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 도 시 설

수구조물의 규모가 큰 경우 대개 30m 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온도응력에 의한
구조물의 신축량을 흡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재 및 지수판의 시공불량 또는 부등
침하 등으로 오히려 누수하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시설인 경우 이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상수도시설인 경우에는
외부 지하수의 유입으로 수조내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려가 크며 외
부로의 누수가 심한 경우에는 지반의 공동형성으로 지반함몰에 의한 인근의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게 된다.
신축이음 설치의 1차 목적은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신축량에 대응키 위한 조처
이며 2차 목적은 구조물의 부등침하, 구조물 불연속적인 단면변화에 따른 응력변화에
대응한 조처이다.
수구조물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고 상시 물에 채워져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직사
광선에 의한 온도변화가 크지 않아 구조물의 온도응력에 의한 신축량이 미미하므로 신
축이음 대신에 적절한 간격의 수축/시공이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하는 경우 이음부 단부에는 철근으
로 보강하여 콘크리트 파손을 방지토록하고 신축재는 양질의 재료로 선정하여 수밀성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실제 콘크리트의 온도신축은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기간에 거의 완료되고 구조물 사
용중에는 구조물 신축량이 크지 않으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하의 수구조물은 100m
구간까지 신축이음을 두지 않아도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치 않고 지면에 접하는 바닥콘
크리트는 200m까지도 신축이음을 두지 않아도 구조물에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수조구조물의 수축이음은 9m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온도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적절한 온도수축 이음의 부재로 인하여 실제의 신축균열은 신축이음에서 발생하지 않
고 그에 인접한 위치에 발생하거나 신축이음에서 신축이 생기더라도 불량 신축재(판재

18.수조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누수

혹은 스티로폴)의 사용 혹은 시공불량(이음간극의 좁음)으로 압축단부에 콘크리트 파
손이 생기거나 혹은 과도한 부등침하로 인하여 지수판이 파단되는 경우가 많다.
수축이음의 종류는 완전구속형, 완전수축형, 부분수축형이 있으며 수축이음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완전구속형 : 온도철근을 절단치 않고 철근으로 수축을 구속하며 시공이음을 둠
- 완전수축형 : 이음부에서 온도철근 전량을 절단함
- 부분수축형 : 이음부에서 온도철근의 50% 이상을 절단하여 균열을 유도함
위의 수축이음부에는 지수판을 설치해야 하며, 철근량은 단면의 0.4%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신축이음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 채움재는 압축에 대하여 두께의 1/2까지 압
축되어야 하며 신장시에 신축간격을 채울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신축이음에 적합
한 채움재는 내부식성, 비흡수성의 재질로서 콜크, 네오프렌, 고무 등 ASTM D994,
D1056, D1751 및 D1752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이음부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철근으로 보강해야 한다.

신축이음의 신축재 및 지수재의 수명이 콘크리트의 수명보다 크게 짧기 때문에 정
기적으로 신축이음부의 보수가 필요하나 한번 설치된 신축이음부를 원상태대로 보수
하기가 어렵다.

상수도 시설기준에 구조물의 신축 및 수축이음 간격, 온도철근량, 신축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의 보완 필요.
수조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간격의 신축이음 설치 및 적정 재질의 신축이음재 사
용과 양질시공
수조구조물에서 신축이음 대신 수축/시공이음으로 대체
신축이음부의 모서리 부분의 세심한 강재보강 등

○

ACI-350R

○

BS8007

○

(BS5337)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crete Structure
Design of concrtete structures for retaining aqueous
liqui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