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AIR &
STRENGTHNING

기술혁신센터

적절한 보수·보강의 필요성
▶ 외부텐던의 파단 : 교체
ex. 정릉천고가교, Varina-enon bridge 등..
▶ 내부텐던의 파단?? 교체될 수 없음

★ PSC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 효율적·효과적인 점검(NDT 등) 방법의 확립
- 적절한 보수방안에 대한 연구
┏공극발생 : 그라우트 재료 & 보수그라우트 공법
┗부식발생 : 부식방지방안
- 내부텐던의 파단 등 치명적 결함이 있을 경우,
추가 외부텐던의 설치
ex. Hammer-smith Flyover, 두모교

Preview
텐던 부식방지 방안 & 공법

▲ 부식사례 및 부식방지방안(19.10.15)

▲ Post-Tech PTI Impregnation(Vector)

그라우트 재료 & 거동

▲ 그라우트 충진보수 적합성(19.12.3)

▲ Flexible filler 적용사례(19.12.17)

Preview
그라우트 공극 보수

▲ 미네소타주 내부텐던 보수사례(19.10.01)

▲ 그라우트보수에 대한 연구논문·지침

외부텐던 추가·보강

◀ Hammersmith Flyover 사례연구
▲ 추가긴장력 도입공법 활용

(UK London 2012)

Chapter 1.

Repair Grouting Method &
Procedure

보수 그라우트의 일반사항
▶ Management Of Post-Tensioned Concrete Bridges - chapter 9. repair (BD 54/75, 2015.2)
- PSC 교량의 위험 검토, 위험 평가 및 관리, 검사, 보수와 보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조언 제시

보수 그라우트의 일반사항
▶ Management Of Post-Tensioned Concrete Bridges - chapter 9. repair (BD 54/75, 2015.2)
덕트 공극 그라우트 : 판단의 문제
→ 텐던의 취약성, 중요성, 작업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취약성
- 건조한 상태의 작은 공극 → 노출 텐던, 공기 유입,
습기, 부식을 동반한 큰 공극보다는 내구성 문제↓
- 그라우트 되지 않은 텐던은 잠재적 취약성 有

중요성(텐던수량)
- 텐던 少 → 구조상 각 텐던의 중요성↑
- 텐던 多 → 공극의 그라우트보수는
작업의 규모에 비해 비실용적.

작업의 용이성
- 구조물 상 접근 어려운 경우
- 긴 덕트의 그라우팅 보수 → 다수의 배출구 필요가능
- 빈 공간이 있거나 그라우트가 거의 없는 덕트 →
그라우트 흐름을 방해하는 좁은 공극으로 이루어진
덕트보다는 그라우트 용이

보수 그라우트의 일반사항
▶ Management Of Post-Tensioned Concrete Bridges - chapter 9. repair (BD 54/75, 2015.2)

♠ 공극 그라우팅 공법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전, 시험수행 추천
♠ 일부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는, 공극 보수의 대안
→ 일부 위치에 작은 덕트 모니터링 포트 제공
이 포트는 폐쇄되지만, 덕트는 그라우트 보수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재검사 가능
♠ 신구 그라우트의 전위차로 인한 문제 가능성 제기
→ 공극 충진을 계획하기에 앞서, 해당 문제에 대한
최신 개발 사항을 알고 있는지 확인·문의 필요.

보수 그라우트 공법의 이해

▶ Post-Tensioning Tendon Installaition and Grouting Manual
4.3.9 Filling Voids by Vacuum Grouting (FHWA, 2013.5)

Grouting of Post-Tensioning Tendons ▶
6. Repair of Tendons with Defective Grouting (VSL, 2002.2)

보수 그라우트 공법의 이해(FHWA)
▶ Post-Tensioning Tendon Installaition and Grouting Manual (FHWA, 2013.5)
4.3.9 Filling Voids by Vacuum Grouting
→ 진공그라우팅?
덕트 내 공기를 빼내어, 가능한 한 완전한 진공을 생성 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방법
- 완전한 진공인 상태에서 효과적

- 덕트의 파손, 불완전한 에폭시 조인트, 콘크리트 결함
: 완전 진공상태 불가능
→ 대부분의 작업은 부분진공상태에서 수행
“진공보조압력그라우팅”
- 진공그라우팅의 필요 장비 : 공극부피 측정장치
→ 측정된 공극량 & 주입된 그라우트량의 비교
- 공극 수축 시, 일부 그라우트 주입 안될 수 있음

→ 충진된 그라우트량 < 측정된 공극량
: 반대편 끝에서 진공그라우팅 재시도

보수 그라우트 공법의 이해(VSL)
▶ Grouting of Post-Tensioning Tendons (VSL, 2002.2)
6. Repair of Tendons with Defective Grouting
6.4 Grouting Voids
- 그라우트 보수 전 덕트 내 부식 또는 염화물 오염물질 청소
- 공극의 기하학 특성(길이,

단면, 부피 등)

파악 → 그라우팅 절차 결정

· 공극이 큰 경우 : 진공보조그라우팅 권장

· 상대적으로 작은 공극(대략 1m 전후) : Tremie grouting
· 공극이 매우 작은 경우 : 적절한 모르타르로 patched
- 진공그라우팅 장점
→ 한 개의 hole 필요 ※검사 또는 샘플 채취시 사용
→ 공극의 크기 & 주입된 그라우트량 비교 : 그라우트 성공여부
- 진공펌프 : 덕트 내 공기압력을 대략 대기압의 80% 정도로 감소
→ 순서가 정반대로 바뀌며,
덕트 내부로 흘러 들어간 공기량 측정·기록

보수 그라우트 공법의 이해

보수 그라우트 공법에 대한 연구

▶ Effect of voids in grouted, post-tensioned concrete
bridge construction : Vol2
(David Trejo, Ph.D., P.E., 2009.2)

performed in cooperation with the TxDOT, FHWA

▶ Effective Repair Grouting Methods and Materials

for Filling Voids in External Posttensioned Tendons
(TRR journal no.2172, Seok Bin Im 등 3명, 2010.12)

보수 그라우트 공법에 대한 연구
▶ Effect of voids in grouted, post-tensioned concrete bridge construction : Vol2
(TxDOT, FHWA & David Trejo, Ph.D., P.E., 2009.2)
1.6. Research Objectives

- PT 시스템의 적절한 검사 절차 개발
- 그라우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별
-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보수 그라우팅 절차 개발·제안

보수 그라우트 공법에 대한 연구
▶ Effect of voids in grouted, post-tensioned concrete bridge construction : Vol2
(TxDOT, FHWA & David Trejo, Ph.D., P.E., 2009.2)

5. Mitigation And Repair Strategies

압력

: Experimental Program And Results
세가지 보수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실험 진행
1) 압력그라우팅
2) 진공그라우팅

진공

3) 압력진공그라우팅

압력진공

보수 그라우트 공법에 대한 연구
▶ Effect of voids in grouted, post-tensioned concrete bridge construction : Vol2
(TxDOT, FHWA & David Trejo, Ph.D., P.E., 2009.2)
1.6.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충진능력, 충진성능, 경제성 세가지 비교
평가항목1) 충진능력(Filling capability in voided ducts)
- 주입(그라우트 침투) 길이 & 절단면의 최소 보수면적 비교
- 공법 별 큰 차이 없으나

→ PG < VG, PVG

평가항목2) 충진성능(Repair performance)
- 충진 그라우트의 공극률(The void ratio of repaired

grout) 비교 → 큰 차이 없음
평가항목3) 경제성(Economic feasibility)
- 사전준비 등 소요시간 비교
- 덕트 내부 밀폐를 위한 준비시간 → VG > PG, PVG

→ 압력진공그라우팅공법(PVG)이 가장 효율적인 보수그라우팅 공법; 우수한 충진 능력, 경제성

보수 그라우트 공법에 대한 연구
▶ Effect of voids in grouted, post-tensioned concrete bridge construction (TxDOT, 2009)
▶ Mid-Bay Bridge Post-Tensioning Evaluation – Final Report (FDOT, 2001)
FDOT 보수그라우트공법 실험(2001)과의 비교 → 압력그라우팅공법의 충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DOT & TxDOT 압력그라우팅공법 실험결과
- FDOT(2001) : 현저한 공극 발생 → 진공그라우팅 추천
- TxDOT(2009) : 공극 충진성능이 다른 공법과 큰 차이 X

- 공기 or 그라우트배출구 설치 유무

압력

진공

FDOT : X / TxDOT : O
- 압력그라우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라우트 또는 공기 배출구 필요
→ Back-Pressure(역압) 예방
※ 역압: 그라우트 주입 방해할 수 있음

보수 그라우팅 사례
압력진공그라우팅(진공보조그라우팅)
진공그라우팅

◀ Varina Enon Bridge(VDOT)

▲ Sunshine Skyway Bridge(FDOT)

압력그라우팅 & 진공그라우팅

▲ Coon Rapids Bridge(MnDOT)

▲ 정릉천고가교

고찰
그라우팅 공법별 비교
- 압력그라우팅: 경제성이 좋으나 충진성능 다소 떨어짐
- 진공그라우팅: 1개의 hole, 공기량 & 그라우트주입량 비교로 그라우트 주입 성공여부 판단
현장여건 상 완전한 밀폐가 어려움, 준비시간↑
→ 충진성능 좋으나 경제성(시간,비용)이 떨어짐
- 압력진공그라우팅: 압력 & 진공그라우팅의 장점을 활용한 그라우팅공법

※TxDOT 권고

적절한 그라우트 보수공법의 현장적용을 위한 개념·기준 정립 필요
- 그라우트 재보수 판단기준 정립 : 취약성, 중요성, 작업의 용이성을 종합적 판단·결정(BD 54/75)
→ 보수그라우트의 대안 :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
- 보수그라우트 주입공법의 결정기준 정립
· VSL : 공극의 특성(크기 등)에 따른 적절한 공법 선정
· Coon Rapids Bridge(MnDOT) 내부텐던 결함보수

→ 진공압력 유지 여부에 따라 공법 결정
▲ 미네소타주 Coon Rapids Bridge(2013)
보수그라우트 주입공법 결정의 참고기준

Chapter 2. Case Study
- Adding Additional Prestressing Tendons

추가 긴장력 도입공법

- 내부텐던의 초기단계 부식 : 그라우트 재주입
- 내부텐던의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 예방적 조치 : 추가긴장력 도입공법

▲ Hammersmith Flyover strenghtening system(2016)

예시. FREYSSINET C-system(멀티강연선 정착시스템)
: 보, 슬래브, 거더에 프리스트레스 도입 방식
┏ 인장응력 감소

→

균열 최소로 축소

┗ 압축력 적용

→

내하력 증대

▲ Individual tensioning of greased
sheathed strands(FRESSINET)

사례연구 Hammersmith flyover
Hammersmith flyover 현황
- 1961 : Hammersmith Flyover 완공
16 spans, 622m long, 제설제에 취약한 구조

텐던부식

- 2000 : Transport for London(TfL) 유지관리
PT점검 및 텐던의 부식 발견 → 조치(변형률 게이지 등)
- 2009 : AE설치 (모니터링)

배수시스템 불량

※ NDT설치 사례(PSC피칭이벤트 11회, 2019.12.17) 참고

- 2011. 12 : 텐던의 치명적 손상 및 공극 발견 → 폐쇄
- 2012.1 ~ 5

: Phase 1 → 5개교각 보강

- 2012. 7

: 하계 런던 올림픽 개최

- 2013 ~ 2015 : Phase 2 → 고가 전반 보강

베어링 열화

사례연구 Hammersmith flyover
Phase 1 (2012. 1 ~ 5 )
- 텐던의 열화로 인한 손실 하중을 견디기 위해 추가 텐던(긴장력) 도입

▲ A4 Hammersmith Flyover Further Strengthening Works (TfL, 2012.7)

a) 교량 데크에 새로운 베이스 슬라브 및
구조물과 텐던 고정을 위한 새로운 앵커부 설치
b) 텐던 설치 및 하중 손실을 보조하기 위한 순차적인 긴장도입
c) 열화 방지를 위한 덕트 내 왁스오일 주입
▲ FREYSSINET

사례연구 Hammersmith flyover
Phase 2 (2013~2015)
★ 핵심목표
- Hammersmith Flyover 내하력 복원
- 주요 보수·보강 없는 60년 보장

▼ Constructing Excellence Forum Hammersmith Flyover Strengthening Phase 2
(TfL, 2015.2.)

▲ FREYSSINET

사례연구 Hammersmith flyover
Phase 2 - 주요 과업 내용

- 배수 장치 교체 및 도로 구속 시스템 개선,

방수 및 마무리 재 포장 마무리
- 교체 가능한(replaceable) 프리스트레싱
시스템 도입
- 전체 구조물의 베어링 교체 및 Joint 교체
- 연중 무휴 24 시간 작업, 교통통제 최소화를
위한 작업시간 조정

▲ Hammersmith Flyover - Phase 2 refurbishment and
strengthening (RAMBOL, Matthew Collings)
▲ FREYSSINET

사례연구 Hammersmith flyover
▶ Constructing Excellence Forum Hammersmith Flyover Strengthening Phase2 (TfL, 2015.2.)

Replace the existing Post Tensioning with a series of new blisters and tendons
• Pier Capping Tendons & Midspan Tendons은 앵커리지 또는 불리스터에 고정
• Ultra High Performance Fibre Reinforced Concrete 초 고성능 섬유 강화 콘크리트 사용
※UHPFRC: 새로운 프라스트레싱 시스템의 크기를 50% 저감

▲ FREYSSINET

사례연구 Hammersmith flyover
▶ Constructing Excellence Forum Hammersmith Flyover Strengthening Phase2 (TfL, 2015.2.)

구조적 특징
Mid-span Tendons
- 22개 강연선, 460T으로 긴장

Pier Capping Tendons
- Mid-span Tendons과 유사
- 13개 강연선, 270T으로 긴장
Long Tendons
- HDPE 덕트로 구성, expansion joint와 인접
- 770T으로 긴장
앵커부 설계

- 192개의 앵커 또는 블리스터 설치(1.5mx0.9m)
→ 굴곡진 데크에 부착, backing slab 강화
▲ FREYSSINET

▲ Hammersmith Flyover - Phase 2 refurbishment and
strengthening (RAMBOL, Matthew Collings)

사례연구 Hammersmith flyover

“The innovative work has increased the flyover
lifespan by another 120 years, with any major
maintenance taking place in 60 years.”

※ 시청각 자료 출처: Youtube - T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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