다. 또한 최대전단응력의 경우 0.32-1.35 MPa이 발생하여
Table 3의 전단부착강도와 비교하였을 때, 최대전단부착강도

불리하도록 부분해석모형의 중앙에 DB-24 후륜하중 2개에

의 15-20% 수준으로 에폭시 아스팔트 바인더를 이용한 포장

해당하는 하중을 접지압으로 재하 하였으며(0.72 MPa), ‘도로

층과 강바닥판의 부착력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계기준’에 따라 충격하중은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에 사용
된 변수는 Table 5와 같다. 해석에 사용된 탄성계수는 Table
2에 따라 0oC, 35oC, 45oC, 60oC, 70oC에서 각각 21.06 GPa,
4.38 GPa, 2.14 GPa, 1.11 GPa, 0.86 GPa로 하였다.

5.2 강바닥판
포장에 따른 강바닥판 응력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
밀입도 아스팔트 포장과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 적용시의 발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한 하중은 단축하중이 94 kN에 충격

생 응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Fig. 5와 같

계수와 접지면적을 고려한 복축하중으로 정의하였다. 충격

다.

계수 1.3을 적용하여 충격하중으로 122.3 kN을 적용하였으
며, 접지면적은 577×230 mm로 접지하중 922 kPa을 적용

윤하중에 의한 강바닥판 발생응력 검토결과, Fig. 6과 Fig.
7에 나타난바와 같이 에폭시 아스팔트와 일반 밀입도 아스팔

하였다.

트의 물성값 및 포설두께 차이로 인하여 응력과 처짐량에 다
Table 6.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Stress of Axis Direction
(MPa)

Stress of Perpendicular
Direction (MPa)

Temp
(oC)

Elastic
Modulus
(MPa)

Ratio of
Elastic
Modulus
(n)

Maximum
Tensile

Maximum
Compressive

Maximum
Tensile

Maximum
Compressive

Maximum Shear
Stress of Axis
Direction (MPa)

Maximum Shear
Stress of
Perpendicular
Direction (MPa)

0

21,056

10

0.68

-7.22

2.48

-8.56

0.66

1.35

35

4,375

48

0.13

-3.25

1.62

-4.56

0.43

0.84

45

2,137

98

0.13

-2.12

1.11

-3.07

0.31

0.56

60

1,114

189

0.10

-1.40

0.71

-2.04

0.22

0.36

70

861

244

0.09

-1.19

0.58

-1.72

0.20

0.32

Fig. 4. Results of Analysis(45oC, L: Deflection Shape, M: Stress of Axis Direction, R: Stress of Perpendicular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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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of Steel Bridge Deck(t=5 cm)
Pavement

Item

Analysis Part

Temp.
(oC)

U-Rib Center

U-Rib/Welded Joint

Maximum Deflection
(mm)

Maximum Stress
(MPa)
Epoxy Asphalt

0

55.08

19.76

1.45

35

67.49

26.05

1.58

45

71.98

28.53

1.77

60

74.95

30.20

1.90

70

75.83

30.70

1.94

A (1)

C (6)

-

Category of Fatigue Stress (MPa)
Allowable Fatigue Stress (MPa)

168

70

-

Standard of Two Millon

O.K.

O.K.

-

Maximum Stress
(MPa)
Conventional
Asphalt

0

49.39

18.05

1.03

35

62.83

24.04

1.47

45

66.27

25.84

1.60

60

70.13

27.92

1.77

70

72.93

29.46

1.93

A (1)

C (6)

-

Category of Fatigue Stress (MPa)
Allowable Fatigue Stress (MPa)

168

70

-

Standard of Two Millon

O.K.

O.K.

-

*Permissible Fatigue Stress Criteria (Korean highway bridge design code: Table 3.3.12)

Fig. 6. Analysis Results of Stress

Fig. 5. Analysis Results of Steel Bridge Deck (Epoxy Asphalt)

소 차이가 나타났다. 보강거더의 응력차는 최대 2.9 MPa이나,
탄성계수 차이가 커지는 고온 구간에서는 최대응력과 최대처

Fig. 7. Analysis Results of Deflection

짐량의 차가 미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설계기준

6. 합성단면 피로시험

3.6.2.’3에서도 ‘바닥판 위에 재하하는 윤하중에 대해서는 여
름철 포장의 연화를 감안하여 포장에 의한 하중의 분포를 고

합성단면 피로시험은 강바닥판 포장체의 반복하중 재하에

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포장체와 강바닥판의 피
로성능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른 피로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에폭시아스팔트의 부착

강바닥판 교량에 적용된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의 응력 해석 연구

성 및 소성변형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험적 시험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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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바탕으로 재하하중은 최소 0.5 kN, 최대 5.5 kN의 하

다. 이 시험은 미 Chemco社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장기공용
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시험은 공시체

중을 1,200만회 반복재하 하였다. 실험 기간은 약 14일이 소

제작, 반복하중 및 횟수 결정, 결과분석 등의 과정으로 진행

요되었다. 결과 분석 방법은 변형량과 육안조사를 통해 혼합

되었다.

물의 파손유무 및 강상판과 혼합물의 접착면 탈리 유무를 조
사하였다.

6.1 시험방법
Fig. 8과 같이 현장에 설치되는 강바닥판의 용접부위 간격

실험결과는 Table 8에 정리하였다. 변형량은 0.4 정도로 매
우 작았으며, Chemco社에서도 동일한 조건의 실험에서

을 기준으로 공시체의 크기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

0.34 mm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대부분의 변형이 초기에

시체 거치 지점 간격(300 mm)을 결정하였다. 이 때 하중은

발생하고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초기 하중 재

지점간격의 중앙부에 10 Hz 주기로, 0.5-5.5 kH(Haversine)하

하시 발생한 표면 변형으로 반복하중에 따른 변형은 거의 발

중을 반복 재하 하였다.

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조사결과, 접착면 탈리 및
혼합물 표면의 피로손상(균열)등은 발생되지 않았다.

6.2 시험결과
합성단면 피로실험은 Fig. 9와 같이 공시체를 거치하고 반

7. 결

론

복재하하중을 가하고, 표면 균열과 강바닥판과 혼합물 계면의
탈리 유무 조사를 육안으로 실시하여 피로저항성능을 간접적
으로 검토하였다. 미 Chemco社(www.chemcosystems.com)의

본 연구에서는 박층 교면포장으로서의 에폭시 아스팔트 포
장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실내실험을 바탕으로 한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및 해석결과와 함께 강바닥판
을 모사한 합성단면 피로시험 결과를 통해 에폭시 아스팔트
의 성능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
었다.
1) DB-24 차량하중에 따른 포장 손상 가능성 검토 결과,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체 내부의 인장응력은 0.71 MPa
로 미소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계면에서 발생되는 전단응
력은 60oC에서 0.36 MPa로 부착강도 2.44 MPa에 비해
약 15%에 불과하여 충분한 부착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포장두께가 감소하였으나 강바닥판과

Fig. 8. Cross Section of Steel Deck Pavement

포장체 계면에서의 피로 응력은 75.83 MPa로 나타나 허
용응력기준인 168 MPa 이내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합성단면 피로실험 결과, 반복재하에 의한 최종변위량은
0.4 mm 내외였다. 이는 대부분 초기 발생 변형량으로
하중재하가 진행될수록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안
조사결과 피로균열 및 계면 탈리 등의 파손이 나타나지
않아 구조해석 결과와 더불어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이
충분한 피로수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를 통해 에폭시 아스팔트가 박층 교면포장공법으
로서 안정성과 충분한 공용수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외 강바닥판 교량의
박층 포장 기술로서 에폭시 아스팔트의 적용에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9. Fatigue Test of Combined Section

Table 8. Fatigue Test Results for Combined Section
Temp.
(oC)

Frequency
(Hz)

Load
(kN)

10

5.5 max
0.5 min

Defomation
(mm)

Repetition No.

Check Condition

12million

Nothing

0.40
25

0.44
0.38

21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6호 2013년 12월

References
ASTM C 882 Standard Test Method for Bond Strength of Epoxy
Resin Systems Used With Concrete By Slant Shear.
ASTM D 4123 Standard Test Method for Indirect Tension Test for
Resilient Modulus of Bituminous Mixtures.
Baek, Y.J., Jo, S.H., Park, C.W., and Kim, N.S. (2012B) A Development of Strength Prediction Model of Epoxy Asphalt Concrete
for Traffic Ope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Vol.32, No.6D, pp. 599-605.
Baek, Y.J., Park, C.W., and Kim, N.S. (2012A) An Evaluation of
Epoxy Asphalt Mixtures for Long-Span Steel Bridge Dec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Vol.32, No.6D, pp. 579-586.
Huang, W., Qian, Z., Chen, G., and Yang, J. (2003) Epoxy asphalt
concrete paving on the deck of long-span steel bridge, Chinese
Science Bulletin, Vol. 48, pp. 2391-2394.
Kim, B.H. (2011) A study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isphe-

강바닥판 교량에 적용된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의 응력 해석 연구

nol epoxy asphalt mixture, MS. Thesis, Sejong University.
Kim, W.S., Lee, S.H., Lee, G.G., and Yang, Y.K. (2004) Case Study
of Gussasphalt Construction of Seongsu Grand Bridge, Proceedings of the KSCE Annual Conference, KSCE, pp. 247-252
Kim, Y.D. and Jung, D.H. (2002) An Analysis of Stress Behavior on
Pavement of Orthotropic Steel Plate Deck, Proceedings of the
KSCE Annual Conference, KSCE, pp. 1132-1135.
Lee, W.H. and Lee, M.J. (2002) Thermal Effect of Guss Asphalt on
Upper Steel Deck of Youngjong Grand Bridg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KSRE, Vol.4, No.4, pp. 171181.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 Korean
highway bridge design code, MLTM.

◎ Received August 2, 2013
◎ Revised August 12, 2013
◎ Accepted September 16, 2013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