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E01D 19/0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5월31일
10-0492335
2005년05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2-0014533 (65) 공개번호 10-2003-0075357
(22) 출원일자 2002년03월18일 (43) 공개일자 2003년09월26일

(73) 특허권자 박재만
경기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155-1

(72) 발명자 박재만
경기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155-1

(74) 대리인 박장원

심사관 : 이선우

(54)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본 발명은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교량하부구조물의 교각(100) 하측부와, 상측부에 긴
장재 고정부재(200),(210)를 각각 고정하고,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에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를 하나 이상 고
정하며, 다수개의 긴장재(400)를 상기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그 상,하단부를 상기 상,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하고, 상기 각 긴장재(400)를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의 체결링(310)에 각각
고정하며,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보강층(500)을 형성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복합적인 내진방안을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교량하부구조물의 지반 지지력 증대효과와 전도
에 대한 대비효과를 증대시켜 전도 및 손괴를 막을 수 있고, 구조물 단면 확대를 위한 철근의 배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
며, 교량하부구조물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철재 또는 복합재 판과 긴장재를 수직으로 체결하고, 긴장재와 지반에 설치되는
어스앵커와 일체화됨을 꾀하여 종합적 거동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것으로,

  도 1은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부분절결 분해사시도.

  도 2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종단면도.

  도 3은 컬럼부 보강체결부재와 체결링을 보인 부분 평면도.

  도 4는 긴장재 고정부의 사시도.

  도 5는 긴장재 정착부의 사시도.

  도 6a 내지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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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a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부분절결 분해사시도.

  도 6b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부분 절결사시도.

  도 7 및 도 8은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인 부분절결 종단면도.

  도 9 및 도 10은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부분 정면도 및 측면도.

  도 11은 브래키트, 간격재 및 긴장재 고정부재의 분해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교각 110 : 컬럼부

  120 : 코핑부 130 : 푸팅부

  200 :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 210 :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

  211 : 수직강판 212 : 수평강판

  213 : 삼각강판 214 : 통공

  215 : 정착링 216 : 쐐기형 고정부재

  220 : 상부 측방향 보강 브래키트 221 : ㅁ형 브래키트

  222 : 간격재 230 : 하부 보강 브래키트

  231, 232 : 강판재 233, 236 : 삼각 강판재

  235 : 강판재 240 : 하부 보강 브래키트

  250 : 보강선 고정부재 300 : 컬럼부 보강체결부재

  310 : 체결링 311, 312 : 양쪽부재

  313 : 체결부재 320 : 쉬스관 안내부

  330 : 강철판 331 : 앵커볼트

  400 : 긴장재 401 : 나사부

  402 : 너트 410 : 철근

  420 : 보강선 500 : 콘크리트 보강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합적인 내진방안을 위하여 개발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교량하부
구조물의 지반 지지력 증대효과와 전도에 대한 대비효과를 증대시켜 전도 및 손괴를 막을 수 있고, 구조물 단면 확대를 위
한 철근의 배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교량하부구조물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철재 또는 복합재 판과 긴장재를 수직으로
체결하고, 긴장재와 지반에 설치되는 어스앵커와 일체화됨을 꾀하여 종합적 거동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
록 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인도, 터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교량 등의 국가 기반시설
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안전지대라고 생각되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발생한 홍성지진,
1982년에 발생한 사리원지진, 최근 1996년의 진도 약 4.0 이상의 경주 영월지진 등의 연이은 중, 소규모의 지진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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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2년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처음 도입된 데 이어 96년 마련된 내진설계 방법에 따라 교량의 신설 및 성능
개선공사 때 내진 1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996년 이전에 건설된 교량 및 고가도로 등 도로관련 구조물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초대형 재난으로 발전될 것으로 우
려된다는 학계의 지적에 따라 도로 구조물에 내진보강 방안을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도
로구조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강방안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 교량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최근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교량의 지진 시 파괴형태 및 파
괴이유에 대한 설명과 기존의 보강공법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교량의 지진 시 거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지진이 왔을 때 구조계 전체가 붕괴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교량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교량의 구조상 단순함을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 구조가 단순하므로 교량
의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구조적인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교량은 기능적으로도 합리적이며,
또한 미적으로도 뛰어난 구조물인 장점이 있으며 지진 시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설계상의 잘못이 있으면
지진 시 확실히 붕괴하는 단점이 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고전적인 설계법, 즉 탄성 설계법(허용응력 설계법)으로 설계된 96년 이전의
교량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1)설계 지진력이 작으므로 이것으로 구한 응답 변위는 실제 값을 현저히 과소 평가한다. 구조 부재의 강성을 평가할 때
균열이 생긴 후의 강성이 아니라 전체 단면 유효 강성을 사용하므로 응답 변위를 과소 평가하게 된다.

  2) 설계 지진력이 너무 작으므로 중력과 지진력의 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력과 지진력을 조합한 모멘
트를 과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분포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지진력에 취약한 부분에서 철근의 겹이음이 행
해지는 경우와 겹이음길이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강성 지진력을 받을 때 구조계 붕괴 방지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이나 인성, 커패서티 디자인이라는 점이 매
우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고전의 탄성설계법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여기서, 기존교량의 설계상 문제로 인한 지진피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더 및 상판이 낙교에 관한 것으로, 엇갈림 길이를 넘는 교축 방향의 응답이 엇갈린 부분에 생기고, 거더간 연결장치
가 없어서 낙교한 예가 많으며 특히 높은 교각으로 지지된 교량에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다. 엇갈린 부분에 단락지은 개개
설계 진동 단위는 지진 시 다른 위상으로 진동하기 쉽고, 인접 구조간에 큰 상대 변위가 생겨 낙교까지 이르게 된다.

  2) 연약지반으로 인한 응답 변위의 증폭에 관한 것으로, 연약지반 위에 건설된 교량에서는 응답이 증폭되어 교량 상판 및
거더가 떨어져 나가기 쉽고, 액상화하기 쉬운 지반에 말뚝으로 지지된 교량에서는 상하 방향의 침하나 수평방향의 유동화
와 함께 액상화로 지지력을 잃기 쉬우며, 연약지반이 액상화할 때는 단순 지지된 교량이 특히 피해를 받기 쉽다.

  3) 휨 내력과 인성 부족으로 인한 교각의 피해에 관한 것으로, 1990년대 이전에는 지진 시에 소성 힌지를 형성할 가능성
이 있는 개소에는 충분한 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두는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 이것은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성화시켜 진동 에너지를 흡수케하는 것이 당시의 탄성 설계사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휨
내력의 부족, 휨 인성의 부족, 주철근의 단락을 야기해 교각이 파괴에까지 이르게 된다.

  4) 교각의 전단 파괴에 관한 것으로, 교각의 전단 내력은 콘크리트의 전단 내력, 휨 전단 균열에 맞물리는 힘, 아치 메커니
즘에 따른 전단 내력, 트러스 메커니즘에 따라 생기는 전단 내력의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높이가 낮은 교각이나
설계 연차가 오래된 교각은 전단 파괴되기 쉽다. 전단 파괴에 동반하여 띠철근에 따른 주철근의 구속효과를 잃게 되면 상
부 구조의 자중을 지탱할 수 없어 교각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다. 전단파괴는 휨 파괴에 비하여 취성적인 파괴모드이며, 교
각의 붕괴라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파괴된 교량이 많은 실정이다.

  5) 푸팅의 피해에 관한 것으로, 과거 지진에 인한 푸팅부의 파괴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과거 설계 기준에 따른 푸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푸팅의 위쪽에 배근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휨 내력의 부족, 둘째는 전단 보강 철근이 거의
배치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전단 내력의 부족, 셋째는 교각과 푸팅의 접합부에 대한 전단 내력 부족, 넷째는 기둥보 접합
부와 마찬가지로 푸팅에 대한 교각 주철근의 정착 방법 문제, 다섯째는 푸팅과 말뚝 접합 방법의 문제 등이다.

  6) 강재부재의 피해에 관한 것으로, 콘크리트 부재에 비하면 강재 부재가 피해를 잘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과거의 재해를 조사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RC교각에 비해서 강재 교각이 무게가 가벼우므로 내진면에서는
좋다고 생각되나 강재 교각이 폐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일본 효고현 남부 지진으로 인한 강재
거더와 강재 교각이 피해를 입는 사례등 다양한 예가 있다. 강재 교각의 압괴가 다수 생기고 있으며, 압괴에는 이르지 않으
나 좌굴된 교각은 더욱 많다. 강재 부재라도 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진 설계를 해야한다.

  종래에도 여러 가지 내진 보강법이 개발되어 시험되어 왔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교각에는 철
판이나 콘크리트 또는 복합재를 이용 전단면이나 부분적인 단면에 대해 라이닝 공법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거더
및 상판의 낙교 방지를 위한 연결법 정도가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조적인 메커니즘의
깊이 있는 고찰이 없이 시공된 사례가 많아 엉뚱한 지점에 소성힌지를 유발시켜 오히려 사하중만 증가시켜 주는 보강사례
가 많다는 것이 현 보강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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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의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임시방편 식으로 어느 특정부위만을 보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언급
한 기존 탄성 설계법에 의해 설계된 교량에 대한 파괴원인 및 파괴형태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복합
적인 방법의 조합으로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복합적인 내진방안을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또, 교량하부구조물의 전도 및 손괴를 막고자
구조물 상하로 정착단을 설치하고 소정의 중간개소 또는 전단면에 보강판(철재 또는 복합판)을 설치하고 상하로 긴장재를
연결하며, 또한 구조물 주위에 설치한 어스앵커와 긴장재를 일체로 연결하여, 지지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반 지지력 증대
효과와 전도에 대한 대비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단면 또는 부분적인 개소에 설치되는 라이닝판(철재 또는 복합재 판)의 체결을 위해 사용되는 볼트의 일부는 구조
물에 삽입 고정되고 일부는 돌출되어 구조물 단면 확대를 위한 철근의 배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긴장재를 이용한 교량하부구조물의 내진보강방안으로서, 교량하부구조물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철재 또는 복합재
판과 긴장재를 수직으로 체결하고, 긴장재와 지반에 설치되는 어스앵커와 일체화됨을 꾀하여 종합적 거동을 통해 지진에
대비하고자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은 교량하부구조물의 교각
하측부와, 상측부에 긴장재 고정부재를 각각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의 컬럼부에 컬럼부 보강체결부재를 하나 이상 고
정하는 단계와, 다수개의 긴장재를 상기 컬럼부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그 상,하단부를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에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각 긴장재를 컬럼부 보강체결부재의 체결링에 각각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
의 컬럼부의 외측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보강층을 형성하는 단계로 시공된다.

  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은 교각의 컬럼부의 전,후면 상,하측부에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를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의 코핑부의 양측돌부에 ㅁ형 브래키트를 감싸는 형태로 고정하고, 컬럼부의 양측
면 상단부에는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를 고정하며, ㅁ형 브래키트와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 사이에 간격재를 삽입함과 아울
러 이들 ㅁ형 브래키트, 간격재 및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를 일연체로 용접한 형태로 상부 측방향 보강 브래키트를 설치하
는 단계와, 상기 컬럼부의 양측면 하단부에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를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의 컬럼부 외주면에 다수
개의 앵커볼트를 고정하는 단계와, 강철판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하여 다수개의 앵커볼트를 각 강철판에 형성된 구멍으로
돌출시켜 너트로 체결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컬럼부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다수의 긴장재의 중간부
를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에 소정간격으로 구비된 쉬스관 안내부에 삽입하는 단계와, 각 긴장재의 상,하단부를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에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컬럼부의 외측으로 다수의 철근은 각각 소정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의 강철판으로 돌출된 앵커볼트에 묶어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의 컬럼부의 외측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보강층을 적층하는 단계로 시공된다.

  그리고, 상기 교각의 푸팅부 양측면 상부에 보강선 고정부재를 고정하는 단계와, 복수의 보강선의 하단부를 지반층에 고
정하는 단계와, 상기 각 보강선의 상단부를 상기 보강선 고정부재에 각각 고정하는 단계를 더 행하는 과정으로 시공된다.

  상기 교각에 부착되어 고정되는 고정부재에는 강철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탄소섬유와 강화섬유를 각각 단독으
로 또는 혼합된 형태로 적층하여 에폭시로 접착시킨 강화판재, 또는 강철판에 탄소섬유와 강화섬유를 에폭시로 접착 적층
시킨 형태의 복합판재 등이 필요한 부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상기 긴장재에는 강철와이어 또는 통상의 교량 보수 및 보강
에 이용되는 긴장재가 이용된다.

  본원인은 이전에 교량의 부모멘트 방지장치 및 그 공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제10-1999-0064770호(공개번호 특
2001-0064555)로 선출원한 바 있으며, 이 기술은 낙교방지 및 교량의 연속화를 위한 합성장치로서, 기존의 단순교 교량
및 사교의 경우 지진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정착자켓 및 외부강선을 이용하여 단순교를 연속화
함과 동시에 낙교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본원인은 내진보강용 합성 교좌장치로서, 기존의 콘크리트 교량의 교좌장치 부근에는 지진시 교량의 교축 직각방향
으로의 과도한 횡력 발생으로 인해 상판 및 거더의 충돌로 인한 심각한 손상 및 낙교사고가 흔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교축
직각방향의 지진력을 대비하고자 L형 몰드의 안쪽에 고무 패드를 도입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P형 지진파(상하방향으로 작
용하는 지진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성고무패드를 설치하여 충격을 이완시킴으로써 교량의 하부구조물을 통해 오
는 지진력에 의해 상부구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발된 교량의 내진보강용 합성교좌장치를 본 발명과 동일자로
출원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및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는 이러한 본원인의 다른 출원 기술들과
복합적으로 실시하여 교량하부구조물의 지반 지지력 증대효과와 전도에 대한 대비효과를 증대시켜 전도 및 손괴를 막을
수 있고, 구조물 단면 확대를 위한 철근의 배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긴장재와 지반에 설치되는 어스앵커와 일체화됨
을 꾀하여 종합적 거동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하, 이러한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에 실시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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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 내지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것으로, 도 1에는 교량하부구조물 내
진보강장치의 부분절결 분해사시도, 도 2에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종단면도가 도시되고, 도 3에는 컬럼부 보
강체결부재와 체결링을 보인 부분 평면도, 도 4에는 체결링의 부분 종단면도가 도시되어 있으며, 도 4에는 긴장재 고정부
의 사시도, 도 5에는 긴장재 정착부의 사시도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교량하부구조물의 교각(100) 하측부와, 상측부에 긴장재 고정부재(200),(210)가 각각 고정되고,
교각(100)의 컬럼부(110)에는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가 하나 이상 고정되며, 다수개의 긴장재(400)가 상기 컬럼부
(110)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그 상,하단부가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됨과
아울러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에 체결링(310)으로 각각 고정되고,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콘크리
트 보강층(500)이 적층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와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는 교각(100)의 컬럼부(110)에 직접 고정할 수도 있으나,
교각(100)의 컬럼부(110)와 코핑부(120) 사이에 상부 보강 브래키트(230)를 설치하고, 컬럼부(110)와 푸팅부(130) 사이
에 하부 보강 브래키트(240)를 설치한 후, 이 상,하부 보강 브래키트(230),(240) 위에 용접 등으로 고정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 하다.

  상기 상부 보강 브래키트(230)는 컬럼부(110)의 상단부 외주면에 복수의 강판재(231)를 둘러 감은 형태로 고정하고 코
핑부(120)의 하단부 외주면에 복수의 강판재(232)를 둘러 감은 형태로 고정하며, 이들 강판재(231)(232)의 접촉부를 용
접함과 아울러 복수의 삼각 강판재(233)를 외면에 용접하여 고정한 형태로 구성된다.

  상기 하부 보강 브래키트(240)는 컬럼부(110)의 하단부 외주면에 복수의 강판재(234)를 둘러 감은 형태로 고정하고, 푸
팅부(130)의 컬럼부(110) 주위에 복수의 강판재(235)를 둘러 고정하며, 이들 강판재(234),(235)의 접촉부를 용접함과 아
울러 복수의 삼각 강판재(236)를 용접하여 고정한 형태로 구성된다.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는 도 3 및 도 4와 같이,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강철재 또는 복합재의 보강대(帶)(314)
가 장방형으로 둘러 감긴 형태로 고정되고, 이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에는 다수개의 체결링(310)이 결합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체결링(310)은 양쪽부재(311),(312)를 벌리고 오므릴 수 있으며, 긴장재(400)를 내측에 삽입하고 오므린
후 양쪽부재(311),(312)의 단부를 볼트, 너트와 같은 체결부재(313)로 고정한다.

  상기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는 도 4와 같이, 소정 치수를 가지는 수직강판(211)과 수평강판(212)을 용접하고, 삼각
강판(213)을 용접하여 형성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상기 수평강판(212)에는 통공(214)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긴장재(400)는 단부에 형성된 나사부(401)가 수평강판(212)의 통공(214)에 삽입되고 나사부(401)에 너트(402)가
체결되어 고정된다.

  상기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도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와 같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장재(400)의
상,하단부는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너트(402)로 체결되어 고정된다.

  도 5는 긴장재 정착부의 구성을 보인 것으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 중 어느
한 곳의 수평강판(212)에 정착링(215)을 고정하고 긴장재(400)의 단부를 쐐기형 고정부재(216)로 고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 중 어느 하나는 도 4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고, 다른 하나는 도 5와 같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장재(400)의 일단부는 너트(402)에 의해 고정되고, 다른 단부는 정착링(215)과 쐐기형 고정
부재(216)에 의해 고정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교량하부구조물의 교각(100) 하측부와,
상측부에 긴장재 고정부재(200),(210)를 각각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에 컬럼부 보강체결부재
(300)를 하나 이상 고정하는 단계와, 다수개의 긴장재(400)를 상기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
하여, 그 상,하단부를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각 긴장재(400)를 컬럼부 보강
체결부재(300)의 체결링(310)에 각각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통상 방법으로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보강층(500)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공된다.

  상기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를 고정하는 단계에서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의 수직강판(211)은 컬럼부(110)의
전,후면 및 양측면에 고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전,후면 및 양측면의 폭과 같거나 수분의 일 보다 작은 길이로 절단하여 한
매 또는 복수매를 고정할 수 있다.

  또, 상기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와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는 교각(100)의 컬럼부(110)에 직접 고정할 수도 있으
나, 교각(100)의 컬럼부(110)와 코핑부(120) 사이에 상부 보강 브래키트(230)를 설치하고, 컬럼부(110)와 푸팅부(130)
사이에 하부 보강 브래키트(240)를 설치한 후, 이 상,하부 보강 브래키트(230),(240) 위에 용접 등으로 고정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긴장재(400)를 고정함에 있어서는 상기 교각(100)에 도 4와 같은 형태의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를 설
치하고, 이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긴장재(400)의 상,하단부를 너트(402)로 체결하거나, 상기 상,하부 긴
장재 고정부재(200),(210) 중 어느 하나는 도 4와 같은 형태로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도 5와 같은 형태로 설치한 후, 긴장
재(400)의 일단부는 너트(402)에 의해 고정되고, 다른 단부는 정착링(215)과 쐐기형 고정부재(216)에 의해 고정할 수도
있으며, 이때 긴장재(400)는 일단부를 고정한 후, 통상의 인장수단으로 소정의 인장력으로 인장한 후, 타단부를 고정하는
과정으로 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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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 발명의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를 시공하면서 상기 교각(100) 외면의 소정 부위에 각종 형태의 강판을
고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예를 들어 교각(100)의 외면에 다수개의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강판
을 앙카볼트에 체결하여 고정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고정한다.

  도 6a 내지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것으로, 도 6a에는 교량하부구
조물 내진보강장치의 부분절결 분해사시도, 도 6b에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 보강장치의 부분 절결사시도, 도 7 및 도 8에
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인 부분절결 종단면도가 각각 도시되고, 도 9 및 도 10에는 교량
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의 부분 정면도 및 측면도가 각각 도시되어 있으며, 도 11에는 브래키트, 간격재 및 긴장재 고정
부재의 분해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에 도시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는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 전,후면 상,
하측부에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가 고정되며, 교각(100)의 코핑부(120)의 양측돌부(121)에 대략 ㅁ형 브래
키트(221)를 감싸는 형태로 고정하고, 컬럼부(110)의 양측면 상단부에는 복수개의 긴장재 고정부재(200)가 구비된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 조립체(200')를 고정하며, ㅁ형 브래키트(221)와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 사이에 간격재(222)를 삽입
함과 아울러 이들 ㅁ형 브래키트(221), 간격재(222) 및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 조립체(200')를 일연체로 용접한 형태로 상
부 측방향 보강 브래키트(220)가 설치되고, 상기 컬럼부(110)의 양측면 하측부에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가 고정되며,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중간에는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가 하나 이상 고정되고, 상기 컬럼부(110)의 외측으
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다수의 긴장재(400)의 중간부가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에 소정간격으로 구비
된 쉬스관 안내부(320)에 삽입되고, 각 긴장재(400)의 상,하단부가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됨과
아울러, 상기 컬럼부(101)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다수의 철근(410)이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의
강철판(330)으로 돌출된 앵커볼트(331)에 묶음강선 등으로 묶여 고정되며,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콘
크리트 보강층(500)이 적층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는 교각(100)의 컬럼부(101) 외주면에 강철판(330)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하고, 컬럼부
(101)에 고정된 다수개의 앵커볼트(331)를 각 강철판(330)에 형성된 구멍으로 돌출시켜 너트(332)로 체결 고정한 구성으
로 되어 있으며, 각 강철판(330)의 외면에는 쉬스관 안내부(320)가 소정간격을 두고 교각(100)의 길이방향으로 고정된 구
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교각(100)의 푸팅부(130) 양측면 상부에는 도 4와 같은 형태의 보강선 고정부재(250)가 고정되고, 이 보강
선 고정부재(250)에 복수의 보강선(420)의 상단부가 고정되며, 보강선(420)의 하단부가 지반층에 어스앵커로 고정된 구
성이 채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교각(100)의 컬럼부(110)
의 전,후면 상,하측부에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를 고정하는 단계와, 교각(100)의 코핑부(120)의 양측돌부
(121)에 대략 ㅁ형 브래키트(221)를 감싸는 형태로 고정하고, 컬럼부(110)의 양측면 상단부에는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
(200)를 고정하며, ㅁ형 브래키트(221)와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 조립체(200') 사이에 간격재(222)를 삽입함과 아울러 이
들 ㅁ형 브래키트(221), 간격재(222) 및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 조립체(200')를 일연체로 용접한 형태로 상부 측방향 보강
브래키트(220)를 설치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양측면 하측부에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를 고정
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 외주면에 다수개의 앵커볼트(331)를 고정하는 단계와, 강철판(330)을 감싸
는 형태로 배치하여 다수개의 앵커볼트(331)를 각 강철판(330)에 형성된 구멍으로 돌출시켜 너트(332)로 체결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다수의 긴장재(400)의 중간부를 상기 컬럼부 보강
체결부재(300)에 소정간격으로 구비된 쉬스관 안내부(320)에 삽입하는 단계와, 각 긴장재(400)의 상,하단부를 상기 상,하
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컬럼부(101)의 외측으로 다수의 철근(410)은 각각 소정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의 강철판(330)으로 돌출된 앵커볼트(331)에 묶음강선 등으로 묶어 고정하
는 단계와,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보강층(500)을 적
층하는 단계로 시공된다.

  그리고, 상기 교각(100)의 푸팅부(130) 양측면 상부에 보강선 고정부재(250)를 고정하는 단계와, 복수의 보강선(420)의
하단부를 지반층에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각 보강선(420)의 상단부를 상기 보강선 고정부재(250)에 각각 고정하는 단계
를 추가로 시공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복합적인 내진방안을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교량하부구조물의 전도 및 손괴를 막
고자 구조물 상하로 정착단을 설치하고 소정의 중간개소 또는 전단면에 보강판을 설치하고 상하로 긴장재를 연결하며, 또
한 구조물 주위에 설치한 어스앵커와 긴장재를 일체로 연결하여, 지지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반 지지력 증대효과와 전도
에 대한 대비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전단면 또는 부분적인 개소에 설치되는 보강판의 체결을 위해 사용되는 볼트의 일부는 구조물에 삽입 고정되고 일부
는 돌출되어 구조물 단면 확대를 위한 철근의 배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긴장재를 이용한 교량하부구조물의 내진보강방안으로서, 교량하부구조물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철재 또는 복합재
판과 긴장재를 수직으로 체결하고, 긴장재와 지반에 설치되는 어스앵커와 일체화됨을 꾀하여 종합적 거동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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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구조물에 긴장재를 결합하여 보강하는 교량구조물 내진보강방법에 있어서, 교량하부구조물의 교각(100) 하측부와,
상측부에 긴장재 고정부재(200),(210)를 각각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에 컬럼부 보강체결부재
(300)를 하나 이상 고정하는 단계와, 다수개의 긴장재(400)를 상기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
하여, 그 상,하단부를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각 긴장재(400)를 컬럼부 보강
체결부재(300)의 체결링(310)에 각각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보강층(500)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청구항 2.

  교량구조물에 긴장재를 결합하여 보강하는 교량구조물 내진보강방법에 있어서, 교량하부구조물의 교각(100)의 컬럼부
(110) 전,후면 상,하측부에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를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100)의 코핑부(120)의 양
측돌부(121)에 ㅁ형 브래키트(221)를 감싸는 형태로 고정하고, 컬럼부(110)의 양측면 상단부에는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
(200)를 고정하며, ㅁ형 브래키트(221)와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 사이에 간격재(222)를 삽입함과 아울러 이들 ㅁ형
브래키트(221), 간격재(222) 및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를 일연체로 용접한 형태로 상부 측방향 보강 브래키트(220)
를 설치하는 단계와, 상기 컬럼부(110)의 양측면 하단부에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를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각
(100)의 컬럼부(110) 외주면에 다수개의 앵커볼트(331)를 고정하는 단계와, 강철판(330)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하여 다수
개의 앵커볼트(331)를 각 강철판(330)에 형성된 구멍으로 돌출시켜 너트(332)로 체결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컬럼부
(110)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각각 수직으로 배치되는 다수의 긴장재(400)의 중간부를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
부재(300)에 소정간격으로 구비된 쉬스관 안내부(320)에 삽입하는 단계와, 각 긴장재(400)의 상,하단부를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컬럼부(101)의 외측으로 다수의 철근(410)은 각각 소정간격을 두
고 배치하여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의 강철판(330)으로 돌출된 앵커볼트(331)에 묶어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교
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보강층(500)을 적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교각(100)의 푸팅부(130) 양측면 상부에 보강선 고정부재(250)를 고정하는 단계와, 복수의 보강
선(420)의 하단부를 지반층에 고정하는 단계와, 상기 각 보강선(420)의 상단부를 상기 보강선 고정부재(250)에 각각 고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긴장재(400)의 상,하단부를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하는
단계에서 상기 긴장재(400)를 통상의 긴장수단으로 소정의 인장력을 가하여 인장시킨 후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
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방법.

청구항 5.

  교량구조물에 긴장재를 결합하여 보강하는 교량구조물 내진보강장치에 있어서, 교량하부구조물의 교각(100) 하측부와,
상측부에 긴장재 고정부재(200),(210)가 각각 고정되고, 교각(100)의 컬럼부(110)에는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가 하나
이상 고정되며, 다수개의 긴장재(400)가 상기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그 상,하단부가 상
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됨과 아울러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에 체결링(310)으로 각각 고
정되고,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콘크리트 보강층(500)이 적층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하부구
조물 내진보강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교각(100)의 컬럼부(110)와 코핑부(120) 사이에 상부 보강 브래키트(230)를 설치하고, 컬럼부(110)
와 푸팅부(130) 사이에 하부 보강 브래키트(240)를 설치한 후, 이 상,하부 보강 브래키트(230),(240) 위에 상기 상,하부 긴
장재 고정부재(200),(210)를 고정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는 소정 치수를 가지는 수직강판(211)과 수평강판(212)을
용접함과 아울러 삼각강판(213)을 용접하여 형성되고, 상기 수평강판(212)에는 상기 긴장재(400)의 나사부(401)를 삽입
하여 너트(402)로 체결하기 위한 통공(214)이 형성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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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는 소정 치수를 가지는 수직강판(211)과 수평강판(212)을 용접함과
아울러 삼각강판(213)을 용접하여 형성되고, 상기 수평강판(212)에는 상기 긴장재(400)의 나사부(401)를 삽입하여 너트
(402)로 체결하기 위한 통공(214)이 형성되어 구성되며, 상기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는 소정 치수를 가지는 수직강판
(211)과 수평강판(212)을 용접함과 아울러 삼각강판(213)을 용접하여 형성되고, 상기 수평강판(212) 위에는 상기 긴장재
(400)의 단부를 쐐기형 고정부재(216)로 정착시켜 고정하기 위한 정착링(215)이 고정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
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는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강판대를 둘러 감은 형태로 고정되고, 이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에는 상기 긴장재(400)를 고정하기 위한 다수개의 체결링(310)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

청구항 10.

  교각(100)의 코핑부(120)의 양측돌부(121)에 ㅁ형 브래키트(221)를 감싸는 형태로 고정하고, 컬럼부(110)의 양측면 상
단부에는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를 고정하며, ㅁ형 브래키트(221)와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 사이에 간격재(222)
를 삽입함과 아울러 이들 ㅁ형 브래키트(221), 간격재(222) 및 상부 긴장재 고정부재(200)를 일연체로 용접한 형태로 상
부 측방향 보강 브래키트(220)가 설치되고, 상기 컬럼부(110)의 양측면 하측부에 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10)가 고정되는
한편,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전,후면 상,하측부에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가 고정되며, 상기 교각
(100)의 컬럼부(110)의 중간에는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가 하나 이상 고정되고, 상기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 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배치되는 다수의 긴장재(400)의 중간부가 상기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에 소정간격으로 구
비된 쉬스관 안내부(320)에 삽입되고, 각 긴장재(400)의 상,하단부가 상기 상,하부 긴장재 고정부재(200),(210)에 고정됨
과 아울러, 상기 컬럼부(101)의 외측으로 각각 소정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다수의 철근(410)이 컬럼부 보강체결부재(300)
의 강철판(330)으로 돌출된 앵커볼트(331)에 묶여 고정되며, 상기 교각(100)의 컬럼부(110)의 외측으로 콘크리트 보강층
(500)이 적층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교각(100)의 푸팅부(130) 양측면 상부에는 보강선 고정부재(250)가 고정되고, 이 보강선 고정
부재(250)에 복수의 보강선(420)의 상단부가 고정되고, 보강선(420)의 하단부가 지반층에 고정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교량하부구조물 내진보강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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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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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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