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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모형시험을 통한 농업용 저수지 거동 평가

Evalu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 Behavior by Seismic Shaking Table Test

임성윤* ･송창섭** ･김명환*,†

Seongyoon Lim ･ Changseob Song ･Myeonghwan Kim

Abstract

Embankment of agricultural reservoir started by four major rivers project. Most agricultural reservoirs must insure the agricultural water, they need must
be ensured stability of embankment. Recent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seismic stability of structure by earthquake. 
Results of evaluation of the structural stability through seismic vibration test and numerical analysis, maximum displacement and the maximum 
acceleration is a similar trends. 
Appeared by increasing occurrence of the value of the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of the structure with the result long period wave type in accordance
with the seismic wave in the case of seismic waves, which shows the results of similar tendency as long period wave type consists of waveform seismic
acceleration.
Model test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s with in order to increase embankment agricultural reservoir, the displacement was found to ensure it is displayed
within one percentag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embank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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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2009년 기준 총 17,569개소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14,206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363개

소를 관리하면서 농경지 453천 ha에 농업용수 공급과 함께 하

류하천의 수질개선, 홍수조절, 생태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그

러나 농업용 저수지들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설치된 지 오

래되어 노후 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

지만 시설수가 워낙 많아 수요만큼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못하

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다수확, 고품질 농산물 재배, 

생활환경 개선, 농촌지역 생·공업용수 등을 위한 지역유지용

수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맑고 풍부한 수자원 확보가 수자원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큰 댐을 설치할 적지부족,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저수지를 재개발하는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농업용수 댐은 1945년 이전에 준공된 댐이 9,154개소로 전

체의 52.1 %를 차지하고 있다. 1946 ~ 1966년도 사이에 준공

된 댐도 22.1 %에 달하는 등 4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

의 74.2 %에 이르고 있다 (KRC, 2010). 이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기존 저수지를 대상으로 기존 제방 덧쌓기 

등 둑 높이기와 여수로 확장 및 수문 설치 등을 통해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를 개보수하고 둑 높이기를 통해 확보되는 추

가 저수량을 갈수기에 집중 방류하여 지류 및 본류의 유황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Cho, 2009). 또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의해 대상 저수지 113개소 (2012년 현재)에 약 

2.8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KRC, 2012).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설계 당시에는 양호한 상태로 평

가되었더라도, 시공 이후에는 유지관리 상태 및 외적 요인 등

에 의해 잔존하는 위험요소가 노출되어 제체의 안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저수지 제체의 붕괴원인으로는 홍수시 급격

한 수위상승 및 급강하에 의한 비탈면의 활동, 기초 지반의 토

질조건, 제방 월류 그리고 수위변화에 따른 제체 내 지반누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제체가 

붕괴되면 홍수, 침수 및 인명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방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준설정과 평가기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Lee, 2012).

저수지 제체의 안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파이핑 현

상의 실내모형실험과 침투해석, 제체의 붕괴원인, 붕괴사례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Jung, 1989; 

Kwon et al., 2004; Lee et al., 2011). 하지만, 최근 규모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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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e A (b) site B

Fig. 1 Test zone

Table 1 Test condition of shaking table

Station Law of similarity Bed rock acceleration (g) Measurement list

site A 1/70 0.220 Acceleration, Maximum horizontal displacement

site B 1/100 0.154 Acceleration, Maximum horizontal displacement

지진의 발생으로 인한 구조물 내진 안정성 확보에 더 큰 관심

을 갖고 있으며, 홍수 도달시간까지 구호조치와 인명구조에 

대한 가상 훈련도 실시되고 있다. 댐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경

우 2차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제당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추가 용수확보, 취수탑 또는 물넘이·방수로 등의 

주변 시설물의 개수가 용이한 저수지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이기에 따른 제당의 지진 발

생 시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진동 모형시험과 수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시험대상 및 방법

1. 시험대상

본 연구의 대상 저수지는 site A와 site B에 위치한 저수지 

둑 높이기 현장을 선택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Site A에 위

치한 저수지는 총 저수량 약 4700만톤, 저수지의 제방구조는 

흙댐이며, 규모는 길이 814.5 m, 높이 13.3 m, 제당 저면 폭은 

50.5 m이다. Site B에 위치한 저수지는 총 저수량 2175만 m2, 

저수지의 제방구조는 흙댐이며, 규모는 길이 410 m, 높이는 

27.2 m, 제당 저면 폭은 72.5 m이다. Fig. 1은 연구 대상 저수

지의 위치와 주변 지형도이다.

2. 시험조건 및 단면

Site A의 저수지의 둑 높이기 방식은 후면 덧쌓기 방식이

며, site B의 저수지는 제방 증축 공사 시 이설쌓기 방식을 적

용하여 증축 후 둑 높이기 사업으로 후면 덧쌓기 방식을 추가 

적용하였다. 해당 저수지의 지진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축소 모델링 하였다. 축소 모델링한 구

조물은 지진 진동대에 설치한 후 수평하중 (지진진동)을 발생

시켜 모형 구조물의 가속도 변화와 동적변위 등을 측정하여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지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설계 기반암가속도는 과업 대상지역에서 구조물의 중요

도, 지역계수, 성능목표수준, 지진재현주기에 따른 위험도 계

수, 구조물 하부 기초지반과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고려

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저수지의 상사율과 기반암 가속도 및 

계측항목을 Table 1과 같으며, Fig. 2 ~ Fig. 3은 표준단면도

와 모델링 단면이다.

3. 시험방법 및 상사율

가. 시험방법

지진 진동 시험에 사용된 토조 시험장치는 평면변형률 토

조, 재하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토조의 제원은 700 (H) × 

20000 (L) × 600 (W) mm이며, 토조의 앞․뒷면은 마찰이 적은 

투명 아크릴 판으로 제작하여 시험 단계별 지반의 거동을 사

진판독을 통하여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조의 프레임은 

강성이 큰 강재를 사용하여 하중 재하시 토조의 변형이 없도

록 제작하였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지진 진동 시험방법은 제작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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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 (b) Modeling

Fig. 2 Sectional view of site A

(a) Standard (b) Modeling

Fig. 3 Sectional view of site B

Table 2 Prototype model size correlation for shaking table test

Physical quantity

Prototype model size correlation

Similarity law 1/70

(site A)

Similarity law 

1/100

(site B)Law of similarity

Actual applying prototype model size correlation

Type I Type II Type III

   
 ,     ,  

length     70 100

time 
 


  24.2 30.6

acceleration 1 1 1 1 1 1

displacement     585.7 1000

stress     70 100

strain    1 8.4 10

준단면 모형을 진동대 모형토조에 모델링 후 진동대 베이스

에 거치하고 가속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한 후 장주

기파인 Hachinohe 지진파, 단주기파인 Ofunato 지진파, 인공

파인 Artificial 지진파를 진동대 축소모형에 가진하여 구조물 

거동을 파악하였다.

나. 상사법칙을 이용한 시험모델 설정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 구조물에 대한 축소모형을 제작하

여 동적거동을 분석하므로 축소모형과 원형사이의 크기관계

(상사법칙)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형과 원

형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Iai (1989)의 상사법칙에 대

한 지반-구조물-유체 상호작용 연구에 있어서 지진 진동 시험

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ai and Sugano 

(1999)가 제안한 상사법칙을 적용한 진동대 시험을 실시하여 

지반-구조물-유체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다.

지반의 거동이 cyclic mobility type인 경우 지반-구조물 시

스템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형률에 대한 크기관계 

( λε)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지진 진동 모형시험에서는 진동대의 제원 및 제반 시험

조건을 고려하여 제체 구조물을 원형의 1/70, 1/100 크기로 

모델링하였으며, 대상 지반의 동적 거동특성이 cyclic mobility

의 형태를 보이므로 Type Ⅱ를 이용한 상사법칙을 적용하였

다. Table 2는 상사율 1/70과 1/100에서의 대표적인 물리량에 

대한 원형과 모형의 크기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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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put earthquake motion make use of real earthquake records

Seismic Content Magnitude Max Acceleration 

Hachihone 1968. 3. 16. Tokachi occurrence of earthquake 7.9 0.170 g

Ofunato 1978. 6. 12. Miyagi occurrence of earthquake 7.4 0.161 g

(a) Hachinohe (b) Ofunato (c) Artificial

Magnitude : 7.9 Magnitude : 7.4 Magnitude : -

Fig. 4 Input earthquake waveform

다. 입력지진파

수치해석을 위한 가속도 시간이력은 내진설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바로 구한 지진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

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특히 국내의 경우는 사

용할 수 있는 지진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외국의 기록

을 이용하여 해당 부지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밖

에 없다. 널리 쓰이는 방법은 기존의 지진기록을 수정하는 방

법과 시간영역에서 인공적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입력지진파의 실제 지진기록을 정리

하면 Table 3과 같다. 시험과 수치 모델링에 사용한 입력지진

파 중 Hachinohe 지진파와 Ofunato 지진파는 일본에서 발생

한 실제 지진파를 해당 과업 지구의 설계지반 기반암 가속도

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공지진파는 인공지진파는 ‘내진설계기준연구 (II), 건설

교통부, 1997’에서 제시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

게 지진파를 합성한다.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지진의 규모

와 발진기구특성 전파경로 및 부지의 국지적인 조건이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진구역과 지반조건으로 합성하여 주파

수 영역에서 인공적으로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Fig. 4는 입력

지진파의 지진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Ⅲ. 해석결과

본 시험은 시험결과의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경향 분석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진 

진동시험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제당 구조물의 변형으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변위와 가속도 결과를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1. 지진 진동 모형시험 결과

Site A와 site B의 지진 진동 시험전경은 Fig. 5 ~ Fig. 6은 

지진 진동 축소모형시험 모델링 과정이다. 축소 모형에 사용

한 재료는 현장 토취장에서 채취한 흙을 사용하였으며, 지진

파 가진시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속도계와 제체 상

부에 수평 변위계를 설치하여 계측하였다.

Site A와 site B의 지진 진동시험결과, 제당 상부에서의 최

대 수평변위와 최대 가속도 변화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측정결과 site A와 site B 모두 장주기파형의 지진파에서 

최대 수평변위와 최대 가속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지역에서 기반암 가속도에 비해 구조물 상부에서 최대 

응답가속도가 증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주기 파형에서 최대값을 보이는 것은 제당의 규모가 상

대적으로 작은 site A의 경우, 장주기 파형에 의한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지진의 탁월주기가 일치하여 공진현상이 발생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인공 지진파 가진시 가속도는 

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장주기 성분이 우세하기 때문에 장주

기파형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2. 수치해석 결과

가. 해석 프로그램명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은 AFIMEX- 

GT 3D (3차원 FEM 프로그램)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지반의 불균질성․불연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선

형․비선형해석이 가능하며, 2차원 단면에서 작성한 메쉬를 밀

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3차원 Volume 작성이 가능하고, 지

반․구조물의 응력, 변형, 안정해석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으

로 각종 해석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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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ment position (b) Guide line (c) Foundations

(d) Dam body (e) Raise embankment (f) Finish Modeling

Fig. 5 Modeling stage of Site A

(a) Measurement position (b) Guide line (c) Foundations

(d) Dam body (e) Raise embankment (f) Finish Modeling

Fig. 6 Modeling stage of Site B

Table 4 Maximum value of shaking table test

Dividing Hachinohe Ofunato Artificial

Horizontal displacement 

(cm)

site A 7.4 2.9 7.1

site B 7.0 1.5 1.2

Acceleration (g)
site A 0.553 0.381 0.587

site B 0.408 0.245 0.243

나. 입력 물성치

수치해석에 사용된 지반 동적 물성치는 Table 5,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적 물성치는 지층별 전단파 속도, 

전단탄성계수, 동탄성계수 및 동포아송비로 지층별 SPS 검

층 및 밀도 검층시험을 수행하여 획득한 결과와 경험식 및 기

존설계사례를 분석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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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erical analysis input dynamic data_site A

Dividing
Vp

(m/sec)

Vs

(m/sec)

Gd

(MPa)

Ed

(MPa)

Kd

(MPa)
νd

Embankment 1680 510 480 1390 4550 0.45 

Core 1710 530 530 1530 4810 0.45 

Burried layer Sandy soil 1530 420 320 950 3870 0.46 

Colluvium

Cohesive soil 1600 440 350 1010 4110 0.46 

Sandy soil 1700 530 530 1530 4750 0.45 

Gravel 1820 610 720 2070 5460 0.44 

Weathering soil 1850 650 840 2400 5690 0.43 

Weathering rock 2000 800 1370 3850 6740 0.40 

Soft rock 3000 1380 4470 12210 15160 0.37 

Sound rock 3700 1800 8600 23120 24860 0.34 

Table 6 Numerical analysis input dynamic data_site B

Dividing
Vp

(m/sec)

Vs

(m/sec)

Gd

(MPa)

Ed

(MPa)

Kd

(MPa)
νd

Embankment 742 302 170 480 810 0.401  

Core 740 300 160 460 790 0.402  

Burried layer Sandy soil 640  200 70 200 620 0.446 

Colluvium

Cohesive soil 520  120 20 70  420 0.472 

Sandy soil 680  210 70 220 720 0.447 

Gravel 760  270 130 390 910 0.428 

Weathering soil 820  310 180 510 1,030 0.417 

Weathering rock 1,150  510 520 1,430 1,950 0.378 

Soft rock 2,330 1,200 3,450 9,120 8,420 0.319 

Moderate rock 2,800  1,480 5,470 14,300 12,290 0.306 

Sound rock 3,120  1,670 7,530 19,560 16,240 0.299 

(a) Site A (b) Site B

Fig. 7 3-Dimension numerical analysis standard model

다. 해석 모델링

지진에 의한 유체와 지반 및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원지반과 댐체, 물의 접합면 요소

를 각각 모델링 하여 해석에 적용하였다. 각 지역의 해석모델

링 표준단면은 아래 Fig. 7과 같다.

라. 지진파형에 따른 수치해석 응답결과

지진파형에 따른 수치해석 응답결과는 Fig. 8과 같으며, 지

진파형에 따른 수평변위와 가속도의 변화는 Fig. 9와 같다.

수치해석 결과 site A의 제당 상부의 수평변위는 장주기파

형에서 최대 0.42 ㎝, 가속도는 최대 1.470 g로 기반암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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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chinohe (b) Ofunato (c) Artificial 

 max   max   max 

 max   max   max 

Fig. 8 Maximum Strain of site A(up) and site B(down)

Fig. 9 Horizontal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0.220 g보다 6.68배 증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te B는 제

당 상부에서 최대 수평변위가 장주기파형에서 3.25 ㎝, 가속

도는 1.186 g로 기반암 가속도 0.154 g보다 7.70배 증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당의 전반적인 안정기준 허용변위는 국토교통부 “기존 

제방의 내진성능평가요령”에서 제시한 제체 높이의 1% (site 

A : 13.3 ㎝, site B : 27.2 ㎝)임을 고려할 때, 두 지역에서 허용

변위를 만족하는 해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치해석은 제

체와 하부 지반이 균질한 상태인 것으로 가정하고 지진파가 

균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모형 시험과 수치해석 결과 비교

일반적으로 축소 모델링 시험과 수치해석은 지반-구조물 

상호거동은 지반의 불확실성과 동적하중의 주파수, 시간이

력, 감쇠조건이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수치해석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지반의 동적하중이 지반내 모형의 가진부

에서 수직으로 구조물에 전달하지만, 축소 모델링 시험의 경

우 모형토조 전체에서 동적하중이 전달되어 구조물에 전달하

게 된다. 또한, 모델링 지반의 불균일과 감쇠조건이 실제 지반

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축소 모형시험과 수치

해석의 시험결과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으며, 기반암 가속

도에 의한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의 경향을 파악하여 제체

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과를 비교하면 Table 7, Table 8과 같다.

3차원 수치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평가를 위해 지진 진동 모

형시험과 비교 결과, 수치해석과 지진 진동 모형시험의 장주

기파형에서 가장 큰 수평 변위를 보여 유사한 경향으로 거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해석에 비하여 지진 진동 시험결

과는 수치해석결과가 변위는 작고, 가속도가 다소 크게 발생

하였으나, 가속도가 증폭하는 경향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평변위와 최대 응답가속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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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ximum displacement (Model test - Numerical analysis)

unit : cm

Dividing Hachinohe Ofunato Artificial
Allowable 

displacement

site A
Numerical analysis 0.42 0.26 0.29

13.3
Model test 7.4 2.9 7.1

site B
Numerical analysis 3.25 1.95 2.10

27.2
Model test 7.0 1.5 1.2

Table 8 Maximum acceleration (Model test - Numerical analysis)

unit : g

Dividing Hachinohe Ofunato Artificial

site A
Numerical analysis 1.470 0.920 1.100

Model test 0.553 0.381 0.587

site B
Numerical analysis 1.186 0.737 0.747

Model test 0.408 0.245 0.243

는 겻으로 나타났지만, 제당 구조물의 허용 변위가 구조물 높

이의 1 %로, site A와 site B 모두 허용 변위를 만족하여 제당

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해석은 지반 물성값을 상수로 가정하므로 해석 중 토

층의 공진 진동수는 일정하다. 따라서, 강진 입력운동의 주파

수와 토층의 공진진동수가 일치하게 되면 비현실적인 큰 증

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체의 높이가 더 높은 site B의 경우

가 site A보다 최대 수평변위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진 진동 모형시험은 지진파 가진에 의한 진동으로 흙

의 강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수치해석의 최대 수평변위와 최

대 응답가속도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에서 수치해석과 지진 진동 모형시험 수평변위가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제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

고 하부지반이 두껍게 조성된 site A에서 응답가속도가 크게 

증폭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이기에 따

른 지진 진동 시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구조물 변위와 가속도 

결과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 저수지 

제당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지진 진동 모형시험 결과 site A와 site B의 제당 구조물에

서는 장주기파형에서 변위와 응답가속도가 큰 값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도의 경우, 기반암 가속도에 비해 

제당 상부에서 크게 증폭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site A 제당의 경우 응답가속도와 변위가 site B 

제당보다 큰 값을 보였는데, site B 제당이 내진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결과값이 다소 작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진 진동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을 비교한 결과, 결과 값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였지만, 구조물 상부에서 발생하는 변

위와 가속도가 증폭하는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제당 구조물의 허용 변위가 제당고의 1 % 이내인 것으

로 나타나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치해석은 지반 물성값을 상수로 가정하므로 해석 중 토

층의 공진진동수는 일정하여 공진진동수가 서로 일치할 

경우 비현실적인 큰 증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진 진동 모

형시험은 진동으로 인하여 흙의 강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진 진동 모형시험과는 최대 수평변위와 최대 가속도에

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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