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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way stations have a characteristic that the facilities in the ceiling should be checked, 

replaced and expanded frequently. The new installation of supports (steel anchors) for new 

facilities and workers moving-around in the ceiling result in the damage in the ceiling finish 

material and concrete structure which also result in construction cost increase. In addition, the 

noise, vibration and dust generated during the work harm the station environment. There are civil 

complaints on these which give difficulty to ceiling work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 

ceiling frame construction method that considers the convenience, economy and efficiency of 

ceiling work by improving the support installation method for facilities in ceiling.

 지하철 역사 특성상 천장내 시설물의 잦은 교체, 증설, 점검 등에 따른 시설물의 지지철물(강-앙카) 설치

와 천장내부 작업자의 이동 등으로 천장마감재의 훼손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공사비 증

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사중 발생되는 소음, 진동, 미세분진 등으로 역사 이용환경이 저해되고 민

원이 발생하여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천장시설물의 지지철물 시공방법을 개선하여 작업의 편

리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천장틀 시공방법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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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개요 

  천장내 각 분야별 시설물과 이동통신 등 정보화 기반 시설물을 설치하는 지지철물 설치공사로 인하여 콘

크리트 구조물에 구멍을 뚫는 천공과 앙카설치 작업이 반복 시행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콘크리트 구조

물에 피해를 줄수 있고 야간작업이 대부분으로 공사비 증가 및 환경민원 발생 등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천장내부 시설물 설치                             천장마감재 설치

 따라서 천장마감재를 매달고 있는 지지철물의 구조적 안전과 작업의 편리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천장틀 구조를 개선한 새로운 시공방법의 시설물 지지철물 설치 공동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경제적, 안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천장틀을 구축하여 천장내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시설물 지지철물을 공동 정착케 개선함으로써 소음, 진동, 미세분진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을 해

소하고 공사추진 효율성 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을 도모코자 한다.

 1.2 연구목적 및 배경

  도시철도 역사의 천장내 시설물은 점점 고밀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 재도 고강도화, 경

량화 됨에 따라 내부공간도 대형· 장스팬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천장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구조물에 설치된 앙카에 달대볼트를 연결하여 지지 되고 각자 개별적으로 설치

되어 천장내 공간 활용성이 저하되고 각종 점검, 정비, 보수작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냉,난방 공

사 및 리모델링 추진시 시설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적인측면 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최소화하는 시공방법으로 설계계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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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증가에 따른 앙카설치 과다 실태  

 따라서 새로운 천장틀 구조 개선 시공법의 컨셉을 콘크리트에 정착된지지 철물을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중간 연결재로 변경 설치하여 구조재에 정착한다. 

연구 방법은 지지방법, 지지철물의 형상과 조립뿐만 아니라,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조강도 및 유

지관리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에 일부 현장실험을 완료한 시험 내역서와 품질 내역서를 통하여 구조상의 측면을 고찰함과 아울러 시공

상의 측면을 개선, 제안하고자 한다. 천장내 시설물의 실제 형상, 하중, 시공상태 등을 조건으로 적용하여 

현장설치 가능 여부를 유추하고 실험은 제외한다.

2. 본론

 2.1 천장공사 실태

  가. 천장시설물 공사

   1) 천장시설물 공사(철거)

 

   2) 천장시설물 공사(강-앙카 및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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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장시설물 공사(천장 마감재 설치)

  

  나. 천장 시설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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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천장 시설물 설치 후 실태

  2.2 지지철물 설치에 따른 문제점 

   가. 시공성

      천장 내부 시설물은 슬라브 구조물에 강-앙카를 설치하고 여러 분야의 배관 및 케이블 등이 설치되며 

타 분야 작업에 따라 공정에 구애받는 일이 잦다. 따라서 초기 공정율 저하되고 또한 장기간 천공작

업이 진행되어 이용 승객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단

축을 가져올 수 있고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 된다. 대규모 계획보수공사시 천장시설물을 지지

하는 강-앙카는 1㎡당 최소 2개소에서 최대 17개소 정도가 설치되고 있으며 평균 4~5개소 정도로 

설치 된다. 역사의 규모(5,000㎡ ~ 10,000㎡)에 따라 약 2만 개소에서 4만 개소의 강-앙카가 슬라브 

구조물에 설치되고 있다. 설치비는 1개소당 설치비 3,500~6,500원으로 스트롱앙카 작업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평균 4,000원 정도로 산정 하였다. 따라서 최소 설치면적 5,000㎡ 역사에 강- 앙

카 시공비는 2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산출되었다.  

                앙카설치 (최소 개소)                           앙카설치(최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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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 방법(개선 전) 시설물 설치 방법(개선 후)

 2.3 개선방안 

  가. 시설물의 공동 지지철물 설치 

   공동지지 방법은 천장시설물을 공동으로 정착 가능토록 설계 함. 

  나. 천장틀 시공방법 개선(시스템천장틀 시공)

 

              시스템천장틀 배치도                       천장내부 시설물 설치도

  시설물 설치 단면도(원형바 타입)             시설물 설치 단면도(사각바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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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사비 검토 

   1) 시스템천장틀 공사비 분석

    시스템천장틀은 시설물을 공동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큰 인발력을 가진 셋트앙카만을 이용하여 기본적

인 틀을 설치한 후 각 분야별 시설물을 행거를 이용해 자유롭게 설치할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도

시철도 역사 특성상 여러 공종의 각종 증설공사와 보수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천공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초기 천장틀 설치 비용이 추가로 산출되나 공사기간 

단축, 시공 능률 향상, 공사관리 개선, 차기공사 진행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

로 공사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됨

   라. 구조적 검토

    1) 도시철도 9호선 슬라브 구조물 셋트앙카 인발테스트 결과 1.5t 안전하중 테스트를 통과 하였고 2.0t 

이상 하중에 콘크리트 파손되는 결과치를 보였다.

    2) 메인바 지지능력은 0.9m간 지지력(균등) : 300Kg 이상, 0.9m간 지지력(국부) : 150Kg 이상으로 

    3) 도시철도 천장시설물 평균하중 폭(4m), 길이(1m)에서 평균하중 계산시 약 200~300Kg 정도 산

출되어 지지하중에 충분하여 시설물 공동정착시 구조적으로 현재 콘크리트 정착방법에서 시스템천

장틀 공동정착 방법으로 변경 가능 한 것으로 최종 판단

MAIN- BAR : 스틸 원형강관(Φ34, 2.3t)

3. 결론

  본 공법(MAIN-BAR)은 천정 슬라브에 강-앙카를 설치한 뒤 행거볼트를 정착하여 천장시설물을 고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기존 설치방법과 동일하나, 각종 공사에 따른 지지철물의 반복 설치를 염두에 두고 단점들

을 보완하면서 부재의 형상 및 연결 방법 등을 달리하여 MAIN-BAR를 추가 설치하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

능케 함은 물론, 천장시설물 지지철물을 공동으로 정착 가능토록 설계함으로써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효

율성을 강화시켜 각 분야별 시설물 공사에 공동 적용토록 시스템천장틀 구축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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