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E04G 11/20 (2006.01)

     E04G 11/22 (2006.01)

     E04G 11/2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8월06일

10-0746552

2007년07월31일

(21) 출원번호 10-2007-0022036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7년03월06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7년03월06일

(73) 특허권자 (주)세건이엔지

경기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17-10

(72) 발명자 김현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41

(74) 대리인 류명현

우광제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7004035 A

JP10077736 A

KR1020060087480 A

KR200241872 Y1

KR2019970002839 Y1

JP08144514 A

KR100647977 B1

KR1020060087481 A

KR200331403 Y1

심사관 : 이영민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벽면 상승유니트

(57) 요약

본 발명은 벽면 상승유니트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초콘크리트를 치고부터 바로 이 상승유니트를 통해 자력으로 벽을 타고

상승할 수 있게 형성하여 이 상승유니트의 힘을 빌어 철재폼 및 기타 건축 자재를 층별로 상승시켜 건축을 보다 편하게 하

기 위한 벽면 상승유니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아주 스크류가 회전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벽면 상승유니트를 상승시켜 스스로 타설된 건축물의 콘크리

트 벽면을 타고 상승하며 철재폼을 형성할 수 있게 제작되었기에 시공방법이 편하고 견고한 콘크리트 벽면 시공에 유용하

다.

대표도

도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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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건축물의 폼을 상승시키는 그 상승유니트에 있어서,

콘크리트에 엥커볼트(11)를 통해 결합되는 체결프렌지(12)와 그 체결플렌지(12)에 체결되는 지지빔(10)과;

상기 지지빔(10)의 전면으로 볼트 체결되어 수직으로 높게 선 상승빔(15)과;

상기 상승빔(15)을 둘러 감싸며 철재폼(18)과 견고하게 체결되는 상, 하부승강박스(30, 40)와;

상기 상승빔(15) 내부에 비치되어 상기 하부승강박스(40)를 상하 연동시킴으로 철재폼을 승하강시키는 폼승강수단(70)

과;

상기 상, 하부승강박스(30, 40)의 전면에 체결되어 건축물의 일측면 거프집으로 활용되는 소망하는 넓이로 변형 가능한 철

재폼(18)이; 결합하되, 상기 철재폼(18)의 좌우양단에 별도의 상승빔(15)과 지지빔(10)을 일체된 상태로 각각 세우고, 이

들을 상기 좌우 쌍으로 구비되는 상, 하부승강박스(30, 40)를 통해 철재폼(18)과 체결하여 상기 폼승강수단(70)의 작동을

통해 철재폼(18)을 상승시키고, 다음으로 빔을 상승시켜 소망하는 높이까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면

상승유니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승빔(15)을 둘러 감싸며 철재폼(18)과 견고하게 체결되는 상부승강박스(30)는,

금속판의 결합으로 측면의 가이드패널(31) 전면에 위치하는 폼체결블럭(37)과;

내부에 공간부(38)를 갖는 상태로 마련되는 금속판의 결합인 몸체(33)와;

상기 몸체(33) 내부에 수평방향으로 비치되어 상승빔(15)을 안내하는 가이드롤(39)이; 결합하여 상승되는 철재폼(18)과

함께 상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면 상승유니트.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승빔(15)을 둘러 감싸며 철재폼(18)과 견고하게 체결되는 하부승강박스(40)는,

금속판의 결합으로 측면의 가이드패널(41) 전면에 위치하는 폼체결블럭(47)과;

내부에 공간부(48)를 갖는 상태로 마련되는 금속판의 결합인 몸체(43)와;

상기 몸체(43) 내부에 수평방향으로 비치되어 상승빔(15)을 안내하는 다수의 가이드롤(49)과;

상기 몸체(43) 내부에서 몸체(43)와 일체로 체결되어 관통한 수직 나사산 스크류(61)가 스크류 결합되는 승하강너트(62)

가; 서로 결합하여 상기 승하강너트(62)가 수직 나사산 스크류(61)의 회전으로 상승하면 일체로 결합된 철재폼(18)과 함께

상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면 상승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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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폼승강수단(70)은,

감속기(71)가 부착된 회전모터(72)와;

상기 감속기축과 체인(73)을 통해 연결되는 장형의 수직 나사산 스크류(61)와;

상기 수직 나사산 스크류(61)가 끼워져 스크류 결합되는 승하강너트(62)가 체결된 하부승강박스(40)가; 서로 결합하여 상

기 회전모터(72)의 회전을 통해 스크류(61)를 회전시키고, 상기 수직 나사산 스크류(61)의 회전이 승하강너트(62)가 고정

된 하부승강박스(40)를 상승시켜, 상기 하부승강박스(40)가 결합된 철재폼(18)도 함께 승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

면 상승유니트.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벽면 상승유니트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초콘크리트를 치고부터 바로 이 상승유니트를 통해 자력으로 벽을 타고

상승할 수 있게 형성하여 이 상승유니트의 힘을 빌어 철재폼 및 기타 건축 자재를 층별로 상승시켜 건축을 보다 편하게 하

기 위한 벽면 상승유니트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외벽을 축조해야만 한다. 그런데 종래 이러한 외벽을 축조하는 방식은 다수의 폼

을 조립하여 거푸집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콘크리트몰탈을 부어 양생시키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거푸

집 공법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일이 조립하여 하나의 벽면을 치기 위한 벽체 거푸집을 형성하는 것을 배제하고 요즘은 통

째로 거푸집을 설치하여 벽면을 양생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법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곳은 아파트나 교

각 및 큰 구조물을 형성하는 토목공사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동인한 형태의 벽면이 2층 3층 계속해서 상승하며 외벽을 쳐

야만 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러한 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상기 큰 폼을 상승시키는 크레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즉, 이러한 종래

기술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공정을 토대로 상세히 설명한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으로 축조되는 경우가 많

다. 그런데 외벽의 경우 1층의 형상이나 2층의 형상 및 그 상층의 형상이 모두 동일하고 그 크기가 같은 경우가 많다. 따라

서 1층에서 사용된 폼이 바로 2층으로 상승하여 다시 거푸집으로 형성되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층이 축조되고 또

하나의 층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폼을 상승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폼은 그 크기가 상당하고, 견고함을 부

여하기 위해 요즘은 금속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무게가 약 2-4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

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폼을 상승시키기 위한 타워크레인의 경우 그 무게를 들을 있는 용량이 한정된 상태이다. 나

아가 만일 상승 중에 거센 바람이 불게 되면 그 타워크레인이 버텨야만 하는 부하는 더욱 커진다. 또한 20층이나 30층의

아파트가 건축되는 현장이 많은 요즈음 고공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커다란 부피의 폼이 날리게 되면 이는 아주 큰 문제점

을 양산할 수 있다.

실례로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폼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경우도 발생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제의 축조 공정은 개발될 필요성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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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한 본 발명은 벽면 상승유니트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초콘크리트를 치고부터 바로 이 상승유니트를

통해 자력으로 벽을 타고 상승할 수 있게 형성하여 이 상승유니트의 힘을 빌어 철재폼 및 기타 건축자제를 츰별로 상승시

켜 건축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한 벽면 상승유니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건축물의 폼을 상승시키는 그 상승유니트에 있어서, 콘크리트에 엥커볼트를 통해 결합되는 체결프렌지

와 그 체결플렌지에 체결되는 지지빔과; 상기 지지빔의 전면으로 볼트 체결되어 수직으로 높게 선 상승빔과; 상기 상승빔

을 둘러 감싸며 철재폼과 견고하게 체결되는 상, 하부승강박스와; 상기 상승빔 내부에 비치되어 상기 하부승강박스를 상하

연동시킴으로 철재폼을 승하강시키는 폼승강수단과; 상기 상, 하부승강박스의 전면에 체결되어 건축물의 일측면 거프집으

로 활용되는 소망하는 넓이로 변형 가능한 철재폼이; 결합하되, 상기 철재폼의 좌우양단에 별도의 상승빔과 지지빔을 일체

된 상태로 각각 세우고, 이들을 상기 좌우 쌍으로 구비되는 상, 하부승강박스를 통해 철재폼과 체결하여 상기 폼승강수단

의 작동을 통해 철재폼을 상승시키고, 다음으로 빔을 상승시켜 소망하는 높이까지 건축물을 축조하는 벽면 상승유니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건축물의 폼을 상승시켜 건축하는 시공방법과 그 상승유니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종래의 그것과 유사하

다. 그러나 1층을 타설할 때부터 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별도의 상승수단이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벽면을 타고 상승시

킨다는 점 및 그에 따라 바람에 의해 날려 무거운 폼이 낙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기에 도시된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은 동일자 동일인의 출원인 "건축물의 폼을 상승시켜 건축하는 시공방법과 그 폼 상승시스템"에 사용되는 상

승유니트만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본 발명의 이해를 위해서는 상기 출원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발명의 명세

서에서도 이를 위해 비록 비 청구대상이지만 그 시공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즉, 동일자 출원의 발명은 도시된 도 2a의 1에서처럼, 제1단계: 2단의 작업대(50)가 부착된 폼상승시스템(100)을 엥커볼

트(11)를 이용하여 기초콘크리트(1)에 결합하는 단계를 거친다. 지반의 상부로 다소 돌출시키는 기초콘크리트(1)를 타설

하고 그 기초콘크리트(1)에 사용하는 폼상승시스템(100)을 장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폼상승시스템(100)은 지지빔(10), 상

승빔(15), 상, 하부승강박스(30, 40), 작업대(50), 폼전후연동수단(60), 폼승강수단(70) 및 철제폼(18)이 결합된 상태로 구

비된다(상세한 구성적 설명은 후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초콘크리트(1)만 타설되면 바로 폼상승시스템(100)을 장

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2단계: 상기 폼상승시스템(100)의 폼전후연동수단(60)을 통해 철재폼(18)을 벽면에 밀착시키고, 내측

폼(97)을 덧대어 거프집을 완성하고 콘크리트(98)를 부어 1층 벽면을 양생시키는 단계를 거친다(도 2a의 2에 도시). 즉,

폼상승시스템(100)이 비치된 폼전후연동수단(60)을 통해 상기 철제폼(18)을 기초콘크리트(1)의 벽면과 밀착시키는 것이

다. 그러면 상기 철재폼(18)은 상기 기초콘크리트(1) 상부인 1층 주거공간의 벽면이 되는 공간에 직립하여 서있게 된다.

그리고 그 타측으로는 별도의 내측폼(97)을 덧대어 내부 공간이 빈 거프집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거프집의 내부

공간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을 한다. 그러면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 벽면이 형성되며, 통째의 철재폼(18)이기에 두

께 편차도 없이 타설이 되는 것이다.(도 2a의 2에 도시)

그리고 제3단계: 완성된 1층 벽면의 배후로 철재폼을 폼전후연동수단(60)을 통해 빼내고 철재폼(18)과 결합된 2단의 작업

대(50)를 폼승강수단(70)을 통해 2층으로 상승시켜 앵커볼트(11)로 벽면에 체결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는 기존의 콘크리

트 타설 공법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타설되어 양생된 콘크리트 벽면에서 거프집을 떼어내는 것처럼, 철재폼(18)을 콘크

리트 벽면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이때 이 시스템에서는, 그 떼어내는 수단으로 폼전후연동수단(60)을 통해서 달성하는데,

상세한 구성과 작용은 후술한다. 단지, 통째의 철재폼(18)을 스크류 회동의 전후 연동방식에 따라 후방으로 떼어내어 콘크

리트 벽면과 분리된다고만 설명한다(도 2a의 3에 도시) 그리고 이렇게 철재폼(18)이 1층 벽면에서 분리되고 난 후, 상기

작업대(50)와 철재폼(18)은 폼승강수단(70)을 통해서 2층으로 상승시킨다. 물론 이를 달성하는 폼승강수단(70)의 경우도

후술하겠지만, 이 폼승강수단(70)은 상기 폼상승시스템(100) 중 일부 구성요소인 2단의 작업대(50)와 철재폼(18)만을 상

승시키고, 상승빔(15)과 지지빔(10)은 기초콘크리트(1)에 엥커볼트(11)에 체결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도 2b의 4에

도시). 결국 상기 지지빔(10)은 엥커볼트(11)를 통해서 상기 기초콘크리트(1) 벽면에 견고하게 체결된 상태이기에 굳건한

지지를 하며, 폼승강수단(70)의 작동에 의해 작업대(50)와 철재폼(18)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이 아주 중요한데

이유는 사실상 상기 철재폼(18), 그리고 작업대(50)는 그 중량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지빔(10), 상

등록특허 10-0746552

- 4 -



승빔(15)도 그 무게가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구성들이 모두 결합된 상태에서 상승시키려 한다면 기체가 부담해야

만 하는 부하는 클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철재폼(18)과 작업대(50)만을 상승시키고 후단계를 통해 상기 지지빔(10)

과 상승빔(15)을 차례로 상승시킨다면 그 무게를 부담하는 작업이 분리되기에 작업도 안전하고 편리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지지빔(10)은 그 하단에서 엥커볼트(11)를 통해 타설되어 양생된 1층 콘크리트벽면에 견고하게 체결이 된다

(도 2b의 5에 도시).

그리고 제4단계: 2층으로 상승된 2단의 작업대(50)와 철재폼(18)이 상기 폼전후연동수단(60)으로 통해 전진하여 벽면에

밀착되고, 내측벽 철재폼(18)을 덧대어 거프집을 완성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2층 벽면을 양생하는 단계를 거친다.

도시된 도 2b의 5와 6에서처럼, 먼저 상승된 상기 2단의 작업대(50)와 철재폼(18)이 상기 폼전후연동수단(60)을 통해서

전진하여 상기 1층 콘크리트 벽면의 상부 즉, 2층 주거공간이 되는 2층 콘크리트 벽면이 타설될 공간부에 밀착하게 된다.

상기 1층 벽면의 수직 상방향에 수직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측폼(97)이 역시 설치되어 2층 벽면 거프집을 완성

한다. 물론 이때 상기 철재폼(18)과 내측폼(97)의 연결은 그들을 관통한 세퍼타이나 세퍼볼트를 통해서 달성되는데, 이 구

성들은 후일 절단되어 콘크리트 벽면속에 매장되어 콘크리트 벽면을 더욱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된 도 2b의 6에서처럼,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양생일 되어 2층 벽면을 형성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5단계: 완성된 2층 벽면의 배후로 철재폼(18)을 폼전후연동수단(60)을 통해 빼내고, 폼승강수단(70)을

통해 지지빔(10)을 상승시킨 후, 역시 철재 폼승강수단(70)을 통해 철재폼(18)과 결합된 2단 작업대(50)를 3층으로 상승

시켜 앵커볼트(11)로 벽면에 체결시키는 단계를 거친다.

즉, 도시된 도 2c의 7에서처럼, 2층 벽면의 배후로 상기 철재폼(18)을 전후연동수단(60)을 통해서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

는 전단계의 설명과 동일하게 전후연동수단(60)을 통해서 달성하며, 이러한 작업이 행해져야 다음의 후 작업을 이룰 수 있

게 때문이다. 한편 이후에 상기 폼승강수단(70)을 통해서 상기 지지빔(10)과 상승빔(15)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상승이 가

능한 이유는 후술할 폼승강수단(70)의 구성을 살펴보며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지만, 상기 철재폼(18)이 그 폼상승시스템

(100)의 하부승강박스(40)를 통해서 2층 벽면의 콘크리트에 견고히 체결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즉, 상기 철재폼(18)과 그

2단 작업대(50)가 상기 2층 벽면에 엥커볼트(11)를 통해서 고정된 상태이기에 이 지지를 힘입어 상기 상승빔(15)과 지지

빔(10)은 도시된 도 2c의 7에서처럼,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상기 지지빔(10)의 하단으로는

또 하나의 연장빔(90)이 볼트체결되고, 상기 폼승강수단(70)은 작동을 하여 다시 철재폼(18)과 2단 작업대(50)를 3층으로

상승시킨다(도 2c의 8에 도시). 이때 상승된 철재폼(18)과 2단작업대(50)는 같이 동일거리 상승한 하부승강박스(40)를 통

해 2층 콘크리트 벽면에 엥커볼트(11)를 통해 체결된다(도 2c의 8에 도시).

그리고 제6단계: 상기 3층으로 상승된 2단의 작업대(50) 밑으로 3단과 4단의 작업대(95)를 설치하고, 폼전후연동수단

(60)으로 철재폼(18)을 전진시켜 벽면에 밀착하고, 내측폼(97)을 덧댄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3층 벽면을 양생하는 단

계를 거친다. 즉, 도시된 도 2c의 8에서처럼, 상기 철재폼(18)과 2단 작업대(50)는 이미 3층의 높이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

다. 그리고 1층과 2층의 콘크리트 벽면은 이미 타설되어 양생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외부 구조물에 별도의 작업이 필

요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구조물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된 도 2c의 9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지빔(10)과 연장빔

(90)에 별도의 3단과 4단 작업대(95)를 설치한다. 물론 이때 상기 연장빔(90)도 엥커볼트(11)를 통해 콘크리트 벽면에 견

고하게 체결된 상태이다.

한편 이렇게 셋팅이 된 상태에서 상기 폼전후연동수단(60)은 작동을 하여 상기 철재폼(18)을 전진시켜 벽면에 밀착시키게

된다. 바로 이때 상기 철재폼(18)은 3층을 타설하기 위한 거프집이 된다. 그리고 내측폼(97)과 철재폼(18) 사이의 공간부

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3층의 콘크리트 벽면을 양생한다.

그리고 제7단계: 5단계와 6단계를 반복하며 필요한 층까지 철재폼(18)을 상승시켜 콘크리트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계속한

다. 즉, 이러한 작업은 건축될 건축물 실례로 아파트의 마지막 층수까지 계속될 수 있다. 전술된 방법과 동일한 작동을 하

며 상승하고, 타설을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시공방법은 도시된 도 2d와 f에 상세히 도시하여 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콘크리트 벽면이 타설되고 나면, 상기 작업대(50)와 폼상승시스템(100)은 별도로 분리되어 타워크레인을 통해서 지면으

로 안착될 수도 있고, 결합된 상태에서 내려질 수도 있다.

이렇듯 이 시스템은 기존의 건축방법과는 판이하게 그 철재폼(18)을 통채로 수직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그 폼상승시

스템(100)을 통해 자체 내에서 상승하여 타설을 한다. 종래의 기술에서처럼 위험하게 타워 크레인을 통해서 상승시켜 거

프집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벽면에 체결되어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그 작업대(50)와 철재폼

(18)을 상승시키고 지지빔(10)과 상승빔(15)은 따로 상승시키는 무게 분할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 위험성이 극히 적어

진다.

등록특허 10-0746552

- 5 -



그럼 여기서는 본 발명인 벽면 상승유니트(100) 즉, 전술된 폼상승시스템과 유사하나 그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폼을 상

승시키는 유니트의 구조와 그 작동을 도시된 도 3 내지 8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즉, 건축물의 폼을 상승시키는 그 상승유니트에 있어서, 콘크리트에 엥커볼트(11)를 통해 결합되는 체결프렌지(12)와 그

체결플렌지(12)에 체결되는 지지빔(10)이 있고, 상기 지지빔(10)의 전면으로 볼트 체결되어 수직으로 높게 선 상승빔(15)

이 있다. 또한 상기 상승빔(15)을 둘러 감싸며 철재폼(18)과 견고하게 체결되는 상, 하부승강박스(30, 40)이 있고, 상기 상

승빔(15) 내부에 비치되어 상기 하부승강박스(40)를 상하 연동시킴으로 철재폼(18)을 승하강시키는 폼승강수단(70)이 있

다. 그리고 상기 상, 하부승강박스(30, 40)의 전면에 체결되어 건축물의 일측면 거프집으로 활용되는 소망하는 넓이로 변

형 가능한 철재폼(18)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이 결합하여 상기 철재폼(18)의 좌우양단에 별도의 상승빔(15)과 지지빔

(10)을 일체된 상태로 각각 세우고, 이들을 상기 좌우 쌍으로 구비되는 상, 하부승강박스(30, 40)를 통해 철재폼(18)과 체

결하여 상기 폼승강수단(70)의 작동을 통해 철재폼(18)을 상승시키고, 다음으로 빔을 상승시켜 소망하는 높이까지 건축물

을 축조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의 벽면 상승유니트(P)은 크게 지지빔(10), 상승빔(15), 상하부승강박스(30, 40), 폼승강수단(70) 및 철제폼

(18)이 결합 구성된다. 이들의 구성은 도시된 도면에서처럼, 지지빔(10)과 상승빔(15)이 볼트로 결합된 상태이고, 상기 상

승빔(15)의 외주면 둘레로 상하부승강박스(30, 40)가 결합된 상태이다. 그리고 상기 철제폼(18)은 하부승강박스(40)와 결

합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폼승강수단(70)은 상기 상승빔(15)에 내재되어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의 작동은 먼저

지지빔(10), 상승빔(15)이 이미 설치된 콘크리트 벽면에 엥커볼트(11)를 통해서 견고히 체결된다. 이때 그 체결의 방식은

지지빔(10)이 엥커볼트(11)로 체결되고, 상승빔(15)은 상기 상부승강박스(30)와 하부승강박스(40)에 끼워진 상태로 상기

하부승강박스(40)가 그 체결플렌지(12)를 통해서 콘크리트 벽면에 견고히 결합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상기 하부승강

박스(40)의 폼체결블럭(47)이 철재폼(18)에 볼트 체결되고, 상부승강박스(30)의 폼체결블럭(37)이 철재폼(18)의 상단에

볼트 체결된다. 따라서 만일 상기 상, 하부승강박스(30, 40)가 상승한다면 상기 철재폼(18)도 상승하고, 이에 결합된 상부

승강박스(30)도 상승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승은 후술할 폼승강수단(70)을 통해서 달성되는데 상세한 구성적 작용은

후술한다. 한편 이렇게 폼승강수단(70)이 상기 하부승강박스(40)를 상승시켜 상기 철재폼(18)을 상향시키게 되면, 이 철재

폼(18)을 이미 양생된 콘크리트 벽면에 엥커볼트(11)로 체결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상기 철재폼(18)과 함께 상승한 하부

승강박스(40)와 결합된 체결플렌지(12)를 엥커볼트(11)로 콘크리트 벽면에 체결한다. 그리고 이제는 상기 철재폼(18)이

상층으로 상승한 상태이기에 하부층에는 엥커볼트(11)로 체결시켜 논 지지빔(10)과 상승빔(15)의 하단 및 폼승강수단(70)

이 있기에 이를 상승시켜야 한다. 따라서 상기 지지빔(10)에 그 체결플렌지(12)를 통해 체결된 엥커볼트(11)를 풀고 지지

빔(15)의 이동을 자유롭게 유도한다. 물론 이때에도 상부에는 하부승강박스(40)의 체결플렌지(12)가 엥커볼트(11)를 통해

콘크리트 벽면에 결합된 상태이기에 유니트의 낙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선 다시 상기 폼승강수단(70)이 다시 한 번

작동하여 상기 지지빔(10), 상승빔(15) 및 폼승강수단(70)을 상승시킨다.

그럼 여기서 상기 상승빔(15)을 둘러 감싸며 철재폼(18)과 견고하게 체결되는 상부승강박스(30)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

다. 즉, 도시된 도 4에서처럼, 금속판의 결합으로 측면의 가이드패널(31) 전면에 위치하는 폼체결블럭(37)이 있고, 내부에

공간부(38)를 갖는 상태로 마련되는 금속판의 결합인 몸체(33)가 있다. 또한 상기 몸체(33) 내부에 수평방향으로 비치되어

상승빔(15)을 안내하는 가이드롤(39)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결합하여 상승되는 철재폼(18)과 함께 상승하는 것이다.

즉, 이 구성은 전술한 것처럼 상기 상승빔(15)이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그 내부에 가이드롤(39)을 형성하고 있다. 따

라서 상승빔(15)이 가이드롤(39)을 타고 그 폼승강수단(70)을 통해 상승할 때, 흔들림이 없이 상승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전면의 폼체결블럭(37)이 철재폼(18)에 결합되어 있어 결국 철재폼(18)을 상향시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상기 상부승강박스(30)와 유사한 구성인 상기 상승빔(15)을 둘러 감싸며 철재폼(18)과 견고하게 체결

되는 하부승강박스(40)는, 금속판의 결합으로 측면의 가이드패널(41) 전면에 위치하는 폼체결블럭(47)이 있고, 내부에 공

간부(48)를 갖는 상태로 마련되는 금속판의 결합인 몸체(43)가 있다. 또한 상기 몸체(43) 내부에 수평방향으로 비치되어

상승빔(15)을 안내하는 다수의 가이드롤(49)이 있고, 상기 몸체(43) 내부에서 몸체(43)와 일체로 체결되어 관통한 수직 나

사산 스크류(61)가 스크류 결합되는 승하강너트(62)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결합하여 상기 승하강너트(62)가 수직 나사산

스크류(61)의 회전으로 상승하면 일체로 결합된 철재폼(18)과 함께 상승하는 것이다.

즉, 이 구성요소는 도시된 도 5에 도시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후술될 폼승강수단(70)의 스크류(61)의 작동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 내부에 승하강너트(62)가 구비되어 상기 스크류(61)와 나사산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상기 스크류(61)가

회전을 하면 상기 승하강너트(62)는 상승하고 하강을 할 것이고, 내부에 존재하는 다수의 가이드롤(49)은 상기 상승빔(15)

이 매끄럽게 연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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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본 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폼승강수단(70)의 주요 구성과 그 작동을 상세히 설명한다. 즉, 상기 폼

승강수단(70)은, 감속기(71)가 부착된 회전모터(72)이 있고, 상기 감속기축과 체인(73)을 통해 연결되는 장형의 수직 나사

산 스크류(61)가 있다. 또한 상기 수직 나사산 스크류(61)가 끼워져 스크류 결합되는 승하강너트(62)가 체결된 하부승강박

스(40)가 있다. 따라서 서로 결합하여 상기 회전모터(72)의 회전을 통해 스크류(61)를 회전시키고, 상기 수직 나사산 스크

류(61)의 회전이 승하강너트(62)가 고정된 하부승강박스(40)를 상승시켜, 상기 하부승강박스(40)가 결합된 철재폼(18)도

함께 승강시키는 것이다.

즉, 도시된 도 6에서처럼, 본 발명의 폼승강수단(70)은 먼저 철제폼(18)을 상승시키고, 그 후에 상승빔(15)과 지지빔(10)

을 상승시키는 구동수단이다. 이 폼승강수단(70)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기 회전모터(72)가 회전을 하고 그 회전

에 따라 기어로 치합된 감속기가 회전을 한다. 물론 이러한 감속기(71)가 회전을 하면 그 축에 결합된 스프로켓이 회전을

하고 이 스프로켓이 회전을 하면서 상기 체인(73)을 감게 된다. 그리고 이 체인(73)은 타측의 스프로켓을 회전시키고 이 스

프로켓은 상기 스크류(61)에 결합된 상태이기에 상기 스크류(61)가 회전을 한다. 따라서 상기 스크류(61)가 회전을 하여

그 수직 나사산에 결합된 승하강너트(62)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즉, 상기 스크류(61)의 회전운동은 상기 승하강너트(62)를

상하 연동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때 상기 승하강너트(62)의 경우 도시된 상기 하부승강박스(40)에 견고히 체결된 상태이

며, 상기 하부승강박스(40)는 철재폼(18)이 체결되어 있기에 승하강너트(62), 하부승강박스(40), 및 철재폼(18)이 동일 거

리 상승을 한다.

결국 본 발명의 상기 회전모터(72)의 회전을 통해 상기 철제폼(18)은 상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된 도 2에서, 철재폼

(18)이 상승하고 나서 상승빔(15)과 지지빔(10)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작동으로

이를 달성한다.

즉, 철제폼(18)이 상승할 때에는 상기 지지빔(10)과 상승빔(15)이 견고하게 콘크리트 벽면에 엥커볼트(11)로 체결되어 있

기에 상기 폼승강수단(70)인 회전모터(72)의 회전으로 상승하지만, 일단 상승하고 나서는 상기 철재폼(18)이 그 하부승강

박스의 체결블럭을 통해 엥커볼트(11)를 통해서 콘크리트 벽면에 견고히 체결되어 있어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철제폼(18)이 엥커볼트(11)로 체결되고 난 후에는, 상기 상승빔(15)과 지지빔(10)은 그 엥커볼트(11)가 풀

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자는 상기 회전모터(72)를 역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상기 스크류(61)도 회전을 하

고, 상기 승하강너트(62)는 연동운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 승하강너트(62)는 상기 하부승강박스(40)에 결합된

상태로 상기 철재폼(18)에 체결되어 콘크리트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승하강너트(62)는 고정된 상태이기에

스크류(61)가 따라 올라오게 된다. 결국 상기 스크류(61)는 상승빔(15)에 고정된 상태이기에 상승빔(15)과 지지빔(10)이

상승을 하여 1층씩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처럼, 본 발명은 아주 스크류가 회전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벽면 상승유니트를 상승시켜 스스로 타설된 건

축물의 콘크리트 벽면을 타고 상승하며 철재폼을 형성할 수 있게 제작되었기에 시공방법이 편하고 견고한 콘크리트 벽면

시공에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제폼을 별도의 타워크레인을 통해 상승시킬 필요가 없기에 바람에 의해 날려 불시의

낙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정감이 높은 발명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건축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건축 시공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벽면 상승유니트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상부승강박스를 분해하여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하부승강박스를 분해하여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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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폼승강수단을 분해하여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폼상승시스템을 전체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상승빔, 지지빔 및 연장빔이 결합된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폼승강수단을 상부에서 바라본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기초콘크리트 10; 지지빔

15; 상승빔 30; 상부승강박스

40; 하부승강박스 70; 폼승강수단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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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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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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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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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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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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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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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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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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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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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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