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6

E21D 9/06

(11) 공개번호   특2000-0072917

(43) 공개일자   2000년12월05일

(21) 출원번호 10-1999-0015875

(22) 출원일자 1999년05월03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동양굴착산업    위성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7동 1625-29

(72) 발명자 위성길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72-71현대파크빌라301호

(74) 대리인 양순석

심사청구 : 있음

(54) 비개착식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 및 그에 따른 시공방법

요약

본 발명은 지중에 비개착식으로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 및 그에 따른 시공방
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는 지중에 터널 구조물을 비개착식으로 시공하기 위한
터널구조물 시공장치에 있어서,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지중에 일정한 깊이로 수직 굴착된 수직
갱에 설치되는 버팀 반력벽에 지지되어 수직 갱에서 수평방향으로 터널 구조물을 밀어 추진시키도록 힘을
가하는 압입 추진수단과; 압입 추진수단에 의해 밀려 압입추진되는 터널 구조물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압입
추진수단의 추진력에 의해 지중에 밀어 넣어져 지중의 붕괴를 방지하는 토사 붕괴 방지수단과; 토사 붕괴
방지수단에 의해 붕괴가 방지된 지중을 굴착하는 굴착 수단과; 굴착 수단이 굴착한 토사를 터널굴착 공간
으로 이송시키는 이송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방법은 지중에 터널 구조물을 비개착식으로 시공하는 터널 구조물 시공
방법에 있어서,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곳을 일정한 깊이로 수직 굴착하여 수직 갱을 형성하는 단
계와; 형성된 수직 갱으로 터널굴착수단과 터널 붕괴 방지수단 및 터널 구조물을 밀어 압입추진시키는 압
입 추진수단을 투입하고, 투입된 압입 추진수단을 지지하여 고정하는 버팀 반력벽을 설치하는 단계와; 압
입 추진수단에 의해 터널 붕괴 방지수단을 수직 갱에서 수평방향으로 지중에 밀어 넣어 수평 터널을 형성
하며, 지중의 붕괴를 방지하는 단계와; 터널 붕괴 방지수단에 의해 붕괴가 방지되며 형성된 수평터널의 토
사를 터널굴착수단으로  굴착하고,  굴착된 수평터널 내부로 터널 구조물을 압입 추진수단으로 순차적으로
밀어 넣는 단계와; 굴착수단으로 굴착된 토사를 컨베어 벨트로 이송시켜 운반대차에 싣고, 운반대차를 수
직 갱으로 이송시키는 단계와; 수직 갱으로 이송된 운반 대차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수직 갱 외부로 배출
시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6

색인어

비개착식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 및 그에 따른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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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횡단면도이고,

제 2a,2b,2c 도는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에 의해 시공되는 터널구조물을 설명하기 위한 제 1 도
의 <Ⅱ-Ⅱ'>방향의 종단면도이고,

제 3 도 내지 제 5 도는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상태도이고,

제 6 도는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를 사용한 터널 구조물 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간략한 부호설명 ■

10 : 선단 프레임                11 : 선단슈

12 : 낙토방지용 덮개            13 : 굴착기

14 : 굴진용 잭 실린더           15 : 방향 조정용 잭 실린더

16 : 선단 프레임 고정 브라켓    17 : 터널 구조물                

18 : 흙상차 컨베어 벨트         19 : 운반대차                     

20 : 유압 잭 실린더             21 : 유압 잭 실린더 브라켓      

22 : 반력벽                     23 : 운반대차 크레인

100 : 지중                      101 : 수직 갱

102 : 수평터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지중에 단거리 터널 구조물을 비개착 방식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터
널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는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 및 그에 따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하도, 터널 등의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터널 구조물 시공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터널 구조물 시공방법으로는 지하도, 터널 등의 터널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곳의 땅을 완전히
개착(開鑿)하여 터널 구조물을 시공한 다음, 그 위에 개착된 흙을 덮어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는 오픈 트렌
치 공법(Open Trench Method ; 이하 O.T.M.)과 시공하고자 하는 곳의 땅을 개착(開鑿)하지 않고 쉴드 터널
링 머신(Shield  Tunneling  Machine)을 사용한 비개착(非開鑿)하여 터널을 형성한 다음 형성된 터널 안에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는 터널 보링 공법(Tunneling  Boring Method ; 이하 T.B.M.)이 있다. 그 외에 도로
또는 철도 레일 밑에 터널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파이프를 이용하여 상부의 토층을 지지한 상태에서 그 아
래 지하 구조물을 시공하는 파이프 루프 공법(Pipe Roof Method) 등이 있다.

이러한 오픈 트렌치 공법(O.T.M.)과  터널 보링 공법(T.B.M.)방법 중에서 현재 대표적으로 쓰이는 공법은
쉴드 보링 공법(T.B.M.)이다. 

이 쉴드 보링 공법은 주로 도시지역 및 토층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터널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상 건축 구조물(도로 및 건물 등)과 지하 건축 구조물(하수도 및 가스관 등) 및 지상
교통흐름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면서 터널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픈 트렌치 공법과 쉴드 보링 공법은 다음과 같은 터널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다.

먼저, 오픈 트렌치 공법은 지하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토층을 개착한 후 시공을 하는데 이는 지상의 건
축 구조물에 의해 시공장소가 제약받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쉴드 보링 공법은 주로 암반층에 터널을 비개착(非開鑿)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지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쉴드 터널링 머신은 원형 터널구조 또는 아치형 터널구조만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원형
터널구조 또는 타원형 터널구조가 아닌 사각형태의 터널구조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터널 구조물의 직경보다
큰 직경을 터널을 시공하여야 하거나, 오픈 트렌치 공법 또는 파이프 루프 공법 등을 사용하여야 함으로써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번거로움과 시공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종래의 오픈 트렌치 공법과 쉴드 보링 공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출된
것으로 지중에 단거리 터널 구조물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원형, 아치형 및 사각형의
다양한 터널구조물을 지하에 시공할 수 있는 터널구조물 시공장치 및 이에 따른 시공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발명인 지하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는 지중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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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구조물을 비개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 터널구조물 시공장치에 있어서,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지중에 일정한 깊이로 수직 굴착된 수직갱에 설치되는 버팀 반력벽에 지지되어 수직갱에서 수평방향으로
터널 구조물을 밀어 압입추진시키도록 힘을 가하는 압입 추진수단과; 압입 추진수단에 의해 밀려 압입추진
되는 터널 구조물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압입 추진수단의 힘에 의해 지중에 밀어 넣어져 지중의 붕괴를 방
지하는 토사 붕괴 방지수단과; 토사 붕괴 방지수단에 의해 붕괴가 방지된 지중을 굴착하는 굴착수단과; 굴
착 수단이 굴착한 토사를 터널굴착 공간으로 이송시키는 이송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토사 붕괴 방지수단은 터널 구조물의 선단부에 결합된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와; 다수개의 굴
진용 잭 실린더의 선단부에 일측이 결합되며, 타측은 선단 슈에 결합되어 굴진용 잭 실린더의 유압에 의해
선단 슈를 지중 내로 밀어 넣는 선단 프레임과; 선단 프레임과 선단슈의 결합부를 덮어 지중의 토사가 흘
러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낙토방지용 덮개로 이루어져,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가 선단 프레임을 유압
으로 이동시키면 선단슈가 지중에 밀어 넣어지면서 지중의 붕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고, 압입 추
진수단은 다수개의 유압 잭 실린더이다.

또한, 선단 프레임과 선단슈의 사이에 다수개의 방향 조정잭 실린더를 설치하여, 선단 프레임이 굴진용 잭
실린더의 유압에 의해 지중 내로 굴진될 때 선단 슈의 굴진 방향이 틀어진 것을 다수개의 방향 조정잭 실
린더가 보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선단 프레임 및 선단슈는 단면의 형태가 원통형, 아치형 또는 사각형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방법은 지중에 터널 구조물을 비개착식으로 시공하는 터널 구조물 시공
방법에 있어서,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곳을 일정한 깊이로 수직 굴착하여 수직갱을  형성하는 단
계와; 형성된 수직갱으로 터널굴착수단과 터널 붕괴 방지수단 및 터널 구조물을 밀어 이송시키는 압입 추
진수단을 투입하고, 투입된 압입 추진수단을 지지하여 고정하는 버팀 반력벽을 설치하는 단계와; 압입 추
진수단에 의해 터널 붕괴 방지수단을 수직갱에 대해 수평방향으로 지중으로 밀어 넣어 수평 터널을 형성하
며, 지중의 붕괴를 방지하는 단계와; 터널 붕괴 방지수단에 의해 붕괴가 방지된 수평터널의 토사를 터널굴
착수단으로 굴착하고, 굴착된 수평터널 내부로 터널 구조물을 압입 추진수단으로 순차적으로 밀어 넣는 단
계와; 굴착수단으로 굴착된 토사를 컨베어 벨트로 이송시켜 운반대 차에 싣고, 운반대차를 수직갱으로 이
송시키는 단계와; 수직갱으로 이송된 운반대차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수직 갱 외부로 배출시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인 지하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 및 그에 따른 시공방법에 대한 바람
직한 일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은 지중에 지하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시공장치이며 그에 따른 방법이다.

제 1 도는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횡단면도이고, 제 2 도는 본 발명인 터널 구
조물 시공장치에 의해 시공되는 터널구조물에 대한 종단면도이고, 제 6 도는 본 발명인 터널 구조물 시공
장치를 이용한 터널 구조물 시공방법에 대한 개략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본 발명인 지하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는 크게 지하 터널을 시공하고자 하는 곳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된 수직 갱(101)의 터널 굴착공간에 설치되는 버팀 반력벽(22)에 지지되어 다수개의 터널 구조
물(17)을 밀어 압입추진시키도록 추진력을 가하는 압입 추진수단(20 내지 21)과, 압입 추진수단에 의해 밀
려 압입추진되는 터널 구조물(17)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압입 추진수단에서 가해지는 추진력에 의해 지중
(100)에 수직 갱(101)에서 지중(100)으로 수평방향으로 밀어 넣어져 지중의 붕괴를 방지하며 수평 터널 굴
착공간을 확보하는 토사 붕괴 방지수단(10  내지 16)과,  토사 붕괴 방지수단에 의해 붕괴가 방지된 지중
(100)을 굴착하는 굴착수단(13)과,  굴착 수단이 굴착한 토사를 수직 갱으로 이송시키는 이송수단(18 내지
19)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압입 추진수단은 유압을 사용한 것으로 일측은 버팀 반력벽(22)에 의해 지지되고,
타측은 터널구조물(17)에 유압 잭 실린더 브라켓(21)을 통해 연접되어 터널구조물(17)을 유압으로 밀어 이
동시키는 다수개의 유압 잭 실린더(20)이다.

또한, 터널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유압 잭 실린더(20)의 유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터널 구조물(17)을
밀어 이동시키도록 터널 구조물의 중간 중간에 연계 작동되는 다수개의 유압 잭실린더(20')를 설치하여도
된다.

그리고, 토사 붕괴 방지수단(10 내지 16)은 터널 구조물(17)의 선단부에 터널 구조물 결합 브라켓(16)으로
결합 설치된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14)와,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14)의 선단부에 일측이 결합되
며, 타측은 지중(100) 내로 밀어 넣어지도록 끝단이 원추형으로 형성된 선단 슈(11)에 결합되어 굴진용 잭
실린(14)더의 유압에 의해 선단 슈(11)를 지중(100) 내로 밀어 넣는 선단 프레임(10)과, 선단 프레임(10)
과 선단슈(11)의 결합부를 덮어 지중(100)의 토사가 흘러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낙토방지용 덮개(12)로 이
루어진다.

이때, 선단 프레임(10)과 선단 슈(11)는 시공하고자 하는 터널 구조의 형태와 동일하게 원형, 아치형, 사
각형태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단 프레임(10)과 선단 슈(11) 사이에는 다수개의 방향 조정잭 실린더(15)를 설치한다.

이는, 굴진용 잭 실린더(14)가 선단 프레임(10)을 유압에 의해 밀어 지중(100)에 선단 슈(11)를 밀어 넣어
선단 프레임(10)과 선단슈(11)의 형태대로 수평 터널(101)을 형성할 때 지중(100)의 토질 상태(토사층 또
는 암반층) 또는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14)의 서로 다른 유압 차에 의해 선단 프레임(10)을 밀어 굴
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단 슈(11)의 굴진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방향 조정잭 실린더(15)를 통해 굴
진 방향을 보정하여 수평 터널(102)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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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수단으로는 터널 구조물(17)의 크기에 따라 굴착기(13)및 인력을 이용하여 토사를 굴착하면 되고, 압
입 추진수단은 굴착수단(13)에  의해 굴착된 토사를 실어 나르기 위한 흙상차 컨베어 벨트(18)와,  흙상차
켄베어 벨트(18)에 의해 이송되는 굴착된 토사가 상차되며 레일을 따라 이송되어 수직 갱(101)으로 토사를
배출시키는 다수개의 운반대차(19)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본 발명인 지하 구조물 시공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3 도 내지 제 5 도는 본 발명인 지하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를 참조하면, 먼저, 수평 터널(102)을 굴착하기 위해 터널 구조물(17)의 선단부에 터널 구조물 결합 브
라켓(16)으로 일측이 고정되고 타측은 선단 프레임(10)에 결합된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14)가 작동하
여 유압에 의해 선단 프레임(10)을 지중(100) 내로 수평방향으로 밀어 이동시킨다.

이때, 선단 프레임(10)은 굴진용 잭 실린더(14)에 의해 밀려 이동되면서 선단 슈(11)를 지중(100) 내로 굴
진시키게 되고, 굴착수단(13)이 선단 프레임(10)내의 토사를 굴착하여 흙상차 컨베어 벨트(18)를 통해 운
반대차(19)로 상차시키게 된다.

따라서, 시공하고자 하는 터널 구조물(17)의 형태에 따라 원형, 아치형 또는 사각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선단 프레임(10)과 선단슈(11)는 시공하고자 하는 터널 구조물(17)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수평
터널(102)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 터널 구조물(17)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수평 터널(102)이 형성되면 터널 구
조물(17)은 유압 잭 실린더(20)의 유압에 의해 수평 터널(102)내부로 순차적으로 밀려 이동되어 지중(10
0)의 붕괴를 방지하며 터널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14)가 더 굴진하기 전에 지중(100)의 토질 상태 또는 다수개의 전진 잭
실린더(14)의 유압 차이에 의해 틀어진 선단 슈(11)의 굴진방향을 보정하기 위해 선단 슈(11)와 선단 프레
임(10) 사이에 설치된 다수개의 방향 조정 잭 실린더(15)가 유압으로 선단 슈(11)의 틀어진 굴진 방향을
보정하여 수평 터널(102)의 굴진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이때, 선단 슈(11)와 선단 프레임(10) 사이에 설치된 굴진용 잭 실린더(15)가 작동할 때 지중(100)의 토사
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터널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 구조물 시공장치에 의한 지하 구조물 시공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인 지하 구조물 시공장치에 의한 지하 구조물 시공방법은 지하 구조물을 비개착(非開鑿)방식으로
지중에 시공하는 것으로, 터널을 시공하고자 하는 곳의 지중(100)을 일정한 깊이로 수직 굴착하여 터널을
굴착할 수 있는 수직갱을  확보하는 단계와, 형성된 수직갱으로 인력 또는 굴삭기 등의 굴착수단(13)  및
터널 구조물(17)을 밀어 이동시키는 압입 추진수단(20 내지 21)과 토사 붕괴 방지수단(10 내지 16)을 투입
하고, 투입된 압입 추진수단(20 내지 21)이 터널 구조물(17)을 밀어 이동시킬 때 이동수단(20 내지 21)이
뒤로 후퇴하여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버팀 반력벽(22)을 설치하는 단계와, 토사 붕괴 방지 수단(10 내지
16)을 지중(100)에 대해 수평방향으로 압입추진되어 수평 터널(102)을 형성하며 지중(100)의 붕괴를 방지
하는 단계와, 토사 붕괴 방지수단(10 내지 16)에 의해 붕괴가 방지된 수평 터널(102)을  굴착수단(13)으로
굴착하고, 굴착된 수평 터널(102) 내부로 터널 구조물(17)을 압입 추진수단(20 내지 21)으로 밀어 넣는 단
계와, 굴착 수단(13)으로 굴착된 토사를 컨베어 벨트(18)로 이송시켜 운반대차(19)에 싣고, 운반대차를 수
직 갱(101)으로 이송시키는 단계와, 수직 갱(101)으로 이송된 운반대차(19)를 크레인(23)으로 들어올려 수
직 갱(101) 외부로 배출시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지하 터널 구조물 구축방법은 토사 붕괴 방지수단(10 내지 16)이 시공하고자 하는 터널의 형태
대로 미리 수평 터널(102)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중(100)의 붕괴를 방지시킨 상태에서 수평 터널(102)의 토
사를 굴착수단(13)이 굴착하고, 굴착된 토사를 이송수단(18 내지 19)이 수평 터널(102)외부로 이동시키게
되어 터널 굴착과정에서 지중(100)이 붕괴될 염려없이 안전하게 터널을 굴착할 수 있다.

또한, 토사 붕괴 방지수단(10 내지 16)이 지중(100)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지중(100)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필요없게 되어 터널 시공 공기 단축 및 시공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인 지하 터널 구조물 시공장치 및 시공방법은 선단 슈 및 선단 프레임
이 시공하고자 하는 터널 구조물의 형태대로 미리 수평 터널을 형성하고, 형성된 수평 터널의 붕괴가 방지
된 상태에서 터널 구조물이 수평 터널 내부로 굴진됨으로써 선단 슈 및 선단 프레임의 형태변화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터널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중에 터널 구조물을 비개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 터널구조물 시공장치에 있어서,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지중에 일정한 깊이로 수직 굴착된 수직갱에 설치되는 버팀 반력벽에 지지
되어 상기 수직 갱에 대해 상기 지중으로 수평방향으로 상기 터널 구조물을 밀어 이송시키도록 힘을 가하
는 압입 추진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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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입 추진수단에 의해 밀어 이송되는 상기 터널 구조물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압입 추진수단의
추진력에 의해 상기 지중에 밀어 넣어져 상기 지중의 붕괴를 방지하는 토사 붕괴 방지수단과;

상기 토사 붕괴 방지수단에 의해 붕괴가 방지된 상기 지중을 굴착하는 굴착수단과;

상기 굴착 수단이 굴착한 토사를 상기 터널굴착 공간으로 이송시키는 이송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 터널구조물 시공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 에 있어서, 

상기 토사 붕괴 방지수단은 터널 구조물의 선단부에 결합된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와;

상기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의 선단부에 일측이 결합되며, 타측은 선단 슈에 결합되어 상기 굴진용 잭
실린더의 유압에 의해 상기 선단 슈를 상기 지중 내로 밀어 넣는 선단 프레임과;

상기 선단 프레임과 상기 선단슈의 결합부를 덮어 상기 지중의 토사가 흘러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낙토방
지용 덮개로 이루어져,

상기 다수개의 굴진용 잭 실린더가 상기 선단 프레임을 유압으로 이동시키면 상기 선단슈가 상기 지중에
밀어 넣어지면서 상기 지중의 붕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인 터널구조물 시공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 에 있어서,

상기 선단 프레임과 상기 선단슈의 사이에 다수개의 방향 조정잭 실린더를 설치하여,

상기 선단 프레임이 상기 굴진용 잭 실린더의 유압에 의해 상기 지중 내로 굴진될 때 상기 선단 슈의 굴진
방향이 틀어진 것을 상기 다수개의 방향 조정잭 실린더가 보정하는 것이 특징인 터널구조물 시공장치.

청구항 4 

청구항 2 에 있어서,

상기 선단 프레임 및 상기 선단슈는 단면의 형태가 원통형, 아치형 또는 사각형인 것이 특징인 터널구조물
시공장치.

청구항 5 

청구항 1 에 있어서, 상기 압입 추진수단은 다수개의 유압 잭 실린더인 것이 특징인 터널구조물 시공장치.

청구항 6 

지중에 터널 구조물을 비개착식으로 시공하는 터널 구조물 시공방법에 있어서,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곳을 일정한 깊이로 수직 굴착하여 수직갱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형성된 수직갱으로 터널굴착수단과 터널 붕괴 방지수단 및 터널 구조물을 밀어 이송시키는 압입 추진
수단을 투입하고, 투입된 상기 압입 추진수단을 지지하여 고정하는 버팀 반력벽을 설치하는 단계와;

상기 압입 추진수단에 의해 상기 터널 붕괴 방지수단을 상기 지중에 대해 수평방향으로 밀어 넣어 수평터
널을 형성하며, 상기 지중의 붕괴를 방지하는 단계와;

상기 터널 붕괴 방지수단에 의해 붕괴가 방지되며 형성된 상기 수평 터널의 토사를 상기 터널굴착수단으로
굴착하고, 굴착된 상기 수평 터널 내부로 터널 구조물을 상기 압입 추진수단으로 순차적으로 밀어 넣는 단
계와;

상기 굴착수단으로 굴착된 토사를 컨베어 벨트로 이송시켜 운반대차에 싣고, 상기 운반대차를 상기 수직갱
으로 이송시키는 단계와;

상기 수직갱으로 이송된 상기 운반차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상기 수직갱 외부로 배출시켜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지하 터널구조물 시공방법. 

13-5

1019990015875



도면

    도면1

13-6

1019990015875



    도면2a

13-7

1019990015875



    도면2b

13-8

1019990015875



    도면2c

13-9

1019990015875



    도면3

13-10

1019990015875



    도면4

13-11

1019990015875



    도면5

13-12

1019990015875



    도면6

13-13

1019990015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