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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이용 인방보 커버

요약

  본 발명은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이 인방보 커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인방보와 벽돌에 빗물 누수막이용 인방
보 커버가 결합되어 고정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창문틀로 누수되는 유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
이 인방보 커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인방보(170)에는 상부에 벽돌(110)이 적층시, 그 사이에 인방보 커버(900)가 설치되어 우수의 유입을
방지시키는 구조로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이 인방보 커버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주택 인방보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인방보 커버가 설치된 단면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인방보 커버의 분해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벽돌 벽체 110: 벽돌

  150: 창대 기초 170: 인방보

  190: 외벽 미장층 200: 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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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창문 300: 빗물 커버판

  400: 하부판 500: 삼각 체결대

  550: 체결 볼트 900: 인방보 커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이 인방보 커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인방보와 벽돌에 빗물 누수막이용 인방
보 커버가 결합되어 고정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창문틀로 누수되는 유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
이 인방보 커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벽돌 벽체에는 벽돌이 조적되는 관계로, 문틀이 설치되는 상,하부에 인방보와 창대 기초가 설치되는 한편, 상
기 벽돌 벽체는 창대 기초와 인방보의 사이에 문틀이 설치되고, 문틀에는 내부에 창문이 설치된다.

  도 1은 종래의 주택 인방보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벽돌 벽체(10)에는 문틀(30)의 상부에 인방보(20)가 설치
되고, 문틀(30)의 내부에 창문(40)이 설치된다.

  상술한 벽돌 벽체(10)의 창호 시스템은, 인방보(20)와 문틀(30)의 결속 구조가 미흡하여 인방보(20)에 균열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인방보(20)와 문틀(30)을 통해 유체가 유입되는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내용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은, 벽돌 벽체를 시공시 인방보와 그 인방보의 상부에 적층되
는 벽돌의 사이에 인방보 커버를 설치하여 인방보에서 발생되는 균열에 따른 하자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시공성이
양호한 인방보 커버를 구성하는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이용 인방보 커버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술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발명은, 인방보 상부에 우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인방보 커버를 설치하여 문
틀과 창문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방지하도록 하는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이 인방보 커버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인방보 커버가 설치된 단면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인방보 커버의 분해 상태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벽돌 벽체(100)에는 벽돌(110)이 수직 및 수평으로 적층되고, 상기 벽돌 벽체(100)에는 창호가
시공되는 경우, 창대 기초(150)와 인방보(170)의 사이에 문틀(200)과 창문(250)이 설치된다.

  상기 인방보(170)에는 상부에 벽돌(110)이 적층시, 그 사이에 인방보 커버(900)가 설치되어 우수가 화살표 방향으로 낙
하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인방보 커버(900)는, 판재를 수직 및 경사지게 형성한 빗물 커버판(300), 빗물 커버판(300)
의 하부 체결대 연결구(330)와 하부 지지구(340)의 사이에 수평하게 삽입되는 하부판(400), 빗물 커버판(300)의 체결대
연결구(320)(330)에 밀착되고 하부 볼트부(510)가 하부판(400)의 체결홀(410)에 체결되어 고정되는 삼각 체결대(500)
및 상기 빗물 커버판(300), 하부판(400), 삼각 체결대(500)를 관통하여 고정되는 체결 볼트(550)와 너트(560)로 구성된
다.

  상기 빗물 커버판(300)은, 상부가 수직하게 절곡되고, 중간부와 하부가 경사지게 절곡되는 한편, 상부 수직판부와 90°각
도로 절곡된 수평판부에 다수개의 체결홀(310)이 형성되고, 중간부의 절곡 위치에 체결대 연결구(320)가 길이방향 양측에
각각 형성되며, 하부 절곡 위치에 체결대 연결구(330)와 하부 지지구(340)가 형성된다.

  상기 빗물 커버판(300)에는 체결홀(310)에 고정 나사(390)이 체결된다.

  상기 하부판(400)은 직사각형 판재로, 다수개의 체결홀(410)이 형성된다.

  상기 삼각 체결대(500)는, 다수개가 1조로 구성되고, 삼각형 형태로, 절곡된 하부에 볼트부(510)가 형성되고, 중앙 양측
말단에 각각 체결홀(520)이 형성되며, 체결 볼트(550)와 너트(560)에 의해 상호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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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인방보 커버(900)는, 우수 등의 유체가 문틀(200)과 창문(250)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상부 인방보(170)와 벽돌(110)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바, 우수의 유입이 방지되는 한편, 상기 하
부판(400)과 삼각 체결대(600)가 결합되는 경우 그 사이에 에폭시 접착제(590)를 포설하여 견고한 결합 구조 및 우수(또
는 유체)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를 하기에 설명한다.

  본 발명은, 벽돌 벽체를 시공시 인방보와 그 인방보의 상부에 적층되는 벽돌의 사이에 인방보 커버를 설치하여 인방보에
서 발생되는 균열에 따른 하자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시공성이 양호한 인방보 커버의 구조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벽돌 벽체, 창대 기초, 인방보, 문틀 및 창문을 포함하는 주택 창문 인방보에 있어서,

  상기 인방보(170)에는 상부에 벽돌(110)이 적층시, 그 사이에 인방보 커버(900)가 설치되어 우수의 유입을 방지시키는
한편,

  상기 인방보 커버(900)는, 판재를 수직 및 경사지게 형성한 빗물 커버판(300), 빗물 커버판(300)의 하부 체결대 연결구
(330)와 하부 지지구(340)의 사이에 수평하게 삽입되는 하부판(400), 빗물 커버판(300)의 체결대 연결구(320)(330)에 밀
착되고 하부 볼트부(510)가 하부판(400)의 체결홀(410)에 체결되어 고정되는 삼각 체결대(500) 및 상기 빗물 커버판
(300), 하부판(400), 삼각 체결대(500)를 관통하여 고정되는 체결 볼트(550)와 너트(560)로 구성되며,

  상기 빗물 커버판(300)은, 상부가 수직하게 절곡되고, 중간부와 하부가 경사지게 절곡되며, 상부 수직판부와 90°각도로
절곡된 수평판부에 다수개의 체결홀(310)이 형성되고, 중간부의 절곡 위치에 체결대 연결구(320)가 길이방향 양측에 각각
형성되며, 하부 절곡 위치에 체결대 연결구(330)와 하부지지구(340)가 형성되며,

  상기 하부판(400)은 직사각형 판재로, 다수개의 체결홀(410)이 형성되고,

  상기 삼각 체결대(500)는, 다수개가 1조로 구성되고, 삼각형 형태로, 절곡된 하부에 볼트부(510)가 형성되고, 중앙 양측
말단에 각각 체결홀(520)이 형성되며, 체결 볼트(550)와 너트(560)에 의해 상호 체결되며, 그 사이에 에폭시 접착제(590)
가 포설되어 우수의 유입이 방지되도록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 창문 빗물 누수막이 인방보 커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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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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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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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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