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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복합소재 아치구조를 이용한 가교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System of Temporary Arch Bridges

by Using Snap-fit GFRP Composite D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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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ass-fiber reinforced polyester(GFRP) composite material is a promising alternative to existing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steel, concrete and wood. One of passible applications of GFRP 

composite material is to build temporary bridges by assembling GFRP composite decks. In this paper, 

we develop a system of temporary arch bridges that can be built by easy assembling of GFRP 

composite decks. For this purpose, several types of temporary arch bridges are suggested and verified 

by 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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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재해 등으로 인한 교량의 유실 는 붕괴 시, 교량의 복구를 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큰 비용

이 소요된다. 한 공사 기간 동안에 통행제한  구호물자 운송이 불가능하여 수해지역이 고립되는 큰 문제

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설교량  축도를 신속히 시공하여 임시로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구호물자 운송  복구장비 등을 효율 으로 고립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가설교량  

축도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기간 동안 공사용 장비나 차량이 장으로 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교량 는 축도(임시 통행로)를 시공할 때, 조립  해체가 용이하고 내구성  구조  성능이 

우수한 착탈결구식 섬유강화 복합소재를 이용함으로써 가설교량 는 축도의 가설  철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다. 

경량, 고강도, 내부식 특성으로 인해 유리섬유 강화 복합소재는 최근 첨단 건설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

러한 첨단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아치구조를 만들면 가설교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토목구조물 용도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복합소재 아치구조를 조립식으로 만들면 제작비용이 렴하고 운반과 조립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신속한 제작과 철거가 가능하다. 한 유리섬유 강화 복합소재는 내부식성이 강하므로 어떠한 환경에서

도 사용이 가능하고, 조립과 분리가 용이하여 철거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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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신형식의 복합소재 아치구조 가교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1에는 조립식 단면 복합소재 아치구조에 사용된 복합소재 데크의 단면 형상8)∼9)을 보여주고, 그림 2

는 조립식 단면 복합소재 아치구조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연결부에 의해 직선형 복

합소재 데크를 서로 연결하여 아치구조를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조립식 복합소재 

아치구조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해 몇가지 가능한 아치구조 형식을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COSMOSWorks를 이용 해석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그림 1 복합소재 데크 단면도 그림 2 조립식 복합소재 아치구조 개요도

2. 아치구조의 하 조건

하 조건은 지 구조물의 기하학 인 형상과 재료특성, 지반공학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으로 고

려하는 하 은 구조체 상부의 토피하 인 사하 , 차량하 에 의한 활하 (동 하  포함), 지진하  등이 있

다. 

2.1 최소토피고

아치구조 상부의 최소토피고를 캐나다 도로교시방서(CHBDC, 2001)에 따라 아래의 식 (1)의 세 식으로 구

한 값  가장 큰 값으로 정한다. 1), 5), 7)

 




 


 (1)

여기서, 는 수평지름 는 수직지름 는 아치의 지간길이를 나타낸다
2.2 사하

아치구조에서 임의의 아치면에 작용하는 수직사하 은 토피로부터 그 아치면까지 작용하는 토체의 무게로 

계산한다. 즉 수직하 은 수직토압 로 아래의 식(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1), 2), 4)

   (2)

여기서, 는 뒷채움흙의 단 량, 는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를 나타낸다.

2.3 활하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설계기 (건설교통부 2005)의 DB24하 을 아치구조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다. 즉, 차륜의 지면 은 12500P/9 (mm2), 지면의 폭과 길이의 비는 2.5:1로 한다. 여기서,  P는 량으로 

kN단 이다. 3)

충격하 을 고려한 각 차륜의 활하 을 다음 식(3)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등가 활하  압력 은 다음

의 식(4)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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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4)

그림 3 DB24 활하 의 확산분포 그림 4 아치에 작용하는 하 조건 모식도

뒷채움흙 표면으로부터 해지는 등가활하  은 1:1(그림 3a의 측면도) 는 2:1(그림 3b의 횡단면도)의 

경사로 확산분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형강  핸드북, 평산에스아이). 이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서는 안 한 설계를 해 최소토피고 60cm에 의한 최소면  140cm×300cm에 분포되는 등분포활하 을 식

(4)에 의해 계산하여 유한요소해석에 용하 다. 1), 2), 7)

 

2.4 수직총하

앞에서 구한 수직등분포 사하  와 수직등분포 활하  을 더하여 수직등분포 총하  를 다음 식(5)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2.5 수평하  

일본지반공학회의 형강 설계 매뉴얼에 따라 수직토압과 수직 분포활하 에 주동토압계수를 곱하여, 수

평토압 를 다음 식(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형강  지 암거의 설계와 시공, 1998). 2)∼6) 

     (6)

여기서, 는 주동토압계수, 는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를 나타낸다.

활하 의 분포폭이 구조물의 폭보다 작을 경우 활하 에 의한 토압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다음 식(7)로 수

평토압을 계산할 수 있다.

의 그림 4는 모든 하 조건들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3. 복층구조 복합소재 데크의 약축방향 결합에 의한 아치구조

그림 5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복층구조 데크를 강재연결부에 약축방향으로 결합하여 완성된 지름 3m 아치

구조에 한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여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COSMOSWorks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그림 6은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하   경계조건에서 보여 다. 모델의 하단부는 고정단으로, 상부 앙은 

칭조건에 의해 수직변 만 발생하도록 이외의 변 는 구속한다. 복합소재 데크 부분에는 쉘요소를, 연결부

는 데크와 이 발생하므로 이를 히 모사하기 해 솔리드요소를 사용한다. 표 1과 2는 각각 유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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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시 사용된 복합소재 데크와 강재연결부(SM20C)의 물성치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
탄성계수(MPa) 단탄성계수

(MPa)
포아송비

두께

(mm)Ex Ey
75mm단면 26580 9250 2930 0.278 5.5

표 1 ESAComp 층해석 결과에 의한 복합소재 데크 물성치

항목
탄성계수

(MPa)

단탄성계수

(MPa)
포아송비

항복응력

(MPa)

강재연결부 210000 79000 0.28 245

표 2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강재연결부의 물성치

그림 5 약축방향 결합

       

그림 6 3m 약축결합 모델

        

그림 7 수직 처짐 분포

 

해석결과, 그림 7에 보인바와 같이 하 재하 시 166mm의 상당히 큰 수직처짐이 발생하 다. 이는 약축방

향의 강성이 수직처짐 변형에 충분히 항하지 못함을 보여 다. 개선책으로 결합을 강축방향으로 바꾸어 강

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설계  해석한다.

4.복층구조 복합소재 데크의 강축방향 결합에 의한 아치구조

그림 8 강축방향 결합

그림 8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복층구조 데크를 강재연결부에 강축방향으로 연

결하여 완성된 아치구조에 한 유한요소모델을 앞 장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

성하 다.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해 복합소재 데크의 비를 바꾸어가며 해석

을 수행하 다. 즉, 복합소재 데크의 1 공 부분만을 모델링 했을 때와 5 공, 

10 공을 모델링했을 때의 해석 결과들을 비교하여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하 다. 

유한요소해석결과 도로교 설계기 에서 형 캔틸 버보에 해 제안된 처짐

기 (지간/300)을 아치구조에 용하여 처짐기 (지름/300)을 정하고, 이를 기

으로 사용성을 평가한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각 공별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최 처짐은 서로 유사하나 

모두 처짐기 을 만족하지 못한다. 표 4에는 각 해석에서 계산된 복합소재 데크의 최 휨응력과 이를 데크의 

휨응력강도(270MPa)와 비교하여 계산한 안 율을 보여 다. 각 공별 유한요소 해석결과에서 구한 최 휨

응력은 서로 유사하며 안 율은 1에 가깝게 계산되었다. 결과 으로, 3m 아치구조는 처짐기 을 만족하지 

못하고 안 율도 1에 근 하여 충분한 안 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지름을 2m로 감소시켜 설계  해석한다.

지름 2m를 갖는 강축방향 복층 아치구조는 표 5와 6에서 나타나듯이, 각 공별 유한요소 해석결과에서  

최 처짐  최 휨응력이 기 에 모두 만족함을 보인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지름 3m 아치구조는 응력에 한 안 율이 거의 1에 가깝게 구해졌으며 처짐기 을 

만족하지 못하 으나, 지름 2m의 아치구조는 응력에 한 안 기 뿐만 아니라 처짐기  모두를 만족했다. 

그러므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름 2m의 아치구조는 충분히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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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최대처짐(mm) 처짐기준/최대처짐 처짐기준

1중공단면 15.51 0.64 10mm 

(


)
5중공단면 12.79 0.78

10중공단면 12.94 0.77

표 3 강축방향 3m 복층 아치구조의 최 처짐

항  목 최대휨응력 안전율

1중공단면 274.8MPa 0.98

5중공단면 233.9MPa 1.15

10중공단면 229.5MPa 1.17

표 4 강축방향 3m 복층 아치구조의 최 휨응력

항   목 최대처짐(mm) 처짐기준/최대처짐 처짐기준

1중공단면 2.711 2.46 6.67mm 

(


)
5중공단면 2.644 2.52

10중공단면 2.032 3.28

표 5 강축방향 2m 복층 아치구조의 최 처짐 

항  목 최대휨응력 안전율

1중공단면 47.94MPa 5.6

5중공단면 98.22MPa 2.74

10중공단면 35.4MPa 7.6

표 6 강축방향 2m 복층 아치구조의 최 휨응력

4. 단층구조 복합소재 데크의 강축방향 볼트결합에 의한 조립식 아치구조

재는 복합소재 데크 분야가 개발단계에 있는 상태이므로 그 가격이 다른 건설재료에 비해 렴하지 않

지만, 앞으로 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복합소재 아치구조 가교의 경제성

을 향상시키기 해, 단층구조로 사용하면 복합소재 데크의 재료비를 상당히 감할 수 있다. 단층구조의 데

크를 사용하게 되면 체 인 강성이 감소되어 큰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해 복합소재 

데크와 강재연결부를 볼트로 연결하여 데크와 강재연결부 사이의 연결강성을 증가시켜 설계  해석한다. 

그림 9의 결합상세도처럼 데크를 강재연결부와 안쪽연결부( 트가 용 되어 있어 볼트 연결에 사용, 그림 

10 참고)를 화살표 방향으로 결합하고 강재연결부의 아래, 로 볼트로 체결하여 결합한다. 그림 11은 강재

연결부의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볼트연결 결합 그림 10 안쪽연결부의 도면 그림 11 강재연결부 도면

그림 12 단층구조 볼트결합 모델 그림 13 처짐 분포

4 공의 복합소재 데크들로 조립된 아치구조를 모델링하 으며, 복합소재 데크와 강재연결부는 지름 

10mm 볼트 4개(상부  2개, 하부  2개)와 지름 20mm 워셔에 의해 연결한 것으로 가정하 다. 복합소재 데

크와 강재연결부가 볼트로 체결된 부분(지름 20mm 워셔 면)은 서로 일체거동을 하도록 모델링하 고 

나머지 조건들은 앞 장의 모델들과 같은 조건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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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하   경계조건을 보여 다. 그림 13은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이용해 계

산한 처짐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 처짐  최 휨응력을 처짐기   종방향 응력강도와 비교하여 표 

7에서 보여 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로교 설계기 에서 형 캔틸 버에 해 제안된 처짐기 (지간

/300)을 아치구조에 용하여 처짐기 (지름/300)을 정하고, 이를 기 으로 사용성을 평가한다. 표에서 나타

나듯이, 유한요소 해석결과에서 구한 최 처짐은 처짐기 을 충분히 만족한다. 복합소재 데크는 2.58의 안

율을 보이고 강재연결부는 1.18의 안 율을 나타낸다. 결과 으로, 단층구조 복합소재 데크를 강축방향으로 

볼트에 의해 연결한 지름 2m 아치구조는 사용성과 안 성을 모두 만족한다. 

항   목 토압+DB24 처짐기준 및 강도
처짐기준/최대처짐

또는 안전율

최대처짐 3.165mm 6.67mm () 2.11

최대휨응력(복합소재 데크) 104.8MPa 270MPa 2.58

최대응력(강재연결부) 207.5MPa 245MPa 1.18

표 7 단층구조 볼트결합 유한요소모델의 최 처짐과 최 응력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립식 복합소재 아치구조를 설계  해석하여 가설교량으로서의 가능

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복층구조 복합소재 데크의 약축방향 결합에 의한 아치구조, 

복층구조 복합소재 데크의 강축방향 결합에 의한 아치구조  단층구조 복합소재 데크의 강축방향 볼트결합

에 의한 아치구조의 3가지 형식에  하여 설계  해석하 다. 

이들 형식 에서 약축방향 결합을 이용한 아치구조는 유한요소해석상 상당히 큰 처짐이 발생하여 안

성  사용성에 문제가 있었다. 나머지 두 가지 형식에서는 지름 2m를 갖는 아치구조에서 해석상 사용성과 

안 성을 만족하 다. 하지만 복층구조 강축방향 결합에 의한 아치구조보다는 단층구조 강축방향 볼트결합에 

의한 아치구조에 사용되는 복합소재 데크 수가 반으로 어들어 경제성이 있다. 따라서 차후에 강축방향 볼

트결합에 한 성능시험을 통해 가설교량으로써의 타당한 성능을 갖는지를 검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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