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한 

무용접 고성능 PHC 파일 연결장치 

(TK Joint) 



1. 기존 PHC 파일 볼트연결 방법 (타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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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임팩트 사용 불가  크레인이 들고 있는 채로 볼트조임 

 볼트 풀림 논란  수직부재가 압축력 부담 

※ 종래제품 공통사항  : 무거운 중량(D500, 24kg 이상) 



2. 기존 PHC 파일 연결 방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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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연결 기계적(볼트) 연결 

• 품질 

- 시공환경 제약: 온도(겨울), 바람 

- 숙련도에 따른 품질 변화 

• 비용 

  - 자재(연결판) 및 용접시공비 소요 

  - 비파괴검사 추가 소요 

• 시간 

  - 용접시 20(분/개소) 이상 장시간 소요 

  - 용접 후 냉각 품질검사 등 추가 공정 발생 

• 작업성 

- 높은 연결부 중량 

- 볼트 체결공간 협소 

- 파일 상/하부 접촉 후 볼트 시공에 따른 문제점  

   수직도(파일본체 및 PC너트) 불량시 체결 곤란 

• 품질 

  - 시공 및 공용 중 볼트 풀림 논란 

  - 휨저항시 연결부 변형 과다 발생 

  - 초고강도 PHC 파일(120MPa) 적용 불가 

     수직부재(압축) 및 판재(휨)에 높은 응력 발생 

 해결 
 과제 

연결 품질 향상 및 
품질 균일성 확보 

경량화 및  
작업시간 단축 

초고강도 PHC  
파일 대응 

볼트 풀림  
방지 구조 

1 2 3 4 



상부 연결판 

 
연결판용  
볼트 

하부 연결판 

연결핀 

무용접 고성능 PHC 파일 연결구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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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접 고성능 PHC 파일 연결구조 구성 

    상부 및 하부 연결판    연결판용 볼트    수평 연결핀 

• 이음장치 경량화 

- 전체 두께 70% 감소(85mm이상25mm) 

- 중량 33% 이상 감소  

                       (24kg이상15kg(핀포함)) 

*휨저항 판두께는 2.5배 증가 (10mm25mm) 

• 반대편 콘크리트면에 헤드 밀착 

- 지압면적 증가 

- 볼트 풀림 방지 

• 측방향 타격 삽입 

 - 작업시간 단축 

 - 전문인력 불필요 

1 2 3 

3. TK Joint 구성 

종래 기술과 크기 비교 (D500용) 

연결핀 

 
연결판용  
볼트 

상부 연결판 

하부 연결판 



4. TK Joint 구조 메커니즘 

수직볼트 이음 수평 핀이음(TK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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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성능 비교 

검
토
단
면 

압
축
성
능 

휨
성
능 

고른 지압응력 분포로 파일 보호 

판전체의 압축저항으로 초고강도 파일 적용 

불균일한 콘크리트 지압응력 유발 

수직 리브가 전체 압축력 부담 

분리된 두 얇은 판이 각각 휨저항 

전단저항만 필요한 변곡점에서 핀 연결 

하나의 두꺼운 판이 휨저항하여 변형이 작음 

모멘트도 
(양단 고정보) 

모멘트도 
(양단 고정보) 



5. TK Joint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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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소재 

• 연결판 : GCD450 (인장강도 450MPa이상, 항복강도 280MPa 이상, 연신율 10% 이상) 

• 볼트 : F10T (인장강도 1,000~1,200MPa, PC강선 강도의 4.5배) 

• 핀 : S10C (Φ15x65mm, 인장강도 314MPa이상, 전단강도 352kN 이상, PC강선 강도의 3.7배) 



6. TK Joint 구조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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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성능검증 

• KS F 4306 표준시험 : 몸체의 휨강도 이상 확보 

실험체명 

실험 최대하중 및 변위 
가력속도 

(mm/min.) 
비고 Actuator Force 

(kN) 
Displacement 

(mm) 

S1 135.55 37.03 1.2 실험 최대하중 

재하시 

연결부 이상없음  

S2 128.25 41.72 3.0 

S3 132.05 26.35 3.0 

*D500 PHC파일 파괴하중: 118.62kN (파괴휨 모멘트: 155.0kN.m) 

시험체 세팅 (2@5m=10m) 최대하중 재하시 연결부 

파일 본체 
균열 

연결부 
이상없음 



무용접 고성능 PHC 파일 연결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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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접 고성능 PHC 파일 연결 작업순서 

일측 판 연결 타측 판 연결 인양 설치 핀 타격 삽입 연결 완료 

• 상하부 연결판 사전 연결 가능 : PHC파일 공장 또는 현장 야적장에서 연결 

• 연결판이 사전 연결된 PHC파일 결합 후 핀 타격 삽입에 의해 완료 (결합+타격 2분이내) 

7. TK Joint 시공순서 

연결판 사전 연결 파일 결합 항타 또는 매입 핀 타격 삽입 



8. TK Joint 현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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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제이타워3차(‘19.3~4) 

• 시공 : 태영건설, 감리 : 한미글로벌, 파일시공 : 성우이앤씨 

• 적용물량 : D600 초고강도 PHC파일 

• 특징 : 지반깊이가 불균등하여 천공 후 지반깊이 확인 

           이음파일의 경우 정확한 길이의 상부파일 주문 애로 

          ☞ 전량 선단 마감판 부착 파일 주문 후 TK Joint 적용하여 상/하부파일 구분없이  적용   



8. TK Joint 현장적용 

9 

파주 운정 e편한세상 아파트(‘19.8) 

• 시공 : 대림산업, 파일시공 : 부광건설산업 

• 적용물량 : D500 초고강도 PHC파일 

• 특징 : 수평연결핀 건전성 평가완료 

           TK Joint를 설치하여 시공된 근입파일을 굴착하여 수평연결핀 건전도 확인 

          ☞ 수평연결핀 단부 홀에 아이볼트를 체결하여 뽑힘시험 실시   



8. TK Joint 현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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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스 영종 항공물류센터(‘19.10) 

• 시공 : 고려개발, 감리 : 삼우씨엠, 파일시공 : 성우이앤씨 

• 적용물량 : D600 초고강도 PHC파일 

• 특징 : 38m(15+13+10) 2절 이음 시공 

           전량 선단 마감판 부착 단본 파일 주문 후 TK Joint 설치 시공 

          ☞ 용접(6분/개소) 대비 시공시간 50%이상 절감 확인(3분/개소 이내)   



8. TK Joint 현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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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스퀘어리버뷰 오피스텔(‘20.01) 

• 시공 : 이화공영, 파일시공 : 영풍씨앤디 

• 적용물량 : D500 PHC파일 

• 특징 : 지장물로 인해 천공깊이 확인 어려움 

           전량 선단 마감판 부착 단본 파일 길이별 주문 

           천공 후 적정 길이를 조합하여 TK Joint 설치 시공 

          ☞  협소부지 또는 소규모 공사시 용접 대비 효율성 확보  



8. TK Joint 현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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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19.12~‘20.03) 

• 시공 : 대림산업, 감리 : 청우, 파일시공 : 태흥특수건설 

• 적용물량 : D600 초고강도 PHC파일 

• 특징 : 2절이음 포함 1,906개소 시공 

        ☞ 겨울철(0℃ 이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 원활한 시공 수행   



9. TK Joint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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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비교 
• 용접대비 공사비 절감율 : D500 15%↓, D600 23%↓  

항목 
용접 

항목 
TK Joint 

D500 D600 D500 D600 

자재(이음밴드) 70,000 90,000 자재 70,000 85,000 

용접 20,000 30,000 조립 15,000 15,000 

비파괴검사 10,000 10,000 - - - 

계 100,000 130,000 계 85,000 100,000 

• 용접대비 공기 절감율 : D500 80%↓, D600 75%↓  

항목 
용접 

항목 
TK Joint 

D500 D600 D500 D600 

용접 15 20 핀연결 2 3 

기타 설비(발전기/방풍막)설치 및 비파괴 검사 시간 소요 조립 1 2 

계 15 20 계 3 5 

공기 비교 

단위 : 원 

단위 : 분 

  TK Joint의 파일 부착/조립은 PHC파일 공장에서 사전 조립 납품 가능 

  매립파일 : 크레인 사용효율 제고, 2절이음의 경우 오거 대기시간을 없애 공사기간 단축 

  항타파일 : 항타 중 파일 연결로 절대적인 공기 절감 가능 

  용접이음과 달리 장마철 및 혹한기에도 연결 가능 



무용접 고성능 PHC 파일 연결기술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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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 
 
 

• 수직재 없는 판형구조 
 

• 볼트 구속 
 
 

• 파일 인양 전 볼트체결 
 

• 상/하판 결합 후 핀 타격 삽입 

 제작비 절감 / 핸들링 유리 
 

 압축력 전달 유리 
 

 지압면적 증대 
 

 볼트 풀림 방지 
 

 크레인 사용시간 단축 
 

 공기/공사비 절감 

초고강도 
파일  

적용 가능 

10. TK Joint 특징 

• 기존 용접 및 기계적 연결 방법의 문제점 종합적 해결 



구조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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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성적서 

동재하시험(건전도) 



(주)택한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 
판교역KCC웰츠타워 B동, 1302호 

010-6214-8241 

www.te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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