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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본 논문에서는 현장 강제진동실험에서 측정된 수문의 고유진동수를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대응 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문의 부가질량을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보정된 부가질량이 수문의 내진성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강제진동실험이 행해진 수문을 대상으로 지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Westergaard 부가질량을 사용한 수문의 수치모형이 실측

자료로 보정된 부가질량을 사용한 경우보다 최대 지진력과 최대 변위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산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요어 부가질량, 수문, 댐, 지진해석, 고유진동수, 유한요소해석

ABSTRACT >> In this paper, a trial-error based method is presented to calibrate added mass models through numerical iterations 
minim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frequency data and its numerical simulation result for a dam floodgate. Earthquake 
analysis of the real floodgate for which the on-site hammering vibration test is performed show that the classical Westergaard added 
mass model gives relatively larger values in the maximum earthquake force and the maximum total displacement than the present 
added mass model, based on the calibration of on-site measure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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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한반도의 기

후변화로 인하여 댐, 특히 방류시스템과 관련된 댐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1) 그러나 방류시스템의 핵심 구조

인 수문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없으며, 일반적인 댐의 평가방법을 차용하여 수문을 강

체로 가정하고 경계조건을 단순화한 Westergaard 식(2)
의 부

가질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댐의 수문은 수직에 가까

운 평면 형상의 콘크리트 댐체와 달리 강재 판과 수평 및 수

직 보강재, 암(Arm)으로 구성된 비교적 복잡한, 그리고 곡

면 형상의 강재 구조물이며 댐체에 비하여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동수압 특성이 강체로 가정되는 콘크리트 댐체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본 논문에서는 현장 강제진동실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을 

비교하여 내진성능평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문의 

Westergaard 부가질량법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정하

는 방법을 설명한다. 아울러 보정된 부가질량이 수문의 내

진성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강제진

동실험이 행해진 수문을 대상으로 수치 지진해석을 수행하

여 지진에 의한 최대변위 및 지진력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2. 부가질량 보정법

지진해석에서 동수압의 반영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직접 수치 모델링하여 고려하는 것
(4-8)

과 유체가 구조물에 

미치는 압력을 등가의 부가질량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상당한 해석 시간을 요구하며, 복잡한 구조물 

형상 및 경계조건에 대하여는 결과의 신뢰도가 검증되지 못

한 상태이다. Westergaard 식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동수

압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면의 강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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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가질량 보정법 순서도 <그림 2> 진동모드패턴 분석 모식도

의 운동으로부터 유도되어 경사면에 대해서는 부가질량을 

과다하게 계산한다.(9) 수문의 수평방향은 직선이고 상하방

향의 곡면도 다수의 경사면으로 근사화하면 이에 작용하는 

동수압의 분포를 Westergaard 식 또는 경사면에 대한 

Zangar 식(9)
과 같이 포물선식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며, 이를 동수압 분포 곡선의 형상기초함수로 사용할 수 있

다. 여기서는 Westergaard 식을 형상기초함수로 하여 이의 

크기를 보정계수 형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보정계수 의 계산법은 현장 강제진동실험, 수치해석 및 

진동모드패턴 분석을 통한 시행오차법 적용 과정으로 구성

된다(그림 1). 우선, 현장 강제진동실험에서 측정된 진동특

성 데이터와 고유치해석 결과에서 진동모드패턴 분석의 대

상이 될 주요 진동모드를 선정한다. 이때, 저수위 고유치해

석 결과 중에서 현장측정 시 타격위치와 센서위치를 고려하

여 1~3개의 저차모드를 비교대상으로 추출하고 고수위의 

고유치해석 결과와 비교한다.

주요 진동모드에 대한 상대오차와 수정계수를 식 (1)과 

(2)를 통해 계산하고 수정계수를 기존 Westergaard 식에 반

영하여 새로운 부가질량을 구한다.

 


 





                                 (1)

 
                                 (2)

여기서  는 현장에서 측정된   번째 고유진동수이고 

 는  에 대응되는 진동모드의 수치해석 고유진동수이다.

현장측정 값과 수치해석을 통해 구한 진동수의 상대오차

가 허용범위에서 수렴할 때까지 보정된 부가질량을 반영한 

고유치해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부가질량

의 감소는 모드패턴의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동

모드패턴 분석 과정을 통해 적합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동모드패턴 분석은 수위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변화 양

상에 대한 비교 및 판단의 기준으로서, 이를 통하여 동수압

과 등가인 부가질량을 적용한 수치모형의 타당성과 동수압 

영향 추적 및 주요 진동모드의 판별이 가능하게 한다. 현장 

강제진동실험을 통한 신호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

로 고유치해석을 사용하여 수문의 고유진동수를 파악하지

만,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실

험을 모사하는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진동응답 데이터를 신

호분석(FFT)하여 현장실험과 고유치해석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그림 2).

3. 실측자료 기반 부가질량 보정법 적용 예

3.1 현장실험

앞에서 제시된 실측자료 기반 부가질량 보정법을 A댐 여

수로에 설치된 수문에 적용하여 보았다. A댐 수문의 제원은 

표 1과 같으며 실험 당시 수문의 수위는 수문 바닥면으로부

터 4.0 m이다.

현장에서 타격(Hammering)에 의한 강제진동실험으로부

터 측정된 고유진동수 결과는 그림 4~9에 나타내었고, 타격 

위치 및 센서 위치는 그림 3과 같다. 이로부터 계산된 고유

진동수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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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댐 수문의 제원

구분 상세내용

수문의 구성 레디얼 수문 판 + 암(Arm) + 힌지(Hinge)

반경 힌지에서 수문 판 거리: 8.5 m

크기
폭 : 9.98 m 
높이 : 7.42 m 

부재연결
수문 판: 용접

암: 볼트결합

표고

수문 바닥면 : 271.00 m
수문 상부면 : 278.42 m

최대저수위 : 275.00 m

<그림 3> 수문 후면(하류방향)에서의 타격 위치(A, B, C) 및 센서 위

치(LL, LC & ML, MC)

<그림 4> 현장 강제진동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고유진동수 (타격: A 센

서: ML)

<그림 5> 현장 강제진동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고유진동수 (타격: A 센

서: MC)

<그림 6> 현장 강제진동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고유진동수 (타격: B 센

서: LL)

<그림 7> 현장 강제진동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고유진동수 (타격: B 센서: LC)

<그림 8> 현장 강제진동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고유진동수 (타격: C 센서: LL)

<그림 9> 현장 강제진동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고유진동수 (타격: C 센서: LC)

<표 2> 현장 강제진동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고유진동수(Hz) 

타격위

치
센서위치

측정된 고유진동수

1st 2nd 3rd 4th 5th

A
ML 11.72 - 24.22 - 42.58

MC 11.72 - 24.22 - 42.58

B
ML 11.72 - 24.22 34.38 42.58

MC 11.72 - 24.22 36.40 42.58

C
LL 11.72 13.26 24.22 - 42.58

LC 11.72 13.26 24.22 34.38 42.58

대표 고유진동수 11.72 13.26 24.22 34.38 42.58

<그림 10> A댐 수문 유한요소모형

3.2 수치모형

수문의 유한요소모형(그림 10)은 수문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좌표계는 수문의 상

류방향은 X축, 폭은 Y축 그리고 높이방향을 Z축으로 설정

하였다.

수문의 판과 보강부재는 4노드 쉘 요소 18,346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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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한요소모형 구성

요소종류 적용부재

Shell
(18 346 EA)

Skin Plate, Girder, Channel
Vertical  H-Beam
Horizontal Web
Horizontal Flange
Support Plate

Beam
(108 EA) Main Arm, Truss, X-Bracing

<표 4>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물성

밀도

(kg/m3)
탄성계수

(MPa) 포아송비

7850 2.10×105 0.3

<표 5> 경계조건

바닥면(롤러조건) 측면(롤러조건) 암 지점부 힌지

UZ UY UX, UY, UZ, URX, URZ

<그림 11> 수위에 따른 부가질량 분포

하고 암(Arm), 트러스 보강재 및 브레이싱 부재는 3차원 보 

요소 108개를 사용하였다. 수치모형의 기하비선형을 방지

하기 위해서 요소의 크기는 100mm 이하로 설정했으며
 
완

전적분(Full Integration)방법을 사용했다. 수문의 재질은 용

접구조용 압연강재(SM 400A)로서 이에 대한 물성은 표 4와 

같고 경계조건(표 5)은 수문의 바닥면은 수직방향, 양측면은 

축방향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암의 지지부에 위치한 힌지는 

축방향 회전 자유도를 제외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수문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표현하기 위해서 식 (3)과 같

은 Westergaard의 부가질량 산출 근사식을 사용하였다. 부

가질량은 수문 판을 구성하는 쉘 요소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

산했으며, 수문 판을 구성하는 쉘 요소의 노드에서 대표한다

고 가정하였다. 그림 11은 수위에 따른 부가질량 분포이다.

  


   (3)

여기서, m은 부가질량(Kg), 는 물의 밀도(Kg/m3), hw

는 수위(m), y는 연직높이(m), A는 연직 높이 당 단면적

(m2)이다.

3.3 진동모드패턴 분석 결과

앞에서 언급된 수치모형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여 얻은 고유진동수와 현장 측정값을 진동모드패턴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 6과 그림 12를 살펴보면 현장실험보다 

수치해석 결과에서 구한 고유진동수가 작게 나타나며, 주요 

진동모드(그림 12(a), (b), (c))에 대한 현장측정 고유진동수

와 고유치해석 결과의 상대오차는 13.2%로 산정되었다.

상대오차를 이용하여 수정계수를 계산하고 고유치해석을 

재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그림 13과 같은 보정된 부가질량을 

얻을 수 있었다. 시행오차법 적용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상

대오차가 허용범위로 정한 3% 이하를 만족할 때까지 진행

하였다.

표 8에 부가질량 보정 후 현장 측정값(그림 4~7)과 고유

치해석으로부터 구한 고유진동수(그림 14) 및 강제진동 수

치 시뮬레이션(그림 15~22)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과적으

로 부가질량의 보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치모형을 구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정된 부가질량을 반영한 강제진동 수치 시

뮬레이션의 결과(그림 15~22)를 살펴보면 부가질량 보정 

전보다 현장실험 결과와 근접한 고유진동수 특성이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문의 지진해석

4.1 해석방법

실측자료 기반 부가질량 보정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

해서 지진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유치해석과 강제진동 수치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치모형을 사용했으며, 

범용 해석프로그램인 Abaqus(10)
를 사용하여 직접적분법

(Direct Integration Mehtod)에 의한 시간이력해석법(Time 

History Analysis Method)을 적용하였다. 우선, 정수압과 

자중을 고려한 정적해석을 통해 수문의 초기치를 구하고 두 

번째 단계로 수평지반운동을 0.01초 간격으로 총 10초 동안 

지속시켜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수평지반운동은 

1962년 인도 Koyna 지역에서 10초 동안 실측된
(11)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가속도(그림 24)이며, 수문의 암의 지점부

에 위치한 힌지에 강제변위로 작용시켰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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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장측정 고유진동수(Hz) 및 부가질량 보정 전 수치해석 결과  

종류 현장 강제진동실험 강제진동 수치 시뮬레이션 고유치해석

타격위치 B/C A B A
고유진동수 모드

센서위치 LL LC ML MC LL LC ML MC

신호분석

(FFT)

1 11.72 11.72 11.72 11.72 10.01 10.01  9.77  9.77  9.91  2

2 13.26 13.26 - - 11.72 11.72 11.96 11.72 11.86  4

3 24.22 24.22 24.22 24.22 21.00 21.00 20.75 20.75 20.93 11

4 35.94 34.38 - - 30.52 30.52 30.52 30.52 30.75 20

5 42.58 42.58 42.58 42.58 36.62 36.62 36.62 36.62 35.97 34

(a) 모드 2 (9.91 Hz) (b) 모드 4 (11.86 Hz)

(c) 모드 11 (20.93 Hz) (d) 모드 20 (30.75 Hz) (e) 모드 34 (35.97 Hz)

<그림 12> 부가질량 보정 전 진동모드패턴

<그림 13> 부가질량 보정법 적용 전후의 부가질량

<표 7> 시행오차법에 의한 상대오차 및 수정계수 산정 결과

시행오차법 회수 상대오차 (%) 수정계수 ( )

보정 전 13.2 0.780

1 4.02 0.728

2 1.13 -

변위와 반력에 대한 시간이력과 수문 판에 작용하는 응력

(최대주응력, 최소주응력, 최대전단응력 및 Von Mises 응

력)의 변화를 통해 부가질량 보정 전후의 지진력을 비교, 분

석하였다. 수문 판의 정중앙의 변위와 암 지점부 힌지의 반

력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정적해석 단계에서 구한 수문의 

초기 변위는 -0.793 mm이며, 초기 반력은 328 kN이다.

4.2 해석결과

부가질량 보정 전후의 변위와 반력은 진폭은 물론 최대변

위가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졌으며, 변위는 13.8%, 반력은 

10.6% 감소하였다. 그림 25와 26은 보정 전후의 변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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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현장측정 고유진동수(Hz) 및 부가질량 보정 후 수치해석 결과

종류 현장 강제진동실험 강제진동 수치 시뮬레이션 고유치해석

타격위치 B/C A B A
고유진동수 모드

센서위치 LL LC ML MC LL LC ML MC

신호분석

(FFT)

1 11.72 11.72 11.72 11.72 11.47 11.47 11.23 11.23 11.28 2

2 13.26 13.26 - - 13.43 13.43 13.43 13.43 13.44 4

3 24.22 24.22 24.22 24.22 23.93 23.93 23.93 23.93 23.98 12

4 35.94 34.38 - - 35.64 35.64 35.64 35.89 34.81 21

5 42.58 42.58 42.58 42.58 40.77 40.77 40.77 40.77 41.84 44

(a) 모드 2 (11.28 Hz) (b) 모드 4 (13.44 Hz)

(c) 모드 12 (23.98 Hz) (d) 모드 21 (34.81 Hz) (e) 모드 44 (41.84 Hz)

<그림 14> 부가질량 보정 후 진동모드패턴

<그림 15> 부가질량 수정 전 진동수 신호분석

      (타격 위치: A, 센서 위치: ML)

<그림 16> 부가질량 수정 후 진동수 신호분석

      (타격 위치: A, 센서 위치: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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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부가질량 수정 전 진동수 신호분석

       (타격 위치: A, 센서 위치: MC)

<그림 18> 부가질량 수정 후 진동수 신호분석

       (타격 위치: A, 센서 위치: MC)

<그림 19> 부가질량 수정 전 진동수 신호분석

      (타격 위치: B, 센서 위치: LL)

<그림 20> 부가질량 수정 후 진동수 신호분석

      (타격 위치: B, 센서 위치: LL)

<그림 21> 부가질량 수정 전 진동수 신호분석

      (타격 위치: B, 센서 위치: LC)

<그림 22> 부가질량 수정 후 진동수 신호분석

      (타격 위치: B, 센서 위치: LC)

한 시간이력이고 그림 27과 28은 반력에 대한 시간이력이다.

수문 판에 작용하는 보정전후의 응력을 표 10에 나타내

었으며, 응력분포도는 그림 29~36과 같다. 부가질량을 보정

한 후 수문 판에 발생하는 최대주응력은 25.2%, 최소주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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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진해석을 위한 수치모형 <그림 24> 인도 Koyna 지진의 수평지반운동에 대한 시간이력

<표 9> 부가질량 보정 전후의 최대 변위와 최대 반력에 대한 비교

구분 변위 (mm) 반력 (kN)

부가질량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발생시점(sec) 3.82 3.82 3.19 3.81

최대값 1.82 1.60 814 736

발생지점 수문 판의 정중앙 암 지점부 힌지

상대오차(%) 13.8 10.6

<그림 25> 부가질량 보정 전 변위 <그림 26> 부가질량 보정 후 변위

<그림 27> 부가질량 보정 전 반력 <그림 28> 부가질량 보정 후 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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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부가질량 보정 전후의 수문 판에 발생하는 응력(MPa)에 대한 비교

응력 최대주응력 최소주응력 최대전단응력 Von Mises 응력

부가질량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발생시점(sec) 3.19 3.82 3.20 3.82 3.20 3.82 3.20 3.82

최대값(MPa) 33.3 26.6 -35.1 -26.9 35.1 26.9 33.2 25.4

발생지점
수문 판

암 연결부

수문 판

하단 모서리

수문 판

하단 모서리

수문 판

하단 모서리

상대오차(%) 25.2 30.5 30.5 30.7

<그림 29> 보정 전 최대주응력 <그림 30> 보정 후 최대주응력

<그림 31> 보정 전 최소주응력 <그림 32> 보정 후 최소주응력

<그림 33> 보정 전 최대전단응력 <그림 34> 보정 후 최대전단응력 

<그림 35> 보정 전 Von Mises 응력 <그림 36> 보정 후 Von Mises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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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대전단응력은 30.5%, Von Mises 응력은 30.7% 감소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반도 기후변화로 중요성이 부각되

는 댐 수문의 내진안전성 평가를 위한 정확한 부가질량 보

정법과 이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 강제

진동실험에서 측정된 수문의 고유진동수를 수치 시뮬레이

션을 통해 얻은 대응 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문

의 부가질량을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측자

료 기반의 반실험적 보정법을 실제 수문에 적용하여 부가질

량을 계산한 결과, 기존의 Westergaard 식으로부터 계산된 

부가질량보다 27.2%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Westergaard 식이 수문과 같은 비교적 유연한 구조물에 대

해서는 실제보다 과도한 부가질량을 산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보정된 부가질량이 수문의 내진성능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강제진동실험이 행해진 수

문을 대상으로 지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Westergaard 부

가질량을 사용한 수문의 수치모형이 실측자료로 보정된 부

가질량을 사용한 경우보다 최대 지진력에서 10.6%, 최대 변

위에서 13.8% 큰 값을 산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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