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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요령은 성능향상 대상 시설물을 상수도 시설물중 지중에 건설된 관로 시설물과 

지하맨홀 구조물에 적용한다.

[해설]

대부분 과거 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시 그 피해가 상수도시설물 중 관로 시

설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급수 및 배수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크게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성능향상대상 시설물을 지

중에 건설되는 관로 시설물과 지하맨홀 구조물에 적용하게 되었다.

2. 상수도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방법은 응답변위법을 우선으로 하고 동적해석법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본 요령에서는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가능하면 간단한 향상식 또는 실험식 등

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시 상수도 시설물의 관로시스템과 같이 매설

된 구조체의 경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해석

방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동적해석과 거의 유사한 해를 주는 응답변위

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지반조건과 구조물의 형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 한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3.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은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지진과 사용목

표수명을 고려한 지진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진은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규정하는 설계지진으로 할 수 있

다. 한편, 기존구조물의 경우 사용목표수명은 일반적으로 신설구조물의 향상설계수

명에 비하여 짧아 사용목표수명 중에 경험하게 될 지진세기는 신설구조물이 향상설

계수명내에 경험하게 되는 지진세기보다 작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내진성능 향상

기준지진은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구조

물의 사용목표수명이 신설구조물의 향상설계수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더라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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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내진보강을 하여 신설구조물의 향상설계수명과 동등한 정도의 사용수명을 기

대하는 경우에서는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은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지진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목표수명의 정량적인 판단근거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

라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이의 판단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요령의 내용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요령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나.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

다.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1999.7 국토해양부)

라.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향상요령

[해설]

본 요령에서는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성능 향상과 관련하여 본 요령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1999)],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1999)]의 관련규정을 적용하

여 향상하여야 한다.

6. 지반액상화 내진성능 향상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향

상요령]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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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령의 구성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2. 내진성능 향상기준 지진과 향상 절차

3. 내진성능 향상방법

4. 부록 A. 내진성능 향상 예제 (분절관)

5. 부록 B. 내진성능 향상 예제 (연속관)

6. 부록 C. 내진성능 향상 예제 (지하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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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의

  본 요령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1999. 8. 환경부], 내진설계 기준 준칙[1998. 2., 국토해양부], 콘크리트구조설계

기준[1999. 7. 국토해양부]에 따르고 이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아래의 정의를 따

른다.

1. 가속도 계수(acceleration coefficient, A) : 구역계수(Z)에 지진위험도 계수(I)

를 곱한 값(무차원량)

2. 고유주기(natural period) : 자유진동하는 구조물의 진동이 반복되는 시간 간격

(sec)

3. 고유 진동수(natural frequency) : 감쇠효과가 무시된 구조물의 자유진동에서 시

간당 발생 진동수(Hz)

4. 기능수행수준 : 설계지진 작용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변형이나 손상은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되는 성능수준

5. 내진그룹 : 상수도의 내진성능 성능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상수

도의 지진도, 위험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나눈 그룹

6. 내진등급(seismic importance level) :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내진

설계상의 등급

7. 내진성능 상세향상 : 상수도의 구성부재가 내진성능 향상기준 지진에 대하여 소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향상하는 2단계 향상

8. 내진성능 예비향상 : 상수도의 내진그룹화를 위하여 개략적으로 수행되는 1단계 

향상

9. 내진성능 향상기준 지진 : 기존 상수도의 내진성능을 향상하는 경우, 지진하중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진

10. 파괴방지수준 : 설계지진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상당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과 범위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또는 구조

물이나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 될 수 있는 

성능 수준

11. 사용목표수명 : 내진성능 향상 대상 구조물의 향후 목표로 하는 사용수명 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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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수 및 (내진)보강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향상된다. 시설관리주체의 

시설물사용계획에 따라 설정

12. 사용목표수명등급 :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의 지진세기를 산출하는 경우, 사용목

표수명을 용이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나눈 등급

13. 위험도계수(I) : 500년 재현주기를 기준으로한 지진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계수

(무차원량)

14. 응답수정계수(response modification factor) : 탄성해석으로 구한 각 요소의 내

력으로부터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수정계수

15.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 어떤 일정한 감쇠비를 가진 구조물의 고유주

기나 진동수에 따른 지진의 최대응답을 나타낸 그래프

16. 재현주기 : 강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강도

와 발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어떤 크기의 연최대치가 몇 

년에 한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한 연수

17. 지반계수(site coefficient) : 지반상태가 탄성지진응답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

영하기 위한 보정계수

18. 지반종류(soil profile type) : 지진시에 지반의 진동특성에 따라 공학적으로 분

류하는 지반의 종류

19. 지진구역계수(zone factor, Z) : 각 지진구역에서의 평균 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하는 지진지반운동의 최대지반가속도값을 중력가속도(g)로 나눈 값(무차원량)

20.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의 지반

가속도로 가속도계수에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정의(m/s2)

21. 탄성지진응답계수(elastic seismic response coefficient) : 모든 스펙트럼 해석

법에서 지진하중을 구하기 위한 무차원량

22. 향상설계수명 : 사용목표수명등급을 향상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명으로서 잠정

적으로 100년 내구년한으로 정의

23. 평균 재현주기(mean return period) : 어떤 크기나 특성을 가진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시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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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과 향상 절차

2.1 일반사항

1. 내진성능 향상은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1999)]와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에 따른다.

[해설]

상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현재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정적

으로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1999)]와 [내진설계기준연

구(국토해양부, 1997)]를 기준으로 내진성능 향상을 수행한다.

2.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은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1999)”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해설]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은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

부,1999)”에서 규정하는 설계지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시설의 경우의 사용

목표수명은 일반적으로 신설구조물의 향상설계수명에 비하여 짧아 사용목표수명 중

에 경험하게 될 지진세기는 신설구조물이 향상설계 수명내에 경험하게 되는 지진세

기보다 작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상시설물의 사

용목표수명이 신설시설물의 평가설계수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더라도 보수 또는

내진보강을 하여 신설시설물의 평가설계수명과 동등한 정도의 사용목표수명을 기대

하는 경우에서는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은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지진으로 하여야 한

다. 사용목표수명의 정량적인 판단근거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

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이의 판단은 시설물관

리 주체의 시설물 사용계획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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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진위험도

2.2.1 설계지반운동

1. 지진구역은 2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각 지진구역별로 구역계수를 설정한다. 

[해설]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에서는 지진구역은 해설표 2.2.1과 같이 2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각 지진구역에서의 평균재현주기 500년의 지진지반운동에

해당하는 구역계수는 해설표 2.2.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령에서도 이

를 따르고 있다. 단, 해설표 2.2.1의 지진구역에서 구분된 행정구역의 경계를 통과하

는 향상대상 구조물에는 상위 지진구역계수를 적용한다.

2. 설계지진계수는 지진에 의한 지반진동의 강도를 나타낸 설계가속도를 의미한다.  

[해설]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에서는 신설구조물의 소요성능은 [기능수행

수준]과 [파괴방지수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 시설물의 내진

등급 및 성능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재현주기를 갖는 지진을 설계지진으로 하여 소

요성능을 향상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서는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진세기에 대하여 동일한 성능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재현주기

가 다른 지진의 설계지진계수는 해설표 2.2.3의 위험도계수를 지진구역계수에 곱하

여 계산한다. 한편, 지중 구조물의 설계지진계수는 지진해석시 기반면에서의 설계수

평지진계수( K'
h )와 지표면에서의 설계수평지진계수( Kh)를 사용하며 대상깊이의

설계수평지진계수는 지표면과 기반면의 설계수평지진계수를 직선 보간하여 구하도

록 한다. 기반면이라 함은 전단파속도 Vs = 1500m/s 이상의 경암 수준정도를 의미

하며 개략적으로 30～40m의 심도에 해당되나, 지반조사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

각 등급과 성능수준에 따른 기반면의 설계수평지진계수는 다음의 해설표 2.2.4와 같

다. 상수도 매설관로의 경우 내진 1등급의 구조물로 규정하므로 지진구역Ⅰ에서 기

능수행수준으로는 0.063 파괴방지수준으로는 0.154의 값을 사용한다. 지표면의 설계

수평지진계수는 기반면의 수평지진계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결정되나 지반의 종류에

따라 지진계수 Ca (해설표 2.2.5 참고)와 Cv(해설표 2.2.6 참고)로 세분화된다. 수평

지진계수는 다음식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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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C a․I 해설식(2.1)

여기서, C a : 지진계수

I : 지진위험도계수

지진계수 결정을 위한 지반 종류는 다음 해설표 2.2.7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다.

각 내진 성능수준과 지진구역에 따른 지표면의 설계수평지진계수의 값은 해설표

2.2.8과 같으며 심도에 따른 설계수평지진계수는 해설그림 2.2.1과 같다.

해설표 2.2.1 지진구역 구분

지진구역 행정구역

I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

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

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II 도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해설표 2.2.2 지진구역계수(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지진구역 Ⅰ Ⅱ

구역계수, Z 0.11 0.07

해설표 2.2.3 지진 위험도계수

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위험도계수, I 0.40 0.57 0.73 1.0 1.4 2.0



- 9 -

해설표 2.2.4 기반면의 설계수평지진계수 ( K'
h )

구 분

1등급

기능수행(100년) 파괴방지(1000년)

Ⅰ Ⅱ I II

설계 수평지진계수 0.063 0.040 0.154 0.098

해설표 2.2.5 지진계수 (Ca)

지반 종류
지진구역

I II

SA 0.09 0.05

SB 0.11 0.07

SC 0.13 0.08

SD 0.16 0.11

SE 0.22 0.17

해설표 2.2.6 지진계수 (Cv)

지반 종류
지진구역

Ⅰ Ⅱ

SA 0.09 0.05

SB 0.11 0.07

SC 0.18 0.11

SD 0.23 0.16

SE 0.3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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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2.2.7 지반의 분류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상부 30.480m 에 대한 평균지반 특성

전단파 속도

(m/sec)

표준관입시험

N(blow/foot)

비배수전단

강도(kPa)

S A 경암지반 1500 초과

- -
S B 보통암지반 760 - 1500

S C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360 - 760 > 50 >100

S D 단단한 토사지반 180 - 360 15 - 50 50 - 100

S E 연약한 토사지반 180 미만 < 50 < 50

S F 부지 고유의 특성향상이 요구되는 지반

해설표 2.2.8 지표면의 설계수평지진계수 ( Kh )

지반

종류

1 등급

기능수행(100년) 파괴방지(1000년)

Ⅰ Ⅱ Ⅰ Ⅱ

SA 0.051 0.029 0.126 0.070

SB 0.063 0.040 0.154 0.098

SC 0.074 0.046 0.182 0.112

SD 0.091 0.063 0.224 0.154

SE 0.125 0.097 0.30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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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기반면

9

Z u, ZB : 구조물 윗부분, 아랫부분까지 깊이

H : 기반면까지 깊이

Kh, Kh1, Kh2, Kh9 : 각 깊이에서 지반강성계수

해설그림 2.2.1 심도에 따른 수평지진 계수

2.2.2 응답스펙트럼

1. 응답스펙트럼은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응

답스펙트럼으로 한다.

[해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과 [도로교 설계기준]의

것이 상이하다. 본 요령에서는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를 상위개념으

로 채택하고 있어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의 설계응답스펙트럼(5% 감

쇠비)을 사용하도록 한다. 5% 감쇠비에 대한 표준응답스펙트럼은 해설그림 2.2.2와

같다.

2. 감쇠 효과에 설계응답스펙트럼의 감소는 감쇠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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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그림 2.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감쇠비가 5%의 경우이다.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성상태의 감쇠를 일반적으로 5% 정도로 향상하고 있으

므로 [기능수행수준]과 같이 탄성상태의 성능을 향상하는 경우에는 이 설계스펙트

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설관로 시설물과 같이 비선형 거동특성을 보이

는 경우에는 이력에 의한 감쇠가 크게 증가되므로 5% 감쇠비의 설계응답스펙트럼

을 이용하여 내진성능을 향상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력에 의한 감쇠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감소된 응답스펙트럼

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력에 의한 감쇠비와 감소 응답스펙트럼은 항을 따르도록 한

다 .

지표면 가속도계수,

Ts
T0

I Ca

I Cv  / T

2.5 I Ca

                               A=I Ca

Ts = Cv / 2.5 Ca

To = 0.2 Ts

최
대

응
답

가
속

도
(g

)

주기 (초)

해설그림 2.2.2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감쇠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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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소요내진성능

1. 내진등급

가. 상수도 시설은 그 기능의 중요도와 지진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영향범위를 고

려하여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분류한다.

나. 상수도 시설을 구성하는 관로 및 구조물 중 상류에 위치하는 상수도 시설중 상

류에 위치하는 시설, 도수 관로, 대체시설이 없는 송․배수 간선시설, 중요시설과 

연결된 급수 공급 관로, 복구 난이도가 높은 환경에 놓이는 시설, 지진 재해시 긴

급 대처 수립 거점 시설, 중대한 2차 재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은 시설은 주로 내진 1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내진 2등급으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진등급 분류는 해설표 2.2.9를 참고로 하되, 수도사업자가 시설 및 기능의 중

요도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설]

구조물의 등급은 내진 특등급,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으로 구분된다. 내진 특등

급 구조물은 지중 구조물 중에서 특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특별히 지정되

는 구조물로 긴급구조와 구호, 국방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구조물이다. 내진 1등급

구조물은 구조물이 피해를 입으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고 내진 2등급 구조물은 그 외의 일반적인 구조물이다.

따라서 상수도 시설물의 매설관로는 주로 내진 1등급 구조물에 속하며 일반적인지

중구조물의 내진 등급은 해설표 2.2.9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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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2.2.9 구조물별 내진등급

구조물 종류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

주거․문화

시설

지하박물관, 지하음악당,

도서관, 지하상가,

위락시설

지하사무실, 스포츠센터

교통시설 지하철, 철도․도로시설 지하주차장, 지하보도

라이프라인

시설

가스․석유 수송시설,

상수도, 전력․통신관로
하수도, 도수터널

산업시설

식수․정수처리장,

지하발전시설,

핵폐기물 처리시설

폐하수처리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에너지

저장시설

전력시설, 전기공급시설,

열저장․지역냉난방공급시설,

지하원유․LNG․LPG 비축시설

곡물․식품저온 저장소,

수산물 냉장․냉동 저장소,

압축공기저장시설

방어시설
지하대피소, 지휘․통신시설,

군사기지, 해안방어기지

2. 성능수준 및 지진강도

가. 기존 상수도 매설관로의 소요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수준]과 [파괴방지수준]

으로 한다.

[해설]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에서는 상수도 매설관로의 내진성능은 [기

능수행수준]과 [파괴방지수준] 2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기능수행수준은 설계지진 작

용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변형이나 손상은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파괴방지수준은 설계지진 작용시 구조물이

나 시설물에 상당한 변형이나 손상은 발생하지만 그 수준과 범위는 구조물이나 시

설물이 붕괴되거나 또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피해가 초

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나. 성능향상에 이용하는 지진강도는 상수도 매설관로의 내진등급과 성능수준에 따

라 설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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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에서는 상수도 매설관로의 내진등급별, 내진

성능 목표에 따라 해설표 2.2.10와 같은 설계지진강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구조물

의 내진성능 향상에서도 동일한 지진강도를 적용한다.

해설표 2.2.10 내진성능 목표

재현주기 성 능

수 준

기능수행 파괴방지

50년 2 등급

100년 1 등급

500년 2 등급

1000년 1 등급

3. 사용목표수명등급 및 지진세기

가.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은 목표 사용수명동안 내진성능 

향상 기준지진의 발생확률이 동일 등급의 신설 구조물이 향상설계수명동안 경험할 

수 있는 설계지진의 발생확률과 동일하도록 결정한다.

[해설]

현재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

기는 구조물의 등급별로 주어져 있다. 년평균발생확률은 이 평균재현주기의 역수로

정의된다. 현행 설계개념은 설계지진하에서 구조물이 붕괴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

를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설계된 구조물에 최대가능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붕괴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구조물의 수명기간동

안 손상 또는 붕괴할 확률은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본 내진

성능 향상기준에서는 아직 그 타당성이 완전하게 입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잠정적

으로 목표사용수명동안 지진을 경험할 확률을 고려하는 개념을 다음 식에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한다.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의 년평균발생확률×목표사용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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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지진의 년평균발생확률×향상설계수명) 해설식(2.2.2)

나. 사용목표수명은 향상설계수명에 대한 비(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에 따라 다

음과 같이 3개등급으로 구분한다.

(1) 1/2 이상 

(2) 1/2-1/4

(3) 1/4 이하

[해설]

내진성능 향상에 있어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의 사용목표

수명을 효율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의 향상설계수명의 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의 평균재현주기는 해설표 2.2.11과 같다.

다.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의 지진세기는 사용목표수명등급에 따라 평균재현주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는 해설표 2.2.12와 같다.

해설표 2.2.11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비에 따른 성능수준 향상기준지진의 평균재현주기

성능 수준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의 비

7/10이상 3/10 - 7/10 3/10 이하

기능수행 수준 100 년 70 년 50 년

파괴방지 수준 1000 년 700 년 500 년

해설표 2.2.12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 비에 따른 내진등급 향상기준지진의 평균재현주기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 비

1/2 이상 1/2-1/4 1/4 이하

1등급 1000년 500년 250년

2등급 500년 250년 1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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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가속도계수

가.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의 가속도계수(A)는 지진구역계수

(Z)와 지진위험도계수 (I)의 곱으로 정의한다.

나. 지진구역계수(Z)는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른다.

[해설]

지진구역계수(Z)는 2.2.1절의 (2)항의 해설표2.2.2와 같다.

따라서,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I)를 계산하면 해설

표 2.2.14와 같다

다.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위험도계수(I)는 내진설계기준연구(건교부, 1997)에 

제시된 값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해설]

지진위험도계수는 재현주기 500년 설계지진의 가속도계수에 대한 특정재현주기의

설계지진의 가속도계수의 비로서 해설표2.2.13과 같이 정의된다.[내진설계기준연구

(건교부, 1997)]

해설표 2.2.13 선형보간에 의한 지진 위험도계수 (I)

재현주기 (년) 50 100 200 500 1000

위험도계수, I 0.4 0.57 0.73 1.0 1.4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I) 는 표 2.2.14와 같다.

해설표 2.2.14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 (I)

내진등급
목표사용수명/향상설계수명 비

1/2이상 1/2-1/4 1/4이하

1등급 1.4 1.0 0.78

2등급 1.0 0.78 0.6

라.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 비에 따른 가속도계수(A) 는 해설표 2.2.15 및 해설

표 2.2.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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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진구역계수(Z)와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I)를 곱

하여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비에 따른 가속도계수(A)를 계산한 것이다

해설표 2.2.15 지진구역Ⅰ에서의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 가속도계수(A)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

1/2 이상 1/2-1/4 1/4 이하

1등급 0.15 g 0.11 g 0.08 g

2등급 0.11 g 0.08 g 0.07 g

해설표 2.2.16 지진구역 I, II 에서의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 가속도계수(A)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향상설계수명

1/2 이상 1/2-1/4 1/4 이하

I구역
기능수행수준 0.11 g 0.055 g 0.028 g

파괴방지수준 0.154 g 0.077 g 0.039 g

II구역
기능수행수준 0.07 g 0.035 g 0.018 g

파괴방지수준 0.098 g 0.049 g 0.02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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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진성능 향상절차

1.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 향상절차는 그림 2.3.1과 같다.

2. 내진성능 향상은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역학적으로 타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주)[내진성능 평가 요령]에 의한다.

보강 구조 요소 선정

내진성능향상

방법 검토

구조요소에 의한

내진성능 향상

지진보호장치에

의한 내진성능 향상

내진성능

재평가
*내하력향상?

YES

NO

내진성능 향상 설계 내진성능 향상 설계

병 행합리적인가?
NO

소요성능만족?

주) 구조요소 내진성능 향상

YES YES

내진성능

향상 수행

내진성능

향상 수행

* 내진성능 향상작업에 의하여 내하력 향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진하중을 다시 산정하여 구조요소별 내진

성능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림 2.3.1 내진성능 향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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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내진성능 향상방법

3.1 일반사항

  내진성능 향상의 주요 목표는 내진성능 평가에서 지진에 대한 강도가 약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보강 혹은 교체를 통하여 구조피해를 방지 하는 것이다.

  기능수행수준과 파괴방지수준 각각에 대하여 성능향상이 필요하다.

  상수도 시설의 내진성능 향상은 재해 시 급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내진성능 평

가를 해야 하며 저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 도수․배수․송수간선 및 배수지 등 

기간 시설의 내진성능 강화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하지만,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더라도 단수 등으로의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해 설]

본 향상 요령의 대상시설물은 지중에 매설되는 상수도 관로 및 맨홀 구조물에 적

용한다.

지중의 상수도 특성상 성능향상 방법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방법만이 적용가능

하다. 즉, 내진성능 평가에 따라 관체에 발생되는 응력에 대해 불안정한 경우는 내

진구조성능이 보다 우수한 관으로 교체하는 방법과 신축이음부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혹은 신축이음부에 발생되는 신축량이 과도한 경우는 신축이음종류의 교체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관로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과 전체보수공법에 의한

내진성능 향상방법이 있다.

지상에 건설되는 취수탑, 정수지, 침전조 등의 시설물은 일반적인 지상 구조물에

적용되는 내진성능 향상 방법을 적용한다.

지중의 맨홀 구조물은 일반적인 지하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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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조사 및 정리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상수도 시설물 관련 직접정

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시설물의 

여건, 시설물 주위의 환경적 여건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1. 일반사항 조사

가. 시설물의 규모, 위치, 관리기관 등을 조사한다.

나. 시설물이 위치한 지진구역, 내진등급 및 지반조건 등을 조사한다.

다. 준공년도, 준거시방서, 내진설계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2. 설계도서 조사

가. 상수도관의 재질, 관경, 신축이음 유무 및 각 구성부재의 제원 등을 조사한  

다.

나. 노면계획 평면도, 종단도, 횡단면도, 지반지질도, 밸브위치 등을 조사한다.

다. 보수․보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요인을 조사한다.

   

3. 현장조사

가. 현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나. 중요 연결시설물, 주변현황 등을 조사한다.

4. 환경조사

가. 재료 및 제원의 특성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조사한다.

나. 지진 외적인 보수․보강계획 등을 확인한다.

다. 주변 이용현황,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의 중요도 또는 특이사항  등

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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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수도관로의 내진성능 향상방법

3.3.1 관체 교체방법

1. 공법개요

  지중에 매설되는 상수도관로는 내진성능 평가에서 관체에 발생한 응력이 과도하여 

관체의 내진 안정성이 불안전일 경우, 혹은 관체의 신축변형량이나 변형률이 과도

한 경우에 구조적 성능이 우수한 관체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2. 교체 방법

가. 지중 매설 상수도 관로에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응력이나 변형량, 변형률이 과

도하여 관체를 교체함에 있어서는 우선 신축이음 교체 혹은 신축 이음의 추가에 

대하여 시공성과 안정성, 경제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나. 관체 교체에 있어서 관경, 두께 등에 대해 내진 안정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제원

의 관체를 선정한다.

다. 기존 분절관의 경우 관체 발생응력에 대한 안정성과 관체의 신축 이음량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제원의 관체를 선정하여 교체한다.

라. 연속관의 경우 관체 발생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제원

의 관체를 선정하여 교체한다.

3.3.2 신축이음 종류의 변경

1. 공법개요

  상수도관에 적용하는 신축이음 종류에는 관체 발생 변형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가 있다.

  기존 적용된 신축이음이 허용할 수 있는 측방향 변형량과 부등침하량, 변형율이 지

진에 의한 변형보다 적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진에 의한 관체 변형특성에 

적합한 신축이음을 적용하여 교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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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시 검토사항

가. 축방향 신축 이음량

나. 굴절 변형량

다. 신축 변형 발생 방향

라. 관체 종류 및 특성

3.3.3 신축이음의 추가 설치

1. 공법개요

  관로에 설치된 신축이음의 간격이 큰 경우, 지진에 의한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제

어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 신축이음의 중간부에 신축이음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진에 의한 관체 발생응력 및 변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공법

이다.

2. 신축이음의 설치 요점

  신축이음은 관내 유체나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관의 신축을 흡수하고, 지반의 부등

침하에 의한 관응력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제수밸브, 곡관, T형관 그리고 각종 스탠드 설치개소, Thrust Block 설치개소 등에 

지진이 일어나면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전후에는 반드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야 한다.

3. 설계시 검토사항

가. 축방향 신축 이음량

나. 굴절 변형량

다. 신축 변형 발생 방향

라. 관체 종류 및 특성

4. 신축이음의 종류

  다음에 대표적인 신축이음의 특성과 적용범위를 나타낸다.

가. Dresser형 신축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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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형으로서, 관의 굴절에 대한 허용량이 큰편이며 

허용신축량도 90～140mm 정도로서 강관의 관로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구조가 간

단하여 취급 및 시공이 용이한 이점이 있다.

볼트

지관
외관

고무륜
신륜

그림 3.3.1 Dresser형 신축이음

나. Telescopic형 신축이음

   강관의 접합부를 통로로하여 신축관과의 사이에 넣고 보올트로 조여 접합하는 형

식으로서, 신축 이동 거리는 120～200mm에 달하나 굴절에 대한 허용량은 적다.

Rubber packing
볼트

그림 3.3.2 Telescopic형 신축이음

다. Victaulic형 신축이음

   관의 굴절에 대한 허용량이 매우 크나, 신축허용 길이가 0～6mm로서 작은편이며 

플랜지 접합법과 같이 항구나, 해상에서 용접이 불가능한 경우 및 공사용배관으로 

단기간에 관을 철수하는 경우의 접합용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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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륜
그림 3.3.3 Victaulic형 신축이음

라. 벨로우즈형 신축이음

   신축방향과 상하, 좌우의 3방향의 움직임을 흡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수관교(水

管橋), 복월(伏越), 기타지반이 연약하여 부등 침하의 위험이 큰 곳 등에 사용하

면 효과적이나 가격이 비싸다.

벨로우즈

보강링 아암(arm)

플랜지

그림 3.3.4 벨로우즈형 신축이음

3.3.4 부분보수공법

 상수도 관로의 성능이 부분적으로 저하되어 내진에 대한 안정성에 취약한 경우에 

부분 보수에 의하여 내진에 대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

으로는 C.P.L공법, SEALING공법, Snap Lock공법이 있으며, 제시된 공법을 최저기준

으로 현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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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L 공법

가. 장애물 제거

   관거내에 CCTV 카메라를 투입하여 관내상황을 조사하고, 시공에 방해가 되는 장

애물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나. 사용재료

   C.P.L 공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유리섬유 MAT, Stainless, Steel, HARZ 2000 

(FRP수지), 박리용 비닐 등이며 재료의 특성 및 품질,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유리섬유 MAT

 - 유리섬유 MAT는 Roving Cloth와 Chopped Stand Mat를 겹쳐서 Binder로 접착시킨 

제품으로 폭 1M, 길이 30m의 Roll로 되어 있으며, 사용시 관경별로 절단하여 사

용한다. 관경별 유리섬유 MAT의 치수는 표 3.3.1과 같다.

관경(㎜) 폭(㎜) 길이(㎜) 사용매수 관경(㎜) 폭(㎜) 길이(㎜) 사용매수

200 400 700 2 450 400 1,500 3

250 400 850 2 500 400 1,650 3

300 400 1,000 2 600 400 1,950 3

350 400 1,150 2 700 400 2,250 3

400 400 1,350 2

표 3.3.1 관경별 유리섬유 MAT 치수

 - 재질은 불연성으로 내열, 내화성, 내식성이 우수한 물질로 표 3.3.2와 같은 성

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항 목 단 위 물리특성 비고

인장강도 MPa 10～20

최신신장율 % 3～4

연화온도 ℃ 840

탄 성 율 MPa 740

표 3.3.2 유리섬유 MAT 재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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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inless Steel Sleeve

   오, 폐수등에 대하여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HARZ 2000

 - 유리섬유에 함침시키는 약제로는 HARZ 2000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제와 경화제는 

0.42:0.58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 관경별 소요량(주제+경화제)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보수폭 400mm 기준)

관 경

(㎜)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소요량

(kg)
1.0 1.5 1.5 1.5 2.0 2.5 2.5 3.0 3.0

표 3.3.3 HARZ 2000 관경별 소요량

 - 재질은 내식성, 화학적 안전성이 높고, 무해하여(상수도용도 가능) 특히, 습한 

표면에도 접착성이 강하며 표 3.3.4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등이

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항 목 단위 물리적 특성 비고

인장강도 MPa 17.04

압축강도 MPa 6.80

인장전단 접착강도 MPa 0.82

굴곡강도 MPa 3.80

표 3.3.4 HARZ 2000 물리적 특성

다. 시공순서

   C.P.L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준비공

   작업차의 배치, 환기, 산소농도측정, 윈치설치등을 한다.

(2) 세정공

   고압세정차를 사용하여 관내를 세정, 청소한다. 단, 퇴적물이 많을 경우에는 별

도 시행한다.

(3) CCTV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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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시 카메라를 사용해서 보수개소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보수범위를 결정

한다.

(4) 내면보수공

 - 필요한 관경의 Packer를 준비하고 공기가 새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 관경에 맞는 유리섬유 Mat, Stainless Steel Sleeve, 박리용 비닐을 준비한다.

 - 재단된 유리섬유 Mat에 FRP수지인 HARZ 2000의 A액과 B액을 적정비율로 충분히 

혼합시킨 후 골고루 스며들게 충분히 도포하여 고르게 퍼지게 하기 위해 밀대질

을 한다.

 - Packer를 작업대에 놓고

첫째 : 박리용 비닐을 감아 양쪽 끝을 끈으로 묶는다. 다음으로 재단된 박리용비

닐에 크림을 바른다.

둘째 : 박리용 비닐 위에 Stainlees Steel Sleeve를 감아 고정 시킨다.

셋째 : HARZ 2000을 함치시킨 유리섬유 MAT를 감아 붙인다. (끝부분이 윗쪽에 위

치하도록 한다.)

 - 내면보수재가 감긴 Packer를 원치를 사용해서 맨홀내에 내린다음 TV카메라를 

Packer에 연결하여 TV카메라로 유도하면서 보수지점에 정착한다.

(5) 경화관리

   TV카메라로 감시하면서 Packer에 공기를 정확히 계기를 사용하여 조정하면서 주

입하고, 공기압과 경화시간(약45분)을 관리한다. 경화가 종료되면 Packer 공기

를 빼고 철거한다.

(6) CCTV조사-2

   TV카메라로 보수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7) 보고서 작성

   본 공법에 필요한 보고서에는 직시 및 측시 촬영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한 사진은 위 “다”항 및 “바”항에서 촬영

(8) 기타

   관내 장애물(부착몰탈, 콘크리트, 돌출관, 나무뿌리, 타관 등)이 있을 시는 

Cutter를 TV카메라로 유도하여 장애물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한 후 보수공에 

임해야 한다.

2. P.L공법(Point 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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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재료

   PL 공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유리섬유MAT, HARZ 2000(FRP수지), 박리용비닐 등

이며 재료의 특성 및 품질,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유리섬유 MAT

 - 유리섬유 MAT는 Roving Cloth와 Chopped Stand Mat를 겹쳐서 Binder로 접착시킨 

제품으로 폭 1m 길이 30m의 Roll로 되어 있으며, 사용시 관경별로 절단하여 사

용한다. 관경별 유리섬유 MAT의 치수는 표 3.3.1고 같다.

 - 재질은 불연성으로 내열, 내화성, 내식성이 우수한 물질로 표 3.3.2와 같은 성

질을 같고 있어야 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물질이어야 한다.

(2) HARZ 2000

 - HARZ 2000은 시공목적에 맞도록 연구개발 되었으며, 물과 화합하는 친수성이 있

어 수중에서 접착 경화되는 특수 재료이며 주제와 경화제는 0.42:0.58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 관경별 소요량(주제+경화제)은 표 3.3.3과 같다. (보수폭 400mm 기준)

 - 재질은 내식성, 화학적 안전성이 높고, 무해하여(상수도용도 가능) 특히, 습한 

표면에도 접착성이 강하며 표 3.3.4와 같은 물성을 갖고 있으며, 동등이상의 것

을 사용해야 한다.

나. 시공순서

   PL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준비공

   작업차의 배치, 환기, 산소농도측정, 윈치설치등을 한다.

(2) 세정공

   고압세정차를 사용하여 관내를 세정, 청소한다. 단, 퇴적물이 많을 경우에는 별

도 시행한다.

(3) CCTV조사-1

   측시 카메라를 사용해서 보수개소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보수범위를 결정

한다.

(4) 내면보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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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관경의 Packer를 준비하고 공기가 새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 관경에 맞는 유리섬유 Mat, 박리용 비닐을 준비한다.

 - 재단된 유리섬유 Mat에 FRP수지인 HARZ 2000의 A액과 B액을 적정비율로 충분히 

혼합시킨 후 골고루 스며들게 충분히 도포하여 고르게 퍼지게 하기 위해 밀대질 

한다.

 - Packer를 작업대에 놓고

첫째 : 박리용 비늘을 감아 양쪽 끝을 끈으로 묶는다. 다음으로 재단된 박리용비

닐에 크림을 바른다.

둘째 : HARZ 2000을 함침시킨 유리섬유 MAT를 감아 붙인다(끝부분이 위쪽에 위치

하도록 한다.).

 - 내면보수재가 감기 Packer를 원치를 사용해서 맨홀내에 내린다음 TV카메라를 

Packer에 연결하여 TV카메라로 유도하면서 보수지점에 정착한다.

(5) 경화관리

   TV카메라로 감시하면서 Packer에 공기를 정확히 계기를 사용하여 조정하면서 주

입하고, 공기압과 경화시간(약120분)을 관리한다. 경화가 종료되면 Packer 공기

를 빼고 철거한다.

(6) CCTV조사-2

   TV카메라로 보수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7) 보고서 작성

   본 공법에 필요한 보고서에는 직시 및 측시 촬영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한 사진은 위 “(3)”항 및 “(6)”항에서 촬영

(8) 기타

   관내 장애물(부착물탈, 콘크리트, 돌출관, 나무뿌리, 타관등)이 있을시는 Cuter

를 TV카메라로 유도하여 장애물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한 후 보수공에 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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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ALING 공법

  사용되는 약품 케미칼 그라우트 5610은 5612, 물과 혼합하여 젤타입의 발포제를 형

성하여 물과 혼합액이 정화되기 전에 토립자 공극사이에 스며들며 고무 형태의 방

수층이 형성되며 탄성을 가진다.

가. 사용재료

   SEALING 공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Scotch Seal TM Chemical Grout 5600, 5610등

이며 재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케미칼 그라우트 5600

 - 친수성 수지이어야 하며 물과의 반응력이 뛰어나고 습기 젖은 콘크리트와의 접

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 5600의 물과 반응 시간은 1분 3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수지는 균열부 충진 후 재진동에 의한 재균열 방지를 위하여 경화후 형성된 

Foam의 신축율(Elongation)이 800%이상이어야 한다.

 - 수지 경화시 용제(솔벨트)는 모두 휘발되어 고형분만 남게되어야 하며 85%이상

의 폴리머를 가져야 한다.

 - 경화된 Foam은 무독성이여야 하며 식수접촉부위에 사용도 가능하여야 한다.

(2) 케미칼 그라우트 5610

 - 친수성 수지이어야 하며 물과의 반응력이 뛰어나고 습기 젖은 콘크리트와의 접

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 수지 경화시 용제(솔벨트)는 모두 휘발되어 고형분만 남게되어야하며 85% 이상

의 폴리머를 가져야 한다.

 - 물과의 반응이 1:1에서 1:15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1:1～1:4까지는 Foam이 형성

되어 인장강도를 갖고 1:5～1:15까지는 Gel을 형성, 방수층이 되어야 한다.

 - 경화된 Gel은 무독성이어야 하며 식수접촉부위에 사용도 가능하여야 한다.

나. 시공순서

   SEALING 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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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공

   작업차의 배치, 환기, 산소농도측정, 윈치설치등을 한다.

(2) 세정공

   고압세정차를 사용하여 관내를 세정, 청소한다. 단, 퇴적물이 많을 경우에는 준

설공을 별도 시행한다.

(3) CCTV조사-1 및 보수

 - 측시 카메라에 무인 보수기(PACKER)를 일체시켜 보수개소별 정확한 위치를 확

인, 무인 보수기를 보수위치에 정확히 놓는다.

 - 무인보수기의 양 끝을 1차 팽창시킨 후 2차로 중앙부를 팽창 시킨 후 약액을 주

입하여 관외부에 방수층을 형성한다.(경화시간 : 약 1분)

 - 약품 주입후 완벽한 보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수부위의 수밀검사를 시행한다.

 - 수밀검사시 아무런 이상이 없을 시 무인 보수기 및 측시 카메라를 철거한다.

(4) CCTV조사-2

   TV 카메라로 보수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5) 보고서 작성

   본 공법에 필요한 보고서에는 직시 및 측시 촬영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한 사진은 위 "(3)"항 및 "(4)"항에서 촬영

(6) 기타 

   관내 장애물(부착몰탈, 콘크리트, 돌출판, 나무뿌리, 타관등)이 있을시에는 

Cutter를 TV카메라로 유도하며 장애물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한 후 보수공에 

임해야 한다.

4. Snap Lock FRP 내면 복합부분보수 공법

  Snap Lock FRP 내면복합보수공법은 한 대의 탑재장비로 Snap Lock공법, FRP내면보

수공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보수공법이다. 관 파손, 이음부 이완, 불명수 

유입 등을 보수할 경우 Snap Lock공법을 사용한다. Snap Lock공법은 원통형 특수 

스테인리스의 외면에 수팽창 고무슬리브를 부착하여 자주식 보수기계 로봇을 파손

된 관 벽에 이동시켜 가압․밀착하여 보수하는 공법이다.

  이음부 파손, 이음부 어긋남 등 비교적 단차가 큰 경우에는 FRP 내면보수공법은 에

폭시수지를 함침시킨 유리섬유 재료를 보수기재에 감아 보수대상에 이동 시킨 후 



- 33 -

압출공기로 밀착시킨 후 경화하는 공법이다.또한 수밀성 및 강도 보완이 요구될 때 

Snap Lock FRP 내면복합보수공법을 사용한다. Snap Lock FRP 내면복합보수공법은 

Snap Lock 슬리브에 유리섬유를 함침시켜 보수함으로써 우수한 지수효과와 빠른 시

공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에 Snap Lock FRP 내면복합 보수공법 개요도를 나타내었

다.

 

중앙제어

* 수밀시험시 자동공기주입

* CCTV 촬영시 자동이송

* 촬영후 녹화, 편집으로 자료저장

* 보수시 자동으로 관경별 일정량 공기

주입, 자동차단장치

* 보수지점을 모니터로 식별 후 보수

Snap Lock 보수

* 관 파손, 침입수, 균열 등 보수

Snap Lock FRP내면복합보수

* 연결관 접합부, 단차 등의 보수

* 수밀성 및 강도보완

그림 3.3.5 Snap Lock FRP 내면복합 보수공법 개요도

가. 적용범위

   Snap Lock공법 : 200～1000 mm

나. 보수대상

(1) 관 파손

(2) 침수입

(3) 균열

(4) 이음부 파손 및 이완

(5) 이완폭이 50mm 이내

다. 보수재료

(1) 수팽창 고무슬리브

   수팽창 고무슬리브의 물성은 하수에 함유된 여러 가지 물질로부터 화학작용 및 

산이나 알칼리 등에 의한 열화의 영향이 적은 스칠랜 부탄젠 고무를 주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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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수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수팽창 고무를 사용한 복합재료이다. 다음 표 

3.3.5 에 수팽창 고무슬리브의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치수를 나타내었다.

시험항목
스칠렌부탄젠고무 (SBR)

대표적물성
(규격치 JISK 63453 Ⅲ류에 준한다)

스프링경도 40 ± 5 40

인장시험
인장강도 1.20 MPa 이상 140

신장 300% 600

영구신장 15% 이하 10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25% 이하 -10

신장변화율 -30% 이내 -15

스프링경도의 변화 0 5

압축경도 - 비트럼짐률 30% 이하 20

표 3.3.5 Snap Lock공법 수팽창 고무슬리브의 기본물성

관경 t D1 D2 D3 D4 L1(표준) L2(특수)

200 1.5 155 158 165 171 140 -

250 1.5 180 183 190 196 140 300

300 1.5 215 218 225 231 140 300

350 1.5 250 253 260 266 140 300

(단위 : ㎜)

표 3.3.6 Snap Lock공법 수팽창 고무슬리브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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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 250 300 350

(표준) (표준) (특수) (표준) (특수) (표준) (특수)

축소시외경(㎜) 150 200 200 250 250 300 300

사용공기압(MPa) 0.03～0.05

최대공기압(MPa) 0.7 0.7 0.7 0.7 0.7 0.7 0.7

기계장(㎜) 650 650 650 650 830 650 830

중  량(kgf) 90 100 150 150 250 200 300

표 3.3.7 공압식 보수재의 사양

라. 시공방법

(1) 관 내부 청소

   작업장비 점용 장소를 설정한 후 세정차, 보수차를 적소에 배치하고 배선결선 

등을 한 후 관 내부에 잔유물이 없도록 준설한 후 시공한다.

(2) 조사 CCTV를 이용 파손부위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한다.

(3) 세정 및 장애물 제거 작업

   관거 내부를 고압 세정차에 의하여 세정하고 절단 로봇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제

거 후 깨끗이 청소한다.

(4) 보수재 준비작업

   보수기재에 보수재를 장착한다.

(5) 보수기재 견인작업

   보수기재를 보수지점에 견인 한다.

(6) 보수재 설치작업

(7) 보수기재 철수작업

   보수재를 설치한 수 보수기재를 철수시킨다.

5. FRP 내면 복합보수공사

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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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P 내면보수공법 : 200～1000mm

나. 보수대상

   FRP 내면보수공법

(1) 관의 단차 부위

   관의 단차가 40mm 이내

(2) 관의 사행이 관경의 D/4 이내

다. 보수재료

(1) 보수기재

   FRP 내면보수공법의 보수기재는 이중 고무장치의 내구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수밀성이 뛰어나야 한다.

(2) 유리섬유 및 에폭시수지

   유리섬유는 내구성, 내화성, 내식성에 강하고 다양한 넓이와 두께로 제작되었

다. 유희섬유는 파손부위별로 약 300mm 기준으로 재단하므로 300mm 범위 내의 

파손은 유리섬유로 보수 가능하다. 주재료 에폭시는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

하여 에폭시 수지외에 3～4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수지의 양은 별도의 산정

방법이 없으며 파손부위에 따라 수지가 더 추가된다.

라. 시공방법

(1) 관 내부 청소작업

   로봇이 토사 등으로 인하여 진입이 어려울 경우 제트 크리닝으로 각종 슬러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관 내부 조사작업

   CCTV를 이용하여 파손부위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한다.

(3) 장애물 제거작업

   절단로봇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제거한다.

(4) 지수재 함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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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섬유에 접착지수재를 함침시킨다.

(5) 보수기재 견인작업

(6) 보수작업 

   보수기재를 보수지점에 견인 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압착시킨다.

3.3.5 불량 관거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상수도 관로의 성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어 내진에 대한 안정성이 취약한 불량관거

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보수에 의하여 내진에 대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1. 일반사항

가. 불량관거 비굴착 보수공에는 공사착수 전에 보강튜브 경과공법, 신관 삽입공법, 

변형관 삽입공법, 제관공법 등이 있으며, 국내외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중 경제성, 

시공성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되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시

공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시공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공법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

의 시공 및 성과보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할 수 있다.

다.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은 그 공법 고유의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에 사

용하여야 할 모든 재료에 대해서 공법고유의 국내, 외에 공인된 관련품질 규정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반드시 합

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마. 비굴착 보수공법은 지하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시공체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공법의 특성에 맞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각공정단계로 이루

어져야 한다.

바. 비굴착 전체보수공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보수대상관거의 신관과 동등이상의 강

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품질시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한 품질을 보

증하여야 한다.

2. 사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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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비굴착 전체보수공에 적용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각 공법별 관련품질 규정에 

적합한 소정의 강도를 가지고,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 유

하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보강튜브경화공법의 적용시 계약상대자는 보수대상관거의 파손상태, 지하수위, 

상재하중, 토압 등을 고려하여 경화 보강튜브의 최소두께를 산정하고 그 이상의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체보수공법 시공

  비굴착전체보수공법으로 반전 삽입공법, 윈치견인 삽입공법, 제관공법, 신관 삽입

공법등이 있으며, 제시된 공법을 최저기준으로하여 공사착수전에 현장에 가장 적합

한 공법을 선정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반전 삽입공법(A-HLS, S.E.TECH, D-INI, SGT Breathe 공법)

(1) 사용재료

(가) 수지

∙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와 촉매제

∙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충분히 경화 될 수 있어야 한다.

∙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이 삽입과 운전방법에 따

른 시공자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이상이어

야 한다.

(나) 튜브

   튜브는 펠트와 필름으로 구성되며, 펠트는 한 겹 혹은 두 겹 이상으로 유연하

게 짜여진 부직포 및 직포 혹은 부직포나 직포가 조합된 재료로써 수지가 흘러

내리지 않게 담고 있는 기능을 하며, 펠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

는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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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한 저항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의 관

단차, 파손부위, 이음부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

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 시공순서

(가) 준 비

① 관로 세정 및 검사

∙ 관로의 세정

    CIPP(Cured In Place Pipe)와 기준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

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CCTV

나 인력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관로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

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제거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③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계약상대자는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 관의 불량 부위에 대해 시공후 CIPP가 평탄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공법

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거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물돌리기가 필요하며,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

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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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삽입

∙ 반전

    함침 튜브는 기존맨홀이나 다른 진입로를 통해 관내로 반전되는데, 이때 충분

한 수압과 공기압의 작용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반전 압력은 튜브가 관 벽에 완전히 밀착되고, 연결관 부분이 역으로 부풀 정

도의 충분한 압력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전동안 튜브에 과다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견인 

  - 삽입공정

    함침 튜브는 파워 윈치를 이용하여 관내 정해진 위치까지 견인된다. 이때 견

인시 튜브가 마찰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 부

분과 급격한 단차가 있는 곳 및 돌출된 연결관이나 이물질 등 기존관의 조건

상 다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견인력은 튜브 제작자가 제시하는 허용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동력계나 

로드셀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여 윈치의 견인력을 주시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견인이 완료된 후에 튜브의 전체적인 신장율을 측정해야 한다. 종

방향의 허용 신장율은 신장된 길이가 전체 길이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밀착공정

    견인에 의한 함침튜브의 삽입후 기존관내에 밀착될 수 있도록 공기압을 가하

며, 이때 관경별 유효압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견인공법은 공법특성상 침입수 등 외부 유입수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들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경화

    계약상대자는 보강튜브를 보수대상관로내에 삽입, 밀착한 후 증기또는 온수로

서 수지가 경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경화시킨다. 이때 경화작업동안 보

강튜브내 경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 공사

감독관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은 증기나 온수의 유입부

와 유출부 2군데 이상(중간맨홀이 있을 경우 중간맨홀의 관저부를 포함하여 3

군데 이상)에서 측정하여 균일한 가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계는 

유입부의 관정부와 중간맨홀 및 유출부의 관저부에서 CIPP와 기존관사이에 위

치하게 한다. 초기 경화이후 유입부와 유출부의 온도차가 10℃를 초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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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며, 공사감독관의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③ 냉각

∙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겨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경화 공정 후 감압하기 전에 온수는 38℃, 증기는 45℃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전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CIPP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연결관 천공

    CIPP 설치 후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관내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관내부의 CCTV카메라와 원격조정 천공기로 수

행한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⑤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

폭시 수지 충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나. 윈치견인 삽입공법(HAT 공법)

(1)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경화된 보강튜브가 소정의 강도를 가지고,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 유하능력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가) 튜브

    튜브는 경화수지가 함침되기 쉬운 폴리에스테르 펠트, 부직포 등 또는 이상의 

재료이어야 하며, 튜브의 한쪽면에는 수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과 같

거나 이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필름이 부착되어야 한다.

    튜브는 기존관거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이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나) 수지

    수지는 액체의 열경화성을 가진 폴리에스테르, 레진 재료이어야 한다. 

    수지는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경화될 수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와의 밀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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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시공순서

(가) 준비

    공사 시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보수장비를 반입하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

관 및 시공구간내의 연결관에 지수플러그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물돌리기를 

시행한다.

(나) 관거내부 조사 및 청소

    시공에 앞서 대상관거내를 진공흡입 준설차로 관 청소를 행하고 보강Sheet 부

착에 방해가 되는 나무뿌리나 연결관 돌출부위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청

소완료 후에는 CCTV카메라를 관내에 투입하여 연결관 접합부등 보수공사 시공

전의 관내상태를 검사한다.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 처리 등으로 평탄성을 유지해

야한다.

(다) 보강튜브 삽입

    보강튜브를 견인 삽입한 후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제거하여 경화작업 시행전까지 보강튜브가 보수관내면에 완전 

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강튜브 경화

    보강튜브를 보수관내에 삽입한 후 수지가 경화 온도에 도달할때까지 가열 경

화시킨다. 이때 발진측과 도달측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 편차를 최소로 줄

여야 하며, 경화작업동안 보강튜브내 경화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

하여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연결관 접속부위 천공

    보강튜브에 의해 폐쇄된 연결관 접속부위를 본관내부 또는 연결관 내부에서 

천공하여 하수의 관내 유입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천공작업은 적정장비를 활용

하여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라이너튜브 경화순서

① 튜브를 생산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시는 냉장시설을 사용하여 10℃이내에서 보

관 및 운송한다.



- 43 -

② 현장에 도착된 튜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거친후 관내에 윈치를 사용 서서히 

삽입시킨 다음 열공기 배출구쪽 튜브 내부에 응축드레인을 설치한다.

③ 열주입구와 열배출구에 THERMO-HOSE를 연결한 다음 순수한 찬공기를 주입 팽창

시킨다.

④ 3000Pa 이상의 팽창이 이루어지면 열공기의 주입을 시작한다.

⑤ 초기 경화 온도는 70℃이상 초과 안되게 하면서 적절한 습도 조절기를 작동시

키면서 30분이상 초기 경화시킨다.

⑥ 초기 경화시간이 지나면 10℃이내 온도 상승을 지키면서 15분 단위로 온도를 

상승 시킨다.

⑦ 경화기술자는 경화장비를 절대 이탈해서는 안되며 온도계기와 압력계기를 계속 

주시하면서 온도 상승을 시킨다.

⑧ 중간 경화가 이루어지면서 100℃의 온도와 5,000Pa 압력으로 종료 경화시까지 

경화시킨다.

다. 제관공법 (STRIP LINING 공법)

(1) 준비

   공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로내에 환기,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필요시에

는 시공 구간내 물돌리기를 시행한다.

(2) 전처리공

(가) 고압 세척장비 및 관로 준설차량을 이용해 관로 내부를 청소한다.

(나) 관로내의 돌출물 등은 제거하고, 결손부위 경우는 보수를 한다.

(다) 침입수가 있는 경우는 지수 작업을 한다.

(3) 제관공

(가) 제관기를 맨홀 내에서 조립한다.

(나) 관로내에서 제관기를 사용하여 나선형으로 감으며 스트립 사이에 조이너를 

봉합하고 연속적으로 스트립관을 제관한다.

(다) 제관이 완료되면 제관기를 분해하여 지상으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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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관 처리공

(가) 제관 후, 마킹 위치에 맞추어 천공한다.

(나) 연결관의 관구를 코팅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5) 재생관 단부 실링공

(가) 스트립관을 관구에 맞추어 절단한다.

(나) 스트립관의 내부에 고정용 서포트를 설치하고 단부를 코팅제 등으로 실링한

다.

(6) 충진재 주입공

(가) 시공 구간의 상류측 맨홀 주변에 충진재 주입 플랜트를 설치한다.

(나) 자동호스릴기를 맨홀 상부에 설치한다.

(다) 기존관구에 가이드 로울러를 설치한다.

(라) 주입호스 통로로 관통 시켜놓은 와이어에 주입호스와 혼합노즐을 연결하고 

끝(주입 시작점)까지 끌어낸다.

(마) 주입호스를 되감으며 주입을 시작한다.

(바) 충진재 주입은 앞의 (라)항과 (마)항을 반복하면서 단계적으로 충진한다.

(사) 최종단계(주입호스 통로부)는 주제만을 주입한다.

(7) 재생관 단부 마감공

   재생관의 양단부를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에폭시계 코팅제를 사용하여 

기존관과 함께 부착한다.

(8) 마 감 공

   관로내의 기자재를 지상으로 반출하고 우회관을 철거한다.

라. 신관삽입공법(EX 공법)

(1) 세척공

   공사중 시공구간에 오수가 투입되지 않도록 본관 및 가지관에 지수플러그를 설치

하고 고압수 세척으로 구간 내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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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입공

   시공구간 양단의 맨홀을 통해 통과시킨 와이어를 이용하여 EX 파이프를 관내로 

투입한다. 

(3) 파이프 성형공

   관내로 투입한 파이프 내부에 스팀을 주입하여 관로의 형상대로 성형, 밀착시킨

다.

(4) 마감공

   시공 후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마감재, 충진재를 이용하여 단부를 처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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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하맨홀 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방법

3.4.1 상부슬라브

  상수도 및 지하맨홀 구조물의 상부슬라브에 대한 성능 개선은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지반굴착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내부의 슬라브 하면에서 보강작업이 이

루어져야 하는 제한조건을 갖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적용가능한 성능향상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3.4.1 상부슬라브 보강공법

일련

번호
공법명 공법개요

1
슬라브 하부두께 

증가보강기법

슬라브의 휨모멘트 및 전단 내하력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고, 구조물의 특성상 부득

이 부재하부에서 보강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

는 공법이다.

2
강판접착공법

(주입법, 압착법)

콘크리트 슬라브(상․하부 및 벽체슬라브)의 인장면에 

강판을 접착하고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와 일체화시

켜서 지진하중에 대한 부재저항력을 증진시키는 공

법이다.

3 부재증설 보강공법

기존구조물에 기둥 및 벽체를 추가로 설치하므로서 

강성 증대에 의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4
브레이싱 증설에 

의한보강

수평부재와 수직부재가 연결되는 우각부에 지진력에 

의한 전단력 및 휨모멘트가 크게 발생하므로, 이들 

부분에 H-형강 브레이싱을 설치하므로서 부재 내하

력을 증진 시키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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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라브 하부두께 증가보강기법

가. 공법개요

   슬라브의 휨모멘트 및 전단 내하력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구조물의 특성상 부득이 부재하부에서 보강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재하부에 추가적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추가 타설된 콘크

리트의 수축 등에 의하여 신․구 콘크리트의 접합이 불확실해지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 보강요령

   슬라브 부재의 휨강도와 전단강도 향상을 위하여 추가 배치된 철근과 콘크리트

의 구조적 성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물과의 확실한 부

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슬라브 부재의 하단에서 콘크리트피복을 꺼낸 후 

기존의 주철근 및 전단철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Strong Anchor 등에 의한 전단

연결체를 설치한 후 추가 주철근과 배력철근을 배근한 후 소정의 두께의 콘크

리트를 덧입힌다. 신․구 콘크리트 이음면에는 추가적인 무수축몰탈 시멘트를 

충전한다.

다. 공법개요도

기존콘크리트 깨기면

추가 주철근

추가 수평철근

무수축 몰탈 주입

기존콘크리트 전단철근

기존콘크리트 슬라브하부

신축추가 Strong anchor

추가 콘크리트 슬라브상부

                

그림 3.4.1 슬라브 하부 보강 개요도

2. 강판접착공법

  강판접착공법에는 주입공법과 압착공법의 두 가지가 있다.

가. 공법개요

   콘크리트 슬라브(상․하부 및 벽체슬라브)의 인장면에 강판을 접착하고 기존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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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슬라브와 일체화시켜서 지진하중에 대한 부재저항력을 증진시킨다.

   접착하는 강판으로는 두께 4.5～6mm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강판의 접착길

이는 소요 휨모멘트발생 구간보다 저항휨모멘트가 커지는 범위까지 충분히 길게 

연장한다. 강판접착공법은 주하중 단면방향뿐만 아니라 배력근 방향에 대하여도 

부재저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 주입공법

   콘크리트면과 강판면의 사이에 스페이서 등에 의해 빈공간을 지지시키고, 주위를 

시일해서 한편으로 주입용 에폭시계 수지를 주입해서, 공기를 빼면서 접착하는 공

법이다. 약간의 기포가 남아있을 위험이 있고, 주입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만 콘

크리트면이 평골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체면에 곡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강판

을 접착하는데에 적용시키고 있다.

스페이서

공기빼기파이프
에폭시수지

공기빼기파이프

스페이서

접착재주입구 강판

시일용

(Φ10~Φ13)
앵커볼트

그림 3.4.2(a) 강판접착공법(주입법)

다. 압착공법

   콘크리트면 및 강판면에 에폭시계 수지를 도포하고, 다시금 콘크리트 면에 고정

해 있는 앵커류를 이용해서 강판을 콘크리트면에 압착하는 공법이다.

   에폭시계 수지의 일부를 압착에 의해 압출함과 동시에 접착면에 포함된 공기를 

빼내면서 시공한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면이 평골해서 콘크리트면에 압착용앵커

보울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 강판을 압착하는데에 적용시키고 있다. 강판 

접착공법을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폭시계 수지의 선정과 충분

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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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L 형강

볼트

넛트

강판

에폭시수지

그림 3.4.2(b) 강판접착공법(압착법)

[해설]

강판접착공법시행에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판가공

(1) 강판의 절단에 의해서 발생된 변형은 변형 바로잡기를 하고, 절단 끝부분의 누

락이나 재변형에 주의한다.

(2) 접착면의 오염이나, 흙의 부착, 녹 등의 발생은 접착효과를 현저하게 방해하므

로, 접착면은 일제히 블래스트 처리 등을 하여 강판 1장씩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

고, 운반시에 손등으로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앵커용 구멍뚫기 위치는 현장에서 실물치수를 재서, 공장에서 구멍 뚫는 작업

을 하여 현장에서의 구멍의 위치를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멍뚫기에 의해 생긴 구멍주변의 버럭은 긁어낸다. 구멍직경은 앵커보울트의

직경보다 5～10mm 정도 크게 뚫는다.

나. 준비공

(1) 철근 위치를 조사하여, 철근을 피해서 앵커류를 설치한다. 또한 앵커류는 인발

저항력을 사전에 조사해 둔다.

(2) 압착공법의 경우에는 에폭시계 수지도포전에 앵커 1개당의 도입 토오크치를

구해두고, 소정의 압착력을 전 앵커에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한다.

(3) 주입공법의 경우에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면과 강판면의 빈공간을 2～

6mm 평균 4mm 정도로 되게끔 스페이서의 위치 등으로 조정한다.

(4) 주입공법의 경우는 강판에 설치하는 주입구멍의 간격을 50～100mm 정도로 한

다. 또한 강판주변은 주입압력에 의해 흘러나오지 않도록 퍼티용 에폭시계 수치

로 시일해 둔다. 시일부분에는 강판의 네 모퉁이를 포함해서 500mm 정도의 간

격으로 공기빼기 파이프를 설치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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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착 및 주입

(1) 압착공법의 경우에는 고무주걱등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면 및 강판면에 에폭시

계수치를 각 1～2mm 균등하게 도포한다.

(2) 압착공법에는 각재, 산형강등을 이용해서 앵커의 인발 저항력을 이용해 외면으

로부터 강판에 균등한 압력을 가해서 접착한다.

접착압력은 여분의 수지가 밖으로 밀려나와 최종접착층이 0.3mm 정도가 되는 경

우를 생각하면 5t/㎡정도의 압력이 되지만, 점도가 높은 상태에서 접착재를 사용

하는 경우는 앵커의 강도, 압착력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압착에 의해 유출된 에폭시계 수지는 제거한다.

(3) 주입공법에는 한쪽 주입구멍에 펌프로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서 에폭시계 수지

주입을 개시하고, 다음 주입구멍으로부터 에폭시계수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펌프를 떼어내고, 첫 번째 주입구멍을 나무못으로 막고, 2번째 주입구멍으

로 옮긴다. 이 사이 공기빼기로부터 에폭시계 수지가 유출되지만 내부에 기포가

남아있지 않게끔 충분히 유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공기빼기 파이프를 잠그게끔

한다.

더욱이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쪽에서부터 한다. 주입상태의 확인은,

주입작업과 동시에 햄머 등으로 가볍게 두드려 밀도상태를 확인한다.

라. 마무리

(1) 압착공법의 경우, 소정의 양생기간을 경과했을 시, 지보공등을 철거하지만, 앵

커를 남기고, 넛트를 잠궈서 만일의 경우의 강판의 낙하를 막게끔 한다.

앵커 보울트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강판에 부착해있는 수지는 그라인더 등으

로 제거한다. 또한 강판도장은 강교의 도장에 준하는 것이 좋다.

(2) 주입공법의 경우, 상기 (1)에 준하지만, 시일은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하게 마무

리하는 것만으로 하고 제거하지 않는다. 단 공기 뽑기 파이프는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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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재증설 보강공법

가. 공법개요

   기존구조물에 기둥 및 벽체를 추가로 설치하므로서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내

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그 구조계는 강도와 함께 강성이 증가되면서 전체 

구조계의 강성분포에 변화를 일으키므로 균형 있는 증설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나. 보강요령

   -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 의한 벽체증설 방법 

    그림 3.4.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거푸집의 상단에 투입구멍을 두어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기존구조물과 증설벽체와의 전단력전달을 위하여 여러가지 상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현장설치볼트(그림 3.4.4)를 이용하는 방법과 후크에 의한 

철근을 연결하는 방법(그림 3.4.5)이 많이 사용된다.

다. 보강 개요도

탈형 후
쪼아 낸다

거푸집

증설벽

콘크리트 투입

기존보

기존보

그림 3.4.3 기존 구조물의 증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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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김 앵커

(피복 콘크리트에의
타설은 피한다)

나선 철근에 의한

할렬 방지

시어 철근

증설벽

기존보 기존보

(a) 나선 철근 사용 (b) 사다리 철근 사용

사다리철근에 의한

할렬 방지

그림 3.4.4 현장 설치 볼트

후프

증설 벽 철근

벗겨내는 코터

(a) 기둥

기존 기둥 축

방향 주철근

45˚

45˚

증설 벽 철근벗겨내는 코터

주철근
보의 축 방향

스터럽

(b) 보

그림 3.4.5 후크에 의한 철근 연결 방법

4. 브레이싱 증설에 의한 보강

가. 공법개요

   수평부재와 수직부재가 연결되는 우각부에 지진력에 의한 전단력 및 휨모멘트가 

크게 발생하므로, 이들 부분에 H-형강 브레이싱을 설치하므로서 부재 내하력을 증

진 시키는 공법이다. 우각부에 설치하는 브레이싱 부재는 측방향 작용지진하중에 

대하여 효과적인 내하력을 발휘한다.

나. 보강요령

   우각부의 기존 콘크리트 수평부재(슬라브)와 수직부재(벽체)에 ANCHOR BOLT를 견

고히 매입한 후, H-형강 브레이싱 부재를 설치한다. ANCHOR BOLT와 H-형강 브레이



- 53 -

싱부재 간에 확실한 연결과 합계 H-형강의 BALE PLATE는 기존콘크리트 면에 균등

하게 밀착 시킨다.

   강재도장은 강교의 도장에 준하여 시행한다.

다. 보강개요도

H 형강

그림 3.4.6 H-형강 브레이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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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하부슬라브

  하부슬라브에 대한 성능개선은 구조물 내부의 슬라브 상면에서 보강작업이 이루어

져야하는 제한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성능향상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표 3.4.2 하부슬라브 보강공법

일련

번호
공법명 공법개요

1
슬라브 상부두께 

증가보강기법

 구조물의 바닥슬라브 부재에서 휨모멘트 및 전단내

하력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구

조물의 특성상 부득이 부재상단에서 보강조치가 가

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2
강판접착공법

(주입법, 압착법)

 콘크리트 슬라브(상․하부 및 벽체슬라브)의 인장면에 

강판을 접착하고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와 일체화

시켜서 지진하중에 대한 부재저항력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3 부재증설 보강공법

기존구조물에 기둥 및 벽체를 추가로 설치하므로서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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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라브 상부두께 증가 보강공법

가. 공법개요

   구조물의 바닥슬라브 부재에서 휨모멘트 및 전단내하력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구조물의 특성상 부득이 부재상단에서 보강조치가 가능한 경우

에 적용한다.

나. 보강요령

   부재의 휨강도와 전단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추가된 주철근의 강도가 충분

히 발휘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착장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확실한 전단내하력확

보를 위하여 증가된 두께부분과 기존구조물과의 부착이 확실해야하므로 기존벽체

표면의 치침처리 및 Strong Anchor처리 등에 조치가 필요하며, 추가 타설콘크리트

의 확실한 충전이 되어야 한다.

다. 공법개요도

추가 주철근

추가 수평철근

추가 콘크리트 슬라브상부

기존콘크리트 깨기면

기존콘크리트 전단철근

기존콘크리트 슬라브상부

신축추가 Strong anchor

그림 3.4.7 슬라브 상부 보강 개요도

2. 강판접착공법

  강판접착공법에는 주입공법과 압착공법의 두 가지가 있다.

가. 공법개요

   콘크리트 슬라브(상․하부 및 벽체슬라브)의 인장면에 강판을 접착하고 기존 콘크

리트 슬라브와 일체화시켜서 지진하중에 대한 부재저항력을 증진시킨다.

   접착하는 강판으로는 두께 4.5 ~ 6mm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강판의 접착길

이는 소요 휨모멘트발생 구간보다 저항휨모멘트가 커지는 범위까지 충분히 길게 

연장한다. 강판접착공법은 주하중 단면방향뿐만 아니라 배력근 방향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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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저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 주입공법

   콘크리트면과 강판면의 사이에 스페이서 등에 의해 빈공간을 지지시키고, 주위를 

시일해서 한편으로 주입용 에폭시계 수지를 주입해서, 공기를 빼면서 접착하는 공

법이다. 약간의 기포가 남아있을 위험이 있고, 주입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만 콘

크리트면이 평골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체면에 곡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강판

을 접착하는 데에 적용시키고 있다.

스페이서

공기빼기파이프
에폭시수지

공기빼기파이프

스페이서

접착재주입구 강판

시일용

(Φ10~Φ13)
앵커볼트

그림 3.4.8(a) 강판접착공법(주입법)

다. 압착공법

   콘크리트면 및 강판면에 에폭시계 수지를 도포하고, 다시금 콘크리트 면에 고정

해 있는 앵커류를 이용해서 강판을 콘크리트면에 압착하는 공법이다.

   에폭시계 수지의 일부를 압착에 의해 압출함과 동시에 접착면에 포함된 공기를 

빼내면서 시공한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면이 평골해서 콘크리트면에 압착용앵커

보울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 강판을 압착하는데에 적용시키고 있다. 강판 

접착공법을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폭시계 수지의 선정과 충분

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목재

L 형강

볼트

넛트

강판

에폭시수지

그림 3.4.8(b) 강판접착공법(압착법)

[해설]

강판접착공법시행에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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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판가공

(1) 강판의 절단에 의해서 발생된 변형은 변형 바로잡기를 하고, 절단 끝부분의 누

락이나 재변형에 주의한다.

(2) 접착면의 오염이나, 흙의 부착, 녹 등의 발생은 접착효과를 현저하게 방해하므

로, 접착면은 일제히 블래스트 처리 등을 하여 강판 1장씩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

고, 운반시에 손등으로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앵커용 구멍뚫기 위치는 현장에서 실물치수를 재서, 공장에서 구멍 뚫는 작업

을 하여 현장에서의 구멍의 위치를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멍뚫기에 의해 생긴 구멍주변의 버럭은 긁어낸다. 구멍직경은 앵커보울트의

직경보다 5～10mm 정도 크게 뚫는다.

나. 준비공

(1) 철근 위치를 조사하여, 철근을 피해서 앵커류를 설치한다. 또한 앵커류는 인발

저항력을 사전에 조사해 둔다.

(2) 압착공법의 경우에는 에폭시계 수지도포전에 앵커 1개당의 도입 토오크치를

구해두고, 소정의 압착력을 전 앵커에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한다.

(3) 주입공법의 경우에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면과 강판면의 빈공간을 2～

6mm 평균 4mm 정도로 되게끔 스페이서의 위치 등으로 조정한다.

(4) 주입공법의 경우는 강판에 설치하는 주입구멍의 간격을 50～100mm 정도로 한

다. 또한 강판주변은 주입압력에 의해 흘러나오지 않도록 퍼티용 에폭시계 수치

로 시일해 둔다. 시일부분에는 강판의 네 모퉁이를 포함해서 50cm 정도의 간격

으로 공기빼기 파이프를 설치해 둔다.

다. 접착 및 주입

(1) 압착공법의 경우에는 고무주걱등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면 및 강판면에 에폭시

계수치를 각 1～2mm 균등하게 도포한다.

(2) 압착공법에는 각재, L-형강 등을 이용해서 앵커의 인발 저항력을 이용해 외면

으로부터 강판에 균등한 압력을 가해서 접착한다.

접착압력은 여분의 수지가 밖으로 밀려나와 최종접착층이 0.3mm 정도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0.05MPa정도의 압력이 되지만, 점도가 높은 상태에서 접착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앵커의 강도, 압착력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압착에 의해 유출된 에폭시계 수지는 제거한다.

(3) 주입공법에는 한쪽 주입구멍에 펌프로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서 에폭시계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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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을 개시하고, 다음 주입구멍으로부터 에폭시계수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

음 펌프를 떼어내고, 첫 번째 주입구멍을 나무못으로 막고, 2번째 주입구멍으로 옮

긴다. 이 사이 공기빼기로부터 에폭시계 수지가 유출되지만 내부에 기포가 남아있

지 않게끔 충분히 유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공기빼기 파이프를 잠그게끔 한다.

더욱이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쪽에서부터 한다. 주입상태의 확인은,

주입작업과 동시에 햄머 등으로 가볍게 두드려 밀도상태를 확인한다.

라. 마무리

(1) 압착공법의 경우, 소정의 양생기간을 경과했을 시, 지보공등을 철거하지만, 앵

커를 남기고, 넛트를 잠궈서 만일의 경우의 강판의 낙하를 막게끔 한다.

앵커 보울트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강판에 부착해있는 수지는 그라인더 등으

로 제거한다. 또한 강판도장은 강교의 도장에 준하는 것이 좋다.

(2) 주입공법의 경우, 상기 ①에 준하지만, 시일은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하게 마무

리하는 것만으로 하고 제거하지 않는다. 단 공기 뽑기 파이프는 절단한다.

3. 부재증설 보강공법

가. 공법개요

   기존구조물에 기둥 및 벽체를 추가로 설치하므로서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내

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그 구조계는 강도와 함께 강성이 증가되면서 전체 

구조계의 강성분포에 변화를 일으키므로 균형 있는 증설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나. 보강요령

   -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 의한 벽체증설 방법 

    그림 3.4.9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거푸집의 상단에 투입구멍을 두어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기존구조물과 증설벽체와의 전단력전달을 위하여 여러가지 상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현장설치볼트(그림 3.4.10)를 이용하는 방법과 후크에 의한 

철근을 연결하는 방법(그림 3.4.11)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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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강 개요도

탈형 후
쪼아 낸다

거푸집

증설벽

콘크리트 투입

기존보

기존보

그림 3.4.9 기존 구조물의 증설 예

새김 앵커

(피복 콘크리트에의
타설은 피한다)

나선 철근에 의한

할렬 방지

시어 철근

증설벽

기존보 기존보

(a) 나선 철근 사용 (b) 사다리 철근 사용

사다리철근에 의한

할렬 방지

그림 3.4.10 현장 설치 볼트

후프

증설 벽 철근

벗겨내는 코터

(a) 기둥

기존 기둥 축

방향 주철근

45˚

45˚

증설 벽 철근벗겨내는 코터

주철근
보의 축 방향

스터럽

(b) 보

그림 3.4.11 후크에 의한 철근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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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벽체슬라브

  벽체슬라브의 성능개선은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지반굴착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내측 벽체에서 보강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 제한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성능향상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3.4.3 벽체슬라브 보강공법

일련

번호
공법명 공법개요

1
벽체(기둥) 두께 

증가 보강 기법

  기존구조물의 두께를 증가시킴에 따라 내하력의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2
기둥의 띠판 

보강공법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전단력에 대하여 기존기둥

에 급격한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둥의 인성

(Toughness)을 증진 시키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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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체(기둥) 두께 증가 보강 기법

가. 공법개요

   구조물의 벽체 혹은 기둥부재 등의 내하력, 연성도 및 전단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하여 기존부재 주위에 띠철근 및 주철근을 추가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

법이다. 즉, 기존 구조물의 단면을 증가시킴에 의하여 구조내하력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나. 보강요령

   부재의 휨강도와 전단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추가된 주철근의 강도가 충분

히 발휘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착장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확실한 전단내하력 확

보를 위하여 증가된 두께부분과 기존구조물과의 부착이 확실해야하므로 기존벽체

표면의 치침처리 및 Strong Anchor처리 등에 조치가 필요하며, 추가 타설콘크리트

의 확실한 충전이 되어야 한다.

다. 공법개요도

   기존 상수도 구조물의 내진보강보안 연구

      

기존콘크리트 깨기면

기존콘크리트 전단철근

기존콘크리트 벽체면

추가 주철근

추가 수평철근

추가 콘크리트 벽체면

신축추가 Strong anchor

     그림 3.4.12 기둥의 보강 적용 예       그림 3.4.13 벽체의 보강 적용 예

2. 기둥의 띠판 보강공법

가. 공법개요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전단력에 대하여 기존기둥에 급격한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둥의 인성(Toughness)을 증진 시키는 공법으로서, 기둥의 띠철근을 보강

시키는 효과 갖도록 기둥 주위에 강제 띠판을 설치한다. 적용대상은 상수도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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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층 중앙기둥인 구형기둥을 비롯하여 대합실층의 원형기둥 모두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수도 승강장층 중앙기둥의 경우는 보강시의 두께선정에 있어서 열차운행에 

필요한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위가 필요하다.

나. 보강요령

   전단에 대해 기존의 띠 철근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철근량에 해당되는 띠판의 보

강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두께와 폭 및 간격을 결정한다. 띠판을 이용하여 기존 기

둥의 바깥쪽 둘레에서 3.4.14과 같이 보강한다.

띠판

앵글

모르타르 그라우트

(a) 단면 (b) 입면

그림 3.4.14 띠판 보강 예

   기둥 네 모서리의 수직앵글은 현장용접을 용이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띠판과 기

존 기둥과의 유격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우므로서 기존 기둥과 띠판이 일체거동

이 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띠판의 두께는 3.2mm이상을 적용하고 간격과 띠폭은 

10cm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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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부부 록록록록록록



A. 내진성능 향상예제(분절관)

B. 내진성능 향상예제(연속강관)

C. 내진성능 향상예제(지하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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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 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 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


(분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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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층

표층

1
.9

6
그림 A.0.1 지반모델

1. 덕타일 주철관의 사양

종류 :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KS D 4311) 2종관

관경(외경) : D=900mm

관두께 : 8mm

길이 : l=8,000mm

2. 매설조건

흙두께 : h=1.50m

흙의 단위체적당 중량 γ=17   

3. 설계내압 : P = 7.5MPa

4. 차량 하중 : Pm=100 kN/輪
5. 온도변화 : T=20℃

6. 지반조건 : 연약한 토사지반(SE)으로, 전단파속도는 실험에 의한 값을 사용하며,

여기서는 그림 A.0.1과 같이 가정한다.

7. 지반모델 : 그림 A.0.1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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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성능 상세평가

1.1 관체에 발생하는 응력

1. 내압에 의한 축방향 응력( σ i)

t
tDP

i ×
-×

=
2

)(ns

여기서, σ i : 내압에 의한 축방향 응력

n : 포아손비(0.28)

P : 내압

D : 관로의 외경( D=0.90m)

t : 공칭관두께로부터 주철구조물 공차를 뺀 관두께

( t= 8.0/1.1= 7.27 mm=0.00727m)

∴ σ i=0.28×
0.75×( 0.90-0.00727)

2×0.00727
= 129.0 MPa

2. 차량 하중에 의한 축방향 응력( σo)

σ o=
0.322․Wm

Z
․

E․I
Kv․D

여기서, Wm : 차량 하중

Kv : 수직방향 지반반력계수

E : 탄성계수

I : 단면2차모멘트( I= π․(D 4-(D-2t) 4)/64=0.00203m4)

Z : 단면계수( Z= 2․I /D= 0.004511m 3)

∴ σ o=
0.322×30.68

4.511×10 3 ․
1.6×10 6×2.03×10 5

0.25×90.0
= 83.2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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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차량하중Wm은

Wm=
2․Pm․D

275․(a+2․h․ tanθ)
․(1+i)

여기서, Pm : 차량 후륜 1륜당 하중 (100 kN/輪)

a : 접지폭 ( 0.20 m)

h : 흙두께 ( 1.50 m)

θ : 하중분포각 (45°)

i : 충격계수 (1.5 m≤h≤6.5 m) i=0.65-0.1×h

i=0.65-0.1×1.5=0.5

∴Wm=
2×100000×90.0

275×(20+2×150× tan45°)
×(1+0.5)= 3.068MPa

그림 A.1.1 차량하중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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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시의 축방향 응력

가. 표층지반의 고유주기는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TG = 4 ∑
n s

i=1

Hi

Vsi

여기서, TG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 sec )

Hi : 표층지반의 i 번째 토층 두께 ( m)

Vsi : 표층지반의 i 번째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 ( m/s)

n s : 표층지반을 이루는 토층의 갯수

전단파 속도 Vsi는 표 A.1.1과 같다.

표층두께 (m) 전단파 속도 Hi/Vsi

① 25 71.5m/s 0.350

② 5 138.3m/s 0.036

③ - 1600m/s -

표 A.1.1 전단파 속도

∴ TG = 4 ∑
n s

i= 1

Hi

Vsi

= 4×0.386 = 1.544( sec )

나. 관축위치의 지반의 수평변위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Uh(x) =
2

π 2 ・Sv・TG・cos ( π
2Hs

x)

여기서, Sv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반암 설계속도응답

스펙트럼 ( m/s)

TG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 sec )

x : 지표면에서 관축(관로 중심)까지의 거리 (1.97m)

Hs : 표층지반의 두께(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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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는 그림 A.1.2으로부터 구한다.

기반암 위치에서 지진 지반운동의 가속도 계수( A')는 평균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에 지진구역Ⅰ에서는 0.09, 지진구역Ⅱ에서는 0.05를 곱하여 구한다. 붕

괴방지수준의 내진Ⅰ등급 Ⅰ구역의 가속도 계수는

A'=1.4×0.09=0.126

T s=Cv/2.5C a=0.37/(2. 5×0.22)=0.673(sec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TG(1.544 sec )가 0.673초 이상이므로 그림 A.1.2에서

S v=1.56×A'= 0.197m/s

∴ Uh =
2

π 2 ×19.7×1.544×cos (
π×1.97
2×30

) = 0.061( m)

(지진구역 II)

(지진구역 I)A' = 0.09 I
    = 0.05 I

기반암 가속도계수

0.132 A'

1.56 A'

TsT0

0.05A'

(m
/se

c)

Ts = Cv / 2.5Ca

T0 = 0.2 Ts

최
대

응
답

가
속

도

주기 (초)

그림 A.1.2 기반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다. 지진시의 파장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L=
2․L 1․L 2

L 1+L 2

L 1=TG․VDS

L 2=TG․VBS

여기서, L : 지진동의 파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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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1.54 sec )

VDS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 (m/s)

VBS :기반층의 전단탄성파속도 (1600m/s)

VDS=
∑H i

∑
Hi

Vi

=
25+5

25
71.5

+
5

138.3

=77.7( m/s)

L 1=1.54×77.7=119.7(m)

L 2=1.54×1600=2464(m)

∴L=
2×119.7×2464
119.7+2464

=228.3( m)

라. 지반의 강성계수

2
1 5.1 sV

g
K ××=

g

2
2 3 sV

g
K ××=

g

여기서, K1: 축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K2: 축직교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g : 흙의 단위체적중량

Vs: 관로위치에 따른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

g: 중력가속도

∴K1=1.5×
1.7×10-3

980
×(7.15×10 3) 2 =133.0(kg f/cm 2)=13.3MPa

K2=3×
1.7×10-3

980
×(7.15×10 3 ) 2 =266.0(kg f/cm 2)=26.6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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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진시의 축방향응력( σ)

σ= σL'
2+σB'

2

σL'= ξ 1․σL

σ '
B=ξ 2․σB

σL=a 1․
π․Uh

L
․E

σB=a 2․
2π 2․D․Uh

L 2 ․E

a 1=
1

1+(
2․π

λ1․L'
) 2

a 2=
1

1+(
2․π

λ 2․L
) 4

λ1=
K1

E․A

λ2=
4 K2

E․I

L'= 2․L

ν=l/L

ν'= l/L '

여기서, σ : 관축방향합성응력

σL ,σB : 축응력, 휨응력

σ'L,σ'B : 최대 축응력, 휨응력

ξ 1 ,ξ 2 : 축응력 및 휨응력에 대한 보정계수로써 그림 A.1.3과 그림

A.1.4로부터 구한다.

Uh : 관축위치의 지반의 수평변위진폭(0.061m)

L : 지진동의 파장 (228.3m)

D : 외경(0.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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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3 λ1L'에 따른 ξ 1값

그림 A.1.4 λ2L값에 따른 ξ 2값

E : 탄성계수 (160GPa)

K1 : 축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 13.3MPa)

K2 : 축직교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 26.6MPa )

A : 단면적 ( 0.102m 2)

I : 단면이차모멘트 ( 2.03×10- 3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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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1=
133.0

1.6×10 6×102.4
= 9.01×10-2 ( m-1)

λ 2=
4 266.0

1.6×10 6×2.03×10 5 =0.535 ( m-1)

L'= 2×228.3×10 2=322.9 ( m)

a 1=
1

1+(
2×π

9.01×10-4×322.9×10 2 ) 2
=0.955

α 2=
1

1+(
2×π

5.35×10-3×228.3×10 2 ) 4
=1.0

σL=0.955× π×6.13

228.3×10 2 ×1.6×10
6 =128.9MPa

σB=1×
2×π 2×90.0×6.13

(228.3×10 2 ) 2
×1.6×10 6 =135.0MPa

ν=
8

228.3
=0.035

ν '=
8

322.9
=0.025

λ 1L'=9.01×10-4×322.9×10 2=29.093

λ 2L=5.35×10-3×228.3×10 2=122.140

ν'=0.025, λ1L'=29.093일 때 ξ 1=0.052

ν=0.035, λ2L=122.140일 때 ξ 2=0.531

σ'L=0.052×12 89= 6.7MPa

σ'B=0.531×13 50.0= 71.685MPa

∴ σ x= 67.03 2+716.85 2=71.998 MPa

4. 관체응력에 의한 내진안전성의 조사

표A.1.2에서 상시하중에 의한 발생응력과 지진시의 발생응력을 합산하고 이것이 허

용응력 이하인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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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2 관체응력에 의한 내진안전성의 조사

항목 단위:MPa

상시
설계내압 (P= 7.5 MPa) 129.0

차량하중 83.2

지진 71.998

축방향응력합계 284.198

허용응력 275.0

축방향응력합계=284.198(MPa) > 허용응력= 275.0(MPa)이므로 N.G

따라서, 내진성 불만족.

1.2 이음부의 축방향신축량

1. 내압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e i )

e i=
l․σ i

E

여기서, e i : 내압에 의한 이음부신축량(m)

σ i : 내압에 의한 관체발생응력(MPa)

l : 관길이(8.0m)

E : 탄성계수 ( 160GPa)

∴e i=
8×129

1.6×10 5 =0.00645(m)

2. 차량하중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e o)

e 0=
l․σ 0

E

여기서, e o : 차량하중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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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o : 차량하중에 의한 관체발생응력 (MPa)

∴e 0=
8×83.2

1.6×10 5 =0.00416(m)

3. 온도변화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e t)

e t= α・△T・l

여기서, e t : 온도변화에 의한 이음부신축량(m)

α : 선팽창계수 (1.0×10-5℃)

△T : 온도변화(20℃)

∴e t=1.0×10- 5×20×800= 0.0016(m)

4. 부등침하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e d )

e d=Δl

여기서, Δl= l 2+δ 2-l

δ : 그림 A.1.5에서 중앙부분의 부등침하(0.20m)

l : 그림 A.1.5)에서 l= 30m

∴ e d= Δl= (30×10 2 ) 2+20 2-30×10 2=0.00067 (m)

연약지반구간

침하형상

L

l l

d

그림 A.1.5 부등침하 가정도

5. 지진시의 이음부신축량 ( |u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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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J|= u 0․u J

u 0=a 1․Ua( m)

Ua=
1
2
․Uh

11

111

sinh
coscosh2
bb

gbg
×

-
=Ju

2
11

1 )/(1
1
bg+

=a

,1
1 l

AE
K

×
×

=b

L
l
¢

=
pg 2

1

L'= 2․L

여기서, |u J| : 관축방향 이음부 신축량(m)

u 0 : 무한연속보의 경우 관축방향 상대변위량(m)

L : 지진동의 파장( 228.3m)

l : 이음부간격(8.0m)

L'= 2×228.3×10 2=322.9 ( m)

β 1=
133.0

1.6×10 6×102.4
×600=0.722

γ 1=
2×π×800

322.9×10 2 =0.156

a 1=
1

1+(
0.156
0.722

) 2
=0.955

u J=
2×0.156×∣cosh(0.722)- cos(0.156)∣

0.722×sinh(0.722)
=0.154

Ua=
1
2
×6.13= 0.04335(m)

u o=0.955×4. 335=4.140

| u J|= 4.140×0. 154= 0.0063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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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음부의 신축량에 의한 내진안전성의 조사

표 A.1.3에서 상시하중과 온도변화, 부등침하에 의한 이음부의 신축량과 지진에 의

한 신축량을 합산하여 허용신축량 이하인지 조사한다.

표A.1.3 관채응력에 의한 내진안전성의 조사

항목 m

상시하중

에 의한

신축량

설계내압 (P= 1 MPa) 0.00645

차량하중 0.00416

온도효과△T=20° 0.0016

부등침하 (20cm) 0.00067

지진에 의한 신축량 0.00638

신축량합계 0.01926

허용신축량 0.031

신축량합계(0.019m) < 허용신축량(0.031m)이므로 O.K

따라서, 내진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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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향상 방안 및 상세평가

앞에서 검토한 관체에 발생하는 응력과 이음부의 신축량 검토를 통해 응력이 허용

응력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의 표 A.2.1과 같이 관체의 두께와 단

위분절관의 길이를 변경하여 설치한 후 응력과 신축량에 대한 상세평가를 실시하여

내진성을 검토하였다.

표A.2.1 성능향상 방안

관경(mm) 두께(mm)
단위분절관

길이(mm)
비고

당초 900 8 8000

변경 900 13 6000

2.1 관체에 발생하는 응력

1. 내압에 의한 축방향 응력( σ i)

t
tDP

i ×
-×

=
2

)(ns

여기서, σ i : 내압에 의한 축방향 응력

n : 포아손비(0.28)

P : 내압( P = 7.5MPa)

D : 관로의 외경(0.9m)

t : 공칭관두께로부터 주철구조물 공차를 뺀 관두께

( t= 13.0/1.1= 11.82mm)

∴ σ i=0.28×
75.0×( 90.0-1.182)

2×1.182
= 78.9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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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하중에 의한 축방향 응력( σo)

σ o=
0.322․Wm

Z
․

E․I
Kv․D

여기서, Wm : 차량 하중

Kv : 수직방향 지반반력계수(0.25MPa)

E : 탄성계수( 160GPa)

I : 단면2차모멘트( I= π․(D 4-(D-2t) 4)/64=3.25×10-3m 4)

Z : 단면계수( Z= 2․I /D= 7.222×10-3m 3)

∴ σ o=
0.322×30.68

7.222×10 3 ․
1.6×10 6×3.25×10 5

0.25×90.0
= 32.9MPa

위에서, 차량하중Wm은

Wm=
2․Pm․D

275․(a+2․h․ tanθ)
․( 1+i )

여기서, Pm : 차량 후륜 1륜당 하중 (100 kN/輪)

a : 접지폭(0.2m)

h : 흙두께(1.5m)

θ : 하중분포각 (45°)

i : 충격계수 (1.5 m≤h≤6.5 m) i=0.65-0.1×h

i=0.65-0.1×1.5=0.5

∴Wm=
2×10000×90.0

275×(20+2×150× tan45°)
×(1+0.5)= 3.068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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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1 차량하중의 분포도

3. 지진시의 축방향 응력

가. 표층지반의 고유주기는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TG = 4 ∑
n s

i= 1

Hi

Vsi

여기서, TG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 sec )

Hi : 표층지반의 i 번째 토층 두께 ( m)

Vsi : 표층지반의 i 번째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 ( m/s)

n s : 표층지반을 이루는 토층의 개수

전단파 속도 Vsi는 표 A.2.2과 같다.

표층두께 (m) 전단파 속도 Hi/Vsi

① 25 71.5m/s 0.350

② 5 138.3m/s 0.036

③ - 1600m/s -

표 A.2.2 전단파 속도

∴ TG = 4 ∑
n s

i= 1

Hi

Vsi
= 4×0.386 = 1.544(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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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축위치의 지반의 수평변위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Uh(x) =
2

π 2 ・Sv・TG・cos ( π
2Hs

x)

여기서, Sv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반암 설계속도응답

스펙트럼 ( m/s)

TG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 sec )

x : 지표면에서 관축(관로 중심)까지의 거리 (1.97m)

Hs : 표층지반의 두께(30m)

Sv는 그림 A.2.2으로부터 구한다.

기반암 위치에서 지진 지반운동의 가속도 계수( A')는 평균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에 지진구역Ⅰ에서는 0.09, 지진구역Ⅱ에서는 0.05를 곱하여 구한다. 붕

괴방지수준의 내진Ⅰ등급 Ⅰ구역의 가속도 계수는

A'=1.4×0.09=0.126.

T s=Cv/2.5C a=0.37/(2. 5×0.22)=0.673(sec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TG(1.544 sec )가 0.673초 이상이므로 그림 A.2.2에서

S v=1.56×A'= 0.197m/s

∴ Uh =
2

π 2 ×19.7×1.544×cos (
π×1.97
2×30

) = 0.0613( m)



- 84 -

(지진구역 II)

(지진구역 I)A' = 0.09 I
    = 0.05 I

기반암 가속도계수

0.132 A'

1.56 A'

TsT0

0.05A'

(m
/se

c)
Ts = Cv / 2.5Ca

T0 = 0.2 Ts

최
대

응
답

가
속

도

주기 (초)

그림 A.2.2 기반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다. 지진시의 파장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L=
2․L 1․L 2

L 1+L 2

L 1=TG․VDS

L 2=TG․VBS

여기서, L : 지진동의 파장 (m)

TG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1.54 sec )

VDS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 (m/s)

VBS :기반층의 전단탄성파속도 (1600m/s)

VDS=
∑Hi

∑
Hi

Vi

=
25+5

25
71.5

+
5

138.3

=77.7( m/s)

L 1=1.54×77.7=119.7(m)

L 2=1.54×1600= 2464(m)

∴L=
2×119.7×2464
119.7+2464

=228.3( m)

라. 지반의 강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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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5.1 sV

g
K ××=

g

2
2 3 sV

g
K ××=

g

여기서, K1: 축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K2: 축직교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g :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3)

Vs: 관로위치에 따른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 ( 71.5m/s)

g: 중력가속도 ( 9.80m/s)

∴ K1=1.5×
1.7×10-3

980
×( 7.15×10 3) 2 =13.3MPa

K2=3×
1.7×10-3

980
×(7.15×10 3 ) 2 =26.6MPa

마. 지진시의 축방향응력( σ)

σ= σL'
2+σB'

2

σL'= ξ 1․σL

σ '
B=ξ 2․σB

σL=a 1․
π․Uh

L
․E

σB=a 2․
2π 2․D․Uh

L 2 ․E

a 1=
1

1+(
2․π

λ1․L'
) 2

a 2=
1

1+(
2․π

λ 2․L
) 4

λ1=
K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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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2=
4 K2

E․I

L'= 2․L

ν=l/L

ν'= l/L '

여기서, σ : 관축방향합성응력(MPa)

σL ,σB : 축응력, 휨응력(MPa)

σ'L,σ'B : 최대 축응력, 휨응력(MPa)

ξ 1 ,ξ 2 : 축응력 및 휨응력에 대한 보정계수로써 그림 A.2.3과 그림

A.2.4로부터 구한다.

그림 A.2.3 λ1L'에 따른 ξ 1값



- 87 -

그림 A.2.4 λ2L값에 따른 ξ 2값

Uh : 관축위치의 지반의 수평변위진폭(0.063m)

L : 지진동의 파장 (228.3m)

D : 외경(0.90m)

E : 탄성계수

K1 : 축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K2 : 축직교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A : 단면적 ( 0.330m 2)

I : 단면이차모멘트 ( 3.250×10- 3m 4)

λ 1=
133.0

1.6×10 6×329.8
= 5.02×10-2 ( m-1)

λ 2=
4 266.0

1.6×10 6×3.25×10 5 =0.476( m-1)

L'= 2×228.3×10 2=322.9( m)

a 1=
1

1+(
2×π

5.02×10-4×322.9×10 2 ) 2
=0.869

α 2=
1

1+(
2×π

4.76×10-3×228.3×10 2 ) 4
=1.0

σL=0.869×
π×6.13

228.3×10 2 ×1.6×10
6 =117.3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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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B=1×
2×π 2×90.0×6.13

(228.3×10 2 ) 2
×1.6×10 6 =3.34MPa

ν=
6

228.3
=0.026

ν '=
6

322.9
=0.019

λ 1L'=5.02×10-4×322.9×10 2=16.210

λ 2L=4.76×10-3×228.3×10 2=108.671

ν'=0.019, λ1L'=16.210일 때 ξ 1=0.013

ν=0.026, λ2L=108.671일 때 ξ 2=0.147

σ'L=0.013×11 73= 1.525MPa

σ'B=0.147×33 .4= 0.491MPa

∴ σ x= 15.249 2+4.91 2=1.602MPa

4. 관체응력에 의한 내진안전성의 조사

표A.2.3에서 상시하중에 의한 발생응력과 지진시의 발생응력을 합산하고 이것이 허

용응력 이하인지 조사한다.

표 A.2.3 관체응력에 의한 내진안전성의 조사

항목 단위:MPa

상시
설계내압 (P= 7.5 MPa) 78.9

차량하중 32.9

지진 1.602

축방향응력합계 113.402

허용응력 275.0

축방향응력합계=113.402(MPa) < 허용응력= 275.0(MPa)이므로 O.K

따라서, 내진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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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음부의 축방향신축량

1. 내압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e i )

e i=
l․σ i

E

여기서, e i : 내압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σ i : 내압에 의한 관체발생응력(MPa)

l : 관길이(6.0m)

E : 탄성계수(MPa)

∴e i=
600×789

1.6×10 6 =0.00296( m)

2. 차량하중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e o)

e 0=
l․σ 0

E

여기서, e o : 차량하중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m)

σ o : 차량하중에 의한 관체발생응력 (MPa)

∴e 0=
600×32.9

1.6×10 6 =0.00123( m)

3. 온도변화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e t)

e t= α・△T・l

여기서, e t : 온도변화에 의한 이음부신축량(m)

α : 선팽창계수 (1.0×10-5℃)

△T : 온도변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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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1.0×10- 5×20×600= 0.00120(m)

4. 부등침하에 의한 이음부신축량 (e d )

e d=Δl

여기서, Δl= l 2+δ 2-l

δ : (그림 A.2.5)에서 중앙부분의 부등침하(0.2m)

l : (그림 1.4)에서 l=30m

∴ e d= Δl= (30×10 2 ) 2+20 2-30×10 2=0.00067 (m)

연약지반구간

침하형상

L

l l

d

그림 A.2.5 부등침하 가정도

5. 지진시의 이음부신축량 ( |u J|)

| u J|= u 0․u J

u 0=a 1․Ua( cm)

Ua=
1
2
․Uh

11

111

sinh
coscosh2
bb

gbg
×

-
=Ju

2
11

1 )/(1
1
bg+

=a

,1
1 l

AE
K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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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

=
pg 2

1

L'= 2․L

여기서, |u J| : 관축방향 이음부 신축량(m)

u 0 : 무한연속보의 경우 관축방향 상대변위량(m)

L : 지진동의 파장( 228.3m)

l : 이음부간격(6.0m)

L'= 2×228.3×10 2=322.9 ( m)

β 1=
133.0

1.6×10 6×329.8
×600=0.301

117.0
109.322
6002

21 =
´
´´

=
pg

a 1=
1

1+(
0.117
0.301

) 2
=0.869

u J=
2×0.117×∣cosh(0.301)- cos(0.117)∣

0.301×sinh(0.301)
=0.134

Ua=
1
2
×6.13= 0.04335(m)

u o=0.869×4. 335=3.767

| u J|= 3.767×0. 134= 0.005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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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음부의 신축량에 의한 내진안전성의 조사

표 A.2.4에서 상시하중과 온도변화, 부등침하에 의한 이음부의 신축량과 지진에 의

한 신축량을 합산하여 허용신축량 이하인지 조사한다.

표A.2.4 관채응력에 의한 내진안전성의 조사

항목 m

상시하중

에 의한

신축량

설계내압 (P= 1.0 MPa) 0.00296

차량하중 0.00123

온도효과△T=20° 0.00120

부등침하 (20cm) 0.00067

지진에 의한 신축량 0.00505

신축량합계 0.0111

허용신축량 0.0311

신축량합계(0.011m) < 허용신축량(0.031)이므로 O.K

따라서, 내진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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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 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 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


(연속관)





- 95 -

1. 연속관(용접강관) 내진성능 상세평가

1.1 기본방침

1. 용접강관의 내진설계에 있어서는, 기능수행수준과 파괴방지수준에 대해 각각 내진

안정성을 조사한다.

2. 지반의 액상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반의 액상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변형에

대하여 내진성을 조사한다.

3. 매설강관의 내진성의 조사시에는, 아래의 상시하중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가. 내압

나. 차량하중

다. 온도변화

라. 부동침하

4. 연속관의 경우 기능수행수준에서는 항복개시변형율을, 파괴방지수준에서는 국부좌

굴개시변형율을 사용하므로 두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1.2 매설조건

1. 강관의 사양

관경(외경) : D=1.0m

관두께 : t=0.004m

관재질 : 상수도용 도복장강판(KS D 3565)

2. 매설조건 : 흙두께 =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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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내압 : P=0.1 MPa

4. 자동차하중 : Pm = 100kN/륜(輪)

5. 온도변화 :  ℃

6. 지반조건 : 연약한 토사지반(SE)으로, 전단파속도는 실험에 의한 값을 사용하며 여

기서는 그림 B.1.1과 같이 가정한다.

7. 지반모델 : 그림 B.1.1에 표시

그림 B.1.1 지반모델

1.3 상시하중에 의한 관체발생 변형율

1. 지중매설강관의 축방향 변화가 구속된 경우 강관의 내압에 의한 축방향변형율은 다

음 식으로 구한다.

 
  
⋅⋅

×

여기서,  : 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 포아손비(강)(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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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관의 외경 (1.0m)

 : 관두께 (0.004m)

 : 강관의 탄성계수 (200GPa)

 
 ×    
 ×  ×  × 

×   ×     

2. 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차량하중에 의한 매설관의 축방향 변형율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 차량에 의한 관축방향 변형율

 : 차량하중 (kN/m)

D : 강관의 외경 (1.00m)

Kv : 수직방향반반력계수

E : 강관의 탄성계수 (200GPa)

Z : 강관의 단면계수(Z=I/(D/2))

I : 강관의 단면이차모멘트

       ×  

 
 × 

 ×  ×  
 × × × 

 × 
  ×     

윗식에서 차량하중 은

 


  ⋅ 
   )

여기서,  : 차량후륜1륜당 하중 (100kN/輪)

 : 접지폭 (20cm)



- 98 -

 : 흙두께 (150cm)

 : 하중분포각 (45

 : 충격계수 (1.5≤ ≤        

 
×  × 

    ×  ×  
      kN/m

그림 B.1.2 차량하중의 분포도

3.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강관의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여기서,  :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 강의 선팽창계수(1.2☓10-5)
△ : 온도변화 (30℃)

   ×  ×   ×  (=0.036 %)

4. 부등침하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가. 부등침하에 의해 용접강관에 발생하는 축방향 변형율의 계산시에는 성토에 의한

지반의 침하를 고려한다.

나. 용접강관을 탄성지반위에 놓인 들보로 간주하여 아래 식에 의한 값으로 하며, 최

대 휨모멘트(M)는 M1과 M2중 큰 값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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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 연약지반구간 (3000cm)

 : 흙의 연직하중

      ×       kN/m

 : 흙의 단위체적중량 (17kN/m
3
)

 : 흙두께 (1.50m)

 : 성토의 높이 (5.00m)

 : 강관의 탄성계수 (200 GPa)

 : 강관의 단면 2차 모멘트 (1.55☓10-3 m⁴)
 : 교축직교 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다음 "1.4 (1) ④"로부터    MPa

   


  

 ×  × × × 
 (m-1)

   ×  ×  

 


 ×  ×   
× ×




 

   × 
 ×   

×           

= 608 MN/m

따라서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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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발생변형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




  ×     

그림 B.1.3 부등침하 가정도

1.4 지진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1. 기능 수행 수준

가.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여기서,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sec)

 : 표층지반의  번째 토층 두께 (m)

 : 표층지반의  번째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 (m/s)

 : 표층지반을 이루는 토층의 개수

전단파 속도 는 표 B.1.1과 같다.

표층두께 (m) 전단파 속도 H i/Vsi

① 25 71.5m/s 0.350

② 5 138.3m/s 0.036

③ - 1600m/s -

표 B.1.1 전단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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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

나. 관축위치에서의 지반의 수평변위

   

 ⋅⋅ 






여기서,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반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m/s)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sec)

x : 지표면에서 관축(관로 중심)까지의 거리(2.01m)

Sv는 그림 B.1.4로부터 구한다.

(지진구역 II)

(지진구역 I)A' = 0.09 I
    = 0.05 I

기반암 가속도계수

0.132 A'

1.56 A'

TsT0

0.05A'

(m
/se

c)

Ts = Cv / 2.5Ca

T0 = 0.2 Ts

최
대

응
답

가
속

도

주기 (초)

그림 B.1.4 기반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기반암 위치에서 지진 지반운동의 가속도 계수(A')는 평균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

험도계수에 지진구역 Ⅰ에서는 0.09, 지진구역Ⅱ에서는 0.05를 곱하여 구한다.

기능수행수준의 내진Ⅰ등급 Ⅰ구역의 가속도계수

 = 0.57×0.09=0.0513

T = C/2.5C=0.37/(2.5×0.22)=0.673(sec)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T (1.544 sec)가 0.673초 이상이므로

S = 1.56×A' =0.0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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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 8 × 1.544 × cos







× 
 × 

=0.0249(m)

다. 지진동의 파장

L=
⋅⋅

  

L= T⋅V

L= T⋅V

여기서, L : 지진동의 파장(m)

T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1.54)

V :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m/s)

V : 기반층의 전단탄성파속도(1600m/s)

 








  









 (m/s)

   ×   (m)

   ×   (m)

∴
×  × 
  

 (m)

라. 지반의 강성계수

  ⋅ 

⋅ 



  ⋅


⋅ 



여기서,  : 축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 축직교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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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의 단위체적중량(kN/m
3)

 : 관로위치에 따른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71.5 m/s)

 : 중력가속도(9.80 m/s)

∴   ×  ×  


×  ×    (MPa)

  ×
 ×  


×  ×    (MPa)

마. 관로의 축방향 변형율

  

  





  

 




 


  





 


  





  



 
  



 

여기서,  : 매설강관로의 축변형율

 : 지반변형율(관축방향)

 : 매설강관로의 휨변형율

 : 축병형율과 휨변형율의 합성 변형율

 : 관축위치의 지반의 수평변율 진폭(0.0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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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동의 파장(228.8m)

 : 강관의 외경(100m)

 : 강관의 단면적(0.125.2㎡)

 : 강관의 탄성계수 (200 GPa)

 : 강관의 단면2차모멘트(1.55☓10-3㎥)
 

× 


  ×  

  
 × ×

  ×  

 


  


 ×  ×× 


 

 
  

 × × × 
  ×  

 


  


 ×  ×


 

   ×  ×     ×  

   × × 


×  ×     ×  

  ×     ×      ×    

바. 내진성조사

축방향변형율의 계산결과가 항복점변형율 이하인지 조사한다.

변형율(%)

설계내압( 1.0MPa)

차량하중

온도변화 △  

부등침하 (  m)

지진

0.019

0.014

0.036

0.010

0.032

축방향변형율합계 0.111

항복점 변형율    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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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변형율합계 =0.111(%) > 항복점변형율 =0.092(%)이므로 N.G

2. 파괴 방지 수준

가.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sec

나. 관축위치에서의 지반의 수평변위

   

 ⋅⋅ 






  m

여기서,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반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m/s)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sec)

 : 지표면에서 관축(관로 중심)까지의 거리 (2.01m)

Sv는 그림 B.1.4로부터 구한다.

기반암 위치에서 지진 지반운동의 가속도 계수()는 평균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

험도계수에 지진구역 I 에서는 0.09, 지지구역 II에서는 0.05를 곱하여 구한다. 기능

수행수준의 내진 I 등급 I 구역의 가속도계수

   ×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1.544sec)가 0.673초 이상이므로 그림 B.1.4에서

   ×  m/s

∴ 

 × ×  ×  

× 
 × 

  (m)

다. 지진동의 파장을 구하고(  m) 다음식으로 계산한 과 비교한다.

  

여기서,     ×  × ×   × (m)

 : 강관과 지반의 마찰력(0.01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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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관의 관두께(0.004m)

 : 항복점 변형율

   × ×  (m)

라. 만약   이면, 위의 기능수행수준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식,

즉,    과   



을 사용하여 관축 방향의 배관 변형율을 구한다.

L(22880 cm) > (20817 cm) 이므로 기능수행수준과 같은 방법으로 배관 변형율

을 구한다.

마. 만약   이면, 매설강관로의 축방향변형율 은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   






바. 관로의 합성 변형율

  

여기서,   





 




 
× 


  ×  

   ×  ×     ×  

   × × 


×  ×     ×  

  ×     ×      ×    

사. 내진성조사

축방향변형율의 합계가 허용변형율(국부좌굴개시 변형율)보다 작은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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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변형율(%)

설계내압( 1.0 MPa)

차량하중

온도변화 △  

부등침하 (  m)

지진

0.019

0.014

0.036

0.010

0.084

축방향변형율합계 0.163

허용변형율    0.184

축방향변형율합계=0.163(%) < 허용변형율 = 0.184(%)이므로 O.K

따라서, 내진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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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 성 능 향 상 방 안

검토결과 강관의 내진성능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관의 재료특성과 경계

조건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강관을 교체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구 분 향 상 전 향 상 후 비 교

두께 () 0.004 0.009 + 0.5

지름 () 1.00 1.00 변화없음

단면적 (㎡) 0.125 0.280 + 155

단면2모멘트() 1.55×  3.44×  + 1.89×

단면계수 (㎥) 0.03104 0.06880 +0.03776

탄성계수 (GPa) 200 200 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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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관(용접강관) 내진성능향상 상세

2.1 매설조건

1. 강관의 사양

관경(외경) : D = 1.00m

관두께 : t=0.009m

관재질 : 상수도용 도복장강판(KS D 3565)

2. 매설조건 : 흙두께 = 1.50m

3. 설계내압 : P = 1.0 MPa

4. 자동차하중 : Pm=100 kN/륜(輪)

5. 온도변화 :  ℃

6. 지반조건 : 연약한 토사지반(SE)으로, 전단파속도는 실험에 의한 값을 사용하며 여

기서는 그림 B.2.1과 같이 가정한다.

7. 지반모델 : 그림 B.2.1에 표시

그림 B.2.1 지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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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시하중에 의한 관체발생 변형율

1. 지중매설강관의 축방향 변화가 구속된 경우 강관의 내압에 의한 축방향변형율은 다

음 식으로 구한다.

 
  
⋅⋅



여기서,  : 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 포아손비(강)(0.003)

 : 강관의 외경 (1.00m)

 : 관두께 (0.009m)

 : 강관의 탄성계수 (200 GPa)

 
 ×    
 ×  ×  × 

×   ×     

2. 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차량하중에 의한 매설관의 축방향 변형율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 차량에 의한 관축방향 변형율

 : 차량하중

D : 강관의 외경 (1.00m)

Kv : 수직방향반반력계수 (10 MN/m
3)

E : 강관의 단면계수 (200 GPa)

Z : 강관의 단면계수(Z=I/(D/2))

I : 강관의 단면이차모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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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윗식에서 차량하중 은

 


  ⋅ 
   

여기서,  : 차량후륜1륜당 하중 (1.0MN/輪)

 : 접지폭 (0.20m)

 : 흙두께 (1.50m)

 : 하중분포각 (45

 : 충격계수 (1.5≤ ≤        

 
×  × 

    ×  ×  
     (kN/m)

그림 B.2.2 차량하중의 분포도

3.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강관의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여기서,  :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 강의 선팽창계수(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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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변화 (30℃)

   ×  ×   ×  (=0.036%)

4. 부등침하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가. 부등침하에 의해 용접강관에 발생하는 축방향 변형율의 계산시에는 성토에 의한

지반의 침하를 고려한다.

나. 용접강관을 탄성지반위에 놓인 들보로 간주하여 아래 식에 의한 값으로 하며, 최

대 휨모멘트(M)는 M1과 M2중 큰 값을 택한다.

 


 
 ⋅




 


⋅     

 


      

여기서,  : 연약지반구간 (1500cm)

 : 흙의 연직하중

      ×       (kN/m)

 :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3)

 : 흙두께 (1.50m)

 : 성토의 높이 (5.00m)

 : 강관의 탄성계수 (200 GPa)

 : 강관의 단면2차모멘트 (3.44☓10-3 m⁴)
 : 축직교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다음 "1.4 (1) ④"로부터    MPa

   


  

 ×  × × × 
  ×  (m-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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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MN/m)

   × 
 ×   

×           

= 341 MN/m

따라서 M=M2

다. 최대발생변형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




  ×     

그림 B.3.3 부등침하 가정도

2.3 지진에 의한 축방향 변형율

1. 기능 수행 수준

가.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여기서,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sec)

 : 표층지반의  번째 토층 두께 (m)

 : 표층지반의  번째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 (m/s)

 : 표층지반을 이루는 토층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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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 속도 는 표 B.2.1과 같다.

표층두께 (m) 전단파 속도 H i/Vsi

① 25 71.5m/s 0.350

② 5 138.3m/s 0.036

③ - 1600m/s -

표 B.3.1 전단파 속도

∴  
  

 


 ×   (sec)

나. 관축위치에서의 지반의 수평변위

   

 ⋅⋅ 






여기서,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반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m/s)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sec)

x : 지표면에서 관축(관로 중심)까지의 거리(2.01cm)

Sv는 그림 B.2.4로부터 구한다.

(지진구역 II)

(지진구역 I)A' = 0.09 I
    = 0.05 I

기반암 가속도계수

0.132 A'

1.56 A'

TsT0

0.05A'

(m
/se

c)

Ts = Cv / 2.5Ca

T0 = 0.2 Ts

최
대

응
답

가
속

도

주기 (초)

그림 B.2.4 기반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기반암 위치에서 지진 지반운동의 가속도 계수(A')는 평균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

험도계수에 지진구역 Ⅰ에서는 0.09, 지진구역Ⅱ에서는 0.05를 곱하여 구한다. 기능

수행수준의 내진Ⅰ등급 Ⅰ구역의 가속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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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7×0.09=0.0513

T = C/2.5C=0.37/(2.5×0.22)=0.673(sec)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T (1.544 sec)가 0.673초 이상이므로

S = 1.56×A' =0.08m/s=8cm/s

∴U =

 × 8 × 1.544 × cos







× 
 × 

=0.0249(m)

다. 지진동의 파장

L=
⋅⋅

  

L= T⋅V

L= T⋅V

여기서, L : 지진동의 파장(m)

T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1.54)

V :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m/s)

V : 기반층의 전단탄성파속도(1600m/s)

 








  









 (m/s)

   ×   (m)

   ×   (m)

∴
×  × 
  

 (m)

라. 지반의 강성계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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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축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 축직교방향변위에 따른 지반의 강성계수

 : 흙의 단위체적중량(17 kN/m
3)

 : 관로위치에 따른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71.5 m/s)

 : 중력가속도(9.80 m/s)

∴   ×  ×  


×  ×     MPa

  ×
 ×  


×  ×     MPa

마. 관로의 축방향 변형율

  

  





  

 




 


  





 


  





  



 
  



 

여기서,  : 매설강관로의 축변형율

 : 지반변형율(관축방향)

 : 매설강관로의 휨변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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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병형율과 휨변형율의 합성 변형율

 : 관축위치의 지반의 수평변율 진폭

 : 지진동의 파장(228.3m)

 : 강관의 외경(100m)

 : 강관의 단면적

 : 강관의 탄성계수 (200GPa)

 : 강관의 단면2차모멘트

 
× 


  ×  

  
 × ×

  ×  

 


  


 ×  ×× 


 

 
  

 × × × 
  ×  

 


  


 ×  ×


 

   ×  ×     ×  

   × × 


×  ×     ×  

  ×     ×      ×    

사. 내진성조사

축방향변형율의 계산결과가 항복점변형율 이하인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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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율(%)

설계내압( 1.0 MPa)

차량하중

온도변화 △  

부등침하 (  m)

지진

0.008

0.009

0.036

0.007

0.030

축방향변형율합계 0.090

항복점 변형율    0.207

축방향변형율합계 =0.090(%) < 항복점변형율 =0.207(%)이므로 O.K

따라서, 내진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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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괴 방지 수준

가.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sec

나. 관축위치에서의 지반의 수평변위

   

 ⋅⋅ 






   cm

여기서,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반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m/s)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sec)

 : 지표면에서 관축(관로 중심)까지의 거리 (2.01m)

Sv는 그림 B.2.4로부터 구한다.

기반암 위치에서 지진 지반운동의 가속도 계수()는 평균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

험도계수에 지진구역 I 에서는 0.09, 지지구역 II에서는 0.05를 곱하여 구한다. 기능

수행수준의 내진 I 등급 I 구역의 가속도계수

   ×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1.544sec)가 0.673초 이상이므로 그림 B.1.4에서

   ×  m/s = 19.7cm/s

∴ 

 × ×  ×  

× 
 × 

  (m)

다. 지진동의 파장을 구하고(  m) 다음식으로 계산한 과 비교한다.

  

여기서,     ×  × ×   × (m)

 : 강관과 지반의 마찰력

 : 강관의 관두께

 : 항복점 변형율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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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약   이면, 위의 기능수행수준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식,

즉,    과   



을 사용하여 관축 방향의 배관 변형율을 구한다.

마. 만약 ≺ 이면, 매설강관로의 축방향변형율 은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 
  ×  

바. 관로의 합성 변형율

  

여기서,   





 




 
× 


  ×  

   × × 


×  ×     ×  

  ×     ×      ×     

사. 내진성조사

축방향변형율의 합계가 허용변형율(국부좌굴개시 변형율)보다 작은지 조사한다.

항 목 변형율(%)

설계내압( 1.0MPa)

차량하중

온도변화 △  

부등침하 (  m)

지진

0.008

0.009

0.036

0.007

0.067

축방향변형율합계 0.123

허용변형율    0.414

축방향변형율합계=0.123(%) < 허용변형율 = 0.414(%)이므로 O.K

따라서, 내진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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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C.C. 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내진성능 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향상예제


(지하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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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해석

1.1 응답변위법

◆ 단면가정 및 단면제원

그림 C.1.1 지하맨홀 구조물 단면도

표 C.1.1 지하맨홀 구조물 단면 제원

No B H A(m2) I (m4) 부재번호

1 1.00 0.25 0.25 0.00130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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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점도

그림 C.1.2 지하맨홀 구조물 응답변위법 절점도

2. 지반 반력계수 산정

가. 지반탄성계수의 산정

(1) 기능수행수준

(가) 지반 1 (매립층)

Vo(초기상태 전단파 속도) = 80 N
⅓ = 150 m/sec

VS(기능수행수준의 전단파속도) = 0.8✕Vo = 120 m/sec
GD(전단탄성계수) = w/g ✕ VS2 = 26.42 MPa
ED(탄성계수) = 2(1 + ν) GD = 76.6 MPa

여기서, w : 18 kN/m2 (흙의 단위 중량)

g : 중력계수

ν: 포와슨 비 = 0.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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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반 2 (충적층)

Vo(초기상태 전단파 속도) = 80 N
⅓ = 200 m/sec

VS(기능수행수준의 전단파속도) = 0.8✕Vo = 160 m/sec
GD(전단탄성계수) = w/g ✕ VS2 = 49.58 MPa
ED(탄성계수) = 2(1 + ν) GD = 143.788 MPa

여기서, w : 19 kN/m2 (흙의 단위 중량)

g : 중력계수

ν: 포와슨 비 = 0.45 적용

(2) 붕괴방지수준

(가) 지반 1 (매립층)

Vo(초기상태 전단파 속도) = 80 N
⅓ = 150 m/sec

VS(기능수행수준의 전단파속도) = 0.5✕Vo = 75 m/sec
GD(전단탄성계수) = w/g ✕ VS2 = 1.8/9.8 ✕ 752 = 103.21 MPa
ED(탄성계수) = 2(1 + ν) GD = 29.93 MPa

여기서, w : 18 kN/m2 (흙의 단위 중량)

g : 중력계수

ν: 포와슨 비 = 0.45 적용

(나) 지반 2 (충적층)

Vo(초기상태 전단파 속도) = 80 N
⅓ = 200 m/sec

VS(기능수행수준의 전단파속도) = 0.5✕Vo = 100 m/sec
GD(전단탄성계수) = w/g ✕ VS2 = 1.9/9.8 ✕ 1002 = 19.37 MPa
ED(탄성계수) = 2(1 + ν) GD = 56.167 MPa

여기서, w : 19 kN/m2 (흙의 단위 중량)

g : 중력계수

ν: 포와슨 비 = 0.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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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반 반력계수 산정

(1) 측벽의 지반반력계수

(가) 기능수행수준

- 지반 1 (충적층)

kh0= 1/30 * ED = 1/30 ✕ 1437.88 = 479.29 MN/m3

KH = kh0✕ (
B h

30
) - 3/4 =47.93✕ (

250
30

) - 3/4= 97.72 MN/m3

KSS = λ KH =
1
4

✕ 9772 = 24.43 MN/m3

(나) 붕괴방지수준

- 지반 1 (충적층)

kh0= 1/30 * ED = 1/30 ✕ 561.670 = 187.22 MN/m3

KH = kh0✕ (
B h

30
) - 3/4 =18.72✕ (

250
30

) - 3/4= 3.817 MN/m3

KSS = λ KH =
1
4

✕ 3817 =0.954 MN/m3

(2) 상부슬래브의 지반반력계수

(가) 기능수행수준(매립층)

kv0= 1/30 ✕ ED = 255.41 MN/m3

KV= kv0✕ (
B v

30
) - 3/4 = 52.07 MN/m3

KSS = λ KH = 13.02 MN/m
3

(나) 붕괴방지수준(매립층)

kv0= 1/30 ✕ ED = 99.77 MN/m3

KV= kv0✕ (
B v

30
) - 3/4 = 20.34 MN/m3

KSS = λ KH = 5.09 MN/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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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부슬래브의 지반반력계수

(가) 기능수행수준(충적층)

kv0= 1/30 ✕ ED = 479.29 MN/m
3

KV= kv0✕ (
B v

30
) - 3/4 = 97.72 MN/m3

KSS = λ KH = 24.43 MN/m
3

(나) 붕괴방지수준(충적층)

kv0= 1/30 ✕ ED = 187.22 MN/m3

KV= kv0✕ (
B v

30
) - 3/4 = 38.17 MN/m3

KSS = λ KH = 9.54 MN/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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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하중

가. 지진하중

(1) 상판 지진토압 :

p 0 = K SB, TOP (u(zU )-u(z B ))

여기서, u(z) = 2/π2․Sv․TG․cos(π․Z/ 2H )

H = 기반암 심도(35m 적용)

Z = 지중 심도

TG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 1.25 TG
'

TG
' = 표층지반의 특성값(s) = Σ(4H i/Vsi)

H i : ith 토층두께(m)

Vsi : ith 토층의 전단파속도(m/s)

Sv = 기반면에서의 속도응답스펙트럼(m/s)

= TG/(2π)․Sa

Sa = 기반면에서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m/s
2)

Ts = 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의 통제주기 = Cv/(2.5Ca)

(가) 기능수행수준 : Cv = 0.37 (지진구역 Ⅰ, 지반종류 SE적용)

Ca = 0.22 (지진구역 I , 지반종류 SE적용)

TS = 0.37/(2.5×0.22) = 0.58

Sa = 2.5✕Ca✕g✕ I = 3.075 m/s²
I = 0.57 (위험도계수 100년재현주기)

Sv = 0.650/(2π) ✕ 3.075 = 0.318 m/s
(나) 붕괴방지수준 : Cv = 0.37(지진구역 Ⅰ, 지반종류 SE적용)

Ca = 0.22(지진구역 I , 지반종류 SE적용)

TS = 0.37/(2.5×0.22) = 0.67

Sa = 2.5✕Ca✕g✕ I = 5.494
I = 1.4 (위험도계수 1000년재현주기)

Sv = 0.650/(2π) ✕ 7.554 = 0.78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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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시 측벽토압 : p (z) = KH⋅ { u(z) - u(zB ) }

(가) 기능수행수준 KH

(나) 붕괴방지수준 KH

(3) 주면 전단력

τU = G D, TOP/ (π H)⋅S v⋅T S sin (πZ/2H )

τ B = G D,BOTTOM/ (π H)⋅S v⋅T S sin (πZ/2H )

τS = ( τU+ τB )/2

(가) 기능수행수준 τs

(나) 붕괴방지수준 τs

(4) 관성력 : f i = m i⋅a i = wi⋅a i = wi⋅Khi

여기서, Kh = 지표에서의 설계수평진도

(가) 기능수행수준 Kh = I ✕ Ca = 0.57 ✕ 0.22 = 0.1254
(나) 붕괴방지수준 Kh = I ✕ Ca = 1.4 ✕ 0.16 = 0.308

Khi = 지반심도 z 에서의 설계수평진도

= Kh ✕ Cu(z)

나. 성능수준별 지진 진도

(1) 수평진도, Khi

(가) 기능수행 (OBE) : Kh = 0.22 ✕ 0.57
Khi = 0.22 ✕ 0.57 ✕ (1-0.015z)

( 재현주기=100년 ⇒ 위험도계수 I = 0.57 )

(나) 붕괴방지수준(SSE) : Kh = 0.22 ✕ 1.4
Khi = 0.22 ✕ 1.4 ✕ (1-0.015z)

( 재현주기=1000년 ⇒ 위험도계수 I = 1.40)

(2) 수직진도 Kv

지중구조물에서는 지진의 수직운동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수직 진

도는 고려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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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용하중 산정

가. 기능수행수준(OBE)

(1) 상판 지진토압

p 0 = K SB, TOP ( u(zU )-u(z B ) )=11.59 kPa

그림 C.1.3 지진시 상판 토압 (기능수행수준)

(2) 지진시 측벽토압

p(z 1 ) = KH⋅ { u(zU ) - u(zB )} = 83.06 kPa

p(z 2 ) = 77.20 kPa , p(z 3 ) = 69.38 kPa ,

p(z 4 ) = 61.56 kPa ... p(z 11 ) = 0.000 kPa

그림 C.1.4 지진시 측벽토압 (기능수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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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면 전단력

τU = G D, TOP/ (π H)⋅S v⋅T S sin (π⋅Z/2H ) =6.670 kPa

τ B = G D,BOTTOM/ (π H)⋅S v⋅T S sin (π⋅Z/2H )=22.770 kPa

τS = ( τU+ τB )/2 = 14.720 kPa

그림 C.1.5 지진시 주면 전단력 (기능수행수준)

(4) 관성력 (부재의 단위폭/길이당 관성력)

f i =w i ⋅K hi=( A i×γ conc )⋅K h⋅ (1 - 0.015z )

상부슬래브: fU = 0.75 kPa

벽체 : f 1 = 0.75 kPa , f 2 = 0.74 kPa , f 3 = 0.74 kPa ... f 11 = 0.72 kPa

하부슬래브 : fB = 0.72 kPa

그림 C.1.6 지진시 관성력 (기능수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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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붕괴방지수준(SSE)

(1) 상판 지진토압

p 0 = K SB, TOP ( u( zU )-u(zB ) )= 11.14 kPa

그림 C.1.7 지진시 상판 토압 (붕괴방지수준)

(2) 지진시 측벽토압

p(z 1 ) = KH⋅ { u(zU ) - u(z B )} = 80.54 kPa

p(z 2 ) = 74.05 kPa , p(z 3 ) = 67.18 kPa

p(z 4 ) = 59.93 kPa ... p(z 11 ) = 0.000 kPa

그림 C.1.8 지진시 측벽토압 (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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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면 전단력

τU = G D, TOP/ (π H)⋅S v⋅T S sin (π⋅Z/2H )= 0.64 kPa

τB = G D,BOTTOM/ (π H)⋅S v⋅T S sin (π⋅Z/2H )= 21.85 kPa

τS = ( τU+ τB )/2 = 14.13kPa

그림 C.1.9 지진시 주면 전단력 (붕괴방지수준)

(4) 관성력 (부재의 단위폭/길이당 관성력)

f i =w i ⋅K hi=( A i×γ conc )⋅K h⋅ (1 - 0.015z )

상부슬래브: fU = 1.83 kPa

벽체 : f 1 = 0.183 kPa , f 2 = 1.83 kPa , f 3 = 1.82 kPa ... f 11 = 1.77 kPa

하부슬래브 : fB = 1.77 kPa

그림 C.1.10 지진시 관성력 (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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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중조합

가. 기능수행수준 (OBE)

0.75 ( 1.54D+ 1.7L+ 1.8H+ 1.8E )

= 1.155D+ 1.275L+ 1.35H+ 1.35E

여기서, D : 고정하중

L : 활하중

H : 토압 및 수압

E : 지진하중

(a) 처짐(D) (b) 축력도(AFD)

(c) 전단력도(SFD) (d) 모멘트도(BMD)

그림 C.1.11 지진 하중에 의한 처짐 및 단면력(기능수행수준; 응답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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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붕괴방지수준 (SSE)

1.00 ( D+L+H+E)

여기서, D : 고정하중

L : 활하중

H : 토압 및 수압

E : 지진하중

(a) 처짐(D) (b) 축력도(AFD)

(c) 전단력도(SFD) (d) 모멘트도(BMD)

그림 C.1.12 지진하중에 의한 처짐 및 단면력(붕괴방지수준; 응답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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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과검토

1.3.1 기능수행수준

A

B

1. 모멘트

구 분 상시해석 응답변위법 조합하중
공칭강도

(φMn)
판 정

A 45.3 15.6 60.90
57.89

(0.95)
N.G

B 31.2 24.7 55.90
57.89

(1.04)
O.K

(단위 kN․m)

2. 전단력

구 분 상시해석 응답변위법 조합하중
공칭강도

(φMn)
판 정

A 77.2 15.4 92.60
114.95

(1.24)
O.K

B 76.4 32.5 108.90
114.95

(1.06)
O.K

(단위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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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상세 내용

구 분 A B

B (m) 1.00 1.00

H (m) 0.25 0.25

Mu (kN-m) 60.9 55.9

Md(kN-m) 57.89 57.89

Vu (kN) 92.6 108.9

Vd (kN) 114.95 114.95

인장철근

As (m
2
/m)

D13-8 D13-8

0.00101 0.00101

압축철근

Asf (m2/m)

D13-4 D13-4

0.005068 0.005068

전단보강근

Av (m2/m)

Ss (cm)

D13-2 D13-2

0.002534 0.002534

CTC 15 CTC 15

성 능

평 가

Mu/Md
0.95 1.04

N.G O.K

Vu/Vd
1.24 1.06

O.K O.K

3. 평가 결과

검토결과 상부 우각부(위치 : A)가 기능수행수준에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

었다.

보강 방법으로는 부재증설 보강공법인 “브레이싱 증설에 의한 보강”이 적절한 보강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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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붕괴방지수준

A

B

1. 모멘트

구 분 상시해석 응답변위법 조합하중
공칭강도

(φMn)
판 정

A 45.3 11.2 56.50
57.89

(1.02)
O.K

B 31.2 17.5 48.70
57.89

(1.19)
O.K

(단위 kN․m)

2. 전단력

구 분 상시해석 응답변위법 조합하중
공칭강도

(φMn)
판 정

A 77.2 11.1 88.30
114.95

(1.30)
O.K

B 76.4 23.0 99.40
114.95

(1.16)
O.K

(단위 t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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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상세 내용

구 분 A B

B (m) 1.00 1.00

H (m) 0.25 0.25

Mu (kN-m) 56.5 48.7

Md (kN-m) 57.89 57.89

Vu (kN) 88.3 99.4

Vd (kN) 114.95 114.95

인장철근

As (m
2
/m)

D13-8 D13-8

0.0010 0.0010

압축철근

Asf (m2/m)

D13-4 D13-4

0.00051 0.00051

전단보강근

Av (m2/m)

Ss (cm)

D13-2 D13-2

0.00025 0.00025

CTC 15 CTC 15

성 능

평 가

Mu/Md
1.02 1.19

O.K O.K

Vu/Vd
1.30 1.16

O.K O.K

3. 평가 결과

검토결과 붕괴방지수준에서는 단면 모두가 건전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기능수행수준에서 계산된 것과 같이 상부 우각부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브레이싱 증설에 의한 보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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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재증설에 의한 보강 후 단면 검토

1. 보강 개요도

H-형강

그림 C.1.13 우각부 주변의 부재증설 개요도

2. 모델링

그림 C.1.14 모델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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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수행수준 해석결과

0.75 ( 1.54D+ 1.7L+ 1.8H+ 1.8E )

= 1.155D+ 1.275L+ 1.35H+ 1.35E

여기서, D : 고정하중

L : 활하중

H : 토압 및 수압

E : 지진하중

(a) 처짐(D) (b) 축력도(AFD)

(c) 전단력도(SFD) (d) 모멘트도(BMD)

그림 C.1.15 상시 처짐 및 단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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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재력 검토

A

B

가. 모멘트

구 분 상시해석 응답변위법 조합하중
공칭강도

(φMn)
판 정

A 17.2 4.6 21.80
57.89

(2.66)
O.K

B 30.8 23.8 54.60
57.89

(1.06)
O.K

(단위 kN․m)

나. 전단력

구 분 상시해석 응답변위법 조합하중
공칭강도

(φMn)
판 정

A 66.7 33.0 99.70
114.95

(1.15)
O.K

B 71.7 33.1 104.80
114.95

(1.10)
O.K

(단위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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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상세 내용

구 분 A B

B (m) 1.00 1.00

H (m) 0.25 0.25

Mu (kN-m) 21.8 54.6

Md (kN-m) 57.89 57.89

Vu (kN) 99.7 104.8

Vd (kN) 114.95 114.95

인장철근

As (m
2
/m)

D13-8 D13-8

0.00101 0.00101

압축철근

Asf (m2/m)

D13-4 D13-4

0.00051 0.00051

전단보강근

Av (m2/m)

Ss (m)

D13-2 D13-2

0.0002534 0.0002534

CTC 15 CTC 15

성 능

평 가

Mu/Md
2.66 1.06

O.K O.K

Vu/Vd
1.15 1.10

O.K O.K

다. 강재검토

사용강재 = 150×150×7×10, 단면적(A) = 0.004014㎡,

강축방향 단면 2차 반경(Yx) = 6.39㎝

축하중(N) = 129.8kN 유효길이(L) = 0.7070m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fca) = 2,100×0.9 = 189 MPa

∵ 70.70/6.4 = 11.06 (L/Yx ≤ 20)

압축응력 = 12.98×1000 / 40.14 = 32.3 MPa< fca < O.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