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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Introduction)
긴장채 충진관련 기술의 흐름
Flexible Filler

- 프랑스의 경우 외부텐던에 왁스 사용 의무화

Water-Cement Grout

Prepackaged
Thixotropic Grout

- 미국도(FDOT, VDOT) 왁스를 도입하고 있는 단계
▶

설계기준 개정 등 도입준비,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음

- 수분, 균 등에 의한 부식영향이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현장배합
Prepackaged
물-시멘트
요변성그라우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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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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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믹스형 그라우트 시공한 FDOT Ringling교의 텐던 파단 사례 (공용 7~8년)

2. 기술 소개 (Tendon Impregnation Technology)
기술 도입 배경

[ASBI Training Mockup, 2012]

 Bonded PT 텐던의 부식 (원인)
•

그라우트 미충진 또는 블리딩으로 인한 공극

•

그라우트 공극을 통한 물/산소 유입

•

염화물 축적 그라우트

•

재료분리 그라우트 (Wet/Soft grout, Chalky grout)

•

황산염 축적 그라우트 (특히, 재료분리 경계면에서 높은농도)

•

이질적 그라우트 (Dissimilar Grout): Repairs/Re-grouting

 지속적인 텐던 보수 비용 증가

[Ref.] TAC Conference, Post-Tensioning Corrosion Evaluation and Mitigation (Poster), 2013

[파단 텐던 재료분리 형상]

- FDOT는 현재까지 11개 포스트 텐션 교량에 대하여 $55 million USD 이상 텐던보수에 사용 (한화 약 637억원)

2. 기술 소개 (Tendon Impregnation Technology)
Post-Tech PTI Impregnation (Vector Corrosion Technologies社)
 기술의 원리
- Bonded PT텐던의 부식 완화를 위해 부식억제재인 저점도 폴리머 레진 (고분자 수지) 을 주입하는 기술
- 소선 사이의 공간(Interstitial Spaces)으로 침투하여 공간을 충진하고 주변 그라우트에 스며들어 보호막 형성
⇒ 부식 억제 또는 예방
Interstitial Spaces

[강연선의 소선 사이 공간 단면]

[부식억제재가 강연선 주변 콘크리트에 함침된 형상]

2. 기술 소개 (Tendon Impregnation Technology)
Post-Tech PTI Impregnation (Vector Corrosion Technologies社)
 시공
- 텐던 정착단 혹은 텐던의 중간지점에서 압력 주입
- 텐던 길이를 따라 최소 75m 이격지점까지 주입 가능

[정착단에서의 주입]

[텐던의 중간지점에서 주입]

 기술의 주요 효과
- 강연선 표면으로부터 습윤 차단
- 그라우트 공극으로 인하여 노출된 강연선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
- 함침된 주변 그라우트는 추가적인 보호막을 형성하여 습윤과 산소로부터 보호

2. 기술 소개 (Tendon Impregnation Technology)
기술 성능 검증 (시험실 조건)
 Salt Spray Testing (분무 테스트)
- 염화나트륨 5%, 해수, 5% 황산나트륨 용액 스프레이
▶

부식억제 처리 강판/미처리 강판의 부식 육안비교

▶

부식억제 처리 강연선/미처리 강연선의 육안비교

 Potentiostatic Testing (전기화학 분석)
- 부식전류 감소 확인 (염화물 오염 유무, 그라우트 공극 등 조건)

[Ref.] Vector Corrosion Tech., Post-Tech PTI Impregnation System (Brochure), 2014

2. 기술 소개 (Tendon Impregnation Technology)
Vector Corrosion Technologies社 (CANADA) 소개
 주요 서비스
- 콘크리트(RC, PSC 등) 부식과 관련한 종합 솔루션 제공

•

Galvanic Protection systems (갈바닉 양극)

•

Electrochemical Treatments (염화물 추출 및 재알칼리화)

•

Post-tensioning/Prestress Solutions (Post-Tech 등)

•

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음극방식)

- 점검, 콘크리트 보수, 음극방식 설계 및 설치, PSC구조물
보수 및 부식방지 등

 지사소개

3. 적용사례 (미국)
Florid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DOT)
 다수의 텐던 부식을 경험한 FDOT에서 선제적으로 도입
 Post-Tech 기술에 대한 FDOT의 시선
•

발표주제: Grouted PT의 조사결과 및 향후 방안

•

발표자: JEFF POULIOTTE (State Structures Maintenance Engineer)

•

Post-Tech관련 발표내용
- 유니크한 물성을 가진 Vector사의 부식억제재(Post-Tech)의
시험실 및 현장 테스트 완료
- FDOT는 Post-Tech가 공극과 강연선 간극을 충진하고,

물을 차단하고, PT 강연선(신설/기존교량)의 보호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Ref.] FDOT, Grouted PT inspection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 (ppt), 2014

3. 적용사례 (미국)
Pilot Testing Project proposed by FDOT
Step 1) 시험실 테스트 (Laboratory Confirmation)
- FDOT에서 기증한 Ringling교 파단 텐던으로 실험
▶

0.9m/1.2m 연장의 텐던 표본으로 114mm 직경, 13mm 강연선

- 텐던의 절단면 및 중간부에서 주입 ⇒ 부식억제제가 텐던샘플 연장을 따라 주입되고 강연선 주변에 스며드는 특성 확인

[텐던 샘플]

[절단면에서 주입]

[중간부에서 주입]

3. 적용사례 (미국)
Pilot Testing Project proposed by FDOT
Step 2) 현장 테스트 (Field Demonstration)
- 실험대상: I-295/I-95 Interchange교 4개 텐던
- 선정사유
▶
▶

최근 점검결과 텐던에서 결함 그라우트(Soft grout) 발견
박스거더교 외부긴장재 교량으로 별도의 교통통제가 필요없어 접근 및 작업 용이

[I-295/I-95 Interchange, Jacksonville]

- 작업기간: 2013년 9월 16~20일
- 테스트 목적
▶

텐던 정착단 또는 중간지점에서 주입 시 텐던이 함침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강연선 주변 함침 및 부식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 포함)

▶

주입가능 거리 및 소요시간 확인
[박스거더 내부]

3. 적용사례 (미국)
Pilot Testing Project proposed by FDOT
Step 2) 현장 테스트 (Field Demonstration)

[정착단 주입]

[그라우트 제거: Hand tools]

[반대쪽 정착단에서 주입 확인: 이격거리 78m) [덕트제거: 6~8 inches, 6개소]

[제거 그라우트에서 함침 학인]

[그라우트가 제거된 텐던 육안검사]

3. 적용사례 (미국)
Pilot Testing Project proposed by FDOT
 6개월 후 모니터링

[Ref.] PTI, Corrosion Mitigation using Impregnation on Bonded PT (ppt), 2016

3. 적용사례 (미국)
Pilot Testing Project proposed by FDOT
 실험실 및 현장 테스트 결과
•

학술지명: PTI Journal

•

저 자: Vector사 4인 및 FDOT의 Ivan Lasa

•

실험결론
- 정착단에서 주입시 텐던 전체 연장(72~78m)에 주입재 함침 가능
- 중간지점에서 주입시 각 방향 30m까지 가능
- 부식억제재는 강연선 주변 그라우트를 관통할 수 있으며 강연선 표면
부식 보호를 제공한다

[Ref.] PTI, Tendon Impregnation technology mitigates corrosion and protects PT Tendons, 2014

3. 적용사례 (미국)
Florid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DOT)
 현장 적용 사례 (Case Study)
- 대상교량: I-4 Connector in Tampa (2개 텐던)

- 적용배경
▶

2010~2014년 시공 교량으로 8개 텐던에서 Soft grout 발견

▶

FDOT는 준공승인(Certificate of Completion) 전 시공사에 부식저감대책 촉구
[I-4 Connector in Tampa, FL]

[Ref.] MATEC Web of Conferences, Impregnation Technique Provides Corrosion Protection to Grouted PT Tendons, 2018

3. 적용사례 (미국)
적용사례 관련 FDOT E-mail 문의내용
 질의내용
- Post-Tech적용 후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 결과는 성공적이었는지?
- Post-Tech을 적용한 다른 교량이 있는지?

[2016년 공무국외여행 시 SSB견학 with Jacobsen & Teddy]

3. 적용사례 (미국)
적용사례 관련 FDOT E-mail 문의내용
 Jacobsen, James J 답변내용
- I-4 Project에서는 텐던파단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부식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NDT를 시행하려고 한다
- 텐던 유지관리 관련 FDOT의 리더인 Teddy에게 추가답변 요청하였다
- 텐던 함침이 진행중인 Northwest Florida의 한 세그먼트교량이 있다

James J. Jacobsen, P.E.
District Structures Maintenance Engineer

3. 적용사례 (미국)
적용사례 관련 FDOT E-mail 문의내용
 Theryo, Teddy 답변내용

Teddy S. Theryo, P.E.
Major Bridge Design Engineer

FDOT State Structures Design Office

3. 적용사례 (미국)
적용사례 관련 FDOT E-mail 문의내용
 Theryo, Teddy 답변내용
[질문 1 답변] Post-Tech적용 후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 결과는 성공적이었는지?
- 그렇다. I-95 / I-295세그먼트 램프와(4개 텐던) I-4 / Crosstown Connector(2개 텐던)에 부식 억제제를 사용한
Post-Tech Impregnation을 실시했었다. 둘 다 외부텐던 교량이다.

- I-95 / I-295 (Jacksonville) 의 텐던함침 테스트는 State Materials Office에서 수행하였으며,
우리의 첫번째 적용 현장은 I-4 / Crosstown connector (Tampa) 이다. (Soft grout가 발견되어 시행함)

- 정착단 앵커의 Soft grout를 제거하고 보수 그라우트 주입 후 텐던함침 기술을 적용했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 지금까지 텐던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텐던의 부식은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

3. 적용사례 (미국)
적용사례 관련 FDOT E-mail 문의내용
 Theryo, Teddy 답변내용
[질문 2 답변) Post-Tech을 적용한 다른 교량이 있는지?
- 그렇다. Jacksonville에 있는 Wonderwood 교 12개 텐던에 함침을 막 완료하였다. 이 교량은 내부텐던 교량이다
- 이 교량은 텐던에서 Soft grout를 발견했기 때문에 함침을 적용했다.
- 만약 Soft grout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함침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번 프로젝트는 함침 적용 전 건조과정을 수행(Drying process)하였다는 점에서 첫번째 프로젝트와는 차이점이 있다.
텐던 건조는 6달이 걸렸다.

3. 적용사례 (미국)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DOT)
 현장 적용 사례: Varina-Enon교

•

학술대회명: Virginia Concrete Conference

•

발 표 자: Michael Sprinkel

•

발표내용 요약
- 4개 텐던에 Post-Tech 주입 (2015년 7월 21~28일)
- 주입 시 재료가 많이 새는 현상때문에 연결부 실링처리 시행

- 결과적으로 모든 텐던에 성공적 주입 완료
- 소요비용: 텐던당 $12,222 (약 1,415만원)
[Ref.] VDOT, Update on Post-Tensioned Structures in Virginia, 2018

(Mobilization $3,947, Injection $8,275)

3. 적용사례 (미국)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DOT)
 Varina-Enon교 시공

[Ref.] PTI, Corrosion Mitigation using Impregnation on Bonded PT (ppt), 2016

3. 적용사례 (국내)
서울시설공단 적용사례
 서호교
- 2016년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 시행
- 1차년도 학술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강연선 노출 정도와 부식상태를 참고하여 긴장재 교체 또는 보수 시행
[

서호교 긴장재(그라우트) 보수실험 대상 ]
대상 긴장재

특징

P39-40 3R
P39-40 3L
P36-37 6R

상단
정착부

선정사유

보수방법

강연선 완전 노출(충전율 50% 미만) 및 국부적 부식(d등급)

그라우트 주입

강연선 부분 노출(충전율 50-90%) 및 국부적 부식(d등급)

그라우트 주입
+Post-Tech주입

강연선 부분 노출(충전율 50-90%) 및 국부적 부식(d등급)

-

[Ref.] 서울시설공단, 내부순환도로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학술용역, 2020

비고

투명관 설치

3. 적용사례 (국내)
서울시설공단 적용사례
 서호교
- 보수 그라우트 주입 (압력 주입) 후 2주 양생
- P40 정착부에서 Post-Tech 주입 ⇒ P39 정착부에서 배출 확인

[ Post-Tech 주입대상 긴장재의 (P39-40 3L) 배치 종단면 Layout ]

[주입구 P40]

[배출구 P39]

3. 적용사례 (국내)
서울시설공단 적용사례
 서호교 주입 시공 (Vector)

3. 적용사례 (국내)
서울시설공단 적용사례
 서호교 주입실험 결과: 개복부를 통해 침투 상태 및 피막형성 확인 ⇒ 모니터링 윈도우 설치

 현장 확인: 2019.11.27.

※ PSC구조물팀 협조

3. 적용사례 (유럽)
France- Freyssinet
 초음파를 이용한 부식억제재 주입 (Ultrasonic Impregnation)

[시공전경]

[Ref.] Freyssinet, Foreva Ultrasound (brochure), 2016

[시공모식도]

3. 적용사례 (유럽)
France- Freyssinet
 초음파를 이용한 부식억제재 주입 (Ultrasonic Impregnation)

[Result after impregnation]

[적용사례: VIPP 211교, Lyon]

3. 적용사례 (Ultrasonic Impregnation)
Ultrasonic Impregnation 국내 적용사례
 정릉천고가교
[ UI적용 대상 긴장재 ]
대상 긴장재
P21-22 R6
(교체 긴장재)
P41 R2
(미교체 긴장재)

특징

새들부
(saddle)

선정사유

보수방법

강연선 완전 노출(충전율 50% 미만) 및 표면부식(d등급)

UI 주입

강연선 부분 노출(충전율 75%) 및 표면부식(d등급),
염화물 함량높음

그라우트 주입
+UI 주입

[Ref.] 서울시설공단, 내부순환도로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학술용역, 2020

비고

4. 결론 (Conclusion)
1) Bonded PT텐던에서 그라우트의 다양한 문제는 부식을 촉진
- 현장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는 블리딩 등에 의한 공극으로 수분 및 염화물 유입
- Prepackaged 요변성 Grout에서는 재료분리 및 황산염 농도 증가

2)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한 Bonded PT텐던의 부식저감 기술(Post-Tech 등)이 실제 현장에 적용됨
- (미국) FDOT 3개 교량, VDOT 1개 교량 / (국내) 서호교, 정릉천고가교
- 주입결과 강연선 간극 사이 보수재 침투 및 피막형성 확인, 모니터링 시행 중
3) PT텐던 부식저감 방안과 관련 해외의 기술 동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단 학술용역의 신기술 도입 등

능동적 대처는 주목할 만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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