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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교량의 공용연수 증 와 중차량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중ㆍ소형교량 열화손상, 구조물의 노

후화와 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사용성 및 안전성의 

저하는 유지ㆍ보수비용과 함께 커다란 사회적 관심

으로 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교량기술자들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최소로 하

면서 급속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설

산업에서 복합신소재의 출현과 적용은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로서 높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복합신소재는 비강성, 비강도가 기존의 

콘크리트나 강재에 비해 상 적으로 높고 비부식

성, 경량성, 비전기성 등 재료적 장점과 방향성을 

이용하여 우수한 역학적 성질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성형성을 가

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복합신소재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섬유배열을 통해 부재의 물성을 사용

자의 요구 로 설계(tailoring design)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신소재 교량은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복합신소재 

교량이 2002년에 가설되어 지금까지 공용중에 있

다. 부분의 복합신소재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이 

샌드위치 구조이다. 그러나 복합신소재 교량에 

한 장기성능에 한 응답자료가 부족하여 교량기술

자들은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교량건설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기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가설된 콜루게이트(Corrugate) 

형태의 면재를 갖는 복합신소재 교량의 공용중 장

기성능의 응답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재하실험과 현

장 육안조사를 통한 얻어진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복합신소재 교량이 가설 후 9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2년, 2004년 현장재하실험을 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에서 현장재하시험을 2011년 6월에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장기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시험을 통하여 

복합신소재 교량에 한 정적 및 동적시험을 통하

여 얻어진 응답값을 분석하였으며 그 응답값을 가

지고서 공용중 내하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

은 공용상태에서 복합신소재 교량에 한 내하력 

평가를 실시하므로서 복합신소재 교량의 장기성능을 



학술기사 ｜ 지효선

25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복합신소재를 이용

한 소형 신설 및 노후교량 성능 개선공사 시 실제

적으로 교량기술자들이 설계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복합신소재 슬래브교량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 제작 그리고 가설된 복

합신소재 교량 상부구조는 비등방성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면재와 콜루게이트 심재

를 갖는 샌드위치 구조의 완전 복합신소재 교량의 

상부구조이다. 본 복합신소재 교량 상부구조는 경

간이   이고, 폭 B=8.0m 의 제원을 갖는 

단순교이며 철근콘크리트 교대 위에 가설되었다. 

그리고 하중은 표준트럭하중 DB-24로 설계하였다. 

Fig. 1은 복합신소재 교량상부구조를 가설하는 시

공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복합신소재 교량 상부구조 시공 장면

본 복합신소재 교량의 상부구조는 중소형교량에 매

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약 1개월에 걸쳐서 상부구

조 구성요소를 수적층(hand lay-up)으로 제작하여 폭이

4.0m , 연장 10.0m인 2개의 복합신소재 상부구조로 

분할 제작하여 최소의 작업인원으로 교량건설 현장까지 

운반하였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량현장에 하차한 다

음, 2개의 상부구조를 현장에서 최종 조립을 하였다. 

조립을 한 후 크레인으로 한번에 기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교대 위에 가설 5시간만에 거치를 하였다. Fig. 2는 복합

신소재 상부구조을 갖는 완성된 교량전경이다. 복합신소

재의 재료비가 고가이지만 공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작업 노무비 및 완공 후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과 같은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대안 교량형

식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2 복합신소재 상부구조 교량 전경

3. 현장 재하실험

현장재하시험은 공용중 교량의 내하력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복합신소재 교량의 상부구조의 

정적 및 동적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상교량

에 대해 실험차량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재하시켜 

그 때의 처짐량, 변형률 및 가속도 등을 측정하고 이론적

인 계산치와 비교ㆍ검토하여 복합신소재 대상교량의 

구조적 정적 및 동적응답특성을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본 교량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3번의 현장재하시험을 

2002년 5월, 2004년 11월 그리고 2011월 6월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교량가설후 9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실시한 

현장재하시험의 의의는 우선, 복합신소재 교량의 장기

성능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교량공용 중 향후 모니터링 

계측시 기준값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현장

재하실험에 있어서 사용하중 상태에서 복합신소재 교량 

상부구조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부구조 중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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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DB-24)과 동일한 내력을 발생시키는 집중하

중을 재하할 수가 없어 교량설계하중의 60% 범위에서 

실제 차량을 재하시킴으로서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

며 실험대상 복합신소재 교량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교량형식
복합신소재 

콜루게이트교 
주형형식

콜루게이트 
거더교

교폭 8.0m 총연장 10m

차선수 2차선 설계속도 60km/hr

등급 1등교 설계하중 DB24

경간 단순교 교대 RC

Table 1 복합신소재 슬래브교량 현황

현장 재하시험은 Table 2와 Fig.3에 제시된 제원

을 갖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사용하중에서 정적 

및 동적주행실험을 실시하였다. 차량을 지간중앙에 

좌측만 재하, 우측만 재하, 좌ㆍ우측 동시 재하실

험을 실시하였고, 동적 재하실험은 주행속도 10～ 60km

로 10km간격으로 6회 실시하였다.

실험
년도

트럭
전륜

( KN )

중륜

( KN )

후륜

( KN )

총중량

( KN )

05/02
Truck-A 56.19 96.40 97.97 250.56

Truck-B 55.50 94.63 100.71 250.84

10/04
Truck-A 54.03 96.01 101.30 251.34

Truck-B 55.68 94.63 101.40 251.71

06/11
Truck-A 66.05 98.18 95.65 257.84

Truck-B 72.62 93.69 92.23 258.54

Table 2 재하차량의 중량

Fig. 3 현장재하시험용 차량제원

Fig.4는 2011년 6월에 실시된 현장재하실험의 전경

이다. 지간중앙에서 중앙차선, 좌우차선에 재하시켰다.

Fig. 4 현장재하실험 전경(2011.6)

Fig.5는 현장재하실험 측정을 위하여 복합신소재 슬

래브교량 하면에 설치된 변위계와 가속도계를 보여 주

고 있다. 하중재하실험의 하중조건은 Table 3과 같다.

Fig. 5 현장재하실험측정용 변위계 및 가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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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건 재하위치 분석항목 비 고

1 지간중앙
(우측차선) 처짐, 변형율 차량1대

2 지간중앙
(좌측차선) 처짐, 변형율 차량1대

3 지간중앙
(중앙) 처짐, 변형율 차량1대

4 지간중앙
(좌우측차선) 처짐, 변형율 차량2대

Table 3 재하시험 하중조건

초기 현장재하시험은 2002년 5월에 실시되었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응답값들은 향후 유사한 조건

에서 실시되는 복합신소재 슬래브교량의 성능평가

시 비교값으로 제시된다. 그 이후 공용중인 복합신

소재 슬래브교량에 한 현장재하실험은 2004년 

11월과 2011년 6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Fig. 6은 

2011년 6월에 실시된 지간 중앙에서 재하차량 1

의 정적 및 동적 변위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지간중앙에서 정적 및 동적 처짐(차량1대)

재하차량은 Fig. 7과 같이 교량 지간에서 최 모

멘트를 일으키는 위치에 미리 표시하여 차량을 재

하하여 정적응답을 측정하였다.

Fig. 7 최대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차량의 재하위치

3.1 정적실험- 2002, 2004 및 2011년

결과비교

정적재하실험을 위해 차량을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교량끝에서 중앙쪽으로   이동하여 

재하시켰다. Table 4는 2002, 2004 및 2011년에 각

각 측정된 응답값을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Table 4 정정 처짐 및 변형률 값비교(하중조건3)

처짐(mm) 변형률()

2002 2004 2011 2002 2004 2011

4.70 3.23 3.46 91.9 78.9 81.6

Table 4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간중앙에서 처짐값

과 변형률값이 2004, 2011년에 약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본 복합신소재 슬래

브교량의 경계조건에 있어서 2002년 현장재하시험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변경이 있기 때문이다. 2002

년 실험당시는 방호벽이 상부구조와 일체로 시공되

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이 실시되었으며, 2004년과 

2011년은 방호벽이 상부구조와 일체로 시공되어져 

휨강성이 증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방호벽이 일종의 

휨부재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호벽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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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적실험 - 2002, 2004 및 2011년 

결과비교

복합신소재 슬래브교량 상부구조의 동적거동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적재하실험을 실시하였다. 

주행속도는 10 ～ 60km로 10km간격으로 실시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최 속도로 7회 실시하였다. 

Table 6은 2002, 2004 및 2011년에 한 동적처짐

값과 충격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동적응답은 동적확 계수(DMF)로 나타내

며 이는 최  정적응답에 한 동적 응답의 비로 

정의한다. 변위는 개략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

내고 있지만, 변형률은 동적변형률이 정적변형률보

다 크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DMF는 1.017 나타났다. 이처럼 충격

의 영향이 도로교 표준시방서 규정보다 작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차량속도가 40km/hr 일 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합신소재 

상부구조를 갖는 교량의 동적효과를 정적인 설계에 

반영할 때 일반 교량과 동일하게 충격계수를 이용

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지간중앙에서 충격계수비(하중조건3)

속도
(km/hr)

처짐값(mm) 충격계수

2002 2004 2011 2002 2004 2001

Crawl 1.66 0.79 1.76 - - -

10 2.02 0.90 2.01 0.217 0.139 0.142

20 2.23 0.87 2.19 0.343 0.101 0.244

30 1.85 0.90 2.13 0.114 0.139 0.210

40 1.92 0.81 1.92 0.157 0.025 0.091

50 2.79 0.91 2.07 0.681 0.152 0.176

60 2.69 0.91 1.98 0.620 0.152 0.125

Max - 0.96 1.91 - 0.215 0.085

또한 복합신소재 슬래브 교량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진동수 및 진동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부구

조 하면 중앙부에 연직방향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동적응답을 얻었으며, 2002, 2004 및 2011년에 각

각 측정된 감쇠 고유진동수 결과를 유한요소 해석

값과 함께 Table 7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차량진동

에 의한 감쇠효과는 다소 양호하고 공명발생에 

한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기 된다. 
  

  Table 7 감쇠 고유진동수

속도
(km/hr)

처짐값(mm)
FEM(Hz)

2002 2004 2011

Crawl - - - 11.117

10 9.9945 12.0056 11.5500

20 9.6802 12.6709 10.4444

30 10.0614 10.6567 11.2941

40 10.4340 11.7676 11.7059

50 9.4238 10.6567 10.6098

60 9.8813 11.4258 13.6184

Max - 12.0728 11.0880

2002, 2004 및 2011년에 각각 측정된 결과값에 

한 검증을 위해서 상용프로그램인 ANSYS 7.0을 

이용한유한요소 해석값과 비교하여 Table 8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슷한 값을 보

여주고 있다.

Table 8 지간중앙에서 실험값과 해석값 비교

하중조건
처짐값(mm)

FEM(mm)
2002 2004 2011

우측차선 1.12 1.54 1.76 1.76

좌측차선 1.22 1.45 1.57 1.81

중앙차선 4.70 3.23 3.46 4.70

좌우차선 6.87 6.48 7.04 8.06

4. 내하력 평가

현재 내하력 산정방법은 국내도로교표준시방서에 

기술되어 있다. 기존 건설재료에 한 공용중인 교

량의 내하력 등급 평가에 한 공용내하력(P)의 산

정은 다음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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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F××   (1)

여기서, RF은 내하율, Ks 은 응력보정계수을 나

타내며 은 설계활하중을 나타낸다. 허용응력설

계법에 기초로 한 내하율 (RF)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RF(내하율)=
   (2) 

여기서,    는 실측 허용응력,   는 실측 사하

중에 의한 응력,   는 설계 활하중(DB, DL 하중)

에 의한 응력을 나타낸다. 충격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재하시험으로부터 실측한 최 충격계수를 사용함

이 원칙이나 동적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방서에 제시한 설계충격계수를 적용한다. 응력보

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응답비와 충격계수비를 사용

하여 두 가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실측
계산

×실측
계산   (4)

  실측
계산

×실측
계산   (5)

         

여기서, 계산는 시방서에 의한 충겨계수이며, 실측
는 동적재하시험으로부터 평가된 최  충격계수을 

나타낸다. 계산는 이론적인 변형률이며, 실측는 실

측변형률이다. 계산는 이론적인 변형률이며, 실측는 

실측 처짐값이다. 

위에서 언급한 로 본 복합소재 교량에 한 

공용중의 내하력 평가를 식 (1)에서 (5)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 Table 9에 나타내었다. 상기 내하력 

평가를 통하여 본 복합신소재 교량에 한 실험 

활하중 이 DB14.2임을 감안할 때 2002년에는 내

하력이 DB 22.15, 2004년 DB 24.99 그리고 2011

년에는 DB23.88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용중

인 본 복합신소재 교량은 구조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내하력 산정

최소 내하율
(RF)

최소 보정계수 (응답비×충격계수비)

공용내하력응답비*
충격계수비

처짐 응답비 변형률 응답비

2002

8.78

0.23 0.30 0.77 ×

2004 0.20 0.32 1.00 ×

2011 0.19 0.30 1.00 ×

*응답비는 최소 응답비인 처짐 응답비를 사용

5. 결론

본 기사에서 제시된 복합신소재 슬래브교량에 

한 현장재하실험을 통한 내하력 평가와 이를 기

초로 한 장기성능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재하시험 평균 차량하중 25.55톤으로, 계측

된 값이 6.87mm이며, DB-24(43.2톤)로 환산하면 

11.62mm이다. 이 값은 허용처짐 12.5mm(L/800) 이
내로 나타나 사용성 측면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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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짐에 있어서 정적 및 동

적시험에서 큰 값의 차이가 없었으나 변형률에 있

어서는 25.9%정도 동적 변형률 값이 크며 파괴변

형률( 1.9317×10-3 )의 약 7%정도로 나타났다. 차량

하중에 의한 강제진동수와 복합신소재 교량의 고유

진동수와의 많은 차이가 있어 차량진동에 의한 감

쇠효과는 다소 양호하고 공명발생에 한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기 된다. 또한 동적확 계수는 1.017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값은 국내 도로교 표준시방서 

규정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합신소

재 상부구조를 갖는 교량의 동적효과를 정적인 설

계에 반영할 때 일반 교량과 동일하게 충격계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2002년에 

개통한 후 9년이 경과한 복합신소재슬래브 교량의 

공용중 내하력 평가결과 DB 24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용중인 본 복합신소재 교량은 구

조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판과 

주형의 기능을 갖는 복합신소재 교량 상부구조 설

계, 제작, 설치, 현장재하시험 및 공용중 내하력 평

가를 통하여 얻어진 기초자료는 향후 복합신소재 

소형교량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신소재의 재료비가 고가인 

관계로 인하여 초기 공사비가 증가하겠지만 급속시

공과 같은 공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유지보수비

용 절감 등과 같은 생애주기비용(LCC)을 반영한다 

면 새로운 안 교량형식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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