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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1. 위치도 및 시설물 현황

PSC박스거더 25경간(성산, 성동방향)
STB거더 13경간(성산, 성동방향)
T형 교각 38기

PSC박스거더 103경간(성산, 성동방향)
T형 교각 104기
PSC박스거더 구간 본선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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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2. 시공 개요

프리캐스트 세그멘트 방식의 가설공법별 긴장재 배치 특성
구분

가설공법별 긴장재 배치 특성(세그멘트교량)

상·하부슬래브에 주텐던 설치
PSM-FCM

텐던 고저차(H)가 적어

(내부긴장교량)

그라우트 주입오류 적음
(정릉천고가, 홍제천고가)

•PSM(Precast Segmental Method)
- 제작장에서 분할 제작된 다수 세그먼트를 연결하며 가설하는 광역적인 의미의 프리캐스트 공법
•PSM-FCM(Precast Free Cantilever Method)
- 제작된 세그먼트를 주두부에서 부터 양방향으로 연결해 나가며 가설
[Ref.] 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방안 수립 용역(2015.12., 서울시 도로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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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FCM 공법 시공 개요도

2. 시공 개요
홍제천고가교 건설당시 시공개요도

홍제천고가교 건설당시 전경

[Ref.]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강도설계법과 한계상태설계법, 동명사, 이재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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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PSM-FCM 세그멘트 교량의 개별 부재 개요도

[Ref.] 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방안 수립 용역(2015.12., 서울시 도로시설과)

3. 거더 내부텐던 현황
홍제천고가교 표준단면(PSM-FCM)

홍제천고가교 세그단면도 및 강선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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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3. 거더 내부텐던 현황

거더 시공 당시 사진
거더 상부슬래브 정착단

거더 하부슬래브 정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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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3. 거더 내부텐던 현황

거더 시공 당시 사진

키세그먼트 보강 텐던 상부슬래브 정착단

상부슬래브 인양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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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3. 거더 내부텐던 현황

거더 손상 현황
손상발생 위치 요약

홍제천고가교 상부플랜지 내부텐던 배치도
Segment 누수,백태
(연결부, Key 주변)

인양홀 누수/백태

홍제천고가교 하부플랜지 내부텐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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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교각 수평 텐던 배치도

4. 교각 내부텐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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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교각 수직 텐던 배치도

4. 교각 내부텐던 현황
교각 코핑 상면 에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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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교각 시공 당시 사진
교각 수평텐던 시공

4. 교각 내부텐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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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
교각 시공 당시 사진
교각 수직텐던 시공

4. 교각 내부텐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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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텐던 관련 용역 이력
용역명

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방안
수립 용역

내부순환도로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
리방안 수립
학술용역
내부순환도로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정밀조
사 및 모니터링
학술용역

용역개요

1. 용역개요 및 과업내용
과업내용

• 2014.12~2015.12
• 수행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종합기술
• 발주처: 서울시 도로시설과

• 해외 선진 사례/동향분석에 따른 국내 실
태 파악: 텐던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건설
기준 보완
• 유지관리 체계 개선 및 선진조사 방법 도
입 제시
• 가설공법 특성을 고려한 중점 유지관리
항목 제시
• 예방적 유지관리(리스크매트릭스평가, 일
상점검 항목)

• 2016.7~2017.6
• 수행기관: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 발주처: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 정릉천고가교 외부긴장재 결함 원인 분석
• 관내 유사교량 외부긴장재 상태 조사 및
평가(외부긴장재 건전성 평가, 내부긴장재
샘플조사 후 전수조사 필요여부 결정)
• 비파괴검사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 긴장재 상태평가 등 제도적 잠정안 마련
• 서호교 결함원인, 두모교 세그먼트부 균
열원인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 2017.12~2020.12
• 수행기관: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 발주처: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 외부긴장재 보수방안의 현장 적용 및 안
전성 평가
• 두모교 항구복구공사 시공중 모니터링
• 내부순환도로 교체 대상 외부긴장재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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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텐던 관련 용역 이력

2. 2015년 유지관리방안 수립용역 중 내부긴장재 관련

2.4 가설공법에 따른 긴장재 배치 특성
2.4.5 캔틸레버 공법을 적용한 세그멘트 교량(PSM-FCM)
ㅇ PSM-FCM 방식의 세그멘트 교량(내부긴장재 적용)은 상․하부슬래브의 수평텐던 설치
→ 시멘트 그라우트의 충진결함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ㅇ 세그멘트 접합부의 균열과 누수 등으로 인해서 덕트 내부 PS강연선의 부식 위험도 상존
→ 접합부(에폭시)의 점검, 교면방수, 포장 및 배수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4.1 포스트텐션에서 충진 결함(Voids)
1) 정착부 및 텐던의 최상부에서 ‘충진 결함(Voids)’의 위험성
ㅇ 내부긴장교량의 미충진 구간에서 PS강재의 인장 변형량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정착장치의 활동으로
인한 긴장력의 손실’과 유사한 형태로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비교적 그 영향범위와 손실량이 작
아 단기간에 전체 교량이 구조적인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텐던의 중간부에서 ‘부분 충진결함(Partial Voids)’의 위험성
ㅇ PSC박스거더교의 가설 공법별 긴장재의 구조적 특성과 정착방법, 배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덕
트의 위쪽에 긴장재가 몰려 위치하는 구간에서는 작은 규모의 부분 충진결함(Partial Voids) 일지라도
강연선의 부식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위험확률을 고려한 조사구간의 설정, 구간별 조사 회수
계획, 구간별 조사 방법의 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 특히 내부긴장교량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모두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가설 공법별 위험도 분
석에 따른 표본조사가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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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텐던 관련 용역 이력
홍제천고가교 중점 유지관리 사항

2. 2015년 유지관리방안 수립용역 중 내부긴장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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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텐던 관련 용역 이력

3. 2016년 학술용역 개요 및 조사결과

용역 개요
1) 용역명: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
2) 용역기간: ‘16.6.30.~ ‘17.6.29.
3) 용역기관: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 경과
1) 사전자료 검토: 설계도서, 시공자료, 점검 및 유지관리 자료
2) 정밀조사 대상 구간 선정
① 예비 정밀조사 구간 선정: ‘16년 긴급정밀점검에서 누수/백태 손상이 많은 구간
② 현장 확인: 누수/백태 손상이 1공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했던 2공구에서 우기 이후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조사
③ 정밀조사 구간 선정: S134(P132~A1) 상행 구간, S142(P141~A3) 하행 구간
3) 정밀조사 방법: 거더내부에서 상부슬래브 하면 조사
① 홍제천고가교 내부텐던 정밀조사 구간 GPR 탐사
② 상부슬래브 하면 내부텐던 천공 후 내시경 조사 2개소
③ 파취 블록 아웃 조사(피복 콘크리트 제거 후 강연선 육안 조사)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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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텐던 관련 용역 이력

3. 2016년 학술용역 개요 및 조사결과

조사 결과
1) 내시경조사: S134 상행 구간과 S142 하행 두 구간 모두에서 건전성 양호
▶그라우트 밀실, 강연선 부식 손상 미발견

파취조사 위치도

GPR탐사

내시경 조사

2) 피복 파취조사: S142 하행 구간 강연선 상태 양호
① 그라우트 밀실
② 쉬스관 일부 부식 있었으나 강연선 부식 손상 미발견
③ 세그먼트 이음부 시공당시 지수목적의 고무패킹 발견

내시경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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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텐던 관련 용역 이력

3. 2016년 학술용역 개요 및 조사결과

조사 결과

쉬스관내면
홍제천고가교 세그먼트 이음부 시공당시 사진(고무패킹)

누수부 파취 후 현황(그라우트 밀실)

3) 내시경 및 파취조사 결과, ‘그라우트 밀실하며 강연선 상태 양호’ 사유
① 외부긴장재에 비해 충분한 압력으로 그라우트 주입하여
충진결함 위험도 낮음
② 시공당시 지수목적의 고무패킹이 세그먼트 이음부에 설치

쉬스관외면

⇒ 일부 누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쉬스관 내부로의 침투 가능성은 낮음
Ø위와 같은 사유로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으나 장
기적인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교면 재포장 등 우수 유입 방지 대책 필요
세그먼트연결부고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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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텐던 관련 용역 이력

3. 2016년 학술용역 개요 및 조사결과

내부텐던 시공 및 관리 특성
① 쉬스가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어서 높은 압력으로
주입 가능 ⇒ 그라우트 미충전 가능성이 외부긴장재
보다 낮음
② 그라우트 충전 여부 확인은 의심 구간 육안 점검이
제일 효율적이나 무분별한 드릴링은 교량 안전을 위
협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③ 긴장재 파단이 발생할 경우, 긴장재와 그라우트 사이
의 부착으로 전달길이만큼 지나서 유효긴장력을 유지
하는 긴장력 분포를 보임

포스트텐션 부착 내부텐던 파단에 따른 압축력 분포

내부텐던 유지관리 중점사항
① 일상 점검시 휨모멘트가 최대부(내부 지점부, 경간 중앙부)의 균열발생 여부 중점 관찰
② 균열 발생시 균열발생 원인을 검토하여 그라우트 미충전과 긴장재 부식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검토
③ 균열이 그라우트 미충전과 긴장재 부식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개복 조사 수행 여부 검토하고
정밀 검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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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FCM공법으로 가설한 교량 철거 전에 조사
- 세그먼트 접합면에서 216개 덕트 육안 조사
- 경미한 공극 70%, 공극 9%, 완전충전 21%
- 상부 텐던에서 대부분 발견, 부식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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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 정밀안전진단 내부텐던 조사 계획

1. 용역개요 및 거더 조사계획

용역 개요
1) 용역명: 홍제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용역기간: ‘19.3.28.~ ‘20.5.20.
3) 용역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 계획
1)PSC박스거더 내부텐던 건전도 조사
• PSM 교량 특성상 Seg 접합부로의 누수, 제설제에 의한 염화물의 영향으로 내부 텐던 손상 우려
• 조사목적: 내부텐던 그라우트 충진, 강연선 부식, 쉬스관 상태, O-Ring(고무패킹) 여부,
그라우트 염화물함유량 확인
• 조사위치: 1공구 S64-G2(조사일시: ’19.9.4.)
• 조사방법: GPR 및 MIRA를 통한 내부 텐던 확인 → 절단 및 파취 → 쉬스관 및 O-ring(고무패킹)
육안조사 → 쉬스관 절단, 내부 그라우트 충진여부 확인 → 그라우트 시료 채취 및 염화물
함유량 시험 의뢰 → 강연선 육안조사

상부슬래브 하면 조사위치
(피복두께 125~375㎜)

하부슬래브 상면 조사위치
(피복두께 100㎜)

S64 상부슬래브 누수 현황

Ⅲ. 2019 정밀안전진단 내부텐던 관련 계획
MIRA(반사법 Tomography) 현장 시험 사례

Spans: 23,88 + 33,78 + 24,00 m
Length of deck: 82,45 m
Horizontal clearance: 13,05 m

1. 용역개요 및 거더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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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각 수직텐던 조사계획

조사 계획
2) 교각 수직 내부텐던 건전도 조사
• 신축이음부의 경우 누수, 제설제에 의한 염화물의 영향으로 내부 긴장재 손상 우려
• 조사목적: 내부텐던 그라우트 충진, 강연선 부식
• 조사위치: 1공구 P55 수직텐던 교각 코핑 상면 에어벤트(조사일시: ’19.9.월중)
• 위치선정 사유: 수직텐던의 경우 기하학적 영향 고려할 때 블리딩에 의한 공극 발생 가능성이 있
는 코핑부 최상단 조사
• 조사방법: GPR 및 MIRA를 통한 내부 텐던 확인 → 에어벤트 드릴링(플렉시블 드릴 활용)
→ 내시경 투입 및 그라우트 충진여부 확인 → 내시경 투입 또는 드릴링 불가능시 파취조사

교각 코핑부 수직-수평 긴장재 배치도

P55 교각 코핑부
(신축이음부 누수, 에어벤트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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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각 수평텐던 조사계획

조사 계획
3) 교각 수평 내부텐던
• 수평텐던의 배치 특성을 고려할 때 강연선이 텐던 하부에 위치
할 것으로 추정
• 일부 그라우트 미충진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라우트 시공목적
(외기 노출 방지 및 부착에 의한 긴장력 전달)에는 부합
• 정착단이 위치한 코핑 좌우측면의 경우 경사지게 시공되어 우
수유입은 어려운 구조임
• 위 사항을 고려하여 파취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각 코핑부 구조적 균열 여부 확인하여 균열발생시 파취조사

교각 단부 현황(피복두께 172㎜~198㎜) 및
교각 수평텐던 배치 예상도

유지관리 계획 방향
1) 텐던 부식 방지 방안 제시
• 재포장시 방수 공법 선정 및 시공 철저
• 신축이음 교체 또는 물받이 설치를 통한 우수유입 방지
• 교각 두부 상면 및 측면(정착단 위치) 방수처리 등
2) 내부텐던 안전점검 편람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교각 두부 방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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