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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 설치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건축물 기초 터파기중 빈번하게 발생되는 흙막이

토류벽의 토압에 의한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 설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지중에 다수개의 강재 말뚝이 입설되고, 그 강재 말뚝의 사이에 다수개의 목재판이 수평으로 삽입설치되어 토

압 밀림 방향에 저항하는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에 있어서, 상기 목재판에는 2개 1조로 보강대 1과 보강대 2의 수평판

이 밀착되는 이중 보강대가 강재 말뚝에 다수개 삽입설치되어 외부 토압에 대항하도록 흙막이 토류벽이 형성되는 한편, 상

기 보강대 1,2는 수직판의 일측에 삼각형 형상의 보강재가 용접되고 그 수직판과 보강재의 하부면에 수평판이 일체로 용

접되고, 수직판에 형성된 체결홀을 통해 결속 나사가 보강대 1,2를 목재판에 고정시키며, 한편 수평판의 체결홀에 체결 볼

트가 관통되어 너트로 고정되는 이중 보강대가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 설치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흙막이 토류벽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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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흙막이 토류벽이 설치된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흙막이 토류벽의 분해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흙막이 토류벽의 이중 결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0: 강재 말뚝 310: 목재판

  350,380: 보강대1,2 360: 결속 나사

  370: 체결 볼트 400: 이중 보강대

  500: 흙막이 토류벽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건축물 기초 터파기중 빈번하게 발생되는 흙막이

토류벽의 토압에 의한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 설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 토공사를 시행하는 때는, 강재 말뚝에 목재판을 설치한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된다.

  상기 강재 말뚝이 다수개 입설되면 그 강재 말뚝의 사이에 목재판을 삽입설치하여 흙막이 가시설인 토류벽을 설치하여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게 된다.

  그러나, 도 1에서 알 수 있듯이, 강재 말뚝(10)의 사이에 삽입된 목재판(30)은, 토사(S)의 압력에 의해 길이방향의 중간부

가 절단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상기 목재판(30)은 토사(S)에 의한 토압이 발생되면 길이방향의 중간부가 절단되는 단점을 갖는 바, 토사의 밀도가

높거나 측면에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그 가시설 구조물이 측면에서 전해지는 토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흙막이 시설물의 붕괴는 곧 대형의 참사로 이어지는 바,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강 시설물

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건축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해 터파기를 하는 경우 설치되는 흙막이

토류벽을 설치시, 토사의 압력에 의해 길이방향 중간부가 절단되지 않도록 목재판의 이음부에 이중 보강대를 설치하여 목

재판의 구부러짐 또는 절단되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이중 보강대의 설치로 인해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어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 설치 방법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술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발명은, 지중에 다수개의 강재 말뚝이 입설되고, 그 강재 말뚝의 사이에 다수개의

목재판이 수평으로 삽입설치되어 토압 밀림 방향에 저항하는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에 있어서, 상기 목재판에는 2개

1조로 보강대 1과 보강대 2의 수평판이 밀착되는 이중 보강대가 강재 말뚝에 다수개 삽입설치되어 외부 토압에 대항하도

록 흙막이 토류벽이 형성되는 한편, 상기 보강대 1,2는 수직판의 일측에 삼각형 형상의 보강재가 용접되고 그 수직판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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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의 하부면에 수평판이 일체로 용접되고, 수직판에 형성된 체결홀을 통해 결속 나사가 보강대 1,2를 목재판에 고정시

키며, 한편 수평판의 체결홀에 체결 볼트가 관통되어 너트로 고정되는 이중 보강대가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 설치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구성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흙막이 토류벽이 설치된 사시도로서, 강재 말뚝(300)이 다수개 입설된 사이에는 목재판(310)이 삽입설

치되고, 상기 목재판(310)에는 전방에 2개 1조로 폭이 좁게 형성된 이중 보강대(400)가 목재판(310)의 이음부에 밀착되

도록 삽입설치하여 결속 나사와 체결 볼트로 체결하여 흙막이 토류벽(500)을 구성하게 된다.

  즉, 상기 흙막이 토류벽(500)은, 목재판(310)의 폭 보다 좁고 길이가 동일한 이중 보강대(400)가 설치되어 토사의 압력

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설치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흙막이 토류벽의 분해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흙막이 토류벽의 이중 결속되는 상

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목재판(310)에는 다수개의 체결홀(314)이 수평방향으로 형성되고, 그 체결홀(314)이 형성된 길이방향 양측에 수직

하게 체결홀(314)이 형성된다.

  또한, 상기 목재판(310)에는 전방에 보강대 1(350)이 결합되고, 다른 목재판에도 보강대 2(380)가 결합되는 한편, 상기

각각의 목재판(310)이 밀착되는 이음부에 보강대 1(350)과 보강대 2(380)가 밀착되게 고정된다.

  상기 보강대 1,2(350)(380)는,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는 2개 1조가 이중 보강대(400)를 구성시키는 한편, 상기 보강대

1,2(350)(380)는, 수직판(352)의 일측면에 폭이 동일한 삼각형 형태의 보강재(356)가 용접되고, 수직판(352)과 보강재

(356)의 모서리면에 수평판(358)이 용접되어 형성된다.

  상기 보강대 1,2는 동일한 형태이므로 하기에서 보강대 1(350)을 기준으로 그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보강대 1(350)은, 수직판(352)과 보강재(356)가 용접된 길이방향의 중간부마다 각각 체결홀(354)이 형성되어 결속

나사(360)로 목재판(310)에 고정되게 되고, 상기 보강대 1(350)에는 수직판(352)과 보강재(356)에 용접되는 수평판

(358)이 형성되며, 상기 수평판(358)의 길이방향 중간부마다 형성된 체결홀(354)에는 체결 볼트(370)와 너트(374)가 체

결되어 다른 보강대 2(380)가 고정된다.

  상기 보강대 1(350)과 보강대 2(380)는, 수평판(358)이 상호 밀착되도록 형성되어 각각의 목재판(310)에 결속 나사

(360)와 체결 볼트(370)로 고정되어 이중 보강대(400)를 구성시켜 흙막이 토류벽(500)에 다수개가 수직방향으로 설치되

게 된다.

  상술한 설명과 같이, 상기 흙막이 토류벽(500)은, 다수개의 이중 보강대(400)가 강재 말뚝(300)의 수직방향에 다수개가

밀착되어 설치되므로 토사의 압력에 의한 외부힘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게 되므로, 종래와 같이, 목재판(310)의 중앙

이 구부러지거 절단되는 문제에 따른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기 이중 보강대(400)는, 보강대 1(350)과 보강대 2(380)가 각각 목재판(310)의 이음부에 수평판(358)이 밀착되

도록 설치되는 관계로, 토압에 의한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를 방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흙막이 가시설은, 건축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해 터파기를 하는 경우 설치되는 흙막이 토류벽을 설치시, 토사

의 압력에 의해 길이방향 중간부가 절단되지 않도록 목재판의 이음부에 이중 보강대를 설치하여 목재판의 구부러짐 또는

절단되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이중 보강대의 설치로 인해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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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지중에 다수개의 강재 말뚝이 입설되고, 그 강재 말뚝의 사이에 다수개의 목재판이 수평으로 삽입설치되며, 보강재가 형

성된 이중 보강대가 설치되어 토압 밀림 방향에 저항하는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에 있어서,

  상기 목재판(310)에는 2개 1조로 보강대 1(350)과 보강대 2(380)의 수평판이 밀착되는 이중 보강대(400)가 강재 말뚝

(300)에 다수개 삽입설치되어 흙막이 토류벽(500)이 형성되는 한편,

  상기 보강대 1,2(350)(380)는 수직판(252)의 일측에 삼각형 형상의 보강재(356)가 용접되고 그 수직판(352)과 보강재

(356)의 하부면에 수평판(358)이 일체로 용접되며, 그 수직판(352)에 형성된 체결홀(354)을 통해 결속 나사(360)가 보강

대 1,2(350)(380)를 목재판(310)에 고정시키며,

  한편 수평판(358)의 체결홀(354)에 체결 볼트(370)가 체결되어 너트(374)로 고정되는 이중 보강대(400)가 설치됨을 특

징으로 하는 건축물 기초 흙막이 토류벽 설치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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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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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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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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