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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겹침이음 위치 부적정이
지하박스 슬래브 균열 발생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nadequate Rebar Lap Position 
on Crack of Underground Box Slab 

최정열*, 장인수**, 정지승*

Jung-Youl Choi*, In-Soo Jang**, Jee-Seung Chu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철근 겹침이음 위치가 부적정하게 시공된 사례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구조기준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에 대하여 분석 및 고찰을 하였으며, 현행 구조기준에서 제시한 겹침이음에 대한 기준이 적정함을 해석적으로 입

증하였다. 실제 종방향 균열이 발생된 지하 박스구조물 단면에 대한 철근 겹침이음부의 철근강도감소비 및 설계유효

모멘트를 산출하여 철근 겹침이음부의 균열 발생원인에 대하여 해석적으로 입증하였다. 연구결과,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되는 지하 박스구조물 중앙부에 철근 겹침이음이 설치될 경우 철근 겹침이음부의 철근강도감소비는 82.8%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철근 겹침이음부의 위치는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겹침이음이 부적정한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

와 같이 충분한 겹침이음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 단면력에 대하여 검토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균열 제어 방법으로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요어 : 철근 겹침이음, 균열, 지하 박스구조물, 반발경도 시험, 초음파 전달속도 시험

Abstract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y were performed on the location of longitudinal 
cracks in the middle of underground box structures. The location where the longitudinal cracking occurred was 
investigated that the overlapping joint of the rebar and the section of maximum tensile stress generated.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strength reduction ratio of the rebar was estimated by lack of overlap joint 
length. As the result of adequacy investigation for the length of the overlap joint presented in the design 
criteria, it was analytically proved that the lack of the overlap joint length could be cause the decreasing 
cross-sectional force and concrete cracking.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adequacy of the overlapping criterion 
in the current design criteria was confirmed based o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nd actual field case. In the 
case of overlapping joints installed in inappropriate position, it was considered that a long term crack control 
would be need to ensure the sufficient safety factor for the designed cross-sectional force.
Key words : Rebar Lap, Crack, Underground Box, Rebound Hardness Test, Ultrasonic Purse Veloc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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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진행되고있다 [1, 2]. 그중 도시철도지하구간의토

목구조물을 구성하는 구조형식은 콘크리트구조이며 콘

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지하 박스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의 폭은 최대 0.3mm 미만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이없는비구조적균열이대부분이다 [3-6]. 시공 초

기 소성균열, 건조수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은 안전

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지 않으

면시간이경과할수록진전되기도한다 [3-6]. 지하 박스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형태는 횡방향 균열, 망상균열

등의비구조적균열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나일부구

조적인종방향균열이발생한다. 특히, 기둥이없는대단

면 박스에서는 종방향 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설계기

준및시방서기준에적합하게설계, 시공등이이루어져

야한다. 본연구에서는최대인장응력작용점에철근겹

침이음위치가부적정하게시공된사례를바탕으로콘크

리트구조기준에서제시한겹침이음설치기준에대한적

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종방향 균열이 발생된 지하 박

스구조물단면에대하여철근겹침이음부가균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설계자료및현장조사, 수치

해석 등을 실시하여 철근 겹침이음 설치기준에 대한 분

석 및 고찰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구조기준의 겹침이음

설치기준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였다. 또한, 겹침이음의

영향으로균열이발생할수있는지에대하여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Ⅱ. 철근의 정착길이 관련기준 및 이론고찰

철근의 한 쪽 끝에 T=As·fy 만큼의 인장력을 가할 때

철근은 인장력으로 인해 항복하더라도 콘크리트에서 뽑

혀나오지않아야한다 [3-6]. 이때그림 1과 같이콘크리

트에 묻힌 최소길이를 기본 정착길이(ldb)라 한다.

그림 1. 철근의 정착길이 산정 개념도
Figure 1. Schematic of rebar lap length calculation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서기본정착길이(ldb)와 정

착길이(ld)는 각각 식 (1) 및 식 (2)와 같다.

    

 ･ (1)

  

 ･ (2)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에서 인장 철근의 정착길이

ld는 식 (3)과 같이 기본정착길이 ldb에보정계수를고려

하는 방법 또는 식 (4)에 의한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정착길이 ld는 항상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3)

 









          (4)

여기서, (c+ktr)/db ≤ 2.5 이어야 하며, ktr= 0 으로 사

용하였다. 인장 이형철근 겹침이음은 가능한 최대 인장

응력점으로부터떨어진곳에두도록콘크리트구조기준

(2012)에서 규정하고 있다 [7].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과 같은 경우 인장

력을 받는 겹침이음길이는 A급과 B급으로 분류하며 이

값의이상이거나 300mm이상이어야한다. 또한설계자는

가능한 최소 응력점에서 철근을 잇도록 하고 이음으로

인해나타날수있는위험한거동을보완하기위해이음

위치가 서로 엇갈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철근의 항복강도 fy=300MPa,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24MPa, 철근간격 100mm, 피복두께 50mm일경우, 겹

침이음길이는 정착길이 기준과 겹침이음 기준을 이용하

여 표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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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장철근 겹침이음길이
Table 1. Length of tensile rebar lap

Rebar
Length
(cm)

Area
(cm2)

Normal rebar(mm)

Grade A Grade B
D13 1.27 1.267 300 300
D16 1.59 1.986 300 370
D19 1.91 2.865 340 440
D22 2.22 3.871 550 710
D25 2.54 5.067 720 930
D29 2.86 6.424 910 1,180
D32 3.18 7.942 1,120 1,460

Ⅲ. 현장시험

1. 외관조사

본 연구의 검토대상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발생 위치

의개요도는그림 2와 같다 [8]. 지하박스구조물상부슬

래브에발생된균열은그림 2(a)∼그림 2(b)와 같이구조

물확폭구간의기둥이없는분기기설치구간에서발생

되었으며종방향균열은그림 2(c)와 같이박스구조물상

부 슬래브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 Top view

(b) Side view

(c) Cross-section view
그림 2. 균열발생 위치 개요도
Figure 2. Schematics of crack location

본지하박스구간중기둥으로부터거리가먼구간에

서 그림 3(a)와 같이 종방향 균열폭 0.6mm(L=1.3m), 균

열폭 0.9mm(L=2.6m)와 균열폭 0.3mm 이하의종방향균

열을 확인하였다.

(a) Cracks in underground box structure

(b) Detail of cracks(Cw=0.6mm)

그림 3. 균열발생 현황
Figure 3. Photographs of cracked section

그림 3(b)와 같이 균열 발생구간에 표면보수(탄산화

방지제도포)가 되어 있어콘크리트표면상태를면밀히

관찰하기어려워보수재를그라인더로제거한후균열의

폭, 길이 및 형상 등을 조사하였다 [8].

2.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본연구에서는종균열이발생한 주변 3개소를선정하

여반발경도및초음파법을이용하여콘크리트의압축강

도를측정하였다. 초음파법은콘크리트를통과하는초음

파의전달시간을측정하고초음파속도로변환하여콘크

리트강도와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강도를추정하는방

법이다 [3-7, 9].

콘크리트및강재비파괴시험매뉴얼(한국시설안전공

단)에서제시한방법으로반발경도시험을실시한동일위

치에서 간접법에 의해 발신자와 수신자의 측정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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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간격으로 측정한후 직접법속도로 환산하여콘크

리트 강도를 추정하였다 [3-7, 9]. 본 시험에서는 일본재

료학회와 일본건축학회의 제안식을 이용하여 추정강도

를 산출하였다.

(a) Rebound hardness test

(b) Ultrasonic pulse velocity test
그림 4.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전경
Figure 4. Photographs of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반발경도법에 의한콘크리트강도율은표 2에서와같

이 102.9∼127.1%,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율은

103.8∼107.1%로 설계기준(24.0MPa) 대비 100.0%이상의

강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콘크리트의

품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8].

표 2. 반발경도 및 초음파법을 이용한 추정 압축강도
Table 2. Estimated compressive strength using rebound hardness

and ultrasonic pulse velocity test

Section
1) 2) 3) 4) 5)

(a) (b) (a) (b) (a) (b) (a) (b) (a) (b)

A 26.5 24.9 24.7 29.2 24.7 24.9 24.0 24.0 102.9 103.8

B 30.5 24.9 31.8 29.2 30.5 24.9 24.0 24.0 127.1 103.8

C 26.6 25.7 24.9 29.5 24.9 25.7 24.0 24.0 103.8 107.1

(a) Rebound hardness
(b) Ultrasonic pulse velocity test
1) Japanese Institute of Architecture(MPa)
2) Japanese Society for Materials(MPa)
3) Measured compressive strength(MPa)
4) Designed compressive strength(MPa)
5) Compressive strength ratio(%)

그림 5는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콘크리트 압축강도 분석결과를 관련 기준치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측정강도와 설계기준강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손상이 발생된 부재는 강

도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8].

그림 5. 시험방법별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결과 비교
Figure 5. Comparisons of measured compressive strength

by test methods

3. 철근배근 상태조사

실제 공용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철근의 배근

상태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철근탐사

시험은 시험결과와 설계도서와의 배근간격을 비교하여

배근상태의적정성을판단하며, 철근 피복두께확인으로

탄산화로 인한 구조물의 내구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법이다 [3-7]. 철근탐사는종균열이발생된슬래브의

주철근의 배근간격, 피복두께 및 철근직경을 확인하기

위해총 4개소에서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다

[8].

철근탐사 결과, 표 3 및 그림 6과 같이 주철근의 간격

이약 90∼107.5mm, 피복두께가 38.3∼77.3mm로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8]. 그러나 주철근 배근 간격은

50mm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계도면

의 주철근 조립도를 보면 박스 중앙에서 철근이 이음토

록 되어 있어 실제 철근배근 상태를 확인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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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철근탐사 시험결과
Table 3. Test result of rebar detecting

Section
Rebar spacing(mm) Cover thickness(mm) Size

(mm)Design Measured Design Measured

A 50.0 95.0∼105.0 50.0 70.9∼75.2 D25

B 50.0 95∼107.5 50.0 68.2∼69.3 D25

C 50.0 90∼105 50.0 70.4∼77.3 D25

D 50.0 97.5∼105 50.0 38.3 D25

※ Thickness(Measured)=Measured+D25/2

그림 6. 철근탐사 기록 이미지
Figure 6. Recording image of rebar detecting

철근배근상태를조사하기위해콘크리트피복을제거

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주철근 배

근간격이 50mm이며슬래브중앙에서각철근의이음부

가 엇갈리지 않고 동일한 위치에서 겹침이음이 된 것으

로 나타났다 [8].

그림 7. 철근배근 상태조사
Figure 7. Inspection of rebar arrangement

4. 균열깊이 측정

균열깊이측정은그림 8과같이슬래브의종방향균열

이발생한구간중균열폭 0.6mm 2개소, 균열폭 0.9mm

3개소로총 5개소에서대하여측정하였다. 분석은 Tc-To

법에 의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8].

그림 8. 균열깊이 측정
Figure 8. Measurement of crack depth

표 4. 균열깊이 측정결과(슬래브 두께 1,800mm)
Table 4. Measured crack depth(Slab thickness 1,800mm)

Section
Crack width
(mm)

Crack depth
(mm)

Cover thickness
(mm)

A
0.6

126.4 68.2∼69.3
B 81.1 68.2∼69.3
C

0.9
154.2 68.2∼69.3

D 100.4 70.4∼77.3
E 135.0 38.3

균열깊이 측정결과 표 4와 같이 81.1∼154.2mm로 부

재단면의 4.5∼8.57%에 해당하는 상태로 부재를 관통하

지는않았으나, 피복두께 38.3∼77.3mm를초과하는것으

로 분석되었다 [8].

5. 균열 폭 변화 검토

기 진단보고서를 바탕으로 균열발생 시점에 대한 조

사 결과, 검토대상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은 최근에 발생

한 것이 아니라 시공당시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 폭의 진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균열 팁 및 균열 게이지를 부착하여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1회/월) 측정을 하였으

며, 측정기간 동안의 측정결과는 31.95±2mm로 나타나

균열폭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Ⅳ. 수치해석

1. 구조물 현황

지하 박스 구조물(폭 B=13.330m, 연장 L=25.132m)은

상, 하선본선에유치선을포함하여 3개의선로가시공된

대단면 박스구조물이다. 해당위치는 본선에서 유치선으

로분기되는구간으로서대단면박스임에도불구하고중

앙부 기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준공도면 검토결과 주

철근배근간격은 2Cycle C.T.C 100으로배근되어주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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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은 50mm이며, 최대 휨 모멘트가 작용되는 지점인

상부 슬래브 중앙부에 횡간격 100mm간격(Cycle 1)으로

철근 겹침이음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2. 수치해석 모델

수치해석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현장조사결과를

반영하여상부슬래브와벽체의두께는 1,800mm로, 하부

슬래브의두께는 2,000mm을 적용하였다. 구조물은길이

방향으로일정하므로단위폭을갖는 2차원구조물로해

석하였다. 해석모델은구조물의기하학적형상을고려하

여보요소를사용하였으며, 하부슬래브의경계조건은압

축력 전담요소를 적용한 지반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해석모델은 그림 9와 같으며 해석프로그램은 MIDAS

Civil을 사용하였다.

그림 9. 수치해석 모델링
Figure 9. Finite element modeling

본 구조물에 대한 재료특성은 도면이나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참고로 하여 구조해석에 적용하였다. 또

한비파괴시험에의한추정콘크리트압축강도를확인하

여 설계도서의 값과 비교하여 작은 값을 사용하였다.

재료의물성치는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및철도설계

기준노반편(2011)에 의거하여콘크리트적용기준의경우

설계강도는 24.0MPa(측정강도: 24.0MPa 이상)이며 탄성

계수는 25,811MPa로 적용하였다. 또한 철근 적용기준의

경우강도는 300MPa, 탄성계수는 200,000MPa이며검토단

면의철근간격은주철근 40.0∼60.0mm(적용:50mm), 배력

철근 65.0∼85.0mm이며 피복두께는 주철근 42.0∼

52.0mm(적용:50mm), 배력철근 65.0∼75.0mm를적용하고

있다. 지반은 경암으로서 단위중량은 23.0kN/m³, 변형계

수는 1,680,000kN/m²을 적용하여 지반반력계수

181,204kN/㎥을 산출하였다 [8].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정하중 및 토압, 활하중,

수압, 온도변화, 건조수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하

중조합은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참고하여 구조물의 구조

해석 및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

본연구에서수행한지하박스구조물의수치해석결과

의 예는 그림 10과 같다 [8]. 해석결과, 각각의 하중조건

에 대한 박스단면의 중앙부 및 단부에 대하여 상부슬래

브, 하부슬래브, 측벽에 대한 단면검토 결과, 상부슬래브

중앙부에서 검토된 휨 모멘트를 제외한 모든 단면에서

하중조합의계수단면력이설계강도보다작게나타나안

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a) Bending moment diagram

(b) Shear force diagram

(c) Axial force diagram
그림 10. 수치해석결과(활하중 조건)
Figure 10. Analysed results (Live load condition)

상부슬래브 중앙부는 겹침이음된 철근의 설계강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단면력이 달라진다. 본 연구

에서는 균열의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최대 인장응력 작

용점에 겹침이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철근의 강도를 온

전히반영하기어려운조건인것으로설정하였다 [8]. 따

라서겹침이음부에대한철근겹침이음길이를변수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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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강도감소비를 산출하였다 [8-10]. 검토결과, 설계기준

에서요구하는겹침이음길이를충분히확보하지못하여

철근겹침이음길이부족으로인한철근의강도가감소하

여 겹침이음길이 부족율을 철근강도감소비로 산정하였

다 [8-10].

표 5. 철근강도 감소비
Table 5. Rebar strength reduction ratio

Criteria (A) Measured (B) Ratio(%, B/A)

Rebar lap length 930mm 770mm 0.828

표 6과 같이철근강도감소비(fy=0.828fy)를 적용하여등

가응력블록의 높이(a) 및 설계유효모멘트(ΦMn) 산정 시

안전율이 1미만(0.936)으로나타나해당위치의부재는철

근겹침이음부족에따른철근강도감소비의적용으로인

해 단면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8].

표 6. 겹침이음부 철근강도 감소비에 따른 안전율
Table 6. Safety factor by rebar strength reduction ratio

1)
As
(㎟)

2)
ΦMn
(kN·m)

Mn
(kN·m)

S.F Estimation

1.0 10,134 149.03 4329.74 3,856.89 1.122 O.K

0.828 10,134 123.40 3612.44 3,856.89 0.936 N.G

1) Rebar strength reduction ratio
2) Height of equivalent stress block(mm)

상부슬래브 중앙부는 설계도면에 D25mm 철근이

100mm간격으로 2Cycle로배근되어있으며겹침이음위

치가설계기준상중앙부를피하여설계하여야하나정모

멘트최대지점인중앙슬래브에겹침이음을시공하게설

치하였으며, 겹침이음 위치도 엇갈리게 하지 않았다. 인

장철근의겹침이음길이도 770mm로시공되어설계기준

의 930mm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구조적인 휨인장 균

열이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8]. 실제 종방향균열이

발생된지하박스구조물단면에대한철근겹침이음부의

철근강도감소비 및 설계유효모멘트를 산출하여 철근 겹

침이음부의 균열 발생원인에 대하여 해석적으로 입증하

였다 [8]. 본 연구와같은조건인최대인장응력이발생되

는지하박스구조물중앙부에철근겹침이음부가설치될

경우 철근 겹침이음부의 철근 강도감소비는 82.8%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8].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적정한 위치에 설치된 철근 겹침이

음이 지하 박스구조물의 단면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자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겹침이음에 따른 철근강

도감소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철근 겹침이음 위치가 부적정하게 시공된 것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의한 겹침이음길이 등을 검토한 결

과, 겹침이음길이 부족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입증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철근 겹침이음 위치가 부적정하게

시공된 사례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구조기준에서 제시

한 설치기준에 대하여 분석 및 고찰을 하였으며, 현행

구조기준에서 제시한 겹침이음에 대한 기준이 적정함

을 해석적으로 입증하였다.

3)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철근 겹침이음부의 위치는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

는 지점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겹침이음이 부적정한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충

분한 겹침이음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 단면력에

대하여 검토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

적인 균열 제어 방법으로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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