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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시공하다가 만약에 구조물이 부동침하로 기울어 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장에서 평생 한번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부동침하가 발생하면 크나큰 피해를 봅니다.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시공할 수 도 없고…

그래서 기초보강(Underpinning) 공법을 통해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보강 공법 중 PR공법공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초의 보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지하에 주차장까지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공법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초 보강도 보강이지만 주차대수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증축용으로도 적절한 공
법인 것 같습니다.

 

울산외고울산외고 기초를기초를 보강보강한 바로 그 공법이네요.(뉴스보기)

건설신기술건설신기술 제제629호호

    
신기술명신기술명 :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개발자개발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주)고려이엔시
보호기간보호기간 : 2011-10-12~2016-10-11(5년)

▒ 개요

① PR공법은 가압장치와 유압잭으로 말뚝을 진동, 소음, 분진 없이 계측 압입하고,

②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침하된 구조물의 복원인상 및 승상 하는 공법이다.

 

※ PR기술(Pre-placed Concrete steel Tubular Pile Rea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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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특징

① 지반천공하지 않고 유압잭으로 말뚝 압입하므로 굴착폐기물, 진동, 소음 및 분진의 발생 없다.

② 유압게이지에 실시간 표시된 압력으로 압입말뚝 선단의 지층을 N치로 평가할 수 있다.

③ 1m미만 협소 공간, 0.1m 근접 시공 및 수직, 수평은 물론 경사말뚝도 시공 할 수 있다.

④ Φ50 ~ Φ400, H-beam등 다양한 규격, 제품 사용 가능하고, 말뚝길이의 제한도 거의 없다.

 

 

▒ 공법의공법의 적용적용

① 기초보강(증축)/ 부등침하 복원

② 지하층 증축



③ 상부구조 인상, 치환보강

▒ 시공절차

▒ 시공사례시공사례(이미지이미지 클릭클릭)



01 02 03

19층 아파트 복원인상 지하주차장 증축 리모델링 정수 탱크 침하 복원인상

▒ 공법 동영상

동영상 보기 (☜ 클릭)

 

▒ 자료 및 이미지 출처

1) 건설교통인증기술 사이버전시관 / 신기술 상세

2) 홍보용 요약자료_629호

3) (주)고려E&C 홈페이지 (☜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클릭)

 

(주)고려E&C 홈페이지 게시판 기술문서에 관련 논문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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