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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도로 구간 보도 진입로에 자동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시설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우레탄 고무로 적층
되어 충격흡수와 교체가 가능한 도로 안전시설물 보도용 볼라드(bollard)에 관한 것이며, 볼라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보
도에 기초 콘크리트(12)를 타설하고, 상기 기초 콘크리트(12)에 원형 파이프로 만든 기초 앵커(13)의 상단부가 기초 
콘크리트(12)의 상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구멍뚫린 원형 강판(16)의 내주면과 외주면에 우레탄(18)을 적층한 포
스트(14)를 상기 기초 앵커(13)에 삽입하고, 상기 포스트(14)의 상부에 야광테두리(11)를 부착하며, 상기 포스트(1
4)의 상단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15)을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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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볼라드를 도시한 개략도.

도 2는 본 고안의 도로 안전시설물 보도용 볼라드를 도시한 개략도.

도 3은 본 고안의 도로 안전시설물 보도용 볼라드를 도시한 상세도.

도 4는 본 고안의 볼라드의 포스트 제작 부품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1 : 철재 볼라드 2 : L형 측구

10 : 우레탄 적층 볼라드 11 : 야광테두리

12 : 기초 콘크리트 13 : 기초 앵커

14 : 포스트 15 : 뚜껑

16 : 구멍 뚫린 원형강판 17 : 원형 몰드

18 : 우레탄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도로 구간 보도 진입로에 자동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시설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우레탄 고무로 적층
되어 충격흡수와 교체가 가능한 도로 안전시설물 보도용 볼라드(bollard)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도로구간 보도 진입로에 설치된 시설은 주로 철재 파이프로 제작된 철재 볼라드(1)를 설치하였으나, 파손되면 
쉽게 녹이 발생되어 도로 안전 시설물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철재 볼라드(1)들은 한번 설치하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 쉽게 교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형 철재에 우레탄 고무를 적층
하여 포스트를 만들고, 이러한 포스트를 지면에 교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고안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볼라드에 있어서, 볼라드를 설
치하고자 하는 보도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기 기초 콘크리트(12)에 원형 파이프로 만든 기초 앵커의 상단부
가 기초 콘크리트의 상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구멍뚫린 원형 강판의 내주면과 외주면에 우레탄을 적층한 포스트를 
상기 기초 앵커에 삽입하고, 상기 포스트의 상부에 야광테두리를 부착하며, 상기 포스트의 상단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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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뚜껑을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안전시설물 보도용 볼라드를 제공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고안의 도로 안전시설물 보도용 볼라드를 도시한 개략도이고, 도 3은 본 고안의 도로 안전시설물 보도용 볼
라드를 도시한 상세도이다.

기초 콘크리트(12)를 타설하고, 상기 기초 콘크리트(12)에 기초 앵커(13)를 설치한다. 상기 기초 앵커(13)는 원통의 
파이프의 벽면에 수평바(19)를 형성하여 기초 콘크리트(12)에 상단부만 노출되도록 삽입하여 고정된다. 상기 수평바
(19)는 기초 콘크리트(12)와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기초 앵커(13)에 삽입되도록 보도 위로 노출되는 포스트(14)를 제작하되 그 상측에 야광테두리(11)를 부착하여 
야간에 자동차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부에 뚜껑(15)을 제작하여 상기 포스트(14)의 상부를 닫아 
내부로 오물이나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포스트(14)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듯이, 구멍뚫린 원형 강판(16)을 원형 몰드(17) 속에 넣고 상기 원형 몰드(17)
와 구멍뚫린 원형강판(16) 사이의 공간에 우레탄(18)을 적층하여 완성한다.

완성된 우레탄이 적층된 포스트(14)를 기초앵커(13)에 삽입하여 본 고안의 도로 안전 시설물 보도용 볼라드가 설치된
다.

    고안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은 우레탄이 적층되어 있어서,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고 충격을 받아 파손이 되더라도 녹이 슬지 않
으며, 기초 앵커에서 포스를 빼 내면 되므로 그 제거와 설치가 간편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볼라드에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보도에 기초 콘크리트(12)를 
타설하고, 상기 기초 콘크리트(12)에 원형 파이프로 만든 기초 앵커(13)의 상단부가 기초 콘크리트(12)의 상면과 일
치하도록 설치하고, 구멍뚫린 원형 강판(16)의 내주면과 외주면에 우레탄(18)을 적층한 포스트(14)를 상기 기초 앵커
(13)에 삽입하고, 상기 포스트(14)의 상부에 야광테두리(11)를 부착하며, 상기 포스트(14)의 상단부에 이물질이 들
어가지 않도록 뚜껑(15)을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안전시설물 보도용 볼라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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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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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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