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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 
교수) ‘ 

1.서 로 

그 동안 하천 제방은 치수위주의 콘크리트 제방에서 

최근 자연형 하천정비의 도입으로 프리캐스트 형태의 식 

생 호안블럭을 적용하여 자연 경관 및 식생을 포함한 생 

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매년 홍수가 지난 

다음에 탈락， 이탈， 파손 동의 손상 부분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연형 하천정 

비 기법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공법을 도입하여 유역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범용성을 검증하고 있는 수준에 와 

있다. 최근 자연형 하천공법 및 제품을 개발하여 여러 기 

관에서 각각의 블록형 호안공법 퉁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속이 빠른 급류부나 수충부가 홍수 시 탈락 및 유실되 

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은 공 

간적 분포와 그 기능 및 기후적 특성 또한 매우 다양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법을 개발함은 물론 

이론적인 뒷받침과 실험을 통하여 치수적으로 안정되고 

친환경적인 호안공법을 통하여 하천의 안정성을 꾀하여 

야 한다. 기존의 식생블록 포장이나 식생호안 공법이 적 

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블록 간의 결속력 부족， 

식생과 블록과의 일체화 불량， 집중하중에 대한 측방유 

통 및 탈락， 수압이나 동상압 풍의 배면 하중에 의한 손 

상 퉁과 시공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 

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수위주의 하천관리에도 불구하 

고 재시공 및 피해 복구 관련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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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추세이다. 

따라서 기존의 호안공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치수안정성과 친환경 호안공법의 개발이 필 

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현장 타설식 일체형 그라스콘크리 

트 형태인 그라스콘을 개발하여 보다 안전하고 보다 친 

환경적인 국내 홍수에 안정한 하천호안 공법을 개발， 적 

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1. 호안공법의 분석 

1. 호안의 정의 

호안(revetment， bulkhead 또는 bank protection)은 제 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 

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1 ) 일반 

적으로 제방은 재료확보와 시공의 용이성 및 공사비의 

저렴성 때문에 주로 토사로 축조되며， 유수의 침식작용 

으로부터 앞비탈을 보호하기 위해 호안을 설치한다. 

호안은 비탈덮기， 기초， 비탈막기， 밑다짐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비탈덮기는 제방 또는 하안의 비 

탈변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하상， 설치장소， 

비탈연 경사 등에 의해 공법을 선정한다. 기초는 비탈덮 

기의 밑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비탈막기는 비 

탈덮기의 활동과 비탈덮기 이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기초와 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밑다 

짐은 비탈멈춤 앞쪽 하상에 설치하여 하상세굴을 방지함 

으로써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하는 구조물을 지칭한다. 

호안의 종류는 설치되는 위치와 용도에 따라 고수호안， 

저수호안， 제방호안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수호안은 

홍수 시 앞 비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호안이며， 저 

수호안은 저수로에 발생하는 난류를 방지하고 고수부지 

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로의 하안에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홍수 시에는 수중에 잠기므로 세굴에 대한 

1)하천설계기준， 2005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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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머리보호 

기 초 

그립 1 . 호안의 구조 

밑디징 밑디징 

그림 2. 호안의 종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제방호안은 고수호안 중 제방에 

설치하는 것을 지칭하며， 제방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 설 

치하는 것으로 저수로가 제방에 접해 있는 경우， 홍수 시 

수충부가 되는 요안부， 과거에 파괴되었던 부분， 급류하 

천， 고수부지가 없는 부분 등에 설치한다. 

호안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까지를 원칙으 

표 2 기존 호안공법 층월 비교표 

대분류 τ 'F τ trj7 ET 

재료 

친환경식생블록 콘크리트 

기존프리케스트 I ， H 형 식재블록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자。바 。혀 。 브 E 로「 콘크리트 

장방형 식생블록 콘크리트 

환경생태블록(A형) 콘크리트 

바이오 호안블록 콘크리트 

식생전제 대형 환경블록자연석형 콘크리트 

유공식생블록 생태블록(A 형) 콘크리트 

자연석호안블록 콘크리트 

스톤네트 콘크리트 

다공성호안블록 
지오그린셀 콘크리트 

초류식생블록 콘크리트 

생태옹벽블록 콘크리트 

반닷불이블록 콘크리트 

옹벽형호안블록 스톤무늬 견치블록 콘크리트 

및기타 블록 친환경축조블록 콘크리트 

지오그린 N-2공법 콘크리트 

그런매트 합성수지 

매트리스게비온 사석+철망 

자연재료를 조경석쌓기 사석 

이용한공볍 EE;프L속 f브~<?-J 사석 

코이어롤 구-그-너〈 서 nT 。「

쩌'2권 제2호 2009던 6월 

표 1 수면경사에 대한 호안의 높이 

수면경사 호안높이 

115 ,000 - 1/25 ,000 0.35 H 

1125 ,000 - 111,500 0 .45H 

1/ 1.500 - 1/600 0.60H 

1/400 이상 H 

1/200 이상 둑마루까지 

• 주:H는 계획챔고에서 계획홍수위까지 높이 임 

로 하며， 특히 중요한 제방，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급류 

하천 및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류구간， 굴곡이 심한 만곡 

부의 외측 제방변인 경우에는 제방의 둑마루 높이까지 

시공한다. 다음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호안 

의 높이 기준이 다. 

2. 국내외 적용된 호안공법의 특성 및 징단점 비교분석 

국내외 하천호안공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본 공법의 

특정과 그때의 장단점을 조사하면 표 2와 같다 조사된 

호안공법은 사용재료， 공법 및 기대효과에 따라 대분류 

하였으며， 대분류된 호안공법은 각각 판매되고 있는 호 

안재료로 다시 중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일부 호 

특정 
비고 

개체안정 식재공간 적용구간 

양호 보통 완류부 

양호 보통 완류부 

「。--/L「 적음 5{f-W-, 二tjI T E「-H「

「。--/「- ~i 口L 완류，급류부 

보통 보통 완류부 

보통 보통 완류부 

보통 보통 완류부 

보통 보통 완류부 

보통 보통 완류부 

보통 보통 완류부 

취약 -。「「/L- 완류부 

취약 끼 。-「/L• 완류부 

보통 보통 완류，급류부 

보통 보통 완류，급류부 

보통 보통 완류，급류부 

보통 보통 완류，급류부 

보통 보통 ~*， 二1그j 1ET-a「

보통 양호 완TET-님「 

보통 -3져1S I1L 완류부 

-。「-/ι「 ;「져드 口L 완류，급류부 

-。「-/ι「 -3:j드 DL 급류부 

보통 양호 완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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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머리보호 

기 초 

그립 1 . 호안의 구조 

밑디징 밑디징 

그림 2. 호안의 종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제방호안은 고수호안 중 제방에 

설치하는 것을 지칭하며， 제방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 설 

치하는 것으로 저수로가 제방에 접해 있는 경우， 홍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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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 호안공법 층월 비교표 

대분류 τ 'F τ trj7 ET 

재료 

친환경식생블록 콘크리트 

기존프리케스트 I ， H 형 식재블록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자。바 。혀 。 브 E 로「 콘크리트 

장방형 식생블록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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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2권 제2호 2009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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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환 

안공법은 유사한 제품끼리 중복되어 기술되는 경우가 있 

으나 중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원 퉁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11 1. 일체형 호안블록 그라스콘 공법개발 

1. 일제형 호안블록 그라스콘의 특징 

가. 칭투성 포장채로서 하중에 대한 저항력 

프리캐스트 블록에 비해 침투성 포장재로서의 현장타 

설식 일체형 블록 형태인 그라스콘의 특징은 소류력이나 

일반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포장 

재로서의 기능에서 보면 프리캐스트 형태의 블록들은 차 

륜하중， 특히 중차량의 지지대 동의 집중하중이 작용 시 

에는 블록의 부분침하， 측방유통， 탈락 동의 손상이 발생 

된다. 이것은 우천으로 지반이 습윤상태에 있거나 지반 

의 지지력이 균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욱 크 

게 나타난다. 이것으로 포장된 곳에 차량이 빈번히 통행 

되는 경우나 유수에 의한 소류력에 의해 손상이 점점 크 

게 되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손상이 급속도로 진행되 

어 블록의 파손， 탈락 퉁이 발생되고 전체의 결속력이 저 

하된다. 반면 일체형 블록시스댐의 형태인 그라스콘은 

그림 3과 같이 철근으로 보강되고 전체가 일체화되어 시 

공되기 때문에 집중하중을 분산하여 파괴손상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나. 배면 하중에 의한 안정성 및 블록간의 일체확 

땅속의 수분이 결빙되면 체적이 팽창하게 되어 포장면 

을 상부로 밀어 올리게 된다(Frost Heaving). 따라서 프리 

캐스트 블록 호안은 서로 결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융 

기， 탈락 동의 손상이 발생되나 그라스콘은 일체화되어 

있어 하중에 저항력이 크고， 형성된 포켓으로 하중이 소 

산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 

결방지층의 시공이 필요 없게 된다. 또한 유수의 흐름이 

빠른 하천에서는 강한 소류력에 의해 블록의 이격， 침하， 

탈락 동의 손상이 발생된다. 하천의 상류나 수충부에서 

는 일단 유수가 표면에 작용되면 이격 및 미세한 침하， 

융기 등의 변형이 발생되고 여기에 오류 및 소류력이 증 

대되어 하중은 점점 더 증가 되어 파손이 발생된다. 따라 

서 초기의 미세한 변형이 억제된 구조로 되어 있어 일체 

형 블록 시스댐인 그라스콘은 이러한 것을 그림 4과 같 

이 만족하고 있다. 

다. 호안의 초기 안정성 확보 및 부분적인 파손의 확산 

방지구조 

친환경 식생공법의 대부분은 프리 캐스트 불럭을 설치 

하고， 그 표면에 복토 후 씨앗을 뿌려 최소 3개월에서 6 

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풀의 뿌리가 활착 되므 

로 써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전에 물이 흐 

르거나 비가내리면 유실 될 가능성이 높다. 

일체형 호안블록 그라스콘은 그림 5와 같이 초목의 뿌 

그림 3 그라스콘의 윤하중 분산 구조 및 탈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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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체형 그라스콘 (b) 프라캐스트블록 

그림 4. 이탈방지 및 결속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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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톨 고려한 일체형 식생 호안블록 공법개발 및 적용성 검토 

RC구조로 결속됨 

그림 5 그라스콘의 초기 안전성 확보 

리에 의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활 

착되기 전의 초기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호안에 

유수의 소류력이 작용하면 약한 부분에서 먼저 식생의 

유실， 블록의 탈락 등의 손상이 발생되며 일단 손상이 발 

생된 부위는 충격작용， 와류작용， 부압력 등에 의해 손상 

이 가중되고 주위로 이러한 손상이 확산되는 구조로 되 

어있다. 그림 6과 같이 그라스콘은 포켓이 독립되어 있으 

므로 발생된 손상이 주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2. 포머의 개발 및 시공방법 

가.포머의 특징 

일체형 호안블록 그라스콘에서 거푸집 역할을 하고 있 

는 포머의 측면 주름과 돌기는 풀의 활착을 돕고 풀이 

뽑혀 나가지 않게 저항하는 역할을 하며 작업 하중을 지 

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양으로 미적 

인 연출이 가능하며， 잔디와 콘크리트 부분이 항상 맞닿 

유실된 무문이 
옆으로전이 
되지않음 

그림 6 그라스콘의 손상 확산 방지 구조 

는 구조이므로 외력으로부터 잔디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포머 재질은 연소시 환경유해물질인(CFC) 

을 배출시키지 않는 재활용 비닐을 사용한다. 

나. 시공방법 

( 1) 포머 설치 

포머는 계획지반고에 따라 평평하게 설치하며， 포머의 

끝에 형성되어 있는 흠끼리 맞추어 설치한다. 포머를 설 

치할 가장자리는 작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10 cm의 이 

격거리를 유지하고， 지반의 형상대로 재단하여 배열한다. 

GCl α::2 

j짧받눴밭훨현설짧한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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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포머의 형상 및 시공 상태 

그림 8 포머 배치 

멍 lll?{ll--ll 

그림 9. 와이어메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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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이어메쉬 설치 (4) 포켓 커버 제거 

포머에 일체화된 스페이서 위에 와이어메시를 설치하 

여 포머의 위치를 고정시키며 이음은 l개의 메시를 겹 

쳐놓는다. 

양생이 끝난 다음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포켓의 커버를 

(3) 콘크리트 타설 

레미콘을 포머 위에 채워 넣으며 평평하게 고른 후 전 

체를 타설하면 일체형으로 지지할 수 있다. 

12 

제거한다. 

(5) 흙채움 및 식생 

포켓에 흙을 채우고 풀씨를 뿌리거나 초목을 식생한다. 

(6)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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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톨 고려한 일체형 식생 호안블록 공법개발 및 적용성 검토 

IV. 일체형 호안블록의 수리모형 실험 

1. 수리모형 실혐의 조건 및 제원 
숱 0.14 

~ 012 

In (Jz) = O. 7203670965 x In (Q) + 0.3350397891 

--Experiment 
In(O) = 0.7203670965 • In(O) + 0. 3350397891 
R2 =O.99881 4 

--
일체형 호안블록의 적용성과 식생전후의 수리학적 특성을 휘 

검토하기 위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수리 모형 

실험에 사용한 하천의 원형은 성덕댐이 위치한 길안천으 

로 실험실에서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수로길이 L=212.0 m, 

하천폭 B=35.0 m, 하상구배 0.1%의 지형으로 모형축척은 

1/50, 단면형상은 법면구배 좌안 1:2, 우안 1:3의 비대칭 

사다리꼴 단 단변으로 제작하였다 

실험 대상 유량은 100년 빈도 홍수량에 해당하는 2oom3/ 

sec, 400 m3/sec와 PMF에 해 당하는 600 m3/sec 둥으로 결 

정하였으며 식생 전후의 수위와 유속을 측정하여 저감효 

과 및 일체형 호안 블록의 최대 유속을 측정하여 적용성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 유량공급의 정확성 

을 위하여 사각형 웨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유량 공급 검 

정은 그림 15와 같다. 유량공급장치의 수위 -유량 관계식 

은 다음과 같으며 이데야-데지마 공식과 비교 검정한 관 

계곡선은그림과같다. 

2. 실엉 즉정 및 결과 

수리 실험을 통하여 상류부 사각웨어의 방류량을 기준 

으로 하여 실험 수로 상의 식생유무에 대한 흐름 특성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수리모형실험의 원형 대상 유량은 상 

류부 사각웨어 기준 200m써ec(재현기간 100년 이상 유량 

규모)， 400 m3/sec, 600 m3/sec의 3개 규모로 결정 하여 실 

험하였다. 수리량 계측은 인공수로의 유입부분에서는 흐름이 

안정하지 않으므로 유입부에서 1.5 m 떨어진 지점에서 

하류방향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때 흐름방향으로 총 5개의 

측선(A~E열)을 구성하고 하나의 측선에서 저수로 지점 3 

‘·J二그 
l니 I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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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 verifì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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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3/s) 

그림 15. 유량공급 사각 웨어의 검정 실험 결과 

점， 좌우안 법면 지점 각각 2점， 측선 당 5점을 선정하여 

수로 내 계측지점 총 수는 25개이며 측점의 위치는 다음 

그림 16과같다 

상류부 사각웨어에서 공급되는 유량규모별 식생 전후 

조건에 대한 계측지점에서의 유속， 수위 및 Froud 수를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유량규모에 대하여 식생 전후 각 측 

선과 계측지점에서 관측된 수리량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3. 수리보형실염 결과 분석 및 고찰 

일체형 호안블록 시스댐의 개발과 하천 호안공법의 적 

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공수로에 시스템을 적용하여 

수리량의 변화양상과 그때의 치수적 안정성을 조사하였 

다. 본 연구에서 개발기술의 하천호안공법 도입에 따른 

수리량의 변화 분석결과 재현기간 100년 유량규모 이상 

인 Q=200 m3/sec 유하 시 유속에 대하여 최대 10 . 1 %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때의 수심은 평 

균 1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극한 홍수규 

모인 PMF 유하 시 Q=600 nr' /sec 유하 시 유속에 대 하여 

평균 16.2%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 

[-.. ----，칸 .. k펴j 

그립 14 실험장치의 배치 평면 및 종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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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0 =200 m3/sec, A-A ’ 식샘 전 · 후 비교 

측정 
유 속(m/sec) 수심 (m) 

위치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식생후 

A2 3.98 3.56 0.42 1.52 1.86 

A3 4.13 3.86 0.27 1.57 1.86 

A4 3.91 3.46 0.45 1.26 1.6 1 

표 4. 0 =200 m3/sec, B-B ’ 식 생 전 · 후 비 교 

츠-，느;션 。
유속(m/sec) 수심 (m) 

위치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식생후 

82 4.03 3.55 0.48 1.34 1.69 

83 3.87 3.4 1 0.46 1.29 1.51 

84 3.92 3.65 0.27 1.5 1 1.93 

표 5. 0 =400 m3/sec, C-C ’ 식 생 전 · 후 비 교 

츠-，느처 。
유 속(nνsec) 수심 (m) 

위치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식생후 

C2 5.09 3.87 1.22 2.16 2.89 

C3 5.17 3.91 1.26 2.38 2.99 

C4 5.15 3.72 1.43 2. 11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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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모형수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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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식생전후 수위비교 0=200 m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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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식생전후 수위 비교 0=400 m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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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톨 고려한 잃체형 식생 호안블록 공법개발 및 적용성 검토 

표 6. 0=400 m3/sec, D-D ’ 식 생 전 · 후 비 교 

츠「처 Q 

유 속(m/sec) 수심 (m) 

위치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D2 4.19 2.76 1.43 2.65 3.84 -1 ‘ 19 0.82 

D3 4.06 3.08 0.98 2.87 3.98 -1. 11 0.77 

D4 4.23 2.97 1.26 2.52 3.82 -1.30 0.85 

표 7. 0=600 m3/sec, A-A ’ 식 샘 전 · 후 비 교 

츠「누 "à 
유 속(m/sec) 수심 (m) 

위치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A2 6.17 4.95 1.22 2.81 3.54 -0.73 1.18 

A3 6.3 8 5 ‘ 13 1.25 2.81 3.4 1 -0.60 l ‘ 22 

A4 6.1 3 5.02 1.11 2.54 2.96 -0 .42 1.23 

표 8. 0=600 m3/sec, C-C ’ 식생 전 후 비교 

흐「느"d께 
유 속(m/sec) 수심 (m) 

위치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C2 6.06 4.98 1.08 2.68 2.99 -0.31 

C3 6.15 5.02 1. 13 2.86 3.60 -0.74 

C4 6.11 4.63 1.48 2.81 3.60 -0.79 

심은 평균 2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험결과로부터 유량규모가 클수록 유속 저감효과와 

수위 상승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 

류구간에서 수위증가와 이에 따른 유속저감효과가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개발기술이 자연하 

천의 급류구간에서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보다는 유속저 

감에 따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방보호를 위한 

조절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위증가에 대한 영향보다 유속저감에 따른 효과 

가 크다는 점의 고찰과 언급은 일반적으로 하천의 경우 

홍수위 방어를 위한 방어기제로 제방의 여유고를 설정하 

고 있으므로 여유고 내에서 홍수위의 일부 상승은 치수 

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과다한 유속 

제2권 제2호 2009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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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식생전후수위비교 0=때o m3/않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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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 식생전후 수위비교 0=600 m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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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식생전후 수위비교 0=600 m3/않C 

은 제방 및 구조물 퉁의 파괴로 이어지므로 유속을 저감 

시키는 제어기제의 도입은 하천관리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에너지 감세 효과뿐만 

아니라 유속(소류력)에 대한 호안재료의 저항성 즉， 안정 

성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모형의 최대유량 Q굉00 m3/sec 

유하 시 수로 내 최대 유속은 계측지점 A3 지점으로 이 

때의 유속은 5.13 m/sec이며， 하류 수문(tail gate)의 통제를 

받아 유속이 비교적 작은 E측선을 제외하고 평균 4.0 m/sec 

이상의 큰 유속이 조사되었다. 이 러한 수로 내 유속에 대 

하여 설치된 호안재료 및 식생재료의 개체이탈 및 진동 

현상은 전혀 조사되지 않아 개발된 일체형 블록 시스템 

은 호안재료로서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여기서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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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0=400 m3/sec, D-D ’ 식 생 전 · 후 비 교 

츠「처 Q 

유 속(m/sec) 수심 (m) 

위치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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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4.06 3.08 0.98 2.87 3.98 -1. 11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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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속(m/sec) 수심 (m) 

위치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식생후 차이 식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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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위증가에 대한 영향보다 유속저감에 따른 효과 

가 크다는 점의 고찰과 언급은 일반적으로 하천의 경우 

홍수위 방어를 위한 방어기제로 제방의 여유고를 설정하 

고 있으므로 여유고 내에서 홍수위의 일부 상승은 치수 

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과다한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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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제어기제의 도입은 하천관리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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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모형의 최대유량 Q굉00 m3/sec 

유하 시 수로 내 최대 유속은 계측지점 A3 지점으로 이 

때의 유속은 5.13 m/sec이며， 하류 수문(tail gate)의 통제를 

받아 유속이 비교적 작은 E측선을 제외하고 평균 4.0 m/sec 

이상의 큰 유속이 조사되었다. 이 러한 수로 내 유속에 대 

하여 설치된 호안재료 및 식생재료의 개체이탈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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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환 

사용된 유속조건은 자연하천의 경우 급류하천 또는 수충 

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유속규모 이상이며， 이 경우 기존 

프리케스트 호안재료의 개체안정성은 확보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연구의 일체형 호안블록 시스템은 하천관리 

입장에서 볼 때 고 유속 조건에 대한 개체 안정성이 확 

보되면서 유속에 대한 제어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하천 호안 적용 시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 

이하다는 장점과 함께 기존 프리케스트 공법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공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M 결 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 정비 시 현재 국내에 보급 

되고 사용되는 호안 공법이나 기법의 형태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기존의 프리캐스트 호안블록형태의 수리 

적 안전성과 환경성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호안블록 형 

태인 일체형 호안블록의 개발과 적용성을 입증하고자 하 

였다. 개발된 현장타설식 식생 호안블록 시스템을 수리 

모형실험을 통하여 현장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수리학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서 실제 자연형 호안블록의 개발에 따 

른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형 하천정비 

기법에 관한 연구는 소류력이나 외력에 안전한 호안공법 

의 개발과 이론적인 검증이 부족하여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한 하천의 평가와 효율에 대한 객관적적인 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일체 

형 블록 시스템을 적용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로부터 유량 

규모가 클수록 유속 저감효과와 수위 상승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류구간에서 수위증가와 이 

에 따른 유속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기술이 자연하천의 급류구간에서 수위 상숭 

에 의한 영향보다는 유속저감에 따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방보호를 위한 조절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수위증가에 대한 영향 

보다 유속저감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점의 고찰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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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천의 경우 홍수위 방어를 위한 제방의 여유고 

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유고 내 홍수위의 일부 상승은 

치수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과다한 

유속은 제방 및 구조물 동의 파괴로 이어지므로 유속을 

저감시키는 제어기제의 도입은 하천관리입장에서 설득 

력을 가질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수리모형실험과 수치해 

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호안블록 시스템의 흐름저항 

성과 최대 허용유속 검증을 통하여 국내 급류부의 친환 

경 식생 호안블록 적용과 홍수 시 치수안정성을 고려한 

호안 공법을 적용， 안정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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