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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호안 보호공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

Study on Propriety Evaluation for Protection of Rock Revetment

박무종*·최성욱**·백천우***
Park, Moo Jong · Choi, Sung Wook · Baek, Chun woo

··································································································································································································································

Abstract
Recent climate changes have increased flood damage on bank and revetment. However design standard for revetment that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ility for flood protection is not enough in Korea. In this study, destruction of rock revetment in Guryecity caused by the flood on Aug 2007 was inquired by analysis using 2D hydraulic simulation model SMS and the propriety of established plan for protection of rock revetment was evaluated. For this purpose, the ranges of protection facility for revetment was calculated by two methods. The one is normal method to calculate range of pier scour protection facility, and the other is a method of the
standard for river design in Korea. The results of both methods are compared to evaluate the established plan.
: Revetment protection facility, Propriety evaluation, Scour,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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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하천에 설치된 제방과 호안이 자주 유실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설인 호안의 경우 호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공의 안전성과 적정성 분석을 위한 설계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년 월 전라북도 구례시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황전천의 석축호안 유실원인을 차원수리해석모형인 를 이
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계획 중인 석축호안 보호공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교각세굴보호공 설계방식과 호안
공법 채택방식 및 하천설계기준에 의해 적합한 보호공의 제원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보호공의 제원과 계획안을 비교분석하여
계획 중인 석축호안 보호공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핵심용어 호안보호공 적정성 평가 세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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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방(levee)은 홍수를 하도내로 국한시켜 제내지로의 범람
을 방지하고 홍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흙 등으로 축
조한 하천구조물이다. 제방의 비탈면은 강우 및 유수 등에
의해 붕괴되거나 세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
해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호안(revetment)은 제방을 보호
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설로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5)에서는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
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의 앞비탈 면에 설치하는 구조
물로 정의하고 있다. 호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고수호안, 저수
호안 및 제방호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에 따
라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수호안과 하천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호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식생계호안, 목재계 호안, 망태계호안, 자연석계
호안, 블록계호안 및 기타 호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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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법에 따라 평떼호안, 토목섬유호안, 블록메트호안, 통
나무격자호안, 섶가지비탈방틀호안, 식생망태호한, 자연석호안
및 콘크리트블록깔기호안 등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다
양한 공법과 재료를 이용하여 호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
반적으로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 경관성, 유지관
리 및 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안공법을 채택하
여야 한다. 현재 국내의 경우 설계유속과 기타조건을 고려하
여 호안공법을 선택하는 일본의 기준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으나(행정자치부, 2000), 명확한 기준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론적 계산에 의하여 호안을 직접 설계하
는 것은 현재 기술수준으로 어려우며, 이러한 이론의 한계를
감안하여 실제 실무에서는 경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고찰하여
설계한다(한국수자원학회, 2005, 정종호 등, 2007).
평균유속개념을 이용한 Isbash (1935)를 시작으로 Maynord
et al. (1989), Pilarczk(1990) 등에 의해 하상보호를 위한 사
석의 안정중량과 공칭직경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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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는 사행하도의 사석 크기 결정을 위한 문수남
(1995)의 연구, 사석 바닥보홍공 재료의 입경 결정을 위한 이동
섭 등(2005)의 연구 및 호안용 매트리스내 채움재의 한계-허용
전단응력 계산을 위한 배상수 등 (2008) 등에 의해 연구가 수
행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하천에 설치된 교각의 경우 세굴보
호를 위한 사석의 직경결정을 위해 Isbash (1935)의 공식,
Rechardson et al. (1993)의 공식 및 Parola (1993)의 공식 등
이, 세굴보호공 범위 산정을 위하여 McCorquodale (1993)의
공식 등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설계홍수량을 상회하는 홍수가 빈번하게 유입
되고 있어, 제방유실은 물론이고 호안보호공의 유실도 자주
발생하며, 따라서 호안보호공의 안전성과 적정성 분석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하상과 교각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으나 다양한 형
태와 공법으로 설치되는 호안의 경우 보호공의 설계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2007년 8월 전라북도 구례시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
며, 구례시를 관통하는 황전천에 설치된 석축호안의 2개부분
이 유실되었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근접한 석축호안의 유실에
따른 원인파악과 보수·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수리시설물의 보호공 설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리해석 모형
인 SMS(Surface Water Modeling Sytem)를 이용하여 석축
호안의 유실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에 호안보호공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방안과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교대의 세굴심 산정공식과 보호공 부설범
위 산정공식을 이용한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석축호안 보호
공의 적정성을 분석해 보았다.
2. 석축호안 보호공 적정성 평가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적정성 평가
호안은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비탈덮기, 비탈멈
춤 및 밑다짐 등으로 구성된다. 비탈멈춤은 비탈덮기를 지지
하기 위해 설치되며, 비탈덮기의 종류, 하천의 경사 및 하상
세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특히 비탈멈춤의 깊이는 하상
저하나 일시적인 세굴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중소
하천의 경우 계획하상에서 0.5 m, 대하천인 경우 1.0 m이상
깊이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호안의 안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밑다짐은 소류력을 견
2.1

딜 수 있는 중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밑다짐의 폭은 급류
및 준급류하천은 4 m이상으로 하되, 하상변동이 심한 대하천
은 10~20 m, 완류 및 준완류부 하천은 4~12 m로 결정한다
(정종호 등, 2007). 또한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5)
에서는 밑다짐의 깊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밑다짐의 폭은 홍수시 단면평균유속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
표 1. “학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5)의 밑다짐 폭
홍수시 단면 평균유속
구분
2~4 m/sec
2 m/sec 미만
4 m/sec 이상
4~12 m
밑다짐의 폭 2~10 m
6 m이상

허용유속 기준의 호안공법 채택 기준 일본
“자연형 하천 공법의 재해특성에 관한 연구(II)(행정자치부,
2000)”에서는 설계유속과 제방 비탈경사별로 적용 가능한 호
안공법의 선택에 사용되는 일본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2
에는 비탈경사가 1 : 1.0이하로 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호안공
법 일부를 비교해 나타내었다. 표 2에 제시된 일본의 기준은
호안공법의 분류 등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일부 다른 점
이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호안공법 채택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정종호 등, 2007).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호안공법 채택을 위한 기준이 될 뿐, 실제
적인 호안의 설계는 호안업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2.2

(

)

교대의 세굴보호공 설계
세굴 현상은 하상 및 제방에서의 흐름의 침식 활동으로 인
하여 하상 재료가 제거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가 있으며 하
상 재료의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세굴 양상을 보여주며, 하
천에서의 세굴은 시간에 따라 장기적인 변화와 단기적인 변
화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장기간의 하상
변화를 예측하는 공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변화로는 단면축소로
인한 세굴 및 국부 세굴로 나눌 수가 있다. 단면 축소 세굴
은 교량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하천내의 통수단면적이 축소
되어 발생하는 세굴이다. 국부 세굴은 다시 교대와 교각에서
의 국부 세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흐름 속에 설치된 구조물
에 의한 흐름의 간섭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총 세굴
깊이는 하상의 상승 및 하강, 통수 단면 축소에 의한 세굴
2.3

그림 1. 호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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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계유속에 따른 호안공법 선택기준
설계유속(m/sec)

공법

적용조건
- 호안높이 5 m 이내에 적용
- 간벌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
- 호안높이 5 m 이내에 적용
- 연결부 대책을 확실히 실시
- 호안높이 5 m 이내에 적용
- 지보공 확보, 어긋남 대책을 확실하게 실시하여 유속, 토압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
- 호안높이 5 m 이내에 적용
- 뒷버팀 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유속은 고려하지 않아
도 적용 가능
- 호안높이 5 m 이내에 적용
- 찰붙임은 깊은 줄눈으로 하는 등 다공질 수제가 확보될 수 있
도록 시공
- 다른 호안공법을 적용할 수 었는 경우 호안높이 5 m 이내에 적용
- 수제부분에 모듬돌 등을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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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범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다른 호안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그리고 국부 세굴의 세 가지 요소의 합으로 구하게 된다.
u b
(4)
D = ----------------------------------------------호안에서 발생하는 세굴의 경우 관련된 명확한 기준은 없
1.56 S – 1 g
으나, 비탈 경사가 급하게 설치된 제방의 경우 교대와 유사
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대의 국부세굴 여기서,
산정을 위해 다음 식 (1)과 같은 HIRE공식을 이용하여 세굴
D : 사석의 구체환산직경 (m)
심을 산정하였다.
u : 수심 평균된 한계접근유속(m/s)
K
: 사석의 비중
S
y = 4y ---------- K Fr
(1)
0.55
K : 교각형상계수(원형교각 : 1.5)
b : 교각의 직경(m)
여기서
N : 입자안정계수
y : 세굴 깊이(m)
y : 교량 상류 단면에서 홍수터 또는 유로부에 있는 교대
세굴반경은 물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세굴심이 평면적으
끝에서의 수심(m)
로 발생하는 범위이며, 일반적으로 교각의 보호공 범위산정을
K : 교대 형태에 따른 형상 계수(수직벽 = 1.0, 날개벽이
위해서는 다음 식 (5)와 같은 McCorquodale(1993)에 의한 원
있는 수직벽 = 0.82, 여수벽 = 0.55)
형교각의 매트의 포설 범위식, 식 (6)와 같은 Richardson et
K : 입사각 수정 계수 (흐름과 평행한 교대 = 90 , 제방
al.(1993)의 식, Bonasoundas (1973)가 세굴보호공의 추천범위
위치 하류 < 90, 제방 위치 상류 > 90)
산정을 위해 제안한 식 (7)등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Fr : 유속과 인접한 수심에 근거한 Froude 수
2.

1.63

0.18

0

p

( s

)

0.82

0.82

p

0

s

1

⎛
⎝

1

⎞
⎠

s

0.33

2

1

c

s

1

1

o

2

1

교대의 경우 세굴보호공의 설계를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
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각의 세굴보호공 산정을 위해 한국도
로공사에서 제안된 Isbash (1935)의 공식(식 (2)), HEC-18에서
제안된 Rechardson et al. (1993)의 공식(식 (3)), Parola (1993)
의 공식(식 (4))을 적용하여 교대에 사석 보호공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사석의 직경을 산정하였다.
u
Dp = ------------------------( S – 1 ) gN
2

(2)

0

s

c

0.692( Ku )
Dp = ----------------------------(S – 1)g
2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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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s = 2.5ds + D, X = 1.25ds, X = 3ds
(5)
세굴반경 = 2 × ys + w / 2
(6)
상류부 세굴반경 = 2.5 × w, 하류부 세굴반경 = 5 × w (7)
1

2

여기서

Ws : 매트의 폭
X1 : 매트의 상류측 길이
X2 : 매트의 하류측 길이
ds : CSU 공식을 이용한 세굴깊이
D : 교각의 직경
w : 교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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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및 결과

대상 지역 및 차원수치모형의 구성
2007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라북도 구례시를 관
통하는 황전천 좌안에 설치된 석축호안의 일부가 그림 2와
같이 유실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실의 원인이 황전천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새롭게 황전천에 설치된 황
전천교의 교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
게 되었다. 또한 주거지역과 근접한 석축호안의 유실에 따른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리해석 모형인 SMS를 이용하여 석축호안 유실원인을 분석
하고 계획된 석축호안 보호공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았다. 황
전천의 석축호안은 그림 3과 같은 구조이며, 총 연장 195 m,
높이 5 m로 설치되어 있다.
2차원 수리해석을 위한 수리, 수문자료는 황전천을 관통하
는 황전천교에 의한 수리영향 분석을 위해 실시한 “황전천교
하천수리 검토서(한국도로공사, 2003)”의 결과를 기준으로 사
용하였다. “황전천교 하천수리 검토서(한국도로공사, 2003)“
에서는 황전천교 설치에 따른 수위변화 분석을 위해 1차원
수리해석 모형인 HEC-RAS를 이용하여 교량 설치 전·후에
대한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홍수위 산정 구간은 No.16~No.30
으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리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
구간을 하천의 형상, 하천폭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황전천, 이사천, 쌍암천) 보고서, 전라남도,
3.1

2

측점을 기준으로 No.16~No.19.100(연장 0.7 km) 구간
으로 결정하였다. 2차원 수리해석을 위해 No.16~No.19.100
사이의 유한요소망을 구성하였다. 격자점 총 3,799개와 요소
망 총 1,338개로 이루어진 유한 요소망이 구성되었고, 그림
4는 대상구역의 하상등고선을 나타내고 있다.
계획홍수량, 기점홍수위 및 조도계수는 “황전천교 하천수리
검토서(한국도로공사, 2003)”의 결과를 기본으로 다음 표 3과
같이 적용하였으며, 2차원 수치모형에 사용되는 난류확산계수
의 경우 대상구간에서의 하천 폭과 수심, 하천의 재료특성과
수심을 고려하여 8,000을 적용하였다. 또한 “황전천교 하천수
리 검토서(한국도로공사, 2003)”에서 100년빈도 계획홍수량
1,067 m /sec에 대해 실시한 1차원 수치모형인 HEC-RAS의
배수위 계산결과와 SMS모형의 배수위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적용된 난류확산계수와 조도계수 값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1991)

3

표 3. 2차원수리해석을 위한 수리, 수문 조건
구분
수리, 수문 조건
비고
1,067 m /sec
계획홍수량
100년 빈도
39.74EL.m
No. 16
기점홍수위
0.035
조도계수
3

그림 4. 대상구간의 하상등고선(단위:EL.m)

석축부 흐름특성 및 유실원인 분석
홍수로 인해 호안의 상류단 하부가 일부
유실된 원인이 황전천교의 설치로 인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2차원 수리해석 모형인 SMS를 이용하여 교각 설치 전
후의 석축호안부 흐름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5와 그림 6은
황전천교 설치 전·후의 석축호안 주위의 유속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황전천교 설
치 전·후의 유속벡터를 살펴보면 설치후의 경우 유속벡터가
석축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변철교 교각
의 영향으로 흐름의 통수능이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설
치전의 경우와는 달리, 황전천교 교각 설치 후 유수의 흐름
이 교각의 영향을 받아 계속 감소된 통수능으로 흐르기 때문
이다.
황전천교 교각이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표 4
에 나타나 있는 석축주위 유속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
히 나타난다. 황전천의 석축호안 시점과 연결된 Element 830,
831, 806번의 유속은 황전천교 설치 전에 각각 5.08, 3.95 및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8권 5호 2008년 10월
3.2

2007년 8월 8일

그림 2. 석축호안 유실

그림 3. 석축호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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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방부 유속 벡터(황전천교 설치전)
그림 7. 석축보호공 설치 계획

그림 6. 제방부 유속 벡터(황전천교 설치후)
2.27 m/sec에서 황전천교 설치 후, 6.29, 6.29 및 4.58 m/sec로
각각 1 m/sec 이상 증가하였다. 즉 새롭게 설치된 황전천교

교각의 영향으로 석축과 인접한 유수의 흐름특성이 크게 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류부 호안의 하류단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축보호공의 적정성 평가
석축호안의 유실이후 황전천교의 시공사인 ○○건설에서는
유실된 석축의 보호를 위해 다음 그림 7과 같이 기존의 석
축에 60cm두께의 콘크리트 옹벽을 보강하고, 직경 40cm의
사석을 폭 4.0m, 깊이 2.0m로 설치하는 석축보호공 설치를
계획하였다(이하 계획안).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석축 유실의
원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호안보호공의 설치를 위해 사
용되는 방안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대의 세굴심 산정공식
과 보호공 부설범위 산정공식을 이용한 방안을 비교 검토하
여 계획된 석축호안 보호공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3.3

의 보호공 설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현재 설치
된 석축의 형식이 교대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는 교대의 국부세굴 산정을 위한 HIRE공식을 이용하여 세굴
심을 산정하였다. 실제 교대 국부세굴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교대 국부세굴의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며,
기존의 경험공식의 경우 과다 산정의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
로 흐름방향에 직각으로 투영된 교대 길이가 직상류부 단면
평균수심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식 (1)과 같은 HIRE공식을,
25배 이하일 경우에는 Froehlich(1989)의 공식을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황전천의 석축호안의 경우 흐름방향에 영향을 주
는 투영면적이 없는 관계로 투영된 교대 길이가 필요한
Froehlich공식의 경우 적용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HIRE공
식을 이용하여 교대의 세굴심을 산정하였다. 표 5는 계획홍
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제방에서의 세굴심을 HIRE공식을 이
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에서 교대형상에 따른 보정계수 K 은 수직벽 교대에 해
당하는 1.00을 적용하였으며, 교대의 흐름방향과 각도에 따른
보정계수인 K 는 실제 흐름벡터 분석결과 제방과 유수의 흐름
이 거의 평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0.05을 적용하였다. HIRE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제방의 국부 세굴심은 0.66 m이다.
1

1

표 5. 계획홍수량발생시 교대의 국부세굴심
기호
기호설명
적용값
y
1.51
교대 직상류단면 수심(m)
1.78
Fr
교대 직상류단면 Froude수
1.00
K
교대형상에 따른 보정계수
K
교대의
흐름방향과
각도에 따른 보정계수 0.05
3.3.1 교각 세굴보호공 설계방식
0.66
y
세굴심(m)
황전천에 설치된 석축호안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리시설물
표 4. 석축 주위 유속변화
Element
황전천교 설치전
황전천교 설치후
비고
1

1

1
2

s

830

5.08

6.29

831

3.95

6.29

806

2.27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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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식 (2)~(4)와 같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안된
Isbash (1935)의 공식, HEC-18에서 제안된 Rechardson et
al. (1993)의 공식 및 Parola (1993)의 공식을 적용하여 교대
에 사석 보호공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사석의 직경을 산정
하였다. 산정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필요한 교대
폭은 1 m로 가정하였으며, 산정된 사석의 크기는 1.31 m이다.
그러나 산정된 직경 1.31 m는 교각에서의 세굴보호공에 해당
하는 제원으로 실제 계획중인 석축호안의 보호공의 제원인
40 cm와 비교하면 3배 이상 크게 산정되었으나 상대적 비교
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최종적인 세굴보호공의 설치범위는 식 (5)~(7)과 같은
McCorquodale(1993)에 의한 원형교각의 매트의 포설 범위식,
Richardson et al.(1993)의 식 및 Bonasoundas (1973)가 세굴
보호공의 범위 산정을 위해 추천한 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
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각의 세굴보호공 설계방식에 의해 산정한 보호공의 설치
범위는 직경 131 cm의 사석을 폭 2.65 m로 부설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기준으로 판단할 때 밑다짐의 폭은 4 m이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3.3석축호안 보호공의 적정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석축호안 보호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각세굴보호공 설계방식과 호안공법 채택방식 및 하천설계
기준에 의해 적합한 보호공의 제원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흐름방향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교
각의 세굴보호공 설계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황전천의 석축호안과 같이 흐름방과 평행한 제방에 적용할
경우, 흐름특성이 달라 제원의 과다산정이 우려되며, 하천설
계기준의 경우 명확한 설계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계획 중인 석
축호안 보호공의 경우, 교각의 세굴보호공 설계방식 결과와
하천설계기준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제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즉 다양한 방법에 의해 검토된 석축호안보호공의
제원과 비교할 때, 계획 중인 석축호안 보호공의 제원은 적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

3.3.2 호안공법 채택방식 및 하천설계기준

호안공법을 채택하는 현실적 방법으로는 공법에 대한 허용
유속기준을 제방 비탈경사별로 적용 가능한 공법으로 분류하
여 적용하는「자연형 하천 공법의 재해특성에 관한 연구(II)
(행자부·국립방재연구소, 2000)」에서 제시한 표 2와 같은
일본의 기준이 있으며, 현재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황전천에 설치된 석축호안의 경우 경사가 거의 수직에 가까
우며, 최대유속이 6.29 m/sec이므로 표 2에서 “식생콘크리트
옹벽”, “자연석(찰쌓기)” 및 “콘크리트블록” 공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호안의 경우 명확한 설계기준
은 없으나, 정종호 등(2007)은 급류 및 준급류하천은 4 m이
상 설치를 제안하였며,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5)”
에서도 단면 평균유속이 2~4 m인 경우 4~12 m를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서 호안을 설계하기 위해 적용하는
교대폭 (m) 세굴심 (m)
0.66
1.0 (가정치)
교각폭 (m) 세굴심 (m)
0.66
1.0 (가정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설계홍수량을 상회하는 홍수가 빈
번하게 유입되고 있어, 제방과 호안의 유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호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공의 안전성과 적정성 분
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하상과 교각보호를 위
한 보호공설치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으나
다양한 형태와 공법으로 설치되는 호안의 경우 보호공의 설
계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8월 전라북도 구례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황전천
의 석축호안의 유실 원인을 2차원수리해석모형인 SMS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황전천에 설치된 석축호안의 경우에 해당
하는 수리시설물의 보호공 설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
는 관계로, 계획 중인 석축호안 보호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표 6. 사석의 크기 및 중량 결정(교각 세굴보호공 설계방식)
선정 방법별 사석방지공 입경(m)
유속 (m/s) Ishbash
평균 (m)
Hec-18
Parola
6.29

2.04

3.81

1.31

2.39

표 7. 세굴반경 및 보호공 설치범위
세굴반경 및 보호공 설치범위 (m)
McCorquodale(1993)에 의한 원형교각의 매트부설범위 Richardson
(1993)
매트폭
상류측 길이 하류측 길이
2.65

0.83

론

1.98

1.82

최대값 (m)

선정 (m)

3.91

1.31

Bonasoundas (1973)

상류부 길이
2.50

표 8. 석축호안 보호공 제원 비교
구분
제방 보호공 제원
특징
계획안
폭 4 m의 사석(직경 40cm)채움
적절
호안공법채택 및 하천설계기준 “식생콘크리트옹벽”, “자연석(찰쌓기)”공법 등 (밑다짐 폭 4 m이상) 계획안과 유사
교각의 세굴보호공 설계방식
폭 2.65 m의 사석(직경 131 cm) 채움
과다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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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부 길이
5.00

채택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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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각세굴보호공 설계방식과 호안공법 채택방식 및 하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합한 보호공의 제원을 산정하였다. 산
정된 보호공의 제원과 계획안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계획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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