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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거더교바닥판을시공할때에는현장타설에의한방법이나

반바닥판을 사용하여 시공을 하는데, 현장타설에 의한 바닥

판 공사시에는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 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반바닥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캔

틸레버부분바닥판시공시반바닥판설치를위한동바리를

설치하거나반바닥판을거더에매달아설치하여시공하고있

는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반바닥판사용시캔틸레버부시

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반바닥판 보다

크기가 큰 캔틸레버 부를 포함하는 대형 반바닥판을 제안하

였다.

2. 프리캐스트 반바닥판 상세
본연구에서제시한대형프리캐스트반바닥판은캔틸레버

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측면

거푸집의 역할을 하도록 형상을 구성하였다. 반바닥판은 거

더 상부플랜지 위에 설치되고 전단포켓을 통하여 거더와 합

성거동을 하게 된다. 거더 바닥판 시공을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은 캔틸레버 부를 포함하는 외측용과 그림 2의 거더 사이

에놓이는내측용두가지의반바닥판이필요하게된다. 외측

용 반바닥판의 크기는 캔틸레버 부의 길이와 현장으로의 운

반조건을고려하여폭 3,600 mm, 길이 2,405 mm로정하였으

며내측용반바닥판은외측용반바닥판 2개 또는 3개 크기에

맞도록 길이 4,820 mm와 7,235 mm, 폭은 거더 사이 간격과

거치 공간을 고려하여 2,170 mm로 구성하였다. 내측용 반바

닥판모듈은내부거더사이에놓이게되며철근배근은캔틸

레버부 모듈과 전단연결재의 배치에 맞추어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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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측용(캔틸레버부) 프리캐스트 반바닥판

반바닥판 패널과 현장타설 콘크리트와의 합성거동은 그림

3과같이공장에서반바닥판에미리설치되는물결모양의철

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물결모양의 철근은 절곡작업에 의

해서제작되기때문에반바닥판패널과현장타설콘크리트와

의 합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attice bar 제작에

필요한삼각형모양의철선용접작업이필요없어경제적이

다. 또한 Lattice bar와는 달리 상부 인장철근이 없어 현장타

설 부분의 배근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캔틸레버 부를 포함하는 프리캐스트 반바닥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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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에서는반바닥판을사용하여거더교량의캔틸레버부분을시공할때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기존의반바
닥판보다크기가큰캔틸레버부를포함하는대형반바닥판을제안하여현장이음을최소화하고시공성과경제성을향
상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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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측용 프리캐스트 반바닥판

[그림 3] 프리캐스트 반바닥판 철근 상세

3. 결론
본연구를통해교량의캔틸레버부를포함하는대형반바

닥판의상세를제시하여교량건설시고소작업에따른추락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프리캐스트 반바닥판 사용에 따른 이

음부를 최소화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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