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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방지용 시트

요약

본 고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방지용 시트에 관한 것으로서, 흄관이나 각종 탱크 등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

면에 일체로 고정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본 고안은 콘크리트 구조물(4)의 내면에 적용하는 부식방지용 시트(1)에 있어서, 시트(1)는 평판상의 시트본체(2)와,

시트본체(2)의 일측면에 등간격으로 일체 형성된 앵커(3)를 내충격성이 뛰어나며, 내수성(耐水性)·내한성(耐寒性)·전기특

성(電氣特性)도 뛰어난 재질인 합성수지로 구성한 것으로서, 본 고안을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4)의 수명을 대폭 연

장할 수 있고, 완벽한 수밀을 보장할 수 있어 지하수 및 토질의 오염을 방지하게 되는 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방지용 시트, 앵커, 걸림턱, 환경오염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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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을 흄관에 적용한 예를 보인 단면도

도 5는 본 고안을 각종 벽체용 라이닝으로 적용한 예를 보인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사용된 부호의 설명 ■

1:(부식방지용) 시트 2:시트본체

3:앵커 3a:지주

3b:걸림턱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방지용 시트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흄관이나 각종 탱크 등을 구성하는 콘

크리트 구조물의 내면에 일체로 고정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현장이나 가정 등의 하수 발생지역의 지하에 매설되어 하수, 오ㆍ폐수 또는 화학용수 등을 소정의 정화시설로 흐르도

록 하거나 우수, 농공업 용수 등을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흄관이나 기름, 분뇨 오폐수 등이 저장되는 각종 탱크

등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하수 내 유기물, 단백질 및 기타 황화물에 의해 발생되는 세균, 곰팡이 또는 유해가

스(SO4, H2S, H2SO4)에 의해 부식되어 수명이 단축되는바, 이를 위한 신설 및 보수 등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를 에폭시 등으로 도장하거나 코팅하여 사용하였으나, 접

착의 한계로 수년 내에 박리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각종 유체가 지하수 및 토질이 오염되

거나 이 부분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오염시키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고안자는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이 갖는 제반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는 부식방지용 시트를 제공

함에 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두고 본 고안을 안출한 것이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본 고안에서는 내충격성이 뛰어나며, 내수성(耐水性)·내한성(耐寒性)·전기특성(電氣

特性)도 뛰어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소불화비닐(PVDF), 폴리프로필렌(PP)으로 앵커가 일정 간격으로 형성된

시트를 제작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 시에 구조물 내면에 일체로 고정하여 사용함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을 방지하고 갈라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유 등의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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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본 고안의 단면도, 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이

하에서 본 고안의 구성을 설명한다.

본 고안에서 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방지용 시트(1)는 굴곡진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평면상의 구조물 등에도 용

이하게 결합되어야 하는바, 시트본체(2) 일측면에 등간격(일정 간격)으로 앵커(3)를 형성한 구성이다.

상기 시트(1)는 내충격성이 뛰어나며, 내수성(耐水性)·내한성(耐寒性)·전기특성(電氣特性)도 뛰어난 재질인 합성수지는 고

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소불화비닐(PVDF), 폴리프로필렌(PP)을 선택하여 구성하며, 앵커(3)는 지주(3a) 상단에 걸

림턱(3b)을 확장 형성한 구성이다.

상기 걸림턱(3b)은 정면에서 볼 때 다이아몬드형, 삼각형(도 3 참조), 사각형, 반구형 등 다양한 형상으로 구성되며, 시트

본체(2)의 두께(t)와, 지주(3a)의 높이(h1), 걸림턱(3b)의 높이(h2) 및 걸림턱(3b)의 직경(d), 이웃하는 앵커(3)와의 거리

(l)는 시트(1)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치수로 설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면 중 미설명 부호 4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도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 콘크리트 구조물(4)의 부식방지용 시트(1)는 도 4 내지 도 5와 같이 하수, 오ㆍ폐수 또는 화

학용수 등을 소정의 정화시설로 흐르도록 하거나 우수, 농공업 용수 등을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흄관이나 기

름, 분뇨 오폐수 등이 저장되는 각종 탱크 등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4)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하에

서 본 고안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작용 등을 설명한다.

본 고안을 콘크리트 구조물(4)에 적용코자 할 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4)을 성형하기 위한 거푸집 내측으로 시트본체(2)

의 평면 쪽을 밀착시킨 상태로 고정하여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한 후 거푸집을 분리하면 도 4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트본체(2)의 일측에 형성되어 있는 앵커(3)가 콘크리트 구조물(4) 내에 매설된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되므로

별도의 부착 작업 없이도 간편하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고안에 의하면 콘크리트 구조물(4)이 오폐수나

각종 유해가스등과의 직접 접촉이 없으므로 부식의 염려가 없고, 콘크리트 구조물(4)의 갈라짐 등이 발생하더라도 콘크리

트 구조물(4) 내에 있는 유체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

제점을 일소할 수 있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상과 같이 구성 및 작용되는 본 고안은 콘크리트 구조물(4) 내에 콘크리트 타설 시에 함께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서, 본

고안을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4)의 부식방지용으로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4)의 수명을 대폭 연장할 수 있고, 완벽

한 수밀을 보장할 수 있어 지하수 및 토질의 오염을 방지하게 되는 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고안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크리트 구조물(4)의 내면에 적용하는 부식방지용 시트(1)에 있어서,

상기 시트(1)는 평판상의 시트본체(2)와, 시트본체(2)의 일측면에 등간격으로 일체 형성된 앵커(3)를 내충격성이 뛰어나

며, 내수성(耐水性)·내한성(耐寒性)·전기특성(電氣特性)도 뛰어난 재질인 합성수지로 구성하고,

상기 앵커(3)는 지주(3a) 상단에 걸림턱(3b)을 확장 형성하여 콘크리트 구조물(4)에 견고하게 매설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방지용 시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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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1)를 구성하는 재질인 합성수지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소불화비닐(PVDF), 폴리프로필렌(PP)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방지용 시트.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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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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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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