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건설기술심사과

요 약 문

요약문

1 개요
(분석 개요) KOMPASS Big Data를 이용한 기술흐름(technical history) 자료
발간을 통해 분야별 심사관의 심사역량 제고, 성장 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 업계의 공백기술 파악으로 관련분야의 현장 적용성 높은 신기술 개발 및
특허 품질 향상에 활용
(분석 기간) 2021. 3. 12. ~ 2021. 6. 12. (3개월)
(추진 배경) 특허발명과 인증된 신기술은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관심도가
큼에도 특허와 신기술인증을 연계한 분석 자료는 없는 상황으로 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를 통한 기업의 중복 기술개발이나 단순 설계변경 기술개발 방지를
통한 기업의 인력, 시간, 비용 낭비 저감

2 소파블록 기술
(선정 기술) 해양건설 구조물의 하나로 파랑에너지 소산을 위한 소파블록은 기술
카피 및 변형이 쉬워 업체 간의 분쟁이 많고, 국회 자료 요구 및 언론보도가
빈번하여 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의 최초 기술로 선정
(분류) Big Data 수집/분석을 통해 소파블록을 형상에 따라 테트라포드 계열,
돌로스 계열, 아크로포드 계열로 분류함
(국외 기술동향) 소파블록은 해안과 인접한 국가인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을
주축으로 연구 개발되었고, 특히 일본의 소파블록 다수가 국내 유입됨
(국내 기술동향) 국내 소파블록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강원도 소재의 업체들
(네오테크, 미래오션테크, 상록비엔텍, 해건 등)이 주도적임
• 일본기술의 테트라네오, 딤플, 씨락, 돌로스II 등이 국내 시장 섭렵
• 국내기술은 Eco-TTP, 안전테트라포드, 헥사콘 등이 현장 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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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사례
(특허흐름-테트라포드) 테트라포드는 프랑스 특허(1950)를 시초로 이후 일본, 한국
등에서 소파성능 개선 및 결속력 향상으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적 개발을 이어옴
◆ 테트라포드 계열 기술 흐름도 ◆

(신기술-세그테트라) 세그테트라는 복수의 코어기등과 코어기둥을 감싸는 몸체로
이루어진 테트라포드 계열 소파블록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특이성이 있고, 일본의
종래기술(2000)의 영향을 받음
◆ 세그테트라 거푸집관련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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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개요

Ⅰ.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배경
• (필요성) 특허발명과 인증된 신기술은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관심도가
큼에도 특허와 신기술인증을 연계한 분석 자료는 없는 상황으로 기업의 중복
기술개발이나 단순 설계변경 기술개발 방지를 통한 기업의 인력, 시간, 비용 낭비
저감 필요성 대두
• (활용성) KOMPASS Big Data를 이용한 기술흐름(technical history) 자료
발간을 통해 분야별 심사관의 심사역량 제고, 성장 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 업계의 공백기술 파악으로 관련분야의 현장 적용성 높은 신기술 개발 및
특허 품질 향상에 활용

정의 및 분류
• (정의) 소파블록은 외해에서 육지로 입사하는 파랑의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해양
구조물로서, 방조제나 방파제의 전면에 설치되어 입사파 및 반사파를 저감하고
이안제 또는 잠제1)로도 사용
• (분류) 형상에 따라 테트라포드 계열, 돌로스 계열, 아크로포드 계열로 분류되며,
적층 형태에 따라 난적(모든 소파블록), 1층 정적(아크로포드 계열), 1.5층 정적
(돌로스 계열), 2층 정적(테트라포드 계열)으로 분류

국내현황
• (사용실태) 국내는 특허권이 소멸된 테트라포트가 범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1년
태풍으로 인한 고파랑으로 다수 항만에 설치된 소파블록이 대규모로 유실되면서
한국형 고파랑 대응 소파블록 개발에 대한 인식 고조
* 2008년 착공시 32톤급 테트라포드로 완공된 가거도항이 2011년 태풍으로 붕괴된후,
64톤 테트라포드 및 108톤 큐브블록으로 보수, 보강했으나 이마저도 다시 붕괴됨
1) 이안제는 해안선과 떨어진 해면쪽에서 해안선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구조물, 수면하에 있는 것을 잠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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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 고파랑 대응 소파블록 기술이 취약하여 일본기술을 도입
- 기존 테트라 포트를 대체하기 위해 해양환경이 유사하고 고파랑 대응이 검증된
일본 소파블록인 딤플(Dimple), 테트라네오(Tetraneo), 씨락(Sealock), 돌로스2
(Dolos2)가 도입되어 국내 해양건설 시장을 섭렵중(그림 1 참조)
◆ 그림 1. 국내 적용된 일본 소파블록들 ◆

딤플

테트라네오

씨락

돌로스2

정책 동향
•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17년부터 해양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해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성, 현장 적용성, 인증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제도가 시행중
- 해양수산 신기술은 ‘17년~‘20년 총 374건이 신청되어, 이 중 65건이 신기술로
지정(해양항만 분야 신기술 7건; 인증률 17%)
- 특히, 소파블록은 고전기술이라는 인식으로 인증된 신기술은 2건에 불과
• (시험시공사업 도입) `18년 해양수산부에서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험시공사업2)을 도입
- 특히, 일본기술의 점유 비중이 높은 소파블록에 대하여 한국형 소파블록 개발 추진
※ `18~20년 총 16건 지정(소파블록은 4건 지정)
`18년 : 헥사콘, `19년 : 세그테트라, 울트라 테트라포드, `20년 : 비대칭형 소파블록
소파블록에 대한 신기술과 특허를 분석하여 외부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내부적으로 특허 심사 자료로 활용

2) 시험시공사업 : 항만건설(소파블록)을 공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내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성능검증, 경제성,
시공성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검증비용이 과다하고 공간도 부족하여, `18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매년 8~10개 특허 또는 신기술 인증된 항만기술(소파블록)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위한 장소 및
지원금 제공

4 • • • www.kipo.go.kr

www.kipo.go.kr • • •

5

Ⅱ. 국내외 기술동향

Ⅱ. 국내외 기술동향

1 국외 기술동향
• (미국유럽 동향) 과거에는 큰 쇄석을 쌓아 파랑을 막았으나, 쇄석은 태풍 시 유실
되고 월파가 심하게 발생하여, 해안과 인접한 국가인 일본,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를
주축으로 소파블록을 연구 개발함
• 소파블록은 1930~1940년대 육면체 콘크리트 블록인 큐브(Cube)에서 시작하여,
1950년 프랑스에서 테트라포드(Tetrapod), 196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돌로스
(Dolos) 및 1995년 미국에서 코어락(Core Loc)을 개발(그림 2. 참조)
- 특히, Slender 형태인 테트라포드와 돌로스는 공극률(Porosity), 결속력(interlocking),
안정계수(Hudson stability coefficient, KD)가 우수
• 테트라포드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었으나, 약 80톤 이상의 고중량 제작이
어려워 기후변화에 따른 고파랑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발된 돌로스가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많이 적용되어 이름을 알렸으나, 몸통부의
파손으로 인한 문제발생
• 아크로포드와 코어락은 큐브와 같이 자중으로 파력에 저항하는 장점과 테트라포드와
같이 인터록킹의 장점을 모두 갖춘 형태로 개발되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시공됨
◆ 그림 2. 미국 및 유럽의 소파블록들3) ◆

3) 출처 : 미공병단의 해안공학 매뉴얼(Coastal Engineering Manual by U.S. Army Corps of Engineers)
www.kipo.go.kr • • •

7

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 (소파블록 분야)

• (일본동향) 테트라포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소파블록 협회를
결성, 19개의 중소기업이 테트라포드를 설계 변경한 딤플, 테트라네오, 라쿠나4
(Rakuna4) 등을 개발(그림 3. 참조)
- 일본은 돌로스를 개선한 돌로스2와 씨락을 개발, 특히 씨락은 중량 및 형태를
다양하게 개발(씨락8, 씨락 개량형 61)하여 일본 전역에 시공, 씨락8의 경우
국내에도 적용사례가 많음.
- 구체적으로, 테드라포드, 돌로스 등 입체형 블록, 호한용 등으로 사용되는 평면형
블록, 적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계단형, 직적형 블록, 덩어리의 상자형(함괴형)
블록으로 구분하여 개발됨
◆ 그림 3. 일본의 소파블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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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술동향
• (국내동향) 국내에 테트라포드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효용성이 높아 테트라포드의
변형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에코테트라포드, 안전테트라포트 이외에는
적용성이 많지 않음{그림 4(a), (b) 참조}
- 국내 소파블록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네오테크, 미래오션테크 등의 중소 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
- ㈜네오테크사가 한국형 소파블록인 세그먼트 구조의 세그테트라(Segtetra)*를 개발
(그림 4(c) 참조)하였고, 듀오블록(Duo-block)**을 개발하여 해양신기술인증 및
신기술시범시공사업 선정됨{그림 4(d) 참조}
* 공장에서 프리캐스트로 코어블록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현장에서 다수의 코어블록을
결합하여 소파블록을 완성, 기존 테트라포드가 80톤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초대형
테트라포드 형태의 소파블록 제작 가능
** 일본 기술인 돌로스2를 개량하였으나, 비대칭 소파블록이라는 점에서 소파블록 기술
에서는 새로운 시도에 해당하며, 수직다리 전면부 중앙에 월파방지 돌기를 형성하여
돌로스2의 월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평다리의 중량을 증대시켜 적층 시 무게
중심을 후방에 두어 붕괴사고를 방지

- 테트라포드 2개를 붙인 형태의 소파블록인 OTP, 헥사콘(Hexacon)이 개발되어
국내 어항에 20~30톤 규모로 적용{그림 4(e), 4(f) 참조}
◆ 그림 4. 국내 개발된 주요 소파블록들 ◆

(a) 에코테트라포드, 2007

(b) 안전테트라포드, 2009

(c) 세그테트라, 2019

(d) 듀오블록, 2020

(e) OTP, 2001 이전 개발

(f) 헥사콘(Haxac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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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허 및 신기술 동향 분석

1 특허 기술(소파블록 분야) 동향
국내‧외 특허동향
• 지난 10년간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소파블록 기술관련 출원 건수는 큰 변화
없이 평이한 수준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국내 건설시장의 수주
및 입찰과 관련하여 특허의 영향이 높은 것에 기안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림 5. 국내 ‧ 외 소파블록 기술 관련 출원건수 ◆

국내 특허 출원건수 대비 등록결정건수 비율
• 국내는 2015년부터 소파블록관련 출원이 급감한 것과 관련 해양수산 신기술
(NET) 인증 시범사업 공고(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4.12.17.) 이후 업계 관심이
특허에서 신기술 인증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기술 인증 획득에 따른
www.kipo.g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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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혜택(시범사업선정, 공공부문의 활용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및 투자
및 후속지원강화, 신기술 제품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여 관급 조달
구매액의 10%이상 의무구매 등)에 실익이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그림 6. 국내 소파블록 기술 관련 등록율 ◆

출원인 현황
◆ 그림 7. 소파블록 다출원 업체 ◆

•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상위 10개 업체
분석결과 대기업 4사, 공공 연구원
2개, 중소기업 4사의 분포를 보임
• 다출원인 중 ㈜네오테크는 소파블록
등록 건(특허 10-2085363)을 통해
신기술 인증(월파 방지 성능이 우수한
비대칭형 소파블록 제조기술, 2020년
상반기)을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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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블록 종류별 출원 현황
• 지난 10년간 소파블록의 종류별 출원 비율을 살펴보면, 아크로포드 및 돌로스와
비교하였을 때 테트라포드의 출원비율이 압도적(67%)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테트라포드가 소파블록의 형태로는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것으로서 다수의
현장에 활용되어 그 형상에 따른 성능이 검증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림 8. 국내 소파블록 종류별 출원비율 ◆

2 신기술(해양/항만 분야) 동향
• 신기술 중 항만/건설분야는 `17~`20년동안 총 37건이 신청되었고, 그 중 7건이
신기술로 선정되었으며, 소파블록은 매년 1~3건 신청되며, 선정건은 대부분 소파블록
(2건) 및 케이슨(4건)에 해당됨
* `17 : 케이슨 1, `18 : 케이슨 2, `19 : 소파블록 1, `20 : 케이슨 1, 소파블록 1, 기타 1

• 신청기슬은 소파블록이 24%로 가장 많으며, 케이슨이 19%, 해양장비 관련 24%이며,
해양구조물(소파블록 및 케이슨)이 43%로 대다수를 차지함
◆ 그림 9. 국내 해양/항만분야 신기술 신청비율 ◆
신청 선정
17

3

5

1

12

2

3

1

3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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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기술관련 특허 기술 분석
1 주요내용
국내외 소파블록중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된 테트라포드, 돌로스, 아크로포드 계열로
분류하고, 각 소파블록의 기술흐름과 설계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블록들을 선정하여
관련 특허를 분석

2 테트라포드 계열 기술동향
기술 흐름
• 테트라포드는 1950년 프랑스의 NEYRPIC 공업회사에서 생산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테트라포드는 개발 이후 Modified Cube(미국, 1959), Stabit(영국, 1961),
Akmon(네덜란드, 1962), Dolos(남아프리카, 1963) 등 다양한 콘크리트 소파블록의
형상이 개발되는데 영향을 줌
• 테트라포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왔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쉐이크블록
(1977), Dimple(1982), Tetraneo(unknown) 등 테트라포드의 형상을 개선한
형태로 개발되어 성능을 향상시킴
• 한국에는 일본의 영향으로 도입되어 Eco-TTP(2007) 및 안전테트라포드(2009),
Segtetra(2019)등의 형태로 개발을 이어옴
◆ 그림 10. 테트라포드 계열 기술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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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허기술들
① 테트라포드(Tetrapod, 1950)
- 테트라포드는 Pierre Francois Danel이 1950년 3월 10일
프랑스 특허 출원 및 이를 우선권으로 미국에 1951년 3월
6일 특허출원하여 1956년 10월 16일 특허등록(①)을 받고
이후 Pierre Francois Danel이 테트라포드 거푸집(②, 1959)
및 테트라포드의 변형된 형태 및 블록의 적층방법을 출원
하여 특허됨(③, 1963)
① US 2766592 A1
(구조물용 인공블록)

② US 2900699A1
(콘크리트 성형금형)

③ US 3091087 A1
(보호용 블록)

- 테트라포드는 미국 특허를 시초로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소파블록에 선행문헌으로 활용됨(그림 6. 참조)
◆ 그림 11. 테트라포드 계열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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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코테트라포드(Eco-TTP, 2007)
- 에코테트라포드는 2007년 국내에서 개발되어 특허 등록됨
(KR 10-0761966 B1), 중앙홀이 있어 공극률이 65%로
에너지 흡수 및 감쇄효과가 큰 특징이 있고, 다리부 단부의
확대형상으로 이웃하는 블록 간 인터록킹되어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에코테트라포드는 중앙에 유입홀을 두고 다리부에 홈을 형성하여 파력을 감소시키고
다수의 테트라포드들이 서로 결속되어 파력에너지에 대한 버팀 강성이 증대되어
소형화가 가능함
- 2007년 이러한 형태의 테드라포드 등록 이후 중앙에 홀을 두거나 다리부에 홈부를
두는 선행기술로 다수 사용됨(그림 7 참조)
③ 세크테트라(Segtetra, 2019)
- 세그테트라는 소파블록의 일부가 되는 세그먼트(Segment)를
먼제 제작한 후, 몸체부 콘크리트에 의해 세그먼트를 일체화
함으로써 테트라포드(Tetrapod)구조를 가지는 소파블록을
제조하는 기술(10-1963551 B1), 분할제작으로 시공이음
및 콘크리트 수화열 문제를 해결하여 80톤 이상의 고중량
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블록의 공극률이 증가
- 기존 테트라포드의 형태를 유지하되, 세그먼트와하여 이를 일체화하는 부분에
기술적 특이성이 있으며, 선행기술로는 거푸집을 분할하거나, 몸체를 2분할,
3분할하여 단순히 체결도구로 묶는 형태의 기술이 존재
10-1322414B1
(소파블록 거푸집)

10-0894263 B1
(조립식 소파블록)

10-1957689 B1
(원기둥 소파블록-동일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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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에코테트라포드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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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세그테트라 거푸집관련 특허기술 상관도 ◆

◆ 그림 14. 세그테트라 세그먼트관련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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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헥사콘(Haxacon, 2016)
- 헥사콘은 6개의 다리부분을 엇각으로 형성하여 다양한 각도
에서 들어오는 파랑의 충격을 소파하는 기술(10-1668735 B1),
6개의 다리부분에 기하학적 홈을 두어 유기물질이 축적되면서
해조류가 활착, 번성하게 되고 공극에 각종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어초 기능을 겸비
- 헥사콘 관련 출원은 그 형상구조에 대한 기술보다 제조 거푸집(①)과 축조방법
(②)에 대한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형상이 변형된 출원(③)도 확인됨
① JP 198500072208 U0

②JP 199400235210 A0

◆ 그림 15. 헥사콘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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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로스 계열 기술동향
기술 흐름
• 돌로스 계열은 1962년 네덜란드에서 아크몬(akmon)이 원천기술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63년에 결속력을 개선한 돌로스를 개발, 유럽과 아프리카 해안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몸통부가 파단되는 문제가 발생
• 일본의 삼성수공 주식회사에서는 돌로스의 형상을 개량한 씨락 계열들을 개발한
후, 씨락보다 공극률을 61%까지 개선한 씨락 개량형 61을 개발함
- 일본의 후도테트라 주식회사는 돌로스의 몸통부 파손 문제를 해결한 돌로스 2
(2004년)를 개발
• 국내에서 일본 소파블록인 씨락8과 돌로스2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인 듀오블록
(2020년) 개발
◆ 그림 16. 돌로스 계열 기술 흐름도 ◆

www.kipo.go.kr • • •

25

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 (소파블록 분야)

① 돌로스(Dolos, 1963)
- 돌로스 형태의 소파블록 자체에 대한 출원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으나, 최초 돌로스와 동일한 형태의 블록(②) 및 관련
거푸집(③)이 일본에 출원되었고, 국내에서는 돌로스 형태의
철제 소파블록을 기존 방법과 다르게 적층하는 시공방법이
특허됨(①)
① KR 10-1736101 B1
(철제 소파블록 적층법)

② JP 소50-78134 A
(소파블록 및 적층법)

③ JP 소55-52314 U
(소파블록 거푸집)

- 돌로스는 일본 특허②를 시초로 변경된 출원들이 다수 존재
- 한국은 2013년부터 적층을 쉽게 하기 위해 돌로스의 모양을 수치한정하고 다리부에
인양홈을 형성하는 특징(1976)으로 특허를 받은 후 매년 돌로스 블록의 적층방법에
대한 출원들이 다수이고(2004, 2014, 2016),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홈이나
보강테와 같은 부가 기능을 적용한 기술이 존재(2013)
◆ 그림 17. 돌로스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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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듀공(Dugong, 1977)
- 듀공블록은 1977년경 일본에서 개발되어 디자인 등록되었고,
국내는 2001년 출원되어 실용신안등록됨(KR 20-0259240 Y1),
중앙에 공극부를 형성하여 소파작용을 극대화하고 쇄굴을
방지하며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국내는 등록당시 실용신안선등록제도에 의해 무심사로 선등록됨

- 2001년 이후 블록의 내부에 공극을 두거나 다리부에 일부 홈을 두어 소파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선행기술로 사용됨
◆ 그림 18. 듀공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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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씨락(Sealock, 1985)
- 씨락은 돌로스 계열 중 현장에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일본과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다리부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타입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씨락 8과 씨락의
공극률을 개선한 씨락 어드밴스드 61이 널리 사용됨
- 씨락도 블록자체에 대한 출원은 대부분 거절되었고, 블록 외 거푸집(①), 형상
수치한정 및 적층방법(②), 홈이나 돌기를 형성하여 소파기능 향상(③)에 대한
특허가 주류
- 국내 특허(①)는 4다리 소파블록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거푸집을 4분할하여
씨락을 제조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어 특허됨
① KR 2007-0028011 A(등)

② JP 소58-120907 A(등)

③ JP 소60-178027 A(등)

- 씨락이 최초 개발된 이후 적층법, 인양 수단, 블록자체의 강도증대, 거푸집 등
주변기술 위주로 출원됨
◆ 그림 19. 씨락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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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듀오블록(Duo-block, 2020)
- 듀오블록은 일본 소파블록 기술인 돌로스2를 변형한 것으로
수직각부의 전면에 전방돌출부를 구비하여 월파방지를 통한
소파성능 개선 및 수평각부로 무게중심을 위치시켜 적층 시
고정력을 증대시킨 기술(KR 10-2085363 B1)
- 돌로스 2를 변형하여 기능성을 증대시킨 것이어서 기존 듀공(2002), 돌로스
기본형들(2010, 2016), 인양홈을 구비한 돌로스(2013, 2014)와 일부 유사하여
특허심사 시 인용발명으로 사용됨
◆ 그림 20. 듀오블록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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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크로포드 계열 기술동향
기술동향
• 아크로포드 계열은 일본의 합장블록(1968)이 원천기술로서, 아크로포드(Accropode)는
1980년 프랑스 SOGREAH(社)에서 개발되어 에코포드(Ecopode, 2000)와 아크로
포드2(Accropode II)로 개선 됨
• 이후, 1995년 미국에서 아크로포드 개선형인 코어락(Core-loc)을 개발하고, 2003년
네덜란드에서도 아크로포드 개선형인 엑스블록(Xbolc)을 개발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사용 중
◆ 그림 21. 아크로포드 계열 기술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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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장블록(1968)
- 합장블록은 아크로포드 이전에 일본에서 먼저 출원(1971년)
되고, 합장블록에 대한 축조공법이 일본에서 추가로 출원
(①, 1978년)되었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음
- 합장블록은 이격된 두 개의 경사다리 사이에 하나의 역경
사다리가 설치되어 중량 및 결속력을 향상시켜 소파성능을
개선한 점에서 기술적 특징을 가짐
- 이후 아크로포드(Accropode)형태의 출원(②, 1980년)이 최초 합장블록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에 출원
- 합장블록과 유사한 국내 기술로는 철파이프 내에 콘크리트를 충전하고 재료를
한정하여 국내 특허됨(③, 2016년)
① JP 197900042503 B0
(블록축조공법)

② KR 1019830001820 A
(방책블록)

③ KR 10-1639187 B1
(소파블록)

◆ 그림 22. 합장블록 특허기술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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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크로포드(Accropode, 1980)
- 아크로포드는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구조물 보호용
방책블록으로 특허출원(1980년)되었고, 이를 원출원으로
하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1985년) 실용신안등록됨(KR 200032897 Y1), 이후 아크로포드 거푸집과 관련하여 일본에
출원(①, 1986년)됨
- 아크로포드는 프랑스 SOGREAH(社)에서 최초 형태인 아크로포드(②, Accropode,
1981)개발 이후 자연친화적 형상으로 개선된 에코포드(Ecopode,1996)와 마찰
기능이 추가된 아크로포드2(③, Accropode II, 2004)로 개량됨
① JP 198600257516 A0

② Ecopode, France,
2000

③ Accropode II, France,
2004

③ 코어락(Core-loc, 1993)
- 코어락(Core-loc)은 1996년 미국 공병대에서 Dolos로 적층된
사면의 수리를 목표로 개발(1993년 출원)되어 이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개의 대칭형 거푸집만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구조체의 제작을 쉽게 한 것으로 제작이 용이한 특징이
있음
- 코어락 관련 1993년 미국에 출원된 후 코어락의 제작에 필요한 2개의 거푸집
형태가 국내 실용신안 출원(2000년)되어 등록됨
- 코어락의 전면 돌출부 양측에 보강부를 구비한 코어락2가 개발되었으나, 코어락과
상당히 유사하여 특허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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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코어락 특허기술 상관도 ◆

www.kipo.go.kr • • •

33

www.kipo.go.kr • • •

35

Ⅴ. 소파블록 관련 신기술 분석

Ⅴ. 소파블록 관련 신기술 분석

1 주요내용
• 해양수신기술의 산학연 기술개발 촉진 및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
- 2020년 5월 기준, 247건 신청 건 중 47건 인증(소파블록은 2건)

2 신기술 1 : 세그테트라 제조방법
주요내용
• (방법) 세그테트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소파블록의 일부가 되는 세그먼트
(Segment)를 먼저 제작한 후, 몸체부 콘크리트에 의해 세그먼트를 일체화함으로써
테트라포드 구조를 가지는 소파블록을 제조하는 기술
• (물건) 세그테트라는 중앙부에 몸체부가 형성되고, 몸체부에서 대칭되는 4방향으로
끝단에 확대 지지부가 형성된 다리부가 돌출되며, 다리 사이에는 이격공간이
형성되는 기술
• (효과) 시공이음 및 콘크리트 수화열 문제 해결하여 테트라포드 형태임에도 고중량
(80톤 이상)으로 제작가능하고, 공극률이 증가하여 파랑효과가 증대되며, 이격공간을
해양 동식물의 식생공간으로 활용가능
세그테트라 제조과정

세그먼트 1개 거치

세그먼트 6개 거치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세그테트라 완성

www.kipo.go.kr • • •

37

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 (소파블록 분야)

신기술 관련 특허(특허 1 : 10-1963551 B1, 특허 2 : 10-1963099 B1)
특허내용

관련도면

(특허 1 : 방법)중심부(20)와 연장
되는 다리부(10)를 포함하는 복수의
코어기둥을 사용하여 소파블록을 제조
하는 방법으로, a) 저면거푸집(410)
설치, b) 복수의 코어기둥(100) 거치,
c) 측면거푸집(420)에 이격되도록
거치하는 단계; d) 내부공간에 결속
재를 타설하여 몸체부(200)를 형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코어기둥을
사용한 소파블록 제조방법.
(특허 2 : 물건) 중심부(20); 다리부
(10); 접합부(30)를 포함하며, 상기
접합부(30)에는 복수의 접합면(31)이
구비되는 소파블록 제조용 코어기둥.

(특허 1 : 소파블록 제조방법) (특허 2 : 소파블록 제조용 코어기둥)

국내 유사 특허들
- 대상특허의 중심부와 다리부를 가지는 코어기둥을 이용하여 테트라포드를 제작
하는 기술적 특징과 유사한 다른 문헌을 찾기 어려움
- 세그테트라 관련 원천기술로 동일 출원인이 복수의 절곡된 원기둥을 이용한
소파블록을 개발
- 거푸집은 테트라 포트의 전체적인 형상을 구현하는 기술이 대부분이고, 조립식
테트라 포트의 경우 대칭적인 형태의 분절 형태로 결합하는 기술이 일부 존재
10-1957689 B1
(절곡된 원기둥을 이용한 사면체형
소파블록-동일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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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2414B1
(소파블록 거푸집)

10-0894263 B1
(조립식 소파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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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련 특허들
• 테트라 포드는 일본이 대다수이고 미국이나 유럽은 출원이 거의 없음
• 일본의 경우 테트라 포트 거푸집은 타설 및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면을
3분할하고 다리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특허 ①), 몸통부와 다리부로 분할된
거푸집을 일체화하여 제작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며(특허 ③), 조립식 테트라 포트는
다리부와 몸통부를 분할하여 조립하는 기술이 대부분임(특허 ②)
• 미국이나 유럽은 관용적인 테트라 포트를 대다수 사용할 뿐 관련 기술이 많지 않으며,
조립식의 경우 조립이 용이하도록 2분할로 조립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함
JP
① 평11-77644A
(소파블록 거푸집)

AU(WO2008109944A1)

② 특개2000-129651A ③ 특개2000-110145A
(소파블록)
(소파블록 제조방법)

세그테트라 특허상관도
• 테트라포드는 일체형으로 대부분 제작되며(2012, 2017), 몸체와 다리부가 결합된
세그먼트를 분할하여 조립하는 기술은 최초임
• 다리부들을 분할 제작하여 조립하는 기술이 일반적임(그림 19. 참조)
• 몸체부에 복수의 세그먼트 다리부를 결합하여 일체화하는 기술도 국내외 존재
(그림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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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세그테트라 다리부 분할 조립 특허 상관도 ◆

◆ 그림 25. 몸체부 및 다리부 결합 특허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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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 2 : 월파 방지성능이 우수한 비대칭형 소파블록 제조기술(듀오블록)
신기술 주요내용
• 듀오블록은 블록의 중심에 전후 방향으로 몸체부가 형성되고, 몸체부의 후면에
수평 방향으로 수평각부가 형성되며, 몸체부의 전면 쪽에 상하 방향으로 수직각부가
형성되고, 블록의 최전방으로 전방돌출부가 형성되며, 수평각부와 수직각부는 서로
직각으로 형성되는 소파블록기술
• 무게중심이 블록의 후방부에 있어, 거치한 블록들의 흔들림과 이동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단면을 형성, 수평각부, 수직각부에 홈을 형성하여, 인양 시 로프를 거는데
사용할 수 있고, 해양 동식물의 식생 공간을 제공
듀오블록의 3D모델

신기술 관련 특허(특허 10-2085363 B1)
특허내용

관련도면

(물건) 몸체부(4);, 수평각부(2);, 수직각부(3);, 전방돌
출각부(5);를 포함하는 소파블록
(방법) 현장 부근의 야드에서 거푸집을 조립하고 콘크
리트를 주입하여 소파블록(1)을 양생하는 단계;, 거푸집을
탈형하고 상기 소파블록(1)을 적치장 또는 현장까지
운반하는 단계;, 및 현장에서 상기 소파블록(1)을 인양
하여 정적 또는 난적의 형태로 거치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해양구조물 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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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특허들
• 대상 특허의 전방으로 몸체부가 더 연장된 형태의 전방돌출각부를 구비하여 월파
방지효과를 극대화한 기술적 특징을 가진 다른 문헌은 미 존재
• 대상특허는 돌로스 2(①)를 개선한 것이고, 철재형 돌로스의 외면에 스파이럴을
형성시킨 기술(②)이 존재하며, 듀공이 국내에 실용신안으로 선등록됨(③)
① 10-1259947B1
(인양홈이 형성된 소파 블록동일 출원인)

② 10-1602956B1
(소파블록)

③ 20-0259240B1
(제방 보호용 소파블록)

해외 관련 특허들
• 돌로스 계열 특허는 현재 일본에서 다수의 출원이 확인되고, 씨락의 원형의 구조에서
각형의 다면체 형상인 돌로스로 기술이 변천됨
• 유럽의 방파제 커버구조에 대한 소파블록이 전방돌출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월파방지가 아닌 결속이 목적
WO2018/052292A1
(방파제 커버구조)

JP
① JP1983-00120907A
(소파 블록 경사제체 구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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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JP 2004-00270348 A
(시멘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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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블록 특허 상관도
• 돌로스를 변형하여 기능성을 증대시킨 것이어서 기존 듀공(2002), 돌로스 기본형들
(2010, 2016), 인양홈을 구비한 돌로스(2013, 2014)와 일부 유사
◆ 그림 26. 듀오블록 특허 상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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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특허출원 가이드 및 시사점

특허출원 가이드
• (특허출원 관련) 소파블록은 전체 형상이 특이하면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으며,
소파블록의 외면에 형성되는 돌기 또는 홈과 같은 주변기술은 결속력 및 파랑에너지
저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소파블록의 적층 및 배열은 선행기술문헌과 동일한 소파블록이더라도 그
적층 및 배열이 특이할 경우 기술적 특징이 인정될 확률이 높음
- 일반적으로 아크로포드 계열은 1층적, 돌로스 계열은 1.5층적, 테트라포드 계열은
2층적에 해당

◆ 그림 27. 공지의 소파블록 적층 및 배열 형태 ◆

돌로스 2, 1.5층적
라쿠나 4, 2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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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검색 관련) 소파블록의 일반적인 형상은 다수의 문헌4)이 존재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여야 함
- 국내 CPC는 E02B 3/06이며, 일본은 FI* 박스에 E02B 3/14. 303 조사
- 소파블록은 대부분 특허출원시 디자인도 함께 출원하므로 디자인검색에서 소파
블록(분류 L201) 검색 필수
- 소파블록은 인공어초(어초블록), 호안블록, 세굴블록 등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인접 기술 분야(E02B 3/04, E02D 29/02) 조사필요

시사점
• 소파블록 기술은 일본, 미국,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나 한국과 기술 격차가 크지
않으며, 블록의 형상에 따라 기술적 특징이 좌우되므로, 특별한 형태의 소파블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자료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수
• 소파블록 기술은 신기술 인증을 위해 특허출원하는 경향이 높음
- 특허 등록된 청구범위와 신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 특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는 신기술 인증에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신기술과 특허의 기술적 특징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연구원과
협의 및 관련 자료의 양식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분야 특허
전문가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4) 김남형, ‘소파구조물(1999.06.20.)’, 도서출판 과학기술, p215, 한국연안방재학회, ‘한국연안방재학회 학술지
제1권, 제1호, pp. 37~43(2014.01.31.)’에 다양한 소파블록의 예가 도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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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출원
년도

특허권자

국적

키워드

21409751
44214854
16864447.4
1020070054131
1020060136406
1020190020170
1020070135249
10284934
10302023
1020160065701
05043248
19064623

1951
1954
2016
2007
2006
2019
2007
1998
1998
2016
1993
2007

P.F.Danel
P.F.Danel
Song, Woon-Yong
㈜ 한국종합기술
SELFLEX CO., LTD.
정품건설
휴다임건축사사무소
FREE KOGYO
NIPPON CONVEYOR CO LTD
주식회사 양지디앤씨
FR BUSSAN
FUDO TETRA

US
US
EP
KR
KR
KR
KR
JP
JP
KR
JP
JP

moving water, block
break, block, mold
Block, arch, curve
테트라, 배출, 유입
테트라, 어초
분할, 코어, 결속
조립홈, 교차
유공, 강재, 어초
분할, 결속
적층, 각도, 인터록킹
적층, 축조
공극율, 강도

13

24011035

2012

RYOWA CONCRETE

JP

안정, 자립, 축조

14

22007456

2010

NIKKEN KOGAKU

JP

어초, 식생, 환경

15

1020130165040

2013

경북대학교

KR

굴곡, 식생, 어초

16

17175588

2005

TETRA CO LTD

JP

KD, 공극율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7127685
48125474
15064203
1020130023923
1020160045315
2020010027627
57002947
1020050080051
1020140042417
1020150189159
1020190165875
27143699

2015
1973
2003
2013
2016
2001
1982
2005
2014
2015
2019
2019

SONODA YASUTOSHI
일본 테트라 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테트라
(주)네오테크
(주)스틸플라워
김달환
三省水工株式会社
산쇼스이코 가부시키가이샤
가부시키가이샤 후도 테트라
스틸플라워
(주)네오테크
FUDO TETRA

JP
JP
JP
KR
KR
KR
JP
KR
KR
KR
KR
JP

공극율, 각부, 강도
수평, 수직, 적층
각도, 수직
인양홈, 확대, 팔각
철제, 강재, 소파, 적층
반경, 구면, 맞물림
소파, 적층, 삽입
소파, 몰드, 거푸집
수평, 수직, 거치, 적층
강재, 파이프, 스파이럴
월파, 돌출, 소파
법면, 적층, T형

29

20102886

2008

NIKKEN KOGAKU

JP

각도, 계지

30

1020100022815

2010

NIKKEN KOGAKU

JP

형틀, 각도, 분할

31

1020170101556

2017

SEJUNG CONSTRUCTION

JP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50041753
53020304
1019800000554
1020160023956
61095831
2019850015999
08128426

1975
1978
1980
2016
1986
1985
1993
2015
2003
2000
2008
2014
2000

東洋建設 （株）
東洋建設 （株）
소시에떼 아노님 디테
(주)스틸플라워
소시에테.그르노브로워즈
아놀드 체발리에
US ARMY
대양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HBG CIVIEL B.V.
송한용
UNITED STATES OVERNMEN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JP
JP
KR
KR
JP
KR
US
JP
KR
KR
KR
KR
KR

방사, 어초, 분할
경사, 역경사, 소파
경사, 역경사, 적층
코어, 각부, 경사
강재, 파이프, 결속, 충진
몰드, 제작, 심부, 각부
코어, 각부, 경사
팔각, 평행, 각부
엔타시스, 고입사
소파, 감속
블록, 거푸집, 주형
방호, 옹벽, 연안, 방파
난적, 결속, 소산
거푸집, 모따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테트라포드

돌로스

아크로포드

29566681
1020057001320
2020000006199
1020097018112
1020140089508
102016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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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moving water, block

등록번호
(등록일)

US 2766592 A1
(1956.10.16)

출원번호
(출원일)

US 21409751
(1951.03.06)

특허권자

P.F.Danel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유동하는 물의 작용에 노출 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블록

해결방법

블록을 각각 4 개 또는 5 개의 축을 따라 상기
몸체 내의 공통 중심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방사
하는 거대한 중앙 몸체 부분과 4 개 또는 5 개의
돌출부로 구성함

Artificial blocks for structures exposed to the action of moving water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

기간만료

대표도면

None

The forms of blocks which have been described lend themselves particularly
well to handling during construction, since it is very easy to pass ropes and
slings between the projections of the blocks. Ease of handling is very
advantageous because the breaking of blocks of conventional form by shocks
occurring during construction is quite common.
Blocks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invention have the intrinsic
advantages of the tetrahedron form, particularly since they have a very low
center of gravity when resting on their faces and also are not likely to roll,
in whatever position they may be resting. Furthermore, these blocks have
advantages which result from the improvements peculiar to the present
invention, particularly the absence of extensive plane faces and the presence
of projections which improve the roughness of the slope and increase the
friction between the blocks of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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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등록번호
(등록일)

break, block, mold
US 2900699 A1
(1959.08.25)

출원번호
(출원일)

US 44214854
(1954.07.08)

특허권자

P.F.Danel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불규칙한 표면을 나타내는 콘크리트 블록의 성형용
금형

해결방법

중앙 바디 부분으로부터 돌출 된 4 개의 등각으로
연결된 다리를 갖는 콘크리트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몰드를 형성

Mold for molding concrete blocks presenting irregular surfaces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2

기간만료

대표도면

None

The present invention has for an object to provide a mold made up of
interchangeable sections, each adapted to conform to or define the mold
surfaces of one part of the variously curved surface of the block to be
molded and each being of the same shape and size as each other section
of the mold so that they may be freely interchang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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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등록번호
(등록일)

Block, arch, curve
EP 3249102 B1
(2021.01.06)

출원번호
(출원일)

EP 16864447.4
(2016.08.12)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Song, Woon-Yong

해결과제

파동을 차단하는 파동흡수블록을 형성

해결방법

파도차단용 파도흡수 블록을 전방 중앙에 오목하게
만곡된 아치부가 형성되고, 좌우 측면에 각각 경사진
측면부가 형성되도록 측면으로 돌출되는 한 쌍의
좌우 다리; 및 상기 한 쌍의 좌우 다리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아치부의 상면 중앙부에서 수직
상방으로 돌출되는 기둥부로 구성

WAVE ABSORBING BLOCK FOR BREAKING WAVES

권리상태

등록유지

패밀리
특허

EP 3249102 A4
EP 03249102 A1
KR 101632232 B1
WO 201708221 A1

요약

3

대표도면

A wave absorbing block for breaking waves of the present invention,
consists of: a pair of left and right legs having a concavely curved arch
portion at a front center thereof, and projecting sideways to have inclined
side portions respectively on left and right sides thereof; and a column part
unified with the pair of left and right legs and protruding vertically upward
from a center portion of an upper surface of the arch portion. The wave
absorbing block for breaking waves is excellent in a wave-absorbing
performance and improves robustness, durability, workability, and cost
effectiveness when being used for construction of harbor facilities, such as a
breakwater or a revetment. The wave absorbing block is excellent in
interlocking and hydraulic performances, thereby reducing construction costs.
The wave absorbing block is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due to the simple
shape and can be conveniently produced, transported, and placed, thereby
enabling easy construction of a harbor.

54 • • • www.kipo.go.kr

Ⅶ. 주요특허 리스트 및 기술내용

키워드

테트라, 배출, 유입

등록번호
(등록일)

KR 100761966 B1
(2007.09.19)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070054131
(2007.06.01)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요약

해결과제

유입홀과 배출홀이 형성된 테트라포드를 형성

해결방법

상호 간에 일정 각도를 유지하면서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해 방사상으로 형성되는 4개의 다리와;
상기 다리들이 연결되는 중앙부에 4방향을 향해
개방 형성되는 유입홀과; 상기 다리들의 내부에
상기 유입홀과 외부가 연통되도록 개방 형성되는
배출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의하여 해수가
상기 유입홀을 통해 유입된 후 상기 배출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어 파력을 감쇄하는 것을 구현

인공어초 겸용 테트라 포드 및 그것을 이용한 침식방지구조물 시공방법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4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인공어초 겸용 테트라 포드 및 그것을 이용한 침식방지구조물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테트라 포드에 가해지는 파력을 감쇄하고 다수의 테트라 포드간의 결속력을
증대하여 테트라 포드의 소형화가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제조 및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본 발명에 의한 인공어초 겸용 테트라 포드는, 상호 간에 일정 각도를
유지하면서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해 방사상으로 형성되는 4개의 다리와; 상기 다리들이
연결되는 중앙부에 4방향을 향해 개방 형성되는 유입홀과; 상기 다리들의 내부에 상기
유입홀과 외부가 연통되도록 개방 형성되는 배출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의하여
해수가 상기 유입홀을 통해 유입된 후 상기 배출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어 파력을
감쇄한다. 테트라 포드, 파도, 충격, 비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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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테트라, 어초

등록번호
(등록일)

KR 100701461 B1
(2007.03.23)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060136406
(2006.12.28)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파도로부터 이동 또는 유실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및 인공어초용 테트라포드를 제공

해결방법

중심으로부터 네 방향으로 일정하게 연장된 지지
대로 구성하되, 상기 각각의 지지대에 파도가 유입,
유출되도록 형성한 개구홀과, 상기 개구홀이 외부와
관통되도록 상기 각각의 지지대의 둘레에 다수의
관통홀을 형성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파제 및 인공어초용 테트라포드를 형성

SELFLEX CO., LTD.

방파제 및 인공어초용 테트라포드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5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방파제에 부딪치는 파도의 파랑을 분산 또는 감소시켜 방파제를 보호하는
용도 및 각종 어패류 및 이끼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구성한 테트라포드에 관한 것으로,
중심으로부터 네 방향으로 일정하게 연장된 지지대로 구성하되, 상기 각각의 지지대에
파도가 유입, 유출되도록 형성한 개구홀과, 상기 개구홀이 외부와 관통되도록 상기
각각의 지지대의 둘레에 다수의 관통홀을 형성하여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테트라포드는 어패류 및 이끼등이 서식하기에 적합하며, 이로 인한 먹이사슬로 다양한
어군이 형성될 수 있으며, 파도 에너지를 분산 또는 감소시키는 구조임으로 방파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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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할, 코어, 결속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963551 B1
(2019.03.22)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90020170
(2019.02.21)

특허권자

정품건설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제작이 쉬우면서 초고중량의 소파블록 제작이 가능한
소파블록 제조방법을 제공

해결방법

일정각도를 가지거나 만곡된 기둥형상의 중심부와
상기 중심부의 일측과 타측에 각각 연장되는 다리
부를 포함하는 복수의 코어기둥을 결속하여 소파
블록을 제작

코어기둥을 사용한 소파블록 제조방법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6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일정각도를 가지거나 만곡된 기둥형상의 중심부와 상기 중심부의 일측과
타측에 각각 연장되는 다리부를 포함하는 복수의 코어기둥을 사용하여 소파블록을 제조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저면거푸집을 설치하는 단계; b) 상기 저면거푸집의 위에 상기
복수의 코어기둥을 거치하되, 상기 코어기둥의 다리부와 인접하는 코어기둥의 다리부
사이에 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거치하는 단계; c) 상기 중심부를 감싸도록 측면거푸집을
설치하는 단계; d) 상기 저면거푸집과 상기 측면거푸집의 내부공간으로 결속재를 타설
하여 몸체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코어기둥을 사용한 소파블록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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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등록번호
(등록일)

조립홈, 교차
KR 100894263 B1
(2009.04.14)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070135249
(2007.12.21)

특허권자

휴다임건축사사무소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블록본체를 서로 교차방향으로 조립하여서 되는
조립식 소파블록을 형성

해결방법

조립식 소파블록은 "ㄷ"자 형의 조립홈을 갖는 조립부
외주면에 가지블록을 'ㅏ'자형으로 배열 형성한 블록
본체를 서로 교차방향으로 조립

조립식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7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조립식 소파블록에 관한 것으로서, "ㄷ"자 형상의 조립홈을 구비한 조립부의
외면에 "ㅏ"자형으로 가지블록을 형성한 2조의 블록본체를 상호 교차방향으로 조립하여서
되는 것에 있어서, 상기 가지블록에 볼트공을 천공하고, 구멍이 천공된 고정편의 일측에
삽입간격 좌우로 협지편을 갖는 체결구를 형성하여 조립된 2조의 블록본체 중 일측의
블록본체의 가지블록을 삽입간격에 삽착하여 협지편으로 가지블록을 고정한 상태에서
고정편을 타측의 블록본체의 가지블록에 볼트로 체결하여 조립된 2조의 블록본체를
분해되지 않도록 구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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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공, 강재, 어초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10284934
(1998.10.07)

특허권자

FREE KOGYO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수중 생물 등이 생식하기 쉬운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블록(block) 및 블록(block)의 제조

해결방법

중공의 핵부와, 그 핵부에 접속하는, 유공 철판으로
형성된 중공의 복수 라인의 각부으로 완성되는
외곽부에 콘크리트(concrete)를 타설

BLOCK AND ITS MANUFACTURE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8

공개

대표도면

None

종래의 소파 블록에서는 콘크리트(concrete)의 표면에 세세한 요철이 없기 때문에
해조 등이 정착 하기 어렵고, 또 시멘트 블록의 표면이 부유 물건 등으로 손상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본 발명은 유공 철판으로 형성된 외곽부에 콘크리트(concrete)를
타설 하는 것으로 수중의 생물 생식지의 창출을 용이하게 해 내구성이 높은 블록
(block)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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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할, 결속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10302023
(1998.10.23)

특허권자

NIPPON CONVEYOR
CO LTD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조립할 수 있는 다각블록(block)을 제공

해결방법

다각블록(block)의 중앙의 기초부를 각부 첨부에
분할 기초부에 분할함과 동시에 이 분할 기초부의
맞대기면을 적당의 고착 수단(means for detachable)을
개입시켜 고정

블록(block)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9

공개

대표도면

None

조립할 수 있는 다각블록(block)을 제공한다. 다각블록(block)의 중앙 기초부로 각부를
따로 따로 형성해 기초부에 고정 수단을 개입시켜 각부를 연결한다 . 또는 다각블록
(block) A의 중앙의 기초부를 각부 첨부에 분할 기초부에 분할함과 동시에 이 분할
기초부의 맞대기면을 적당의 고착 수단(means for detachable)을 개입시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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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적층, 각도, 인터록킹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668735 B1
(2016.10.18.)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60065701
(2016.05.27)

특허권자

주식회사 양지디앤씨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적층이 용이한 소파블록의 형상 및 거치방법의 한정

해결방법

하나의 소파블록을 거치하는 것으로 2개의 테트라
포드를 2층적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소파블록을 제공

소파블록 및 이를 이용한 거치 방법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0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2개의 테트라포드가 한 각부를 공유하여 동부를 구성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서
양단에 3개의 각부가 각각 마련된 형태의 소파블록의 구체적인 형상과, 이러한 소파
블록을 이용한 다양한 거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소파블록은 길이방향을
따라 중심축을 가지는 동부; 그 중심축이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일측 단부에서 상기
동부의 중심축에 대해 120도의 각도를 이루며 각각 외향 돌출되는 3개의 제1각부;
및 그 중심축이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타측 단부에서 상기 동부의 중심축에 대해
120도의 각도를 이루며 각각 외향 돌출되는 3개의 제2각부;를 구비하고, 상기 3개의
제1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동부의 중심축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호간에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기 3개의 제2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동부의
중심축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호간에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기 3개의 제1각부와
3개의 제2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상기 동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호 점
대칭이 되는 위치에 마련된다. 상기 소파블록은 사면 상에 경사방향으로 또는 등고선
방향으로 눕혀서 거치되거나, 세워진 상태로 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세워져
있는 소파블록과 누워져 있는 소파블록 간에도 인터록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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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적층, 축조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05043248
(1993.02.08)

특허권자

FR BUSSAN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종래 테트라포드의 축조방식 및 허드슨(Kd)치 해결

해결방법

호안, 소파용의 콘크리트(concrete)제의 블록(block)을
다수개 이용하고, 평면상 또는 입체상의 소파제를
축조 하도록 한 소파제축조 방법

소파제축조 방법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1

공개

대표도면

None

호안, 소파용의 콘크리트(concrete)제의 블록(block)을 다수개 이용하고, 평면상 또는
입체상의 소파제를 축조 하도록 한 소파제 축조 방법을 제공한다. 단면이 거의 정육각형을
이루어, 소정 길이 및 지름을 가지는 축체부와, 이 축체부의 양단부에 축체부와 일체적
으로 방사 3 방향으로 등간격으로 약간 바깥쪽을 향해 경사 방향에 늘어나 단면이
거의 정육각형으로 동부와 대충 같은 길이 및 지름을 가지는 모두, 쇠퇴에 한편 절두 한
형상의 쌍을 이루는 각체부와,로 이루어지는 호안, 소파용의 콘크리트(concrete)제의
블록(block)을 다수 개 이용하고, 한 개의 블록(block)의 각체부와 각체부와의 사이의
축체 부분의 공간에 대해서 다른 2개의 블록(block)의 한 방향의 각체부의 외단부를
대향시킨 상태로 감삽시켜, 차례차례로 블록(block)을 소파 공극을 형성한 상태에
조립하고, 평면상 또는 입체상의 소파제를 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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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극율, 강도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19064623
(2007.03.14)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FUDO TETRA

요약

해결과제

공극률을 향상시킨 소파블록을 제공

해결방법

복수의 각부 중 적어도 한 개의 각부에 있어서
최태부가 최세부보다도 외측에 위치해 중심으로부터
상기 최태부까지의 축선상의 치수가 중심으로부터
상기 각부의 첨단까지의 축선상의 치수의 0.6배
보다도 크고, 중심으로부터 상기 최세부까지의 축
선상의 치수가 중심으로부터 상기 각부의 첨단까지의
축선상의 치수의 0.4배보다도 작아지도록 구성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2

공개

대표도면

None

충분한 구조 강도를 가짐과 동시에 안정성과 공극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범용성의
높은 소파 블록을 제공한다. 기초부 2를 중심으로서 복수의 각부 3이 외측으로 향해
방사상에 돌출한 형상의 블록(block) 1이어, 적어도 한 개의 각부 3에 있어서 최태부
M(축선 A와 직교하는 단면의 면적이 가장 커지는 부분)가 최세부 N(축선 A와 직교하는
단면의 면적이 가장 작아지는 부분)보다도 외측에 위치해 중심 G로부터 최태부 M까지의
축선 A상의 치수 m가, 중심으로부터 각부 3의 첨단까지의 축선 A상의 치수 L의
0.6배보다도 크고, 중심 G로부터 최세부 N까지의 축선 A상의 치수 n가, 중심 G로부터
각부 3의 첨단까지의 축선 A상의 치수 L의 0.4배보다도 작아지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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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안정, 자립, 축조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24011035
(2012.01.23)

특허권자

RYOWA CONCRETE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연약 지반상에서 4 방향 자립시킨 상태 각각에
두어서 안정된 자립 자세를 확보하기 쉬운 소파 블록

해결방법

3 차원하에서 방사상에 위치하는 4개의 다리를
일체로 가지고, 한편, 그 4개의 다리 중의 임의의
3개의 다리에 의한 4 방향 자립을 가능하게 한
콘크리트(concrete)제의 소파 블록을 형성

소파 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3

공개

대표도면

None

소파 블록 10의 4개의 다리 11의 선단부 각각에는 그 소파 블록 10을 경질 평면
HP상에서 4 방향 자립시킨 상태 각각으로 그 경질 평면 HP에 대략 면접촉 하는 면 11
a2, 11 a4 및 11 a6가 형성되고 있어 그 4 방향 자립시킨 상태 각각으로 경질 평면
HP와 대략 면접촉 하는 3개의 면 11 a2, 11 a4 및 11 a6는 그 3개의 면 11 a2,
11 a4 및 11 a6 중의 2면 11 a2 및 11 a6가 소면적면에서 나머지의 면 11 a4가
그 소면적면보다도 면적이 큰 대면적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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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어초,식생,환경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22007456
(2010.01.15)

특허권자

NIKKEN KOGAKU

발명의
명칭

환경 활성 콘크리트구조

권리상태

공개

패밀리
특허

요약

14
해결과제

환경 활성·보전·수복용 블록(block)을 제공

해결방법

콘크리트 내부에 남아서 소용 없게 되는 생물 유인물의
양을 줄여, 또 그 생물 유인물이 장기간에 이르러
서서히 유출시키기 위해서 콘크리트(concrete)의
공기량과 유동성을 높여 장기간에 이르러 어개류의
운집·육성 효과 및 조의 부착·육성 효과를 유지해
그 생물 유인물의 악취에 따라 높은 유인 효과
(attractiveness)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의 환경 활성·
보전·수복용 블록을 형성

대표도면

None

생체류의 운집, 부착, 육성 효과 특히 어개류의 운집, 육성 효과가 뛰어나는 생체 유인
물질을 혼련해서 이루어지는 환경 활성·보전·수복용 콘크리트(concrete)에 있어서 생체
유인 물질을 효과적으로 하천, 해안·해양 및 호수와 늪안에 장기간에 이르러 서서히
유출시키기 위해서 그 조성물 중에 생체 유인 물질을 고농도로 배합해 한편 형성된
조성물이 높은 공기 함유량과 유동성을 가지고, 한편 환경 활성·보전·수복용 콘크리트
(concrete)를 형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유출한 생체 유인 물질의
「악취」에 따라 유인 효과(attractiveness)를 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활성·
보전·수복용 콘크리트(concrete) 조성물 및 그 환경 활성·보전·수복용 블록(block)을
이용한 각종 토목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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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굴곡, 식생, 어초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30165040
(2013.12.27)

특허권자

경북대학교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테트라포드의 형상을 굴곡지게 형성

해결방법

수중
부터
상기
하여

구조물은의 중앙 부분 및 상기 중앙 부분으로
다방향으로 돌출되는 다리 부분을 포함하고,
다리 부분은 돌출되고 오목한 부분을 구비
굴곡지게 형성

수중구조물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5

공개

대표도면

None

본원발명의 목적은 구조물의 투수성을 높임으로써 소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중
구조물을 제공하고, 어초 및 해양 생물의 생식에 보다 적합한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어종 및 어초 생식이 가능한 수중 구조물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식의 쌓기 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기능 및 시각성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중 구조물을 제공하고,
수중 구조물 간의 연동성의 증가로 파랑에 의한 전도 및 부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중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중 구조물은 중앙 부분 및 상기 중앙
부분으로부터 다방향으로 돌출되는 다리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다리 부분은 돌출되고
오목한 부분을 구비하여 굴곡지게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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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KD, 공극율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17175588
(2005.06.15)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TETRA CO LTD

요약

해결과제

K D 값 등 수리특성을 저하시키는 일 없이 구축
되는 구조물에서의 공극율을 보다 한층 높여 이것에
의해서 자원 절약화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까지 달성할 수 있는 소파 블록을 제공

해결방법

다리체부에는 그 길이 방향에 따라서 2~6개의
능선부가 형성되고 있음과 동시에 이들 각 능선부의
사이에 골짜기부가 형성되고 있어 상기 각 골짜기
부의 골짜기의 밑바닥 최고 깊이점이 각체부의
횡단면 형상에서 각 능선부의 정점을 통과하는 반경
R의 가상원 중심으로부터 0.1 R이상 0.5 R이하의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 블록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6

공개

대표도면

None

개의 각체부를 가짐과 동시에 이들 각 다리체부의 기단부가 서로 일체로 결합된 블록
본체로 이루어지는 소파 블록에 있어서 각 다리체부에는 그 길이 방향에 따라서 2~6개의
능선부가 형성되고 있음과 동시에 이들 각 능선부의 사이에 골짜기부가 형성되고 있어
상기 각 골짜기부의 골짜기의 밑바닥 최고 깊이점이 각체부의 횡단면 형상에서 각
능선부의 정점을 통과하는 반경 R의 가상원 중심으로부터 0.1 R이상 0.5 R이하의
위치에 존재하는 소파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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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극율. 각부 강도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27127685
(2015.06.25)

특허권자

SONODA
YASUTOSHI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안정 설치성 및 고공극율을 유지하면서 소파 성능
및 각부 강도를 높임

해결방법

상하면을 가지는 동체부(2)와 이 동체부(2)의 주위
부에 배치한 3개의 각부(3)를 가지고, 각 각부(3)는
동체부(2)에서 하 바깥 방향에 늘어나는 하각부
(4)와 동체부(2)에서 상부로 늘어나는 상각부(5)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 블록.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7

공개

대표도면

None

상하면을 가지는 동체부 2와 이 동체부 2의 주위부에 배치한 3개의 각부 3을 가지고,
각 각부 3은 동체부 2로부터 하 바깥 방향에 늘어나는 하각부 4와 동체부 2로부터
상부에 늘어나는 상각부 5를 가진다. 상기 하각부 4는 내면 4 a 및 외면 4 b가 하
바깥 방향에 비스듬히 하고 있어, 상각부 5는 내면 5 a가 상 바깥 방향에 경사밖에
개외면 5 b가 대략 수직 상부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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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수평, 수직, 적층

등록번호
(등록일)

JP 845325 C
(1977.02.22)

출원번호
(출원일)

JP 48125474
(1973.11.09)

특허권자

일본 테트라 보드
주식회사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종래 블록대비 경량이며 높은 공극을 확보하고
블록간 교합의 효과가 높은 소파블록 제체를 구촉

해결방법

수평다리 및 수직다리로 연결된 축으로 형성된
소파블록을 적층함

BREAKWATER BUILDING METHOD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8

기간만료

JP
JP
JP
JP

S5078134
S5118730
50078134
51018730

대표도면

A
B2
A
B

기축이 일단수평다리가 중앙부를 연결함과 동시에, 기축이 타단수평다리와 동오랜 수직
다리가 중앙부를 수평 각축심과 90번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결 했다고 소파 블록이 2층
정적미카들 완성될 수, 제1 블록(block)층은 설치면상에 있어서 각 블록이 수평다리를
동일 선상으로 연속 시켰다고 기본 배열이 서로 평행 해, 차, 각 기본 배열을 구성하는
1개가 블록(block)에서 기축이 인접하는 기본 배열에서 블록(block)이 수평다리가 일단상
으로 적재하시는 배열이 이루며, 제2 블록(block)층은 1개가 블록(block)에서 수평다리가
제1 블록(block)층이 2가 기본 배열에서 수직다리가 사이로 협착하셔 동블록(block)에서
수직다리가 하단이 상기 2가 기본 배열이 수평다리가 사이로 삽입 당하도록 해 1층째
기본 배열과는 역방향으로 놓여지고 차 이 기본 배열 상호는 1개가 블록(block)에서
수평다리가 일단이, 인접하는 기본 배열에서 블록(block)이 기축상으로 적재하시는
배열을 가져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과 했다고 소파 블록에 의하는 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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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각도, 수직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15064203
(2003.03.10)

특허권자

주식회사 테트라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안정성 및 충분한 구조 강도도 겸비해 경제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멘트 블록을 제공

해결방법

한 개의 동부과 그 양단에 각각 둘씩 접속된 네 개의
각부에 의해 구성되어 동부의 축선를 중심으로
하는 각 각부의 축선의 위상이 반대측에 위치 하는
각부의 축선과 90도 다르도록 블록을 형성

시멘트 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19

공개

대표도면

None

안정성 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구조 강도도 겸비해 경제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멘트 블록을 제공하기 위해 한 개의 동부과 그 양단에 각각 둘씩 접속된 네 개의
각부에 의해 구성되어 동부의 축선를 중심으로 하는 각 각부의 축선의 위상이
반대측에 위치 하는 각부의 축선과 90도 다르도록 구성되고, 동부의 축선에 대한
각부의 축선의 경사각도가 45~90도의 범위에 있으며, 각부의 축선에 대한 각부의
외주면의 경사각도가 2~30도의 범위가 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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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양홈, 확대, 팔각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259947 B1
(2013.04.25)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30023923
(2013.05.02)

특허권자

(주)네오테크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인접 소파 블록이 잘 맞물려, 우수한 결합성으로
구조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양홈이 형성된
소파 블록을 제공

해결방법

다리부 외측 단부면 둘레를 따라 모따기가 형성
되며; 상기 다리부 중 어느 하나의 외측 단부면에는
단부 양측을 관통하는 인양홈이 인양홈이 형성되되,
상기 인양홈의 단부는 다리부 외측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확대요홈이 형성

인양홈이 형성된 소파 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20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의 인양홈이 형성된 소파 블록은 중앙에 위치하는 하나의 몸통부 및 상기
몸통부의 양단에 각각 두 개씩 결합된 다리부로 구성되어 상기 몸통부 단부에 결합되는
두 개의 다리부는 서로 대향하는 방향으로 위치하고, 상기 몸통부 일단부에 결합된
다리부와 타단부에 결합된 다리부는 서로 축면이 뒤틀리게 배치되는 소파 블록을
형성하되, 상기 다리부는 외측 단부면 둘레를 따라 모따기가 형성되며; 상기 다리부
중 어느 하나의 외측 단부면에는 단부 양측을 관통하는 인양홈이 형성되되, 상기
인양홈의 단부는 다리부 외측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확대요홈이 형성되며, 상기
몸통부 및 다리부는 단면이 팔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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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 (소파블록 분야)

키워드
등록번호
(등록일)

철제, 강재, 소파, 적층
KR 101736101 B1
(2017.05.10)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60045315
(2016.04.14)

특허권자

(주)스틸플라워

발명의
명칭

철제 소파블록 적층방법

권리상태

등록유지

패밀리
특허

요약

21
해결과제

철제 소파블록을 효율적으로 적층

해결방법

축방향으로 직경이 동일한 한 쌍의 원통형 착지
파이프가 축방향으로 직경이 동일한 원통형 연결
파이프를 통해 이격 교차된 형태로 연결

대표도면

None

경사면에 외주면이 착지되는 평행 착지파이프가 후방에 위치되도록 하는 철제 소파블록을
좌우방향으로 연속 배열 적층하는 제1적층단계; 제1적층 철제 소파블록의 평행 착지
파이프의 상단 일측에 경사 착지파이프를 올려놓고, 경사면에 평행 착지파이프의 외주면이
착지되도록 하는 철제 소파블록을 좌우방향으로 연속 배열 적층하는 제2적층단계;
제2적층단계와 같은 방향으로 적층되도록 제2적층 철재 소파블록의 평행 착지파이프의
상단 일측에 경사 착지파이프를 올려놓고, 경사면에 평행 착지파이프의 외주면이 착지
되도록 하는 철제 소파블록을 좌우방향으로 연속 배열 적층하는 제3적층단계; 제2적층
단계 및 제3적층단계와 반대 방향으로 적층되도록 제3적층 철제 소파블록의 평행 착지
파이프의 상단 타측에 경사 착지파이프를 올려놓고, 경사면에 평행 착지파이프의 외주면이
착지되도록 하는 철제 소파블록을 좌우방향으로 연속 배열 적층하는 제4적층단계; 제4
적층단계와 같은 방향으로 적층되도록 제4적층 철제 소파블록의 평행 착지파이프의 상단
타측에 경사 착지파이프를 올려놓고, 경사면에 평행 착지파이프의 외주면이 착지되도록
하는 철제 소파블록을 좌우방향으로 연속 배열 적층하는 제5적층단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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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특허 리스트 및 기술내용

키워드

반경, 구면, 맞물림

등록번호
(등록일)

KR 20025924 Y1
(2001.12.18)

출원번호
(출원일)

KR 2020010027627
(2001.09.10)

특허권자

김달환

발명의
명칭

제방 보호용 소파블럭

권리상태

기간만료

패밀리
특허

요약

22
해결과제

해안과 항만 및 호안등의 제방상에 밀려오는 파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파블럭의 형상한정

해결방법

일정크기의 반경을 가지면서 상호 마주보는 등부위가
구면부를 이루어 직각으로 교차 구비됨과 동시에
양측단부에는 평면부를 형성하면서 내측부에는 일정
반경의 공극부가 형성되는 단위소파블럭들을 상호
맞물리는 형태로 결합배열하여 소파블럭을 구성함
으로서, 상호간 맞물림으로 견고한 구조의 소파블럭이
구성

대표도면

None

본 고안은 해안과 항만 및 호안등의 제방상에 밀려오는 파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파
블럭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일정크기의 반경을 가지면서 상호 마주보는 등부위가 구면부를
이루어 직각으로 교차 구비됨과 동시에 양측단부에는 평면부를 형성하면서 내측부에는
일정반경의 공극부가 형성되는 단위 소파블럭들을 상호 맞물리는 형태로 경합배열하여
소파블럭을 구성함으로서, 상호간 맞물림으로 견고한 구조의 소파블럭이 구성됨과 동시에
공극부의 사수영역이 형성되어 파력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는 소파작용은 물론 파력의
입사파를 공극부를 따라 반전시킴으로서 입사파와 반전파가 상호 상쇄되어 파력의 힘을
감소시키면서 파고의 높이를 감소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구면의 3면 접지방식으로서
침하에 대한 저항력이 극대화 되고, 또한 공극부상에 충진된 모래 및 자갈의 유식을
방지함으로서 쇄굴이 방지되는 것이며 그리고 전체적인 외형이 구형을 이룸으로서 파도
에너지를 감소하면서 해안과 항만 경관에 조화되는 미려한 외관을 이룰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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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 (소파블록 분야)

키워드

소파, 적층, 삽입

등록번호
(등록일)

-

해결과제

경사면에 구축되는 소파블록의 안정적 적층

출원번호
(출원일)

JP 57002947
(1982.01.11)

해결방법

배열된 소파블록 상에 적층될 소파블록의 다리를
삽입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三省水工株式会社
소파 블록 경사 제체 구축 공법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요약

23

공개

JP
JP
JP
JP

대표도면

1332901 C
S6059365 B2
58120907 A
60059365 B

1층의 인접한 소파블록 사이에 2층의 소파블록의 다리를 삽입하여 적층 소파블록군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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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특허 리스트 및 기술내용

키워드

소파, 몰드, 거푸집

등록번호
(등록일)

KR 100991914 B1
(2010.10.28)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050080051
(2005.08.30)

특허권자

산쇼스이코
가부시키가이샤

발명의
명칭

해결과제

4다리 소파블록의 거푸집을 통해 소파블록을 제조

해결방법

기둥부의 4분의 1 원주면과 상기 원주면의 축상을
따른 일단에는 둘로 나누어지고 대칭이며 상기
원추상 다리부 중 2개의 다리부의 3분의 1 머리 잘린
원추면으로 이루어진 대칭 다리 원추면 형성부와,
타단에는 상기 기둥부의 축과 상기 대칭 다리 원추면
형성부의 대칭축과 동일평면상에 있고 원추상 다리부
중 1개의 다리부의 3분의 1 머리 잘린 원추면으로
이루어진 외다리 원추면 형성부로 이루어진 4개의
동일한 형상의 원주면 거푸집으로 제조

4다리 소파블록 및 그 제조방법

권리상태

등록유지

패밀리
특허

KR 20070028011 A

요약

24

대표도면

본 발명은 4다리 소파블록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등변삼각형을 면으로
하는 사면체의 각 정점에서 상대하는 면에 대하여 아래로 수선을 내린 다리 축선과,
이러한 다리 축선의 교점을 연결한 선인 동체 축선으로 이루어진 5개의 축선으로
구성되며, 상기 동체 축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원주상의 기둥부를 가지며, 또한 상기
다리 축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머리가 잘린 원추상 다리부를 형성하는 4다리 소파
블록을 제조함에 있어서, 4개의 동일한 형상의 원주면 거푸집과 평판상의 3개의
동일한 형상의 평판 거푸집을 이용하여 4다리 소파블록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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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 (소파블록 분야)

키워드

수평, 수직, 거치, 적층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4002830000 B1
(2014.05.21)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40042417
(2014.04.09.)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가부시키가이샤 후도
테트라

요약

해결과제

소파블록을 하나씩 거치할 때마다 위치 방위(각도)
까지 맞춰야 하는 시공문제를 해결

해결방법

앞 열에서 인접한 소파블록끼리 마주하는 두 수평
각부들 상에 뒷 열에 거치되는 소파블록의 동부를
올릴 때, 뒷 열의 소파블록의 동부와 하측 수직
각부가 앞 열의 마주하는 두 수평각부들과 접하도록
형성

소파블록의 거치방법 및 소파블록이 거치된 방파제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25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사면과 인접한 해저면에 소파블록들을 연장 방향으로 거치하되, 수평각부가 해안측을
향하고 수직각부가 해측을 향하며 인접한 소파블록들의 수평각부들의 단부가 서로
마주하도록 제1열을 나란히 배열하는 해저면 거치 단계; 앞 열에서 인접한 소파블록들의
마주하는 두 수평각부들 상에, 뒷 열에 거치되는 소파블록의 동부가 올려지도록 소파
블록들을 연장 방향으로 거치하되, 수평각부가 해안측을 향하고 수직각부가 해측을
향하며, 수평각부가 사면또는 천단면 상에 올려지도록 뒷 열을 나란히 배열하는 사면
거치 단계 및 천단면 거치단계; 그리고 앞 열에서 인접하는 소파블록들의 마주하는
두 수평각부들 상에, 마무리열에 거치되는 소파블록의 타측 수평각부가 올려지도록
소파블록들을 연장 방향으로 거치하되, 마무리열의 일측 수평각부가 천단면 상에
올려지고 하측 수직각부 역시 천단면 상에 올려지며, 일측 수평각부와 수직각부의
해안측 단부가 마무리면에 접하도록 마무리열을 비스듬하게 배열하는 마무리열 거치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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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특허 리스트 및 기술내용

키워드

강재, 파이프,스파이럴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6029560000 B1
(2016.03.08)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50189159
(2015.12.30.)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스틸플라워

요약

해결과제

콘크리트 소파블록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

해결방법

착지파이프와 연결파이프의 외주면에 마련된
스파이럴형 유도돌기를 통해 해수를 스파이럴형
으로 회전 유도하여 해수의 압력 및 파랑을
효율적으로 저감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26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소파블록에 관한 것으로, 해저면 또는 다른 소파블록에 착지되는 한 쌍의 착지파이프;
한 쌍의 착지파이프를 이격하여 교차한 상태로 연결하는 연결파이프; 착지파이프 및
연결파이프의 내부에 충전되는 충전재;를 포함하고, 각 착지파이프 및 연결파이프의
외주에 스파이럴형 유도돌기가 마련되어 해수를 스파이럴형으로 회전 유도하는 기술
구성을 통하여 해수를 스파이럴형으로 회전 유도하여 해수의 압력 및 파랑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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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연계 Tech Insight (소파블록 분야)

키워드

월파, 돌출, 소파

등록번호
(등록일)

KR 1020853630000 B1
(2020.02.28)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90165875
(2019.12.12)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주)네오테크

요약

해결과제

인양이 쉽고 거치가 용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인터록킹 되고 월파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소파블록제공

해결방법

소파블록은, 몸체부의 전방 단부에, 상기 한 쌍의
수직각부 사이에서 상기 몸체중심축을 따라 상기
수직각부보다 전방으로 상기 몸체부가 더 연장된
형태의 전방돌출각부를 더 구비

소파블록과 이를 이용한 해양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27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인양이 쉽고 거치가 용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인터록킹 되고 월파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소파블록과, 이를 이용한 해양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이다. 소파블록의
몸체부는 전후방향으로 연장되고, 몸체부 후방에는 양측으로 수평각부가 마련되고, 몸체부
전방에는 상하방향으로 수직각부가 마련되며, 몸체부의 전방에서 상기 수직각부보다
더 전방으로 전방돌출각부가 더 마련된다. 전방돌출각부에 의해 발생하는 무게중심의
전방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평각부의 하중을 더 키우고, 수직각부의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방돌출각부는 월파 방지 효과가 탁월하며, 소파블록을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인양함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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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면, 적층, T형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27143699
(2019.12.12)

특허권자

FUDO TETRA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법면에 있어서 정적 하는 소파 블록을 2층만으로
했을 경우에서도, 구조물 전체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시공 기간을 단축해, 시공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소파 블록을 제공

해결방법

전후 방향으로 연재하는 한 개의 중앙동부와 이
중앙동부의 후단으로부터 좌우측분에게 각각 돌출
하도록 형성된 두 개의 후방동부로 이루어지는 T자
모양 또는 Y자 모양의 동부를 가짐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28

공개

대표도면

None

소파블록을 전후 방향으로 연재하는 한 개의 중앙동부 3 a와 중앙동부 3 a의 후단
으로부터 좌우측분에게 각각 돌출하도록 형성된 두 개의 후방동부 3 b, 3 c로 이루어
지는 T자 모양의 동부 3을 가짐과 동시에, 중앙동부 3 a의 전방의 끝에서 하부에
돌출하도록 형성된 한 개의 전방각부 2 a와 두 개의 후방동부 3 b, 3 c의각 외측
선단으로부터 하부에 각각 돌출하도록 형성된 두 개의 후방각부 2 b, 2 c로 이루어지는
세 개의 각부 2를 가지고, 상하에 두 개 거듭했을 경우에, 상층의 소파 블록 1의
전방각부 2 a가, 하층의 소파 블록 1의 전방각부 2 a와 후방각부 2 b(또는 2 c)와의
사이의 스페이스에서 접지하는 자세로 오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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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각도,계지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20102886
(2008.04.10)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지지용무 블록(block)과 소파 블록이라는 계지력을
증대 시켜 상기 소파 블록이 안정성 및 소 파도
성능을 향상

해결방법

동체부가 일단부 및 타단부로 각각, 상기 동체부가
축방향시로 서로 120각도를 이루는 3개가 각부가
돌설하셨다고 소파 블록으로서, 상기 일단측이 각부는
상기 타단측이 각부에 대해서 위상이 60번 변위
하도록 배설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소파
블록을 형성

NIKKEN KOGAKU

소파 블록 및 소파 블록 공법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29

공개

대표도면

None

동체부 11 외주면이 일단부 및 타단부로 각각, 동체부 11이 축방향시로 서로 120번이
각도를 이루는 3개가 각부 12,13,14 및 15,16,17이 돌설하셨다고 소파 블록 10으로서,
상기 일단측이 각부 12,13,14는 상기 타단측이 각부 115,16,17에 대해서 위상이
60번 변위하도록 배설되어 있다. 의는(이라고), 소파 블록 10과 지지용무 블록(block)
18과의 계지력(구속력)이 증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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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형틀, 각도, 분할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6453880000 B1
(2016.07.28)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00022815
(2010.03.15)

특허권자

NIKKEN KOGAKU

발명의
명칭

소파 블록용 형틀 장치

권리상태

등록유지

패밀리
특허

요약

30
해결과제

동체부의 상단부 및 하단부 각각에, 상기 동체부에
축방향으로 보아 서로 120도의 각도를 이루는
3개의 다리부가 형성된 소파 블록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형틀 장치를 제작

해결방법

형틀 장치는, 상기 소파 블록의 저면과 대응하는
평면 형상을 가지는 저면 형틀과, 상기 소파
블록의 외주 측면과 대응하는 입체 형상을 가지고,
또한, 둘레 방향으로 6등분된 측면 형틀로
이루어지고, 각 측면 형틀은 서로 재조립 가능한
한 쌍의 상부 분할체와 하부 분할체를 일체화
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2 종류의 소파 블럭에 공용할 수 있고, 또한, 재조립 후의 이형 작업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분할 가능한 형틀 장치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동체부의 상단부 및 하단부 각각에, 이 동체부에 축방향으로 보아 서로 120도의 각도를
이루는 3개의 다리부가 형성된 소파 블록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형틀 장치에 있어서,
이 형틀 장치는, 상기 소파 블록의 저면과 대응하는 평면 형상을 가진 저면 형틀과,
상기 소파 블록의 외주 측면과 대응하는 입체 형상을 가지고, 또한, 둘레 방향으로
6등분된 측면 형틀로 이루어지고, 각 측면 형틀은 서로 재조립 가능한 한 쌍의 상부
분할체와 하부 분할체를 일체화하여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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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방사,어초,분할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7868130000 B1
(20178.10.11)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70101556
(2017.08.10)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SEJUNGCONSTRUCTION

요약

해결과제

방사형 인공어초를 제작

해결방법

4개의 분할날개가 십자형 단면을 이루게 형성되는
날개부, 상기 날개부의 단부에 상면이 평평한
사각뿔 형태로 형성되며 사각의 각 꼭지점에
상기 날개부가 연결되는 헤드부를 갖는 각 6개의
지지다리가 근접되는 지지다리들과 동일한
각도를 유지

방사형 헥사포드를 갖는 인공어초 거푸집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31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방사형 헥사포드를 갖는 인공어초 거푸집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히는
지반에 지지되는 지지다리가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하여 지중에 묻히더라도 지면의
상부에 어패류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반 침하가 지속되더라도 지반
침하에 대항하는 반발력을 확보하며, 어패류의 넓은 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십자형 단면을 갖는 날개부와 날개부의 단부에 상면이 평평한 사각뿔 형상의 헤드부를
갖는 6개의 지지다리가 동일각도의 방사상으로 뻗어 형성되며 지지다리의 중앙부에
해수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는 유입홀이 마련된 방사형 헥사포드를 갖는 인공어초
거푸집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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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사, 역경사, 소파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50041753
(1975.03.27.)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東洋建設 （株）

요약

해결과제

소파블록을 형성

해결방법

이격된 두 개의 경사다리 사이에 하나의 역경
사다리가 설치되어 중량 및 결속력을 향상시켜
소파성능 개선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32

공개

대표도면

None

이격된 두 개의 경사다리 사이에 하나의 역경사다리가 설치되어 중량 및 결속력을
향상시켜 소파성능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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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사, 역경사, 적층

등록번호
(등록일)

JP 01038548 B
(1981.03.24)

출원번호
(출원일)

JP 53020304
(1978.02.23)

특허권자

東洋建設 （株）

발명의
명칭

블록의 적층 설치공법

권리상태

기간만료

패밀리
특허

요약

33
해결과제

소파블록을 적층하여 시공

해결방법

이격된 두 개의 경사다리 사이에 하나의 역경
사다리가 설치된 소파블록을 와이어로프로 인상하여
적층시공

대표도면

JP 54042503 B
JP 54113155 A

이격된 두 개의 경사다리 사이에 하나의 역경사다리가 설치된 소파블록을 와이어로프로
인상하여 적층시공하여 블록 간 이탈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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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어, 각부, 경사

등록번호
(등록일)

-

해결과제

해안 및 강변의 구조물 보호용 방책블록을 제작

출원번호
(출원일)

KR 1019800000554
(1980.02.12)

해결방법

특허권자

소시에떼 아노님 디테

상부 및 저부면을 갖는 각부 및 전후 각부를 갖는
중심코어를 형성

발명의
명칭

해안 및 강변 구조물 보호용 방책 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요약

34

공개

대표도면

None

해안 및 강변 구조물 보호용 방책블록으로, 첫째로, 각각 상부 및 저부앤빌형 각부를
구비한 상부 및 저부면을 가진 입방체 중심코어에 의해 구성되고, 앤빌형 각부는
서로에 대해서 및 상기 코어의 상부 및 저부면에 평행하게 배치시킨 각각의 상부 및
저부면을 가지며, 앤빌형 각부는 또 코어 양편의 노출시킨 측면으로부터 연장시킨
경사진 평면를 포함하며, 둘째로 코어는 4면형 절두 피라밋 형태로 각각의 전후각부를
가지며, 앤빌형 각부의 측면으로부터 돌출시킨 피라밋형 각부의 한쌍의 양편 및 다른 쌍의
양편의 코어의 인접한 노출측면의 1개의 연부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공통된 그 기부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해안 및 강변 구조물 보호용 방책블록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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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강재,파이프,결속,충진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6391870000 B1
(2016.07.07)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60023956
(2016.02.29)

특허권자

(주)스틸플라워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종래 제작이 어려운 강재 소파블록을 개선

해결방법

2개의 원통형 수직 철 파이프 사이에 하나의
원통형 수평 철 파이프를 결속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35

등록유지

대표도면

None

소파블록에 관한 것으로, 2개의 수직 철 파이프 및 2개의 수직 철 파이프의 사이에
마련되는 하나의 수평 철 파이프; 상기 3개의 철 파이프를 결속하는 한 쌍의 결속부재;
철 파이프에 충진되어 소파블록의 총중량을 증대시키고, 결속부재를 고정하는 충진재;를
포함하는 기술 구성을 통하여 제작 및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장기간
동안 해류 및 파도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며, 해상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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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몰드, 제작, 심부, 각부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JP 61095831
(1986.04.24)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요약

소시에테.
그르노브로워즈

36
해결과제

해안, 하천 방호를 위한 블록을 형성

해결방법

정면, 저면 및 대향할 한 쌍의 제1의 측면 및
대향할 한 쌍의 제2의 측면을 가진 입방체형의
중심심부와 상기 심부의 상기 정상면 및 저면에
각각 설치해 정부 및 저부 철침형각부와 상기
심부의 대향제의 측면에 각각 설치된 측면을 가질
절두각 송곳형태의 앞부분 및 뒷부분 다리부로
형성된 블록을 제조

해안 또는 하천의 구조체 방호를 위한 블록 및 블록제조 몰드 및 제조방법
공개

대표도면

WO 8001699 A1
US 04347017 A
MA 18720 A1
KR 2019860002703 Y1
JP 1464513 C
IT 1128225 B
GR 74108 B
GB 2042032 B
FR 2449164 B1
DE 3004465 C2
AU 532472 B2

정면, 저면 및 대향할 한 쌍의 제1의 측면 및 대향할 한 쌍의 제2의 측면을 가진
입방체형의 중심심부와 상기 심부의 상기 정상면 및 저면에 각각 설치해 정부 및 저부
철침형각부와 상기 심부의 대향제의 측면에 각각 설치된 측면을 가질 절두각 송곳
형태의 앞부분 및 뒷부분 다리부로 형성된 블록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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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어, 각부, 경사

등록번호
(등록일)

KR 200032897 B1
(1987.01.24)

출원번호
(출원일)

KR 2019850015999
(1985.12.02)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아놀드 체발리에

해결과제

파도 및 수류의 힘으로부터 해안 및 강변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 방책 블록을 제공

해결방법

입방체 중심코어와, 앤빌형 상부 및 저부 각부와,
전후 각부로 구성된 해안 및 강변 구조물 보호용
방책 블록에 있어서, 상부 및 저부 각부의 측면과
그 경사평면과의 사이의 연부, 그리고 전후 각부의
인접 측면 사이의 연부를 모서리 다듬질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안 및 강변 구조물 보호용 방책
블록을 제공

해안 및 강변 구조물 보호용 방책블록

권리상태

기간만료

패밀리
특허

WO 8001699 A1
US 04347017 A
KR 2019860002703 Y1
JP 60013083 B
CA 1153900 A

요약

37

대표도면

입방체 중심 코어와 앤빌형 상부 및 저부 각부와 전후 각부로구성된 해안 및 강변
구조물 보호용 방책 블록에 있어서, 상부 및 저부 각부의 측면과 그 경사 평면과의
사이의 연부, 그리고 전후 각부의 인접 측면사이의 연부를 모서리 다름질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안 및 강변 구조물 보호용 방책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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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팔각, 평행, 각부

등록번호
(등록일)

US 05441362 A1
(1995.08.15)

출원번호
(출원일)

US 08128426
(1993.09.30)

특허권자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Army

발명의
명칭

해결과제

해안 및 수력 구조물 및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장갑 또는 침식 방지 모듈을 형성

해결방법

종축을 갖는 중앙의 긴 부재 및 상기 중앙 긴 부재와
그 반대편에서 연결된 제1 및 제2 외측 긴 부재를
형성하며, 긴 부재는 각각 팔각형 단면을 가지며,
상기 각 부재의 단면적은 중간부로부터 그 반대
편들을 향해 감소함으로써, 복수의 구조물이 상호
맞물려 형성

Concrete armor unit for protecting coastal and hydraulic structures and
shorelines

권리상태

기간만료

패밀리
특허

WO 1955009279 A1
KR 100189707 B1
JP 02781664 B2
EP 00721532 B1
CN 1127538 C

요약

38

대표도면

A concrete armor or erosion prevention module for the protection of river,
lake, and reservoir banks, shorelines and other structures is characterized by
a central elongate concrete member and two outer elongate concrete
members connected on opposites sides of the central member. The outer
members have parallel longitudinal axes extending normal to the longitudinal
axis of the central member. These elongate members all have an octagonal
cross-section and are further configured such that their cross-sectional area
decreases from an intermediate portion towards opposite ends thereof. A
plurality of the modules may be interlocked to form a cohesive array or
barrier which protects shorelines and other structure from erosive
hydrodynamic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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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엔타시스, 고입사

등록번호
(등록일)

JP 06574496 B2
(2019.08.23)

출원번호
(출원일)

JP 29566681
(2015.07.13)

특허권자

코리아 협회 오브 대양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발명의
명칭

해결과제

인접 블록간 결속을 용이하게 한 블록을 제작

해결방법

블록 본체의 외주면에 따라서 엔타시스 형상 구조로
돌출되는 엔타시스 형상 돌기부의 각각에 다리를
방사상으로 연장 형성함으로써, 안정성이 개선되어
고입사파랑에 대응과 동시에, 소파 블록간이나 주변의
해안 구조물과의 결속력이 향상되어 결속된 소파
블록과의 공극을 형성할 수 있는 소파 블록을 제공

고파랑대응 소파블록

권리상태

등록유지

패밀리
특허

WO 2017010580 A1

요약

39

대표도면

본 발명은 외해에서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방파제에 설치되어
입사파랑의 파고 및 방파제로부터 발생하는 반사파를 저감시키는 소파 블록에 관한
것으로, 다각기둥으로 이루어지는 블록 본체와 상기 블록 본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수직면에 각각 돌출 형성되어 상기 블록 본체의 중앙에 가는 만큼 돌출폭이 커지는
복수의 엔타시스 형상 돌기와 및, 상기 엔타시스 형상 돌기의 각각에 대해 돌출한
방향에 따라서 연장 형성 되어 상기 블록 본체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다리를 이루고,
다른 소파 블록의 다리와 인터 잠금(locking) 되는 복수의 방사다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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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소파, 감속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091099 B1
(2011.12.01)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057001320
(2003.07.24)

특허권자

HBG CIVIEL B.V.

발명의
명칭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요약

40
해결과제

결합력과 강성에서 가능한 한 이점을 가지는 전술한
타입의 보호 부재를 제공

해결방법

방파제용 보호 부재 또는 파도 감속 구조물에 있어서,
본체는 평판 형상의 기반을 포함하고, 기반의 평판
양면으로부터 상기 돌출부가 연장하는 것

PROTECTIVE ELEMENT FOR A BREAKWATER OR WAVE-RETARDING
CONSTRUCTION
등록유지

대표도면

ZA 200500424 B
WO 2004009910 A3
US 07976763 B2
JP 04174047 B2
NL 1023995 C2
HK 1087062 A1
EP 01540087 B1
DK 1540087 T3
CN 101230566 C
BR 0312823 B1
AU 2003252584 B2

본 발명은 적어도 두 개의 대향하는 돌출부를 구비한 콘크리트 본체를 포함하는 방파제용
보호 부재 또는 파도 감속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돌출부는 평탄한 기반의 양면에서
그 면을 가로질러 연장한다. 기반의 외주가 원형이 아니어서, 파도의 부딪힘에 따라
보호 부재가 구르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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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블록, 거푸집, 주형

등록번호
(등록일)

KR 200189614 Y1
(2000.05.08)

출원번호
(출원일)

KR 2020000006199
(2000.03.06)

특허권자

송한용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탈형장치를 가지는 콘크리트 블록용 거푸집을 제조

해결방법

이동 및 거치하기에 용이하게 하며, 양생후 블럭과
장치와의 분리를 용이하게 탈형장치를 가지는
방파제용 콘크리트 블럭 거푸집을 제공

탈형장치를 가지는 방파제용 콘크리트블럭 거푸집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41

기간만료

대표도면

None

본 고안은 해안의 방파제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블럭을 위한 거푸집, 특히 탈형장치를
가지는 철재 거푸집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합체되어 결합될 수 있도록 단부에 일체로
설치되는 플랜지와, 체결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몰탈을 충진하기 위한 투입구를 가지는
동일한 형상의 제 1, 2 하우징과; 상하방향으로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상기 하우징에
장착되는 바퀴와; 양생완료된 콘크리트블럭과 하우징의 탈형을 용이하게 하도록 상기
플랜지면과 직각방향으로 전후이동되는 이젝팅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에
의하여; 용이한 탈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업능률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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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방호, 옹벽, 연안, 방파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097018112
(2008.01.28)

특허권자

UNITED STATES
GOVERNMENT

발명의
명칭

요약

해결과제

연안 옹벽, 방파제 등과 같은 사석 구조물을
안정화시키는 방호 유니트

해결방법

길이방향 축, 서로 및 상기 길이방향 축에 평행한
한 쌍의 제 1 측면(side), 서로 및 상기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고 상기 한 쌍의 제 1 측면에 수직한
한 쌍의 제 2 측면, 및 상기 길이방향 축에 대해
한쪽이 근위단부이고 다른 쪽이 원위단부이며,
이 단부들이 서로 평행하고 상기 길이방향 축과
상기 한 쌍의 제 1 측면 및 상기 한 쌍의 제 2의
측면 각각에 대해 수직한 한 쌍의 단부를 갖는
중심의 구조물을 형성

방호 유니트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42

공개

대표도면

None

연안 옹벽, 방파제 등과 같은 사석 구조물을 안정화시키는 방호 유니트로서, 길이방향
축, 서로 및 상기 길이방향 축에 평행한 한 쌍의 제 1 측면(side), 서로 및 상기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고 상기 한 쌍의 제 1 측면에 수직한 한 쌍의 제 2 측면, 및
상기 길이방향 축에 대해 한쪽이 근위단부이고 다른 쪽이 원위단부이며, 이 단부들이
서로 평행하고 상기 길이방향 축과 상기 한 쌍의 제 1 측면 및 상기 한 쌍의 제 2의
측면 각각에 대해 수직한 한 쌍의 단부를 갖는 중심의 구조물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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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난적, 결속, 소산

등록번호
(등록일)

-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40089508
(2014.07.16)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요약

해결과제

난적(random placement)하여 설치될 경우 블록
간의 우수한 결속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난류
(turbulence)를 증가시켜 파랑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소파블록을 제공

해결방법

본 발명의 소파블록은, 제1다리; 상기 제1다리와
직교하는 제2다리; 및 상기 제1다리와 제2다리에
각각 형성된 중간다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제1다리의 중간다리와 제2다리의
중간다리는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돌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상기 중간다리의 양측에는 각각 경사면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파블록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43

공개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의 소파블록은, 제1다리; 상기 제1다리와 직교하는 제2다리; 및 상기 제1다리와
제2다리에 각각 형성된 중간다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파블록을 난적하여 설치함으로 복수개의 소파블록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소파블록들간의 결속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 소파블록의 유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보수보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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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특허 리스트 및 기술내용

키워드

거푸집, 모따기

등록번호
(등록일)

KR 101696725 B1
(2017.01.10)

출원번호
(출원일)

KR 1020160110325
(2016.08.29)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요약

해결과제

소파블록 거푸집을 제조

해결방법

직육면체 본체부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다리를 이루는
직육면체 다리부; 및 상기 직육면체 다리부의 단부
각각에 돌출형성되어 수평방향의 경사면을 이루고,
상기 직육면체 다리부의 수평중심축을 중심으로
상하 대칭을 이루는 모따기부;가 형성된 소파블록을
제조하기 위한 거푸집을 형성

소파블록용 거푸집

권리상태

패밀리
특허

44

등록

대표도면

None

본 발명은 다각기둥으로 이루어진 본체부; 상기 본체부를 이루는 수직면 각각에 돌출
형성되고, 상기 본체부의 중앙으로 갈수록 돌출폭이 커지는 돌출부; 및 상기 돌출부의
단부 각각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본체부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다리를 이루는 다리부;가
형성된 소파블록을 제조하기 위한 거푸집에 관한 것으로, 상기 본체부와 상기 돌출부
및 상기 다리부들의 하부절반을 형성하기 위한 성형공간이 구비되어 시멘트 몰탈이
수용되는 하부금형; 상기 하부금형과 상하 대칭상태로 이루어지면서 상기 본체부와
상기 돌출부 및 상기 다리부들의 상부절반을 형성하기 위한 성형공간이 구비되며, 시멘트
몰탈이 주입되는 주입커버가 개폐가능하게 형성되는 상부금형; 및 상기 상부금형과
상기 하부금형을 밀폐된 상태로 체결시키는 체결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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