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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투명 침수방어벽이나 투명 홍수방어벽은 외국에서 제품화되

어이미다양한설치사례가있으나국내의경우에는아직시

공사례가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하천여유고부족구간에설치가능한투명홍수

방어벽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해안가 도로나 보행로에 경관

성이 확보된 투명 침수방어벽 개발이 가능하므로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홍수나 침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

였다.

[그림 1] 투명 홍수방어벽(해외)

1.1 투명침수방어벽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은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 침수방어벽에작용하는압력을충분히지지할수있는내

구성

- 지주를다양한현장에일괄적으로적용할수있는활용성

- 경관성 확보를 위해 투영면적 최대화

- 현장시공시약간의오차로인한시공어려움을해소할수

있는 시공의 간소화

- 다양한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성

1.2 투명침수방어벽 시제품의 구성

투명침수방어벽 시제품은 크게 콘크리트 기초, 지주, 수직

지주, 수평지주, 방호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 지주는 콘크리트 기초에 앙카볼트로 고정되며 전체적인

수압을 지지하고 방호유리를 결합하여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수직지주는지주와결합되고지주이상의높이에있는방

호유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함

- 수평지주는수압이가장크게작용하는 1/3 지점의지지력

을 보완하여 안정성을 높임

새롭게개발된시제품은고정방법을개선하여경관성을추

가로 확보하고 소요자재 절감 및 현장적용성을 개선하여 경

제성과 시공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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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존 보유기술을 계량하여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홍수나 침수에 대응할 수 있는 투명 침수방어벽 시제품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수리적 안정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수리모형실험을위하여국내·외 관련연구자료를조사하여, 기존의침수방어벽기술에대한수리모형실험방안을모색
하고 연구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침수방어벽관련수리모형실험은정수압상에서수밀성을테스트하는실험으로이루어졌으므로, 동일한형태로
수조를 만들어서 모형실험과 원형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투명침수방어벽시제품에대한수리모형실험을수행하여수리적안정성을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국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물 시장에서 침수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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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된 투명 침수방어벽 구성도

[그림 3] 개발된 투명 침수방어벽 시제품

2. 수리모형실험
2.1 해외 사례 조사
수리모형실험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 PRESRAY사의

Stackable Flood Barriers에 대한 정수압상태의수밀성확인

수리모형실험을 확인하였으며, 이 제품은 쌓아 올릴 수 있는

홍수 방어벽(스톱-로그)방식이다. StormMeister 홍수방어벽

(Flood Barrier)실험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PRESRAY사의 수리모형실험

[그림 5] StormMeister사의 수리모형실험

2.2 수리모형실험
수리모형실험은수조( L : 2.43m, B : 1.50m, H : 0.61m) 크기

를 감안하여높이가 0.5m인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 제

작후수조에물을채워둔상태로장시간에걸쳐누수가발생

하는지 확인한 결과 수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수리모형실험(모형실험)

원형실험의 경우 수조를 제작하여 높이가 1.5m인 원형실험

을 수행하였다. 원형 제작후 수조에 물을 채워 둔 상태로 장

시간에 걸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결과 수밀성을 확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수리모형실험(원형실험)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투명 홍수방어

벽 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을 재검토하여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홍수나 침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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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있는 투명 침수방어벽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제품의 수리학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수압 상태의 수밀성 확인 수리모형실험을 모형과 원

형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 적정한 수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품개발을 통해 수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을 보호하고, 국내 물 시장에서 침수를 방지하여 국민경

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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