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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road bridges have been usually experienced by vibration and impact in service state. With this reason, it is impor-

tant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capacity should be considered to resist the kind of service loading. In this study, NSM strengthening

technique is recommended for the concrete railroad bridge because of its better effective resistance for dynamic loading condition and

strengthening cost than the conventional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using fiber sheet. However, to widely apply NSM method for

the concrete railroad bridge, it needs that the strengthening ratio has to be reasonably evaluated with geometrical and material uncertainties,

especially for the concrete bridge under long-term service state without the apparent design history and detail information such as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reinforcing ratio, railroad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ritical strengthening ratio of

CFRP plate for the targeted concrete railroad bridge with uncertainties of deterioration of the structures. To do this, Monte Carlo Sim-

ulation (MCS) for geometrical and material uncertainties have been applied so that this approach may bring the reasonable strengthening

ratio of CFRP plate considering probabilistic uncertainties for the targeted concrete railroad bridge. Finally, the critical strengthening ratio

of NSM strengthened by CFRP plate is calculated by using the limit state function based on the target reliability index of 3.5. 

Keywords : concrete railroad bridge, NSM strenghening technique, MCS, target reliability index, critical strengthening ratio 

1. 서 론

70~80년대에 가설된 국내 철도교량은 최근 증가된 교

통량, 이동하중 및 물동량의 증가, 장기간 공용에 따른

열화 등으로 인해 성능저하가 심각하게 진행중이다. 따

라서 철도교의 성능향상 및 목표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내하력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보강공법의 선정 및

효율적인 보강설계기법이 필요하다. 

최근 노후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FRP 외부부착공법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

나, 보강 후, 접착제 및 보강미숙으로 인한 조기 부착력

저하(debonding)현상, 동결융해에 대한 취약성, 화재발생

시 고온에 의한 접착제의 부착강도 저하, 보강재 노출에

의한 외부손상 등과 같은 공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

FRP 외부부착공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표면

매립공법(near surface mounted, 이하 NSM)이 각광받고

있다. 이 공법은 보강면에 최소의 보강 홈을 판 후 FRP

보강재를 매립하여 접착제로 충전하는 공법으로써, 보강

재와 모재와의 부착 성능이 향상되어 외부하중 작용 시

효율적인 응력전달 및 철도하중의 동적증폭효과에 대한

보강재의 부착력 저하에 의한 조기파괴를 방지할 수 있

으며, 보강재는 콘크리트 피복에 의해 화재 또는 충격 등

극한외부환경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호됨에 따라 보강 후

성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또한 기존 외

부부착공법은 보강 면 전체에 대한 표면처리가 필요한데

비해, NSM은 내하력 증진에 필요한 보강면에 대해 국부

적인 보강시공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강재, 접착제 및

공기를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강공법이다.

현재, FRP 보강재를 사용한 NSM 보강설계는 강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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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대상교량에 대한 최초설계 및

계측된 특성치만을 바탕으로 한 단면해석에 기초하여 소

요보강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강설계

방법은 열화된 콘크리트 철도교의 손상도 및 재료의 변

동특성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노후화된 콘크리트 철도교에 대한 합리적인 NSM 보

강설계를 위해서는 외력하중, 재료특성 등의 불확실 특

성을 반영하여 보강 후 구조물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한

보강성능 평가 및 보강비 산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NSM 보강공법으로 보강된 노후화된 철

도교의 보강성능을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척도로서

임계보강비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을 고

려한 NSM 보강설계 단면력을 정의하고  외부하중과 저

항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였으며, Monte Carlo Simulation

(이하 MCS) 기법을 이용하여 목표설계강도(LS-22)에 대

한 안전여유도를 분석하였으며, 목표신뢰도지수(β = 3.5)

에 부합하는 임계보강비를 산정하고자 한다.

2. NSM 보강형식의 선정

대상교량에 적합한 NSM 보강형식을 선정하고자, 현장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내하력 증진측면에서

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보강단면에 대한 보

강설계를 위해 기존 참고문헌을 분석하여 NSM 보강설

계와 관련한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Fig. 1은 대표적인

FRP 보강재를 사용한 NSM 보강단면 개요도이다. 여기

서 db는 원형 철근(rod)의 공칭직경을 나타내며, tf와 hf는

사각형 단면을 가진 FRP 보강재의 두께와 높이를 나타

내었고 보강홈(groove)의 폭과 높이는 bg와 hg이다.
8)
 철

근(bar)의 직경과 보강 홈 폭의 비를 k = bg / db로 정의하

면, 실험 결과 k값이 1.5 ≤ k ≤ 2.0의 범위를 갖도록 보강

홈의 폭(bg)를 확보하여야 충분한 보강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FRP 플레이트의 경우, 홈의 폭은 3tf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 깊이는 1.5hf를 확보해야 조기 탈락현상 없이

충분한 일체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9)
 강재윤

외
10)
는 매립 깊이에 대한 최대내력 관계를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정 매립깊이 이상에서는 내력

증가가 둔화되는 한계깊이가 존재하며, 보강재간에 간섭

을 방지하고자 확보되어야 할 보강재 최소간격과 최소

단부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치간격

및 단부거리를 40 mm 이상 확보하여야 보강재가 독립적

인 거동을 하여 효과적인 보강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NSM 보강설계 인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내하력 증진에 적합한 NSM 보강형식을 결정하기 위하

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실교량 모델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보강재에 의한 동일 휨강

도를 기준으로 원형 철근과 FRP 플레이트 보강형식별

자재비, 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유지보수 공종별 단가집

산출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11,12)

 또한, 보강재의 보강

특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SK사의 제품과 보강세부단가

공개 자료만을 참조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편

의상, 보강범위는 전 지간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향후 유

효보강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 휨강도 산

정 시, 보강면(700 mm)에 대한 허용유효보강폭을 고려하

기 위하여 원형 Bar 보강형식의 한계폭을 기준으로 하

였다. 휨강도 해석 결과, 보강재에 의한 휨모멘트는 약

331 kN·m로 산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강재량, 접착

제량 및 손실량, 단가환산을 위한 접착제비중, 기타경비

(재료비의 3%) 및 노무비를 종합하여 원형 철근과 FRP

플레이트 보강형식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대상교량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CFRP 원형철근

에 비해 플레이트 적용 보강공법이 보강재, 접착제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는 자재비 측면에서 약 30% 절감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무비의 경우에도 약 22%

의 절감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내하력 대비 플레

이트 크기에 따른 간접효과가 반영된 결과로서, 보강내

Fig. 1 Detail of strengthening cross section by NSM using

FRP round/rectangular bars and plate at bottom surface Fig. 2 Result of economy analysis for NSM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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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력을 기준하였을 때, 비교적 경제적인 공법으로 분석

되었다. 

 

3. 철도교 NSM보강 대상교량

이 연구의 대상교량은, 호남선(하행방면)에 위치한 H

교량으로써, 단일경간장 9 m를 갖는 4경간 철근콘크리트

T-빔 교량이다. 교폭은 5.4 m(단선), 공용년수는 26년이며

설계하중은 LS-22로 설계되었다. Table 1은 계측된 콘크

리트의 기본 물성치를 나타낸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수행

한 구조물 안전 점검의 통계자료(1998~2003년)를 바탕으

로 조사한 결과, 대상교량 상부구조의 주된 열화현상은

교량 거더와 측면에 발생한 균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3)

 

4. 하중과 저항강도의 불확실성

4.1 하중의 불확실성

구조물에 작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하중은 고정하중 및

활하중이며, 합리적인 신뢰성 해석을 위해서는 한계상태

함수에 적용되는 확률변수(저항 및 하중관련 변량)의 불

확실성을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우선 고

정하중은 구조물의 사용기간 동안 그 크기 및 위치가 거

의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자료에 따

르면 고정하중의 공칭값에 대한 평균값의 비는 1.0이고

분산계수는 0.06~0.15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14)

 이 연구에서는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

자료를 인용하여 Table 2와 같이 고정하중의 불확실성

특성을 모델링하였다.
15)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는 철도교 활하중에 대한 불확

실성 특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으며, 국내와 국

외는 철도교 하중기준 등 설계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활

하중의 적용 시 국외 연구결과를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효남 등
16)
에 의해

연구된 상시계측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개별 교량의 활

하중 변동계수(COV)의 최대/최소치를 활용하여 활하중

의 변동성을 가정하였으며,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민

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4.2 저항강도의 불확실성

확률 및 신뢰도에 기반한 구조물의 저항강도를 정의하

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 구조부재의 단면

치수 및 열화로 인한 구조물 성능저감 등에 관한 통계

특성치를 정의하여야 한다. 단면치수 중에 부재의 길이

및 폭은 외부에서 계측이 가능하므로 이 연구의 대상교

량과 같이 공용중인 교량의 보강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

는 변동계수로 취급할 필요가 없으며, 철근 유효깊이는

보 전체의 깊이와 철근위치 고정방법 등의 영향을 받으

나, 그 분산정도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

재의 단면치수에 의한 불확실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철근 및

CFRP의 인장강도 및 구조물의 성능저감에 대한 불확실

성 특성만을 고려하여 신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17)

 

4.2.1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구성재료, 배합성분, 혼합, 운

반, 타설, 양생 등 전 과정에 걸쳐 여러 가지 원인에 의

하여 변동성을 갖게 되므로, 교량의 점검 및 진단 등을

통해 획득한 시편을 분석해 대상교량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하거나, 분석대상과 유사한 조건에서 기 수행된 연

구문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동성을 추정할 수 있다.

Mirza
18)
에 의해 공칭강도 41.4 MPa 콘크리트의 경우 0.10

의 COV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대상 교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Modulus

of elasticity (GPa)
Unit weight

(kN/m
3
)

Slab 24.2 2.45

Girder 30.0 2.45

Table 2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design load

 Nominal ratio COV

Dead load
(site fabrication)

1.03 0.10

Live load
(including impact load)

1.00
0.20~0.40

(interval 0.1)

Fig. 3 Targeted bridg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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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거더 부분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46.2 MPa)와 유

사한 특성치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 값을 확률 불확실

성값으로 적용하였다. 

4.2.2 철근 및 FRP 보강재

철근은 콘크리트와 달리 공장제품으로 생산되기 때문

에 통계적 분산이 비교적 적다. Table 3은 국내 및 국외

에서 생산된 철근의 항복강도 및 확률특성을 정리한 표

이다.
19)

 이 연구에서는 철근보강재의 항복강도로서 400 MPa

인 재료특성을 적용하였다. 반면, FRP 제품은 철근과 같

은 분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들의

제품에 따른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FRP

는 철근이나 콘크리트의 경우에서만큼 충분한 통계자료

가 축적되어있지 않으므로 제조사로부터 제공된 자료 혹

은 인장시험을 거친 후에 재료의 확률적 특성을 파악하

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많은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FRP 물성치들에 대한 확률특성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추

정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대상교량의 보강재로 사용된 CFRP

플레이트의 확률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ISO 527-5 표

준실험법으로 기 실험된 CFRP 플레이트의 물성치를 참

조하였으며, 적용된 인장강도와 탄성계수의 COV는 각각

0.031과 0.016이다.
5)

4.2.4 노후손상계수

조효남 등
16)
은 노후손상계수를 손상구조물의 강성도와

무손상구조물의 강성도 비로 정의하고, 손상구조물의 기

본 고유진동수의 제곱과 무손상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의

제곱의 비로 노후손상계수를 계산하였으나, 이 값이 실

제 노후도를 나타낸다고 단언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실제

적인 경우 노후손상계수는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통계

자료 또한 전무한 실정이므로, 조효남 등
16)
이 산정한 여

러 철도교량의 노후손상계수의 최소 최대 범위로 노후손

상계수를 가정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노후손상계수

의 평균값은 0.6~0.9까지 3단계로, 노후손상계수의 불확

실성은 0.1~0.3의 범위의 변동계수를 적용하여 민감도 해

석을 수행함으로써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5. NSM 보강된 콘크리트 철도교의 신뢰성 해석

5.1 한계상태모델 

철도교의 한계상태 모델은 구조부재의 특정파괴모드에

대한 한계상태모델을 적용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6)

(1)

여기서 R    :구조저항

     SD, SL :고정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하중효과

     g( )   :특정 파괴모드에 대한 한계상태를 나타내는

함수

구조저항 R과 하중효과 SD, SL은 다음과 같은 일반식

으로 표현된다.

(2)

위 식에서 NR은 로 표현할 수 있으며, P,

M, F, D는 각각 저항의 추정 및 해석모형, 재료강도, 제

작 또는 시공, 노후손상계수의 추정에 대한 불확실 특성

을 의미하는 변수이다. 또한, ND, NL은 각각 PDMD, PLML

로 표현할 수 있으며, PD, PL은 각각 고정하중과 활하중

을 작용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특성을 나

타내는 변수이고, MD, ML은 공칭사하중과 공칭활하중에

대비 실제 사하중 및 활하중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

는 변수이다.

5.2 내부저항력 결정

NSM 보강된 철도교 대상교량의 내부저항력을 결정하

기 위해 외부하중에 대한 내력 휨모멘트를 결정하여야 한

g  ( ) R SD SL+( )–=

R Rn DF NR⋅ ⋅=

SD CD Dn ND⋅ ⋅=

SL CL Ln NL⋅ ⋅=

P M F D⋅ ⋅ ⋅

Table 3 Statistical properties of steel reinforcement

 fs / fn COV
Average

strength (MPa)

Number of 

data

SD 30* 1.20 0.064 360.0 822

SD 35 1.13 0.038 395.5 80

SD 40 1.09 0.048 436.0 773

Grade 40** 1.13 0.116 317.0 -

Grade 60 1.12 0.098 472.5 -

** : KS D 3504

** : ASTM A 615 :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formed and plain car-

bon steel bars for concrete reinforcement-AASHTO No. M 31

Table 4 Properties of CFRP plate used in this study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 (GPa)

Ultimate strain

(%)
Test standard

2.79 × 10
3

158.8 1.7 ISO 527-5

여기서 Rn :무손상부재의 추정공칭저항(공칭모멘트)

DF :노후손상계수

NR :재료강도 및 노후손상계수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변량

CD, CL :각각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대한 휨모멘

트 영향계수

Dn, Ln :각각 공칭고정하중 및 공칭활하중

ND, NL :실제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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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실교량 구조물은 단면이 Double-

T 형식이며, 구조해석결과와 휨모멘트 해석식과의 적합

관계에서 도출된 철근보강량 As = 1,718 mm
2
를 기준으로

슬래브두께 300 mm에 대한 단면적합도 분석결과, a =

10 mm로서 플랜지 두께내에 위치함으로써 단면해석시

유효폭을 고려한 직사각형 단면으로 계산하였다. CFRP

플레이트로 NSM 보강된 구조물의 휨내력을 정의하기

위해서, ACI440.2R-08에서 제시된 FRP 외부부착 구조물

의 휨 모멘트식에 CFRP 플레이트의 유효깊이를 고려하

여 휨모멘트를 산정하였다. Fig. 4는 하중평형개념을 통

한 NSM 보강된 단면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나타내는 개

념도이다. 인장부의 극한상태는 인장철근이 항복한 후,

CFRP 플레이트가 파괴시까지 인장거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0)

 식 (3)은 철근과 CFRP 플레이트로 보강된

휨 NSM 보강단면의 응력-변형률관계에서 도출된 휨 모

멘트식을 나타낸다.

      (3)

여기서 As =인장철근의 단면적(mm
2
), fy =철근의 항복강

도(MPa), h =직사각형 보 높이(1,250 mm), d1 =인장철근

의 유효깊이(1,200 mm), d2 = CFRP 플레이트의 유효깊이

(= h, mm), Afrp =보강된 CFRP 플레이트의 단면적(mm
2
),

= ffrpe(f
*

f u ) = CFRP 플레이트의 유효강도(ffu,ave− 3σ, MPa),

ψfrp = FRP의 휨에 대한 재료불확실성계수(0.85), Φ =강

도감소계수(0.85), fck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be =직

사각형 보의 유효 폭(1,900 mm)

5.3 외부하중 모멘트의 결정

이 연구에서는 적용된 철도교량의 외력특성을 합리적

으로 모사하고자,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06을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복부 보는

솔리드로 모델링 하였으며, 상부 슬래브는 동일강성을 갖

는 플레이트로 근사화하여 모델링하였다. 슬래브와 거더

는 Rigid Link로 연결하였으며, 지점조건은 단순지지

Elastic Link로 적용하였다. 적용하중은 철도하중을 반영

할 수 있는 매스(mass)하중을 적용하여 LS-22철도교 설

계하중을 재하 하였으며, 모델링 및 해석 결과는 Fig. 5

와 같다. Table 5는 대상교량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고

정하중과 활하중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이다. 철도교 대

상교량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2

에 제시된 고정하중 및 활하중 확률특성을 적용하여, 한

계상태함수에 적용하기 위한 외부하중 효과를 확률분포

로 평가하였다. 

Rd Φ [As fy d1

As fy Afrp+ ffrpe⋅ ⋅
1.7fck be⋅

-------------------------------------------–⎝ ⎠
⎛ ⎞⋅=

ψfrp Afrp ffrpe d2

As fy Afrp ffrpe⋅ ⋅ ⋅
1.7fck be⋅

-----------------------------------------–⎝ ⎠
⎛ ⎞ ]⋅ ⋅+

Fig. 4 Strain and force compatibility of NSM strengthened

state by CFRP plate

Fig. 5 Modeling and bending moment diagram of targeted

bridge from FEM analysis

Table 5 Result of FEM analysis for external railroad load

Distribution Nominal ratio Mean COV

Dead load Normal 1.03 180.0 0.1

Live load Lognormal 1.00 580.8 0.2-0.4

kN m⋅

k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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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성 해석에 기초한 NSM 보강공법의

임계보강비 산정

철도교 대상교량의 임계보강비 산정을 위한 신뢰성해

석을 위하여, 한계상태함수에서 정의된 하중과 구조저항

의 불확실성 및 확률분포 특성을 평가하였다. 한계상태

함수에서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는 안전여유도(safety

margin)는 AASH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신뢰도 지수

(βT) 3.5로 고려하였다.
21)

 이를 통해 하중과 구조저항에

의한 안전여유도인 βT = 3.5를 만족할 수 있는 CFRP 플

레이트의 보강비를 도출할 수 있다. Fig. 6은 신뢰성 해

석에 의한 NSM 보강공법의 임계보강비 산정 개요도를

나타낸다.

Fig. 7은 하중과 구조저항에 의한 빈도해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보강비 증가에 의한 구조저항의 분포변

화를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로

나타낸 그림이다. Fig. 7에서 R은 무보강 철도교의 저항

모멘트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Case1부터 Case5까지

는 CFRP의 보강비를 0.010%~0.013%까지의 변화시켰을

때 단면의 저항모멘트 분포이다. 또한 Q은 LS-22 활하

중을 적용한 경우의 중앙부 휨모멘트 확률분포를 표현한

것이다. 각 외부하중 및 내력모멘트에 대한 확률분포특

성 분석결과, 목표신뢰도지수(βT = 3.5)에 부합하는 CFRP

플레이트 보강비를 결정할 수 있다. Table 6과 Fig. 8에

CFRP 플레이트의 보강비 변화에 따른 신뢰도 지수의 변

화와 목표 신뢰도 지수에 부합하는 임계 보강비를 나타

내었다.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 CFRP

플레이트로 NSM 보강된 철도교 대상교량의 목표신뢰성

지수에 부합하는 안전도 확보를 위한 임계보강비는

0.0114%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철도교 설계하중인 LS-22

를 상회하는 충분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강비로

분석되었다.

Fig. 9는 노후손상계수와 활하중계수의 평균값 및 COV

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활하중계수와

노후화계수의 변동값에 대해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후손상계수 COV의 경우,

다른 두 변수들보다 CFRP 보강비에 미치는 변동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 결과, 노후손상계수의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값보다는 그 변동성이 CFRP 보

강설계 시 가장 민감하게 고려하여야 할 변수값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6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critical strengthening

ratio of CFRP plate strengthened by NSM

Fig. 7 Frequency analysis of load and resistance

Table 6 Parametric study for CFRP strengthening ratio according

to reliability index

 CFRP strengthening ratio (ρfrp) Reliability index (β)

0.0001 3.29

0.000108 3.41

0.000114 3.50

0.000122 3.62

0.000130 3.75

Fig. 8 Critical strengthening ratio of CFRP plat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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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확률 신뢰도 기법을 사용하여 CFRP 플

레이트로 NSM 보강된 콘크리트 철도교 구조물의 임계

보강비를 제안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보강설계 실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내하력을 기

준으로 경제적인 NSM 보강형식을 선정하고자 경

제성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일 휨 강도에 대한

CFRP 원형 철근과 플레이트 보강형식을 비교한 결

과, 플레이트 보강공법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공

법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플레이트의 인장력대비 크

기에 따른 간접효과에 기인한 결과로써, 향후, 생애

주기비용분석 등을 바탕으로 CFRP 플레이트 보강

형식의 심도있는 보강효율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2) 이 연구에서는, 재료, 노후손상계수, 하중의 랜덤변화

량을 바탕으로 하중평형개념에 따라 한계상태함수

를 정의한 후, MCS 기법을 이용하여 공용내하력이

철도교 표준활하중인 LS-22에 분포하지 못할 확률

이 목표신뢰성지수 3.5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임

계보강비 산정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방법

에 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강설계기법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3) 노후손상계수와 활하중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노후손상계수의 COV가 CFRP 플레이트

보강비 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확률신뢰성에 기초한 노후

화된 콘크리트 철도교의 보강비 산정을 위하여 우

선적으로 합리적인 노후손상계수의 변동성을 정의

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재까지는 철도교 외부활하중에 대한 불확실성 특

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률신뢰성 해석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상교량의 상시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중불확실

성 이력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각

대상교량별 철도교 활하중 특성이 정립되면 이 연

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NSM 보강형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CFRP 플레이트 임계보강량 산

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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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도교량은 일반적으로 공용기간동안 진동과 충격에 의한 구조적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내하력

증진을 위한 보강성능 검토 시 철도교에 작용하는 외부하중에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보강성능이 요구된다. 이 연

구에서는 철도교의 공용 중 진동 및 충격하중에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보강공법으로써 NSM 보강공법을 제안하

였다. 이는 기존 탄소섬유외부부착 공법에 비해 부착성능 및 보강성능이 우수한 공법이다. NSM 보강공법은 현재 다양

한 실험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교량으로의 범용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보강설계에 필요한 합리적인 보강비 산

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재료적 및 기하학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확률 신뢰도기반 NSM 보강비 산

정방법을 제안하여 임계보강비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Monte Carlo Simulation(MCS) 기법으로 도출된 재료 및

단면치수에 대한 불확실성 특성을 내부저항모멘트 설계식에 반영하여, 외부활하중의 불확실성 특성이 반영된 외부하중

모멘트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목표신뢰성지수 3.5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CFRP 플레이트의 임계보강

비를 산출하였다. 

핵심용어 : 콘크리트 철도교, NSM 보강공법, MCS, 목표신뢰도, 임계보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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