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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응력 및 콘크리트의 균열 최소화

TechSpan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활용한 아치형상을
적용함으로써 부재의 축방향 압축력에 대하여 매우 이상
적인구조이며, 주로 압축력을 지지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발생이 거의 없어 구조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빠르고 쉬운 조립

개개의 PC부재는 선행적으로 기 시공되어 있는 기초상단부
Keyway(홈)에 삽입되며, 반대편의 crown부위에 맞대는 방식
으로 조립되어 시공속도가 빠릅니다(1일 시공연장 15~25m).

빠른 생산 및 공급

TechSpan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로서, 강재거푸집과 증기양생을 이용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고품질의 TechSpan이 생산가능하며,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우수한 방수성

증기양생을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으로 표면처리가
우수하여 수밀성이 높고 수분침투나 부식에 대한 구체방수
효과가 뛰어납니다. 

효율적인 시공

시공중 기존 교통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공사중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시공에 따른 교통영향이
우수합니다.

T e c h S p a n 의 장 점T e c h S p a n 의 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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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아치부재두께,e(m)

1. TechSpan 개요1. TechSpan 개요

프리캐스트 부재로 제작된 아치형식의 지중매립 구조물로서 프랑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일본등에서 철도터널, 고속도로터널뿐만아니라 지하수로, 교량등 기존

재래식 시공방법을 대체하는 공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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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거푸집 제작 ■ 철근가공/조립

■ 조립된 철근망 설치 ■ 콘크리트타설/증기양생 ■ 탈형 및 야적

1-1. Precast Arch 부재의 제작(fck=40MPa)

1-2. 현장타설기초(fck=27MPa)

1. TechSpan 개요1. TechSpa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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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rown Beam

■ Crown Beam (현장타설 및 방수)

■ Arch Crown부 형상

1. TechSpan 개요1. TechSpan 개요
Korea



2.최적아치형상 (Funicular Curve)2.최적아치형상 (Funicula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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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절감 : 부재두께가 얇아 콘크리트와 철근등 재료비가 절감됨

▶ 운반비 절감 : 부재의 중량이 감소하므로 P.C.부재 중량에 맞는 운반차량운용

으로 운반비가 절감된다.

▶ 장비비 절감 : 부재중량이 가벼우므로 P.C.부재를 다루는 크레인등 장비비가

절감된다. 

▶ 공 기 단 축 : P.C부재 중량이 가벼우므로 장비용량이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로

부재폭을 늘릴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 대형터널건설 : 대형터널이 건설할 때 기존 2 hinge system은 부재 중량이 너무커

공사비가 과다해지고 현장제작장을 설치하여 현장제작을 해야한다.

그러나, TechSpan은 반아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므로 대형터널도 경제적으로 건설 할 수 있습니다. 

■ 최적아치형상 적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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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고 21m미만구간: PC부재두께 200mm
토피고 21m이상구간: PC부재두께 250mm

■ 고성토구간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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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상주7공구,한국도로공사
최대토피: 15.0m, 2~3차선2Arch터널
부재두께: 0.4m, 부재폭:2.0m, 중량:23tonf

고 성 토 구 간 생 태 통 로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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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 시스템3. 방수 시스템

TYPE 1. 부분방수+전면방수 :비배수형 터널

TYPE 2. 배수층 설치 + 부분방수 :배수형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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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부 방수

벽체부 방수

벽체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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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순서도 (1)4. 시공순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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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순서도 (2)4. 시공순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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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순서도 (3)4. 시공순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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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순서도 (4)4. 시공순서도 (4)



5. 지반공학적 해석의 필요성5. 지반공학적 해석의 필요성

TechSpan 3 hinge arch구조이다. 또한, PC부재의 부재는 Funicular 

Curve를 적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단면으로 설계하므로, 부재두께가 얇

다. 

따라서, 휨에 대해 유연한 구조이므로, 구조물에 변형이 발생하면 주
변지반과 상호작용을 하여 외력에 저항을 하는 구조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중아치구조를 설계할때 종래에는 구조물 강성만으로 외
력에 저항하는 구조인 강성 설계법이 적용되어 왔으나, TechSpan은
변형에 유연한 구조이므로 구조물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성설
계법에 입각하여 구조설계를 한다.     

■ 지반공학적 유한요소해석 예 (F.E.M. Analysis)

※ 구조물 뒷채움 강성을 고려한 구조공학적해석(Frame Analysis)도 병행하여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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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칭토압 및 시공단계를 고려한 설계

지진시아치상단까지 성토시 시공완료시

시공완료시 변위도 시공완료시 변위
increments

시공완료시 변위 contour

지반의 응력분포도 구조물 변위도(평상시) 구조물 변위도(지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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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거동에 따른 연직토압의 변화(MASTON EFFECT)

▲ 지중 아치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Earth Loading)

▲ Maston Effect : soil-structure interaction, relative stiffness

구조물 상부의 연직토압분포도
증가

감소

Stiff structure Flexible structure

▲ Maston Effect in F.E.M.

Korea

5. 지반공학적 해석의 필요성5. 지반공학적 해석의 필요성



Maston effect 에 관한 관련 국내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3.3.2 하중계수
연직토압에 대하여 1.4D항의 D대신에 1.1D적용→1.54D

▶ 도로교 설계기준 2.2.3.2 설계하중조합
연직토압의 경우 1.3D대신 1.5D 적용

▶ 도로설계편람(II), 2000년, 건설교통부,  pp408-28

▶ 도로설계요령 제2권, 토공 및 배수, p605설계기준에 제시된 값은 상수로서 구조물과 지반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실제발생가능한 연직토압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기에는 매우 제한적임.

F.E.M에 의한

지반공학적 해석

실제 지반에서 발생가능한

연직토압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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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별 수평토압의 변화

아치상단까지
성토시

시공완료시

시공단계별로 구조물에 변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반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아치구조물주변의

수평토압분포가 변화됨…
“Note. 설계기준은 강성구조물에

대하여 정지토압계수(Ko)를 적용”

실제 지반에서 발생가능한
수평토압 고려 가능!

F.E.M에 의한
지반공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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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sign Guide6. Design Guide

공 기 단 축 효 과

상부구조인 PC부재와 하부구조인 현장타설기초를 동시에

제작 및 시공할 수 있어, 공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도심지

공사, 수해복구, 국립공원, 공사용가도, 지하차도, 지하철

공사, 암거, 수로, 입체교차로, 소교량등 여러분야에 활용됩

니다(1일설치속도: 10~15m/일). 

대형터널건설 용이

TechSpan은 반아치세그먼트를 조립하기 때문에 2차선, 3차선

등 대형터널공사현장에도 공장제작 및 운반이 가능합니다. 
또한,부재두께가 매우 얇아 부재 중량이 가벼워 운반 및 설치

시 부재를 다루기가 용이합니다.
(설치시 크레인 1대필요, 부재중량: 25톤 이내, 부재폭 1.0～

2.5m, 부재길이:13m이내, 적재시폭:2.5~3.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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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초형식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구조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기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반구간은 띠기초, 토사구간은 전면기초 및 파일기초가 주로 사용됩니다. 

기존차량통행 가능 기존 열차선로 밖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PC부재를

조립하므로 기존 차량통행시 건설되는 과선교, 입체

교차로, 통로박스건설에 효과적입니다. 

중앙고속도로중 치악3터널

및 단양터널 (피암터널),
한국도로공사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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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구간 적용성

곡선구간 설치시 구조물에 Tapper 를 두거나 부재의 틈새를 조정하여 곡선구간적용성

이 우수합니다(평면선형의 최소곡률반경 450m이상).

뒷채움 품질관리

뒷채움의 품질은 노상토 및 SB-1급이상의 양질토사로 95%다짐도와 소요지지력

계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특히, 뒷채움시 구조물의 변형과 편토압방지

를 위해 구조물 좌.우측 토공단차가 0.5m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며, 구조물 상단

1.0m이상의 최소토피를 확보한 후 차량을 통행시켜야 합니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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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이 있을 때 토공계획

유.출입구에 사각이 있을 경우 구조물좌.우 토압이 균형을 이루도록 복토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1. 구조물 연장을 늘리고 성토노리를 이용하는 방법

방법2. 연장을 축소하고 보강토 면벽을 이용하는 방법

방법1 방법2

보강토옹벽

성토노리

PC부재노출

수평유지 수평유지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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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형 2Arch구조로 안정성이 높고 시공성이 우수하다.
2 Arch 중앙부는 최소 1.0 m이상 이격되나 1.0 m이하의

이격거리 적용시 시멘트 안정처리 및 저강도 콘크리트

채움을 이용하여 아치중앙부를 다진다. 
터널의 유.출입구에 도로선형의 Taper처리가 필요하다.

방법1. 대칭형 2Arch 방법2. 비대칭형 2Arch

중앙부 기둥이나 벽체를 이용하고 PC부재의 길이

를 조정하여 터널을 형성하고,  2 Arch중앙부에 콘

크리트 채움으로 뒷채움과 부재를 결속시킨다. 
시설한계 이격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도로의 선

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2 Arch 터널계획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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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터널(span: 18.5m, rise:7.2m) 4차선->2차선양방향 분리터널 고성토구간적용

터널입구 보강토적용 철도분야 곡선구간 적용성(올림픽 공원)

■ 1 Arch 터널 적용사례

7. 적용분야7. 적용분야

■ 2 Arch 터널 적용사례

도심지하철 공사(마드리드 지하철) 원통절개형 입구 면벽형 입구

기존교량과의 접속부 적용 대절토 사면 환경복원 위해 고성토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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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rch 터널 적용사례

■ 협소한구간에서 TechSpan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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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공사 적용성 : 공기단축, 민원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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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차량 통행시 시공 : 우회도로 불필요, 과선교 및 입체교차로적용

■ NATM갱구부 적용 : 별도의 동바리공 및 거푸집 불필요, 공사차량통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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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면벽적용

청원~상주7공구
: 원통절개형갱구

Korea

7. 적용분야7. 적용분야



■ 야간설치 및 터널내부 시설물

Korea

7. 적용분야7. 적용분야



동물이동통로 철도교 고성토구간 하천횡단부에 적용예

도로 고성토구간 댐 배수로 하천 복개용

수 로

하천횡단 아치교

군사시설물 보호용

■ 각종지중구조물 적용사례

무바닥 아치교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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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적용사례8. 국내적용사례

Job Num. 공 사 명 발주처
Span
(m)

Rise
(m)

Thick.
(m)

Width
(m)

Length
(m)

토피고
(m)

형식 갱구부

TS04_001 청원상주 7공구 화서 2터널 한국도로공사 12.00 6.60 0.40 2.00 128.89 12.00 2 Arch 원통절개

청원상주 7공구 내서 1터널 한국도로공사 14.60 7.20 0.40 2.00 131.54 15.00 2 Arch 원통절개

TS04_004 서학레져단지 조성사업(수로암거) 태백시 6.00 4.50 0.45 2.50 958.24 18.00 면벽

TS04_011 여수-순천(Eco-Bridge)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9.48 7.00 0.40 1.80 78.00 8.00 면벽

TS04_013 유치-이양 전라남도 10.70 6.00 0.35 2.40 200.00 8.00 2 Arch 면벽

TS05_004 부산해경부두(수로암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9.50 4.00 0.25 2.40 150.00 1.50 면벽

TS05_010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건걸본부 14.60 7.20 0.40 2.00 70.00 9.00 면벽

TS05_013 중앙고속도로 피암터널 - 단양터널 한국도로공사 10.89 6.02 0.25 2.50 15.00 -- 피암

중앙고속도로 피암터널 - 치악3터널 한국도로공사 11.39 5.88 0.25 2.50 20.03 -- 피암

TS05_030 군도10호선(용담계성) 화천군청 10.70 6.00 0.35 2.40 70.00 8.00 면벽

TS05_035 조리-법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80 8.20 0.45 1.20 31.00 3.00 면벽

TS05_041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공사 19.496 8.50 0.45 1.30 120.53 5.00 면벽

(2006년 5월 기준)

Korea



■ 청원~상주7공구, 한국도로공사
: 2~3차선 2Arch터널, 토피 15m, 원통절개형갱구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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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상주7공구, 한국도로공사
: 2~3차선 2Arch터널, 토피 15m, 원통절개형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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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상주7공구,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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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상주7공구, 한국도로공사
: 2~3차선 2Arch터널, 토피 15m, 원통절개형갱구

Korea

8. 국내적용사례8. 국내적용사례



■ 중앙고속도로 단양터널, 한국도로공사, 피암터널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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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고속도로 치악3터널, 한국도로공사, 피암터널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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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경부두 복개수로암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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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경부두 복개수로암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Korea

8. 국내적용사례8. 국내적용사례



■ 태백서학레져타운 고성토수로암거, 태백시, 토피:20.0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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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서학레져타운 고성토수로암거, 태백시, 토피: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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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 보강토 SystemTAI 보강토 System

경부고속철도 6-5공구경전선 9공구

보강토 교대

수변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