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공고문
계약명

내화충전재가 내장되고 길이조절이 용이한 수평배관용 관통슬리브

관련 지식재산
권

1.내화충전재가 내장되고 길이조절이 용이한 수평배관용 관통슬리브(특허10-2018-0103554)

관련 연구과제
명
추정 기술료*

기술의 개요 및
특징

▶ 통상 :
정액기술료 10,000,000원(VAT별도)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3.00%(VAT별도)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관통슬리브를 길이조절통과 고정통으로 분리되게 형성하되, 길이조절통에는 내부측에 내화충전재를 장착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외부측에는 길이조절부와 슬라이드 이동면을 네 개씩 형성하고, 고정통에는
상단부측에 내부측으로 돌설되는 정지편을 네곳에 형성하여, 내화충전재는 길이조절통 상부측에서 밀면
삽입장착되도록 하고, 길이조절통의 슬라이드 이동면에 고정통의 정지편이 삽입되도록 조림한 후, 길이조
절통을 밀거나 당겨, 관통슬리브의 길이를 벽 두께에 길이를 맞춘 후, 길이조절통이나 고정통을 돌려주면,
고정통의 정지편이 길이조절부의 이동정지홈에 삽입 고정되어, 벽두께에 맞춰 고정되어, 수평설치가 용이
하도록 하고, 측면측으로 화재가 전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내화충전재 장착과 길이 조절이 용이한 수
평 배관용 관통슬리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수평 배관용 관통슬리브에 있어서, 관통슬리브를 길이조절통
과 고정통으로 분리되게 형성하되, 길이조절통에는 내부면측에 경사면을 형성시킨 탄성걸림편과 탄성걸림
편의 하부측에 걸림환테를 형성하여, 내화충전재를 길이조절통에 넣고 밀기만하면 탄성걸림편과 걸림환테
사이에 고정 장착되도록 하고, 길이조절통의 외부면에는 슬라이드 홈을 다단식으로 여러개 형성한 길이조
절부와 그 사이에 슬라이드 이동면을 형성한 것과, 고정통에는 상단부측에 내부측으로 돌설되는 정지편
을 네곳에 형성하여, 길이조절통의 슬라이드 이동면에 고정통의 정지편이 삽입되도록 조립한 후, 옆으로
뉘어 수평상태가 되도록 한 다음, 길이조절통을 밀거나 당기어 벽 두께에 맞춰 길이를 조절한 후, 길이조절
통이나 고정통을 일측으로 돌리면, 고정통의 정지편이, 길이조절부의 이동 정지홈 중 하나에 삽입되어 이
동하다가 걸림부에 걸리면 정지고정 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이전범위
활용분야

본 발명의 관통슬리브는 길이조절통과 고정통으로 분리되게 형성하되, 내화충전재를 길이조절통에 삽입하
여 밀면, 탄성걸림편이 눌렸다가 일어나면서, 내화충전재 상단부측을 고정시키고,,내화충전재의 하단부측
은 걸림환테에 걸리므로, 내화충전재 장착이 대단히 편리한 효과가 있고, 길이조절은 길이조절통의 슬라이
드 동면에 고정통의 이동겸용 정지편이 삽입되도록 조립한후, 길이조절통을 잡아당기거나, 밀면 길이조절
통의 슬라이드 이동면이 고정통의 정지편을 따라 이동하여, 벽 두께에 맞는 길이를 맞춘후 , 길이조절통이
나 고정통을 일측으로 돌리면 고정통의 이동겸용 정지편이 길이조절부의 이동 정지홈 중 하나에 삽입되어,
이동하다가 걸림부에 걸려 정지고정 되므로, 길이를 조정한 후에도 길이가 쉽게 변경되는 일이 없어, 재작
업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슬라이드식으로 당기거나 밀면 길이가 조절되므로, 길이 조절작업시간이 다량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기술실시기업
선정
평가 항목**

▶
▶
▶
▶

경영현황(자기자본 이익률, 배추율, 해당분야 수주실적)
기술현황(기술개발 투자실적,기술력 및 기술자 보유 수준)
장비현황(해당분야 보유 장비 등)
제시 기술료 수준 등

*상기의 기술료 조건은 추정가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제시한 평가 항목 외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기술이전신청서 외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