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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 을 받는 비합성․합성 생태아치구조물의 성능평가를 한 

수치해석  모형실험 연구

A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Structural Performance of Noncomposite 

and Composite Eco-Arch Structures subjected to Concentrated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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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논문은 I형 강재와 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 으로 구성된 비합성․합성아치 생태교량에 한 해석  실험 연구이다. 범용유한

요소해석 로그램 ABAQUS(2007)를 사용하여 단 거더, 단 합성거더, 3거더 아치, 3거더 합성아치 등 4종류의 해석모델이 검토되었으며, 해석

결과를 토 로 모델별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3거더 합성아치 모형실험체에 설치될 응력  변형률 게이지 치를 결정하 다. 본 연구의 정 괴

하 실험에 사용된 실험체는 3개의 I형강 거더와 14개의 PC패 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실험체 정 괴실험결과로부터 강거더 하부 랜지가 항복

응력에 도달하는 시기의 재하하 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어진 정 하 과 17%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험체 괴하 은 1,961kN으

로 AASHTO LRFD 교량설계기  (2007)의 단면 소성모멘트를 이용한 작용가능하 은 1,380kN으로 본 실험체는 충분한 내하력을 나타내고 있

다.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토 로 새로운 형식의 비합성․합성아치 교량의 안 성과 강도가 충분히 발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In this study, noncomposite and composite eco-arch structures with I-beams and precast concrete(PC) decks were 

investigated. Four finite-element models(a steel-girder model, a steel-girder-and-several-PC-panels model, a three-steel-girder 

model, and a three-steel-girder-and-several-PC-panels model) using a general finite-element program, ABAQUS, were reviewed to 

predict the strength of the noncomposite and composite arch struct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behaviors of the four models were investigated, and deflection and strain gauges for the experimental specimen consisting of 

three steel girders and several PC panels were set up to obtain the ultimate strength.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specimen was 

estimated to be 1,961kN. The ultimate strength was much larger than the 1,380-kN load calculated using 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2007). The noncomposite and composite arch bridges were found to have enough strength for safety.

핵 심 용 어 : 비합성, 합성형, 아치, 생태교량,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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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속한 도시화  고속화된 산업발달로 인해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간 자본의 확충이 필연 으로 요시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  우수 생태계지역이 도로  철도로 

단 되어 주변지역에 소음, 분진, 공해, 열섬과 생활권 단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 생태라인을 복원하고자 아치 혹은 라멘형식을 이용한 육교

형 생태통로 는 도로 상부 덮개공원화 공법이 추진되고 있

다.(오민수 등, 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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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착식 단면 강합성 아치교량 구조물을 연구

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나 

국도를 아치 지간 간에 교각이나 기둥을 설치하지 않고 횡단

하는 장경간 강- 리캐스트 콘크리트(PC) 합성 아치구조물이

다. 본 연구 상교량은 강재거더와 리캐스트 패 의 합성효

과로 경간장 20∼50m를 가지는 장 폭원 아치구조물이 가능

하여 차량충돌사고 방  운 자 시야를 개선할 수 있다. 

한 주형  리캐스트 콘크리트 패 을 사  제작하여 공사기

간을 단축하고, 강재 거더가 동바리·거푸집 역할을 수행하여 

공사기간  도로교통 통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합성아치구

조 형식상 지반 아칭효과(Arching effect)로 인하여 토피에 

따른 재하하 의 경감으로 경제 이고 조형미가 우수하며 개방

감이 양호한 장 이 있다. 

본 논문은 강- 리캐스트 콘크리트 비합성․합성형 생태아치

교량의 구조  안 성과 성능평가를 하여 비합성․합성아치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고 해석결과를 기존연구와 비교․검토

하 다. 합성형 생태아치교량의 거동특성  종국강도를 평가

하기 하여 모형실험체를 제작하여 정 괴실험을 실시하

다. 본 논문은 비합성․합성 아치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

존 연구를 조사·분석하고, 범용구조해석 로그램인 ABAQUS 

(2007)을 이용한 모델링 기법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검토한 

후 모형실험체 제작  실험방법, 실험결과와 해석결과 비교,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2. 비합성․합성 아치 기존 연구 고찰

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강아치(Steel Arch)의 좌굴  안

설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Timoshenko & Gere, 

1961; Austin,1971; Austin & Ross, 1976; Bradford 등, 

2002a; Bradford 등, 2002b; Wang 등, 2007). 본 에서는 

강아치의 면내좌굴강도, 횡지지가 용되는 강아치 좌굴강도  

합성형 아치구조물에 한 연구를 으로 고찰하 다.

Timoshenko와 Gere(1961), Austin (1971) 등은 기하

학 으로 완 한 아치에 해 모든 단면에서 순수축력에 의해 

유발되는 아치의 좌굴을 연구하 으며, 등분포 하 이 작용하

는 2힌지, 3힌지  고정아치의 수평반력의 임계값을 제시하

다. Austin과  Ross(1976)는 유사 기하비선형 해석기법을 

용하여 2힌지와 고정지지의 원형아치와 포물선 아치에 아치 

리 를 따라 작용하는 수직 등분포하 과 아치 크라운(Arch 

Crown)에 작용하는 집 하 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선형 좌굴

강도를 아래의 간략식을 통해 제안하 다. 

   
 

                                              (1)

   
 

                                                (2)

여기서, Qcr=집 하 에 한 임계하 , qcr= 분포하 에 

한 임계하 , E=탄성계수, Ix= 아치 리 의 단면 2차모멘

트, L=아치 지간, = 경계조건과 라이즈비(높이/지간, f/L)

에 따른 아치 좌굴계수이다. 

Pi와 Trahair(1998)는 휨모멘트와 압축력을 동시에 받는 

양단 힌지경계조건의 원형 아치의 강도에 하여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 로 계산식을 발표하 다. Bradford 등(2002a)는 

좌굴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여 아치 앙에 집 하 이 작용

하는 탄성아치의 좌굴강도 계산식을 힌지와 고정단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아래 식과 같은 간략식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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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3)과 (4)는 양단힌지 경계조건, 식(5)와 (6)은 

고정단 경계조건일 때 계산식이다. Qsb와 Qss는 무차원 좌굴강

도값으로 비 칭좌굴(Antisymmetric buckling) 발생시 

Qsb, 칭좌굴(Symmetric snap-through buckling) 발생

시 Qss를 용한다. λs는 무차원값으로 수정된 아치세장비를 

나타낸다. 

Gengshu 등(2008)은 좌굴  단응력, 수직응력  처짐

을 고려한 깊은 원형 아치에 분포하 이 작용할 때 비선형 면

내좌굴강도에 한 계산방법을 제안하고 유한요소해석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국내에서는 문지호 등(2005)은 유한요소해

석 결과를 토 로 다양한 경계조건을 가지는 포물선 아치의 라

이즈비에 따른 설계 한계 세장비를 제안한 바 있다. 

아치의 면외 좌굴에 있어서 횡방향 구속 효과는 아치의 좌굴

강도에 요한 인자이며, 횡구속이 연속 으로 제공될 때는 면

내 좌굴강도 거동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Bradford 등

(2002b)는 탄성 횡지지가 용된 강아치의 탄성좌굴강도를 

산정하는 기법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Bradford 등

(2007)과 Wang 등(2007)은 양쪽롤러 경계조건에 횡지지 스

링이 존재하는 포물선아치에 수직등분포하  작용시 좌굴거

동에 해 이론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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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형 등(2003)은  에 지 방법을 사용하여 연속 인 횡지지

가 존재하는 이축 칭단면 아치에 등분포하  작용시 탄성좌굴

강도산정법에 해 연구를 발표하 다. 박용명 등(2004)은 원

형 강 을 수직 이스로 연결한 아치 리 의 면내 좌굴강도 

 극한강도를 매개변수를 고려한 해석연구와 검증실험을 실시

한 바 있다. 

강합성 아치교량의 종국강도를 평가하기 한 연구는 최근 들

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Ohura와 Kato(1993)

는 콘크리트 충 이 삽입된 콘크리트 아치교량의 제작과정  

실물실험을 통하여 교량의 성능을 평가하고 설계기법을 제시하

다. Mirmiran과 Amde(1995)는 리스트 스 콘크리트 아

치에서 긴장제 제작  설치과정 변화에 따른 강도평가를 이론

으로 연구하 으며, Amde 등(2002)은 복층 합성아치의 강

도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Sudhakar 와 Kant(2009)는 

다양한 경계  하 조건을 고려한 7자유도를 가지는 복층합성

아치모델을 개발하 다. Elmalich와 Rabinovitch(2009)는 

섬유보강폴리머가 아치 하부단면에 보강된 복합소재아치의 수

치해석  응력분석기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강합성 아치

교량 성능평가 모델  실험에 있어서 본 실험 상교량과 같은 

강거더와 리캐스트 콘크리트 패 이 바닥 으로 사용된 아치 

교량의 종국강도평가에 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3. 유한요소해석  결과 비교 

     

비합성  합성형 아치교량의 거동특성  강도를 평가하고 

합성형 모형실험체의 최 재하하   게이지 설치 치를 결정

하고자 범용해석 로그램 ABAQUS(2007)를 이용하여 유한

요소해석을 실시하 다. 

3.1 비합성 아치 유한요소해석기법 검증

범용구조해석 로그램 ABAQUS의 보요소 B21을 사용한 해

석모델의 성을 평가하고자  그림 2의 낮은 아치에 하여 탄

성  비탄성 해석을 수행하고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비

교하 다. 검증해석에 사용된 아치의 지간(L) =1,232mm, 높

이(f)=76.2mm, 라이즈비(f/L) =0.062, 해석단면=50.8mm

⨯25.4mm, 그리고 탄성계수(Es)=6.895⨯104MPa이다. 해

석에 사용된 보요소는 100개이며, 양단 고정 경계조건을 용하

다. 

그림 3은 ABAQUS를 사용한 비선형 탄성 유한요소해석결

과와 Schreyer와 Masur (1966), Stolarski와 Belytschko 

(1982), 그리고 Pi와 Trahair(1996)의 연구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3을 살펴보면 해석결과와 기존연구자들의 제안

값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 특히 Pi와 Trahair(1996)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Q

L

f

그림 2. 해석기법 검증모델 

그림 3. 비선형 탄성아치 하 -변  곡선

그림 4. 비탄성 아치 하 -변  곡선

그림 4는 ABAQUS 비선형 비탄성 유한요소해석결과와 

Belytschko과 Glaum(1979), Mirmiran과 Amde(1993), 

그리고 Pi와 Trahair(1996) 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검증해

석에 사용된 아치의 지간(L)=864mm, 높이(f)= 61.84mm, 

라이즈비(f/L)=0.072, 해석단면=25.4mm⨯15mm, 탄성계

수(Es)=6.895⨯104MPa, 그리고 항복강도 (σy)=138MPa 

이다. 해석에 사용된 보요소는 100개, 양단 고정 경계조건, 그

리고 탄소성재료특성(Elasto-plastic material)이 고려되었

다. 기변형과 잔류응력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4의 결과비



김용희․박종섭․이 호․오민수

176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2권 2호(통권 105호) 2010년 4월

교를 살펴보면 탄성거동 시 해석결과는 타 연구자들의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비선형 비탄성구간(수직처짐 1～2구간)

의 경우 Belytschko와 Glaum(1979), Mirmiran와 Amde 

(1993)는 일부차이를 보이고 Pi와 Trahair(1996)의 결과와

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i와 Trahair(1996)는 

좌굴 처짐을 고차원 비선형성을 고려한 비탄성 좌굴거동을 분

석하여 좌굴강도식을 제안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값을 제시하고 

있다. 범용구조해석 로그램 ABAQUS(2007)를 활용한 탄

성, 비탄성 유한요소해석모델이 기존연구자들의 제안식들과 유

사한 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비합성․합성 아치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비합성․합성 아치교량의 성능 평가와 모형실험체 실험에 앞

서 실험체의 거동을 분석하고자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을 실시하

다. 유한요소해석은 1개의 H형강(단 거더아치)만 고려한 

모델의 정 해석  비선형 비탄성 좌굴해석, 단  H형강과 

단  리캐스트 패 (단  합성아치)이 설치된 합성아치모델

의 정 해석, 3개의 H형강 아치만 설치된 모델(3거더 아치)의 

정 해석, 그리고 3개의 H형강과 리캐스트 패 (3거더 합

성아치)이 설치된 모형실험체 정 해석이 실시되었다.

단 거더아치모델과 3거더 아치모델은 ABAQUS B31 보요

소로 모델링 되었으며, 단 거더아치모델에는 비선형 비탄성 

좌굴강도를 산정하기 하여 보의 기처짐과 잔류응력이 고려

되었다. 그림 5는 Pi와 Trahair(1995)가 사용한 잔류응력분

포도로서 본 해석연구의 단 거더모델에 사용되었다. 모형실험

체에 사용된 강아치단면은 H200×200×8×12이므로 d/bf= 

1<1.2이다. 따라서 σr=0.5σy가 용되었다. 기변형은 그림 

6과 같은 Euro Codes 3(2003) 기 을 용하 으며, 해석

모델의 아치지간(L=5,760mm)을 고려하여 횡변  11.52 

mm을 아치지간 1/4과 3/4지 에 용하 다. 그림 7은 해석

에 사용된 강재의 응력-변형률 계로서 탄성계수(Es)는 

210GPa, 항복응력(σy)은 235MPa을 사용하 다. 해석모델

의 높이(f)는 1,870mm 로서 라이즈비(f/L)는 0.325이다.

단 합성아치모델과 3거더 합성아치모델은 단  H형강과 

PC패 이 설치된 합성모델이다. 강재의 탄성계수(Es)= 

210GPa, 콘크리트의 탄성계수(Ec)=30MPa이다. 강거더는 

보요소 B31, PC패 은 쉘요소 S4R이 용되었으며, 보요

소와 쉘요소의 을 공유하는 ABAQUS 용 연결조건

(Connectors weld option)을 사용하여 일체거동을 모사하

다. 용 연결조건의 강합성거더 거동특성구 의 성은 

직선 단순합성거더교량의 이론식 계산결과와 비교함으로서 

해석 용의 성을 검증하 다. 합성아치구조물의 양단은 

고정지지이며 하 은 아치크라운 상부 슬래 에 선하 (Line 

load)으로 작용시켰다. 

그림 5. 잔류응력 패턴

그림 6. 기변형조건

그림 7. 응력-변형률 곡선

3.3 비합성 아치 유한요소해석 결과

그림 8은 단 거더아치모델의 비선형 탄성좌굴해석을 한 

하 재하와 좌굴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직하 은 지간 앙

에 작용시켰으며, 그림 8(b)와 같이 비 칭좌굴이 발생하 다. 

표 1은 2장에서 언 하고 있는 Austin과 Ross(1976)와  

Bradford 등(2002a)이 제안한 식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유

한요소해석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Austin과  Ross(1976)가 

제안한 간략식을 용하기 한 좌굴계수()는 라이즈비(f/L) 

0.325를 고려하여 핀지지의 경우 34.4, 고정지지인 경우 45

을 용하 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선형 기거동을 

고려한 Bradford 등(2002a)의 진보된 간략식과 유한요소해

석결과는 4%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고정지지의 경우 2%내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 거더모델 비선형 탄성좌굴

해석결과는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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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단 거더아치모델에 그림 5∼7의 잔류응력, 기변형  탄

소성 재료성질을 고려한 비선형․비탄성 유한요소해석을 실시

하 다. 비탄성 해석결과 얻어진 극한하 (Pu)은 421kN으로 

산정되었다. Pi와 Trahair(1996)의 연구결과를 본 해석모델

의 경우로 좌굴하 을 산정하면 449kN으로 산정되어 유한요

소해석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 단 거더 하 재하 

(b) 단 거더 좌굴 형상

그림 8. 단 거더아치모델

   

양단

경계조건

해석결과

(kN)

A&R

(kN)

비교

(%)

B&P

(kN)

비교

(%)

핀지지 8,087 8,718 7.2 8,420 3.9

고정지지 10,930 11,404 4.1 11,154 1.9

표 1. 단 거더 해석결과와 기존연구 비교

단 거더아치모델의 정 해석결과 지간 앙 H형강 아치 하

부 랜지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며, 하부 랜지 표면이 항복응

력(σy=235MPa)에 도달했을 때 재하된 하 (Pyb)은 292kN

이 다. 단면 일부가 항복한 후 정 선형거동을 보이지 않으나 

비교값을 얻고자 해석을 계속 수행하 다. 지간 앙 H형강 단

면이 모두 항복응력에 도달했을 때 재하하 (Pym)은 482kN이

다. 일본 설계계산식 모음집 (Kiyoto와 Takasu, 2004)에서 

제안하고 있는 간략식을 용하면 Pym은 454kN으로 계산되어 

해석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 9는 PC패 이 설치되지 않은 3거더 아치모델의 하 조

건과 변형을 나타내고 있다. 3개의 H형강은 보요소 B31이 사

용되었으며 양단은 고정단으로 용되었다. 3거더 아치모델 정

해석결과 지간 앙 H형강 하부 랜지에 항복응력(σy =235 

MPa)에 도달했을 때 재하된 하 (Pyb)은 849kN이고 처짐은 

4.62mm이 다. 지간 앙 H형강 단면이 모두 항복응력에 도

달했을 때 재하하 (Pym)은 1,470kN이었다.

(a) 3거더 아치모델 하 조건  경계조건

(b) 3거더 아치모델의 변형형상

그림 9. 3거더아치모델

3.4 합성 아치 유한요소해석 결과

그림 10의 단 합성아치모델의 정 해석결과 지간 앙 H형

강 하부 랜지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 으며, 하부 랜지 표면

이 항복응력(σy=235MPa)에 도달했을 때 재하된 하 (Pyb)

은 612kN이 고, 지간 앙 H형강 단면이 모두 항복응력에 

도달했을 때 재하하 (Pym)은 1,041kN이었다. 합성단면의 

Pym을 일본 설계계산식 모음집(Kiyoto와 Takasu, 2004)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지간 앙의 경우 1,036kN, 지간 1/4

과 3/4지 은 732kN이 계산되어 해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은 3거더 합성아치모델로서 3개의 H형강과 PC패

이 모두 설치된 모형실험체 모델이다. 3거더 합성아치모델의 

정 해석결과 지간 앙 H형강 아치 하부 랜지에 항복응력(σy 

=235 MPa)에 도달했을 때 재하하 (Pyb)은 1,715kN이고 

처짐은 5.20mm이 다. 단면 일부가 항복한 후 정 선형거동

을 보이지 않으나 실험비교값을 얻고자 해석을 계속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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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간 앙 H형강 단면이 모두 항복응력에 도달했을 때 재

하하 (Pym)은 2,920kN이었다.

(a) 단 합성아치 하 재하  경계조건

(b) 단 합성아치 변형형상

그림 10. 단 합성아치 모델

 

(a) 3거더 합성아치 모델 하 조건과 경계조건

(b) 3거더 합성모델 변형형상

그림 11. 3거더 합성아치 모델

3.5 비합성․합성 아치 유한요소해석 결과비교

표 2는 4가지 해석모델(단 거더아치, 단 합성거더아치, 3

거더아치, 3거더합성아치)의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해석

결과 3거더 아치모델과 3거더 합성아치모델은 각각 단 거더

모델과 합성단 거더모델의 항복하 (Pyb)와 비교하 (Pym)

에 략 으로 3배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 비합성․합성 

아치의 항복하 을 비교하면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석
모델

해석결과
(kN) 비교값 (kN)

단
거더

Pyb 292 304 (K&T,2004)

Pym 482 454(K&T,2004)

Pu 421 449(P&T,1996)

단
합성
거더

Pyb 612 K&T (2004)

Pym 1,041
지간 앙 1/4, 3/4 지

1,036 732

 3거더
아치

Pyb 849   단 거더 Pyb ×3=876 kN

Pym 1,470 단 거더 Pym ×3=1,446 kN

3거더
합성
아치

Pyb 1,715  단 합성거더 Pyb ×3=1,836 kN

Pym 2,920 단 합성거더 Pym ×3=3,123 kN

표 2. 해석결과 비교

4. 3거더 합성아치 실험체 비

4.1 모형실험체 제작

그림 12는 강- 리캐스트 콘크리트 아치교량 제작과정을 나

타내고 있으며, 그림 13은 단 합성아치의 단면제원을 보이고 

있다. 실험체는 지간장(L)=6,250mm, 높이(f)=2,090mm, 

거더간격=1,000mm, 심각(Open angle)=132°이고, 라

이즈비(f/L)= 0.334이다.

그림 12. 모형실험체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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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단 합성아치 단면제원(단 :mm)

그림 14∼그림 16은 모형실험체의 표 단면도, PC패  배

치도, 기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체는 3개의 강거더와 

6개의 가로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H200⨯200⨯8⨯12 

(SM400B)형강이 사용되었다. 거더와 가로보는 제작  동바

리와 거푸집 역할도 수행하며 PC패 (fck=24MPa) 사이는 

장에서 콘크리트(fckckck=24MPa)를 타설하여 연결하 다. 장

타설 콘크리트 부분에는 교축  교축직각방향으로  D13 철근

을 상·하단에 배근하 다. PC패  배치는 그림 15와 같이 양

쪽 지 부에 크기 600⨯840(mm) 4개가 설치되고 나머지 부

분에는 1,040⨯840(mm) 10개의 PC패 이 설치되었다. 그

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체 기 는 콘크리트에 거더를 

고정시키기 해 거더당 10개의 앵커바를 설치하 다. 거더와 

PC패 은 단연결재로 합성거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경 

22mm의 스터드(stud)를 랜지 폭 당 1열로 배치하 다. 

그림 14. 표  단면도

℄

그림 15. PC패  배치도(단 :mm)

℄
℄

℄

℄

℄

℄

℄

℄

℄

그림 16. 기  단면도

4.2 게이지 설치  하 재하 방법   

그림 17은 하 가력  실험실에 실험체, 변 계, 게이지, 계

측장비 등의 설치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실험체의 지 을 

고정지지로 구 하기 하여 기  콘크리트를 실험실 바닥에 

원형 강 으로 고정하 고 횡방향으로 지지 를 설치하 다. 

그림 17. 모형실험체 실험 경

변 계는 그림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간 앙 하 재하 

치, 지간 1/4 치, 고정지 에서 300mm  부분 등 7개의 

치에 설치를 하 다. 그림 19과 그림 20은 강거더에 설치된 

변형률게이지 치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 이 가력되는 

지간 앙, 지 부근, 가로보의 상ㆍ하부 랜지 등 30곳에 설

치하 다. PC패  에는 콘크리트 게이지가 6개 설치되었으

며, 장타설 콘크리트 부분의 철근에도 철근게이지 15개가 

매립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액 이터(Actuator)의 최 용량은 3,500kN 

이며 용된 하 재하방법은 그림 21과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 이터 앞에 가력보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바닥 과 가력보 

사이에는 고무패드를 설치하 다. 최종 괴 도달시 격한 괴 

 사고를 방지하고자 당 0.02mm의 속도로 변 제어방식

(Displacement control)으로 하 을 재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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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변 계 부착 치(단 : mm)

그림 19. 게이지 부착 치(단 :mm)

℄

그림 20. 변 계  변형률 게이지 설치

℄

그림 21. 하 재하방법

그림 22. 가력보 설치

5. 3거더 합성아치 실험결과  분석

그림 23은 3거더 합성아치 모형실험체의 괴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PC패 의 괴는 축방향 압축 괴와 하 가력부의 

일부 지압 괴가 주요한 요인으로 종방향 철근게이지  콘크

리트 표면게이지 측정값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체 인 

괴거동을 살펴보면 지간 앙 강거더 하부 랜지가 제일먼  항

복응력에 도달하며 같은 치에서 가장 큰 처짐이 발생하 다. 

실험체 하 재하시 아치구조물의 특성상 지 부근에 큰 수평력

이 작용하여 일부 지  림 상이 존재한 것으로 악되었으

며, 실험측정결과  일부 하 -변 곡선과 하 -변형률 측정

결과를 그림 24와 그림 25에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a) 실험체 최 하  재하모습

(b) PC패  표면 괴형상

(c) 가력보 주변 괴형상

그림 23. 실험체 괴모습 

①

②
③ ④

(a) 지간 앙 하 재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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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b) 지  300mm  부분

그림 24. 하 -변  곡선 

①

②
③ ④

(a) 지간 앙 하 재하 치

(b) 지간 1/4 치

①

②
③ ④

(c) 지  300mm  부분

그림 25. 하 -변형률 곡선 

그림 24와 그림 25에서 선으로 표시된 직선은 강아치만 

설치된 3거더 아치(Noncomposite)와 3거더 합성아치

(Composite)의 선형탄성아치모델의 유한요소해석결과이다. 

변 계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4번에 걸쳐 변 가 크게 변동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단계로 하 가력을 구분지으면 

1단계는 1,137kN 하 재하까지, 2단계는 1,421kN, 3단계

는 1,568kN, 4단계는 최종가력하 인 1,960kN이다. 그림 

25의 하 -변형률 계측결과를 살펴보면 하 -변 곡선과 같이 

4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림 24와 그림 25의 1단계 하 벨에서 재하하 이 880kN

일 때 콘크리트 슬래 에 기균열이 육안으로 찰되었다. 육안

찰로 균열이 악되기  슬래 는 내부 으로 상당한 균열이 

발생된다는 을 고려한다면 그림 25(a)의 변형률 측정값이 

686kN까지 합성조건의 해석결과와 동일한 기울기로 진 되다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하하 이 1,137kN이 가력되는 순

간 실험체 지 부근에서 큰 소음이 발생되었으며, 변 계  변

형률게이지 부분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조물의 

상태조사  계측결과분석을 토 로 강거더와 PC패 의 상태변

화보다는 고정지 을 구 하기 해 실험실 바닥에 설치된 고정

강 의 갑작스러운 림 상으로 악되었다. 그림 24(b)를 살

펴보면 ①지 에서 지 부근에 0.4mm정도의 갑작스러운 변화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림정도는 매우 작은 값이다.

2단계 구간의 하  1,421kN일 때 그림 24(b)의 지 부근 

변 를 살펴보면 지 ①과는 다른 거동을 보이고 지 부근의 

큰 소음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 림 상은 아니라고 

단되며 1,421kN부근에서 강거더에서 찢기는 소리와 함께 

하 재하 치 가운데 강거더 하부 랜지의 변형률이 항복변형

률(=1,175× 10-6)을 넘어 큰 변 와 함께 거동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421kN에서 일부거더의 항복과 구

조물 체의 거동에 따른 처짐과 변형률의 변화로 단된다.

 3단계 구간의 재하하  1,568kN 가력부근인 ③지 은 ①

지 과 유사한 하 -변 , 하 -변형률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추가 인 지 림 상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

다. 그림 24(b)를 살펴보면  ③지 에서 지 부근에 0.7mm

정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림정도는 1구

간보다 조  큰 값을 보이고 있다. 

4단계 구간의 ④지 은 최종가력하 인 1,960kN을 나타내

고 있다. 지간 앙 거더 하부 랜지에 설치된 모든 변형률게이

지들이 끊어지는 상이 발생되고, 상부 PC패 에는 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균열 벌어짐 상이 발생하 다. 변 제어

방식의 하 재하기법을 사용한 본 실험에 있어서 1,960kN 가

력후 하 의 증가없이 계속 변 의 증가가 발생되어 추가하

을 재하하지 못하 다. 그러므로 본 실험의 괴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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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kN으로 단하 다.

6. 결 론

본 연구는 강- 리캐스트 콘크리트 비합성  합성형 아치교

량의 구조  안 성과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고, 합성형 모형실험체 제작  정 괴실험을 실시하

다. 비합성․합성 모델의 유한요소해석과 정 괴실험결과

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PC패  슬래 가 설치되지 않은 단 강거더 아치의 유한

요소해석결과 강거더 하부 랜지가 항복응력에 도달하는 

항복하 (Pyb)은 292kN이며 비선형 비탄성 유한요소해

석을 통한 극한하 (Pu)은 421kN이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어진 극한하 은 Pi와 Trahair(1996)의 연구결

과(Pu=449kN)와 6% 차이를 나타내었다. 

(2) 4가지 해석모델(단 거더아치, 단 합성거더아치, 3거

더아치, 3거더합성아치)의 정 해석을 실시한 결과로

부터 강거더 하부 랜지가 항복응력에 도달하는 항복

하 (Pyb)은 단 거더 아치는 292kN, 단 합성거더 

아치는 612kN, 3거더 아치는 849kN, 3거더 합성아

치는 1,715kN으로 산정되었다. 비합성 거더와 합성 

거더에 발생되는 항복하 을 비교하면 2배정도의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3거더 아치는 단 거더아치의 항복

하 에 3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PC패 이 설치되지 않고 3개의 강재거더만 설치된 3

거더 아치의 선형유한요소해석결과 항복하 (Pyb)은 

849kN, PC패 이 설치된 3거더 합성아치의 항복하

(Pyb)은 1,715kN으로 산정되었다. 비합성․합성 3

거더 아치의 항복하  차이는 2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 거더 비합성․합성 아치구조물 한 2배의 항복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모형실험체의 정 괴실험을 통해 얻어진 항복하

(Pyb)은 1,421kN이다. 정 탄성해석을 통해 산정된 

결과(Pyb=1,715kN)와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17%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항복하 의 차이는 상 으로 

강성이 작은 콘크리트 슬래 의 조기균열발생으로 인한 

비선형거동이 원인으로 단된다. 이는 변 와 변형률 

측정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간편 탄성정

해석을 통해 산정된 항복하 이 실험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기 해서는 

콘크리트 비선형․비탄성을 고려한 강합성 교량 고차원

해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5) AASHTO LRFD 설계기 (2007)을 용한 모형실험

체 합성단면의 소성모멘트는 지간 앙에서 375kN-m

로 계산되었으며, 일본 설계계산식 모음집 (Kiyoto와 

Takasu, 2004)을 이용한 아치의 앙집 하 으로 

표 하면 1,380kN이다. 이 계산값은 실험을 통해 얻어

진 항복하 (Pyb=1,421kN)  괴강도(Pu=1,960kN)

보다 작은 값으로 본 실험체는 충분한 내하력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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