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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new strengthening method of underground box structures against seismic loads for anti-seismic capacity 
improvement. A threaded steel member with pressure devices(so called ‘Pre-flexed member system’) is used to improve seismic capacity of 
the RC box structure. The pre-flexed member system is fixed the corner of opening after chemical anchor was installed by drilling hole on the 
box structure. The structural performance was evaluated analytically. Two bracing types of strengthening methods were used; conventional 
bracing method and I-bracing pressure system.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seismic analyses were performed on moment and shear 
resisting structures with and without strength member system. Numerical result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pre-flexed member system can 
enhance the seismic capacity of the underground RC box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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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지하시설물 건설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

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하철, 지하차도, 터널, 공동

구, 수로박스 등 다양한 지하구조물들이 건설되어졌다. 
대표적인 지하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구간의 

착공년도 및 개통년도를 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은 

1970년대에 착공하여 2000년대에 개통되었으며 전국

에 분포되어있는 터널의 현황을 통계청 기준으로 확인

해보면 2006년 기준 1,064개소이고, 2014년기준 1,777
개소의 터널구조물1)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지하구조물이 건설

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국에 지하

철 및 도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하구조물이 건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이전

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관

련기준의 미제정으로 인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

았다. 근래인 2000년대 이후에 지진피해에 대한 중요

성을 인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

고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하구조물(터널)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의 종류 및 제⋅개정 현황을 Table 1에 정

리하였다. 
국내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

진재해대책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2015)으로 개정되어 국내에 발생가

능한 지진에 대하여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보강기

술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리주체별로 내

진설계가 미적용된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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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omestic seismic design criteria (Tunnel)

Design criteria Established Revision

Railway Facility Seismic Design Criteria 2000 2000

Railway Design Standards 2001 2013

Road Design Standards 2001 2005

Urban Rail Seismic Design Standards 2005 2009

Tunnel Design Standards 2005 2007

Concrete Structure Design Criteria 1999 2012

Seismic Design Criteria Statement 1998 -

하여 내진성능이 부족한 구조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방방재

청에서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을 수

립하고 주요 구조물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유무를 판단

하여 중장기적인 내진보강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 국내⋅외 지중 철근콘크리트 박스구조물의 

내진보강 연구현황

지중 콘크리트박스 구조물의 내진보강에 있어서 지

진 취약부는 크게 3개소(슬래브, 기둥부, 우각부)로 구

분할 수 있으며 부재별 거동특성은 Fig. 1과 같다. 
거동특성에 따라 나눠지는 취약부는 3개소로 나눠

지는데 그 중 슬래브 및 기둥부에 대한 기존 내진보강

기술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우각

부에 대한 내진보강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에 발맞춰 지중철근콘크리트박스구조물의 내진보강기

술 중에서 우각부 보강기술에 관한 연구현황을 분석하

고 국내 적용 가능한 기술들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

하여 내진성능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중 철근콘크리트 박

스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 관련하여 Chung 등은 가압

식 브레이싱 보강에 의한 지중박스 구조물 내진보강연

Fig. 1. Weak points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concrete 
box structures. 

구3)를 통하여 지중박스 우각부 내진보강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외에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분 

슬래브, 벽체, 기둥 등에 대한 내진보강연구4)를 수행하

여 단면 보강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적용

되어지고 있으나, 지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우각부 내

진보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조사되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국내 우각부 내진보강 현황 

국내 기술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박스구조물의 우각

부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은 단순브레이싱공법과 가압

브레이싱공법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기술의 제원 및 

적용효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eismic reinforcement methods for corner of box 
structures

Name of technology Specifications Effects

(a) Simple bracing
method

H-BEAM
(100×100×6×8)

Seismic resistance 
performance improvement

(b) Pressure bracing
method 

SS400
(∅56, t=10 mm)

Seismic resistance 
performance improvement

국내 우각부 내진보강 기술에 대한 보강재의 형상은 

Fig. 2와 같다. 

(a) Simple bracing method (b) Pressure bracing method

Fig. 2. The shape of seismic reinforcement methods.

위의 두가지 내진보강공법은 지진시 우각부에 발생

하는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두 기술이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가압브레이싱 공법이 외부하중

에 저항할 수 있도록 가압하는 효과로 인해서 외력하

중을 분산하는 효과는 단순브레이싱공법보다 진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기술 모두 우각부에 작용하는 외력을 분산

시켜 우각부에 발생하는 부재력을 절감시켜주는 효과

만 발생하여 부재저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없어 지

진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은 미비하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력에 대한 하중 분산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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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면서 단면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프리플렉스 부재를 이용한 내진보강방법

프리플렉스에 의한 가압효과로 외부하중분산효과가 

발휘되면서 우각부에 밀착되도록 시공되어 단면저항력

을 증진시켜 우각부의 내진성능을 증대시키는 내진보강

기술을 연구하였으며 기술의 형상은 Fig. 3과 같다. 

(c) Preflex seismic reinforcement method
(Specifications : SS400, 160×75×50×10)

Fig. 3. Preflex seismic reinforcement method.

본 연구에서는 프리플렉스 가압력에 의하여 효과적

으로 지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각부

의 단면을 보강하여 전체적으로 내진성능을 증진시키

도록 하였다. 
프리프렉스를 이용한 내진보강공법의 시공순서는 

Fig. 4와 같다. 

Fig. 4. Construction process.

프리플렉스 도입량을 계산하여 부재를 공장에서 제

작하고 현장에서 프리플렉스(보강재의 항복점이내에서 

약 20 kN의 힘을 도입)가 도입된 보강재를 우각부에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이후 프리플렉스가 도입되도록 

가압장치를 해체하여 구조물에 가압력이 도입되면서 

단면저항력이 발휘하도록 시공한다. 

4. 우각부 내진보강 기술의 구조해석 

4.1 구조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 지중1련암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단

면설계에 사용되는 2D(Frame)모델과 상세해석시 사용

되는 3D(Solid)모델을 이용하여 붕괴방지수준의 지진

에 대한 응답변위법 해석을 통해 보강재의 성능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Midas 
Civil, FEA 유한요소 상세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단면제원 및 검토조건은 Table 3과 

같고, 구조해석을 모델링은 Fig. 5와 같다. 

Table 3. Analysis condition of application

Application Division Apply value

Structural Type 1 Culvert

Concrete Strength 35 MPa

Rebar(SD400) 400 MPa

Unit Weight 24.50 kN/m3

Seismic Rating I Rating

Earthquake Section I Section

Soil Type Sc

Seismic Levels Prevent Collapse

Return Period 1,000 year

2D Modeling(Frame) 3D Modeling(Solid)

Fig. 5. Analysis modeling.

총 4개의 경우(Case1:무보강, Case2:단순브레이싱, 
Case3:가압브레이싱, Case4:프리플렉스)에 대해서 2D 
모델링을 통한 응답변위법 해석으로 단면설계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하고, 3D모델링을 통해서는 단면 보강에 

대한 성능비교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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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Shear>

Fig. 6. Non-reinforced (Case1).

<Moment> <Shear>

Fig. 7. Preflex reinforcement (Case4).

4.2 2D모델링에 의한 내진성능 비교 

국내에서 토목구조물 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유한요

소범용프로그램인 Midas Civil을 통하여 지중1련암거

에 대하여 토피고 5.0 m일 경우에 재현주기 1000년, 붕
괴방지수준에 대한 해석결과는 Fig. 6, Fig. 7과 같다. 

Table 4. Results of moment

Case
[Unit : kN⋅m]

Upper Slab
Rignt

Lower Slab
Left

Right Wall
Upper

Left Wall
Lower

Case1
Mu'' 61.50 62.70 44.30 51.30 

Md 57.72 57.72 51.98 51.98 

Case2
Mu'' 47.90 48.00 32.00 37.70 

Md 57.72 57.72 51.98 51.98 

Case3
Mu'' 45.90 45.90 30.20 35.70 

Md 57.72 57.72 51.98 51.98 

Case4
Mu'' 42.10 42.90 32.40 35.60 

Md 68.25 68.25 62.51 62.51 

*Mu'' : Factored moment, Md : Design moment

Table 5. Results of shear force

Case
[Unit:kN]

Upper Slab
Rignt

Lower Slab
Left

Right Wall
Upper

Left Wall
Lower

Case1
Vu'' 111.90 100.30 205.90 134.40 

Vd 162.66 162.66 139.42 139.42 

Case2
Vu'' 82.20 100.30 155.10 107.00 

Vd 162.66 162.66 139.42 139.42 

Case3
Vu'' 82.30 67.40 147.50 107.10 

Vd 162.66 162.66 139.42 139.42 

Case4
Vu'' 95.80 71.90 134.80 118.40 

Vd 225.34 225.34 202.11 202.11 

*Vu'' : Factored shear, Vd : Design shear

대상단면에 대한 해석결과 상부슬래브 우측, 좌측벽

체 하단, 우측벽체 상단, 하부슬래브 좌측에서 가장 큰 

단면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상위

치 4개소에 대한 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발생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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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 Case별 보강재의 단면 저항력 증대효과를 

보면 Case1~3의 경우 하중 분산에 의한 단면력 발생을 

저감시켜주는 효과만 발휘하지만, Case4의 경우 단면

력 발생을 저감시키면서 단면강성을 증대시켜주는 효

과로 인하여 설계단면력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Case4의 휨 및 전단에 대한 설계단면력은 각각 10.53 
kN⋅m, 62.68 kN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휨에 대한 저항력 증대 효과식은 식(1)과 같다. 

  × (1)

여기서,
   : 강재의 항복응력

   : 가압에 의한 손실응력

   : 보강재의 단면계수

전단에 대한 저항력 증대 효과식은 식(2)와 같다.

 × ×  (2)

여기서, 
 A  : 보강재의 전단저항면적

   : 강재의 항복응력

   : 가압에 의한 손실응력

2D 모델링을 통한 응답변위법 해석결과 우각부 보

강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무보강시 대비 발생력이 감

Fig. 8. Comparison of 2D results.

Fig. 9. Comparison of safety factor.

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지진력이 

발생하였을 때 하중분담효과로 인하여 콘크리트 단면

의 효율적인 저항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Case1대비 모멘트

의 경우는 Case2(28%), Case3(34%), Case4(37%)의 단면

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단력의 경우는 Case2(0%), Case3(25%), Case4(14%)의 

단면력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설계 단면력을 고려한 종합검토 결과 

구조물의 안전율은 Fig. 9와 같다. 
설계단면력에 대한 발생단면력 비교를 통해 안전율

을 산정한 결과 Case1의 경우 토피고 5.0 m일 경우 재

현주기 1000년에 대한 내진안전성을 미확보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우측벽체 상단에 대한 설계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

로 검토되었다. Case4의 경우는 발생단면력을 분산시

키는 효과와 설계단면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작용하

여 구조물에 대한 내진 안전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거동에 의한 보강효과는 모멘트

의 경우는 Case2(28%), Case3(34%), Case4(64%)의 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단력의 경우는 

Case2(0%), Case3(25%), Case4(62%)의 보강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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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D모델링에 의한 내진성능 비교 

국내⋅외에서 구조물의 상세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Midas FEA를 이용하여 3D모델링을 수행하여 동일한 

하중 및 경계조건에서 보강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여 해석을 수행하여 Fig. 10, Fig. 11에 나타내었다. 
Case3의 경우 강봉은 beam 요소에 의해 단면강성을 

적용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Solid요소를 사용

하여 구조해석 모델링을 수행하여 2D 모델링과 동일

한 위치의 발생 변위 및 응력을 확인하였다. 
3D 구조해석결과 보강재를 설치함으로써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위에 대한 효과가 기존 무보강시

보다 작게 발생하여 보강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전체적인 거동에서는 Case2, 3의 경우는 하부슬

<

Stress>
Fig. 10. Non-reinforced (Case1).

<Stress>
Fig. 11. Preflex reinforcement (Case4).

Fig. 12. Comparison of 3D results.

래브 좌측의 값이 기존 무보강보다 더 큰 응력 및 변위

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강재가 하중

을 분담하면서 콘크리트에 응력 집중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3D해석 결과는 Fig. 12에 정리하였다. 
발생력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단면강성효과가 

큰 Case4의 경우에서 응력 및 변위가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응력이 가장 큰 우측 벽체 상단

의 경우 기존 무보강대비 Case2(15%), Case3(15%), 
Case4(22%)로 응력이 작게 발생하였으며, 발생변위에

서는 상부슬래브 우측의 경우 기존 무보강 대비 Case2 
(1%), Case3(8%), Case4(14%)로 변위가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D모델링에 의한 성능비교 결과 지중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의 복잡한 거동특성으로 인하여 보강재의 설치 

위치에 따라 효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토위치별 해석결과를 비교 검토한 결과 거동특성은 

2D모델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6. 결 론 

내진설계 도입시기인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되어진 

도시철도, 터널, 지하차도 등 지중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의 우각부 내진보강에 관한 국내연구가 미비한 실정

이라 본 연구에서는 프리플렉스부재를 이용한 박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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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우각부 보강방법을 제안하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각부 보강기술들과 성능비교를 위한 2D모델링 

및 3D모델링을 수행하여 지중1련 암거를 국내 설계기

준에 맞춰 응답변위법으로 내진 안전성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구조물에 대한 해석결과

에 의하여 설계안전율을 검토한 결과 토피고 5.0 m, 재
현주기 1000년에 대하여 무보강, 단순브레이싱공법, 가
압브레이싱공법은 설계안전율(S.F 1.0)을 만족하지 못

하였으며 프리플렉스공법은 설계안전율(S.F 1.0)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구조물에 대한 3D 해석

결과를 통해 보강성능 비교를 수행한 결과 무보강시에

서 발생한 부재력보다는 단순브레이싱공법(1~15%), 가
압브레이싱공법(8~15%), 프리플렉스공법(14~22%)순으

로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강효과가 가장 

우수한 경우는 프리플렉스공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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