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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

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1-2. 내용

본 신기술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 간

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으로써 기존의 H-형강 

버팀보와 비교하여 약축에 대한 보강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으며,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넓게 하는 것이 가능으로 작업공간 확보가 용

이하여 시공성이 월등히 개선되어 공사기간 단축도 가능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이다.

2-1. 개요

본 신기술은 개착공법에 의하여 지하구조물을 시공할 때 노면하중, 

토압, 수압 등을 지지하여 굴착지반 및 주변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 인접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에 관한 기술로써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하여 H-형강을 이용하는 재래식 공

법 대비 띠장재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변단면 부재를 사용하여 

버팀보의 설치 간격을 기존의 3∼4m에서 최대 10m까지 증가시켰

으며, H-형강보다 상대적으로 좌굴 및 비틀림에 유리한 폐단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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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활용실적

본 신기술은 2011년 12월 최초 지정(5년)을 받고, 2016년 12월 보호

기간 연장(6년) 지정을 받았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동안 79개 현장, 303억여원의 활용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3-2. 공사비 절감효과

원가계산서 분석결과 버팀보, 중앙말뚝, 보강빔 등의 최적화로 자재

비와 제작비 등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정단순화로 시공기

간이 단축되어 재래식 공법과 비교할 경우 29∼49% 정도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공사기간 단축효과

본 신기술은 시공 시 용접을 최소화하여 볼트조립만으로 시공이 가

능하고 중앙말뚝과 보강빔, 브레이싱 등의 감소로 공정이 단순화되

어 재래식 공법과 비교할 경우 약 28∼57%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

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신기술의 주요 특징

각 강관을 버팀보로 사용함으로써 약축 보강(브레이싱)이 필요없는 

새로운 공법이다.

 

•  PS-띠장을 사용하여 버팀보 설치 간격을 최대 10m까지 증가시

킴에 따라 장비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버팀보 및 중간말뚝의 소요 수량 감소로 공사비가 절감된다.

•  버팀보에 사용되는 폐단면 사각 강관은 좌굴 및 비틀림에 구조

적으로 안정한 단면으로서 수평 및 수직 브레이싱과 같은 추가

적인 보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성 및 구

조안정성 등 모든 성능이 우수하다.

•  폐단면 사각 강관에 특화 개발된 연결장치 및 부속장치의 사용

으로 용접이음을 사용하지 않고 100% 볼트접합이기 때문에 설

치 및 해체 작업의 편의성을 증가시켰으며, 볼트 사용을 적정화 

하고 홀천공으로 인한 모재 손상도 최소화하여 재활용도 극대화 

하였다.

•  현장 시공 시 주요 부재(PS-띠장재, 폐단면 사각 강관 등)는 재

래식 공법과 동일한 설치 및 해체 과정을 거치며, 별도의 특수공

정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  각각의 주요 부재는 공장제품으로 품질의 신뢰성이 우수하다.

 

2-2. 시공방법

본 신기술의 시공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벽체 및 중앙 파일 시공 

→ 토공작업 → 피스브라켓 설치 → 받침빔 설치 → 브라켓 설치 → 

PS-띠장 설치 → 누름브라켓 설치 → 버팀보 단부 연결부 및 중앙 

연결부 조립 → 버팀보 인양 및 거치 → 띠장과 버팀보 단부 연결 

및 버팀보 중앙 연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1] PS-S공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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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S-띠장 (c) PS-S 공법(b)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

[그림 2] PS-S공법의 기대효과

(a) 작업공간 확보 (b) 강재사용 감소 (c) 중간말뚝 감소

[그림 3] PS-S공법의 시공과정

❾ 버팀보 인양 및 거치

❹ 받침빔 설치

❼ 누름브라켓 설치

❿-1 띠장과 강판단부연결

❺ 브라켓 설치

❽-1 버팀보 단부연결부 조립

❿-2 버팀보 중앙연결

❻ PS-띠장 설치

❽-2 버팀보 중앙연결부 조립

❶ 벽체 및 중앙파일 시공 ❷ 토공작업 ❸ 피스브라켓 설치

[그림 4] PS-S공법의 활용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