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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제원
1. 현장현황

급유배관 계류장 PIT BOX 구조보강 개선
- 항공유 급유펌프 : 681㎥/hr(500 hp) × 2대
- 항공유 필터 : 681㎥/hr x 2대
- 급유 배관 : 400㎜ × 21,500 m
- HYDRANT PIT BOX(급유전 박스) : 신설 112, 이설 20개
- CONTROL SYSTEM(DCS) : 1식
- 누유검지 시스템 : 1식
- V.V.V.F.(INVERTER) SYSTEM : 1식
- 기타 : 밸브박스 8개소, 수배전 시설 등
2. 기본사항

2.1 공사기간
2.2 급유시스템

: 2004. 9. 8 ～ 2008. 2. 28
: 500hp 송유펌프(Hydran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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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 및 보수․보강
1. 손상의 분류
2. 손상이 확인된 일시
4. 손상이 발생한 위치
5. 보수․보강
6. 보수보강의 필요성

:
:
:
:
:

계류장 PIT BOX Crack
2007년
계류장 PIT BOX 중 22% 벽면에 심각한 Crack발생
Crack부위 절단 후 FRP Sheet 다중접착방법
기존의 PIT BOX중 22% 이상에서 벽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PIT BOX는 재질이 FRP로
재성형이 불가하고 수리시 공해물질이 배출되어 균열
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보수한 부분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재발 위험성이 있다.

50㎝ 강성포장
5㎝ 아스콘포장
15㎝ Lean Con'c

급유배관
400 mm
<그림 1> PIT BOX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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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의 설명

1단계 건설공사시 PIT BOX 172개소 중 하자발생이 38개소로 22%정도 발생하였으며 2
단계 건설공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2> 벽면 균열

<그림 3> 벽면 균열

<그림 4> 균열 전경

<그림 5> 벽면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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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의 원인

2단계 공사 착수 후 제품 구매 시행 전 제조업체인 ○○○○○社제에 하자발생에 대한조
사 및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림 6> 하자발생 원인조사 Flow

현장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된 현장이 발견되었다.
• CRACK은 대부분 발생위치가 -50cm에서 발생하여 가로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체로
확대됨
• -50cm 부분은 계류장 강성포장 위치이며 동시에 PIT BOX의 상․하부 연결부위가
위치하는 부위임
• 기존 PIT BOX의 강도는 7.8 PSI로 안전율 5이상으로 설계되었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50여개 공항에서 동일한 CRACK이 발생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인천공항의 높은 지하수위가 원인으로 예상되며 수위상승에 따른 수압으로 벽면에 과
도한 STRESS 발생
• 포장 경계면(GL. -0.5m)의 미세한 SLIDING 현상에 의한 벽면 압력 발생

344

7. 급유배관 및 급유전박스의 구조보강 사례

5

■ 보수․보강방안
1. PIT BOX 구조 보강

현장 조사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사에서 하자부위에 대한 구조보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주요 CRACK의 발생 부위인 포장 경계면 부위를 보강
① CRACK 발생 부위에 목재(50㎜ × 100㎜)를 삽입해 강도 보강
② 당초 FRP 벽체의 두께를 1/4”(6.4㎜)에서 강도보강 주변 20cm 폭으로 5/8”(15.9㎜)로
보강하여 2배 이상의 강도 유지

1.1

<그림 7> 포장경계면 부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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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증기간의 연장
① 구조보강에 대한 대책 외에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함 (당초 표준 하자보증 기간으로 납품 후 18개월 주장)

1.2

2. 구매방법의 변경

의 주요 구성품 중 국내에서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한 제품의 국내 제작을 추진하
고 외자재중 직접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직구매하여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였다.
PIT BOX

<표 1> 구성품목별 구매방법

구성 품목
사양
PIT BOX
FRP/ALUMINUM
BALL VALVE
4" 주강
SURGE ARRESTER
INSULATION KIT
4"
SPOOL PIPE
4” API PIPE & etc.
금 액
￦13,750,000원/개

제조업체
DABICO INC.
국내업체 가능
수입품
수입품
국내업체 가능

구매 방법
수입
내자 구매
직접 구매
직접 구매
내자 구매

3. PIT BOX의 보수

내부적으로 균열부위를 Cutting 후 절단부위를 그라인딩한 후에 FRP Sheet를 부착하여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다.

<그림 8> PIT BOX 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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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RP PIT BOX의 현장 보수 모습과 보수 후 PIT BOX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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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적용 효과 및 결론

PIT BOX는 자재 성격상 외산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자재비가 전체 공사비중 차
지하는 비율이 직접 공사비의 8.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큰 자재였다.
1. 고품질 시공을 통한 대 고객 신뢰성 향상

① 품질에 문제가 있는 기존 자재에 대해 제조업체와의 유기적인 품질확보 노력 및 해결
에 대한 발주처의 신뢰성 확보
② 2단계용으로 새로이 제작, 설치된 Pit Box는 2005년 초부터 일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동일한 하자발생이 전혀 없는 상태임
2. 비용 절감 효과

품질확보 외에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자재 국산화 및 구매방법 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구 분
계약 금액(내역서)
현장 구매금액
신설 : 13,750 천원
신설 : 6,700 천원
PIT BOX 단가
이설 : 8,445 천원
이설 : 4,200 천원
전체 금액
1.709 백만 원
841 백만 원

비고
신설 : 112개
이설 : 20개
원가율 49 %

② 하자보수비용 절감(예상 비용)
CRACK이 발생한 PIT BOX는 신품 PIT BOX를 교체,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
장에서 전문 업체(FRP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보수하고 있으나 강도면에서 부족해 보수 완
료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다시 CRACK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 Pit Box Crack 1기 보수비용
: ￦400,000원
• 예상되는 하자발생 수량
: 29개(발생율 22% 가정)
• 절감 비용(5년간 예상)
: ￦11,600,000원
○○○○공사는 기 수행한 1단계 급유시설공사에서 축적한 설계, 구매 및 시공 기술을 바
탕으로 공사의 품질을 한 차원 높이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공사 특성상 공사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자재의 경우 하자발생시 즉각적인 대
처가 어렵고 회사의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미연에 차단하고 외자재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서 고품질 달성
과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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