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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복합소재 데크를 볼트결합한 조립식 아치가교의 거동분석

Temporary Arch Bridges Assembled by Snap-fit GFRP Decks and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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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터(GFRP) 복합소재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강재, 콘크리트, 나무 등과 같은 기존의 구조 재료

들을 체할 수 있는 재료로 최근 각  받고 있다. 이러한 복합소재를 활용하기 해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수직결구식 복

합소재 데크를 활용한 아치가교 유형을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 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검증하 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볼트결합에 의한 복합소재 데크 조립식 아치가교의 안 성  사용성을 구조성능시험을 통해 검증하여 

문제 을 악하고 그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개선된 아치가교 유형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 가교, 데크, 수직결구식, 스냅핏, 아치, 유리섬유, 복합소재, GFRP

Abstract

Due to lightweight and high durability of glass-fiber reinforced polyester (GFRP) materials, they are promising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steel, concrete and wood. As good application examples of GFRP materials, several 

types of temporary arch bridges were suggested and verified by finite element analyses in our previous study where snap-fit GFRP 

decks were applied. In this paper, we conduct a structural performance test to verify safety and serviceability of the temporary arch 

bridge, where snap-fit GFRP decks are assembled by bolts. The structural problems occurred in this test are also discussed and 

improvement of temporary arch bridges is suggested to resolve the occurred structural problems.

Keywords : temporary bridge, deck, snap-fit connection, arch structure, glass fiber, composite material, G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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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해 등으로 인한 교량의 유실 는 붕괴 시, 교량의 복구

를 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큰 비용이 소요되며, 

교량복구 공사기간 동안에 통행제한  구호물자 운송이 불

가능하여 수해지역이 고립되는 큰 문제 이 있다. 구호물자 

운송  복구장비 등을 효율 으로 고립지역에 투입할 수 있

도록 신속시공으로 임시통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가설교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일반 인 건설

장에서 공사기간 동안 공사용 장비나 차량이 장으로 

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교량을 시공할 때, 조

립  해체가 용이한 조립식 구조를 개발하면 가설교량의 가

설  철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다.

유리섬유강화(GFRP) 복합소재는 경량, 고강도, 내부식 

특성으로 인해 최근 첨단 건설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리섬유강화 복합소재 데크를 활용하여 조립식으로 아치가

교를 만들면 제작비용이 렴하고, 운반과 조립이 매우 편리

하게 되어 신속한 제작과 철거가 가능하다. 한 유리섬유 

강화 복합소재는 내부식성이 강하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

용이 가능하고, 분리가 용이하여 철거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가설교량은 보통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강재 트러

스 동바리를 이용하여 교각과 교 를 구성하고, H형 강재 빔 

는 트러스 형태로 거더를 만들어 그 에 강재 복공 바닥

을 만들어 시공하 다. 그러나 강재 트러스 구조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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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러스 구조 동바리 교각을 이용한 가설교량

그림 2 형강 을 이용한 가설교량

그림 3 복합소재 데크를 볼트결합한 조립식 아치가교

항   목
하 조건

토압+DB24

처짐기  

 강도

처짐기 /최 처짐

는 안 율

최 처짐 3.165mm
6.67mm 

(D/300)
2.11

복합소재 데크

최 휨응력
104.8MPa 270MPa 2.58

강재연결부

최 응력
207.5MPa 245MPa 1.18

표 1 볼트결합 아치가교 유한요소해석의 최 처짐과 최 응력 

단면도

측면도

(a) 복합소재 데크

(b) 강재연결부

(c) 안쪽연결부

그림 4 강축방향 볼트결합 아치가교의 부속품

단층구조데크 볼트

강재연결부 안쪽연결부

데크측면

그림 5 결합상세도

교각을 이용한 종래의 가설교량은 공사비가 고가이고, 가설

공기가 길어지며, 보  시에도 부식이 발생하여, 사용 후 자

재 리가 어렵고 재사용에 한계가 있는 단 이 있다. 그림 2

와 같은 형강 을 이용한  다른 가설교량 형식은 기존의 

강재 트러스 구조 가설교량 형식보다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부식의 우려가 있고, 재사용이 어려운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설명한 기존의 가설교량 형식 보다 

가설공기가 단축되며, 사용 후 보 과 재사용이 용이한 효과

인 가설교량 개발을 해 선행 연구인 “조립식 복합소재 데

크를 이용한 아치가교 개발”에서 그림 3과 같이 제안된 조립식 

복합소재 아치구조를 이용하고자 한다(조용상 등, 2008). 복

합소재 데크를 강재연결부와 볼트로 서로 결합하여 그림 3과 

같은 아치가교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하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

하다. 이러한 아치가교는 건설 시공 장이나 재난 복구 장

에 긴  투입되어 효과 인 임시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조립된 아치가교에 발생하

는 강재연결부 소성변형, 연결부 회 에 따른 아치가교 처짐, 

그리고 볼트연결부의 안 성  사용성을 검증하고자 구조성

능시험과 해석을 수행하 으며, 구조성능시험에서 발생한 문

제 을 악하 다. 

2. 구조성능시험체  시험 방법

선행 연구에서 유한요소해석 결과 볼트결합에 의한 복합소

재 데크 조립식 아치가교는 해석상 충분한 안 성과 사용성

을 표 1과 같이 보여주었으므로(조용상 등, 2008), 이 아치

가교에 한 구조성능시험을 본 연구에서 수행하여 안 성 

 사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복합소재 데크와 같은 직방성 

의 처짐기 을 이 아치가교에도 같이 용하여 D/300을 

최 처짐 기 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사용성을 검토하 다

(AASHTO). 한, 강재연결부는 일반 구조용 탄소강재 SM20C

로 제작하 으므로 항복강도는 245MPa이다(KS D 3752).

2.1 연결부

그림 4에는 제안된 아치가교를 구성하는 복합소재 데크와 

연결부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4a에 보인 단면과 측면

을 갖는 복합소재 데크를 서로 연결하기 해, 그림 4b와 같

은 강재연결부와 그림 4c의 안쪽연결부(복합소재 데크 안쪽

에서 용 된 트가 볼트를 지지)를 제작한다. 복합소재 데

크 안쪽에 안쪽연결부를 삽입한 상태에서 그림 5와 같이 강

재연결부와 데크를 데크 강축방향으로 연결하고 볼트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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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 섬유 직포 섬유 로빙

DBT450/M300 4400 TEX

층량 2 PLY 600 rov./m

섬유방향(°) 0(L) 45 90(T) -45 MAT 0(L)

섬유량(g/㎡) 0 240 480 240 600 7,291

섬유분배율(%) 0 2.7 5.4 2.7 6.8 82.4

층두께 : 5.50 mm

표 2 복합소재 데크의 유리섬유 층

그림 6 복합소재 데크 단면도(단 :mm)

그림 7 복합소재 데크 층도

그림 8 강재연결부 제작도면(단 :mm)

그림 9 기 강재연결부의 제작도면(단 :mm)

그림 10 안쪽연결부의 제작도면(단 :mm)

여 아치가교를 제작한다. 한 데크의 스냅핏 연결부를 이용

하여 데크를 약축방향으로 연결한다. 

그림 6은 아치가교 조립에 사용된 복합소재 데크의 단면

형상이고 그림 7은 데크 단면의 섬유 층도를 나타내었다. 

복합소재 데크의 섬유강화재로는 유리섬유로빙  다축직조 

직포를 선정하고, 수지재료로는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를 

선정하 다. 데크 제작단면에 한 섬유무게비는 인발성형공

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60%로 가정하 다. 강화섬유는 튜  

종방향(0°), 경사방향(±45°), 횡방향(90°)으로 방향성을 가

지도록 배치하 으며, 로빙형태의 유리섬유와 다축 유리섬유 

직포를 사용하여 층구조를 표 2와 같이 설계하 다. 

복합소재 데크를 서로 연결하기 한 연결부의 제작도면을 

그림 8～10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은 복합소재 데크를 서로 

연결시키는 강재연결부의 제작도면을 보여주며, 지름 10mm 

볼트를 사용하여 강재연결부를 복합소재 데크와 연결할 수 

있도록 볼트구멍을 제작하 다. 그림 9는 아치가교의 기 부

를 지지하는 강재연결부의 제작도면을 보여주며, 10mm 볼

트를 사용하여 이 강재연결부를 복합소재 데크와 연결할 수 

있도록 볼트구멍을 제작하 고, 지름 24mm 볼트를 사용하

여 기 부와 이 강재연결부를 연결하도록 볼트구멍을 제작하

다. 그림 10은 트가 용 되어 있는 안쪽연결부의 제작도

면을 보여 다. 그림 11∼13은 제작도면에 따라 실제로 제

작된 강재연결부와 안쪽연결부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와 같이 인발방향으로 40cm 길이의 복합소재 데

크 속에 안쪽연결부를 삽입하고, 그림 5에 나타낸 결합상세

도처럼 데크를 강재연결부에 강축방향으로 끼워 넣어 볼트로 

고정시켜 연결하여 아치가교를 완성한다. 기 부는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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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구조성능시험의 모식도(단 :mm)그림 11 강재연결부

그림 12 기 강재연결부

그림 13 안쪽연결부

그림 14 복합소재 데크와 삽입된 안쪽연결부

탄성계수

(MPa)

단탄성계수

(MPa)
포아송비

항복응력

(MPa)

210,000 79,000 0.28 245

표 4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SM20C 강재연결부의 물성치

탄성계수(MPa) 단탄성계수

(MPa)
포아송비 두께(mm)

Ex Ey

26,580 9,250 2,930 0.278 5.5

표 3 ESAComp 층해석 결과에 의한 복합소재 데크의 물성치

의 기 강재연결부를 이용하여 기 에 볼트연결하여 아치가

교 양쪽 기 부를 고정시킨다. 이 게 완성된 아치가교 시험

체를 500kN 용량의 유압액 에이터를 사용하여 아치가교 

상단 앙부 48cm×40cm의 면 에 등분포로 하 을 괴에 

이를 때까지 재하한다. 그림 15는 구조성능시험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3. 유한요소해석

아치가교 시험체의 시험결과를 모사하고, 시험하 조건과 

실제하 조건을 비교하여 아치가교 시험체가 실제하 조건에

서도 안 하며 사용가능한지를 평가하기 해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한다. 그림 16은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하   경계

조건을 보여 다. 모델의 하단부는 고정단으로, 상부 앙은 

칭조건에 의해 수직변 만 발생하도록 하고 수평변 는 구

속한다. 복합소재 데크는 쉘요소를, 강재연결부는 데크와 

이 발생하므로 이를 히 모사하기 해 솔리드요소를 

사용한다. 한 유한요소모델은 아치가교의 칭성을 이용하

여 아치가교의 반만을 해석한다. 아치가교는 탄성 역에서 

거동하여 비선형 거동에 의한 구처짐을 피하도록 설계하므

로 탄성 선형해석만을 수행한다.

표 3은 ESAComp program(단일/ 층  요소  구조

의 디자인 설계와 이에 따른 물성치 는 거동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로그램)의 층해석으로부터 계산된 복합소재 데

크의 물성치를 나타내고, 강재연결부의 물성치는 표 4에 나

타낸 SM20C 강재에 한 값들을 사용한다. 시험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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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하   경계조건

그림 17 처짐 분포

 

  

그림 18 DB24+토압 환산등분포하 을 용한 하 조건

그림 19 같은 아치가교 상부의 수직처짐을 가질 때, 실제하  

조건과 시험하 조건(반투명)의 변형형상

그림 20 같은 아치가교 상부의 수직처짐을 가질 때, 실제하  

조건과 시험하 조건(반투명)의 최 주응력

게 아치가교 상부 48cm×40cm의 면 에 10N/cm2의 등분

포하 을 재하하여 해석한다. 이 유한요소해석에서 구한 아

치가교의 처짐분포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이 때 아치가교 

상부의 최 처짐은 3.189mm로 측정되었다. 

그림 18의 DB24하 , 수직토압  수평토압이 존재하는 

실제 하 조건은 그림 15의 아치가교 시험체 상부 48cm× 

40cm의 면 에 등분포하 을 재하한 시험하 조건과는 상당

히 다르므로, 시험하 조건으로 실제하 조건의 안 성을 직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DB24하 과 아치가교 상부 

넓은 역에 작용하는 수직토압은 실제하 조건에서 수평토

압을 유발하여 아치가교의 수평방향 변 를 제한하게 되어 

결과 으로 수직처짐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아치가

교 에 덮여있는 토층은 그 에서 달되어 오는 차륜하

을 아치가교 주변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앙부의 수

직처짐을 시험(집 )하 조건에 비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다. 반면, 시험하 조건에서는 실제하 조건에서와 같이 아치

가교의 수평방향 변 를 억제하고 차륜하 을 분산시키는 효

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하 에 비해 작은 수직 시험(집

)하 에 의해 큰 수직처짐이 발생된다. 하 조건에 따른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하기 해 실제하 조건(그림 18)과 시

험하 조건(그림 15)에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여 시험하 조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

제하 조건에서 아치가교의 실제거동을 측할 수 있는 방법

을 찾고자 한다. 

실제하 조건에서 앙부의 수직처짐은 3.165mm가 발생

하 으며, 이 변형형상과 비교하기 하여 시험하 조건에서 

수직처짐 3.165mm가 발생하도록 해석을 통해 구한 하 은 

19.056kN이다(표 5). 그림 19에는 아치가교 상부의 수직

처짐이 3.165mm일 때, 실제하 조건의 변형형상과(반투명

으로 표시된) 시험하 조건의 변형형상을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두 변형형상 모두에서 타원으로 표시된 아치가교 상부 

부분에서 변형곡률이 최 가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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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하 조건 시험하 조건

최 처짐 3.165mm 3.165mm

하
DB24+수직/수평토압

(그림 15 참고)

48cm×40cm×9.925N/cm2

=19056N(등가시험하 )

표 5 실제하 조건과 시험하 조건의 해석결과 

그림 21 시험 경 그림 22 괴시 아치가교 상부

그림 23 괴시 아치가교 상부 강재 연결부 그림 24 데크 랜지 볼트연결부의 단 괴

에서 휨에 의한 최  주응력이 약 25MPa정도 발생함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20). 그림 19를 통해 시험하 조건(반투

명)에서 아치가교 상부의 곡률이 실제하 조건에서 곡률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으므로, 아치가교 상부가 같

은 수직처짐을 가질 경우 시험하 조건의 아치가교가 실제하

조건의 아치가교보다 상부의 거동이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아치가교 시험체가 시험하 조건에서 

19.056kN을 견딘다면, 아치가교 시험체가 토압과 DB24하

의 실제하 을 받을 때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험하 조건에서의 하  19.056kN이 

실제하 을 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가시험하

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 등가시험하 을 재하하기 해서는 

아치가교 상부 48cm×40cm의 면 에 9.925N/cm2의 등분

포하 이 재하되어야 한다(표 5).

4. 구조성능시험수행 결과

그림 21과 같이 제작된 아치가교 시험체에 그림 15에 표

시된 바와 같은 수직변 계 DT1과 수평변 계 DT2를 설치

하 다. 아치가교 시험체는 27kN의 수직하 에 의해 괴에 

도달하 으며, 이 때의 아치가교 상부의 수직처짐은 약 55mm

에 도달하 다. 그림 22∼23은 아치가교 시험체의 괴 시 

하 재하 부분의 변형된 형상을 보여 다. 강재연결부가 휘

어져 복합소재 데크가 이탈하는 듯한 괴형상을 사진에서 

찰할 수 있다. 아치가교 시험체의 괴 시 복합소재 데크

의 랜지 볼트연결 부 에 단 괴가 그림 24와 같이 발생

하고, 이에 의해 복합소재 데크가 강재연결부에서 이탈하게 

되어 체 구조의 괴에 이르게 된다. 

그림 25는 아치가교 시험체의 상부에 48cm×40cm의 면

에 등분포하 을 재하했을때 총수직하 과 아치상부 수직

변 의 계를 보여 다. 하 재하 기에는 시험결과와 유

한요소해석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게 거동함을 보이지만 약 

5kN의 하 에서 강재연결부의 소성변형에 의한 소성처짐이 

시작되어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토압과 DB24 하 을 

받는 실제하 과 등가인 시험하  19.056kN에서 수직최

처짐은 약 35mm정도가 되어 처짐기  6.67mm보다 약 5

배 정도로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낸다. 하 을 약 20kN까지 

계속 증가시킨 후 감소시켰을 때는 처짐이 가 른 기울기로 

선형 감소하는 거동을 보여 다. 이는 하 증가시 강재연결

부의 항복에 의한 소성처짐과 하 감소시 강재연결부의 선형

회복에 의한 거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재연결부의 항복에 

의해 연결부의 회 이 그림 22∼23과 같이 발생한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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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하 -수직변  그래  

그림 26 하 -수평변  그래  

복합소재데크

강재연결부 턴버클

그림 27 강축방향 턴버클결합 상세도

그림 28 완성된 단층구조 강축방향 볼트결합 아치가교

시켰던 하 을 다시 증가시키면 수직처짐이 거의 선형으로 

약 25kN까지 다시 증가하게 된다. 하 이 약 25kN을 넘어

가게 되면 격한 처짐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복합소재 

데크 랜지의 볼트 연결부의 단 괴에 의한 것으로 보인

다(그림 24). 복합소재 데크의 볼트 연결부 단 괴는 복합

소재 데크를 강재연결부로부터 이탈시킴으로서 아치가교의 

격한 붕괴를 야기한다. 그림 26은 수직 재하하 과 아치가

교 측면 수평변 의 계를 보여 다. 이는 그림 25의 하 -

수직변 에서 보이는 거동과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5. 결    론 

아치가교 시험체는 토압과 DB24 하 을 받는 실제하  

조건과 등가인 하  19.056kN을 과하여 25kN까지 견디

었으므로 실제하 조건에서 1.3의 안 율을 가짐을 확인하

다. 그러나 25kN에서 복합소재 데크 랜지의 볼트 연결부

의 단 괴에 의해 격히 괴에 이르는 취성 괴 양상을 

보이는 단 이 있다. 

그림 15의 조건을 따른 구조성능시험과 선형거동을 가정

한 유한요소해석에서 구한 하 -변  그래 는 하  재하 

기에 서로 매우 유사하 으나, 약 5kN의 하 에서 강재연결

부의 소성변형  연결부 회 이 발생하면서 처짐이 증가하

여 서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연결부의 소성거동에 

의해 등가하  상태에서 발생한 처짐 35mm는 사용성 기

(표 1의 최 처짐 D/300=6.67mm)을 만족하지 못한다. 

데크 랜지 볼트연결부의 단 괴는 아치가교의 격한 

붕괴를 야기하고 볼트연결 아치가교는 사용성 기 을 만족하

지 못하므로, 볼트연결을 체하여 아치가교의 격한 붕괴

를 일으키지 않고 사용성 기 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안으로는 턴버클

을 연결부간에 연결하여 강재 연결부간에 직  힘을 달할 

수 있는 아치가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7과 같이 복합소

재 데크를 강축방향으로 강재연결부와 연결하고 턴버클을 강

재연결부의 상하단 구멍에 걸어 조임으로서 그림 28과 같은 

아치가교를 조립 제작한다. 데크의 약축방향 연결에서는 데

크의 스냅핏 연결부를 이용하여 데크 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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