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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보는 일반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취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한다. 하천

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대부분이 고정보로써 흐름의 정체를 유발시켜 토사퇴적 및 수질 악화를

가져오며 하천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기존의 고정보

가 아닌 저수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가 개발되어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

며, 또한 자정효과 및 토사퇴적 경감효과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가동보 중 고무보는 시공실적이 많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지만 인위적인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고무시트가 파손될 경우 하천에 피해를 입히게 되며 장시간 방치시 고가의 유지보수비가 소

요된다. 또한 고무보의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으로 하천의 안전과 올바른 용수확보를 위해서 적절

한 운영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무보 운영시 유지보수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고무시트

에 마모확인이 가능하며 방탄/방검 기능을 추가한 고무시트를 고무보에 시공시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 하천, 가동보, 고무보, 유지보수, 마모확인, 방탄, 방검

1. 서 론

보는 일반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취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한다. 하천

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대부분이 고정보로써 흐름의 정체를 유발시켜 토사퇴적 및 수질 악화를

가져오며 하천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기존의 고정보

가 아닌 저수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가 개발되어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

며, 또한 자정효과 및 토사퇴적 경감효과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가동보 중 고무보는 시공실적이 많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지만 인위적인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고무시트가 파손될 경우 하천에 피해를 입히게 되며 장시간 방치시 고가의 유지보수비가 소

요된다. 또한 고무보의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으로 하천의 안전과 올바른 용수확보를 위해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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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영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무보 운영시 유지보수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고무시트

에 마모확인이 가능하며 방탄/방검 기능을 추가한 고무시트를 개발하여, 시공시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2. 고무보 손상의 종류 및 원인

고무보는 하천수와 직접 접촉하므로 내·외부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일반적

인 손상형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으

로서 일반적인 손상의 종류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손상원인 내 용

침투

- 지반의 토사가 침하되어 보와 낙차공 구조물 하부가 액상화된 경우

- 차수벽 또는 누수 널말뚝이 부족한 경우

- 토질조사가 불충분하여 지반 누수대책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기초 잡석, 기타 시공상의 잘못 등에 의한 경우

- 되메우기 토사의 불량 및 다짐이 불충분하여 투수성이 큰 경우

- 연결호안의 접속불량으로 세굴된 경우

- 매립된 흙막이 널판, 거푸집 등이 썩어서 공극이 발생한 경우

세굴
- 급류하천에서의 큰 유속과 수압이 작용할 경우

- 토석류의 충격력이 큰 경우

부등침하

- 침하 대책이 미비한 경우

- 성토의 전압이 부족한 경우

- 제체내 및 기초 지반내의 변형계수가 다른 이물질이 존재할 경우

- 지반의 지지력 부족한 경우

- 흐름방향 응력에 대한 시설물의 단면이 부족한 경우

- 본체와 부대시설 등의 기초구조가 균이성이 없는 경우

유지관리불량

- 나무뿌리가 번성하여 제체내에 균열, 함몰이 발생할 경우

- 들쥐, 두더지 등이 본체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경우

- 시설물이 노후화 된 경우

- 홍수후 유지관리 청소를 미시행한 경우

인위적 파손

- 사람이나 동물이 큰 충격을 가하여 고무시트가 찢어지는 경우

- 하천 정비시 장비에 의해 파손 되는 경우

- 하천주변 불놀이나 화학약품에 의한 경우

표 1. 고무보 손상의 원인

고무보 손상종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은 구체적인 점검항목을 선정하

고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손상을 미리 방지하고 손상 발견시 적

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 고무보 파손 및 유지보수 현황

3.1 고무보 파손 사례

현재 국내 하천에 고무보 시공은 1988년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200여개로 조사되었다. 이 중

파손사례는 19건으로 나타났으며 파손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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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시 사고일시 파손사유

1990년 07월 2008년 03월
- 고무판체 접합 불량

- 도복시 콘크리트 노출부에 의한 마모

1992년 09월 2007년 04월 - 고무판체 접합 불량

1996년 07월 2006년 02월 - 유리조각에 의한 고무판체 파손

1997년 01월 2010년 05월 - 도복시 콘크리트 노출부에 의한 마모

1997년 03월
2008년 08월

2010년 05월
- 어린이 칼장난으로 인한 고무판체 파손

1998년 08월
2005년 08월

2009년 06월

- 고무판체 접합 불량

- 공사중 낙하물에 의한 고무판체 파손

2000년 11월 2008년 04월
- 고무판체 접합 불량

- 도복시 콘크리트 노출부에 의한 마모

2001년 06월 2005년 09월 - 어린이 칼장난으로 인한 고무판체 파손

2002년 11월 2006년 10월 - 공사중 낙하물에 의한 고무판체 파손

2004년 07월 2009년 08월 - 하류수위에 의한 드레인부 파손

2004년 10월 2005년 05월 - 공사 장비에 의한 고무판체 파손

2004년 12월 2008년 02월 - 하류수위에 의한 드레인부 파손

2005년 09월 2008년 06월 - 공사 장비에 의한 고무판체 파손

2006년 09월 2006년 09월 - 공사 장비에 의한 고무판체 파손

2007년 12월 2009년 05월 - 유리조각에 의한 고무판체 파손

2008년 12월 2009년 05월 - 하류수위에 의한 드레인부 파손

표 2. 고무보 파손 사례

그림 1. 고무보 파손사례 그림 2. 고무보 파손 원인

고무보 파손사례 검토 결과 고무판체 접합 불량에 대한 사례는 4건, 드레인 파손 3건으로 고무

보 자체적 결함은 7건으로 36.8%로 나타났으며, 외부요건에 따라 파손되는 사례는 고무보 도복시

콘크리트 노출부에 의한 고무판체 마모가 3건, 사람이나 기계로 인한 고무판체 파손이 9건으로 외

부요건에 의한 파손은 총 12건(63.2%)으로 나타났다.

고무보 파손사례는 접합 불량보다 외부요건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천 횡단

구조물은 보의 특성상 전석이나 부유물질 등에 대한 파손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무보는

자연재해에 파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무보 자체결함은 200여기 중 7건인 3.5%로 고무보

의 자체결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고무보 유지보수

고무보 파손시 유지보수 단계는 다음과 같다.

고무보 파손 고무보 파손부위 파악 고무보 보수 고무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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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무보 인위적 파손 그림 4. 고무보 보수

고무보 파손시 우선적으로 파손부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고무보의 특성상 검정색을 띄고 있어

파손부위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파손 후 장기간 방치시에는 파손부위가 커지게 되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천에 큰 피해를 입힐수도 있다. 이에 고무보 파손부위를 단

시간에 파악을 하고, 보수를 해야 저렴한 유지보수비와 안전한 하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고무시트 개발

4.1 방탄/방검이 가능한 고무시트 개발

기존 고무시트는 고무시트와 에폭시(Epoxy)를 적층하여 Hot Press에서 가황하여 제작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방탄/방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무시트와 아라미드포를 적층 작업하여

Hot Press에서 가황한 고무시트를 개발하였다. 아라미드포는 일반 유기섬유에 비해 매우 우수한

인장강도, 탄성률, 내열성등을 갖고 있으며 우주항공분야, 방탄재킷이나 방탄헬멧 등 군수물자 등

에도 주로 쓰이는 소재이다. 방탄/방검이 가능한 고무시트 테스트 결과 6.8mm - 13.5mm까지 훼

손이 있었지만 고무시트를 관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방탄/방검의 안전성이 확보되며 자연적, 인

위적 손상에 대한 고무시트 파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마모확인이 가능한 고무시트 개발

고무시트는 기후, 오존, 열, 염분 등에 강한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으로

제작되며 2겹이상의 보강포가 보강되어 반영구적 수명과 성능(내구연한 30년)을 갖추어 제작이 되

고 있다. 마모확인이 가능한 고무시트 개발을 위해 최외층 보강포를 유색 합성고무로 Coating 처

리하여 마모확인이 가능한 고무시트를 생산하였다.

그림 5. 방탄/방검이 가능한 고무시트 그림 6. 마모확인이 가능한 고무시트

마모확인이 가능한 고무시트 개발로 노후화로 인한 마모확인과 자연적, 인위적인 파손시 최외

층 유색합성고무로 인해 쉽고 빠르게 육안으로 고무시트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빠른시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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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고무시트 적용성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무시트의 적용성 검토는 현재 시공실적이 미흡하고, 운영기간이 짧아서

정량(定量)적 검토는 LCC(Life Cycle Cost)분석으로 하였다.20년(내용년수기간) 기준으로 기존 고

무보 보다 약 118백만원의 절감효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고무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 격 단 위 금 액

1.2mH ×41.4mL×2span 식
신규 고무보 기존고무보

931,871,584 1,050,560,542

표 3. 고무보 원가계산 비교

정성(定性)적 적용성 검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무시트 적용시 사람이나 동물에 의한 인위적인 파손을 최소한으로 줄

일수 있으며, 전석이나 부유물질이 많은 산지하천에 고무보 시공시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고무보 관리시 공기압으로 운영되는 고무보의 특성을 이용하여 관리자 및

유지보수자가고무시트에 약품처리후 기포를 이용하여 파손, 마모위치를 파악 하고 유지보수가 이

루어 졌으나, 본 연구개발로 인해 고무보 파손부위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빠

른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손부위를 장기간 방치시 파손부위가 커지며 고가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지만, 본 연구개발로 인해 빠른 파손부위 확인과 유지관리가 용이해져 유지보

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서 이·치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리구조물인 고무보를 대상으

로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고무시트를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무보 운영시 유지보수사례 조사 결과 고무판체 접합 불량에 대한 유지 보수는 전체 고무보

의 약 3.5%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무보 운영시 자체 결함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부요건에 따른 고무보 유지보수는 19건 중 12건인 63.2%를 차지했으며 고무보의 내구성 향상과

안전성을 위해 고무시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무시트 제작시

아라미드포를 추가한 방탄/방검이 가능한 고무보와 최외층에 유색고무코팅처리를 한 마모확인이

가능한 고무보를 개발하였다.

고무보의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고무시트 개발 결과 기존 고무보보다 내구성,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리한 유지관리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이고 영구적

인 고무보 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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