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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지진 등에 취약한 농업용 저수지 (30~50

년 빈도 최대강수량으로 설계)에 대한 지질재해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 농업기반 수리시설물 중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

계 대상 시설은 전체 3,548개소 (저수지 3,398개소 및 방조제 150개소) 중 

총 697개소 (저수지 594, 방조제 103)이지만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1]), 이는 각각 저수량 500천 m3 이상 (및 제고 15 m 이상)과 

국가관리방조제를 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각 시설물이 위치한 지질구조

와 무관하게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의 

영향을 공사관리 지진가속도계 17개소와 농어촌지하수/해수침투관측망 

지하수위 관측공 364개소의 관측자료로 분석한 결과 (Wang and Manga 

[2]), 진앙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단층 및 지질구조선 분포에 따라 영

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법에 의거한 내진설계 의무시설

의 내진 보강 기준을 상향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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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A total of 594 reservoirs (17%), which are managed by KRC, equipped with earthquake-resistant facilities whereas remaining ones did not. 

In addition, reservoirs were placed without the effect of geological structures (i.e., fault and lineament). Therefore, development on 

technique for alleviating the potential hazards by natural disasters along faults and lineaments has required. In addition, an effective 

reinforcement guideline related to the geological vulnerabilities around reservoirs has required.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maintenance for the safety of earth fill dams. A radius 2 km, based on the center of the reservoir in the study area was set as the 

range of vulnerability impacts of each reservoir. Seismic design, precise safety diagnosis, seismic influence and geological structure were 

analyzed for the influence range of each reservoir. To classify the vulnerability of geological disasters according to the fault distribution 

around the reservoir, evaluation index of seismic performance, precise safety diagnosis, seismic influence and geological structure were 

also developed for each reservoir, which were a component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geological disasters. As a result, the 

reservoir with the highest vulnerability to geological disasters in the pilot district was analyzed as Kidong reservoir with an evaluation index 

of 0.364. Within the radius of 100km from the epicenter of the Pohang earthquake, the number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subject 

to urgent inspections were 1,180 including reservoirs, pumping stations and intakes. Four reservoirs were directly damaged by earthquake 

among 724 agricultural reservoirs. As a result of the precise inspection an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of the reservoir after the earthquake, 

it was reported that cracks on the crest of reservoirs were not a cause of concern. However, we are constantly monitoring the safety of 

agricultural facilities by Pohang after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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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단층 및 선구조 등 지질구조선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단층 및 선구조 등 지질구조 밀도가 높은 인근 저수지

에 대한 지질재해 예측 기법과 체계적인 지질재해 취약성도 구축을 통한 종

합적인 대응기법이 필요하다. 또한 내진보강을 위한 대상 저수지 선정 시에

도 기존의 설계기준인 총저수량과 제고 이외에 주변 지질구조선에 따른 취

약성 등급 결과를 활용한 새로운 보강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주변 단층분포 특성을 고려한 저수지별 지질재해 취

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등급화 방안 마련 및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 본진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공사관리 노후 저

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진대처 방안 마련 필요에 따라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근 지질재해 취약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단층분포 특성을 고려한 저수지별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기준을 우선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진과 인접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지진 직후에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진앙지 인근 저수지 4개소에서 제체 내 댐마루 균열 피해가 보

고되었다. 이전과 다르게, 이번 지진으로 총저수량 규모가 722여 천톤에 이

르는 대형 저수지에 종방향 균열 피해가 나타났다는 것은 큰 우려사안이었

다. 따라서 우선 대형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 

(총저수량 기준 30만 톤 이상)에 대한 저수지 주변 지질구조선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한 소규모 저수지

에 대한 지질재해 취약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저수지 주변 단층분포 특성에 따른 지질재해 취약성 등급화를 위해 지진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취약성 평가의 구성요소인 

내진성능, 정밀안전진단 및 지진영향 및 지질구조선 평가지표를 정립하였다. 

연구지역 내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대상 저수지는 21개소가 해당되며, 저수지 

제체를 중심으로 위치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GIS Geoprocessing Tool

을 활용하여, 저수지 제체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2 km Buffer를 실시하여 

지질재해 영향범위 및 추가적인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Bae [3], 

Hubbard et al. [4], Kassou et al. [5]). 지질재해 종합평가에 있어서 평가

지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각 구성요소 간의 가중치

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본 평가체계는 저수지 시설물 및 주변 지질구조선

에 따라 평가지표별로 판단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경적, 지리적 요

소,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 및 위험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연구지역 현황

2.1 지질학적 특징

연구 지역은 경북 포항시 북부의 흥해읍에 위치하고 지체구조적으로는 제 

3기 포항분지 중부의 대부분이 환동해 알칼리 화산지구에 속한다 (Lee 

[6]). 이 지역 주변 일대의 광역적인 지질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하양층군

에 속하는 퇴적암류를 최기저층으로 하여 이를 관입한 제3기의 석영반암, 

흑운모화강암, 규장암 및 석영조면암 그리고 이들을 피복하는 퇴적암류가 

제3기 포항분지의 기반암을 이루며 지표에 분포하고 있다. 이전 연구 결과

에 의하면 (Song et al. [7]), 시추공의 코아 및 시추 작업 시에 발생하는 슬

러리 (slurry)를 회수하여 지질검층을 실시한 결과, 각 시추공의 대표적인 

암종은 미고결 이암 (semiconsolidated mudstone), 화산력 응회암 (lapilli 

tuff), 이암 (mudstone), 유문암 (rhyolite), 중성맥암 (intermediate dyke), 

사암 및 이암 (sandstone & mudstone) 등이다. 이 중에서 최상부에 매우 두

터운 층후를 보이는 미고결 이암은 암갈색이고 전반적으로 완전히 고화되

지 못한 암석에 속하며, 화산력 응회암은 대부분 담녹회색이고 응회질 사암

과 함께 전 구간에서 약풍화 암상을 보이며 그 하부에 분포하였다.

2.2 주변 저수지 현황 및 피해 사례

2017년 포항강진 직후에 진앙지로부터 반경 100 km 이내 공사관리 시

설물에 대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완료하였다. 긴급점검 대상 농업기반시설

물은 저수지, 양배수장 및 취입보 등 1,180여 개소에 이른다. 이중에서 저수

지는 724개소이며, 외관조사 및 긴급점검 으로 파악된 직접 피해가 나타난 

저수지는 4개소였다 (Table 1). 대부분은 저수지 제체에 종방향 혹은 횡방

향 균열 피해가 보고되었는데, 회학저수지 경우에, 저수지 제체 No.5+10 지

점에서 횡방향 균열 및 No. 7 지점의 종점부에서 횡방향 균열 발생하였다. 

균열 발생 구간에 대한 누수 가능성 및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 

전기비저항탐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여진에 따른 더 이상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3.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요소

3.1 저수지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주변 단층분포 특성에 따른 

지질재해 취약성 등급화를 통해 지진 시 우선수위를 정하여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

구지역 내 저수지 제체 중앙을 기준으로 2 km 반경을 저수지별 지질재해 취

약성 영향범위로 설정하였다. 각 저수지별 영향범위에 대해 내진성능, 정밀

안전진단, 지진영향 및 지질구조선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저수지별 지질

재해 취약성 평가의 구성요소인 내진성능, 정밀안전진단, 지진영향 및 지질

구조선 평가지표를 정립하고 산정방법을 개발하였고, 각 구성요소 간의 가

Table 1. Damages of four earth fill dams by Pohang earthquake

Site name Length (m) Height (m) Storage (m3) Damages

Hoihak 215 15.7 722,000 Cracks along the crest (L=20 m, b=1.0 cm, h=15 cm over)

Dungak 440 7.0 21,000 Cracks along the crest (L=5 m, b=5.0 cm, h=20 cm over), Cavity around drainage (L=2 m, b=2.0 cm, h=60 cm over)

Samjung 100 8.0 8,000 Cracks along the crest (L=50 m, b=1.5 cm, h=15 cm over)

Gitangi 89 6.0 4,000 Cracks along the crest (L=56 m, b=1.0 cm, h=15 cm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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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를 반영하여 저수지별 종합취약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하였다. 

연구지역 내 저수지별 영향범위를 설정하였고, 내진성능, 정밀안전진단, 지

진영향 및 지질구조선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취약성 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평가체계는 연구에 따른 자문회의 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전문가 의

견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질구조선 구성요소에 취약성 가중치를 

더 산정하였다. 하지만 구성요소간 가중치 설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AHP 방법 등을 통한 다방면의 전문가 의

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평가지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단층분포 특성을 고려한 저수지별 지질재해 종합취약성 평가를 위해 

우선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적용하였다. 시범지구는 행정구역상 포항시에 

속한 1종 저수지로 총 21개소이다 (Fig. 1).

3.2 저수지 내진성능 평가

일반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라 함은 시설물이 최신 내진설계에서 규정하는 

내진성능에 비해 어느 정도의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저수지 내진설계의 법적 근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며, 저수지 경우는 총저수량 50만 톤 이상이

면서 제체 높이가 15 m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공사관리 저수지 중 내진성

능 저수지는 총 594개소인데, 시범지구 내 저수지 21개소는 모두 시설물 내

진설계가 적용되어서 이를 반영하여 내진성능 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3.3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평가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

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 (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평가 기준

에 따라 실시하며,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

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상태변화가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안

전성의 영향정도, 구조적인 중요도가 적절히 고려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결

함 및 손상을 평가유형별로 구분하여 영향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등급을 결

정한다 (Jang et al. [8]).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상태평가 기준에 의해서 수행된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결과를 그대로 활

용하여 저수지별 지질재해 취약성 등급화에 이용하였다.

3.4 저수지 지진영향 평가

지진영향 평가지표는 지진이벤트 시 저수지별 지진영향 크기로 산정하

였으며, 여기서 평가지표 산정을 위한 최대지반가속도 (PGA)는 저수지 인

근 기상청 지진관측소에서 계측된 값을 크리깅 기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Fig. 2는 2016년 9월 12일에 규모 5.1의 경주지진 시 전·후 1시간 동안 기

상청 지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PGA 분포도 상에 시범지구 내 저

수지 21개소 위치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시범

지구 내 저수지별 상대적인 지진영향 순위를 구한 후 지질재해 위험성을 등

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경주지진 (그림에서 별표) 북서쪽

에 위치한 의성관측소 (EUSB) 및 영천관측소 (YOCB)에서 지진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반면에 남서쪽 방향의 울산관측소 (USN)에서는 상대적

으로 지진영향이 미약하게 나타났다.

3.5 저수지 주변 지질구조선 평가

지질구조선 평가지표는 저수지 인근에 분포하는 단층 및 선구조 밀집도, 

지진이벤트 밀도, 활성단층 분포 및 지각응력분포 특성으로 구성되며, 여기

서 선정된 지표는 기존 문헌을 통한 밀도 분석, 로즈 다이어그램을 통한 선

구조의 밀도 분석,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추출 (Thannoun [9]) 및 지질구조

선 판독에 따라 도출된 결과이다 (Fig. 3). 앞서 구축된 지질재해 취약성 평

가 구성요소에 본 지질구조선 취약성 평가 지수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종합

취약성 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연구지역을 포함한 경상북도 위성영상 및 문헌 분석하여 GIS D/B 결과 

(Fig. 3(a)), 포항시 경우에 단층은 총 137개이며, 이들 총합은 106,780 m이

었다. Fig. 3(b)는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위해서 정의된 

Fig. 1. Location map of agricultural reservoirs in Pohang area (from

KRC). A black circle indicates the location of Hoihak reservoir

on Table 1

Fig. 2. Contoured map of PGA by Geongju earthquake around 

agricultural reservoirs in Poha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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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영향범위 내 선구조 및 단층분포를 추출한 결과이며, 한반도에서 발

생한 총 1,522회 지진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 3(c)에 

나타내었다.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지역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로부터 파악된 경상북도에 소재한 71개소 활성단층부터 

연구대상 저수지와 거리 특성에 따른 위험지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Fig. 

3(d)). 지진은 지각응력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단층이 그 응력을 견디지 못할 

때 단층면을 따라 발생하는데, 이때 응력의 크기는 지진 발생 가능성 척도이

다. 저수지별 영향범위 내 최대 수평 주응력과 연직응력의 비를 분석하여 시범

(a) (b) (c)

(d) (e) (f)

Fig. 3. Vulnerability based on geological structure. (a) Location map of reservoirs and faults in Geongbuk province, (b) Faults and lineaments 

around Gidong reservoir, (c) Density of earthquake occurrent, (d) Hazard of active faults around reservoirs, (e) Tectonic stress around 

Geongbuk province and (f) Rose diagram of faults (blue) and reservoirs (red) in Pohang City

Table 2. Vulnerability index of 21 earth fill dams located in Pohang city

No. Site name Length (m) Height (m) Storage (m3) Seismic design Precise safety Earthquake Geological structure Vulnerability index

1 Gidong (GD) 381.0 13.9 597,200 0.055 0.6 0.4 0.904 0.364 

2 Gohyeon (GH) 196.5 15.8 2,123,000 0.055 0.6 0.2 0.803 0.314 

3 Oeo (OE)  239.0  28.7  4,122,000 0.055 0.6 0.2 0.686 0.285 

4 Mabuk (MB)  286.0  46.3  6,225,000 0.055 0.6 0.2 0.651 0.276 

5 Bangok (BG)  262.0  13.0  668,100 0.055 0.6 0.2 0.653 0.277 

6 Euncheon (EC) 290.0 20.1 4,192,000 0.055 0.4 0.2 0.734 0.272 

7 Bangsan (BS)  208.0  36.1  935,000 0.055 0.6 0.2 0.600 0.263 

8 Hoihak (HH)  215.0  13.8  722,000 0.055 0.6 0.2 0.581 0.259 

9 Cheonggyeo (CG)  304.0  17.7  956,800 0.055 0.6 0.2 0.581 0.259 

10 Chobak (CB) 1,501.0 6.5 564,100 0.055 0.6 0.2 0.579 0.258 

11 Ansim (AS)  265.0  16.7  1,578,700 0.055 0.6 0.2 0.559 0.253 

12 Namgyeo (NG) 165.0 20.4 352,500 0.055 0.8 0.2 0.453 0.252 

13 Tapjeong (TJ) 254.0 16.1 337,600 0.055 0.6 0.2 0.524 0.244 

14 Yongcheong (YC) 130.0 17.0 1,044,900 0.055 0.6 0.2 0.523 0.244 

15 Samjeong (SJ) 132.0 22.2 860,000 0.055 0.6 0.2 0.511 0.241 

16 Yongjeon (YJ) 234.0 13.3 330,500 0.055 0.6 0.2 0.473 0.232 

17 Daljeon (DJ) 97.0 17.9 698,200 0.055 0.6 0.2 0.472 0.231 

18 Yongyeon (YY)  203.0  20.8  7,045,000 0.055 0.6 0.2 0.470 0.231 

19 Daebo (DB)  100.0  19.5  703,000 0.055 0.6 0.2 0.473 0.232 

20 Gangsa (GS) 144.0 23.9 806,200 0.055 0.6 0.2 0.452 0.226 

21 Yonggok (YG)  158.0  39.0  1,615,100 0.055 0.6 0.2 0.44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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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 응력분포 특성을 Fig. 3(e)에 나타냈다. 또한 로즈 다이어그램을 구

축한 결과, 포항시에 존재하는 전체 단층은 대략적으로 북동-남서 방향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f)는 저수지 댐마루 주향방향과 단층의 

주향 및 밀도에 따른 지질재해의 취약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리구조물과 

단층의 로즈 다이어그램을 오버레이한 것으로, 단층의 개수, 평균주향 및 

총 단층길이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선구조의 기하학적 특성 분석 결과, 

본 연구지역에 속한 저수지와 주된 단층 주향방향은 서로 상관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3.6 저수지별 지질재해 종합취약성 평가지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지역 내 저수지 제체 중앙을 기준으로 2 km 

반경을 저수지별 지질재해 취약성 영향범위로 설정하였다. 각 저수지별 영

향범위에 대해 취약성 평가의 구성요소인 내진성능, 정밀안전진단, 지진영

향 및 지질구조선 평가지표를 구하고, 각 구성요소 간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저수지별 종합취약성을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저수지별 설정한 영향범

위 내 내진성능, 정밀안전진단, 지진영향 및 지질구조선을 분석하여 종합적

인 취약성 평가지수 산정 식 (1)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저수지별 종합취약성 평가지수 = Mean∑ [내진성능×50% (1)

+ 정밀안전진단×50% + 지진영향 ×50% + 지질구조선×100%]

그 결과, 연구지역 내 지질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은 수리시설물은 기동

저수지로 평가지수 0.364로 분석되었다. 포항강진 피해가 발생한 회학저

수지는 연구대상 저수지중 8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질구조선 

구성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하지만 이들 평가지수들 

간의 가중치 산정 기준은 추가 연구할 계획이다. 

4. 결과 및 고찰

2017년 포항지진 시 진앙지로부터 반경 100 km 이내 공사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완료하였다. 긴급점검 대상 농업기반시설물은 저

수지, 양배수장 및 취입보 등 1,180여 개소에 이르는데, 이 중 저수지는 724

개소였다. 그 당시에 외관조사 및 긴급점검 시 직접적인 지진피해가 파악된 

저수지는 4개소였다. 피해저수지 대부분은 댐마루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

가 발생하였다. 총저수량이 가장 큰 회학저수지에 대하여 (Fig. 1의 검정색 

원형 및 Fig. 4(a)의 검정색 사각형), 지진에 따른 저수지 주변 지질구조 및 

기초지반 특성을 고찰하였다.

4.1 저수지 주변 지질구조 특성

최근 경북 내 강진 주변을 지질학적으로 살펴보면, 경주지역은 암반층이

고 포항지역은 연약 지반층으로 포항지진이 경주지진에 비해 큰 피해가 발

생한 원인이었다. 포항지진 시 진앙지 주변으로 피해 저수지 4개소가 거의 

일직선상으로 나타났는데 (Fig. 4(a)), 이에 대한 방향은 이 주변에 나타난 

단층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다.

지역을 구성하는 지질조건을 살펴본 결과, 진앙지 주변 (Fig. 4(a)의 별

모양 표기)은 대부분 충적층, 사질셰일 및 응회질 이암이 교대되어 나타나

는 역암이 존재하는 학림층 및 흥해층이 분포하는 특징이 보였다. 이는 경주지

진이 불국사층군 화강암 지반이 위치하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지진 

피해가 발생한 저수지 (Fig. 4(b)의 검정색 원형) 주변 지질학적인 특징인 

두터운 상부 퇴적층 (Fig. 4(c)의 AA’ 참조)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과적으

로 지진파가 피해 저수지 근방에서 크게 증폭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층운동

에 의하여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암반으로 전파되어 온 지진파가 토사지

반을 통과하면서 증폭되는데, 그 크기는 암반층에 비하여 최대 10배까지 증

폭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2 저수지 기초지반 특성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4개 저수지 중 총저수량 규모가 가장 크며, 

진앙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12 k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회학저수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수지 기초지반 특성을 

파악하였다. 시추조사는 정밀안전진단 제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

수지 제체 중앙에서 NX구경의 회전식 시추기를 사용하였으며, Table 3은 

표준관입시험 (SPT) 결과이다.

지층은 시추조사 시 배출되는 슬라임과 굴진 용수의 배수색, 굴진속도, 

(a) 

A

A'

(b)

A A'

(c)

Fig. 4. Geological map of Pohang area (from KIGAM). (a) Four red 

‘X’ indicate the locations of damaged reservoirs by earth-

quake while blue dots indicate the locations of other reser-

voirs (b) Geology around Hoihak reservoir(black circle) (c) 

Geological formation of Line A-A' on the Fig.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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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입시험으로 채취된 교란시료 등으로 판단하였으며, 암반층에 대해

서는 굴진속도, 코어회수율 및 균열이나 절리의 발달상태 등으로 구분하였

다. 그 결과, 제체 지층은 성토층, 중심코아의 점토층, 연암층으로 구분되었다. 

성토층 (0.0~2.2 m)은 자갈 이 20~30% 정도 함유된 점토성분으로 성토되

어 있고, 자갈의 크기는 Φ100 mm이하 우세하며 황갈색이었다. 중심코아

는 자갈이 5~10% 정도 함유된 점토성분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부분적으로 

19.0 m 이하 구간은 자갈이 40~50% 정도 함유되어 있다. 점토층 (2.2~20.0 

m)은 습한상태며 소량의 모래성분이 혼재되어 있고 황갈색을 나타내었다. 

기반암의 연암은 균열 및 절리가 매우 발달해 있으며 약한 풍화의 풍화도와 

약함~보통강함 및 암편상 코아가 회수되며 암회색을 나타냈다. 표준관입

시험 결과, 중심코아는 7타/30 cm~14타/30 cm로 보통견고 (medium) ~

견고 (stiff)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본 회학저수지는 기초지반은 암반층으로 

파악되어서, 지진에 따른 저수지 제체 가속도 증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금번 피해저수지는 추가적인 정밀점검으로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하였

는데 (Park et al. [10]), 제체 내 균열 및 침식에 의한 누수가능성은 없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긴급 조치로서 수위를 낮추고, 균열구간에는 우천대

비 방수포를 설치하였다. 또한 여진에 따른 추가균열 여부를 계속적으로 주

의관찰하고 있다.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저수지 4개소에 대

한 항구복구 계획으로, 회학저수지 및 인근 둔각저수지 경우는 종방향 및 횡방

향 균열깊이까지 제방토사를 걷어내고 되메움 다짐 또는 그라우팅 처리를, 

삼정저수지 및 지땡이 저수지는 종방향 균열깊이까지 제방토사를 걷어내

고 되메움 다짐하는 보수·보강 대책이 수립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주변 단층분포 특성에 따른 

지질재해 취약성 등급화를 통해 지진 시 우선수위를 정하여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

구지역 내 저수지 제체 중앙을 기준으로 2 km 반경을 저수지별 지질재해 취

약성 영향범위로 설정하였다. 각 저수지별 영향범위에 대해 내진성능, 정밀

안전진단, 지진영향 및 지질구조선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저수지별 지

질재해 취약성 평가의 구성요소로 정립하고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지역 내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는 전체 저수지 중 21개소가 해당되며, 

저수지 제체를 중심으로 위치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GIS Geoprocessing 

Tool을 활용하여, 저수지 제체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2 km Buffer를 실시

하여 지질재해 영향범위 및 추가적인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지역 내 지질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기동저수지는 종합취약성 평가

지수가 0.364로 분석되었다.

최근 지진 발생 직후, 진앙지로부터 반경 100 km 이내 공사관리 시설현

황에 대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완료하였다. 이전에 피해 발생 저수지를 포함

하여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여진에 따른 피해시설물 안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진 

시 긴급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물은 양적으로 많으며 대상 수리시설물 

중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도 724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진앙지에서 

거리가 가까운 시설물을 우선 순위로 정하여서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수지별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방법을 토대로, 

저수지별 취약성 등급 기준 수립 및 우선수위를 부여하여서 지진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 및 피해 최소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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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 penetration test on the crest of Hoihak earth fill 

dam

Depth(m) Inner material properties N value

3.0 Clay core 8/30 cm

6.0 Clay core 7/30 cm

9.0 Clay core 8/30 cm

12.0 Clay core 11/30 cm

15.0 Clay core 10/30 cm

18.0 Clay core 14/30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