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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천고가 내부텐던 파취조사 및 복구 계획
ㄹㅇㄹㅇㅁㄴㄹㄹㅇ

홍제천고가 내부텐던의 상태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파취조사 후 개구부 복구를
실시함에 있어 추가손상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내부텐던 파취조사 개요

❍ 조사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홍제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 파취조사 절차 및 방법

- 위치: 1공구 S64-G2 PSC 박스거더 내부 (누수구간)
- 수량: 상부텐던 하면 1개소, 하부텐던 상면 1개소
- 방법: GPR로 내부텐던 탐사 후 파취 위치 선정
콘크리트면 절단(20㎝×20㎝)
전동 그라인더
콘크리트 파취
전동 브레이커
고무링(O-Ring) 현황 조사

강재덕트 절개
전동 그라인더
그라우트 공극 없음

그라우트 공극 있음

그라우트 시료 채취
수동공구

그라우트 시료 채취
수동공구
강연선 노출시 상태 조사
먼지 및 이물질 청소

먼지 및 이물질 청소
덕트 절개부 복구

덕트부 공극 충전

(가능할 경우)

덕트 절개부 복구

콘크리트 덮개 복구

(가능할 경우)

콘크리트 덮개 복구

※그라우트 재료시험 항목: 전염화물 함량, 황산염 함량, 잔존 수분량
⇒ 파취 개구부 항구복구 방안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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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파취부 항구 복구방안 문헌조사 결과

 국외 지침
❍ Durability of post-tensioning tendons (fib-bulletin 33, 2005)
먼지와
이물질 ⇨
청소

덕트부 공극 복구
시멘트 그라우트

⇨

콘크리트 복구
무수축 시멘트
모르타르

필요시 우수 또는
⇨
염화물 노출부
표면보호제 도포 고려

❍ Guidelines for Sampling, Assessing, and Restoring Defective Grout
in Prestressed Concrete Birdge Post-Tensioning Ducts (FHWA, 2013)

- 파취한 노출 텐던은 4시간 이내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시 보호조치 실시
- 최소한 방수테이프와 플라스틱 덮개를 사용하고, 가능한 파취한 당일 항구복구
먼지와
덕트부 공극 복구
이물질 ⇨ 승인된 그라우트용 시멘트
진공청소
모르타르

덕트 덧대기 후
⇨ 에폭시로 밀봉 ⇨
(플라스틱 덕트)

콘크리트 복구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

❍ Considerations for Development of Inspection and Remedial Grouting
Contracts for Post-tensioned Bridges (MnDOT, 2017)
천공 개구부
파취 개구부

- 공극이 없는 경우: 폴리머 시멘트 또는 에폭시 모르타르
- 공극이 있는 경우: 기밀형 밸브 설치 후 보수 그라우트 주입
- 덕트와 콘크리트는 DOT 승인 자재로 복구

❍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서울시설공단, 2017)

- 덕트 개복부는 에폭시와 복구패치로 채우고, 파취한 콘크리트 덮개 복구

 국내외 보수사례
❍ Development of Best Practices for Inspection of PT Bridges in
Minnesota (MnDOT, 2012)

- 그라우트 공극이 없는 경우 복구
천공 개구부

파취 개구부

⇒

에폭시 주입
(Hilti HY150)

- 덕트 덧대기 후 밀봉: 에폭시 (Hilti HY150)
- 콘크리트 복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SikaTo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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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ection, Remedial Grouting and Corrosion Monitoring of Post-Tensioned
Tendons (MnDOT, 2013)

- 천공 개구부 복구(그라우트 공극이 있는 경우)
⇒

밸브 설치 및 에폭시 밀봉
(Hilti HY150)

⇒

보수 그라우트 주입
(Euco Cable Grout PTX)

밸브 절단 후
그라우트 완전 충전 검사

- 파취 개구부 복구(그라우트 공극이 있는 경우)

⇒

노출 강연선에 그라우트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Euco Cable Grout PTX)

⇒

덕트 덧대기 후 에폭시 밀봉
(Hilti HY150 Max)

보수용시멘트 모르타르 채움
(SikaTop 123 Plus)

❍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서울시설공단, 2017)
(대화정밀공업(주), DH-EM50)

- 홍제천고가교: 방청제+에폭시 모르타르
- 정릉천고가교: 방청제+보수용 시멘트 모르타르((주)ESP소재, Hi-fer Mortar)
⇒

철근 및 강연선 방청

⇒

1차 모르타르 충전

2차 충전 및 미장

⇒ 홍제천고가교 및 정릉천고가교 보수부 현재 상태: 양호함

홍제천고가교

정릉천고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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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부텐던 파취 조사 후 단면복구 방안 검토

 보수자재 선정
❍ 문헌별 보수자재 요약
구
분
유럽 fib(2005)
미국 FHWA(2013)
미국 MnDOT
(2012, 2013, 2017)
서울시설공단
(2017)

덕트부 공극 복구
콘크리트 복구
시멘트 그라우트
무수축 시멘트
승인된 그라우트용 시멘트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
승인된 그라우트용 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그라우트(구멍)/모르타르(파취부)
또는 에폭시
에폭시 모르타르
방청제
보수용 시멘트 모르타르

※ FDOT, VDOT에서 승인한 텐던 보수 그라우트용 시멘트
- Euco Cable Grout PTX(Euclid Chemical), Master Flow 1205(BASF)

❍ 문헌조사를 반영한 단면복구 방안 검토

- 국외 지침에 따라 노출된 강연선에 대한 방청제 도포 생략
- 미국DOT에서 승인한 텐던 보수 그라우트용 시멘트는 국내에 공급되지 않음
- 조사 중 그라우트 충진 부족 또는 강연선 부식 여부 확인을 위해 강연선이 노출
된 경우 보수 그라우트는 생략(별도 학술용역 연구중)하고, 대체 재료로 복구

⇒ 상기 여건을 고려하여 복구재료로 부식 저항성, 부착력, 시공성이 우수한
에폭시계 재료 사용
❍ 파취조사 규모에 따른 보수자재 선정

- 보수 후 품질관리 및 하자 발생 시 추적조사를 고려하여 특정제품 선정
구 분

천공 개구부

파취 개구부

재 질

에폭시(케미컬앵커)

에폭시 모르타르

제품명

송림기업 COMFIX I-36(360㎖)

대화정밀공업 DH-EM50

단 가

13,000원/개

15,000원/kg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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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취조사 후 단면복구 절차
❍ 공통사항

- 노출된 텐던은 당일 복구 원칙으로 하되, 복구 지연 시 4시간 이내 임시조치※
※ 임시조치: 방수테이프와 플라스틱 덮개 사용

❍ 천공 개구부 복구
먼지와 이물질 청소

⇨

에폭시(케미컬앵커) 주입

❍ 파취 개구부 복구
먼지와
이물질
청소

⇨

노출 강연선에
에폭시 모르타르
바름

덕트 덧대기 후
⇨ 에폭시(케미컬앵커)
밀봉

⇨

콘크리트 덮개
에폭시 모르타르
채움

※ 필요시 우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위치는 표면보호제 도포

Ⅳ

행정사항

❍ 향후 내부텐던 파취조사 및 단면복구 시 위 계획에 따라 시행.

붙임 1. 참고문헌
2. 보수자재 제품 사양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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