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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더블-티 교량을 하부지지형 이동식 비계공법(Underslung Movable Scaffolding System)으로 시공함에 

있어 경간 단위로 철근을 선조립 (Prefabrication)하여 설치하는 시스템과 외부거푸집과 내부거푸집을 동시에 이동하

는 방법 및 거푸집의 조립·해체시 기계적 장비에 의한 시공자동화 방식으로 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기 타설된 교량상부에 철근 제작장을 설치하여 경간단위로 철근 및 쉬이스관을 조립하는 단계와; 다음 경

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비계보까지 교량상부에 설치된 문형크레인의 호이스트(Hoist)를 이용하여 

철근을 리프팅한 후, 이동·설치하는 단계와;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작업 단계와; 내부거푸

집과 바닥거푸집 및 외부거푸집순으로 순차적으로 유압잭을 이용하여 자동해체하는 단계와; 유압잭으로 비계보를 좌,

우측으로 이동시켜 교각브래킷에 설치된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경간으로 내, 외부거푸집을 동시에 이동하며, 다

음 경간으로 이동 후 거푸집을 자동설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시공방법은 경간 단위로 철근과 쉬이스관을 미리 조립하여 설치하고 또한 외부거푸집과 내부거푸집

의 동시이동 및 외부거푸집과 내부거푸집의 조립·해체시 기계적 장비에 의해 자동화함으로서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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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색인어

이동식 비계공, 더블-티, 철근선조립, 철근 지그, 외부거푸집, 내부거푸집, 바닥거푸집, 호이스트, 문형크레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하부지지형 이동식 비계공단면도

도2은 본 발명에 의한 하부지지형 이동식 비계공 구성도

도3은 본 발명에 의한 외부거푸집과 내부거푸집을 자동으로 해체하는 순서도

도4은 본 발명에 의한 철근지그장 정면도 및 측면도

도5은 본 발명에 의한 철근지그의 운반과 설치 순서도

도6은 본 발명에 의한 철근지그의 운반, 설치 단면도

도7은 종래의 하부지지형 이동식 비계공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외부거푸집(Outer Form)

2. 내부거푸집(Inner Form)

3. 바닥거푸집(Bottom Form)

4. 가로보(Cross Beam)

5. 비계보(Box Girder, Truss Girder)

6. 이동장치(Moving Unit)

7. 교각 브래킷(Pier Bracket)

8. 철근지그(Reinforcement Jig)

9. 스프레더빔(Spreader Beam)

10. 호이스트(Hoist)

11. 문형크레인(Gantry Cran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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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식 비계공 더블-티 교량의 시공시 경간 단위로 철근을 선조립(Prefabrication)하여 설치하는 시스템과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 동시이동 및 거푸집의 조립·해체시 기계적 장비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함으

로서, 시공성 향상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이동식 비계공 형식의 교량은 1단계 비계보 및 외부거푸집 셋팅 및 검측; 2단계 바닥슬래브 철근, 벽체 철근

, 쉬이스관 조립 및 설치; 3단계 내부거푸집 설치; 4단계 상부슬래브 철근을 조립·설치; 5단계 캠버조정 완료 후 콘

크리트 타설 및 양생; 6단계 내부 강연선을 인장하는 단계; 7단계 후방 교각 브래킷 1조를 해체하여 전방이동방향으

로 옮겨서 교각에 설치 단계; 8단계 거푸집 해체를 위한 준비작업 단계; 9단계 외부거푸집(1) 해체작업 단계; 10단계 

외부거푸집(1) 및 이동식 비계공 장비 이동 단계; 11단계 내부거푸집(2) 해체 및 외부거푸집(1) 셋팅 작업 단계; 12단

계 내부거푸집(2) 이동 및 셋팅 작업 단계로 12단계 공정으로 이루 어져 공정별 검측시간과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

었다.

철근의 조립·설치는 외부거푸집 설치 후 철근을 조립하는 방법과 기 시공된 교량 상면이나, 교량하부 공간에 3∼5m

단위로 복부와 하부플랜지 철근을 미리 배치시킨 철근지그장을 만들어 다음 시공구간에 크레인등으로 조립된 철근을

운반하여 외부거푸집 위에 배열시키고 최종철근을 배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철근을 3∼5m 간격으로 선조립하여 쓸 경우 쉬이스관 및 철근에 이음부가 많이 발생하며, 3∼5m 단위로 운

반되어진 철근끼리의 연결을 위한 추가작업이 필요로 하게된다. 또한, 운반·설치공정 횟수의 증가 및 장비의 추가 

소요로 인해 시공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특히 더블-티 교량의 경우 벽체 하단부의 폭이 좁아 거푸집 내에서의 직접적인 철근의 조립·설치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공성 저하와 공기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7단계 교각 브래킷(7)의 해체, 이동시와 11, 12단계 내부거푸집(2)의 해체 이동시에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이동장치와 레일을 미리 설치해야만 했다.

상기와 같이 내부거푸집(2) 및 외부거푸집(1)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소요공정의 추가로 작업공기가 증가하며, 중장

비의 동원으로 인한 소요공기 및 공사비가 증가하였다. 또한, 선공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검측시간의 증가로 다른 공

정을 진행할 수 없어 공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경간 단위로 철근을 선조립(Prefabrication)하여 설치하는 시스템과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동시이동하는

시스템 및 거푸집의 조립·설치시 종래의 중장비에 의존했던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시공성향상

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경간단위로 철근을 선조립하는 시스템은 기 타설된 교량상부의 철근 제작장에서 경간 단위로 철근 및 쉬이스관을 조

립하는 단계와; 다음 경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비계보까지 교량상부에 설치된 문형크레인(11)의 호

이스트(Hoist, 10)를 이용하여 철근을 리프팅한 후, 이동·설치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동시이동하는 시스템 및 거푸집의 조립·해체시 기계적 장비에 의한 시공자동화 

시스템은 콘크리트 타설 후 메인잭을 이용하여 장비 전체를 하향으로 이동시켜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아

래로 내리는 단계와; 내부거푸집(2)을 해체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고정된 버팀대(12)/턴버클(Turn buckle)(13)/핀(14

)등을 제거하는 단계와; 내부거푸집(2)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탈형시키고 탈형된 내부거푸집(2)을 가로보(4)

에 거치시키는 단계와; 가로보(4) 연결부에 고정된 강봉을 제거한 다음, 가로보(4)에 부착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거푸

집전체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단계와; 교각브래킷(7)에 부착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비계보(5)와 거푸집전체를 자동

으로 좌, 우측으로 벌려서 이동식 비계공장비의 이동준비를 완료하는 단계와; 교각브래킷(7)에 설치된 이동장치(6)를

이용하여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다음 경간으로 동시에 이동시킨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첨부한 도면, 도4은 본 발명에 의한 철근지그장 정면도 및 측면도이며, 도5은 본 발명에 의한 철근지그(8)의 운반과 

설치 순서도이고, 도6은 본 발명에 의한 철근지그(8)의 운반, 설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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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도면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레일(22)위에 철근지그장을 설치하여, 경간단위로 철근을 조립한 후 문

형크레인(11)으로 철근지그(8)을 운반, 설치하는 형식으로 콘크리트 타설, 강연선 인장, 비계보(5), 교각 브래킷(7) 해

체, 이동을 하는 동안 다음 경간의 철근을 미리 조립하는 방식이며 그 자세한 시공방법을 시계열적으로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기 타설된 교량(23) 상부에 철근 지그 이동용 레일(22)을 설치한 후, 기 타설된 교량상부 중앙에 철근 지그장을 

설치한다. 이 철근 지그장은 조립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한 문형크레인(11)이 설치되어있으며, 설치된 철근 지그에 맞

춰 경간 단위로 철근을 배근한 후 쉬이스관을 조립한다.

철근 및 쉬이스관의 조립이 완료되면 검측을 실시한 후, 지그 운반 준비를 한다. 이때, 레일(22) 상부에서 철근 지그(8

) 상부 높이까지 이동로에 어떠한 간섭물도 있어서는 안되며, 레일(22) 사이 일정간격 유지 및 레일면이 고르게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철근 지그(8) 이동시 탈선방지장치 및 레일 끝단에 고정용 스토퍼를 설치하여 철근 지그(8)

의 브레이크 고장시 레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운반 준비가 끝나면 철근 지그(8)를 교량(23)상부에 설치된 문형크레인(11) 의 호이스트(10)로 철근 지그내의 스프레

더빔(9)에 체결하여 리프팅 한다. 리프팅된 철근 지그(8)를 셋팅된 이동식 비계공 거푸집(100)에 설치한다. 상기와 같

은 반복 공정으로 시공성과 공사기간을 기존 방식에 비해 상당부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철근조립을 경간 단위로 시

공함에 따라 철근 및 쉬이스관의 이음부를 최소화할 수 있어 교량의 시공품질향상을 통한 교량의 내구성 증진에도 기

여한다.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동시이동하는 시스템 및 거푸집의 조립·설치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상세한 설명으로 본 발명의 구체적인 특징 및 이점은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첨부한 도면, 도7은 기존의 하부지지형 이동식 비계공 단면도이고,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하부지지형 이동식 비계공

의 단면도이며, 도2는 본 발명에 의한 하부지지형 이동식비계공의 구성도이고, 도3은 본 발명에 의한 외부거푸집(1)

과 내부거푸집(2)을 자동으로 해체하는 순서도이다.

본 발명은 상기 도면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비계보 상단에 설치된 가로보(4)에 바닥거푸집(3)을 설치하여 그 거푸

집에 내부거푸집(2)까지 포함하는 2중거푸집 형태로 이루어져 이동식 비계공 장비 이동시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

집(2)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으며 거푸집의 조립·해체시 기계적 장비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 자세한 시공방법

을 시계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콘크리트 타설 후 메인잭을 이용하여 장비 전체를 하향으로 이동시켜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아래로 내린다. 내부거푸집(2)을 해체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고정된 버팀대(12)/턴

버클(Turn buckle)(13)/핀(14)등을 제거한다. 그리 고 내부거푸집(2)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탈형시키고 탈

형된 내부거푸집(2)을 가로보에 거치시킨다. 가로보(4) 연결부에 고정된 강봉을 제거한 다음, 가로보(4)에 부착된 유

압잭을 이용하여 내,외부 및 바닥 거푸집(1)(2)(3)전체를 좌·우로 이동시킨다. 교각브래킷(7)에 부착된 유압잭을 이

용하여 비계보(5)와 거푸집전체를 자동으로 좌, 우측으로 벌려서 이동식 비계공 장비의 이동준비를 마친다. 교각브래

킷(7)에 설치된 이동장치(6)를 이용하여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다음 경간으로 동시에 이동시킨다. 이동식

비계공 장비 이동시 상기와 같은 반복 공정을 통해 작업성을 향상시키고 공기를 기존 방식에 비해 상당부분 단축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명백한 설명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이동식 비계공 더블-티 교량의 시공시 교량의 경간 단위로 철근을 선조립

하여 설치하는 시스템과 외부거푸집과 내부거푸집을 동시이동 및 거푸집의 조립·해체시 기계적 장비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이동식 비계공 장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작업인원과 중장비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더블-티 교량을 이동식 비계공법으로 시공함에 있어서,

먼저 기 타설된 교량(23) 상부에 철근 지그 이동용 레일(22)을 설치한 후, 기 타설된 교량상부 중앙에 철근 지그장을 

설치는 단계와;

설치된 철근 지그(18)에 맞춰 경간 단위로 철근을 배근 한 후 쉬이스관을 조립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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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및 쉬이스관의 조립이 완료되면 검측을 실시하는 단계와;

운반 준비가 끝나면 철근 지그(8)를 다음 경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비계보까지 교량상부에 설치된 

문형크레인(11)의 호이스트(10)를 이용하여 철근을 리프팅한 후, 이동하는 단계와;

리프팅된 철근 지그(8)를 호이스트(10)를 이용하여 셋팅된 이동식 비계공 거푸집에 설치단계와,

콘크리트 타설 후 메인잭을 이용하여 장비 전체를 하향으로 이동시켜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아래로 내리

는 단계와

내부거푸집(2)을 해체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고정된 버팀대(12)/턴버클(Turn buckle)(13)/핀(14)등을 제거하는 단계

와;

내부거푸집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탈형시키고 탈형된 내부거푸집(2)을 가로보에 거치시키는 단계와;

가로보(4) 연결부에 고정된 강봉을 제거한 다음, 가로보(4)에 부착된 유압잭 을 이용하여 거푸집전체를 좌·우로 이

동시키는 단계와;

교각브래킷(7)에 부착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비계보(5)와 거푸집전체를 자동으로 좌·우로 벌려서 이동식 비계공 장

비의 이동준비를 완료하는 단계와;

교각브래킷(7)에 설치된 이동장치(6)를 이용하여 외부거푸집(1)과 내부거푸집(2)을 다음 경간으로 동시에 이동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부지지형 이동식비계공법에 의한 더블-티를 시공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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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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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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