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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그의 시공방법

요약

본 발명은 설비 시공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그의 시공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는 벽체와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되, 중간부위(210, 510)에 복수

개의 절곡부위(221 ∼ 224, 521 ∼ 524)와 고정편(230, 530)이 형성되며 인접하는 주변끼리 상호 결합된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제1, 제2스테인레스패널(200, 500)과; 네 모서리에 홈(425, 425')들이 형성되며 인접하는 주변끼리 상호 

결합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철제패널(400)과; 홈(425, 425')에 대응한 축(320)의 양측 끝단에 제1, 제2지지판(310, 3

30)을 결합시킨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로빔(300)을 포함하고; 벽체를 시공하기 위해, 가로빔(300)이 제1스테인레스

패널(200)의 홈(225, 225')과 철제패널(400)의 홈(425, 425')에 각각 결합된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에 콘크리트(1

20)를 충진하고, 바닥을 시공하기 위해,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이 콘크리트 양생 전의 바닥 콘크리트(121)에 덮여

져서 형성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저수지, 배수지, 스테인레스, 거푸집, 패널, 일체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물탱크 조립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그의 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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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배수지 시공에 필요한 재료들을 도시한 사시도,

도 7은 도 2에 도시된 배수지의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8은 도 2에 도시된 배수지의 내표면을 보인 정면도,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원 A의 확대 단면도,

도 10은 도 2에 도시된 배수지의 바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11은 도 2에 도시된 원 B의 확대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배수지 110 : 철근

120, 121 : 콘크리트 200, 500 : 스테인레스패널

202 : 표면 형상 225, 425 : 홈

230, 530 : 고정편 240 : 보강편

300 : 가로빔 400 : 철제패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그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스테인레스 패널과 철제 패

널의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체를 일체형으로 시공하여 위생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

를 갖는 배수지 및 그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리 시설 중에는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 시설, 배관 시설, 펌프 시설, 정수 처리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물탱크 시설이나 정수 처리 시설은 물이 오염되지 않게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다수의 정수 처리 시설 중 착수정은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물인 원수의 유량을 균등하게 조정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약품투입시설은 원수 중 각종 탁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원수량과 수질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PAC(폴리염화알루

미늄), 황산알루미늄, 소석회, 활성탄 등 약품을 혼화지에 투입하는 시설이다. 혼화지는 원수에 정수약품을 투입하여 

교반기로 균일하게 섞어주는 설비이다. 응집지는 혼화지에서 균일하게 섞인 혼탁 물질( 탁질)을 가라앉기 쉬운 큰 덩

어리로 응결시키고, 침전지는 응집지에서 응결된 큰 덩어리(floc)를 가라앉혀 맑고 깨끗하게 한다. 여과지는 침전지에

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 부유물질을 모래, A/C(안트라사이트)로 여과(filtering)시키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오존접촉 

및 생물활성탄 여과지를 통과시켜 여과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물속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한다. 또한, 정수지는 고도정

수처리시설을 거친 정수에 염소소독 및 불소투입을 실시한 후 일시 저장하고, 송수펌프시설은 모터펌프로 수돗물을 

각 가정과 배수지로 밀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배수지는 수요를 위해 물을 일시적으로 공급대기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가압, 누수 등과 같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곳에 설치되어서 자연압력으로 각 가정에 물

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배수지는 지하나 건물 내에 설치되어 물을 담을 수 있는 대용량의 공간을 갖는 구조물로서, 시공경제상 대부분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왔으며, 그 형태도 6면체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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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콘크리트 재질의 배수지는 구조적 강도나 수밀성 및 경제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수분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내벽에 물이끼가 끼거나 부식이 되며, 이에 따라서 정수지에서 입수된 깨끗한 물이 각 

가정으로 도달되기도 전에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지 내주면을 도장하는 경우에도 수돗물 자체의

소독약제나 배수지 청소 및 살균 시에 사용하는 세척 소독제(예 : CARELAR BIO, CARELAR PLUS) 등에 의해 도료

가 콘크리트 벽체로부터 이탈되어 수질이 오염되는 등 위생상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종래 기술에 따른 물탱크 조립 구조는 기존에 시공된 콘크리트 재질 물탱크의 내주면에 얇은 스테인레스 패널을 피복

하는 시공방법으로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000-2746호와 제2000-16586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이 종래 기술은 기저부(1) 상에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물탱크(2)의 내부를 스테인레스 패널(3)로 라

이닝(lining)하는 시공방법 내지 패널 부착/조립방법이다. 즉, 콘크리트 물탱크(2)의 내부를 다수의 스테인레스 패널(

3)들로 덮고, 서로 인접되는 스테인fp스 패널(3)들의 주변에 절곡 형성된 연접편(5, 6)들을 밀봉부재(7)로 덮은 다음, 

고정 플레이트(4)의 접속융기부(8)로 인접하는 밀봉부재(7)를 다시 덮은 후 고정 플레이트(4)를 관통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는 볼트로 고정함으로써, 스테인레스 패널(3)들이 콘크리트 물탱크(2)의 벽체에 조립 설치되도록 한 것

이다.

그러나 종래 기술은 기존에 시공된 콘크리트 물탱크의 내부 라이닝 기술로서 콘크리트 물탱크 축조 후에 라이닝 시공

을 수행해야 하므로 시공 기간(공기)이 상대적으로 긴 단점이 있으며,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벽체에 다수

의 볼트 구멍을 천공하고 볼트를 조립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매우 비경제적인 단점이 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한 작업이

수반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또한, 종래 기술은 소규모 물탱크 등에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대규모 수리 시설인 배수지에는 시공경제상 부적합하

다.

또한, 거푸집과 관련한 다른 종래 기술로서, 2003년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375501호(이하 ''501호'라 함)에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사이드 월 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제 '501호의 사이드 월 구조체는 유리섬유시트와 폴리우레탄 폼과 유리섬유시트로 이루어진 단열패널을 거푸집 겸용

으로 함으로써, 사이드 월의 시공시 철근콘크리트부와 함께 단열패널의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 시공시간을 대폭 단

축시켜 경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고, 상기 단열패널을 구성하는 양 유리섬유시트를 보강직물로 스티칭(stitchin

g)하여 연결함으로써 3차원의 구조체를 이루고 그 유리섬유시트 사이에 심재인 폴리우레탄 폼을 충전시킴으로써 단

열패널의 구조 강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사이드 월 구조체의 강도를 향상시켜 구조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타설될 부위에 철근을 배근하고, 단열패널을 구성하는 일측의 유리섬유시트에 철근매시를 부착

하고, 이 철근매시의 직각방향으로 다수의 연결로드를 연결하고, 상기 연결로드의 단부를 통해 단열패널로부터 소정

의 폭(두께)을 갖고 아웃터 거푸집을 설치하여 상기 아웃터 거푸집과 단열패널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철근콘크

리트부를 형성하고, 상기 철근콘크리트부의 양생에 따라 아웃터 거푸집을 제거시킴으로써, 상기 철근콘크리트부와 

단열패널이 연결로드와 철근매시를 매개체로 하여 일체화된 사이드 월을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제 '501호의 사이드 월 구조체는 단열 시공이 필수적인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적합하도록 단열패널을 사

용하되, 단열패널을 철근콘크리트부에 일체로 결합시키기 위한 철근매시와 연결로드를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현장

에서 철 근매시를 단열패널에 부착하는 작업과 연결로드를 철근매시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반하여야 하며, 액화천연

가스 저장탱크의 구조적 강성을 위해 콘크리트에 철근을 내설시키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제 '501호의 사이드 월 구조체는 소독약을 갖는 물이 단열패널에 접촉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로서, 

오랜 시간동안 물과의 접촉에 따른 부식 문제가 없겠지만, 배수지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수지 재질의 물탱크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즉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재질의 물탱크인 경우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정도, SMC

(Sheet Molding Compound) 재질의 물탱크인 경우 수명이 25년 정도밖에 안되어 제품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잦

은 유지 보수를 요구하며, 수년간의 사용시 수지 박리 현상에 따라 표면 상태가 악화되고 비위생적으로 변질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또한, 제 '501호의 사이드 월 구조체는 단열패널과 아웃터 거푸집 사이에 철근콘크리트부가 개재되어 있고, 콘크리트

양생 후 아웃터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공방법이므로, 구조적 지지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철근을 개재한 콘크

리트 시공이 필요하고, 비경제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공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아웃터 거푸집 제거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 '501호의 사이드 월 구조체는 아웃터 거푸집과 단열패널을 연결하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

생 후 아웃터 거푸집이 구조적 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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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과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배수지의 물이 접촉하는 스테인레스 패널과 구조재로

서의 역할을 하는 일반 철제패널의 사이에 가로방향으로 다수의 가로빔을 개재하여 상호 결합되도록 하고, 패널 사이

에서 콘크리트를 양생하여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패널시공과 콘크리트시공을 접목한 시공기술로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요구하지 않기 때

문에 시공이 간편하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의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들은 벽체와 바닥으로 이루어진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에 

있어서, 중간부위에 복수개의 절곡부위와 고정편이 형성되며 인접하는 주변끼리 상호 결합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

, 제2스테인레스패널과; 네 모서리에 홈들이 형성되며 인접하는 주변끼리 상호 결합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철제패널

과; 홈에 대응한 축의 양측 끝단에 제1, 제2지지판을 결합시킨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로빔을 포함하며, 벽체를 시공하

기 위해, 가로빔이 제1스테인레스패널의 홈과 철제패널의 홈에 각각 결합된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에 콘크리트를 

충진하고, 바닥을 시공하기 위해, 제2스테인레스패널이 콘크리트 양 생 전의 바닥 콘크리트에 덮여지고, 패널들과 상

기 콘크리트들이 일체형 구조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그의 시공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면에서,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그의 시공방법을 설명하

기 위한 단면도이고,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배수지 시공에 필요한 재료들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또한, 도 7은 도

2에 도시된 배수지의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고, 도 8은 도 2에 도시된 배수지의 내표면

을 보인 정면도이며,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원 A의 확대 단면도이다. 그리고, 도 10은 도 2에 도시된 배수지의 바닥 구

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고, 도 11은 도 2에 도시된 원 B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100)는 정수장으로부터 입수되는 소

독약제를 함유한 수돗물을 저장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시공방법은 대용량 물 저장 시설인 배수지(100)를 비롯하여 물 저장과 관련된 수리 시설 전반에 걸쳐 바닥

과 벽체 축조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하기에 상세히 설명할 제1스테인레스패널(200)과 철제패널(400)로 거푸집의 기능을 담당토록 한 후, 패널(200

, 400)들의 사이와, 지면(10)의 상부로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의 아래쪽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게 한다.

본 발명의 배수지(100)는 지중에 설치되는 경우, 점선(11)을 따라 땅을 파서 내려가는 터파기 공사를 수행 후, 지중에

서 지면 고르기 공사, 바닥 및 측벽 철근 공사, 측벽 패널 공사, 콘크리트 타설, 바닥 패널 공사의 시공 순서로 축조된

다.

만일, 본 발명의 배수지(100)가 건물(도시 안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상기 시공 순서 중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에서 지면 고르기 공사, 바닥 및 측벽 철근 공사, 측벽 패널 공사, 콘크리트 타설, 바닥 패널 공사의 시공 순

서로 축조될 것이다.

터파기 공사에서는 착굴기, 발파 등 일반적인 토목 기술을 사용하여 원하는 면적과 깊이 만큼 공간을 확보한다.

지면 고르기 공사는 흙과 자갈을 적당히 섞어서 길이방향으로 'V'자의 형상을 유지하게 지면(10)을 형성한다.

바닥 및 측벽 철근 공사는 지면(10)이 'V'자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철근(110)과 철근매시 등을 지면(1

0)에 배열함과 동시에, 바닥과 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서 상측 방향으로 연장되어 측벽의 상단 부위까지 철근(1

10)의 끝단이 연장되도록 철근 구조를 형성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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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벽 패널 공사는 다수의 제1스테인레스패널(200), 가로빔(300), 철제패널(400)을 사용하여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

체를 형성하는 공사이다.

콘크리트 타설은 지면(10)에 깔린 철근(110)과 철근매시를 완전 덮도록 물, 골재, 시멘트를 배합시킨 바닥 콘크리트(

121 : 제품명 KS레미콘)를 타설하는 공정과,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의 내부에 콘크리트(120)를 부어넣어 양생시키

는 공사 이다.

바닥 패널 공사는 타설된 바닥쪽 콘크리트(121)가 소정 강도(5kg/㎠ ∼ 10kg/㎠)를 갖기 전에, 제2스테인레스패널(5

00)로 바닥 콘크리트(121)의 상부를 덮어 밀착시킨 후,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의 주변 모두와, 제2스테인레스패널(

500)과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이 만나는 주변(205)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시공을 의미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배수지(100)를 축조시에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은 STS 444계열의 저수조 전용 스테인레스 재질로서, 대략적으로

1m 내지 2m 안팎의 폭과 1.5t에서 3t정도의 두께를 갖는 스테인레스 스트립 코일 제품(제조사 : 대한민국의 포항제

철, 광양제철)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STS 444는 용접부의 내식성 및 인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뛰어난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서, 온수조 및 저수조 

용도로 사용된다. 이런 STS 444는 중량%로, C:0.015%이하, N:0.02%이하, Si:0.5%이하, Mn:0.5%이하, P:0.03%이

하, S:0.004%이하, O:0.005%이하, Nb:0.36%이하, Ti:0.1%이하, Cu:0.5%이하, Al:0.05%이하, Mo:2%이하, Cr:19

∼24%를 포함하고; 니오븀-티타늄(Nb+Ti)의 함량이 0.36%보다 작고, 탄소-질소(C+N)의 함량이 0.025%보다 작

으며, 안정화 원소로 니오븀-티타늄(Nb+Ti)만 첨가되고, 산소의 함량을 0.005%이하로 되게 알루미늄(Al)을 첨가하

여 조성되어 있다.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의 제작 시, 상기 STS 444 스테인레스 스트립을 소정 면적으로 절단한다. 예컨대, 절단된 판

재(도시 안됨)는 넓이 1m, 길이 5m 이거나 또는 건장한 작업자 한 명이 용이하게 운반 및 설치하기 쉬운 사이즈를 갖

는다. 이후, 작업자가 네 개의 모서리 부위를 정사각형 모따기로 판금 가공함으로써, 상기 절단된 판재는 제1재료판재

(도시 안됨)로 된다.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에 하기에 설명할 가로빔을 기밀하게 결합시키도록, 제1재료판재에서 정사각형 모따기 된 

부위의 안쪽 모서리부위는 가로빔 축의 외경을 고려하여 원형 모따기 판금 가공이 더 수행된다.

이후, 제1재료판재는 고무 다이 성형기 또는 폼블록 인장 성형기(도시 안됨)에 의해 프레스 가공된다.

여기에서, 성형기는 통상적인 유압 설비에 연결되어 압착력을 제공하는 유압식 압착장치와, 이런 유압식 압착장치에 

연결되도록 특별히 제작한 3차원 형상의 다이(Die) 내지 암수 폼블록을 장착한 것이다.

예컨대, 숫(male) 폼블록에는 평면에 한 개의 반구형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에 절곡부위(

221 ∼ 224)를 형성시키도록, 넓이방향과 길이방향의 측 끝단부에 절곡턱이 각각 하향으로 돌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는 암(female) 폼블록에는 상기 반구형 돌출부에 대응하는 반구형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절곡턱에 교

합되어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에 절곡부위(221 ∼ 224)를 형성시키도록, 넓이방향과 길이방향의 양쪽 끝단부면에 

절곡홈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이런 폼블록들이 교합되었을 때의 유격은 제1재료판재의 두께에 대응 하게 정해진다. 

제1재료판재는 숫 폼블록과 암 폼블록의 사이에 위치되고, 유압식 성형기가 숫 폼블록을 암 폼블록쪽으로 강하시켜 

압착시킬 때, 비로서 제1기본패널(201)로서 제작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폼블록의 돌출부 및 함몰부 형상을 변형할 경우, 평면 형상, 라운드 형상, 엠보싱 형상, 주름 형

상, 딤플 형상, 굴곡 형상과 같이 다양한 표면 형상(202)을 갖는 제1기본패널(201)을 찍어내듯이 양산할 수 있다.

제1기본패널(201)은 표면 형상(202)을 갖는 중간부위(210)와, 이런 중간부위(210)의 네 변에서 수직하게 절곡된 절

곡부위(221 ∼ 224)를 일체형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길이방향 또는 넓이방향으로 각각 'ㄷ'자 단면 형상을 

갖는다.

또한, 제1기본패널(201)에서 중간부위(210)와 각각의 절곡부위(221 ∼ 224)가 인접하는 네 개의 안쪽 모서리에는 

가로빔의 축이 놓여질 수 있는 1/4 원 형상의 홈(225)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특히, 제1기본패널(201)의 중간부위(210)의 내표면에는 스테인레스 재질 또는 일반 철제 재질로서 두께방향으로 통

공된 구멍(231)을 갖는 다수의 제1고정편(230)들이 용접에 의해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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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고정편(230)들의 부착 방향은 제1기본패널(201)의 길이방향(도면에서 횡방향) 또는 높이방향(도면에서 종방향)

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부착되며, 다만 중간부위(210)의 내표면에서 수직하게 향하게 고정되면 족하다.

보강편(240)은 판상으로 형성된 보강재로서, 제1기본패널(201)의 절곡부위(221 ∼ 224)의 넓이와 중간부위(210)의 

높이에 대응한 면적을 갖는다.

부가적으로, 보강편(240)과 절곡부위(221 ∼ 224)는 콘크리트와의 결합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은선으로 표시한 바

와 같이 통공된 구멍(226, 246)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보강편(240)은 용접에 의해서 제1기본패널(201)의 중간부위(210)와 절곡부위(221 ∼ 224)의 내표면에 고정된

다. 이때, 보강편(240)들은 그의 길이방향이 제1기본패널(201)의 높이방향과 일치하며, 제1기본패널(201)의 길이방

향으로 소정 간격을 유지하게 배열된다.

이렇게 보강편(240)들과 제1고정편(230)들이 용접에 의해 결합될 경우,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이 완성된다.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은 절곡부위(221 ∼ 224)와 보강편(240)과 제1고정편(230)에 의해서 거푸집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외력에 의해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

제1스테인레스패널(200)들은 동일 형상을 갖게 다수개로 제작되고, 용접에 의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제

1스테인레스패널(200)의 주변은 각각 인접하는 다른 스테인레스패널의 주변과 접촉하도록 배열된 후, 접촉선을 따라

용접되고, 이렇게 용접된 다수의 제1스테인레스패널(200)들은 하나의 판재와 같이 배수지 측벽의 내표면 전체를 덮

을 수 있는 면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에서는 제1고정편(230), 보강편(240), 절곡부위(221 ∼ 224)의 표면이 콘크리트와 접

촉하고, 제1고정편(230)의 구멍에 콘 크리트가 채워지기 때문에, 지지력을 발휘하여 패널-콘크리트 구조체로서의 강

성이 유지된다.

또한,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은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물이 콘크리트에 접촉하지 않는 수밀성을 

보장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로빔(300)은 앞서 설명한 제1스테인레스패널과 하기에 설명할 철제패널 사이를 연결하

는 보강재 및 구조재로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제1지지판(310)과, 일반 철제 재질로서 봉 형상을 갖는 축(320)과, 스테

인레스 재질 또는 일반 철제 재질의 제2지지판(330)과, 너트(340)로 구성되어 있다.

축심을 기준선으로 하여, 축(320)의 일측 끝단에는 사각형 제1지지판(310)이 용접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으며, 다른측

끝단에는 너트(340)와 결합될 수 있는 나사산(321)이 외원주면에 형성되어 있다. 제2지지판(330)의 축심에는 축의 

직경에 대응하는 결합 구멍(331)이 형성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철제패널(400)은 통상적으로 건설 업계에 제공되는 철제 거푸집 패널을 약간 변형하여 사

용할 수 있고, 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철제패널(400)은 상술한 제1스테인레스패널과 동일면적을 갖지만, 그의 두께에 있어서

는 상대적으로 매우 두꺼운 두께(5t ∼ 10t)를 갖는다.

이런 철제패널(400)은 네 모서리에 상기 가로빔의 축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1/4 원 형상의 홈(425)이 각각 형성되

어 있고, 네 변에서 수직하게 형성된 절곡 부위(421 ∼ 424)에 다수의 볼트구멍(426)이 형성되어 있다.

철제패널(400)의 주변은 인접하는 다른 일반 철제패널의 주변과 접촉하도록 배열된 후, 볼트결합에 의해 서로 결합되

거나, 또는 물 빠짐이 좋게 접촉선을 따라 점 용접 부위(429)에 의해 연결된다.

이런 경우, 다수의 철제패널(400)들은 하나의 판재와 같이, 배수지 측벽의 외표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의 면적으

로 확장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은 앞서 설명한 제1스테인레스패널(200)과 동일한 재질이다.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의 제작 시, 네 개의 모서리 부위를 정사각형 모따기로 판금 가공한 제2재료판재(도시 안됨)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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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재료판재는 상기 제1재료판재와 달리, 가로빔을 결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형 모따기 판금 가공을 하지 않는

다.

제2재료판재는 앞서 상세히 설명한 고무 다이 성형기 또는 폼블록 인장 성형기(도시 안됨)에 의해 프레스 가공되어서

중간부위와 절곡부위(521 ∼ 524)를 갖는 제2기본패널(501)로 완성된다.

제2기본패널(501)의 중간부위(510)의 내표면에는 앞서와 같이 두께방향으로 통공된 구멍(531)을 갖는 다수의 제2고

정편(530)들이 용접에 의해 부착됨으로써,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이 완성된다.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은 배수지의 바닥판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에서처럼 다수의 보강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은 제2고정편(530)의 표면과 절곡부위(521 ∼ 524)의 표면이 콘크리트와 접촉하고, 

제2고정편(530)의 구멍(531)에 콘크리트가 채워지기 때문에, 지지력을 발휘하여 패널-콘크리트 구조체로서의 강성

이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은 제1스테인레스패널과 용접됨으로써, 배수지로서 사용될 때, 물이 콘크리트에 접촉

하지 않는 수밀성을 보장한다.

이하,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의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와 바닥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도 7과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수지의 일 측벽을 종단면으로 절단할 때, 수돗물과 접촉하는 곳을 '내측 설치 부위

'라 하고, 수돗물과 접촉하지 않는 곳을 '외측 설치 부위'라 정의한다.

이런 경우,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은 인접하는 주변끼리 용접되며, 절곡부위(221, 222, 223)와 제1고정편(230)과 

보강편(240)이 돌출된 측에 철제패널(400)이 위치하도록 배수지의 내측 설치 부위에 세워진다.

철제패널(400)은 인접하는 주변끼리 용접되며, 상기 제1스테인레스패널(200)과 소정 간격(배수지 측벽의 두께에 대

응한 간격)을 평행하게 유지하도록, 외측 설치 부위에 세워진다.

여기에서, 상기 언급한 바닥 및 측벽 철근 공사에 의한 다수의 철근(110)은 제1스테인레스패널(200)과 철제패널(400

)의 사이에 개재된다. 이런 철근(110)은 토목공사용 철사, 와이어(도시 안됨) 등을 이용하여 하기에 설명할 가로빔(30

0)에 연결될 수 있다.

철제패널(400)은 그의 절곡부위(421, 423, 424)가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의 반대쪽 방향으로 향하게 세워지거나, 

또는 외부 미관을 고려하여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의 절곡부위(221, 222, 223)를 향하도록 마주보게 세워질 수 있

다.

또한,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이 인접하는 주변끼리 용접되면, 네 개의 제1스테인레스패널(200)들이 접하는 모든 모

서리 부위에는 1/4 원 형상의 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관통 홈(225')을 형성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철제패널(400)도 네 개의 철제패널(400)들이 접하는 모든 모서리 부위에 하나의 관통 홈(425')을 형

성하게 된다.

이런 관통 홈(225', 425')들에 각각 가로빔(300)을 결합하되, 이때, 제1지지판(310)이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의 표

면과 접촉하고, 제1지지판(310)에 고정된 축(320)이 상기 관통 홈(225', 425')들을 차례로 통과하고, 제2지지판(330)

이 나사산을 형성된 축의 끝단에 삽입되고, 너트(340)가 축(320)의 나사산에 결합되어서, 결과적으로 제2지지판(330

)을 철제패널(400) 쪽에 밀착시킨다.

가로빔(300)의 제1지지판(310)과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의 외표면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접촉선을 따라 모두 용접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의 물이 가로빔(300)의 축(320)을 따라 누수되지 않는다.

이후, 모든 용접된 부위(290, 291, 292, 429)들은 부동태 피막 재생처리를 하여 마무리를 한다.

제1스테인레스패널(200)과 철제패널(400) 및 가로빔(300)은 거푸집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측벽 패널 거푸

집 조립체로서, 패널(200, 400)들을 용접시공하여 배수지의 주변 방향으로 연장시킬 때, 사각 또는 원형의 벽체를 형

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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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의 안쪽에는 제1스테인레스패널(200)과 철제패널(400)의 사이로 지면에 고정된 상태

의 철근이나 'I'자 지주(도시 안됨)가 배수지의 주변 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열될 수 있다.

도 9에 확대 도시된 바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시,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의 안쪽을 비롯하여, 제1고정편(230), 보강

편(240), 절곡부위(221, 223) 등의 형성된 구멍(231)에도 콘크리트(120)가 채워진다.

가로빔(300)과 철근(110)은 콘크리트 양생시 제1스테인레스패널(200)과 철제패널(400)이 서로 벌어지지 않게 지지

하고,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지력을 발생시킨다.

이후,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는 콘크리트(120)가 양생되어짐에 따라서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의 배수지 측벽이

된다.

한편,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면(10)에는 지면 고르기 공사와 바닥 및 측벽 철근 공사가 미리 수행되어 있다.

작업자는 지면(10)에 깔린 철근(110)과 철근매시(111)를 감싸게 콘크리트(121)를 부어넣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한 후, 바닥쪽 콘크리트(121)가 소정 강도(5kg/㎠ ∼ 10kg/㎠)를 갖기 전에 제2스테인레스패널(500)로 콘크리트

(121)의 상부를 덮어 밀착시킨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완전 양생 전 상태의 콘크리트(121)를 덮은 다수의 제2스테인레스패널(500)들은 용접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다. 즉,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의 주변은 각각 인접하는 다른 스테인레스패널의 주변과 접촉하

도록 배열된 후, 접촉선을 따라 용접된다. 따라서, 다수의 제2스테인레스패널(500)들은 하나의 판재와 같이 배수지 

바닥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면적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확장되는 가운데 제2스테인레스패널(500)과 제1스테인레스패널이 만나는 부위도 용접됨으로써, 하나의 스테

인레스 바닥면과 측면을 형성하게 된다. 물론, 용접된 부위(590)는 부동태 피막 재생처리를 하여 마무리를 한다.

지면(10)은 지면 고르기 공사시 'V'자의 형상을 유지하게 형성되고, 이런 지면(10) 위에 바닥 및 측벽 철근 공사가 수

행된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접된 제2스테인레스패널(500)들도 'V'자의 형상으로 배치된다.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의 절곡부위(521, 523)와 고정편(530)들이 양생에 따라 바닥쪽 콘크리트(121)에 완전 고정

됨으로써, 제2스테인레스패널(500)들은 콘크리트(121)에 완전 밀착하게 된다.

이후, 대략 양생 기간이 3일 이상을 경과하면,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어 강도 50kg/㎠ 이상이 되고 제1, 제2스테인

레스패널(200, 500)과 콘크리트(121)와 철근(110)과 철근매시(111) 및 철제패널이 일체로 형성된 구조의 배수지가 

완성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서는 'V'자 스테인레스 바닥으로서 청소 및 유지 보수가 뛰어나며, 구조적 강

성이 뛰어난 콘크리트의 장점과, 내식성, 내구성, 내열성, 수밀성, 내진성, 위생성, 미관, 재활용성, 장래성, 유지 검사/

보수성, 시공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의 장점을 모두 갖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가 제공되는 효과

가 있다.

즉, 본 발명은 스테인레스 소재의 특성에 따라 내식성과 내구성이 강하며, 스테인레스패널 자체가 충격치 1490kj/㎡

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수지계(98kj/㎡)에 비해서 내 충격성이 매우 강하고,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의 경우 측정치를 

적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의 시공방법은 콘크리트 시공 후 어떠한 결합 재료도 철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의 시공방법은 지상이나 지중에 관계없이 조립식의 패널들

을 거푸집으로 대용하여 일체형의 측벽 및 바닥판을 형성함으로써, 탁월한 시공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개특허 10-2004-0084273

- 9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벽체와 바닥으로 이루어진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에 있어서,

중간부위(210, 510)에 복수개의 절곡부위(221 ∼ 224, 521 ∼ 524)와 고정편(230, 530)이 형성되며 인접하는 주변

끼리 상호 결합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 제2스테인레스패널(200, 500)과;

네 모서리에 홈(425, 425')들이 형성되며 인접하는 주변끼리 상호 결합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철제패널(400)과;

상기 홈(425, 425')에 대응한 축(320)의 양측 끝단에 제1, 제2지지판(310, 330)을 결합시킨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로

빔(300)을 포함하며,

상기 벽체를 시공하기 위해, 상기 가로빔(300)이 상기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의 홈(225, 225')과 상기 철제패널(40

0)의 홈(425, 425')에 각각 결합된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에 콘크리트(120)를 충진하고,

상기 바닥을 시공하기 위해, 상기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이 콘크리트 양생 전의 바닥 콘크리트(121)에 덮여지고, 

상기 패널(200, 400, 500)들과 상기 콘크리트(120, 121)들이 일체형 구조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스테인레스패널(200, 500)의 고정편(230, 530)에는 두께방향으로 통공된 구멍(231, 531)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스테인레스패널(200, 500)의 중간부위(210, 510)에는 폼블록의 돌출부와 함몰부의 평면 형상, 라운드 

형상, 엠보싱 형상, 주름 형상, 딤플 형상, 굴곡 형상에 대응한 표면 형상(202)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테인레스패널(200)에는 상기 절곡부위(221 ∼ 224)와 상기 중간부위(210)에 모두 접촉하도록 다수의 보

강편(240)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청구항 5.
벽체와 바닥으로 이루어진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의 시공 방법에 있어서,

흙과 자갈을 적당히 섞어서 길이방향으로 'V'자의 형상을 유지하게 지면(10)을 형성하는 지면 고르기 단계와;

상기 지면(10)이 'V'자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철근(110)과 철근매시(111) 등을 지면(10)에 깔고, 바닥

과 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서 상향으로 소정 높이까지 철근(110)이 올라올 수 있도록 철근 구조를 형성하는 바

닥 철근 공사 단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스테인레스패널(200), 가로빔(300), 철제패널(400)을 용접하여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를 

형성하는 측벽 패널 공사 단계와;

상기 지면(10)에 깔린 상기 철근(110)과 상기 철근매시(111)를 완전 덮도록 물, 골재, 시멘트를 배합시킨 바닥 콘크

리트(121)를 타설하고, 측벽 패널 거푸집 조립체의 내부에 콘크리트(120)를 부어넣어 양생시키는 콘크리트 타설 단

계와;

상기 바닥쪽 콘크리트(121)가 소정 강도를 갖기 전에, 제2스테인레스패널(500)로 상기 바닥 콘크리트(121)의 상부를

덮어 밀착시킨 후, 상기 제2스테인레스패널(500)의 주변 모두와, 상기 제2스테인레스패널(500)과 상기 제1스테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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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널(200)이 만나는 주변(205)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바닥 패널 공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 일

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의 시공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테인레스패널(200)과 상기 가로빔(300)과 상기 제2스테인레스패널(500)과 상기 철제패널(400)에서 용접

된 부위(290, 291, 292, 429, 590)를 부동태 피막 재생처리를 하여 마무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널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의 시공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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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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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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