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070474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E02B 3/14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70474

2004년08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4-0055826

(22) 출원일자 2004년07월19일

(71) 출원인 김길평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6-14(13/2)

(72) 발명자 김길평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6-14(13/2)

성수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1 (7/5) 현대아파트 6-201

심사청구 : 있음

(54)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

요약

본 발명은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하천 법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법면블록을 간단

하게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법면블록 전면에는 식물을 식재하도록 구성시켜 

친환경적인 시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하천의 법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에 있어서, 상기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는,

하천의 양측에 기초블록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법면블록을 순착적으로 적층하는 구조로 구성하는 한편, 상기 기초블

록은, 상부는 ㄱ자형 형태를 구성하고, 하부는 평판부 형태로 형성되도록 구성하며, 상기 법면블록은, 전면에 식물을 

식재 할 박스부를 형성시켜 토사를 채우고 식물을 식재하며, 후면과 하부에는 체결홈이 형성되어 법면블록을 상,하 

체결하고, 측면에는 체결홀이 형성되어 체결핀에 의해 측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연결 설치되는 구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하천, 법면블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에 설치된 하천구조물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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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하천법면블록의 제작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하천 200: 법면

300: 기초블록 310: ㄱ자형 형태

320: 평판부 형태 400: 법면블록

410: 박스부 420: 체결홈

430: 체결홀 440: 토사

450: 식물 500: 체결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하천 법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법면블록을 간단

하게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법면블록 전면에는 식물을 식재하도록 구성시켜 

친환경적 인 시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천(10)에는 도 1과 같이 법면(20)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구조물(30)을 설치한다.

그러나 기존의 옹벽구조물(30)은 설치시 물의 유도가 어렵고, 또한 우기시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가 어려워 시공 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공후에는 자연과 일체성이 확보되지 않아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하천에 설치되는 법면블록을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법면블록 전면에는 식물을 식재토록 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술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 발명은, 하천의 법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에 있

어서, 상기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는, 하천의 양측에 기초블록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법면블록을 순착적으로 적층하

는 구조로 구성하는 한편, 상기 기초블록은, 상부는 ㄱ자형 형태를 구성하고, 하부는 평판부 형태로 형성되도록 구성

하며, 상기 법면블록은, 전면에 식물을 식재 할 박스부를 형성시켜 토사를 채우고 식물을 식재하며, 후면과 하부에는 

체결홈이 형성되어 법면블록을 상,하 체결하고, 측면에는 체결홀이 형성되어 체결핀에 의해 측 방 향으로 연속적으로

연결 설치되는 구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하천법면블록의 제작상태를 나타

내는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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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100)에 법면(200)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블록(300)과 법면블록(400)을 설치하여 구성한다.

상기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는, 하천(100)의 양측에 기초블록(300)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법면블록(400)을 순착적

으로 적층하는 구조로 구성하는 한편,

상기 기초블록(300)은, 상부는 ㄱ자형 형태(310)를 구성하고, 하부는 평판부 형태(320)로 형성되도록 구성하며,

상기 법면블록(400)은, 전면에 식물을 식재 할 박스부(410)를 형성시켜 토사(440)를 채우고 식물(450)을 식재하며, 

후면과 하부에는 체결홈(420)이 형성되어 법면블록을 상,하 체결하고, 측면에는 체결홀(430)이 형성되어 체결핀(500

)에 의해 측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연결 설치된다.

상술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는, 하천 법면에 설치되는 시설의 구조를 조립식

으로 간단하게 설치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면블록 전면에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구

성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는, 하천에 설치되는 법면보호시설을 간단하게 설치하도록 구성시켜 시공성을 향상

시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식물을 식재하여 자연과 일체성을 이루는 효과를 갖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천의 법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에 있어서,

상기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는, 하천(100)의 양측에 기초블록(300)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법면블록(400)을 순착적

으로 적층하는 구조로 구성하는 한편,

상기 기초블록(300)은, 상부는 ㄱ자형 형태(310)를 구성하고, 하부는 평판부 형태(320)로 형성되도록 구성하며,

상기 법면블록(400)은, 전면에 식물을 식재 할 박스부(410)를 형성시켜 토사(440)를 채우고 식물(450)을 식재하며, 

후면과 하부에는 체결홈(420)이 형성되어 법면블록을 상,하 체결하고, 측면에는 체결홀(430)이 형성되어 체결핀(500

)에 의해 측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연결 설치되는 구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천법면블록 설치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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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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