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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ver-crossing structures are constructed to maintain river bed. Revetment is a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around connection to protect weak points between levee and river-crossing structures from flood. It is, however, possible that revetment is
collapsed by local velocity which is increased around structure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hat design value is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since the stability of revetment is assessed based on empirical judgments without clear criteria.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echniques for revetments design around river-crossing structures through laboratory experiments
on riprap and concrete block.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used to figure out methods applying local velocity in the condition of
collapse. As a result, the empirical formula, such as the sizes and the stability length of revetment, reflecting local velocity on the
slop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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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취수나 하상유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하천횡단구조물은 구조물 영향에 의해 국부적으로 유속이 증가하여
연결호안을 유실시킴으로서 제방붕괴에 따른 홍수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연결호안은 설계시 뚜렷한 설계기준이 없
이 경험적인 판단에 의해 안전성을 판단함으로서 과소설계 또는 과대설계 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횡단구조물 연결
호안 설계기법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석 및 블록호안에 대하여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연결호안 설
계시 1차원 접근유속을 대표유속으로 적용하는 방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탈조건에서의 국부유속을 고려한 호안재료 제원 및
연결호안 설치길이 결정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하천횡단구조물, 연결호안, 수리실험, 사석호안, 블록호안, 국부유속, 경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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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속시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홍수에 취약한 제방접속부
보강을 위한 설계방법 또는 안정성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

하천횡단구조물은 평상시 및 홍수시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

는 미흡한 상황이다.

력에 대해 기능과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게릴라성 집중

국내 연구동향의 경우 물받이 및 하상보호공 설계기준 마

호우와 같은 기상이변 및 유출조건의 수문학적 변화 등은 구

련을 위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하천횡단구조물의 주요

조물 자체에 작용하는 외력 및 저항력 산정을 어렵게 하고

파괴원인을 분석하였다(국립건설시험소, 1994, 1996). 전국 하

제방 붕괴를 동반함으로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

천횡단구조물의 파괴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요 원인은 세굴에

가 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하천횡단구조물 본체가 파괴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상보호공에

되는 사례와 함께 제방과 하천횡단구조물의 연결부가 세굴되

대한 수리실험을 수행하여 물받이 및 하상보호공 길이를 제

어 파괴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Fig. 1 참조).

시하였다(국립건설시험소, 1994, 199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는 하천횡단구조물 주위에 설치되는 연결호안에 대하여 안

서 수제, 보, 낙차공, 계단형 하천구조물에 대한 수리실험을

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량적 설계기법이 미흡하여 설계과

실시하였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이를 바탕으로 경사

정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천횡단구조물 관련한 연구

형 낙차공의 흐름특성에 대한 설계인자간 상호관계를 파악하

는 최근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조물 본체 및 부

였다. 또한 교각의 국부세굴 실험을 통해 사석 보호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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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of damage types of river-crossing structures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보 및 낙

이에 따른 호안재료 이탈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

차공에 대한 설계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보 및 낙차공 물

으로 1차원 접근유속을 대표유속으로 적용하는 방법의 특성

받이, 바닥보호공 수리실험, 구조물과 제방접속부 호안안정 수

을 파악하고 연결호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결호안

리실험, 어도설치에 따른 수리실험을 통해 물받이 길이, 바닥

설치길이 및 호안재료 제원결정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보호공 길이와 보 연결호안 길이를 제안하였다(한국건설기술

2. 수리실험

연구원, 2006). 하천횡단구조물 관련한 연구논문으로는 낙차
공이나 암거, 취수보 등의 중·소규모 단락부 하류부에 수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도의 비점착성 하상재료 세
험적 연구(윤세의 등, 1995), 직선형 보, 여수로형 보, 래버

2.1 실험 수로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하천횡단구조물의 주요 파괴부인 제방접속
부 보강연구의 일환으로 연결호안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수

린스 보의 재폭기 실험을 통해 산소 전달효율을 검토한 재폭

리실험은 특정수계의 하천횡단구조물을 모형화한 것이 아니

기 효율 증가를 위한 래버린스 보에 관한 연구(유대영 등,

라, 하천횡단구조물 형상을 일반화하여 실험수로를 제작하였

2002) 등이 있다.

다. 실험수로는 폭 4 m, 길이 20 m이며 수로 중앙에는 연결

굴특성을 분석한 자유낙하수맥 하류부에서의 세굴에 관한 실

국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Petersen(1988)이 저작한 River

호안 붕괴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를 설치하였다(Fig. 2 참

Engineering에서 낙차공의 세굴 부분에 관해 주로 기술하고

조). 하천의 제방은 하도 양안에 설치되지만 실험여건상 제방

있으며, Laursen and Flick(1983)은 수직 및 비탈낙차공에서

비탈면에 대한 흐름의 간섭효과를 최소화하고 주수로 하폭을

세굴깊이를 예측하는 식을 제시하였다. Sorenesen(1985),
Peyras et al.(1992), Ru et al.(1994), Liao et al.(1994), Rice

경사는 1V:2H로 선정하여 주수로폭 2 m, 비탈면폭 2 m, 제

확보하기 위하여 우안에 비탈면을 설치하였다. 제방 비탈면

and Kadavy(1996) 그리고 Pegram et al.(1999)은 수리실험을

체높이 1 m에 여유고 0.3 m로 제원을 결정하였다. 하류단에

통해 흐름 양상, 계단 형상 및 여수로 경사가 에너지 소산에

는 수위조절수문을 설치하여 호안재료의 이탈조건을 재현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Grinchuk et al.(1977)은

수 있도록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Dneiper 수력발전소의 원형과 동일한 계단형 구

실험수로 중앙에 설치된 보는 유량 0.8 m3/s에서 하천설계

조물에 대한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Boes and Hager(2003)

기준(2009)에 제시된 Bligh 공식(1954)과 보높이비(H/h0)를

는 수리실험을 통하여 계단형 여수로에 대한 설계절차를 제

적용하여 제원을 결정하였다. 상류수심과 보높이의 비율인 보

시하였다.

높이비(H/h0)를 무차원하여 보 위폭과 아래폭의 범위를 산정

하천횡단구조물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하천횡단구조

하고 전국 국가하천 중 가장 높은 하천횡단구조물 밀도(0.61

물 설치에 따른 상하류 수리특성변화 및 하상세굴 방지기술

개소/km)를 가진 탐진강 수계내 11개 보 제원을 대상으로

분석, 유사이송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한 반면,

보높이비를 조사 및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보높이비는

국외에서는 구조물 설치에 따른 유량계수에 초점을 두고 연

0.11~0.40 범위이며 유량 0.8 m3/s를 기준으로 보높이비

구가 수행되고 있어 하천횡단구조물 설치시 제방 접속부에

0.12, 0.24, 0.36, 0.48에 해당되는 보위폭과 아래폭의 길이를

대한 연결호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정하였다(Fig. 3 참조). 본 실험수로에 설치되는 보의 단면

하천횡단구조물 주변에서 발생하여 연결부 파괴에 주된 영향

은 하천설계기준(2009)에 제시된 규정을 바탕으로 상류측 비

을 미치는 국부유속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결호안 및 호안제

탈면은 연직 경사로 하고, 하류측 경사는 1H:1.5V의 기울기

원에 대한 설계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 하였다.

연결호안 설계기법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유량 및 보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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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1권 6호 2011년 12월

Fig. 2. Schematic description of experimental facilities

Fig. 3. Cross section drawing of barrier

으로 설치하고 하류단 수위조절게이트 조절을 통해 공급유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Revetments dimension

Barrier
height
(m)

Q(m3/s)

0.10

Riprap
(mm)

Concrete
block(mm)

0.5

30

40×40×10

0.20

0.6

50

60×60×15

0.30

0.7

70

80×80×20

0.40

0.8

90

100×100×25

Flow
Condition

량과 보높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사석 및 블록호안의 이탈
여부를 관측하였다. 이탈조건에서의 연결호안 설계인자를 도
출하기 위해 수위 및 유속을 측정하였으며 특히, 보와 제

Fixed Bed
Steady Flow

방 비탈면의 연결부 주변을 중점적으로 측정하였다. 유속은
1차원 유속계를, 수위는 포인트게이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
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상되는 최대유속을 고려하여 사석크기는 3, 5, 7, 9 cm로 결
정하였다. 블록의 제원은 선정된 사석의 크기에 상응하는 정
사각형 형상으로 결정하되 블록호안 설계관계식을 토대로 블
록두께를 산정하였다(Table 1 참조).

3.1 연결호안 붕괴특성
사석호안의 붕괴현상을 살펴보면, 보 연결부 주위에서 최초
이탈이 시작되며 보 상부 및 하류측 경사면으로 이탈현상이
진행된다. 이후 사석호안공 설치부의 구조적 불안정에 도달하
여 순간적으로 연결호안부가 붕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2 측정방법
연결호안 실험은 직선수로에 단일 보를 4가지의 높이조건

4 참조). 블록호안의 경우 붕괴현상은 사석호안과 다르게, 보

Fig. 4. View collapsed of riprap revetment according to riprap
size

Fig. 5. View collapsed of concrete block revetment according
to block size

하천횡단구조물 연결호안 설계기법 개발

295

Table 2. Collapse of riprap revetment according to barrier height
H=0.1 m

D(m)

Q(m3/s)

3

5

7

H=0.2 m
9

3

5

7

H=0.3 m
9

3

5

7

H=0.4 m
9

3

5

7

9

0.5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Table 3. Collapse of concrete block revetment according to barrier height
H=0.1 m

t(m)

Q(m3/s)

H=0.2 m

H=0.3 m

H=0.4 m

10

15

20

25

10

15

20

25

10

15

20

25

10

15

20

25

0.5

○

○

×

×

○

○

○

×

○

○

○

○

○

○

○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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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부 주위에서 최초의 이탈이 발생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월류하며 증가한 유속이 비탈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석 및

구조물의 불안정에 도달하여 완전붕괴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블록에 외력으로 가해지기 위해서는 최소유속이 확보해야 한

수 있었다(Fig. 5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호안 재료의 특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석호안의 경우
재료간의 맞물림(interlocking) 효과에 의하여 구조물의 안정
과가 작아 붕괴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게 나타나는 것으

3.2 이탈조건에서의 흐름특성 분석
호안공 이탈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흐름특성으로 접근유
속(Va), 국부최대유속(Vlm), 국부유속(Vl)이 있다. 접근유속은

로 판단된다.

보 상류에서 관측한 유속, 국부최대유속은 이탈이 발생한 구

성이 보다 오래 지속된 반면에, 블록호안의 경우 맞물림 효

또한, 각 사석 및 블록호안의 유량별 이탈현상은 보높이에

역에서 관측한 유속의 최대값이며, 국부유속은 최초 이탈현상

따라 다르게 발생하였다. 보높이 0.3 m와 0.4 m 조건에서는

이 발생한 지점에서 관측한 유속이다. 보높이별 연결호안 실

모든 유량조건에서 이탈되었으나 보높이가 낮은 0.1 m와

험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유속에 대하여 보높이에 따른 국부최

0.2 m 조건에서는 이탈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유량조건이 있

대유속과 국부유속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Fig. 6, 7 참

었다(Table 2, 3 참조). 이는 보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보를

조). 사석호안과 블록호안 모두 보높이 증가에 따라서 국부최

Fig. 6. Comparison of velocity with approaching velocity(Va) of riprap revetment

Fig. 7. Comparison of velocity with approaching velocity(Va) of block reve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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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호안재료 추정값과 실험값으로부터 식 (1)을 적용하

대유속과 국부유속이 접근 유속에 대비하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결호안 설계시 국부최대유속

여 안전율(S.F, Safety Factor)을 산정하였다. 연결호안 실험

및 국부유속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접근유속이 나

결과에 대하여 선형회귀법을 통해 유도된 평균치를 각 설계

타내지 못하는 흐름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공식의 평균 안전율로 정하였다(Table 5 참조). 산정된 안전

것으로 판단된다.

율을 살펴보면, 사석호안의 경우 1.0에 인접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블록호안의 3.795와 4.510의 안전율이 산정되었다. 이

4. 연결호안 설계기법 제안

와 같은 안전율 산정결과의 차이는 호안재료 특성의 차이에
의하여 맞물림효과가 큰 사석호안이 국부유속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는 반면에 블록호안은 국부유속이 중요한 설계인자임

4.1 연결호안 제원 설계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호안설계공식(Table 4 참조)에서 산

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되는 호안재료의 설계값과 실험을 통하여 관측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호안설계공식을 활용한 호안재료 설계

S.F = DP(calculated)/DP(measured)

(1)

값은 난류정도가 적고 높은 안전율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하
천으로 가정하여 각 변수들을 적용하였다. 비탈면 경사는 국

도출된 안전율을 바탕으로 호안재료 이탈에 주된 영향을

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1V:2H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모난

미치는 국부유속을 고려한 연결호안 설계경험식을 제안하였

사석과 이에 상응하는 크기의 블록을 맞물림(interlocking) 형

다(Table 6 참조). 제안된 공식은 각 호안공식에서 산정한

태로 설치하여 호안재료의 비탈면 영향을 고려하였다. 본 실

안전율의 범위 및 선형회귀를 통해 유도한 평균 안전율로부

험모형은 모든 호안재료에 대한 설계경험식을 제시하기 보다

터 측정치에 가장 근접하면서 호안의 안전성 및 지리적인 여

는 하천횡단구조물 형상을 일반화하여 일반적인 하천 조건에

건이 가장 유사한 일본 JICE(1998)공식에 안전율을 적용하여

서 유속증가에 따른 호안재료 이탈발생시 수리학적 거동을

호안제원 산정공식을 유도하였다. 도출된 결과로부터 보다 많

분석하고 사석 및 블록 이탈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국부유속

은 관련 연구를 통해 명확한 안전율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의 설계시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판단되며 호안 설계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유속의

Table 4. Design formula about revetment
England
(River and channel revetment
-A design manual, 1998)

Revetment
Classification

Design formula

Classification

Design formula

2
Ub

Escarameia &
May(1992)
Riprap

Japan
(Jap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1998)

Dn50 = C -------------------2g (s – 1 )
2

Pilarczyk
(1990)

–1 U
φ 0.035
Dn50 = -------------- ------------- KTKh Ks ------d
2g
( s – 1 ) ψcr

Maynord
(1993)

Ud
1 ⎞ 0.5 -----------------D30 = SfCs Cv CTy ⎛ --------⎝ s – 1⎠
( K gy)

2.5

2
1
Dm = K ----------------------------------V0
ρs
2
E1 ⋅ 2g ------ – 1
ρw

l

2
Ud

Loose/interlocking
blocks

tb = 0.037--------s–1

Linked blocks

0.026Ud
tb = --------------------------------------------------------------2
( 1 – n) ( s – 1 ) log ⎛ 12y
--------⎞ kd
⎝D ⎠

2

Concrete block

Riprapping

Slip-group
Slip-colony

W
tb = --------------------------------------------------( ρ b – ρ w ) × g × KV × Ab

n

Dn50 : characteristic size of stone (m)
C :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turbulence intensity TI
Ub : velocity near bed (m/s), Ud: depth-averaged velocity (m/s)
s : relative density of riprap(≒2.65)
g : acceleration due to gravity (m/s2)
φ : stability correction factor, ψcr : stability factor
KT : turbulence factor, Kh : depth factor, Sf : safety factor
Cs : stability coefficient, Cv : velocity distribution coefficient
CT : blanket thickness coefficient, y : local water depth (m)
Kl : slope correction factor, tb : concrete block thickness (m)
s : relative density of concrete(≒2.3)
n : porosity of concrete (%), kd : slope factor

하천횡단구조물 연결호안 설계기법 개발

Dm : averaged diameter of riprap (m)
El : constant of turbulent intensity
V0 : representative velocity (m/s)
ρs : density of riprap (kg/m3)
ρw : density of water (kg/m3)
g : acceleration due to gravity (m/s2)
K : slope calibrating constant
θ : angle of slope (°)
φ : submerged angle of repose (°)
tb : concrete block thickness (m)
ρb : density of concrete (kg/m3)
W : submerged weight of block (N)
KV : volume calibrating constant
Ab : projected area of block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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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fety factor when applying local velocity in existing
revetment formula
Design formula

Calculation
method

Escarameia(1992)
Pilarczyk(1990)
Maynord(1993)

Linear
regression
analysis

JICE(1998)

Safety Factor(S.F)
Riprap

Concrete block

1.058

4.510

0.912

-

0.960

-

1.079

3.795

Table 6. Proposal formula of dimension according to revetment
types
Riprap

Concrete block

2
1.08
Dm = K -------------------------------V0
ρ
2
s
El 2g ------ – 1
ρw

3.78W
tb = ------------------------------------( ρb – ρw )gKVAb

Dm : averaged diameter of riprap (m) tb : thickness of block (m)
El : constant of turbulent intensity ρb : density of concrete (kg/m3)
V0 : representative velocity (m/s) ρw : density of water (kg/m3)
ρs : density of riprap (kg/m3)
Ww : submerged weight of block (N)
ρw : density of water (kg/m3)
g : acceleration of gravity (m/s)
g : acceleration due to gravity (m2/s) KV : volume calibrating constant
K : slope calibrating constant
Ab : projected area of block (m2)

Fig. 8. Concept graph of stability length(SL) about revetment

사석 및 블록호안에 대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안
정화길이 분포현황을 기존 일반호안 실험결과와 함께 도시한
것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 호안재료가 미설치된 일
반호안의 경우 2차 지수함수 형태로 분포경향이 나타나는 반
면, 국부유속을 고려한 연결호안의 경우 보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2차 다항식의 형태로 안정화길이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보높이 증가에 따라 하류부에 발생하는 와
류영역이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안정화길이 결정시 보높

개념을 접근유속에서 국부유속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

사료된다.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하류의 와류영역 구간 길
이를 수리실험에서 수행한 보높이로 무차원하여 전체 보높이

4.2 연결호안 설치구간 설계식
하천횡단구조물 하류 흐름이 안정되는 지점까지 거리를 흐

및 유량, 호안재료 제원을 고려한 연결호안 설치구간 실험식

름 안정화 길이(Stability Length)라 하며 한계유속 Vcrit에 비

가적인 안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호안재료의 거동특성

해 큰 수심평균유속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연결호안 설치길이

에 따라 복합적인 설치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을 제안하였다(Table 7 참조). 제안식은 호안종류에 따른 추

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Fig. 8 참조). Fig. 9는

Fig. 9. Assessment of stability length according to revetment types
Table 7. Proposal formula of stability length of revetment types

Experimental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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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rap

Concrete block

2

SL/H = -16.37Fr2 + 47.72Fr -5.45

SL/H = -54.31Fr + 75.77Fr -9.41

0.13 ≤ Fr ≤ 0.37
SL : installation length of revetment (m), H : height of barrier (m)
Fr : Froude number of 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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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연구에서는 수리실험을 통해 유속증가로 인한 호안재료
의 붕괴현상을 재현하여 연결호안의 붕괴특성 파악 및 기존
호안설계식의 적용성 검토를 통해 이탈유속의 증가특성을 고
려하였다. 수리실험은 고정상 및 정상류 조건에서 수행되었으
며 보높이별로 유량조건을 변화시켜 연결호안에 설치된 호안
재료의 이탈현상을 관측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연결호
안 설계시 1차원 접근유속에 국부유속을 고려한 안전율 적용
을 통해 대표유속으로 적용하는 방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호안설계공식을 활용하여 이탈조건에서 국부유속
을 고려한 연결호안 제원 및 설치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정
화길이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하천횡단구
조물 연결호안 수리실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호안재료의 붕괴현상은 상대적으로 저항에 취약한 제방
접속부에서 이탈이 시작되며 사석호안의 경우 맞물림 효
과로 인해 순차적으로 비탈면 수심방향으로 진행되는 반
면 블록호안의 경우 맞물림 상태로 블록이 흐름에 저항
하고 있어 하류단에 유속이 증가하면 블록이 이탈과 동
시에 순간적으로 붕괴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이탈유
속은 각 호안재료의 중량에 해당하는 유속값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연결호안의 이탈조건에서 보의 하류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흐름은 자유월류 상태가 되어 보 마루부
에서의 수면형은 보 마루와 보의 하류 경사면의 경계를
따라 포물선 형태를 띄게 되며 보의 경사면이 매우 급
하기 때문에 유속은 매우 크고 공기 연행이 활발해져
경사면과 보 하류의 바닥면에 와류영역이 형성됨을 볼
수 있었다.
3) 보와 제방 비탈면 부근에서는 흐름 분리가 발생하여 제
방 연결부를 따라 일정한 각을 이루면서 보 하류의 본
류에 유입되는데 이 흐름은 긴 유선 거리로 인해 유속
이 증가하게 되고 수위가 낮아져 연결호안 세굴을 발생
시키는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결호안 주변에서의 국부유속을 고려하여 기존 호안공
식을 활용한 안전율 적용을 통해 호안제원 경험식과 호
안설치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정화 길이비 경험식을 제
안함으로서 연결호안 설계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수리모형 실험은 연결호안에 호안재료(사석, 블록)를 설
치하여 호안재료 이탈 및 붕괴현상을 재현한 실험으로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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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제 국내하천에 설계되는 제방단면 규정을 준수하고 실험조건
또한 국내 하천특성 및 홍수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실제하천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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