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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줄눈콘크리트 포장의 다웰바

최적배치에 대한 연구

Study on Dowel-Bar Optimum Position of Jointed Concrete Pavement
Using 3-D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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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wel bar in the jointed concrete pavement has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by Foreign standard and experience in Korea.

The behavior of dowel bar is explored based in analyze of 3-Dimension Finite Element Method. To evaluate behavior of dowel

bar compared Timoshenko theory and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Based on the 3-Dimension Finite Element

Method analyze the dowel-bar optimum position that can reduce deflections of slabs by considering wheel path distributions

was sugges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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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내 줄눈콘크리트 포장 다웰바의 경우 합리적 근거가 없이 경험에 의하거나 국외의 기준에 의해 설계시공되고 있다. 다웰

바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웰바 거동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며 이에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웰바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웰바의 3차원 유한요소해석과 다웰바 거동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인 Timoshenko 이론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웰바의 사이즈 및 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사용

하여 다웰바의 그룹작용(Dowel Group Action) 범위와 차량바퀴의 주행경로(Wheel Path)분포를 고려하여 슬래브 처짐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다웰바 최적배치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다웰바 최적배치, 3차원 유한요소해석, Timoshenko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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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콘크리트 포장은 일반적으로 줄눈콘크리트포장

(Jointed Concrete Pavement)를 사용하고 있다. JCP에서 다

웰바(Dowel Bar)는 불연속면인 줄눈부에 설치되어 슬래브에

가해지는 교통하중을 인접 슬래브로 전달하여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슬래브의 부등침하로 인해 발생하

는 단차(Faulting)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의 줄눈

콘크리트 포장설계에 주로 사용되는 설계법에서 다웰바의 규

격기준은 고속도로 설계기준의 경우에 직경 32mm, 길이

50cm, 간격 30-45cm이다. 다웰바의 규격기준은 AASHTO

기준과 PCA 기준에서 제안한 허용범위 내에서 다웰바의 설

치기준을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다웰바의 설치는 길

어깨나 하부층의 조건 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슬래브

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웰바의 설계 및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다웰바의 주변에 작용하는

응력 및 그로 인한 거동을 고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웰바의 거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대표

적인 모델인 Timoshenko (1970)이론과 3차원 유한요소해석

을 통하여 다웰바의 거동을 비교하였고, 다웰바의 허용지지

응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Friberg (1940)의 식을 통하여

지지응력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다웰바 그룹작용

(Dowel Group Action)과 차량바퀴의 주행경로(Wheel Path)

분포, 원더링(Wandering) 등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처짐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다웰바 최적배치를 결정하였고, 이를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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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

2.1 Timoshenko의 해석법

다웰바의 처짐 해석은 Timoshenko에 의해서 콘크리트 포

장 슬래브 내부에 설치된 다웰바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탄성기초지반상의 보의 해석방법을 이론적인 모델로

적용하였다. 콘크리트내의 다웰바에 적용되는 줄눈부 표면에

서부터 다웰바의 처짐량은 식 (1)로 표현되며, 그림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ex : 지수 함수 

Pt : 전달된 하중(KN)

M0 : 콘크리트 표면에서 다웰바의 휨 모멘트(N·cm)

x :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다웰바가 떨어진 거리(cm)

이때,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다웰바 상대강성도(β)는 식

(2)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2)

여기서, K : 다웰바의 지지계수(N/cm3)

b : 다웰바의 직경(cm)

E : 다웰바의 탄성계수(MPa)

I : 다웰바 단면 2차모멘트(cm3)

콘크리트 슬래브 내부에서 다웰바는 지압응력을 통하여 이

웃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지지력을 전달한다. 상당한 양의

지압응력은 콘크리트와 다웰바의 접촉면에 균열 및 파괴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의 쪼개짐 현

상이나 다웰바의 느슨해짐 현상(Dowel Looseness)을 발생시

키게 된다. 따라서 다웰바 주변의 콘크리트 응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2 다웰바의 지지응력 

하중전달장치로서 다웰바는 콘크리트 내에서 지지응력을

통하여 콘크리트에 지지력을 전달한다. 다웰바와 콘크리트

표면의 지지응력은 줄눈부의 성능에 있어 중요한 인자이며

줄눈부의 표면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반복하중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지지응력은 콘크리트와 다웰바의 접촉

면에 균열 및 파괴로 인한 공간을 형성하게 되며 다웰바의

느슨해짐 현상(Dowel Looseness)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다웰바의 느슨해짐 현상은 하중전달 효과의 감소를 가

져오며 이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두 슬래브 사이의 단차

(Faulting)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줄눈

부에서 지압응력이 허용지지응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웰

바의 거동을 탄성기초위의 보로 가정한다면 지압응력, σ0는

콘크리트의 변형에 비례하며 식 (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은 ACI에서 제안한 설계시 반영되는 줄눈부 표면에서

의 허용지지응력을 나타낸다(Porter and Cabel, 2006).

(3)

(4)

여기서, bα : 허용지압응력(MPa)

b : 다웰바의 지름(cm)

f 'c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3. 다웰바 구조해석 모형검증 

3.1 다웰바 해석 물성 및 모델링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3차원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구성

하였다. 다웰바의 단면의 크기는 국내 줄눈 콘크리트 포장에

서 대표적으로 널리 쓰이는 ∅ =3.2cm로 결정하였으며, 콘크

리트내의 다웰바는 줄눈의 폭은 1cm, 폭에 대하여 1/2cm만

큼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으며 다웰바의 말단부

에 하중 P을 재하 하는 그림 2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하중은 Friberg에서 의하여 제안된 콘크리트 포장 설계

방식에 사용된 방법으로 하중조을 4.1ton의 등가단축하중이

슬래브에 작용될 경우 다웰바의 위치가 하중 작용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우거나 바로 아래지점에 위치할 경우

다웰바 한 개의 요소가 전달하게 되는 하중을 1ton으로 산

정하였다.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두께는 가장 많이 시공되

고 있는 30cm로 결정하였다.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다웰바

의 폭은 30cm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다웰바를 포

y cm( ) e
βx

2β
2
EI

-------------- Pt βcos x βM0 βcos x βxsin–( )–[ ]=

β
Kb

4EI
---------4=

σ0 K0y0

K0P

4β
3
EI

-------------- 2 βz+( )==

σα

4 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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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

그림 1. 다웰바의 처짐 형상(Porter and Cabel, 2006) 그림 2. 다웰바 해석의 구조해석 모형

표 1. 수치해석에 사용된 물성

구분 물성값

콘크리트 탄성계수 20GPa

콘크리트 포아송비 0.15

콘크리트 밀도 2.4 t/m3

다웰바 탄성계수 200GPa

다웰바 포아송비 0.30

다웰바 밀도 7.8 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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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슬래브의 폭은 150cm로 결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는

데 이는 하중이 작용하는데 작용점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하중전달에 있어 기여도가 감소하는 다웰바 그룹작용

(Group 대ction)의 영향을 보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슬래브

및 다웰바에 에 대한 물성은 표 1과 같이 결정하였다. 

3.2 다웰바 해석 결과

Timoshenko(1970) 이론으로 다웰바의 거동을 평가하고, 3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각각 대하여 비교·검증하였다.

그림 3와 같이 Timoshenko 이론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의

형상은 비슷하나 처짐에서 약간의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Timoshenko 이론을 이용한 다웰바의 최대 처짐은 하중이

가해지는 지점에서 0.043mm이었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해

석 결과는 같은 지점에서 0.021mm정도의 처점이 발생하였

다. 이런 처짐의 차이는 Timoshenko 이론에서 다웰바의 길

이는 무한대이고, 탄성기초 위에 놓인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

문에 슬래브 내부에서 변형 발생 시 다웰바 상하부에서 발

생되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을 동시에 받는 유한요소해석에

비하여 변형량이 과대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웰바에서 하중이 작용할 경우 다웰바의 주변의 콘크리트

응력의 변화는 다웰바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내 적

용하고 있는 다웰바 설계의 허용지지응력(allowable bearing

stress)은 허용치 이하에서 발생하는 압축응력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4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다웰바

주변 콘크리트의 응력상태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발생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다웰바 최적배치안 결정 및 3차원 유한요소해석

4.1 다웰바 최적배치안 결정

다웰바의 최적배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웰바 그룹작

용(Dowel Group Action), 슬래브의 처짐, 원더링(Wander-

ing) 등이 있다. 다웰바의 최적 배치를 위한 다웰바 그룹작

용은 3차원유한요소해석 통한 Tabatabaie의 다웰바 그룹작용

범위로 그림 5와 같이 1.01l을 고려하였다. 원더링 분포란

차량 주행시 바퀴가 동일한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 운전자의

주행 특성에 따라 횡방향 주행위치가 분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형포장 설계법에서는 원더링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

고 있으며, 설계 시에는 24cm와 같은 정규분포의 표준편차

값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웰바의 최적배치를 하기 위해서

Tabatabaie의 다웰바 그룹작용의 범위인 1.01은 하부지반 지

지력계수가 81.44MPa다웰(300pci)인 경우 87cm이고, 277.12

MPa다웰(800pci)인 경우에는 69cm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더링 분포를 24cm로 고려하여 보면 다웰

바의 하중에 대한 영향은 최대 48cm에 작용할 것이다. 이

에 따라 하중의 작용부분에서의 최소 138cm-174cm의 다웰

바 그룹작용에 영향 범위가 미칠 것이다. 그러나 다웰바의

가장 많은 응력을 받는 범위는 100cm이며, 다웰바의 배치에

대한 보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다웰바의 최적배치(추월로)의 경우 30cm로 간격으로 다웰바

3개를 하중의 작용부분으로 배치하였고, 다웰바의 최적배치(

주행로)의 경우 많은 중차량 하중이 휠패스(W다웰el Path)에

작용함으로써 추월로 보다 더 좁은 간격인 25cm에 다웰바

그림 3. 다웰바의 거동에 대한 비교 

그림 4. 다웰바 주변의 응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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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를 그림 6과 같이 배치하였다.

4.2 다웰바의 최적배치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

국내 다웰바 설치기준은 고속도로설계 기준인 30cm간격으

로 총 12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웰바의 최적배

치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의 모델링은 한 개의 슬래브 형태로

폭 360cm과 길이 300cm로 그림 7과 같이 결정하였다. 교

통하중의 4.1ton의 경우는 등가단축하중이 8.2ton이 두 개의

바퀴에서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7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교통하중의 윤거리는 2.4m로 결정하였다. 해

석 시 입력되는 슬래브 및 다웰바의 물성은 표 2와 같이

결정하였다.

4.3 유한요소해석 결과

국내 다웰바 설치기준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적배치안(

추월로, 주행로)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슬래브의 응

력상태를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비교 실시하였다. 그

림 8은 하부합성지지력이 81.44MPa/m(300pci)에서의 다웰바

응력을 살펴보면 국내 다웰바 설치기준에서 다웰바의 주변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응력은 4.66MPa로 가장 크게 나타내

고 있으며, 최적배치안(추월로)에서는 다웰바 주변 콘크리트

의 응력상태가 국내 설치기준의 받는 압축응력에 12%가 적

은 4.14MPa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최적배치안(주행로)에

서는 다웰바 주변의 압축응력은 국내 설치기준의 받는 응력

에 28%가 적은 3.35MPa의 압축응력을 받고 있다. 그림 9

는 하부합성지지력이 277.12MPa/m(800pci)에서의 응력도 표

4와 같이 국내 다웰바 설치기준에서 가장 큰 압축응력인

그림 5.  Tabatabaie의 다웰바 그룹작용의 범위

그림 7. 다웰바 해석의 구조해석 모형

그림 6. 다웰바의 최적배치안

표 2. 수치해석에 사용된 물성

구분 물성값

콘크리트 탄성계수 20GPa

콘크리트 포아송비 0.15

콘크리트 밀도 2.4 t/m3

다웰바 탄성계수 200GPa

다웰바 포아송비 0.15

다웰바 밀도 7.8 t/m3

줄눈 폭 1cm

하부합성지지력(k) 277.12MPa/m(800pci)

하중 4.1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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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MPa가 발생되었으며, 최적배치안(추월로)에서도 다웰바

주변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상태는 국내 설치기준의 받는 응

력에 12%적은 3.79MPa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적배치안(주

행로)에서 국내 설치기준의 받는 압축응력에 22%가 적은

3.39MPa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하중의 차량이 많이 다니

고 있는 주행로에서 가장 적은 압축응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다웰바의 최적배치안을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4 3차원 유한요소해석 통한 다웰바 최적배치에 대한 줄

눈강성(kj)의 평가

다웰바의 최적배치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웰

바의 처짐에 대하여 3차원 유한요소를 실시하였다. 국내 다

웰바 설치기준에서 다웰바의 최대 처짐은 1.01*10-3cm이 발

생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배치안(추월로)의 경우 국

내설치기준보다 21%가 적은 0.79*10-3cm가 발생하였다. 최

적배치안(주행로)의 경우 국내설치기준보다 25%가 적은

0.75*10-3cm가 발생되었다. 다웰바의 처짐에 따라 줄눈의 강

성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Huang and

Chow(1978)에 제시된 줄눈 강성(Cw)의 식으로 검증하였다. 

(5)

여기서, Sb : 다웰바의 설치간격(cm)

A : 다웰바의 면적(cm2)

z : 줄눈의 간격(cm)

G : 다웰바의 전단탄성계수(MPa)

β : 다웰바의 상대강성계수

K : 다웰바의 지지계수(MPa)

b : 다웰바의 직경(cm)

E : 다웰바의 탄성계수(MPa)

I : 다웰바 단면 2차모멘트(cm3)

줄눈 강성(Cw)의 결과는 국내설치간격의 경우 144MPa의

줄눈 강성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웰바 최적배치안의 경

우 국내설치간격보다 22.9%증가된 177MPa의 줄눈 강성 값

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형 포장설계법에서 적용된

줄눈강성(Kj)의 경우에 다웰바의 처짐의 25-21%이며, 줄눈

강성(Cw)의 경우 22.9%가 증가되었다. 이에 줄눈 강성(Kj)의

경우 20% 증가된 식(6)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웰바의 최적배치 줄눈강성: (6)

LTE의 함수인 줄눈강성(Kj)이 증가된 만큼 LTE도 증가된

값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줄눈강성(Kj)값 식(7)을 이용

하여 역산을 통하여 LTE에 대한 증가된 값을 산정하였다.

린기층 : (7) 

위 식을 이용하여 LTE의 값을 역산한 결과 그림 10과

같이 LTE의 값이 다웰바의 최적 배치하였을 때 1%식 증가

됨을 볼 수 있다. 1%식 증가된 만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웰바 줄눈 강성에 대한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w

1

Sb
z

GA
--------

2 βz+

2β
2
E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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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opt N m⁄( ) 1.2
*
Kj=

Kj N m⁄( ) 33678*e
0.174*LTE(%)

=

그림 8. 다웰바 배치에 따른 응력비교 (81.44MPa/m(300pci))

그림 9. 다웰바 배치에 따른 응력비교((k=277.12MPa/m(800pci))

그림 10. 다웰바의 국내설치기준과 최적배치에 대한 L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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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C1 : 1.04

4.5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다웰바 주변 콘크리트 응

력평가

다웰바의 지지응력은 압축응력만 고려하고 있다. 3차원 유

한요소해석결과 하중전달부분에서 인장응력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국내 설치기준의 하중재하 부분에서

다웰바 주변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은 4.32MPa가 발생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2과 같이 하중전달 부분에서

는 압축응력이 1.80MPa 발생하며, 인장응력은 1.30MPa 발

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는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웰바 허

용지지응력에서는 압축응력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인장응력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웰바의 인장응력이

반복 작용으로 콘크리트와 다웰바의 접촉면에 균열 및 파괴

로 인한 공간을 형성으로 발생하는 다웰바의 느슨해짐 현상

(Dowel Looseness)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추후 다웰바의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을 고려한 다웰바

의 느슨해짐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웰바(Dowel Bar) 설계에 대한 기초 이

론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다웰바의 발생

되는 응력 및 처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웰바의

최적배치안을 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Timoshenko 이론을 이용한 다웰바의 최대 처짐은

0.043mm이었고, 3차원 유한요소해석결과는 0.021mm정도

의 처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처짐의 차이는 Timoshenko

이론에서 다웰바의 길이는 무한대이고, 탄성기초 위에 놓

인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슬래브 내부에서 변형 발생

시 다웰바 상하부에서 발생되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을

동시에 받는 유한요소해석에 비하여 변형량이 과대평가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

여 다웰바의 주변 콘크리트에 압축응력뿐만 아니라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2. 다웰바 유한요소해석 결과 하중재하 부분에서 다웰바 주

변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은 4.32MPa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중전달 부분에서는 압축응력이

1.80MPa 발생하며, 인장응력은 1.30MPa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웰바 허용지지응력에서는 압축응력만을 고

려하고 있으나, 인장응력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장

응력이 반복 작용으로 다웰바의 느슨해짐 현상(Dowel

Looseness)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 다웰바 설치기준과 다웰바 최적배치안에 대해서 3

차원 유한요소해석 응력을 비교한 결과 81.44MPa/m(300

pci)에서 국내 다웰바 설치기준보다 다웰바 최적배치(추월

로)의 경우 12%적은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다

웰바 최적배치(주행로)의 경우 28%의 응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7.12MPa/m(800pci)에서의 응력도 다

웰바의 최적배치(추월로)는 12%, 다웰바 최적배치(주행

로) 22%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되는 다웰바의 설치기준보다 다웰바의 최적배치

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다웰바의 최적배치에 대한 줄눈부 줄눈강성(Kj)과 하중전

달율(LTE(%))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 다웰바의 최적배치 줄눈강성: Kjopt = 1.22*Kj

- 다웰바의 최적배치의 하중전달율(%) :

LTEopt(%) = LTE(%)+C1 (C1:10.4)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으로 다웰바의 최적배치

안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실험적 연구를 통

하여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에 다웰바의 최적배

치안에 대한 추가 검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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