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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he recent Sichuan earthquake(2008) in China and Iwate-Miyazaki earthquake(2008) in Japan
give Korea peninsula warning that it is no more safety zone against damage by earthquake events. So, rapid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dam operation and management against earthquake are needed. In Korea
earthquake design standard(MOCT, 1997) has been revised after Kobe earthquake. Installation of seismometer
and monitoring of earthquake for special class dams is requlated in dam aseismic design standard(MOCT,
2001). Accelerometer installation project for existing dams has been carrying out by K-water to establish an
earthquake network for dam safety. Real-time dam earthquake monitoring network has also been developed to
detect an earthquake efficiently and to warn to dam administrators as soon as possible. In this study, dam
real-time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developed by K-water was introduced and applicability of real
earthquake record measured by this system to dam safety management was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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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일본 고베지진 타이완 지지 지진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및 대도시지역에서 지반(1995), (Chichi) (2000),

흔들림이 감지된 일본 후쿠오카지진 최근의 중국 쓰촨성대지진 과 같은 한반도 주변지역에(2005), (2008)

서의 지진발생 사례와 함께 한반도내에서 최근 발생된 강원도 월정사지진 년 등은 한반도의 지진(2007 )

발생 빈도 증가와 더불어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과 함께 지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

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쓰촨 성 대지진 은 쓰촨성 일대 약 개의 중대형댐에 크고 작은 손상을 입, ( ) (M 8.0) 400四川

힘으로써 지진대비 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댐의 지진계 설치는 일반적으로 지진시 댐의 응답특성을 분석하여 내진설계에 반영하고 댐 지역의,

지진동 특성 예측 등 지진에 대한 댐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해지고 있다 다른 구조물에 비해 그동안 댐.

에 대한 지진계 설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댐 부지의 지진 계측기록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 1390 -

지진발생 증가와 대형구조물에 대한 지진응답특성 파악에 대한 요구로부터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본 고베지진 이후 국내 내진설계기준 건설교통부 이 개정되었으며 년 개정된 댐설계기( , 1997) 2001

준 건설교통부 에는 내진특등급 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진계를 설치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대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당시.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존댐에 지진계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댐의 지진계를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효과적인 댐 부지에서의 지진 감지와 신속한 지진상황 통보를 위한 댐실시간지진

감시시스템 을 구축하였다(Dam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

본 논문에서는 댐 실시간지진감시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기 구축된 시스템을 통한 지,

진계측 사례를 제시하며 감지된 지진계측기록의 지진대비 댐 안전관리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쓰촨성대지진시 쯔핑푸댐 하류사면 피해현황 그림 쯔핑푸댐 댐마루 피해현황1. 2.

댐 지진계 설치 및 현황2.

지진계 설치 필요성 및 관련 기준2.1

댐에서의 지진계측은 지진 시와 지진발생 후 댐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내진설계의 가정을 검증하여 설

계이론을 개선시키기 위해 댐의 동적거동에 대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댐 안전관리 측면에. ,

서는 계측기록은 지진발생 직후 지진하중의 크기와 댐 각 위치에서의 가속도응답으로부터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 및 점검 수준을 신속히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댐에 가해지는 지진하중과.

댐의 지진응답을 계측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설치한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국가 기간시설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상위 성능기준인 내진설계기준연구「

의 지진응답계측에 관한 요구사항에는 내진특등급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진계측기를 설치II(1997) ,」

운영하여야 하며 내진 등급으로 분류된 댐의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필요에 따라 지진응답계측기의 설, Ⅰ

치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댐설계기준 한국수자원학회 에서는 내진, . , ( , 2005)

특등급 댐의 경우 지진응답계측기를 설치하고 정상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내진 등급Ⅰ

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내진설계기술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관할기관은 지진계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댐의 내진등급은 표 과 같이 댐의 중요도에 따라. 1

내진특등급과 내진 등급의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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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등급 댐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내진특등급

사회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댐으로 발주처가 지정, ,․
하는 댐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높이가 이상이고 총저수용량이 백만 이상인 댐45m 50 ㎥․

년1000

내진 등급Ⅰ 내진특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년500

표 댐의 내진등급과 설계지진 댐설계기준1. ( , 2005)

댐의 지진계 설치위치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개소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개3 7 , 2

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댐의 경우 지진시 응답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그림 의 댐 단면에서 댐 마루 댐 지점 댐 하단 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3 (2), 2/3 (4), (1)

하고 있다.

그림 댐 지진계 설치 위치 건설교통부3. ( , 2000)

지진계 설치 현황2.2

일본의 경우 년 고베 지진 시에는 개의 댐 국토교통성 수자원기구 지방자치단체1995 140 ( :48, :10, :82)

에 개의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년에는 개 댐 국토교통성 수자원기구 지방자443 2003 413 ( :78, :20,

치단체 에 개의 지진계가 설치되었다:315) 1152 .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리 중 또는 건설이 완료된 개 댐 중 현재 개 댐에 총 개의 지진계를 설치30 22 70

및 운용 중에 있으며 년 말까지 나머지 개 댐에 총 개의 지진계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표, 2008 8 24 ( 2

참조 또한 년 이전 설치되어 노후화된 개 댐에 대한 지진계를 마찬가지로 년 말까지 교체). , 2004 4 2008

설치할 예정에 있다.

댐 실시간지진감시시스템 개발구축3. (DEMS) ․
시스템 구축 개요3.1

댐에 설치된 지진계의 원격관리 및 지진발생시 신속한 댐 피해상황을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댐의 지진동을 실시간 감시 및 통보하도록 댐 실시간지진감시시스템 이 개발되었다, (DEMS) .

는 유닉스 기반의 지진분석시스템과 윈도우즈 기반의 지진모니터링 및 지진통보 시스템으로 구성DEMS

되어 있다 지진분석시스템은 그림 와 같이 본사의 유닉스 서버에 탑재되어 각 댐의 진동 데이. 4 (UNIX)

터를 정보통신망 을 통한 통신으로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한다 윈도우즈 기(KOWAnet) Ethernet(TCP/IP) .

반의 지진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진분석시스템에서 수집 및 분석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지진감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진의 탐지 및 긴급점검 기준의 가속도 현재 가속도수준 를 초과할, ( 0.01g )

경우 지진통보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와 통보를 본사 자동통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댐의 시설물 관리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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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여 긴급점검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댐 명 댐형식 가속도계 설치수량 설치일자 재설치( ) 비고

횡성댐 ECRD 3 2000.6 건설중설치
밀양댐 CFRD 3 2001 “
용담댐 CFRD 5 2001 “
대곡댐 CFRD 3 2004 “
장흥댐 CFRD 3 2005.10 “
평화의댐 CFRD 3 2006.5 “
감포댐 ECRD 2 2006.6 “
남강댐 CFRD 3 1998(2006.10) 건설중설치재설치( )
대청댐 CGD & ECRD 6 2006.6 관리단계설치
충주댐 CGD 3 2007. 4 “
안동댐 ECRD 3 2007. 4 “
소양강댐 ECRD 3 2007. 4 “
임하댐 ECRD 3 2007. 4 “
합천댐 CGD 3 2007. 4 “
주암본댐 ECRD 3 2007. 4 “
주암조절지댐 ECRD 3 2007. 4 “
부안댐 CFRD 3 2007. 4 “
보령댐 ECRD 3 2007. 4 “
섬진강댐 CGD 3 2007. 4 “
운문댐 ECRD 3 2007. 4 “
영천댐 ECRD 3 2007.12 “
구천댐 ECRD 3 2007.12 “
사연댐 ECRD 3 예정‘08.12 설치예정
대암댐 ECRD 3 예정‘08.12 “
선암댐 EF 3 예정‘08.12 “
안계댐 EF 3 예정‘08.12 “
수어댐 ECRD 3 예정‘08.12 “
연초댐 ECRD 3 예정‘08.12 “
광동댐 ECRD 3 예정‘08.12 “
달방댐 ECRD 3 예정‘08.12 “

표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지진계 설치 현황 한국수자원공사2. ( )

그림 댐 실시간지진감시시스템 구성4. (D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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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분석시스템3.2

지진분석 및 지진자료 화3.2.1 DB

지진분석시스템은 댐 지진기록계와 통신으로 연결하여 최대 여개 댐 지진관측자료의 수TCP/IP 100

집이 가능하도록 링버퍼 서버를 구현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파형의 감지 및 가

속도 값을 산출한다 지진으로 감지된 경우에는 해당 지진구간을 파일로 저장하고 지진구간내의 채널별.

최대가속도를 산출하여 통보여부를 결정한다.

지진감지 알고리즘3.2.2

댐 지진감시 시스템의 지진감지 알고리즘은 트리거링 방법을 개선한 기상청의 실시간 지STA/LTA 「

진 파 검출방법 류용규 을 적용하였다 실시간 지진 파 검출방법은 그림 과 같이 임의 샘플P ( , 2005) . P 5」

간격의 두 지점의 기울기의 변화에 의해 지진 파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P .

는 방식으로 인한 오차 및 계산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적용되는 시간은 초로 매STA/LTA STA 0.05

우 짧아 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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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진파형 기울기변화를 이용한 실시간 지진 파 검출 방법5. P

본 시스템에서는 지진파가 전파되는 소요시간 약 초 범위 내에 개 이상의 댐에서 진동이 감지30 5

되어 진동이 끝나기 까지 최대 분여 시간이 지진구간 으로 결정되어 해당 구간내의(Detect) 3 (Trigger)

채널별 최대가속도를 분석하고 이벤트 파형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 지진감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시간구간의 크기와 잡신호 등의 영향을 최적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신호 대 잡음비

를 얻기 위해 필터를 적용하였다Band-pass .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3.3

파형모니터링은 그림 과 같이 실시간 파형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화면으로 표시할 채널을 선택6

하거나 표현구간의 길이 시간 를 설정하고 파형에 적용할 필터 등을 설정함으로서 지진동 감지여부를 확( )

인할 수 있다 가속도 모니터링은 각 댐의 실시간 가속도 수신 및 표출 화면으로 그림 과 같이 가속도. 7

의 크기에 따라 지시자의 색상 및 크기에 변화를 줌으로서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진 통보시스템3.4

지진통보시스템은 지진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자들에게 지진계측 자료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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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위해 컴퓨터통보 문자메세지 등의 매체를 통해 통보하는 메인서버시스템으로 통지문의 기초자,

료를 수신하고 통지문을 생성하여 발송한다 통지문은 지진발생시간 지진이 관측된 댐명 및 최대가속도. ,

와 같은 댐에서의 지진발생 현황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수신처로 전송함으로써 비상상황에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지진파형모니터링6. 그림 실시간 가속도 모니터링 화면7.

계측지진기록의 지진대비 댐 안전관리에의 활용4.

지진발생 직후 댐 안전점검4.1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실시간지진감시시스템에 의해 댐 기초지반 또는 어버트 에 설치한(abutment)

지진계에 지진동의 최대가속도가 이상 계측되게 되면 전국의 각 댐 담당자들에게 지진경보0.01g , SMS

가 발송되어 댐 현장담당자들에 의해 지진 직후 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댐 관리자는 지진경보 수신 시 신속히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댐의 지진피해 여부를 조사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긴급점검은 차와 차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차 점검은 지진발생 직후 육안점검. 1 2 1

에 의한 외관점검위주로 실시하여 시간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차 점검은 차 점검 후 상세외관3 2 1

점검과 계측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24 .

댐 고유특성치 산정4.2

댐의 고유진동수 산정은 지진발생시 댐의 거동을 근사적으로 예측할 수 있(fundamental frequency)

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지진발생시 댐의 거동을 평가하고자 할 때 입, ,

력물성 및 해석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과 같이 일. 8 ,

정감쇠비에 대한 댐 저부와 정상부에서의 가속도 계측기록의 응답스펙트럼을 각각 구한 후 댐 정상부,

응답스펙트럼을 댐 저부 응답스펙트럼으로 나눈 응답스펙트럼비를 산정하고 산정된 응답스펙트럼비에,

서 첨두값을 보이는 주기를 산정하고 산정된 주기값으로부터 고유진동수를 산정할 수 있다 하익수 등(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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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응답스펙트럼비 정상부응답스펙트럼 어버트응답스펙트럼 산정 결과8. ( / )

댐 지진 안정해석의 타당성 검증4.3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많은 해석 프로그램의 경우 해석 시 해석시스템 댐과 기초지반 의 고유진동수를, ( )

입력값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설명된 방법들에 의해 실지진기록으로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를 손쉽게 산정할 수 있다 실지진기록으로 산정된 고유진동수는 동적해석방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에도 이용될 수 있는데 수치해석으로 산정된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그림 와 실지진기록으로 산정된 고, ( 9)

유진동수 그림 를 상호 비교하는 것과 댐체에서의 응답파형 비교 등을 통해서 해석시스템 입력물성의( 8)

적정성과 해석기법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댐 축조재료 물성 역산정4.4

지진에 대한 댐 안정해석 결과의 신뢰성은 축조재료의 입력물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입자크기가.

매우 큰 사력재료의 물성은 시험기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실내시험 등을 통해서 획득하기란 거의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실계측 지진기록에 의한 대상댐의 고유진동수 높이별 댐 지진응답 결과를 물성을 변. ,

화시킨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근사적으로 축조재료의 동적 물성을 역산정할 수 있다.

그림 은 댐 물성 댐 깊이별 전단파속도 역산정 결과를 경험적으로 제안된 식과 비교한 결과를 실10 H ( )

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차원 동적해석에 의한 고유진동수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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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진시 댐의 응답특성을 분석하여 내진설계에 반영하고 댐 지역의 지진동 특,

성 예측 등 지진에 대한 효율적 댐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목적댐을 비롯한 용수전용댐에 지진

계를 기 설치하였거나 설치작업을 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설치된 지진계들을 네트워크2008 . ,

로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지진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댐 실시간지진감시시스템 를 운영 중에 있(DEMS)

다 본 고에서는 개발 구축된 의 구축현황과 시스템 구성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DEMS .

지진 발생 시 댐실시간지진감시시스템을 통해 지진동을 계측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마치 인간

의 몸에 백신을 맞는 것과 흡사한 과정이다 다시 말해 실시간으로 얻어진 지진 계측자료에 대한 분석. ,

을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에 대해 댐의 지진시 거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으로부터 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진감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상청을 중심으로 구

축되어 있는 국가지진관측망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계측자료의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유로부터.

지진대비 댐의 효율적 안전관리을 위한 연구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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