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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ed structures, before the seismic design codes are established was not designed an earthquake resist. 

So, evaluate seismic performance of structures and appropriate strengthening are required.  To seismic 

reinforcement of railway structures, literatur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about a varie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cessing enhance and repair the existing maintenance.

Also, facilities standardization group, in research group of railway standards, when applied the developed seismic 

reinforcement system to the railway, conducted the survey that can occur the uniqueness for construction.

These specific changes that reflect the seismic reinforcement of the system was required to establish application 

requirements.

1. 서론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최초로 의무화된 1988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

피해로 인하여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의 

개정을 거쳐 지진재해 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내진설계 대상이 도시철도를 포함한 31개 시설물로 확대되

었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 추진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법규정 시행을 통하여 기 수행된 내진성능 예비평가, 

상세 평가 및 성능보강 설계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의 내진보강 시공에 대한 시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내진성능 보강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하여서는 기존 구조물의 보유성능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내

진성능 예비평가 및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게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 성능이 부족한 구조물

은 내진성능 보강 대상으로 구분되어 요구되는 성능에 적절한 보강공법을 결정한다.

2.1 내진성능보강 목적 및 범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도시철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에 따라 시행한 예비평가 결과(서울메트로 1~4호선 내진성능예비평가 용역, 2007) 내진보

강 핵심시설로 분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방안 수립이 목적이다.

가. 과업대상 시설물 : “서울메트로 1~4호선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2007)” 결과 내진보강 핵심시설

로 분류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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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시설물 범위 : 20,203m(고가 13,723m, 교량 3,273m, 지상정거장 3,207m). 대상 교량 구조

물의 2/3은 PC빔 교량, 20%는 강박스 나머지가 16%는 다른 형식의 교량으로 구성됨.

2.2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향상대책 수립

가 상세평가

- 내진성능 예비평가 구조물에 대한 내진 안정성 정밀 검토

- 내진안정성 상세 평가이후 보강대책에 대한 근거 자료제공

-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상구조물 선정

나. 내진성능 향상대책 수립

- 내진보강계획 수립

- 현장 여건별 보강방안 및 내진성능 효과 검토

- 내진보강 구조물 및 보강부위 선정

- 내진보강방안 수립

- 보강비용 검토

2.3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서울메트로에서 운영 중인 구간의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고가 구조물 및 교량 구조물에서 일부 성

능부족이 평가되었으며 적절한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성능을 보강하고자 한다.

3. 내진보강방안 검토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내진보강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보강공법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공법에 대한 비교검토는 보강방안의 구조적인 적용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각각 고려하였으며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 표 1  내진성능 보강방안 >

구분 보강방안 보강효과

교량

일반적인 

보강방안

받침장치의 교체 받침 저항력 증대 및 탄성받침으로 교체

낙교방지 보강
교량 상부의 탈락 및 낙교방지 (받침부 확대 (브라켓 

설치), 상부구조 구속장치의 사용, 전단키의 사용)

교각단면의

확대 및 보강

교각의 강도 및 변형능력 증대 (섬유래핑 보강, 

강판보강, 콘크리트 단면확대 보강)

기초보강

및 지반보강

기초단면확대

지반보강

다점고정방안
다점고정

LUD(Lock up device) 설치

지진력 

감소방안
지진격리장치

지진력 감쇠 및 지진력분산

지진력에 의한 충격을 가동단 교각으로 분산

정거장

일반적인 

보강방안

우각부 보강 강도 및 저항능력 증대 (브라켓 보강, 강판 보강)

단면 보강
단면의 강도 및 변형능력 증대 (섬유래핑 보강, 

강판보강, 콘크리트 단면확대 보강)

지진력 

감소방안
지진격리장치 지진력 감쇠 및 지진력분산으로 지진력 저감

3.1 내진보강방안 선정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등을 분석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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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붕괴 등의 중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성, 시공성, 성능효과 및 기존 시설물의 기능

유지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보강방안을 적용토록 하였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보강의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가/교량

⦁ 고가 구간은 도시철도 특성상 도심지에 위치하므로, 기초부 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받

침을 교체하여 하부로 전달되는 지진력을 감소시킴으로서 도심지 공사를 최소화하였고, 

받침부만 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받침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

⦁ 또한 교량 구간도 한강수심부 내에 위치하여 기초에 직접 보강이 불가하며, 기초를 보

강 하더라도 별도의 받침부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기존 받침에 댐퍼 및 전단키를 적용

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

정거장

⦁정거장 구간은 탄성 해석 및 비탄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기존 정거장 시설물이 소성거동을 일으키는 구간에 대하여는 기둥에 섬유보

강 및 댐퍼를 시공하여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3.2 유형별 보강방안

서울지하철 2~4호선 고가교량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보강방안 수립용역은 각종 자료조사 및 타 기관 

내진성능평가 설계기준 분석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전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여 적합한 내진

보강방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 검증된 내진성능부족 

유형별 적용 보강방안은 다음의 표 2와 표 3과 같다.

< 표 2 고가, 교량 구간 >

구분
내진성능평가

보강방안
전단파괴면 지지길이 받침 기둥 기초

GROUP-1 OK OK NG OK OK 받침교체

GROUP-2 NG OK(or NG) NG OK OK 받침교체+코핑확대

GROUP-3 OK OK NG NG(or OK) OK(or NG) 받침교체

GROUP-4 OK OK NG OK OK 전단키

GROUP-5 OK OK NG NG(or OK) OK(or NG) 댐퍼+전단키

GROUP-6 NG OK(or NG) OK OK OK 코핑확대

GROUP-7 OK OK OK OK OK 모두만족

< 표 3 정거장 구간 >

구분
내진성능평가　

보강방안
휨 전단

GROUP-1 NG(or OK) OK(or NG) 댐퍼+섬유보강

GROUP-2 NG NG 댐퍼

GROUP-3 OK OK 모두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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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각의 내진성능 보강공법

교량 구조물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위하여 다양한 보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비탄성 연성 거동을 통

하여 충분한 연성거동이 가능한 보강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섬유보강을 통한 연성보강을 제안하였다.

< 표 4 교각의 내진성능 보강공법 >

분류 보강방안

보강재 피복

강판피복공법

섬유(탄소, 아라미드, 유리) 접착 및 래핑 공법

섬유 부착 공법

보강재 삽입
철근 삽입 공법

PC 강봉 삽입 공법

부재 증설
벽 증설

브레이스 증설

병용 공법

콘크리트 피복 + 강판 피복

철근 삽입 +콘크리트 피복

PC 강봉 삽입 + 강판 피복

부재 단면 증가

콘크리트 단면증설공법

모르타르부착 공법

프리캐스트 패널 조립공법

4. 내진성능 보강시스템 현장 적용연구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결과로 도출된 내진성능 보강방안의 실제 현장 적용의 시공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서울메트로에서 운영중인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4.1 현장 조사

현장조사는 구조물 상태의 육안 확인 및 내진성능보강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각

종 전기, 통신, 신호시스템 등의 설치상태, 설치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종 시스템 설비에 대한 

내진성능보강시스템 시공 중 이설 및 원상복구 방안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1은 고가

역사, 지하역사 및 박스구조물의 현장 조사 사진 자료이다.

(a) 고가역사 구조물 (b) 지하역사 구조물 (c) 박스 구조물

그림 1. 도시철도 구조물의 현황 조사

현장조사의 주요 내용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조물 상태 : 전체 구조물 상태에 대한 개괄적인 현장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선구간 및 정거장 구간의 단면은 깨끗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기둥부는 도장

이 되어 있어 내진보강시스템 부착시 도장 제거 및 면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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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둥 부착물 : 도시철도 시스템 특성에 의해 많은 설비들이 구조물의 벽체와 기둥 그리고 천정

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착물은 슬래브 하면과 기둥부의 전단면에 각각 분산되어 있었다.  

내진보강시스템 시공 시 이러한 부착물은 이설 후 원위치 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궤도 및 기둥 형상 : 서울지하철의 궤도는 자갈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으로 구간별 부설되어 있으

며, 자갈도상의 경우 기둥부 묻힘현상이 조사되었다. 이는 추후 부설된 내진보강시스템이 자갈에 

의한 표면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 지하공간의 작업 : 지하공간 작업에는 작업원 및 작업장비 등이 궤도상을 횡단하게 되며 레일 

또는 침목에 발걸림 등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용 공구 및 작업장비

의 낙하로 레일 등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기타 사항 : 년중 휴무일 없이 운행 중인 도시철도 구간의 시공이므로 시공계획 수립에 제약조

건이 있으며 지하 구조물에 대한 시공시에는 자재의 반입 및 적재가 외부공간에 비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서도 운영기관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4.2 시공성 평가내용 및 검토의견

현장 조사를 통하여 구조물별 주요 점검내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해당하는 점검내용을 바탕

으로 실제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구분 점검내용 검토의견

고가

구조물

-교각하부 도로  주차장 화단 등 설치

-교각하부 도로 교통 차단시 교통장애 발생 

-고가역사 기둥  마감재 및 타일설치 

-승강장 및 대합실내 지장물(통신, 소화전 등) 

-역사 1,2층 내 상가위치 

-서울시 등 설치주체와 협의 및  대책수립 

-교통소통 저해 구간 제외 검토 

-관련부서 협조와 복구 대책 마련

-임대상가 저촉 부분 보상대책  수립검토

박스

구조물

-중앙기둥 하단부 열차  대피용  안전 손잡이 

-중앙기둥 사이 이동 통신 안테나 

-지하역사 기둥 마감재 및 타일?설치 

-역사 내 상가가 위치

- 지장물로 인한 전단면 보강 곤란 

- 통신선 이설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

- 관련부서 협조와 복구 대책 및 상가 및 

고객민원 대책수립 필요

기타 -상세평가시 외장재로 인한 강도조사 미비 -조사 미시행 부 추가 조사

4.3 내진성능보강시스템 시공조건 및 시공계획 정립

성능보강 공법의 시공 시, 도시철도 운행의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며 특히 공법의 시공 중에 열차 운

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강시스템은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작업시간 제약에 따른 공법, 공사기간 검토

  - 열차운행 종료 후에서 시작 전 단전시간 작업

  - 짧은 시공시간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수립

․ 작업장비 및 자재 반입최소화

  - 지하 구간 공간 협소 : 자재 및 장비 적치 불가

․ 야간 임시열차 및 점검차량 운행영향 검토

  - 야간 점검차량외 차량 운행영향(열차풍) 검토

․ 야간 작업에 따른 안전성 확보

  - 안전인원산정 및 철저한 감독체계 계획

․ 선형 및 건축 한계 검토

< 그림 2  박스구조물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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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내진성능 보강 시공절차

보강시스템의 시공절차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

다.

NO

유지관리

∙Check List 작성

∙품질,안전 점검

∙점검 결과 정리

기초조사

시공 중 점검

이상유무

확인

준공

∙시공절차서 및 시공방안 협의

∙자재, 장비, 인력 투입계획 수립

∙가시설 설치 계획 수립

∙현장상태 변화에 따른 조치

∙적절한 가설공사로 본 공사와 효율성 유지

∙효율적인 가설공사로 안전성 확보

∙품질, 안전, 환경관리

부설계획수립

∙주변환경 및 현장특성 파악

부설개소선정

시공
설계

승인
NO

< 그림 3 보강시공 절차 >

4.5 유지관리 편리성

우수한 시스템으로 보강하여도 적절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지진이 발생할 때 계획대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으므로 유지관리가 적절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강재의 이완 및 일체화된 성과

품의 분리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5. 결론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운영 중인 도시철도 구조물 내에 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운영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는 도시철도 측면에서의 안전관리를 수반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하며, 현재 부설

된 각종 도시철도 시스템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이설,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거장 구간 시공시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종 자재의 관리 및 도시철도 이용객의 환경

위해요인 등의 제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궤도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진성능 보강 공사는 궤도를 횡단하는 작업원의 안전 및 작업 공구, 장비 등에 의한 도시

철도 시설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사전 예측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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