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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거푸집 지지용 지주를 이용한 거푸집의 설치방법

요약

본 발명은 지주 받침(11)과 지주대(21)의 외관(41)이 조립식으로 구성되고 내관(31)의 단부에 지주 받침판(17)이 결

합되어 형성되므로 지주의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고정시켜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서 설치작업이 쉽고 안

전사고를 줄여주며, 지면에서 가공하던 거푸집을 시공처로 고정시키기 위해 거꾸로 들어올리기 전에 이미 다수 개 지

주의 한 쪽 단부가 거푸집과 일체로 결합된 상태가 되므로 이 후 작업이 간편해지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 및 사용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전체적으로 일정두께를 가진 판형 부재의 중앙이 볼록하게 형성되고 타 부재와 암수결합 하도록 결합부가 

형성되는 지주 받침(11), 상기 지주 받침(11)과 한 쪽 단부에서 암수결합될 수 있도록 단부에 수나산이 형성된 부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중의 원형관으로 형성되는 지주대(21)를 포함하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 및 사용방법에 관한 것

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거푸집 지지용 지주가 설치된 상태를 보여주는 개념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구성요소인 지주 받침(11)의 사시도이다.

도3a는 본 발명의 구성요소인 지주대(21)의 길이방향에 수직한 단면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3b는 본 발명의 구성요소인 지주대(21) 길이방향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지주 받침 13: 바탕면부

15: 볼록부 17: 지주 받침판

19: 지주대 결합부 21: 지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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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관 33: 내관 돌출부

35: 평면기어 41: 외관

43: 외관 돌출부 45 : 고정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거푸집 지지용 지주를 이용한 거푸집의 설치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종래에 통상적으로 이

루어지던 거푸집 설치방법을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거푸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거푸집의 설치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과 이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한 지주가 사용된다.

통상 사용되는 지주의 설치방법은 합판, 장선, 멍에를 포함하는 거푸집의 멍에에 미리 큰 못을 설치해 두었다가 거푸

집을 뒤집어 시공하고자 하는 위치에 고정한 후 지주를 한 개씩 받쳐가며 설치해 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주의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고정시켜야 하므로 부주의한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 개 

지주 설치를 위해 같은 작업이 반복되므로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지주 받침과 지주대의 외관이 조립식으로 구성되고 내관의 단부에 지주 받침판이 결합되어 형성되

므로 지주의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고정시켜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서 설치작업이 쉽고 안전사고를 줄여

주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 및 사용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지면에서 가공하던 거푸집을 시공처로 고정시키기 위해 거꾸로 들어올리기 전에 이미 다수 개

지주의 한 쪽 단부가 거푸집과 일체로 결합된 상태가 되므로 이 후 작업이 간편해지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 및 사용방

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지주받침, 지주대를 포함하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거푸집 지지용 지주 설치방법과 해체방법을 포함하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 사용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한 구체예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 거푸집 지지용 지주는 제1도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정두께를 가진 판형 부재의 중앙이 볼록하게 형성되고 타 

부재와 암수결합 하도록 결합부가 형성되는 지주 받침(11), 상기 지주 받침(11)과 한 쪽 단부에서 암수결합될 수 있도

록 단부에 수나산이 형성된 부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중의 원형관으로 형성되는 지주대(21)를 포함한다.

상기 지주 받침(11)은 제2도와 같이 일정두께를 가진 판형 부재로 형성되며 판형부재의 주변부에는 다수 개의 못 구

멍 또는 나사 구멍 중 어느 하나의 구멍이 형성되는 바탕면부(13), 상기 바탕면부(13)의 중앙에 볼록하게 돌출되어 형

성되되 그 중심의 살부 속으로 구형의 홈이 형성되는 볼록부(15)를 포함하는 지주 받침판, 상기 지주 받침판(17)의 상

기 볼록부(15)와 결합하는 부재로 전체적으로 원통형으로 형성되되 상기 볼록부(15)와 결합하는 단부는 구형으로 형

성되어 원통형으로 이어지게 형성되며, 다른 편 단부는 단부 끝으로부터 원통 속으로 암나사산이 형성되는 지주대 결

합부(17)를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지주대(21)는 제3도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중의 원형관으로 형성되되 상기 두 개의 원형관 중 안쪽에 위치하며, 

양단부 중 한쪽 단부는 구형으로 형성되어 상기 지주받침판(17)과 결합되어 형성되고, 원형관의 외주면 일부에 돌출

부(33)가 상기 원형관의 길이방향으로 연속되어 형성되고 상기 돌출부(33)의 마구리 면에는 평면기어(35)가 상기 원

형관의 길이방향으로 연속되어 형성되는 내관(31), 상기 두 개의 원형관 중 바깥쪽에 위치하며, 양단부 중 한쪽 단부

는 단부 가까이에서 지름이 한 단계 작아지도록 형성되되 상기 지름이 한 단계 작아지도록 형성되는 부분에는 상기 

지주 받침(11)의 지주대 결합부(19)와 암수결합 할 수 있도록 수나사산이 형성되고, 상기 내관(31)의 돌출부(33)와 

같은 위치에 상기 내관(31)의 돌출부(33)를 포함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돌출부(43)가 상기 원형관의 길이방향으로 연

속되어 형성되며, 상기 돌출부(43)가 상기 원형관의 길이방향으로 연속되어 형성된 부분 중 상기 수나사산이 형성되

는 단부의 반대쪽 단부 가까이에 단면의 일부가 개방되고 그 개방된 부분의 단면에는 고정핀으로 고정되고 상기 고정

핀을 중심으로 회전하되 한 쪽 끝은 상기 내관(31)의 평면기어(35)와 맞물리도록 뾰족하게 형성되며 다른 쪽 끝은 손

잡이로 형성되는 고정장치(45)를 가진 외관(41)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지주 받침(11)과 상기 지주대(21)의 상기 외관(41)이 조립식으로 구성되고 상기 내관(31)의 단부에 상기 지주 

받침판(17)이 결합되어 형성되는데 이는 지주의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고정시켜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작

용을 한다.

또한 본 발명 거푸집 지지용 지주 사용방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보 또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상기의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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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용 지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거푸집의 판면이 밑으로 가고 장선·멍에가 위로 오도록 지면에 

놓은 후 상기의 지주 받침(11)을 못 또는 나사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거푸집에 고정시키되 시공처에 필요한 

개수 만큼 설치하는 단계, 상기 지주대(21)의 외관(41)의 단부와 상기 지주 받침(11)을 암수결합 시키는 단계, 상기 

거푸집을 지면으로부터 거꾸로 들어올려 거푸집을 설치하려는 위치까지 고정시키면서 상기 지주대(21)의 내관(31)이

밑으로 가도록 하며 상기 내관(31)의 단부의 지주 받침판(17)이 바닥면에 고정되도록 하는 단계, 상기 지주대(21)가 

적절한 길이가 되도록 상기 내관(31)과 상기 외관(41)의 위치를 조정한 후 상기 외관(41)의 고정장치(45)를 고정시키

는 단계를 포함하는 설치방법, 상기의 거푸집 지지용 지주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단계를 역순으로 시행하

는 것을 포함하는 해체방법을 포함한다.

상기 거푸집 지지용 지주 사용방법에 의해 지면에 놓고 가공하던 거푸집을 시공처로 고정시키기 위해 거꾸로 들어올

리기 전에 이미 다수 개 지주의 한 쪽 단부가 거푸집과 일체로 결합된 상태가 되므로 이 후 작업이 간편해진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지주 받침(11)과 지주대(21)의 외관(41)이 조립식으로 구성되고 내관(31)의 단부에 지주 받침판(17)

이 결합되어 형성되므로 지주의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고정시켜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서 설치작업이 쉽

고 안전사고를 줄여주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 및 사용방법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본 발명으로 지면에서 가공하던 거푸집을 시공처로 고정시키기 위해 거꾸로 들어올리기 전에 이미 다수 개 지주

의 한 쪽 단부가 거푸집과 일체로 결합된 상태가 되므로 이 후 작업이 간편해지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 및 사용방법을 

제공하게 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전체적으로 일정두께를 가진 판형 부재의 중앙이 볼록하게 형성되고 타 부재와 암수결합 할 수 있도록 결합부(19)가 

형성된 지주 받침(11); 및,

상기 지주받침(11)과 암수결합될 수 있도록 한 쪽 단부에 수나사산이 형성된 부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중의 원형

관으로 형성되는 지주대(21);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지주대(21)는 2개의 원형관 중 안쪽에 위치하며, 양단부 중 한쪽 단부는 구형으로 형성되어 상기 지주받침판(17

)과 결합되어 형성되고, 원형관의 외주면 일부에 돌출부(33)가 상기 원형관의 길이방향으로 연속되어 형성되고 상기 

돌출부(33)의 마구리 면에는 평면기어(35)가 상기 원형관의 길이방향으로 연속되어 형성되는 내관(31); 및,

상기 2개의 원형관 중 바깥쪽에 위치하며, 양단부 중 한쪽 단부는 단부 가까이에서 지름이 한 단계 작아지도록 형성

되되 상기 지름이 한 단계 작아지도록 형성되는 부분에는 상기 지주 받침(11)의 지주대 결합부(19)와 암수결합 할 수 

있도록 수나사산이 형성되고, 상기 내관(31)의 돌출부(33)와 같은 위치에 상기 내관(31)의 돌출부(33)를 포함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돌출부(43)가 상기 원형관의 길이방향으로 연속되어 형성되며, 상기 돌출부(43)가 상기 원형관의 길

이방향으로 연속되어 형성된 부분 중 상기 수나사산이 형성되는 단부의 반대쪽 단부 가까이에 단면의 일부가 개방되

고 그 개방된 부분의 단면에는 고정핀으로 고정되고 상기 고정핀을 중심으로 회전하되 한 쪽 끝은 상기 내관(31)의 

평면기어(35)와 맞물리도록 뾰족하게 형성되며 다른 쪽 끝은 손잡이로 형성되는 고정장치(45)를 가진 외관(41);

을 포함하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a)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보 또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판면이 밑으로 향하고 장선 및 멍에가 위로 오도록

지면에 놓은 후, 상기 지주 받침(11)을 못 또는 나사를 이용하여 상기 거푸집에 고정시키되 시공처에 필요한 개수만큼

설치하는 단계;

b) 상기 외관(41)의 단부와 상기 지주 받침(11)을 암수결합 시키는 단계;

c) 상기 거푸집을 지면으로부터 거꾸로 들어올려 거푸집을 설치하려는 위치까지 고정시키면서 상기 내관(31)이 밑으

로 가도록 하며, 상기 내관(31)의 단부의 지주 받침판(17)이 바닥면에 고정되도록 하는 단계; 및,

d) 상기 지주대(21)가 적절한 길이가 되도록 상기 내관(31)과 상기 외관(41)의 위치를 조정한 후, 상기 외관(41)의 고

정장치(45)를 고정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를 이용한 거푸집의 설치방법.

청구항 5.
제4항에서, 상기 지주 받침(11)은 일정두께를 가진 판형 부재로 형성되며 판형부재의 주변부에는 다수 개의 못 구멍 

또는 나사 구멍 중 어느 하나의 구멍이 형성되는 바탕면부(13), 상기 바탕면부(13)의 중앙에 볼록하게 돌출되어 형성

되되 그 중심의 살부 속으로 구형의 홈이 형성되는 볼록부(15)를 포함하는 지주 받침판(17);

상기 지주 받침판(17)의 상기 볼록부(15)와 결합하는 부재로 전체적으로 원통형으로 형성되되 상기 볼록부(15)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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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단부는 구형으로 형성되어 원통형으로 이어지게 형성되며, 다른 편 단부는 단부 끝으로부터 원통 속으로 암나

사산이 형성되는 지주대 결합부(17);

를 포함하는 지주 받침(11)임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 지지용 지주를 이용한 거푸집의 설치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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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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