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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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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원통형 부재에 폴리에틸렌 피복층을 형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원통형부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주철관에 적용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도시한 플로우 다이어그램.

제2a도는 본 발명에 따라 피복층이 형성된 주철관을 도시한 단면도.

제2b도는 2a도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단면으로 도시한 요부 상세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폴리에틸렌 피복층                  12 : 세멘트 피복층

14 : 강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원통형  부재의  세멘트  내벽에  연속적으로,  불투과성의  폴리머  피복층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세멘트  관(cement  pipe)이나  세멘트가  피복된  강관과도  같이  원통형 몸
체부를  갖춘  원통형  부재의  내벽에  폴리에틸렌  피복층을  형성하는  방법과,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원통형 부재에 관한 것이다.

폴리에틸렌(ployethylene)과,  그밖의  올레핀족  폴리머(olefin  polymer)  또는, 공중합체(copolymer)
로  이루어진  피복층을  포함한  합성수지  피복층은  금속  및/또는  세멘트  표면에  부착되어  관표면의 마
찰계수를 감소시켜주고, 침식 및/또는 부식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은  본원  발명에서  참조로  인용되는  미국특허  제  4,474,134호에  개시된  바와같은 역청
(Bitumen)  또는  코올타르에폭시(coaltar  epoxy)로  이루어진  피복층을  형성하여  도관  내부의 공간에
서  이송되는  식수,  폐수  또는  그밖의  유체로부터  상기  도관내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된  종래의 공지
기술이 적용되는 금속제 또는 세멘트 도관 내부에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몇종류의  강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부에  세멘트로된  피복층을  갖추고 
있다.  상기와 같이 세멘트로 피복되는 도관 및  용기를 제조하는 장치는 미국 특허 제  4,414,918호  ; 
제  3,563,791호  ;  및  제  2,598,972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하에서  참조기술로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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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관의 내부에 합성수지 피복층을 형성함에 따른 유익한 점은 공지된 바와같지만, 폴리올레핀
(polyolefin)과  같은  물질을  부착하는데에는  값비싼  표면처리  작업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상기 피복
층이 도관의 내부표면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다.

폴리에틸렌과  같은  폴리올레핀을  사용하여  도관의  내표면에  피복층을  형성하는  종래  기술은 미국특
허  제3,348,995호  ;  제4,007,298호  ;  제4,254,165호  및  제4,407,893호에  개시되어  있고,  상세한 기
술적 내용은 참조기술로 인용되어 있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내용이  대부분  폴리에틸렌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과 
폴리비닐클로라이드(polyvinylchloride)와  같은  바람직한  피복특성을  갖춘  그밖의  열가소성 피복물
질로서도  가능하고,  단지  세멘트의  성분과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조화되며,  회전성형되는 제조기술
에 적합하는한, 사용가능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합성수지  물질로된  피복층을  형성시키도록  도관의  내표면을  가공처리하는  방법은 
제공하고,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원통형 부재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원통형  부재의  내부에  연속적으로  합성수지  물질로  된  피복층을  회전 성형하
는 방법을 제공하고,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원통형 부재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내표면에  폴리에틸렌으로  연속하여  부착형성된  피복층을  갖춘  도관과 같
은 원통형부재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요점은  폴리머성분을  다량  함유한  내층과  표피층을  갖추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에 폴리머물
질을 부착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이  일측에  세멘트가  풍부한  피복층과,  타측에  폴리머가 풍
부한  피복층으로  분류되고,  상기  포릴머물질이  가열된  표면에  부착되기  전에  상기  폴리머가  풍부한 
피복층이  양생  및  가열되어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상기  처리과정은  피복  강관  예를들면  세멘트로 
피복된  주철관을  제조하는  공지의  제조장치를  활용하여  수행가능하고,  세멘트관과  그밖의  다른 부재
의 제작에도 적용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은 도면에 따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폴리머는  세멘트몰타르와  혼합되어  층분류되고  양생됨으로서  순수  폴리머 피복층
이 용착될 수 있는 폴리머 성분이 풍부한 표면을 갖춘 지지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강관과도  같이  피복층이  형성되는  원통형  부재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될  기술내용은  상기  원통형  부재  뿐만  아니라  다른  형상의  도관제품,  세멘트  계열의 도
관,  탱크류,  저장용기  및  그밖의  생산제품에도  또한  적용가능함을  쉽게  알수  있다.  사용되는 폴리머
와  폴리에틸렌  이란  용어는  특히,  폴리에틸렌과  그밖의  올레핀족  폴리머  또는  공중합체의  모든 종류
와,  그로부터  제조된  화합물  및  회전  성형  제작에  적합한  그밖의  열가소성  물질을  포함하고,  특정한 
비중 0.01-0.97 예를들면 0.94의 비중치를 갖춘 고밀도의 폴리에틸렌이어도 바람직하다.

상기와  유사하게,  세멘트  계열이란  용어는  알루미나(Alumina),  실리카(silica),  석회석(Lime), 산화
철(iron  oxide)  및  마그네시아(Magnesia)로  구성된  가소성  혼합물(kiln  fired  mixture)을  포함하고, 
모래와도  같은  충전재(filler)를  포함한  그밖의  물질들을  포함하는  세멘트  특성을  갖춘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은 폴리머를 중량기준으로 1% 내지 23% 사이에서 적은량을 
세멘트,  액체(일반적으로  물),  충전재(일반적으로  모래)를  포함하는  세멘트  계열의  몰타르에 혼합하
여  유동성이  풍부한  반죽  형태의  혼합물을  형성하고,  상기  혼합물이  고밀도와  저밀도의  성분 사이에
서  부분적으로  충분류되도록  하여  폴리머가  풍부하게  내재된  지지층의  표피면을  형성하게  된다. 상
기 폴리머는 마이너스(-) 10 내지 플러스(+) 325 메쉬(mesh)의  크기를 갖춘 고체입자 형태이다.

상기  층분류  단계는  고밀도  성분을  자연적으로  침전시키고,  교반에  의해서  촉진시키거나  하여 형성
되며,  또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작업은  몰타르로  피복된  원통형  부재를  회전시켜  상기 혼합무
레 원심력을 가해줌으로써 얻어진다.

연속적인  폴리머  피복층을  형성하기  전에,  세멘트  계열의  지지층을  형성하도록  양생과정이  실행되어 
적절한  강도와  경도특성을  형성시키고,  건조  과정이  실행되어  적어도  폴리머가  풍부한  층으로부터 
습기를  제거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건조과정이  세멘트계열의  지지층을  폴리머  용융 온도까
지  가열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건조과정은  상당량의  순수  폴리머를  상기  뜨거운  폴리머가  풍부한 
표피면에  도포한  즉시  실행되어  내재된  폴리머와  도포되는  폴리머  사이에서  견고한  결합력을 형성하
게  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내재된  폴리머와  도포되는  폴리머는  동일  조성을  갖추고,  상기 결합력
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물질의  융합으로  부터  얻어진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성의  폴리머도  서로 견
고히 융합가능하다.

상기  피복처리된  제품은  냉각되고,  제품  분배를  위해  저장된다.  상기  설명된  피복방법은  본  발명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를  갖는  대략  7.5cm(3inch)  내지  275cm(108inch)의  직경을  갖추고, 대
략  600cm(20feet)의  길이를  갖추며,  내부에  세멘트(cement)가  피복된  주철  강관에  사용되도록 제안
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이  철이나  그밖의  금속,  세멘트  또는  콘크리트(concrete)와  그밖의 재질로
된  관형  부재  뿐만  아니라  탱크류(tanks)  대형  저장용기(storage  vessels),  및  그밖의  여러  제품에 
적용가능함은 물론이다.

상기  설명된  직업  방법으로  폴리에틸렌으로  피복된  강관을  제조하면  상기  폴리에틸렌  강관의  표면에 
신뢰할만하게 결합시킬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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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은 특성상 다른 물질에는 쉽게 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에는  폴리에틸렌이  부착할수  있도록  강관의  표면을  연마하고  소제하여  거친  표면을 형
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면,  제2a  및  b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피복층(10)이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12)에  포함된  폴리에틸렌에  견고히  부착되고 
상기  피복층(12)은  세멘트에  포함된  수산화물과  강관의  표면을  이루는  철과의  반응으로  인하여  상기 
강관(14)에  견고히  부착되는  것이다.  상기  폴리에틸렌과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이  이루는  결합력은 폴
리에틸렌이 금속에 직접부착하는 어떠한 결합력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세멘트가  내부에  피복된  주철  강관의  제조기술은  당해  업계에서  공지된  것이고,  이에  사용되는 기술
과  장치는  강관에  세멘트  계열의  몰타르(Mortar)를  도포하고  회전시켜  균일한  세멘트  벽  또는 피복
층을 주철강관의 내벽에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례로서 미국특허 제 4,474,134호참조)

기본적으로,  임의의  직경을  갖추고,  600cm(20feet)의  길이를  갖춘  도관은  몰타르  도포장치에  대하여 
수평방향으로  회전되고,  상기  몰타르  도포장치는  몰타르  공급원으로부터  상기  장치로  유도관을  통해 
이송된 몰타르를 상기 도관의 내표면에 도포하는 것이다.

상기  도관은  상기  몰타르가  도포된  후에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되어  상기  몰타르가  상기  도관의 내
표면에  불규칙하게  형성된  부분으로  삽입하여  균일하게  도포되고  내재된  공기  거품을  배출하여 균일
한  내표면을  갖춘  원통형  내벽을  형성하게  된다.  그후,  상기  도관은  일정시간  저장되어  상기  세멘트 
피복층이 양생된다.

대부분의  경우,  상기와같이  세멘트  피복층이  형성된  도관에는  상기  세멘트의  표면에  부착하는 역청
(Bitumen)층이나  그밖의  재질로된  피복층이  도포된다.  상기와같은  세멘트  피복층이  도포된  도관에 
폴리머를 종래기술에 따라 도포하면 불량한 박리 현상이 발생한다.

본  발명에  다른  폴리머  피복층은  세멘트  벽  또는  피복층내에서  상기  폴리머  피복층과  결합가능토록 
선택되어  내재된  폴리머  합성물에  의해  상기  세멘트  표면에  결합된다.  상기  결합가능토록  선택되어 
내재된  폴리머  합성물과  상기  폴리머  피복층은  단순히  부착하기  보다는  융합된다.  따라서,  상기 몰
타르에 내재된 폴리머와 피복층을 이루는 폴리머는 동일한 폴리머 합성물로 사용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합력은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에  내재되는  폴리머를  풍부히  함으로써  향상된다.  이러한 효과
는  세멘트계열의  몰타르와  보다  적은량의  폴리머  즉,  35  내지  50메쉬(mesh)의  입도를  갖춘 미세분말
의  형태로서  중량기준으로  대략  5  내지  12%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준비함으로
서  달성된다.  상기  혼합물  또는  반죽은  소량의  초과된  유체,  통상적으로  물을  포함하여  세멘트 계열
의 도관 내부벽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층별분류작용을 촉진한다.

그러나,  상기  반죽의  혼합상태를  조절함으로서  과도한  물이나  최소한의  물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얻게  하여  상기  피복층이  형성된  도관으로  부터  과도한  유체를  배출시킬  경우  폴리머의 손
실을  방지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처리과정은  상기  혼합물을  세로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도포장치로 펌
프이동시키고,  상기  혼합물을  파이프  표면으로  추출하거나분출시키는  것과  같이  도관의  전체길이에 
걸쳐  또는  다른  형상을  갖춘  부재의  내표면에  상기  혼합물을  부착시키고,  그  자리에  상기  혼합물을 
층분류하여 내표면을 이루는 층에 내재된 폴리머가 다량 함유된 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파이프  제작과정에서  상기  파이프를,  세로축을  중심으로  일정속도로  회전시키고 
일정시간  회전시켜,  충분하게  중량의  세멘트와  상기  세멘트에  혼합된  성분이  원심력에  의해  외부로 
확산하고 응집되도록 하여 피복층의 내부표면에서 폴리머가 점점 더 풍부한 지지층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기와같은  회전작업은  완전한  층별분리를  형성하는  조건하에서는  실행되지  않으며 그이유
는, 상기 피복층이 폴리머가 결합되는 지지층을 이룸과 동시에 일정강도(strength)와 경도
(hardness)를  갖추도록  세멘트와  폴리머가  방사방향으로  서로  결합된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을 형성
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  내지  150중력(5-150G)  사이의  힘을  발생시키도록  선택된  회전속도에서  1분  내지 2분동
안 회전작동시키면 충분하다.

그러나, 대략 1,300G까지 상승된 힘이 상기 혼합물의 유동성에 따라서 사용가능하다.

상기  회전작동후에는  반죽형태의  혼합물로부터  추출된  과도한  유체를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상기 파이프를 경사시키고 하단부로부터 상기 유체를 배수시킴으로서 달성된다.

상기  세멘트계열의  벽  또는  피복층을  양생시키는  작업은  상기  도관을  수일동안  저장하여  세멘트가 
견고하게  될때까지  이루어진다.  그후에,  별도의  건조단계가  실행되어  상기  세멘트  피복층의 구멍형
성  구조내에  포집된  수분을  제거하게  된다.  상기  건조작업은  가열하여  상기  도관  및/또는  세멘트 피
복층의  온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이루어지고  ;  상기  가열작업은  대략  176℃-315℃  (350°-600℉)의 범
위내에서  상기  피복층의  표면이  폴리머의  용해온도에  도달할때까지  지속된다.다음  도관의  내부에는 
순수한  폴리머의  일정량이  바람직하게는  상기  몰타르에  내재된  동질의  폴리에틸렌의  일정량이  상기 
세멘트 계열의 벽면에 도포된다.

이러한  단계는  상기  폴리머  입자를  도관의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하도록  상기  도관을 수평
축을  중심으로  다시  회전시킴으로서  발생되는  원심력을  이용하게  된다.  두번째  도포되는  폴리머의 
일정량(quantity)은  도관의  전체  길이의  걸쳐  8  내지  60mm의  피복두께를  형성하도록  계산된  량이다. 
상기 피복단계이후에는, 상기 도관을 냉각하여 마감작업을 수행하고 사용을 위해 적치된다.

[실시예 1]

25.4cm(10inch)의  직경을  갖추고  540cm(18feet)의  길이를  갖춘  주철제  강관에  중량기준으로  41.3%의 
실리카  모래(silica  sand),  33.8%의  레히(LEHIGH)상표  포틀랜드  세멘트(Portland  cement)  ;  6.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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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렉서  232(PLEXAR  232)  상표  폴리에틸렌(켄텀  화학주식회사에서  공급된  94  sp.gr.을  갖춘 35메쉬입
도),  및  18.9%의  물을  포함하는  몰타르  혼합물로  도포하였다.  상기  몰타르  혼합물을  도포한  상기 주
철제  강관은  최대속도  1080r.p.m(150G에  해당하는  힘을  발생)으로  2분동안  회전되고  1주일동안 양생
되었다.  그후에,  상기  주철제  강관은  288℃(550℉)로  오븐(oven)내에서  가열되었고  상기 폴리에틸렌
과  동질의  폴리에틸렌  합성물로  이루어진  2.27kg(5  Pounds)가  상기  강관의  뜨거운  내부표면에 회전
되면서  도포되어  20mm  두께의  피복층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피복층은  견고히  부착되었고  표면이 매
끄러웠으며 파손된 부분이 없었다.

[실시예 2]

25.4cm(10inch)의  내경을  갖추고  중량기준으로  38.1%  모래,  31.1%  세멘트,  19.7%  물  및  11.1% 폴리
에틸렌  분말을  포함한  몰타르  혼합물로  만족할만하게  피복층이  형성된  주철제  덕타일강관(ductile 
iron  pipe)이  준비되었다.  체적기준으로  상기  폴리에틸렌은  상기  몰타르  혼합물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기 강관은 실시예 1과 같이 회전되고 양생되어 피복층에 형성되었다.

상기 과정에 따라 형성된 피복층도 견고하게 결합되었으며 표면이 매끄럽고 파손된 부분도 없었다.

[실시예 3]

또하나의  25.4cm(10inch)  직경을  갖춘  강관이  일차적으로,  중량기준으로  36.4%의  모래,  32.5%의 세
멘트,  23.1%의  물  및  8.0%의  폴리에틸렌분말을  포함한  몰타르  혼합물로  도포되어  피복되었다.  상기 
강관은 실시예 1에서와 같이 회전되고, 양생되어 동일한 결과의 피복층을 얻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통형  부재의  내부에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을  형성하고,  상기  피복층내부에  연속적인  폴리머 피복층
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일정량의  폴리머  분말  재료를  내재한  세멘트계열의  몰타르 
혼합물을  준비하는  단계  ;  상기  몰타르  혼합물을  원통형  부재의  내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  상기 원
통형  부재를  일정속도로  회전시켜  상기  몰타르  혼합물이  내표면을  가로질러  균일하게  펼쳐지고, 원
심력하에서  몰타르  혼합물이  세멘트가  풍부한  외층과  폴리머가  풍부한  내층을  형성하도록  상기 혼합
물의  층을  분류하여  형성시키는  단계  ;  적어도  상기  폴리머가  풍부한  내층으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도
록  내층을  건조시키고  상기  내층의  온도를  폴리머가  융해하는  온도까지  상승시키는  단계  ;  및 이차
적으로  일정량의  폴리머를  상기  내층에  도포하여  상기  폴리머가  연속적인  피복층을  형성시키는  단계 
;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 부재의 폴리에틸렌 피복층 형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멘트계열의  몰타르  혼합물은  충분한  량의  수분을  포함하여  상기  세멘트가 
풍부한  층과  상기  폴리머가  풍부한층으로의  층별  분류를  촉진하도록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 
부재의 폴리에틸렌 피복층 형성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부재가  금속제관(ferrous  pipe)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 
부재의 폴리에틸렌 피복층 형성방법.

청구항 4 

원통형  부재의  내부에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을  갖추고,  상기  피복층내에  연속적인  폴리머  피복층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량기준으로  1  내지  23%의  폴리머  입자를  갖춘  세멘트 계열
의  균일한  몰타르  혼합물을  준비하는  단계  ;  상기  몰타르  혼합물을  원통형  부재의  내표면에 도포하
는  단계  ;  상기  원통형  부재를  일정속도로  회전시켜  상기  몰타를  혼합물이  내표면을  가로질러 균일
하게  펼쳐지고,  상기  원심력하에서  몰타르  혼합물이  세멘트가  풍부한  외층과  내표면에  폴리머입자가 
고정된  폴리머가  풍부한  내층을  형성하도록  상기  몰타르  혼합물의  층을  구별하여  형성시키는  단계  ; 
상기  몰타르  혼합물이  농축될때까지  원통형  부재의  회전작동을  지속하여  비유동성의  원통형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을  형성하는  단계  ;  상기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을  일정기간동안  충분히  양생시켜  상기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에  강성과  경도를  부여하는  단계  ;  적어도  상기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에  형성된 
내층을  가열하여  상기  폴리머가  풍부한  내층으로  부터  수분을  제거하고  상기  내층의  온도를  상기 폴
리머가  융해하는  온도까지  상승시키는  단계  ;  이차적으로,  일정량의  폴리머  입자를  가열된  상기 원
통형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  내표면에  도포하여  상기  폴리머  입자가  상기  내표면에  고정된  폴리머 입
자에  녹아서  융합하도록  하는  단계  ;  및  상기  원통형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을  일정속도로  회전시켜 
상기  이차로  도포된  일정량의  폴리머  입자가  상기  내표면을  가로질러  균일하게  펼쳐지도록  하는 단
계 ;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부재의 폴리에틸렌 피복층 형성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일차  및  이차적으로  도포되는  일정량의  폴리머는  동일한  폴리머  합성물로 이
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 부재의 폴리에틸렌 피복층형성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세멘트계열의  몰타르  혼합물은  모래,  세멘트,  물  및  폴리에틸렌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부재의 폴리에틸렌 피복층형성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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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부재가  금속제관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  부재의 폴리에
틸렌 피복층 형성방법.

청구항 8 

내부에  세멘트계열의  피복층을  갖추고,  상기  피복층  내부에  연속적인  폴리머  피복층을  갖춘  원통형 
부재에  있어서,  세멘트가  풍부한  제1외층과  일차적으로  내재된  폴리머가  풍부한  제2내층을  갖추고, 
상기  제2내층이  세멘트와  혼합되고,  상기  일차적으로  내재된  폴리머가  고정된  원통형  내표면을 형성
하도록 된  원통형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 ;  과  이차적으로 순수한 폴리머 물질이 상기 내표면에 도포
되어  상기  고정된  폴리머  물질과  직접  결합하도록  된  연속적인  피복층  ;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원통형 부재.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일차  및  이차적으로  도포된  폴리머가  동일한  폴리머  합성물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원통형 부재.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차적으로  도포되는  폴리머가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원
통형 부재.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피복층이  상기  제2내층에  가열되어  결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 부재.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이  충진재,  세멘트,  물  및  분말  폴리머를  포함하는 몰타
르 혼합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 부재.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는  중량기준으로  상기  몰타르  혼합물의  1  내지  23%를  차지함을 특징으
로 하는 원통형 부재.

청구항 14 

내부에  폴리머  피복층을  갖춘  강관에  있어서,  원통형  몸체부  ;  상기  몸체부를  이루거나  상기 몸체부
의  내벽을  이루도록  세멘트와  일차적으로  내재된  폴리머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갖누고,  상기 몸
체부에  인접하여  세멘트가  풍부한  제1외층과,  상기  세멘트와  내재된  폴리머물질이  혼합되어  원통형 
내표면을  이루는  상기  일차적으로  내재된  폴리머가  풍부한  제2내층을  포함하는  세멘트  계열의 피복
층  ;  및  상기  내표면에  이차적으로  순수한  폴리머물질이  도포되어  상기  내표면에  내재된 폴리머물질
과 직접 결합하는 연속적인 피복층 ;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일차  및  이차적으로  도포된  폴리머가  동일한  폴리머  합성물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강관.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이차적으로  도포된  폴리머가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적인 피복층이 상기 제2내층에 가열되어 결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이  충진대,  세멘트,  물  및  분말  폴리머를  포함하는 몰
타르 혼합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가  중량기준으로  상기  몰타르  혼합물의  1  내지  23%를  차지함을 특징으
로하는 강관.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세멘트  계열의  피복층에  모래,  세멘트,  물  및  폴리에틸렌을  포함하는  몰타르 
혼합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이  중량기준으로  상기  몰타르혼합물의  1  내지  23%를  차지함을 특
징으로 하는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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