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E01D 2/00 (2006.01)

     E01D 21/00 (2006.01)

     E04C 3/12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87902

2007년08월29일

(21) 출원번호 10-2006-0008929

(22) 출원일자 2006년01월27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1월27일

(71) 출원인 노윤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현대홈타운 1105동404호

노옥근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 초원아파트 611동 501호

노실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 34블럭 꽃메마을 현대홈타운 441동 904호

(72) 발명자 노윤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현대홈타운 1105동404호

노실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 34블럭 꽃메마을 현대홈타운

441동 904호

노옥근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 초원아파트 611동 501호

(74) 대리인 주종호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이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도로교, 보도교, 동물이동통로등과 같은 소규모 교량에 적용할 수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접합한 강합성목재세

그먼트부재를 상호 연결하거나 힌지로 상호 연결하여 미관이 수려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시공이 간편한 강합성목재교량

을 설치하는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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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강재와 방부처리된 목재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부재를 양측

에 설치된 교대교각부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를 설치하고, 상기 제작된 세그먼트부재를 연결하기 위하여 세그먼트부

재연결부를 형성하면서 상호연결하여 강합성목재아치리브를 설치하되, 상기 교대교각부에는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일측단부와 교대교각부에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를 형성하여 힌지연결되도록 하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축방향에 축

력을 조절하도록 하고,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중앙부에는 강합성목재아치리브가 상호 힌지연결되도록 하면서 강합

성목재아치리브의 축방향에 축력이 조절되도록 하는 아치크라운부힌지연결부를 형성하고,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와 강

합성목재거더를 상하로 연결하도록 하는 행거를 일정한 간격마다 연결설치하여 강합성목재아치교를 설치하는 것에 특징

이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청구항 2.

다양한 형태의 강재와 방부처리된 목재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세그먼트부

재를 세그먼트부재연결부를 형성하여 일정한 길이가되도록 한 후에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

더인 강합성목재하현재를 설치하고, 상기 강합성목재거더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강재인 수직재와 사재를 연결배치하고,

그 위에 세그먼트부재연결부를 형성하면서 상기 사재와 수직재의 상부를 연결하도록 하는 강합성목재상현재를 연결설치

하여 전체적으로 트러스형상이 되도록 설치한 강합성목재트러스교인 것에 특징이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

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청구항 3.

다양한 형태의 강재와 방부처리된 목재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세그먼트부

재를 세그먼트부재연결부를 형성하여 일정한 길이가되도록 한 후에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

더를 설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교를 설치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

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는 강재와 강재의 사이에 목재를 강결연결한 것이거나, 또는 목재와 목재의 사이에 강재를

강결연결하도록 한 것이거나, 또는 목재의 하부에 강재를 강결연결한 것이거나, 또는 강재의 하부에 목재를 강결연결한 것

에 특징이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강재의 형태는 판형태의 판형강재이거나, 또는 I형태의 I형강재이거나, 또는 형태의 형강재이거나, 또는 ㄱ형태의

ㄱ형강재이거나, 또는 관형태의 강관인 것에 특징이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한 환

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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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재의 다양한 형태의 강재중 홈부가 형성된 부분에는 경량의 충전재로 충전하도록 하여 홈으로 인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

목재교량시공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의 축력조정장치는 교대교각부에 철판을 부착하고,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일측단부에 캡부로

씌어고정하도록 한 다음, 상기 교대교각부의 철판과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캡부에 각각 축력조정볼트지지구를 일정한 간

격을 두고 한쌍으로 용접부착하고, 상기 양측에 설치된 축력조정볼트지지구에 몸체외부에 나사산이 형성된 축력조정볼트

를 삽입조립하되 중앙부에서 상기 축력조정볼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호 마주보고 설치되도록 하고, 상기 중앙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설치된 축력조정볼트에 손잡이가 설치된 축력조정너트가 체결되도록 한 것이며,

힌지장치는 상기 상하에 한쌍으로 설치된 축력조정장치의 중간부분에 교대교각부의 철판과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캡부에

각각 사다리꼴의 지지대를 설치하되, 상기 지지대의 상부의 일정부분이 상호 겹쳐지도록 하는 지지대교차부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에 원형공이 관통형성되도록 하여, 상기 관통된 원형공에 핀을 삽입하여 힌지역할을 하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아치크라운부힌지연결부의 축력조정정치는 양측에 설치된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일측단부에 캡부로 씌어고정하도

록 한 다음, 상기 캡부에 각각 축력조정볼트지지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쌍으로 용접부착하고, 상기 양측에 설치된 축

력조정볼트지지구에 몸체외부에 나사산이 형성된 축력조정볼트를 삽입조립하되, 중앙부에서 상기 축력조정볼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호 마주보고 설치되도록 하고, 상기 중앙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설치된 축력조정볼트에 손잡

이가 설치된 축력조정너트가 체결되도록 한 것이며,

힌지장치는 상기 상하에 한쌍으로 설치된 축력조정장치의 중간부분의 양측에 설치된 상기 캡부에 각각 사다리꼴의 지지대

를 설치하되, 상기 지지대의 상부의 일정부분이 상호 겹쳐지도록 하는 지지대교차부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

에 원형공이 관통형성되도록 하여, 상기 관통된 원형공에 핀을 삽입하여 힌지역할을 하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는 강재와

목재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3항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강합성목재거더의 강재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쌍으로 설치된 정착구에 PS 강선을 연결한 다음 긴장력을 도입하여

정착구에 상기 PS 강선을 정착하여 강합성목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잇는 강재와 목재를 강

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강합성목재교량시공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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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도로교, 보도교, 동물이동통로등과 같이 큰 하중이 작용되지 않는 소규모 교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

의 강재와 목재를 상하로 강결접합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아치교 또는 트러스교 또는 거더교에 설치하기 위하여 상

기 제작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상호 연결하거나 힌지로 상호 연결하여 강합성목재교량으로 설치하는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여 아치교를 설치하는 경우,

강재와 목재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부재를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에 거

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를 설치하고, 상기 제작된 목재세그먼트부재를 연결하기 위하여 세그먼트부재연결부를 형성하면서

상호연결하여 강합성목재아치리브를 설치하되, 상기 교대교각부에는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일측단부와 교대교각부

에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를 형성하여 힌지연결되도록 하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축방향에 축력을 조절하도록 하고,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중앙부에는 강합성목재아치리브가 상호 힌지연결되도록 하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의 축방

향에 축력이 조절되도록 하는 아치크라운부힌지연결부를 형성하고,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와 강합성목재거더를 상하로

연결하도록 하는 행거를 일정한 간격마다 연결설치하여 강합성목재아치교를 설치하는 것이며,

상기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여 트러스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강재와 목재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세그먼트부재를 세그먼트부재연결부를

형성하여 일정한 길이가되도록 한 후에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를 설치하고, 상기 강합성목

재거더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직재와 사재를 연결배치하고, 그 위에 세그먼트부재연결부를 형성하면서 상기 사재와

수직재의 상부를 연결하도록 하는 강합성목재상현재를 연결설치하여 전체적으로 트러스형상이 되도록 설치한 강합성목재

트러스교를 설치하는 것이며,

상기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여 거더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강재와 목재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세그먼트부재를 세그먼트부재연결부를

형성하여 일정한 길이가되도록 한 후에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를 설치하여 강합성목재거

더교를 설치하는 것이다.

상기 목재와 일체화 연결되는 강재의 형태는 다양한 형상을 가진 것을 이용하도록 하며, 목재와 강재의 연결하는 위치는

목재를 사이에 두고 강재로 상하에서 일체연결하던지, 목재의 상부 또는 하부에 강재를 설치하던지하는 방법으로 제작하

는 것이며, 목재를 대신하여 고강도복합섬유소재로 제작한 자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목재와 강재로 구성된 거더에서 강재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착구를 설치하고 PS 강선을 상기 정착구에 상호 연결

하도록 한 다음 긴장력을 도입한 후에 정착구에 PS 강선을 고정정착하도록 하여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도록 하는 교량을

설치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목재와 강재를 강결연결하여 제작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여 강합성목재교량인 강합성목재

아치교, 강합성목재트러스교 및 강합성 목재거더교를 설치하여 큰 하중이 작용되지 않는 도로교 또는 보도교 및 동물이동

로의 교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멘트에 의한 물작업등을 하지 않고 간단한 조립작업을 통하여 신속하게 교량을 가설

할 수 있으며, 목재의 부드러운 질감등으로 인하여 상기 교량이 설치되는 도시를 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러럽게 도시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적이면서 신속한 교량시공을 인한 공사비의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교량시공방법을 제공하

고자 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하중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교량을 설치하거나 철골로만 이루어진 교량을 설치하

도록 하므로서 공사기간의 장기화 및 철골재로 만 이루어진 교량으로 인하여 도시분위기가 딱딱해지는 느낌과 철골재로

인한 자재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재와 강재를 강결연결하여 제작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

여 강합성목재교량인 강합성목재아치교, 강합성목재트러스교 및 강합성목재 거더교를 설치하여 큰 하중이 작용되지 않는

도로교 또는 보도교 및 동물이동로의 교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멘트에 의한 물작업등을 하지 않고 간단한 조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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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신속하게 교량을 가설할 수 있으며, 목재의 부드러운 질감등으로 인하여 상기 교량이 설치되는 도시를 자연스러

우면서 부드러럽게 도시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적이면서 신속한 교량시공을 인한 공사비의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교량시공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의 강재(51)와 부식되지 않도록 방부처리된 목재(57)를 상하로 강결접합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

재(50)를 상호 연결하거나 힌지로 상호 연결하여 강합성목재교량(10)인 강합성목재아치교(20) 또는 강합성목재트러스교

(30) 또는 강합성목재거더교(40)를 설치하는 시공방법이다.

상기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이용하여 아치교를 설치하는 경우,

강재(51)와 목재(57)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부재(50)를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11)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41)를 설치하고, 상기 제작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연결하기 위하

여 세그먼트부재연결부(90)를 형성하면서 상호연결하여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를 설치하되, 상기 교대교각부(11)에는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일측단부와 교대교각부(11)에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80)를 형성하여 힌지연결되도록 하

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방향에 축력을 조절하도록 하고,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중앙부에는 강합성목

재아치리브(60)가 상호 힌지연결되도록 하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방향에 축력이 조절되도록 하는 아치크라운

부힌지연결부(70)를 형성하고,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와 강합성목재거더(41)를 상하로 연결하도록 하는 행거(21)

를 일정한 간격마다 연결설치하여 강합성목재아치교(20)를 설치하는 것이며,

상기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여 트러스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강재(51)와 목재(57)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

(50)를 세그먼트부재연결부(90)를 형성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 후에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11)에 거치하여 강

합성목재거더(41)를 설치하고, 상기 강합성목재거더(41)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직재(34)와 사재(32)를 연결배치하고,

그 위에 세그먼트부재연결부(90)를 형성하면서 상기 사재(32)와 수직재(34)의 상부를 연결하도록 하는 강합성목재상현재

(31)를 연결설치하여 전체적으로 트러스형상이 되도록 설치한 강합성목재트러스교(30)를 설치하는 것이며,

상기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여 거더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강재(51)와 목재(57)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

(50)를 세그먼트부재연결부(90)를 형성하여 일정한 길이가되도록 한 후에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11)에 거치하여 강

합성목재거더(41)를 설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교(40)를 설치하는 것이다.

상기 목재(57)와 일체화 연결되는 강재(51)의 형태는 다양한 형상을 가진 것을 이용하도록 하며, 목재(57)와 강재(51)의

연결하는 위치는 목재(57)를 사이에 두고 강재(51)로 상하에서 일체연결하던지, 목재(57)의 상부 또는 하부에 강재(51)를

설치하던지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이며, 목재(57)를 대신하여 고강도복합섬유소재로 제작한 자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목재(57)와 강재(51)로 구성된 거더(41)에서 강재(51)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착구(42)를 설치하고 PS 강선(43)을

상기 정착구(42)에 상호 연결하도록 한 다음 긴장력을 도입한 후에 정착구(42)에 PS 강선(43)을 고정정착하도록 하여 프

리스트레스가 도입되도록 하는 교량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하,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을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강합성 목재교량인 강합성 목재아치교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강재(51)와 방부처리된

목재(57)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부재(50)를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

부(11)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41)를 설치하고, 상기 제작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연결하기 위하여 세그먼

트부재연결부(90)를 형성하면서 상호연결하여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를 설치하되, 상기 교대교각부(11)에는 상기 강합

성목재아치리브(60)의 일측단부와 교대교각부(11) 사이에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80)를 형성하여 힌지연결되도록 하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방향에 축력을 조절하도록 하고,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중앙부에는 강합성목재아

치리브(60)가 상호 힌지연결되도록 하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방향에 축력이 조절되도록 하는 아치크라운부힌

지연결부(70)를 형성하고,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와 강합성목재거더(41)를 상하로 연결하도록 하는 행거(21)를 일

정한 간격마다 연결설치하여 강합성목재아치교(20)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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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강합성 목재교량인 강합성 목재트러스교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강재(51)와 방부처리된

목재(57)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세그

먼트부재연결부(90)를 형성하여 일정한 길이가되도록 한 후에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11)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

(41)인 강합성목재하현재(33)를 설치하고, 상기 강합성목재거더(41)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직재(34)와 사재(32)를 연

결배치하고, 그 위에 세그먼트부재연결부(90)를 형성하면서 상기 사재(32)와 수직재(34)의 상부를 연결하도록 하는 강합

성목재상현재(31)를 연결설치하여 전체적으로 트러스형상이 되도록 설치한 강합성목재트러스교(30)를 설치하는 것이다.

상기 수직재와 사재는 강재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상현재와 거더인 하현재는 강합성 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여 교량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강합성 목재교량인 강합성 목재거더교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강재(51)와 방부처리된

목재(57)를 상호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제작하고, 상기 제작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를 세그

먼트부재연결부(90)를 형성하여 일정한 길이가되도록 한 후에 양측에 설치된 교대교각부(11)에 거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

(41)를 설치하여 강합성목재거더교(40)를 설치하는 것이다.

도 4((a)(b)(c)(d)는 본 발명의 강합성 목재세그먼트부재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도 (a)는 강재(51)와 강재(51)의 사이에

목재(57)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이거나, 도 (b)는 목재(57)와 목재(57)의 사이에 강재(51)를 강결연결

하도록 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이거나, 도 (c)는 목재(57)의 하부에 강재(51)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

부재(50)이거나, 도 (d)는 강재(51)의 하부에 목재(57)를 강결연결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이다.

목재(57)와 강재(51)를 앵커볼트로 상호강결연결하도록 하여 하중작용시 목재와 강재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작용하중에 대하여 일체로 거동하여 작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 목재(57)와 강재(51)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목재(57)의 경우 방부처리를 한 것이며, 강재(51)는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한 처리를 한 것을 이용한다.

도 5(a)(b)(c)(d)(e)는 본 발명의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에 사용된 강재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상기 도

4의 목재(57)와 일체화 강결연결된 강재(51)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 (a)는 판형태의 판형강재(52)를 이용하여 목재(57)의 상부 또는 하부 또는 상하부에 각각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 (b)는 I형태의 I형강재(53)를 이용하여 목재(57)의 상부 또는 하부 또는 상하부에 상기 I형강재(53)의 상하부플랜지를

밀착시켜 앵커볼트로 강결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 (c)는 형태의 형강재(54)를 이용하여 목재(57)의 상부 또는 하부 또는 상하부에 각각 강결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 (d)는 ㄱ형태의 ㄱ형강재(55)를 이용하여 목재(57)의 상부 또는 하부 또는 상하부에 각각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 (e)는 관형태의 강관(56)을 이용하여 목재(57)의 상부 또는 하부 또는 상하부에 각각 연결하도록 하되 목재(57)와 강관

(56)이 연결되어 형성되는 홈내에는 길이 방향으로 쐐기형상의 부재(미도시)를 삽입하고 강관과 용접부착하도록 하여 목

재와 강관이 밀착되어 구조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틈새에 우수등이 침투되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다양한 강재의 형태로 인하여 홈이 형성되는 부분, 즉 관형태의 관내부 또는 형태의 강재의 오목한 홈내부에 경

량의 충전재로 충전하도록 하여 홈으로 인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면서 우수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물질이 홈부내에 적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강합성목재아치교의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를

2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측의 교대교각부(11)와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를 연결시켜주는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

(80)와,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중앙에서 상기 아치리브(60)와 아치리브(60)를 상호 연결하도록 하는 아치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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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힌지연결부(70)를 각각 형성하여 3개의 힌지연결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상기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80)와 아치크라

운부힌지연결부(70)에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방향의 축력을 보정하도록 하는 축력조정장치(100)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80)를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80)중 축력조정장치(100)는 교대교각부(11)에 철판(102)을 부착하고, 강합성목재아치리브

(60)의 일측단부에 캡부(101)로 씌어고정하도록 한 다음, 상기 교대교각부(11)의 철판(102)과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캡부(101)에 각각 축력조정볼트지지구(104)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쌍으로 용접부착하고, 상기 양측에 설치된 축력조정

볼트지지구(104)에 몸체외부에 나사산(107)이 형성된 축력조정볼트(105)를 삽입조립하되 중앙부에서 상기 축력조정볼트

(105)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호 마주보고 설치되도록 하고, 상기 중앙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설치된 축력

조정볼트에 손잡이가 설치된 축력조정너트(103)가 체결되도록 한 것이며,

힌지장치(110)는 상기 상하에 한쌍으로 설치된 축력조정장치(100)의 중간부분에 교대교각부(11)의 철판(102)과 강합성

목재아치리브(60)의 캡부(101)에 각각 사다리꼴의 지지대(112)를 설치하되, 상기 지지대(112)의 상부의 일정부분이 상호

겹쳐지도록 하는 지지대교차부(113)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에 원형공이 관통형성되도록 하여, 상기 관통된

원형공에 핀(111)을 삽입하여 힌지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교대교각부 힌지연결부의 축력조정장치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상기 축력조정장치(100)는 교

대교각부(11)에 철판(102)을 부착하고,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일측단부에 캡부(101)로 씌어고정하도록 한 다음, 상

기 교대교각부(11)의 철판(102)과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캡부(101)에 각각 축력조정볼트지지구(104)를 일정한 간격

을 두고 한쌍으로 용접부착하고, 상기 양측에 설치된 축력조정볼트지지구(104)에 몸체외부에 나사산(107)이 형성된 축력

조정볼트(105)를 삽입조립하되 중앙부에서 상기 축력조정볼트(105)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호 마주보고 설치되도록 하

고, 상기 중앙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설치된 축력조정볼트(105)에 손잡이(106)가 설치된 축력조정너트

(103)가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

상기 축력조정너트(103)에 형성된 손잡이(106)를 돌리면 상기 축력조정너트(103)가 상기 출력조정볼트(105)의 외부몸체

에 형성된 나사산(107)에 의하여 조여졌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를 풀거나 조이거나 하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력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기의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가 외부온도에 의하여 신축

되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을 상기의 축력조정장치(100)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력을 조정하도록 하여 교

량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강합성목재아치교의 아치크라운부힌지연결부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

를 2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측의 교대교각부(11)와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를 연결시켜주는 교대교각부힌지연

결부(80)와,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중앙에 상기 아치리브(60)와 아치리브(60)를 상호 연결하도록 하는 아치크라

운부 힌지연결부(70)를 각각 형성하여 3개의 힌지연결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중앙에 형성된 아치크라운부힌지연결부

(70)를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 아치크라운부힌지연결부(70)중 축력조정정치(100)는 양측에 설치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일측단부에 캡부

(101)로 씌어고정하도록 한 다음, 상기 캡부(101)에 각각 축력조정볼트지지구(104)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쌍으로 용접

부착하고, 상기 양측에 설치된 축력조정볼트지지구(104)에 몸체외부에 나사산(107)이 형성된 축력조정볼트(105)를 삽입

조립하되, 중앙부에서 상기 축력조정볼트(105)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호 마주보고 설치되도록 하고, 상기 중앙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설치된 축력조정볼트(105)에 손잡이(106)가 설치된 축력조정너트(103)가 체결되도록 한 것

이며,

힌지장치(110)는 상기 상하에 한쌍으로 설치된 축력조정장치(100)의 중간부분의 양측에 설치된 상기 캡부(101)에 각각

사다리꼴의 지지대(112)를 설치하되, 상기 지지대(112)의 상부의 일정부분이 상호 겹쳐지도록 하는 지지대교차부(113)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에 원형공이 관통형성되도록 하여, 상기 관통된 원형공에 핀(111)을 삽입하여 힌지역할

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아치크라운부 힌지연결부의 축력조정장치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상기 축력조정장치(100)는

양측에 설치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일측단부에 캡부(101)로 씌어고정하도록 한 다음,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

(60)의 캡부(101)에 각각 축력조정볼트지지구(104)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쌍으로 용접부착하고, 상기 양측에 설치된 축

력조정볼트지지구(104)에 몸체외부에 나사산(107)이 형성된 축력조정볼트(105)를 삽입조립하되 중앙부에서 상기 축력조

정볼트(105)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호 마주보고 설치되도록 하고, 상기 중앙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설치

된 축력조정볼트(105)에 손잡이(106)가 설치된 축력조정너트(103)가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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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축력조정너트(103)에 형성된 손잡이(106)를 돌리면 상기 축력조정너트(103)가 상기 축력조정볼트(105)의 외부몸체

에 형성된 나사산(107)에 의하여 조여졌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상기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를 풀거나 조이거나 하면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력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기의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가 외부온도에 의하여 신축

으로 인하여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을 상기의 축력조정장치(100)로 강합성목재아치리브(60)의 축력을 조정하도록

하여 교량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강합성목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착구에 PS 강선을

정착한 것을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50)의 강재(51)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쌍으로 설치된 정착

구(42)에 PS 강선(43)을 연결한 다음 긴장력을 도입하여 정착구(42)에 상기 PS 강선(43)을 정착하여 강합성목재거더(41)

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도록 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강합성목재거더(41)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면 구조적으로 보다 강한 교량을 구축할 수 있어 안정성이 강화

되도록 하면서, 상기 설치된 교량이 노후화되어 내하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기 정착구에 정착된 PS 강선을 재

긴장하고 정착하면 상기 강합성목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간단히 내하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지관

리적인 측면에서 설치한 장치인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목재와 강재를 강결연결하여 제작한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이용하여 강합성목재교량인 강합성목재아치교,

강합성목재트러스교 및 강합성 목재거더교를 설치하여 큰 하중이 작용되지 않는 도로교 또는 보도교 및 동물이동로의 교

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멘트에 의한 물작업등을 하지 않고 간단한 조립작업을 통하여 신속하게 교량을 가설할 수

있으며, 목재의 부드러운 질감등으로 인하여 상기 교량이 설치되는 도시를 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러럽게 도시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적이면서 신속한 교량시공을 인한 공사비의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이면서 미적감각이 살이

있는 환경친화적인 교량시공방법인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강합성 목재교량인 강합성 목재아치교를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강합성 목재교량인 강합성 목재트러스교를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강합성 목재교량인 강합성 목재거더교를 보여주는 도면.

도 4(a)(b)(c)(d)는 본 발명의 강합성 목재세그먼트부재를 보여주는 도면.

도 5(a)(b)(c)(d)(e)는 본 발명의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에 사용된 강재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강합성목재아치교의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교대교각부 힌지연결부의 축력조절장치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강합성목재아치교의 아치크라운부힌지연결부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아치크라운부 힌지연결부의 축력조절장치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를 강합성목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착구에 PS 강선을

정착한 것을 보여주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강합성 목재교량 11 : 교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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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강합성목재아치교 21 : 행거

30 : 강합성목재트러스교 31 : 강합성 목재상현재

32 : 사재 33 : 강합성 목재하현재

33 : 수직재

40 : 강합성 목재거더교 41 : 강합성 목재거더

42 : 정착구 43 : PS 강선

50 : 강합성목재세그먼트부재 51 : 강재

52 : 판형강재 53 : I형강재

54 : ㄷ형강재 55 : ㄱ형강재

56 : 강관 57 : 목재

60 : 강합성목재아치리브

70 : 아치크라운부 힌지연결부

80 : 교대교각부힌지연결부

90 : 세그먼트부재연결부

100 : 축력조정장치 101 : 캡부

102 : 철판 103 : 축력조정너트

104 : 축력조정볼트지지구 105 : 축력조정볼트

106 : 손잡이 107 : 나사산

110 : 힌지장치 111 : 핀

112 : 지지대 113 : 지지대교차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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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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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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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d

도면5a

도면5b

도면5c

공개특허 10-2007-0087902

- 12 -



도면5d

도면5e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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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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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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