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실용신안실1998-057068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B60P 3/14

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실1997-001181
1997년01월29일

(71) 출원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72) 고안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권중암

(74) 대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2동 302호
이상호, 김현철

실1998-057068
1998년10월15일

장동립

심사청구 : 있음
(54) 터널 다목적 작업차용 케이지 걸이장치

요약
본 고안은 본 출원인에 의하여 본원과 동일자로 특허 출원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의 케이지암에 작업용
케이지와 방수쉬트 걸이를 설치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용 케이지 걸이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차륜(2)에
의하여 전 후 이동되는 복수의 아아치형 프레임(1), 체인이동장치(3), 케이지 이동장치(4), 케이지
암(5)으로 구성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에 있어서, 유압구동축(51)과 지지축(52)은 케이지 이동장치(4)
에 핀으로 연결 부착되고, 지지축(52)의 다른쪽은 케이지 걸이축(53)과 핀 연결되고, 케이지 걸이축(53)
의 반대쪽 끝은 케이지 걸이(61) 상부의 케이지 걸이핀(62)과 연결되어, 각각 양측 아아치형 프레임(1)
에 복수로 설치되고 복수로 설치된 양측의 케이지 걸이축(53)의 케이지 걸이핀(62)에는 방수쉬트
구동축(71)이 중간 핀 형태의 수동 지렛대 구동방식으로 설치되고, 방수쉬트 구동축(71)의 한쪽끝은 방
수쉬트 걸이봉(72)이 다른 한쪽끝은 작업용 손잡이가 설치되고, 방수쉬트 구동축(71)의 양쪽 사이에는 3
단계의 고정장치가 설치되고, 작업용 케이지(6)는 케이지 걸이축(53)과 케이지 걸이핀(62)으로 연결되어
중력에 의해 수평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고안 케이지 걸이장치의 요부도
도 2 는 본 고안 케이지 걸이장치의 장착 상태도
도 3 은 도 2 에서 A-A선 단면도
도면중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1 : 프레임
2 : 차륜
3 : 이동체인
4 : 케이지 이동장치
5 : 케이지 암
51 : 유압구동축

52 : 지지축

53 : 케이지 걸이축
6 : 작업용 케이지
61 : 케이지 걸이

62 : 케이지 걸이핀

7 : 방수쉬트 걸이
71 : 방수쉬트 구동축

72 : 방수쉬트 걸이봉

[고안의상세한설명]

5-1

공개실용신안실1998-057068
[고안의목적]
본 고안의 목적은 터널 내부 공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작업을 작업자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여 작업환경의 개선 및 작업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에 장착되는 작업용 케이
지 걸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안이속하는기술분야및그분야의종래기술]
본 고안은 본 출원인에 의하여 본원과 동일자로 특허 출원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의 케이지암에 작업용
케이지와 방수쉬트 걸이를 설치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용 케이지 걸이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터널의 내부벽면 공사에 있어서는 별도의 장치가 없이 이동식 대차등으로 작업원이 이동하면서
부직포와 방수쉬트 설치 및 설치전 면정리, 터널 라이닝 작업후의 그라우칭작업, 터널내 조명시설 설치
및 환기용 제트휀 설치, 터널완성 후 내부의 도장 및 타일붙임, 터널의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 보수
를 하였으나, 이는 터널내부에 설치하려는 재료 및 작업용구의 무게로 인해 천정부분이나 높은 벽면 작
업시 핸들링에 불편함이 있으며 작업자의 추락등의 위험 요인과 작업원의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작업
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추락의 위험부담이 커서
작업능률이 떨어지며 이로 인한 작업속도의 지연등의 문제점이 있다.
[고안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차륜(2)에 의하여 전 후 이동되는 복수의 아아치
형 프레임(1), 체인이동장치(3), 케이지 이동장치(4), 케이지 암(5)으로 구성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에
있어서, 유압구동축(51)과 지지축(52)은 케이지 이동장치(4)에 핀으로 연결 부착되고, 지지축(52)의 다
른쪽은 케이지 걸이축(53)과 핀 연결되고, 케이지 걸이축(53)의 반대쪽 끝은 케이지 걸이(61) 상부의 케
이지 걸이핀(62)과 연결되어, 각각 양측 아아치형 프레임(1)에 복수로 설치되고 복수로 설치된 양측의
케이지 걸이축(53)의 케이지 걸이핀(62)에는 방수쉬트 구동축(71)이 중간 핀 형태의 수동 지렛대 구동방
식으로 설치되고, 방수쉬트 구동축(71)의 한쪽끝은 방수쉬트 걸이봉(72)이 다른 한쪽끝은 작업용 손잡이
가 설치되고, 방수쉬트 구동축(71)의 양쪽 사이에는 3단계의 고정장치가 설치되고, 작업용 케이지(6)는
케이지 걸이축(53)과 케이지 걸이핀(62)으로 연결되어 중력에 의해 수평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고안의구성및작용]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은 케이지를 낮은 위치로 놓은 상태에서 2인 또는 3인의 작업자가 부직포
와 방수쉬트 설치 및 설치전 면정리, 터널 라이닝 작업후의 그라우칭작업, 터널내 조명시설 및 환기용
제트휀 설치, 터널완성 후 내부의 도장 및 타일붙임, 터널의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을 위
한 도구와 재료를 케이지로 옮긴 후 탑승하고 케이지 이동장치를 움직여 케이지를 상승시킨다. 이때 터
널 단면이 고르지 못하므로 케이지암이 유압식으로 작동하여 터널벽과 케이지와의 간격을 맞춘다. 케이
지는 케이지걸이핀에 핀 연결되어 있어 프레임을 선회하는 동안 중력에 의해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
상기와 같은 본 고안의 터널 다목적 작업차용 케이지 걸이장치의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 는 본 고안 케이지 걸이장치의 장착 상태도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케이지 걸이장치는
본원 출원과 동일자 출원의 특허 터널 다목적 작업차에 장착하여 터널 내부벽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
목적 작업차의 구성은 본원에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도 1 은 본 고안의 요부도로서, 본 고안의 케이지 걸이장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에서 하나의
케이지암(5)은 유압구동축(51), 지지축(52), 케이지 걸이축(53)으로 구성되며, 유압구동축(51)과
지지축(52)은 케이지 이동장치(4)에 핀으로 연결 부착되고 지지축(52)의 다른쪽은 케이지 걸이축(53)과
핀 연결되고 케이지 걸이축(53)의 반대쪽 끝은 케이지 걸이(61) 상부의 케이지 걸이핀(62)과 연결되어,
각각 양측 아아치형 프레임(1)에 복수로 설치되고 복수로 설치된 양측의 케이지 걸이축(53)의 케이지 걸
이핀(62)에는 방수쉬트 구동축(71)이 중간핀 형태의 수동지렛대 구동방식으로 설치되고 방수쉬트
구동축(71)의 한쪽끝은 방수쉬트 걸이봉(72)이 다른 한쪽 끝은 작업용 손잡이가 설치되고 방수쉬트 구동
축(71)의 양끝 사이에는 3단계의 고정장치가 설치된다. 작업용 케이지(6)는 케이지 걸이축(53)과 케이지
걸이핀(62)으로 연결되고 중력에 의해 수평을 유지한다.
이하 본 고안의 일실시예로서 방수쉬트 설치작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용 케이지(6)를 지면에 내린 상태에서 2명의 작업자가 방수쉬트에 방수쉬트 걸이봉(72)을 끼우고 방
수쉬트 걸이봉(72)의 양끝을 2인의 작업자가 들고 방수쉬트 구동축(71)에 끼워넣는다. 감겨있는 방수쉬
트의 한끝을 풀어서 방수쉬트 설치 시작점에 맞추고 작업자가 지면에 서서 작업가능한 높이 까지만 방수
쉬트 부착작업을 한 후 2인의 작업자는 방수쉬트 부착도구를 케이지(6)로 옮긴 후 케이지(6)에 탑승한
다. 케이지(6)는 케이지암(5)의 유압작동으로 전 후, 좌 우, 상 하로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케
이지(6)안의 작업자의 레버작동에 의해 움직인다. 케이지 이동장치(4)의 치차가 케이지(6)안의 작업자의
리모콘 버튼작동에 의해 움직이는 구동모터에 의해 회전을 하면 아아치형 프레임(1)에 부착된
이동체인(3)을 타고 아아치형 프레임(1)을 선회 할 수가 있다. 2인의 작업자는 케이지(6)를 타고 전
후,좌 우 움직이면서 터널벽면을 따라 상승하면서 끝단이 이미 고정되어 케이지(6)의 이동에 따라 풀리
게 되어 있는 방수쉬트를 터널벽면에 부착한다. 아아치형 프레임(1) 전체를 한번 선회하면서 부착작업을
완료하면 다시 역으로 선회하면서 이미 설치된 방수쉬트와의 융착 연결작업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다. 그 후 차륜(2)에 달린 구동모터 및 브레이크장치를 작동하여 다음 작업을 위해 전진 이동한다.
[고안의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은 종래에 작업자의 인력에 의존하던 작업이 대폭 감소되고 추락에 대한 안전
성이 증대되며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방수쉬트 부착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효율의 증대는 물론 다른 작업

5-2

공개실용신안실1998-057068
공정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륜에 의하여 전 후 이동되는 복수의 아아치형 프레임(1), 체인이동장치(3), 케이지 이동장치(4), 케
이지 암(5)으로 구성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에 있어서, 유압구동축(51)과 지지축(52)은 케이지 이동장
치(4)에 핀으로 연결 부착되고, 지지축(52)의 다른쪽은 케이지 걸이축(53)과 핀 연결되고, 케이지 걸이
축(53)의 반대쪽 끝은 케이지 걸이(61) 상부의 케이지 걸이핀(62)과 연결되어, 각각 양측 아아치형 프레
임(1)에 복수로 설치되고 복수로 설치된 양측의 케이지 걸이축(53)의 케이지 걸이핀(62)에는 방수쉬트
구동축(71)이 중간 핀 형태의 수동 지렛대 구동방식으로 설치되고, 방수쉬트 구동축(71)의 한쪽끝은 방
수쉬트 걸이봉(72)이 다른 한쪽끝은 작업용 손잡이가 설치되고, 방수쉬트 구동축(71)의 양쪽 사이에는 3
단계의 고정장치가 설치되고, 작업용 케이지(6)는 케이지 걸이축(53)과 케이지 걸이핀(62)으로 연결되어
중력에 의해 수평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다목적 작업차용 케이지 걸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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