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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ver environments of many streams in korea have been deteriorate throug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the 1960s. In korea, on the other hand, much efforts 

on the research and project have been made for the restoration of the deteriorated streams 

to close-to-nature. in order to restore the deteriorated strea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such advanced technologies and materials. In view of this requirement, various 

research paths are being taken focusing on coarse aggregates to make multi-functional porous 

concrete having continuous voids so as to improve water and air permeability, acoustic 

absorption, water purification and applicability to vege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thod for recovery of the environment in the streams area using porous 

concrete retaining wall block. the multi-P.O.C block applies for test in the Jangduri-cheon 

have been monitored planting, stability etc. after 6 months, plant grows flourishing and 

reconstructed in state such as nature rivers. 

요   약

  본 연구는 투수, 다기능, 수질정화, 흡음성을 가진 포러스 콘크리트를 하천의 제방공사, 농업수로의 

제방공사, 도로 법면의 사방공사, 철도의 측방사면공사, 조경담장, 도로 방호벽, 어소블록 등을 구축하

도록 하는 옹벽블록을 장투리천에 용시켰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러스 콘크리트 옹벽블록의 

시공은 기 터 기, 잡석부설  다짐, 기 콘크리트, 부착모르타르 부설, 블록쌓기, 뒷채움 잡석 부설 

 다짐, 블록연결핀으로 연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공종별로 그 특성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여 

시공하 다. 장에 용된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의 품질 특성 평가 결과, 압축강도는 20.1～

22.5MPa, 공극률은 10.0～10.4%로 측정되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압축강도 18MPa이상, 공극률 

10%이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lope/w를 이용하여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의 사면

안정성 검토결과 안 율이 1.739으로 해석되어 설계 기  안 률인 1.3을 과하여 안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시공 6개월 후 식생 모니터링 결과, 갯버들이 식재된 식재공에서 양호하게 성장하여 포러콘크

리트옹벽블록은 이․치수 주의 하천정비나 불량한 유역 리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생태서식처를 되

살리고 하도와 하천변을 원래의 자연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데 유효한 공법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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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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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풍요로움을 려왔으나 자연환경 훼손과 

무 제한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자원의 고갈 상을 래하고 있으며, 환경에 한 인식보다는 경제논

리에 입각하여 개발이 추진되어 이로 인한 개발지역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생태계 괴를 일으키

게 되었다. 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강토 공법의 구조  안정성  경제성이 확인되면서 1986년 이후 

옹벽공법을 심으로 차 국내보 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강토 옹벽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성분은 

면 (블록), 보강재  뒷채움재로 구성될 수 있으며 면 (블록)의 역할은 구조  기능보다는 뒷채

움재의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미 상 아름다운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를 구성하고 있

는 주재료인 콘크리트는 도로, 철도, 항만, 호안,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이용되어 많은 경제  

문화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그 부분이 자연과 직  치하여 사용되고, 량으로 사용되기 때문

에 환경문제에 있어서 부정 으로 보여 지고 있다.  21세기에 있어 콘크리트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환경에 부하를 주지 않고 부하를 감하는 재료의 개발, 인류와 생물이 조화하

고 새로운 계를 창조하는 재료의 개발, 인류의 활동범 와 활동환경을 확장하는 Eco-Materials 개

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수, 다기능, 수질정화, 흡음성을 가진 포러스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하천의 제방공사, 농업수로의 제방공사, 도로 법면의 사방공사, 철도의 측방사면공사, 조경담장, 도로 

방호벽, 어소블록 등을 구축하도록 하는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을 장투리천에 용시키고 그 결과

를 평가하고자 한다.

2.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

2.1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

  포러스콘크리트 옹벽용 블록은 입도 조정된 굵은골재를 소량의 시멘트페이스트가 둘러 으로써 골

재를 서로 착시켜 형성된 구조로 내부에는 연속 이며 독립 인 공극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공

질 콘크리트 부재로서 그 형상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다리꼴 형태(1,000×540×300(L×B×t))로 된 

몸체에 반원형상을 갖고 내측으로 식생공간이 형성된 돌출부와 상부 소정부  양측에 형성된 핀결합

공과 상기 핀결합공과 소정 간격을 두고 상부로부터 하부로 연장 통된 핀이탈방지공과 상부에 형성

되고 상기 핀결합공과 상기 핀이탈방지공을 서로 연결하는 부채꼴 형상의 핀삽입홈을 구비한 것을 특

징으로 하며, 이탈방지부와, 홈삽입부  지지부가 일체로 곡되어 형태로 일체로 성형되며 상기 블

록을 층시켜 결합시키는 결합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 콘크리트나 몰탈

과 같은 결합수단을 타설하지 않고 결합핀을 사용하여 블록을 층하게 됨으로써 블록간의 결합력을 

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이 간단하고 양생할 필요가 없고 공기의 단축  변형이 방지되는 

장 이 있다. 결합핀의 홈삽입부의 길이를 상이하도록 구비함으로써 옹벽의 상하 치  옹벽시공지

역에 따라 설계되는 그 구배에 상응하는 규격화된 결합핀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간편하게 옹벽시공

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1 평면도

    

그림 2 정면도

    

그림 3 측면도



그림 4 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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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면안정해석 결과

2.2 장 치

  본 포러스 옹벽블록이 설치된 치는 경기도 용인시 수

지구 고기동에 치한 장투리천이며 설치 표 단면도는 그

림 4와 같다.

2.3 포러스콘크리트 블록의 시험방법

2.3.1 압축강도

 압축강도는 포러스콘크리트 블록에서 15×15 ×15cm로 

단한 각주공시체를 이용하여 재령 28일에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하여 유압식 강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2.3.2 공극률

 공극률은 KICM-QA-717에 하여 포러스콘크리트 블록에서 15×15 ×15cm로 단한 각주공시체를 

이용하여. 2시간 이상 실온 15～25℃의 맑은 물 속에 담가 흡수시킨 다음 헝겊으로 표면수를 제거한 

후 시험한다. 먼 , 시료를 상단면을 제외한 체면을 멤 인으로 감싼 후, 물을 천천히 주입하여 

공극에 물이 충분히 찰 때까지의 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공극률을 측정하 다. 

공극률(%) = (물의무게/1570) × 100

3. 옹벽용 포러스 콘크리트블록의 안정성 검토

3.1 사면안정해석 조건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을 장투리천에 용시키기 하여 

사면높이 3.9m, 사면경사 1:0.7에 하여 Slope/W 로그램

을 하여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하 다. 장의 설계지반정수

는 장의 N치를 이용하는 이론식에 의한 값과 문헌값을 비

교 분석하여 가장 합리 인 강도정수값을 산정하 다. 성토층

의 쌓기재료는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에서 제시하는 기

을 용하 고, 풍화토는 실한 사질토를 참조하여 γt = 1.9 

t/m³, Φ = 30°, c = 2.0 t/m²를 용하 다. 한 설계기 안

율은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비탈면 설계기

(건설교통부) 등의 쌓기비탈면 안 율 기 (1.3)을 용하

다.

3.2 사면안정해석 결과 

사면안정 해석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은 연결핀으로 상호 고정되어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일체형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면안정해석을 한 결과 1.739로 나타나 쌓기비

탈면 안 율 기  1.3을 과하여 안 한 것으로 해석 되었다.

4. 옹벽용 포러스 콘크리트블록의 장시공

4.1 블록설치작업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의 시공은 기 터 기 실시, 기 잡석 포설  다짐작업, 기 콘크리트 타

설 순으로 진행되면 기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1~2cm 모르타르타설 후 블록의 하단부 부착, 블록1

단 설치 후 뒷채움 잡석포설  다짐 작업을 실시한다. 최하단의 시공이 끝나면 켜쌓기 방법으로 시

공하며 블록간의 연결은 φ13mm 꺽쇄형 연결핀으로 연결하 으며 그 시공모습은 그림 6~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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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 보강성능 연구

Flexural Strengthening Capacity of Concrete Beam applying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CNSM) Method

 with the Various Strengthening Length of the CFR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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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녹화 작업

  

그림 6 시공 1

 

그림 7 시공 1

 

그림 8 시공후 3개월

 

그림 9 시공후 6개월

  기존의 콘크리트 블록은 블록 자체에 연속된 공극이 없고 블록의 시공시 블록사이를 완 히 폐쇄시

키는 구조로 시공되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식물이 소멸되고 한 토양에 공기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아 서서히 토양이 죽어가게 되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괴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은 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블록내부공간에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식재공간에는 발주처에 정한 몬본류인 갯버들을 식재하 다.

5. 시험결과

 포러스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극률, 물-시멘트비  골재입경의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은 골재입경 5~8mm를 용시킨 것으로서 압축강도는 20.1~22.5MPa, 공극

률은 10.0~10.4%로 측정되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압축강도 18MPa이상, 공극률 10%이상을  모

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식생모니터링 결과 갯버들이 무성하게 성장하여 식생능력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 내부에 다량의 연속공극을 함유하고 있어 투수, 투기, 식생, 수질정화 등의 성

능이 우수한 친환경 건설 자재인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치한 매산천

에 용시켰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러스 콘크리트 옹벽블록의 시공은 기 터 기, 잡석부설  다짐, 기 콘크리트, 부착모르타르 

부설, 블록쌓기, 뒷채움 잡석 부설  다짐, 블록연결핀으로 연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공종

별로 그 특성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여 시공하 다.

(2) 장에 용된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의 품질 특성 평가 결과, 압축강도는 20.1~22.5MPa, 공

극률은 10.0~10.4%로 측정되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압축강도 18MPa이상, 공극률 10%이상

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lope/w를 이용하여 포러스콘크리트 옹벽블록의 사면안정성 검토결과 안 율이 1.739으로 해석

되어 설계 기  안 률인 1.3을 과하여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공 6개월 후 식생 모니터링 결과, 갯버들이 식재된 식재공에서 양호하게 성장하여 포러콘크리트

옹벽블록은 이․치수 주의 하천정비나 불량한 유역 리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생태서식처를 되살

리고 하도와 하천변을 원래의 자연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데 유효한 공법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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