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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측판 강성이 보강된 조립식 보 거푸집

(57) 요 약
본 발명은 보 거푸집 제작의 시공의 용이성과 구조적 강성이 증대되도록 보 거푸집이 조립식으로 견고하게 결합
되고, 콘크리트의 측압이 효율적으로 지지되도록 측판이 형성되는 측판 강성이 보강된 조립식 보 거푸집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본 발명은 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강합성 보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제작되는 보 거푸집에 있어서, 철판 일측에는 ㄱ자형으로 절곡되어 돌출된 수평비드(12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
격으로 형성된 바닥판(12)이 설치되고,
철판 일측에는 ㄴ자형으로 수직하게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0a, 11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제1, 2측판(10, 11)이 상기 바닥판(12) 의 양 단부에 설치되되,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앞면에는 상기 바닥판(12)의 수평비드(12a)가 배치되며,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상측은 타공되어 ㄷ자형의 폼 타이(13)가 관통되게 설치되어 상
기 제1, 2측판(10, 11)과 상기 폼 타이(13)가 일체로 결합되고,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하부와 상기 바닥판(12)의 수평비드(12a) 하부가 만나는 접합부
는 각각 타공되어 연결봉(14)이 관통되게 설치됨으로써 상기 제1, 2측판(10, 11)과 바닥판(12)이 일체로 결합되
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강합성 보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제작되는 보 거푸집에 있어서, 철판 일
측에는 T자형으로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8a)가 강재 보가 설치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다수 형성되되,
상기 철판 양 단부는 소정 길이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바닥판(18)이 설치되고,
철판 일측에는 ㄴ자형으로 수직하게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0a, 11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제1, 2측판(10, 11)이 상기 바닥판(18) 양 단부의 내측에 설치되며,
상기 바닥판(18) 양 단부의 수직 절곡된 상면과 상기 제1, 2측판(10, 11) 외측면의 접합부는 용접접합되어 상기
바닥판(18)과 상기 제1, 2측판(10, 11)이 일체로 결합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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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강합성 보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제작되는 보 거푸집에 있어서, 철판 일측에는 ㄱ자형
으로 절곡되어 돌출된 수평비드(12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바닥판(12)이 설치되고,
철판 일측에는 ㄴ자형으로 수직하게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0a, 11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제1, 2측판(10, 11)이 상기 바닥판(12)의 양 단부에 설치되되,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앞면에는 상기 바닥판(12)의 수평비드(12a)가 배치되며,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상측은 타공되어 ㄷ자형의 폼 타이(13)가 관통되게 설치되어 상
기 제1, 2측판(10, 11)과 상기 폼 타이(13)가 일체로 결합되고,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하부와 상기 바닥판(12)의 수평비드(12a) 하부가 만나는 접합부
는 각각 타공되어 연결봉(14)이 관통되게 설치됨으로써 상기 제1, 2측판(10, 11)과 바닥판(12)이 일체로 결합되
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판 강성이 보강된 조립식 보 거푸집.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측판(10, 11)과 바닥판(12)이 만나는 외측 모서리에는 L형강(15)이 용접접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판 강성이 보강된 조립식 보 거푸집.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상부에는 캡 바(16)가 각각 용접접합되며, 상기 캡 바
(16)의 상면에는 소정 간격으로

연결플레이트(17)가 용접접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판 강성이

보강된 조립식 보 거푸집.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강합성 보의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측압을 지지하기 위해 측판의 구조적 강성
이 보강되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제작이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구성된 측판 강성이 보강된 조립식
보 거푸집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종래기술의 보 거푸집은 특허등록 제1009753호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철판을 절곡하여 측판(200, 300)과
바닥판(100)을 형성하되, 상기 바닥판(100)과 측판(200, 300)은 각각 상기 철판을 절곡하여 수직비드(110)와 홈
이 형성된 수평비드(210, 310)를 소정 간격으로 형성하며,

[0003]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측압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측판(200, 300)에 형성된 홈에는 소정 간격으로 폼 타이(Form
tie, 400))를 설치하고, 상기 측판과 바닥판을 일체화하기 위해 스터럽 철근(500)은 상기 수평비드(210, 310)와
수직비드(110)에 용접접합되며, 상기 스터럽 철근은 보의 길이방향으로 소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보 거푸집의 강
성을 보강하였다.

[0004]

그러나 상기 종래기술의 보 거푸집은 상기 측판에 형성된 홈에 설치된 폼 타이가 수평비드와 견고하게 결합되지
않아서 콘크리트 타설시 부력에 의해 이탈되기 쉬우므로 측판이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측압을 견고하게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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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0005]

또한 상기 스터럽 철근을 상기 측판과 바닥판에 형성된 수평비드와 수직비드에 용접접합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스터럽 철근과 비드의 접합부 용접부위가 많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시공성이 저하되며, 거푸집의 구조적 강성
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재인 상기 폼 타이와 스터럽 철근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 거푸집의 제작 용이성과 구조적 강성이 증대되도록
보 거푸집이 조립식으로 견고하게 결합되며, 콘크리트의 측압이 효율적으로 지지되도록 측판이 형성되는 측판
강성이 보강된 조립식 보 거푸집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본 발명은 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강합성 보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
해 제작되는 보 거푸집에 있어서, 철판 일측에는 ㄱ자형으로 절곡되어 돌출된 수평비드(12a)가 상기 철판에 소
정 간격으로 형성된 바닥판(12)이 설치되고,

[0008]

철판 일측에는 ㄴ자형으로 수직하게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0a, 11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제1, 2측판(10, 11)이 상기 바닥판(12) 의 양 단부에 설치되되,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앞면에는 상기 바닥판(12)의 수평비드(12a)가 배치되며,

[0009]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상측은 타공되어 ㄷ자형의 폼 타이(13)가 관통되게 설치되어 상
기 제1, 2측판(10, 11)과 상기 폼 타이(13)가 일체로 결합되며,

[0010]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하부와 상기 바닥판(12)의 수평비드(12a) 하부가 만나는 접합부
는 각각 타공되어 연결봉(14)이 관통되게 설치됨으로써 상기 제1, 2측판(10, 11)과 바닥판(12)이 일체로 결합되
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1]

또한 본 발명은 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강합성 보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제작되는 보 거푸집에 있어서, 철판
일측에는 T자형으로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8a)가 강재 보(19)가 설치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다수 형
성되되, 상기 철판의 양 단부는 소정 길이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바닥판(18)이 설치되고,

[0012]

철판 일측에는 ㄴ자형으로 수직하게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0a, 11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다수 형
성된 제1, 2측판(10, 11)은 상기 바닥판(18) 양 단부의 내측에 설치되며,

[0013]

상기 바닥판(18) 양 단부의 수직 절곡된 상면과 상기 제1, 2측판(10, 11) 외측면이 만나는 접합부는 용접접합되
어 상기 바닥판(18)과 상기 제1, 2측판(10, 11)이 일체로 결합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14]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측판 강성이 보강된 조립식 보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효율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수직비드가 철판에 수직하게 형성되어 측판의 강성이 증대되며, 보 거푸집의 부재간 접합부를 최소화하도록 조
립식으로 거푸집이 제작되어 시공이 용이하고, 접합부 재료가 절감되며, 보 거푸집의 부재간 체결력이 견고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구조적 강성이 증대되는 기술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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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또한 철판의 일측에 T자형으로 절곡되어 돌출된 바닥판의 수직비드는 강재 보가 설치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
로 형성되어 상기 바닥판 중앙의 상면에 강재 보가 설치됨으로써 강합성 보의 춤이 절감되는 기술적 효과가 있
다.

[0016]

그리고 거푸집의 측판 상부에는 캡 바와 연결플레이트가 설치됨으로써 데크플레이트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상기 캡 바를 통해 슬래브의 자중을 보에 균등하게 전달하는 기술적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7]

도 1은 종래기술인 보 거푸집의 단면도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보 거푸집의 분리사시도
도 2(b)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 측판 일부와 바닥판이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2(c)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 측판과 바닥판이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2(d)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폼 타이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2(e)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연결봉이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2(f)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L형 앵글이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3(a)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캡 바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3(b)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 측판 일부와 바닥판 및 캡 바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3(c)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캡 바와 연결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3(d)는 도 3(c)에 강재 보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보 거푸집의 바닥판에 강재 보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바람
직한 일실시예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0019]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보 거푸집의 분리사시도이며, 도 2(b)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 측판 일부와 바
닥판이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이고, 도 2(c)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 측판과 바닥판이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이며,
도 2(d)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폼 타이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이고, 도 2(e)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연결
봉이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이다.

[0020]

상기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강합성 보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제작되는 보 거푸집에 있
어서, 철판 일측에는 ㄱ자형으로 절곡되어 철판과 수평하게 돌출된 수평비드(12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바닥판(12)이 설치된다.

[0021]

철판 일측에는 ㄴ자형으로 수직하게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0a, 11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제1, 2측판(10, 11)이 소정 거리 이격되어 상기 바닥판(12)의 양 단부에 설치되며,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앞면에는 상기 바닥판(12)의 수평비드(12a)가 배치된다.

[0022]

상기 철판 일측으로 ㄴ자형으로 절곡되어 수직하게 돌출된 수직비드(10a, 11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
성됨으로써 보 거푸집 측판의 강성이 증대되어 콘크리트의 측압이 효율적으로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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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또한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상측은 타공되어 ㄷ자형 폼 타이(Form tie, 13)가 관통되
게 설치되어 상기 제1, 2측판(10, 11)이 상기 폼 타이(13)에 의해 일체로 결합됨으로써 콘크리트 측압에 대해
보 거푸집의 측판 강성이 증대되어 그 형상이 견고하게 유지된다.

[0024]

그리고 상기 제1, 2측판(10, 11)의 수직비드(10a, 11a) 하부와 상기 바닥판(12)의 수평비드(12a) 하부가 만나는
접합부는 각각 타공되어 연결봉(14)이 관통되게 설치됨으로써 상기 제1, 2측판(10, 11)과 바닥판(12)이 일체로
결합된다.

[0025]

도 2(f)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L형 앵글이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로, 상기 제1, 2측판(10, 11)과 바닥판(12)
이 만나는 외측 모서리에는 L형강(15)이 용접접합되어 상기 제1, 2측판(10, 11)과 바닥판(12)의 접합부를 보강
하며, 이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 누출을 방지한다.

[0026]

도 3(a)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캡 바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이며, 도 3(b)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 측판 일
부와 바닥판 및 캡 바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이고, 도 3(c)는 본 발명의 보 거푸집에 캡 바와 연결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이며, 도 3(d)는 도 3(c)에 강재 보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이다.

[0027]

상기 본 발명의 측판과 바닥판은 폼 타이(Form tie)와 연결봉에 의해 일체화되고, 상기 측판과 바닥판의 접합부
보강을 위해 L형 앵글이 접합되며, 슬래브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슬래브의 하중을
균등하게 보에 전달하기 위하여 상기 제1, 2측판의 상부에는 캡 바(Cap bar, 16)가 각각 용접접합되며, 상기 캡
바(16)의 상면에는 소정 간격으로 연결플레이트(17)가 용접접합됨으로써 상기 캡 바가 견고하게 결합되고, 상기
캡 바의 상부에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슬래브의 하중이 보에 균등하게 전달된다.

[0028]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보 거푸집의 바닥판에 강재 보가 설치된 상태의 사시도로, 본 발명의 다른 실
시예인 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강합성 보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제작되는 보 거푸집에 있어서, 철판 일측에는
T자형으로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8a)가 강재 보(19)가 설치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다수 형성되되, 상
기 철판 양 단부는 소정 길이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바닥판(18)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강재 보가 바닥판 상
면에 설치될 수 있게 되어 보의 춤을 경감할 수 있다.

[0029]

철판 일측에는 ㄴ자형으로 수직하게 절곡되어 돌출된 수직비드(10a, 11a)가 상기 철판에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제1, 2측판(10, 11)이 상기 바닥판(18) 양 단부의 외측에 설치된다.

[0030]

상기 바닥판(18) 양 단부의 수직 절곡된 상면과 상기 제1, 2측판(10, 11) 외측면이 만나는 접합부는 용접접합되
어 상기 바닥판(18)과 상기 제1, 2측판(10, 11)이 일체로 결합됨으로써 콘크리트 측압에 대해 거푸집의 측판 강
성이 증대되어 그 형상이 견고하게 유지되며,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 누출이 방지된다.

[0031]

상기 제1, 2측판의 상부에는 캡 바(16)가 각각 용접접합되며, 상기 캡 바(16)의 상면에는 소정 간격으로 연결플
레이트(17)가 용접접합됨으로써 상기 캡 바가 견고하게 결합되며, 상기 캡 바에 의해 슬래브의 데크플레이트
(Deck plate) 설치가 용이하게 되고, 슬래브의 하중을 균등하게 보에 전달되게 한다.

부호의 설명
[0032]

10, 11, 21, 22 : 제1, 2, 3, 4측판
10a, 11a, 18a, 20a : 수직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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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 20 : 바닥판

12a : 수평비드

13 : 폼 타이(Form tie)

14 : 연결봉

15 : L형강

16 : 캡 바(Cap bar)

17 : 연결플레이트

19 : 강재 보

23: 수직보강재

24 : 수평보강재

100 ; 바닥판
200, 300 : 측판
400 : 폼 타이(Form tie)

110 : 수직비드
210, 310 : 수평비드
500 : 스터럽(stirrup) 철근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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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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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d

도면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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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f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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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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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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