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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지하차도, 전력구 등과 

같은 지중구조물이 건설되어져 왔다. 이러한 지중구조

물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도로 확충 등으로 인해 

활하중, 토압하중 등의 추가하중이 발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철거후 신설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조물 재설치 시에

는 막대한 공사비와 사회간접비용 발생으로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강방안을 통한 보강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개발되어진 공법은 

정모멘트를 보강하는 판넬 보강공법, 부모멘트 및 전

단력을 보강하는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 설치공

법, 가압부재를 이용한 보강공법 등이 있다1).

가압부재를 이용한 보강공법은 강봉에 가압력을 도

입하여 콘크리트박스 구조물에 발생하는 외력을 저감

시켜주는 기술2-4)로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 설치

공법과 가압을 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보강재의 단면 

저항력이 없어 보강효과가 떨어지며, 100 kN 이상의 

과도한 가압력이 도입되어5) 강봉의 좌굴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박스 구조물에 발생가능한 하중조합 

중 최소 부모멘트6)가 발생하는 외력을 만족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강후 설계적 측면에서 재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압력 및 단면저항력

이 우수한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가 개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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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우각부에 프

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를 설치하여 초기토피별 외

력하중에 대한 적정 가압력 산정 및 초기토피에 대한 

추가토피 증가별 보강범위를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

여 구조물 보강 필요시 보강가능 여부에 대한 빠른 판

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프리플렉스 부재를 이용한 보강공법

2.1 공법의 개요

본 공법은 지중박스구조물 내부 우각부(슬래브와 벽

체사이)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를 설치하여 하

중의 반대 방향으로 가압력이 도입되어 외력을 저감시

키고 콘크리트 박스와 일체화 되어 구조물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보강공법7)으로, 개념도는 Fig. 1에 나타내

었다. 보강재는 기성강재를 가공, 제작하여 경제성이 

우수하며, 별도의 대형장비 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차

량 및 건축한계, 지장물에 대한 통수능 확보를 위한 공

간확보가 용이하다.

Fig. 1. Concept of Pre-flexed reinforcement.

2.2 보강재 형상 및 저항력

보강재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ㄷ-형강과 판

형강을 가공하여 제작하며 본 공법의 보강재 단면은 

Fig. 2와 같다.

보강재는 프리플렉션을 도입하여 가압보강 하는 특

징이 있으며 보강재 형상 및 강재의 특성에 따라 최대

Fig. 2. Shape of reinforcement.

15 kN의 가압력을 도입하여 외력을 저감시킬 수 있다. 

콘크리트에 부착후 가압력을 제외한 보강재 순수 단면 

저항력은 모멘트 2.39 kNㆍm, 전단력 64.1 kN로 가압

력과 단면저항력으로 외력하중을 저감시켜준다.

2.3 시공방법

프리플렉스를 이용한 보강공법의 시공순서는 Fig.3

과 같다.

Step 1
Reinforcement Production

Step 2
Preflex Action

Step 3
Install Reinforcement

Step 4
Remove Turnbuckle

Fig. 3. Construction process.

프리플렉스 도입량을 계산하여 기변형된 보강재를 

제작하고 유압잭을 통해 보강재에 가압력을 도입, 가

압유지재로 고정 한 뒤 우각부 및 벽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가압유지재를 해체하여 구조물에 가압력이 

도입되면서 단면저항력이 발휘하도록 시공한다. 

3. 적정 가압력 도입을 위한 수치해석

보강재에 의해 발생하는 가압력은 콘크리트 우각부

의 발생외력에 의한 모멘트 및 전단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가압력에 의해 저감되는 하중 개념도는 Fig. 4 , 

Fig. 5와 같다.

① BMD
(Before Reinforcement)

② BMD
(Pre-flex Force)

③ BMD
(After Reinforcement)

+ =

Fig. 4. Concept of an Appropriate Strength for the Negativ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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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MD
(Before Reinforcement)

② BMD
(Pre-flex Force)

③ BMD
(After Reinforcement)

+ =

Fig. 5. Concept of a excessive strength for the negative 
moment.

우각부 보강시 발생외력 저감을 위해 Fig. 5와 같이 

무리하게 가압력을 많이 적용할 경우 우각부 부모멘트

의 반대방향으로 하중선도가 바뀌어 보강후 재 설계를 

수행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피별 도입 가능

한 적정 가압력을 공동구 설계기준 20108)에서 제시하

는 하중, 경계조건을 반영한 수치해석을 통해 검증하

였다.

3.1 해석조건 및 방법

토피별 적정 가압을 검증하기 위해서 2.0 m×2.0 m의 

지중1련 수로박스 상부슬래브 우각부의 초기토피 2~6 

m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Fig. 6에 부재단면 

제원 및 검토위치를 나타내었다.

▶ Structure Type
 - 1 Culvert(2.0 m×2.0 m)
▶ Material
 - con’c : 27 MPa
 - Re-bar : 300 MPa
 - Unit Weight : 24.5 kN/m3 
 - Soil Type : Sd(N =30)
 - Soil Boundary : Comp-only

Fig. 6. Condition of analysis.

기존연구1),9)에 따르면 2.0 m×2.0 m 박스구조물에 대

하여 추가하중에 대한 본 보강재 부착 전ㆍ후를 Midas 

Civil 2012를 사용한 2차원 해석과 FEA, Abaqus를 사용

한 3차원 해석을 비교 검증 하였으며, Midas Civil을 사

용한 2차원 해석의 단면력 감소효과는 37%, Abaqus 및 

FEA를 사용한 단면감소 효과는 33%, 22% 로 구조적 

거동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감

소효과의 차이는 2, 3차원 해석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해석에 적합한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12를 사용하였으며, 해석모델 구성은 박

스 구조물 Beam요소, 지반은 압축전담 스프링 요소를 

적용하였다.

하중조합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0123)에서 제시

하고 있는 상시 하중조합 중 가압력에 의해 구조계가 

바뀔 수 있는 하중조합을 적용하였으며, 도입되는 순

수 가압력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보강재 부착위치에 

0~15 kN의 가압력을 집중하중으로 재하 하였다.

해석모델 및 가압력 적용방법은 아래 Fig. 7에 나타

내었다. 

Pre-flex Force
(0~15 kN)

Fig. 7. 2D Analysis model and pre-flex force.

3.2 해석결과

초기토피(2~6 m)의 적용 가압력(0~15 kN)에 대한 해

석결과는 Fig. 8 ~ Fig. 12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Fig. 8에 토피 2 m에 대한 구조물 보강시 

적정 가압력은 3 kN로 나타났으며, Fig. 9에 토피 3 m 

보강시 적정 가압력 7 kN, Fig. 10에 토피 4 m 보강시 

적정가압력 9 kN으로 나타내었다. 상기 토피에서의 적

Fig. 8. Feasible region for Pre-flex Force(Surface Depth 2m).

Fig. 9. Feasible region for pre-flex force(Surface depth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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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easible region for pre-flex force(Surface depth 4 m).

Fig. 11. Feasible region for pre-flex force(Surface depth 6 m).

정가압력 이상을 도입하여 보강할 경우 설계당시 고려

하지 않았던 우각부 정모멘트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Fig. 12. Results of analysis.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에서 토피고 

6 m 이상의 외력하중은 보강재가 줄 수 있는 최대 가

압력 15 kN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초기토피

를 고려한 적정 가압력 크기를 고려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토피고에 따른 가압력 해석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4. 추가토피에 대한 지중박스구조물 수치검토

지중박스구조물의 기존토피외에 추가토피에 대한 

보강재의 보강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조물별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Division Additional Surface

Before Reinforcement After reinforcement

Moment(kNㆍm) Shear(kN) Moment(kNㆍm) Shear(kN)

Mu Md S.F Vu Vd S.F Mu Md S.F Vu Vd S.F

Case1
(2.0 m×2.0 m)

+1.0 m 38.6 33.6 0.87 200.4 172.7 0.86 23.6 36.0 1.53 177.2 232.8 1.31

+3.0 m 47.1 33.6 0.71 256.8 172.7 0.67 30.1 36.0 1.19 228.5 232.8 1.02

+3.2 m 48.1 33.6 0.70 261.5 172.7 0.66 30.8 36.0 1.17 233.6 232.8 0.99

+4.0 m 53.4 33.6 0.63 283.6 172.7 0.61 34.9 36.0 1.03 254.1 232.8 0.91

+5.0 m 56.8 33.6 0.59 311.5 172.7 0.55 36.6 36.0 0.98 279.7 232.8 0.83

Case2
(3.0 m×3.0 m)

+1.0 m 111.8 97.5 0.87 308.8 267.0 0.86 96.5 99.9 1.03 269.9 327.1 1.21

+1.2 m 114.7 97.5 0.85 317.1 267.0 0.84 99.0 99.9 1.01 277.6 327.1 1.18

+1.4 m 117.5 97.5 0.83 325.5 267.0 0.82 101.5 99.9 0.98 285.3 327.1 1.14

+2.0 m 126.1 97.5 0.77 350.5 267.0 0.76 109.1 99.9 0.91 308.4 327.1 1.06

+2.6 m 134.7 97.5 0.74 375.5 267.0 0.71 116.5 99.9 0.87 330.8 327.1 0.99

Case3
(4.0 m×4.0 m)

+1.0 m 223.9 195.9 0.87 433.4 375.8 0.87 193.4 198.3 1.02 365.7 435.9 1.19

+1.2 m 229.5 195.9 0.85 445.0 375.8 0.84 197.2 198.3 1.00 377.9 435.9 1.15

+1.4 m 235.0 195.9 0.83 456.5 375.8 0.82 202.1 198.3 0.97 388.5 435.9 1.12

+2.2 m 257.4 195.9 0.76 502.6 375.8 0.75 222.7 198.3 0.89 432.6 435.9 1.00

+2.4 m 263.0 195.9 0.74 514.1 375.8 0.73 227.6 198.3 0.87 444.6 435.9 0.98

* S.F = Safety Factor

Table 1. Results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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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석조건 및 방법

지중박스구조물의 추가토피별 보강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1련 수로암거의 박스 

크기별 Case1(2.0 m×2.0 m), Case3(3.0 m×3.0 m), 

Case3(4.0 m×4.0 m)으로 나누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적용하중은 기존토피 6 m에 대하여 추가성토시 발

생하는 토압하중에 대하여 상시에 대한 구조적 안전율

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정하였으며, 보강재는 

전단 위험단면을 벗어난 지점의 슬래브 및 벽체에 최

대한 밀착시켜 가압력 15 kN을 적용하여 부착하였다. 

부착후 가압력 15 kN을 제외한 보강재가 부담하는 순

수 단면 저항력은 모멘트 2.39 kNㆍm, 전단력 60.1 kN 

이다. Fig. 13에 각 Case별 해석단면 및 해석조건을 나

타내었다. 

▶ Structure Type
 - 1 Culvert

 

구 분
a

(m)
b

(m)
c

(m)
d

(m)

Case1 2.00 0.18 2.00 0.18

Case2 3.00 0.30 3.00 0.30

Case3 4.00 0.40 4.00 0.40

▶ Material
 - con’c : 27 MPa
 - Re-bar : 300 MPa
 - Unit Weight : 24.5 kN/m3 
 - Soil Type : Sd(N = 30)

Fig. 13. Condition of analysis.

해석모델 구성은 박스 구조물 2D Modeling의 Beam

요소에 C.T.C 1.0 m 간격으로 보강재가 완전 부착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구조물과 보강재를 Rigid Link로 연

결하였으며, 기존토피 6 m에서 추가성토하중에 대하여 

상부슬래브 우각부가 부재력(부모멘트, 전단력)을 확보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선정하였다. 해석모델 및 부재력 

검토위치는 Fig. 14와 같다.

Pre-flex Force
(15 kN)

Fig. 14. 2D Analysis model and pre-flex force.

4.2 해석결과

초기토피 6 m, 가압력 15 kN에 대하여 추가토피를 

적용한 각 Case별 보강전ㆍ후 수치해석 결과를 Table 1 

및 Fig. 15 ~ Fig. 17에 정리하였다. 

기존토피를 제외한 추가토피에 대하여 가압력에 의

한 외력저감 및 보강재 형상에 따른 단면저항력을 고

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 무보강 대비 

부재력 저항율은 모멘트의 경우 Case 1 175.8%, Case 2 

121.4%, Case 3 117.2%이며 전단력의 경우 Case 1 

152.3%, Case 2 140.7%, Case 3 136.7% 이다. Case 1의 

경우 다른 Case에 비해 구조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동일한 추가하중에 대해서도 작은 외력이 발생하

여 비교적 우수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며, 실제 보강시 

추가하중에 대한 크기가 커도 비교적 작은 구조물에서 

더 큰 보강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 Comparison of shear safety factor(Case1).

Fig. 16. Comparison of moment safety factor(Case2).

Fig. 17. Comparison of moment safety factor(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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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ig. 15~17중 보강후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

는 범위가 있으나 본 연구의 주목적은 보강전ㆍ후 차

이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보강 가능 범위를 구하

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강전 안전율에 대

한 보강 가능한 범위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Case 1은 보강전 모멘트 안전율이 0.55, 전단력 안전

율 0.70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보강이 가능하며, Case 

2, Case 3은 모멘트 안전율 0.85, 전단력 안전율 0.70 

이상일 경우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구

조물 보강 시 기존 설계에 추가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만 가지고 보강재의 적용가능유무에 대한 빠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조물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추가토피에 의한 하중이 클 경우 보강재의 크

기 및 설치간격 조절을 통해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18. Feasible gegion for the safety factor.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중 콘크리트 박스구조물의 우각부 

부모멘트 및 전단력 저항 효과가 우수한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장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보강설계 시 추

가토피에 대한 적정 가압력 도입범위 및 구조물 크기

별 보강가능 범위를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검토 하였다. 

적절한 구조검토를 위해 기존연구1,9) 분석을 통하여사

용 프로그램 및 해석결과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였으

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박스구조물 우각부 보강 공법 중 가압

부재를 이용한 보강공법은 가압을 이용하여 기존구조

물의 외력을 저감시켜주는 공법으로 우각부 부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가압력 만으로 

외력을 저감시킬 수 있어 과도한 가압력 도입이 불가

피 하며, 가압력에 의한 구조계 변화로 보강후 설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부착후 보강재 자체

적으로 단면저항력이 없어 보강효율이 떨어진다. 

2)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는 탄성 복원되는 강

재의 성질을 이용하여 가압력을 도입하여 구조물의 발

생 외력을 저감시키고, 부착 후 가압력을 제외한 순수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보강공법이다.

3) 초기토피별 적정 가압력 도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피변화에 대한 가압력 도입가능 범위를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토피 2~5 m의 구조물에 적용 가능

한 적정 가압은 3~13 kN이며 토피 6 m이상의 구조물

은 보강재가 줄 수 있는 최대 가압력 15 kN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구조물 보강시 과도한 가압력에 의해 우

각부 부모멘트의 하중선도가 반대방향으로 바뀌어 보

강 후 재설계를 수행 할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지중 박스구조물 크기별 추가하중에 대한 보강재

의 보강효과를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크기가 

작은 박스구조물(2.0×2.0 m 이하)의 경우 추가토피 3 

m 이상의 큰 추가하중에 대해서 보강이 가능하며 도시

철도와 같은 대단면 구조물은 보강재의 크기를 키우거

나 보강간격 등을 조정하면 충분히 보강될 것으로 판

단된다. 

5) 향후 구조물의 크기, 보강재 크기 및 배치간격에 

대한 수치해석 자료구축이 이루어 진다면 상세 보강설

계 수행 전 보강범위를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하중에 의해 긴급보강이 필요한 구조

물에 빠른 설계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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