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기술 도입 및 국내 개발형 프리캐스트 터널공법의 신기술!

공법 개요 및 특징

공법의 개요
Pre-cast Arch Tunnel Method의 약자로서 터널의 아치 주 단면을 공장 또는 현장 제작장에서 고강
도 콘크리트의 프리캐스트 부재로 제작하여 현장 운반 후, 기 시공된 기초 구조물위에 프리캐스트 아치
부재를 조립 가설하여 터널 단면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신속 정밀하고 안전한 프리캐스트 터널 건설
공법의 선진 기술과 국내 개발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신기술 공법임

공법의 특징
PC-ATM 공법 적용성

PC-ATM 의 구조적 특징

▶ 토사 지반의 개착식 터널 구조물
▶ 도심지 도로 및 철도의 지하 개착 구조물
▶ 산악지 터널의 입·출구부 개착식 터널
▶ 개착식 또는 성토 구간의 생태 통로
▶ 기존 수로 횡단의 성토용 수로터널

▶ 아치 2-분절의 3-힌지 터널 구조계
; 기본형/강결형 2-type 형식
▶ PC 부재 접합부 종·횡방향 볼트 체결
▶ 기초 접합부 정밀 시공용 시스템 구축
▶ 복합 원호 구성의 터널 최적 단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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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장점
프리캐스트 아치
공 장 제 작

▶ 강재 거푸집 사용
▶ 고강도 콘크리트
▶ 아치 부재 사전 제작

정밀 제작 및 품질 양호
습윤 증기 양생의 균열 제어
터널 건설 공사 기간 단축

2-분 절 3힌 지
아 치 단 면

▶ 천정부 : 아치 분절 구조
▶ 기초부 : 상단 홈-형 구조

현장 조립 가설 시공성 우수
계획고 및 선형 확보 용이

PC부재 볼트 체결
조립형 구조

▶ 천정부 : 횡방향 볼트
▶ PC부재간 : 종방향 볼트
▶ 기초 상단 : 특수 형식

변위 제어 + 단면력 확산
PC 부재 조립 정밀성 우수
레벨링 강판 + 수평 볼트

다양한 프리캐스트

▶ 기본형 : 볼트 체결 형식

종·횡 방향 볼트 체결 조립
(일반 PC터널 적용 형식)

아치터널단면

▶ 강결형 : (기본형) + (천정부 강결)

종·횡 방향 볼트+천정부 강결
(대 단면, 수평력이 큰 경우)

프리캐스트 터널
방 수 시 스 템

▶ PC 부재 일반 구간
▶ PC 부재 종·횡 연결부

1단계 시트 방수 시스템
4단계 복합 방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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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아치 부재의 종·횡방향 볼트 체결 조립 가설 방식!

Pre-cast Arch Tunnel Method

횡방향 연결볼트 (천정부)
회전 스프링 구속 조건
성토시 변위 제어 구조

반(1/2)폭용 PC부재
터널 갱구부. 시공 이음부에 배치
PC 부재 가설 안전성 확보

기초 수평 볼트
부재 위치 확인 후 기초 지지
터널 가설 선형 정확성 유지

높이 조정용 강판
기초 시공시 사전 매입 설치
터널 가설 계획고 정밀 시공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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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방향 연결 볼트
PC 부재간 볼트 체결
내구성, 시공 정밀성 우수

프리캐스트 부재의 2-분절 3-힌지 아치 구조
천정부 횡방향 볼트 결합 (회전 스프링 조건)
종방향 프리캐스트 부재와 부재간 볼트 체결 형식
기초 분리 구조의 사전 시공 후 터널 아치 부재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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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에 적합한 프리캐스트 단면!

단면 형식
회전 스프링 결합형(기본형)

(천정부 : 볼트 체결 TYPE)

단면도
횡방향 연결볼트

종방향 연결볼트

(천정부)

(PC 아치 부재간)

모멘트도
-Mmax
+Mmax

+Mmax

수평지지볼트

높이 조정용 강판

Hinge

스프링회전

강결형

종방향 연결볼트

(천정부:기본형+강결Type)

단면도
DEVIATION BLOCK

강결용 인장재
(PS 강봉)

(PC 아치 부재간)

모멘트도

횡방향 연결볼트

종방향 연결볼트

(천정부)
접합부

-Mmax
+Mmax

+Mmax

수평지지볼트

높이 조정용 강판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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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ge

프리캐스트 부재 조립 특성 고려의 탁월한 방수 처리 방법!

방수처리 공법

2 PC 부재간 접합부

1 PC 부재 외측 전면

3 블록 아웃 단면부
4 시공 이음부
1 PC 부재 외측 전면

2 PC 부재간 접합부
시트 보호재
b

시트 보호재

2차 시트 방수(b)

1차 시트 방수(B)
1차 시트 방수(B)

3차 코킹재 방수

4차 수팽창성 지수재

3 블록 아웃 단면부
시트 보호재

4 시공 이음부
b

2차 시트 방수(b)

1차 시트 방수(B)

시트 보호재

b

2차 시트 방수(b)

1차 시트 방수(B)

스티로폼

무수축 몰탈
3차 코킹재 방수
4차 수팽창성 지수재

(특수 형상 단면)

(특수 형상 단면)

4차 수팽창성 지수재

3차 코킹재 방수
(특수 형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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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하고 안전한 프리캐스트 아치 가설 시공 방식!

주요 가설 단계

1

단계

2

단계

터널 계획고 조정작업

최초 3-부재 가설

기초 상단부 시공시 매입 강판
철물 사전 설치
1차 무수축 타설 시공
(2차 몰탈 : 가설 완료 후)

4

단계

각종 볼트 단계적 체결
1차 볼트 임시 체결 접합
(천정부 + 기초 최하단)
각 종 볼트 영구 체결 조립
(순서 : 천정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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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PC 부재 연속 가설

가설 시점에 동바리 설치
동바리 상에서 3-부재 가설
(순차적으로 볼트 체결 조립)
아치 부재 자립 후 동바리 제거

5

단계

시스템 방수 단계 작업
가설 전 수팽창 지수재 설치
부재 접합 전면 코킹재 충진
터널 접합 전면 2차 시트 도포
부재 외측 전면 1차 시트 도포

지그-재그로 좌·우측 PC 부재
순차적으로 PC부재 가설
1-부재 가설시 마다 각 종 볼트
체결 조립

6

단계

토공(되메우기+성토) 작업
소형 장비 층 다짐 되메우기
(터널 외측 인접 구간)
대형장비 층 다짐 성토
(되메우기 잔여 구간)

주요 가설 실적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1공구 중

생태터널 설치공사

시공년도 2014년 9월
마감형식 면벽식 보강토 옹벽
제

원

터널 연장 - L = 50.0m × 2-Arch
터널 폭원 - 성 남 방향 : B = 16.82m (4차로)
- 장호원 방향 : B = 20.45m (5차로)
PC 부재 - 단면 두께 : t = 500mm (fck=40MPa)
- 제작 길이 : B = 1.24m (166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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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설 실적
고속국도 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3공구) 중

긴급회차로#1

시공년도 2015년 11월
마감형식 블록식 보강토 옹벽
제

원

터널 연장 - L = 26.005+20.015+20.005=66.025m
터널 폭원 - B = 8.10m
PC 부재 - 단면 두께 : t = 400mm (fck=40MPa)
- 제작 길이 : B = 2.00m (69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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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 고속도로건설공사(4공구) 중

상수도보호공 설치공사

시공년도 2016년 4월
마감형식 블록식 보강토 옹벽
제

원

터널 연장 - L1 = 67.625m, L2 = 55.04m
터널 폭원 - B = 5.60m
PC 부재 - 단면 두께 : t = 400mm (fck=40MPa)
- 제작 길이 : B = 1.80m (63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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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설 실적
울릉도 자연재해 위험지구(구암2)

정비사업 피암터널

시공년도 2016년 7월 ~ 2017년 7월
위

치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구조제원 B=11.57m, L=20.005+20.005=40.010m
패널제원 ㆍ두께 : t=400mm (fck=40MPa)
ㆍ 폭 : B=1.000mm
ㆍ개수 : 40ea

발주처 / 시공사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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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6호선 진고개

생태통로 설치공사

시공년도 2015.11 ~ 2016.06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진고개 정상

구조제원 B=18.60m, L=10.505+19.515+21.005=51.025m
패널제원 ㆍ두께 : t=450mm (fck=40MPa)
ㆍ 폭 : B=1.500mm(표준), B1=750mm(이음부)
ㆍ개수 : 14(벨마우스) + 56(일반부) = 70ea

발주처 / 시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동진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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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특징
1. 시공중안전성확보방법
(1) 기초접합부 정밀시공 시스템
높이조절용 매입 철물 설치 및 수평조절볼트로 계획고 및 평면선형 확보

(2) 패널 종방향 연결 :
수평력에 의한 수직전단력 발생에 종방향 볼트가 저항

2. 벨마우스구조의편의성
(1) 벨마우스 하단부와 기초 강봉 체결로
안전성 확보
(2) 3차원 구조모델링에 의한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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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이앤씨(주)
사업분야
기술컨설팅

엔지니어링

기계구조

건설사업

특수교량

구 조 물

가 설 용

Pre-Cast

기술지원

설

계

강 구 조

제작시공

신 기 술

특수교량

교량가설

PC구조물

개

구조검토

특수장비

시

발

벤처기업 등록

공

기술연구소 설립

PC-ATM 특허출원 현황
★특허등록번호 : 10-1256494
- 특허명 : 천정부 및 종방향 결합부 접합성능이 증진된 프리캐스트 터널구조물 시공방법 (13.04.13)

★특허등록번호 : 10-1384738
- 특허명 : 프리캐스트 터널구조물의 방수방법 (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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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이앤씨 주식회사

제작년월 : 2019. 08.

본사_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61, 2층(검암동)
기술연구소_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40번길 4-1, 303호
TEL. (032) 561-9342 FAX. 070-4335-3707
http://www.conte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