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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이어치기 부분 등에서의 누수 현상을 보수하는 방법으로서 금속판을 이용하여 누수부분에 덧대

고 금속판과 콘크리트를 에폭시 레진을 이용하여 접착함으로써 누수 부위의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크리트 균열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방수하는 방법으로서 금속판을 균열모양대로 붙여 고정하고, 금속판을 앙카 또는 칼

블록 등으로 고정한 다음 금속판과 콘크리트주변부를 에폭시 퍼티로 막은 후 금속판과 콘크리트 사이로 에폭시 레진을 주

입하여 방수하는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금속판과 콘크리트 사이에 에폭시 레진 대신 방수용 2 액형 우레탄을 넣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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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현재 누수 부분을 보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누수 부분에 발포 우레탄이라는, 물과 접촉시 팽창하는 물질을 주

입하거나, 시멘트에 급결제를 혼합하여 누수 부위에 바르는 방법을 쓰거나 , 급결형 시멘트 종류를 바르거나 ,아니면 콘크

리트 반대쪽 배면에 시멘트와 약품 등을 섞어서 기계로 주입하는 시멘트 페이스트 그라우트 방법이 대종을 이루어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콘크리트 건물의 내부로 침투하는 물을 방수함에 있어서 에폭시 레진으로, 침투하는 경로가 되는 균열이나 틈새,또는 구멍

을 막아주고 금속판과 콘크리트를 또 한 번 접착시켜 줌으로서 방수효과를 높여 줄 수 있다.

금속판을 일차로 앙카 볼트나 칼블록으로 고정하여 내부에 주입되는 충진물의 부착력을 증강 시키고 ,예컨대 내부에 에폭

시 레진을 충진 시켰을 때 이 레진이 굳은 후 금속판 없이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것과 바깥면에 금속판이 지지하여 붙어있

는 것과는 부착력의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는 금속판을 앙카등으로 부착 하였을 때가 크다는 것이고, 이차로 금속판 자체의

불투수 성질을 이용하며, 삼차로 금속판과 콘크리트를 붙여 줌으로서 방수 효과를 증강 시켜주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때 플라스틱판 등은 에폭시 레진과의 부착력이 낮아 진동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속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명의 구성

본 고안은 콘크리트 균열에 생긴 틈으로 새어 나오는 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도 1 에

서와 같이 균열에 금속판을 붙이고 이 금속판을 콘크리트에 앙카 볼트나 칼블럭 등을 이용하여 고정 시킨다.

이 금속판을 고정 시킨 후 금속판의 주변부와 콘크리트 사이를 에폭시 퍼티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바르고 앙카볼트나 칼블

럭을 박은 자리 역시 에폭시 퍼티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발라준다.

이와 같은 작업이 완료 되었으면 에폭시 퍼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입구를 통하여 에폭시 레진을 주입하여 충진 시킨다.

작업중에 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라면 퇴수구(4)를 설치하여 물을 빼주면서

에폭시 퍼티가 굳기를 기다리고 다 굳으면 전술한 바와 같이 주입하다가 퇴수구로 에폭시 레진이 흘러나올 때 까지 기다렸

다가 퇴수구를 집게나 철사 등으로 막아 주고 계속 에폭시 레진을 주입하며 주입도중 조금씩 기다려 공기가 공기빼기 파이

프로 빠지기를 기다리며 주입한다.

이후 공기 빼기 파이프로 에폭시 레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기빼기 파이프도 막아준다.

이후 주입구에 조금더 압력을 가하여 에폭시 레진을 넣어 주거나 현재 균열보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사기형 주입기로

압력을 가하여 주면 물이 나왔던 곳으로 에폭시레진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후 이 에폭시 레진이 굳어 균열을 채워줌으로

써

방수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속판과 콘크리트를 에폭시 레진이 접착제의 역할을 하여 붙여 줌으로써 균열부위가 재차 진동 등으로 갈라져도 금

속판이 방수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중의 방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고안이라 하겠다.

발명의 효과

일반적인 콘크리트 균열의 누수나 이어치기 부분의 누수를 방수 하는 방법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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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레진으로 틈새를 막아주고 , 금속판과 콘크리트를 한번 더 접착시켜 줌으써 2중의 방수 효과를 생기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고안의 콘크리트 벽체 균열의 누수를 방수한 단면도

도 2 는 본 고안의 콘크리트 벽체 균열의 누수를 방수한 정면도.

도 3 은 본 고안의 바닥과 벽의 이어치기 부분의 누수를 방수한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 금속판 7 : 에폭시 퍼티

2 : 에폭시 레진 8 : 공기 빼기 파이프

3 : 누수 균열 9 : 용접부분

4 : 퇴수구 10 :앙카 볼트 또는 칼블럭

5 : 주입구 11 :콘크리트 벽체

6 : 흙,또는 물탱크,외벽 등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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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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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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