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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벽체전체의 변형이나 돌출을 방지하고 또 간단한 구조로 시공이 쉽고 용이하며, 작업성이 뛰어
난 보강토 구조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토층(1)의 표면부에 설치되는 철근그릿트로 되는 여
러 망의 표면재(2)를 여러 가닥의 세로철근(2c)과 가로철근(2d)을 직교하는 격자모양으로 조립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성토층(1)의 표면부에 첨부되는 기립부(2a)와 상기 성토층(1)속에 매설되어 보강부재(4)에 
연결되는 다리부(2b)와 L자 모양으로 구성하여 상기 기립부(2b)의 상단부에 상측표면재(2)의 그물코보다 
상기 성토층(1)의 외측으로 돌출하여 상기 상하표면재(2),(2)를 연결하는 연결봉(3)을 삽입하는 U자형상
의 철부(8)를 형성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보강토 구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관한 보강토구조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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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 (a), (b) 는 철근 그릿트의 사시도, (c)는 보강토 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종단면도.

제3도는 (a) 및 (c)는 상하표면재의 연결부의 구조를 도시한 제1도에 있어서 (가)부의 확대단면도; (b) 
및 (d)는 표면재의 일예를 도시한 종단면도.

제4도 (a)  및  (b)는  보강부재의 일예를 도시한 일부측면도,  (c)는  표면재의 일예를 도시한 종단면도, 
(d)는 연결부재의 일예를 도시한 일부측면도, (e)는 (f)는 보강부재의 연결방법을 도시한 표면재의 종단
면도, (g)는 표면재의 일예를 도시한 종단면도.

제5도는 (a) 및 (b)는 보강부재의 연결방법을 도시한 종단면도, (c)는 표면재의 일예를 도시한 종단면도. 
(d),(e) 및 (f)는 보강부재의 연결방법을 도시한 일부단면도.

제6도는 (a), (b), (c), (d)는 본 발명에  관한 보강토 구조의  시공방법을 도시한 공정도.

제7도는 종래의 보강토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종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성토층                                       2 : 2a, 2b 철근그릿트

3 : 연결봉                                       4 : 보강부재

5 : 연결부재                                    6 : 지압프레이트

7 : 토사유출방지용 시이트                8 : 철부

9 : 보강부재                                    10: 연결프레이트

11: 연결볼트                                   12: 연결부재

13: 연결볼트                                   14: 보강부재

15: 연결봉                                      16: 보강부재

17: 연결봉                                      22, 22a : 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성토층의 표면부에 이 성토층을 유지하는 여러장의 철근 그리트로 되는 표면재의 상기 성토층 
속에 매설된 보강부재로 고정하면서 동시에 상기 상하철근그릿트를 연결하면서 설치하는 것에 의하여 구
축되는 보강토구조에 관한 것이다.

제7도는 종래의 보강토구조의 일예를 도시하고 도면상호부호(18)는 지반면상에 차례로 쌓여져서 벽면을 
구성하는 벽체패널, (19)는 이 벽체 패널(18)의 배후에 쌓여진 성토층, 그리고 부호(20)은 각 벽체 패널
(18)에 연결되고 또 성토층(19)내에 깊숙히 삽입되어 각 벽체 패널(18)을 성토층(19)내에 고정하는 보강
부재이다.

종래의 보강토구조는 상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구성되고 벽면을 구성하는 벽체 패널에 콘크리트 패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아주 무겁고, 운반, 설치 등의 취급이 극히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 벽체패널(19)과 보강부재(20)와의 연결부의 느슨해짐, 혹은 토압에 의한 보강부재(20)의 탄성변형 등
에 의하여 더욱더 성토층(19)을 전압(電壓)할 때의 토압이나 성토의 높이가 더해짐에 따른 토압의 증대에 
의하여 벽체 전체가 변경하거나, 돌출되거나 또는 전면으로 밀려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벽체전체의 변형이나 돌출을 방지하여 식목으로 경관을 
높일 수 있고 더구나 간단한 구조를 시공하기 쉽고 작업성이 뛰어난 보강토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 제1항 기재의 보강토구조는 표면재로서의 철근그릿크를 여러가닥의 세로철근과 
가로철근을 직교하는 격자모양으로 조립하여 기립부와 최소한 상단 또는 하단의 어느것을 절곡하여 형성
된 다리부로 구성하여 상기 다리부를 성토층 속에 매설하고 상기 성토층 속에 매설된 보강부재에 연결하
는 것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 제2항 기재의 보강토구조는 전항의 보강토 구조에 있어서 표면재를 상기 성토층
의 표면부를 덥는 기립부와 상기 성토층 속에 매설되고, 또 상기 보강부재의 연결되는 다리부로 L자 모양
으로 구성하여 상기 기립부의 상단부에 형성되어 상측철근 그릿트의 방목보다 돌출하는 철부에서 상하의 
표면재를 고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 기재의 보강토구조는 전항의 보강토구조에 있어서 철부와 상측철근 그릿
트의 세로철근의 형성된 공간에 상하 철근 그릿트를 연결하는 연결봉이 삽입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 제4항 기재의 보강토구조는 청구범위 제1항의 보강토구조에 있어서 표면재의 기
립부가 원호형상으로 만곡해서 형성되어 있다.

[실시예 1]

제1도는 본 발명에 관한 보강토 구조의 일실시예를 도시하고 도면상 부호(1)은 전압하면서 소정높이로 쌓
여진 성토층, (2)는 이 성토층(1)의 표층부에 상하방향 및 가로방향으로 연달아 설치되어 성토층(1)을 붕
괴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철근 그릿트로 되는 표면재, (3)은 이 상하표면재(2), (2)의 중첩부에 설치되고 
이 상하 표면재(2), (2)를 연결하는 연결봉, (4)는 성토층(1) 속에 깊숙히 매설되어 각 표면재2)를 성토
층(1)의 표층부에 고정하는 보강부재, (5)는 이 보강부재(4)를 각 표면재(2)에 연결하는 연결부재, 고정
하는 보강부재, (6)은 보강부재(4)의 선단부에 부착되어, 이 보강부재(4)를 성토층(1)의 깊숙히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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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는 지압프레이트, 부호(7)은 성토층(1)의 표면층부에 첨부되어 성토층(1)의 표면부의 붕락(崩落)을 
방지하고, 록화(綠化)를 도모하는 식생용매트 이다.

제2도 (a), (b)에 도시한 철근 그릿트로 되는 표면재(2)는 성토층(1)의 표면부에 첨부되는 기립부(2a)와 
이 표면재(2)의 상단 또는 하단의 최소한 어느것을 절곡하여 형성되고, 성토층(1)안에 수평으로 매설되는 
다리부(2b)와 일체적으로 구성되며, 또, 표면재(2)의 기립부(2a)  및 다리부(2b)는 여러가닥의 세로철근
(2c)과 가로철근(2d)을 대략 직교하는 격자형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이 세로철근(2c)와 가로철근(2d)의 
각 교점부를 용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표면재(2)는 제2도(a)에 도시한바와 같은 L자 모양 또
는 제2도(b)에 도시한바와 같은 ㄷ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도는 (a)에 도시한 표면재는 세로철근(2c)을 L자 모양으로 절곡함에 따라 기립부(2a)와 다리부(2b)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제2도(b)의 표면재는 상하양단을 절곡함에 따라 ㄷ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세로철근(2c)과 가로철근(2d)이 직교하는 격자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토압이 세로철근(2c) 
및 가로철근(2d)에 축력(軸力)으로서 작용하여도 망목이 변형됨이 없이 토압에 유효하게 저항할 수 있도
록하기 위함이다.

또 구부림강성이 강하므로 자립성이 뛰어나고 표면재(2)는 성토층(1)위에 그 자체로 자립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자립을 위해 그 내부에 흙주머니 등을 채울 필요가 없고 시공의 생력화(省力化)와 안전성 및 시공성
이 뛰어나다.

또 가로방향 철근(2d)의 존재에 의하여 내부에 흙이 구성되어 블럭화되고 일체화 된다. 이 결과, 이 표면
재(2)로 유지된 성토층(1)에 의하여 제2도(c)에 도시한 바와 같은 (a), (b), (c), (d)로 되는 블럭형상의 
벽체(A)가 구축되고 이 벽체(A)가 보강재(4)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그리고 블럭체(A)는 그 자체의 중력으로 안정성이 얻어지고 또 벽면의 변위가 적으므로 보강토구조 전체
가 변위가 적고 안정된 흙 구조물이 된다.

제3도 (a), (b)에 도시한 표면재(2)의 기립부(2a)의 상단부에는 상측에 위치하는 표면재(2)의 기립부(2
a)의 망목보다 외측으로 돌출하는 철부98)가 형성되고 이 철부(8)와 상측표면재(2)의 세로철근(2c)과의 
사이에  공간(8a)이  형성되어  이  공간(8a)에  상하표면재를  연결하는  연결봉(3)이  끼워지게  된다(제3도 
(a), (c) 참조).

철부(8)는 각 세로철근(2c)의 상단부를 성토층(1)의 외측에 U자모양으로 절곡하여 형성시키고 있는 것으
로 인하여 기립부(2a)의 가로방향으로 연속하여 형성되어 있다.

또, 공간(8a)에 연결봉(3)을 삽입하지 않고 철부(8)만으로도 상하의 표면재(2),(2)를 고정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연결봉(3)을 삽입함에 따라 상하의 표면재(2),(2)를 다시 완전하게 일체화 할수있고 제2도(c)에 
도시한 안정된 블럭체(A)를 구축할 수 있다.

제3도 (b), (d)는 표면재(2)의 기립부(2a)를 원호형상으로 한 단면을 도시한다. 기립부(2a)를 원호형상으
로 형성함에 따라 표면재(2)의 세로철근(2c)에는 인장력만이 작용하고 구부리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난 부재의 사용량이 작아도되는 보강토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보강부재(4)에는 원형강이나 이형봉강, 혹은 나사철근등의 철근, 또는 그 말단에 지압프레이트가 부착된 
보강부재(제4도(a)참조), 철근 그릿트(제4도(b)참조), 합성수지 그랏트나 시이트등의 지오텍스타일(제4도
(f)참조), 철강제의 띠가 있는 보강부재등이 사용되고 있다.

표면재(2)와 보강부재(4)와의 연결은 보강부재(4)의 종류에 따라 보강부재(4)가 다리부(2b)에 간단히 연
결된다. 예를 들면 제4도(a)는 나사식 캡플러(5)에 의한 연결을 도시하고 제4도(b)는 띠철(帶鐵)(10)을 
다리부(2b)에 용접하여 이것에 홈철근(21)을 용접하고,  이 홈철근(21)에 텐버클(5)을 통하여 지압앵커의 
보강부재(4)를 연결한 구조를 도시한다.

제4도(c)는 다리부(2b)에 고리(22)를 설치한 표면재를 도시하고 제4도(a)는 단부에 고리(22a)를 설치한 
철근그릿트로 되는 보강부재를 도시하고 제4도(e)는 표면재(2)의 다리부(2b)의 단부에 형성된 양단고리
(22)와 보강부재(4)의 단부에 형성된 고리(22a)를 중첩시켜 쌍방의 고리(22)(22a)에 연결봉(17)을 삽입하
여 연결한 구조를 도시한다.

제4도(f)는 ㄷ자 모양단면의 철근그릿트로 되는 상하표면재(2), (2)의 중첩부의 망목에 보강부재(16)로서 
지오텍스타일의 단부를 삽입하고 연결봉(17)을 삽입하여 연결한 구조를 도시한다.

제4도(g)는 ㄷ자 모양으로 구성된 표면재를 도시하고 상하 다리부(2b), (2b)의 단부에 보강부재를 연결하
기 위한 띠철(10)이 용접함에 따라 부착되어 있다.

제5도(a)는 제4도(g)에 도시한 표면재(2)의설치상태를 도시하고, ㄷ자 모양으로 구성된 상측표면재(2)와 
하측표면재(2)를 연결함에 있어서, 상하띠철(10), (10)의 사이에 띠모양으로 형성된 보강부재(9)를 끼우
고 연결볼트(11)로 연결되어 있다.

제5도는 ㄷ자 모양으로 구성된 표면재(2)의 설치상태를 도시하고 상하표면재(2), (2)가 상단측의 다리부
(2b)에 형성된 돌기(8)가 망목보다 돌출하도록 상하로 중첩되고, 또 이 돌기(8)에 연결봉(3)을  삽입한에 
따라 연결되어 별도로 부강부재(4)로서 지어텍스타일이 연결봉(17)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5도(c)는 L자 모양으로 구성된 표면재를 도시하고 다리부(2b)의 선단부에 보강부재(4)를 연결하기 위한 
띠철(10)이 용접에 의해 부착되어 있다.

제5도(d)는 표면재(2)에 철근 그릿트로 되는 보강부재(14)를 연결하는 방법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며, 표면
재(2)의 다리부(2b)에는 보강부재(14)가 연결봉(17)으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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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e)는 표면재(2)에 띠모양으로 형성된 보강부재(9)를 연결하는 방법의 일실시예를 도시하고, 보강부
재(9)가 표면재(2)의 다리부(2b)의 가로방향 철근(2d)에 감긴 띠모양의 쇠장식(12)에 연결볼트(13)로 연
결되어 있다.

제5도(f)는 표면재(2)에 지오텍스타일로 되는 보강부재(16)의 연결방법을 도시하고, 띠철(10)에 보강부재
(16)의 단부를 감고 이 띠철(10)을 다리부(2b)의 만곡부(2e)에 삽입하여 보강부재(16)가 연결되어 있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한 보강토구조의 시공방법을 제6도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한다.

① 우선 지반면상에 최하단의 철근그릿트(2A)를 설치하고 이 철근그릿트(2A)의 다리부(2b)에 철근등의 보
강부재(4)를 연결한다(제6도(a)참조). 또 철근그릿트(2A)의 벽면부(2a)의 내측에 토사유출 방지용 시이트
(7)를 부착한다. 또 식물생성용 매트를 시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다.

② 다음에, 보강부재(4)위에 토사를 뿌리고 충분히 전압하여 성토층(1a)을 구축한다(제6도(a)참조).

이 경우에 철근그릿트(2A)의 다리부(2b)에는 보강부재(4)가 연결되고, 또 철근그릿트(2A)의 강성과 형성
에 의하여 특히 지지하지 않아도 자립하고 있다.

③ 다음은 성토층(1a)위에 상기 ①의 작업을 행하여 성토층(1a)과 연속하는 성토층(1b)을 구축한다(제6도
(b)참조).

이  경우  철근그릿트(2A)와  이  철근그릿트(2A)의  상측에  설치된  철근그릿트(2B)를 연결한다(제6도(b)참
조).

상하 철근그릿트(2A)와 (2B)를 연결함에는 성토층(1a)위에 철근 그릿트(2b)를 설치하여 곧 이 철근 그릿
트(2B)의 벽면부(2a)의 내측에, 철근그릿트(2A)의 벽면부(2a)의 상단부를 중첩시킴과 동시에 철근그릿트
(2B)의 벽면부(2a)의 망목보다 철근그릿트(2A)의 철부(8)를 성토층(1)의 외측으로 돌출시켜 이 철부(8)에 
옆으로부터 연결봉(3)을 수평으로 삽입한다(제3도(a), (c)참조).

또,  철근그릿트(2A)의  다리부(2b)위에는 철근그릿트(2B)의  다리부(2b)의  망목으로부터 토사를 투입하여 
충분히 전압을 한다(제6도(b)참조)

이 경우 철근그릿트(2A)의 기립부(2a)의 상단부가 상측의 철근 그릿트(2B)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
되어 있으므로 철근그릿트(2A)의 기립부(2a)가 전압으로 앞으로 기우는 일은 없다.

④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③의 작업을 반복하여 성토층(1c),  (1d)...를 연속해서 구축함에의해 (제6도
(c),(d)참조), 성토층(1)전체를 구축한다(제1도 참조).

본 발명이 이용하는 성토재는 통상의 토사외에 고결재를 혼입한 개량토나 경량성 토재를 이용하여도 좋고 
또 발포몰탈 등과 같은 시공시에는 유동성이 있는 경화성 유동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본 발명에 있어서, 보강재를 흙더미에 앵커하는데 따라 덧붙임 공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성토층을 붕괴하지 않도록 유지하기위하여 경량의 철근그릿트
로 되는 표면재가 사용되고, 또 이 표면재는 성토층의 표면부에 첨부되는 기립부와, 성토층 속에 매몰되
는 다리부와, L자 모양 또는 ㄷ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극히 가볍고, 자립성이 있어 운반, 설치등
이 하기 쉽고 또 기립부의 상단부에 상측표면재의 망목보다 성토층의 외측으로 돌출하여 상하표면재를 연
결하는 연결봉이 삽이하는 U자 형상의 철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상하표면재의 연결에도 철부 또는 그것
에 연결봉을 삽입하는 것 만으로 간단히 되고 작업성이 극히 좋은 효과가 있다.

또 표면재는 여러가닥의 세로철근과 가로철근으로 직교하는 격자모양으로 구성되며 여러가닥의 보강부재
에 의하여 성토층 깊숙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므로 커다란 토압을 받아도 익스팬드메탈이나 라스철망
과 같이 망목이 벌어져 변형하거나 벽체전체가 변형, 돌출하거나 혹은 전면으로 밀려나오는 것 등의 염려
가 없고 토압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하고 또 표면재로 유지된 성토층 자체가 일체화한 블록으로서 작용
하므로 강도에 있어서도 극히 뛰어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성토층(1)의 표면부에 여러장의 철근그릿트(2)로 되는 표면재를 상기 성토층(1)속에 매설된 보강부재로 
고정하면서 상기 철근그릿트를 연결하면서 설치함에 따라 구축되는 보강토구조로서 상기 철근그릿트(2)는 
여러가닥의 세로철근(2c)과 가로철근(2d)를 직교하는 격자모양으로 조립하여서되고, 또 상기 표면재는 기
립부(2a)와 최소한 상단 또는 하단의 어느것을 절곡하여 형성된 다리부(2b)와 최소한 상기 또는 하단의 
어느것을 절곡하여 형성된 다리부(2b)로 되며, 상기 다리부(2b)는 성토층(1)중에 매설되어 당해다리부와 
보강부재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강토구조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표면재는 상기 성토(1)의 표면부를 덮는 기립부(2a)와, 상기 성토층(1)속에 매설되어 상
기 보강부재에 연결되는 다리부(2b)와, L자 모양으로 구성되면서, 상기 기립부의 상단부에 형성되고 상측
철근그릿트의 망목보다 돌출하는 철부(8)로서 상하의 표면재를 고정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으로하는 보강토 
구조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철부(8)와 상측철근그릿트의 세로철근(2c)으로 형성된 공간이 상하 철근 그릿트를 연결
하는 연결봉(15)을 삽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으로하는 보강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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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표면재의 기립부(2a)는 원호형상으로 만곡하여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강토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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